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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포함)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단기 11명 명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729-2460,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729-2881, 담당 박지원 ☎ 729-2885

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 운영,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정책목표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가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대상: 성남시 전체장애인 및 가족(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사업기간: 2019. 8~ 지속
  ❍ 사업장소: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34, 3층(태평동, 경원프라자)
  ❍ 주요내용 
    ∙ 장애인가족 문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 추진근거: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 발달장애인지원조례
  ❍ 이행 로드맵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2019년 연  간 ∘ 센터 개소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0년 연  간 ∘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1년 연  간 ∘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2년 연  간 ∘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7,381 3,086 150 1,023 767 750 396 4,295

도비 125 30 - - - 20 10 95
시비 7,256 3,056 150 1,023 767 730 386 4,200



※ 기타재원 현황 

구    분 명    칭 운용(유치)내용 금액(천원)

후원금 법인전입금 법인 전입급 수입 250,000

후원금 지정, 비지정 후원금 프로포절, 후원금 수입 49,904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30 계획수립
예산반영

9월 계획 수립
추경 및 본예산 반영 100

2019년 민간위탁결정 및 사무실 리모델링 
센터개소 및 운영 70 지원센터 개소

프로그램운영
8월 센터 개소

10월 프로그램 운영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사업계획수립 방침결정
계획수립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설립 건물임대 리모델링

조성공사 및 개소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조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가족상담사업
(장애인가족 상담, 전문상담

및 통합 사례관리)

194회
214명

351회
381명 

736회
740명

159회
159명

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지원, 장애인가족멘토링 등)

5회
50명

60회
804명

168회
933명

26회
83명

가족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 외식·문화·여가 지원)

1회
150명

72회
72명

10회
161명

2회
20명

권익옹호인식개선사업
(인식개선캠페인 등)

3회
614명

1회
587명

545회
7,237명

91회
1,710명지역사회조직사업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네트워크 사업, 홍보 등)

207회
617명

516회
665명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18세 이상, 18명 정원)

정규반 운영
435명

- 상담 및 계약
  15건 / 15명
- 부모회 8건/ 55명
- 정규프로그램운영
  2,341건 / 5,645명
- 공모사업
  103건 / 878명

- 상담 및 계약
  9건/34명
- 부모회 12건/118명
- 정규반 운영
  2,864건/8962명
- 선택반 운영
  812건/3,864명
- 공모사업
  116건/1,428명 

- 상담 및 계약
  2건/2명
- 부모회 3건/31명
- 프로그램운영  
  680건/1922명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 신청건수 60건
- 돌봄일수 106회

- 신청건수
  15건/15명



   ∙ 연계사업 성과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일자리 사업
(장애인·노인·청년 등) 9 8 6 6

후원사업 515 23 5

   ∙ 사업추진상황

건립 중 건립 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장애인부모 여가교육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비대면 가족지원(외식비) 이동상담실 운영

가족 역량 강화
(비대면 언어 멘토링) 장애인식 개선(온·오프) 가족휴식지원(생일) 전문상담실 운영

평생교육 운영상황 평생교육 운영상황 평생교육 선택반 운영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9. 7.: 사업계획 방침 및 본예산 반영
∘10.30.: 2018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임대료 등) 
∘11.20.: 임대건물 계약(2018.12.20.~2023.12.19.)
∘2018. 11. 26. ~ 2019. 2. 7.: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 

2019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2. 1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방침결정
∘4. 30.: 리모델링 공사 실시
∘5. 14.: 수탁심의 개최 수탁자선정(할렐루야복지재단) 
∘8. 29.: 센터 개소 사업수행 
∘9. ~ 11.: 직원 대상 도전행동 완화를 위한 ABA 교육
∘10.~ : 평생교육 이용인 이용 시작



 
 ❍ 협력체계 구축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20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 코로나19로 긴급돌봄, 정규반 운영
∘통합사례관리: 발달장애인 시설입소교육 지원 및 입소
                시설 연계, 주거환경개선 후원금 모금 
                및 지원, 긴급생계비 후원금 지원연계
∘3. ~ 4.: 징검다리 후원금 지원사업
∘3. ~ 4.: 코로나19 응원 캠페인[그대에게 전해봄]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 비대면 사랑손
∘3. ~ 12. : [배달의 장가센1] 자가격리자 구매 대행
∘5. ~ 11. : 발달장애인부모 자조모임[발가락(樂)부모동아리]
∘장애인 가족 명절행사(설, 추석 외)
∘8. ~ 9.: [배달의 장가센2]장애인가족 외식비지원 사업
∘9. ~ 12.: 미이용 발달장애인 선택반 운영(수료식)
∘10. ~ 12.: 비장애형제자매멘토링1:1 멘토링영어/중국어 맞춤학습

∘가천대학교 [비단길] 동아리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 
  개발 지원
∘야탑1동 수채화 동아리 
  후원품(그림 부채) 지원

2021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1. ~ : 코로나19로 긴급돌봄지원사업, 정규반 운영
∘1.~12. : 가족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생일파티지원-후짝짝”
∘3. ~ 7: 장애인가족 역량지원 비대면 1:1외국어 언어 멘토링
∘3. ~ 7.: 미이용 발달장애인 선택반 1학기 운영
∘4.~12.: 소그룹 활동지원 프로그램
∘5.~6: 장애인인식개선 캠페인“그대에게 전해봄 파트2-  
        퀴즈를 맞춰봄”
∘6.  : 가족휴식지원 사업 가족나들이“횡성숲체원 체험”
∘6.~12 : 가족외식지원사업“배달의 장가센2”
∘8. : 부모지원 “플라워 클래스”
∘9~12: 성인발달장애인 선택반 2학기 운영
∘9. ~ 12: 장애인가족 역량지원 비대면 1:1외국어 언어 멘토링
∘10.~12.: 부모지원 “정리수납교육- 정주행”
∘10.~12: 가족모래놀이치료“전지적 가족 시점-모래로 놀래”
∘12.  : 사랑손 2, 우리가족 러브레터
∘12.  : 2021년 비대면 송년회(자원봉사자, 후원자)

∘가천대학교 [비단길] 동아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 개발
∘야탑1동 수채화 동아리 
  후원품(그림 부채) 지원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지원
∘가천대학교 아름샘 봉사단(사  
  랑손, 비대면멘토링)

2022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 : 코로나19로 긴급돌봄지원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3 : 가족휴식지원사업 “장애인가족생일파티지원-후짝짝”
∘3. : 장애인가족 역량지원 비대면 1:1외국어 언어 멘토링 모집
∘1.~3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1.~3 : 전문상담 / 모래놀이치료
∘3. : 운동기구를 통한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신체

기능 강화 특수체육 프로그램 “신나봄! 즐겨 봄!”
∘3. :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주체적인 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한 “우리는 아이돌”

∘ 비장애형제자매 어린이날 행사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은학교, 혜은학교,
인덕학교

장애학생 및 가족 연계
장애 관련 슈퍼비젼 외

네트워크 회의, 사례지원(신O찬 외)
연간 슈퍼비젼 외 특수학교

대한적십자사 태평1동 
봉사회 물품 후원 2019_4건, 2020_3건

월드휴먼 브릿지 장애인 가족 사업 지원(사랑손) 2020.4_200만원

케이인터네셔널 바리스타 물품 후원 2020.5_약 270만원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 물품 후원(코로나19 위기가정) 및 
상품권 후원 2020.6_50만원, 2020.12_20만원

성남시장애인연합회 물품 후원 및 사업 연계 2020_5건, 2021_1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물품 후원 및 사업 연계 2019_2건, 2020_17건, 2021_7건

할렐루야교회 집고치미, 위기 장애인 가족 지원 2020_250만원, 2021_400만원

선한목자교회 위기 장애인 가족 지원 2020.10~2021.6  14,980만원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97% 2,970 - 98% 3,039 150 1,023 682 750 434

도비 100% 30 - 103% 31 20 11

시비 97% 2,950 - 98% 3,008 150 1,023 682 730 423

   
 ❍ 공모사업 추진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종합복지관(도촌, 중탑 등) 물품 후원 및 사례 연계 2019_3건, 2020_13건, 2021_2건

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위기 장애인 연계,
물품 지원 : 우리가족 지킴이키트 2021_50개 경찰서

성남시사회복지협의체 분과 위원 돌봄분과, 보호분과 분과위원활동 

휴먼TR연구소 서적발간, 업무협약 MOU 체결

야탑1동, 태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위원 야탑1동, 태평1동 분과위원활동

광주시무한돌봄센터 사업협력 사례관리대상자 이관 및 
주거환경개선, 후원금 지원

한마음복지관 지역사회네트워크 상담센터, ABA 교육실

태평1동복지회관 지역사회네트워크 후원물품 지원

단대동주민복지센터 지역사회네트워크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진행

산성동주민복지센터 지역사회네트워크 후원물품 지원

경기도장애인옹호기관 장애인인권사업 협력 및 지역사회 
장애인 사례관리 업무협조 MOU 체결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20. 2. 푸르메재단 성인중증발달장애인 부모의 건강한 여가생활
및 행복 설계 자조모임 “발가락(樂)” 5,000 확정 2020.3

2020. 2. 성남시 
평생교육과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프로그램:
문화로 만나는 해방구 “문방구” 6,000 확정 2020.4

2020.4. 경기도평생교육
진흥원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를 통한 
로컬뮤니티 프로그램 “성공로(路)” 6,500 확정 2020.5

2020.5. 마사회 수경재배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한 성인 중증
장애인의 직업기능향상 ’행복한 농사꾼‘ 5,000 확정 2020.5

2020.3. 성남시 평생교육과 행복배달 강좌 “성인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직업체험프로그램” 700 확정 2020.5

2021. 7. 성남시
지역경제과 사회공익사업 – 성인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활승마‘ - 확정 2020.7

2021. 2. 성남시 
평생교육과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기술 증대를 위한 
뮤지컬 배우 도전기 “나도 배우다” 6,000 확정 2021.4

2021. 2.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운동기구를 활용한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자세교정과
신체기능 강화 특수체육프로그램 “내몸을 부탁해” 3,300 확정 2021.3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6,345 3,039 3,357 357 830 850 870 450

도비 110 31 79 9 20 20 20 10

시비 6,235 2,858 3,278 348 810 830 850 44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 심각한 도전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사업 운영

◦ 자해, 타해 등의 심각한 도전행동으로 타 기관에서 탈락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강한 도전행동으로 직원 및 
   이용인의 부상 사례 다수. 
   심각한 도전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타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며, 야외에서의 신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해야 하나 상가건물 3층에 위치하여 외부로 나가야 
   활동 가능함

◦ 심각한 도전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 준비 및 전문

인력 확보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심각한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적, 사회적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장애인가족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 갈등 해

소 및 장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불안감 감소
  ❍ 다양한 휴식지원, 교육, 돌봄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역량이 강화

되고 돌봄 부담이 감소하면서 장애인 가족의 해체를 예방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21. 3 성남시  행복배달 강좌 “성인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직업체험프로그램” 700 확정 2020.3

2021. 7. 선한목자교회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장애인가족 힐링 상담 프로그램, 
장애자녀 부모지원 프로그램 “정리수납교육” 5,000 확정 2021.8

2022. 2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운동기구를 통한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신체기능 
강화 특수체육 프로그램 “신나봄! 즐겨 봄!” 3,500 확정 2022.3

2022. 2 성남시 
평생교육과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주체적인 
여가문화를 즐기기 위한 “우리는 아이돌” 3,400 확정 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