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56 베리어프리(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계속 - 명 - 명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담당 김승재 ☎ 729-2864

협조부서 5개 부서 건축과, 교통기획과, 도로과, 생태하천과, 대중교통과

협력체계

시민참여

□ 정책목표

〇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및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〇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9조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과-18781(2018.07.24.)호

  ❍ 사업대상 : 건축물, 도로, 교통, 탄천 등 도시환경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과 : 건축물 신축, 개축, 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적용

    ∙ 건축과 :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교육, 홍보

    ∙ 도로과 : 도로, 인도, 육교 등 시설개선

    ∙ 교통기획과 : 교통신호, 횡단보도, 주차장 등 시설개선

    ∙ 대중교통과 : 저상버스, 장애인복지택시, 추가도입 및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 하천관리과 : 탄천진입로, 탄천 장애인화장실 등 시설개선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추진 방침 결정, 사업 시작

2019년 연  간
∘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사전협의
∘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공공분야)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홍보
∘ 음향신호기 교체 및 신규설치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정비
∘ 탄천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개선
∘ 저상버스차량 추가도입
∘ 장애인복지택시 추가도입
∘ 버스승차대 환경 개선

2020년 연  간

2021년 연  간

2022년 연  간

2023년이후 지  속 ∘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불편 요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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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55 14,023 19,797 2,156 3,948 5,241 4,495 3,957 17,035

국비 18,835 6,690 5,270 458 687 1,375 1,375 1,375 6,875

도비 3,777 1,068 1,374 260 238.4 341.4 267 267 1,335

시비 28,243 6,265 13,153 1,438 3,022.6 3,524.6 2,853 2,315 8,825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추진방침 결정 10 계획수립 7월 계획수립 100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협의제도 도입 10 건축물 사전협의(계속) 사전협의

내 실 화 100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10 시설설치(계속) 공편기관

편의시설설치 100

유니버설 디자인 10 직원교육･가이드라인 홍보(계속)
공공분야 적용(계속)

마인드 함양 교육
공공디자인 적용 100

편의시설 설치 40 보행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계속) 보행환경 개선
도로시설 정비 100

수송 환경 개선 20 저상버스･창애인복지택시 추가도입(계속)
버스승차대 개선(계속)

저상버스 추가도입
장애인택시 추가도입 100

2019~
2022년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계속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사업 지속 추진 조성사업 지속 추진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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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침 결정 계획수립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사전 협의제도 도입 건축물 사전협의(계속)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시설설치

유니버설 디자인 직원교육･가이드라인 홍보(계속)
공공분야 적용(계속)

편의시설 설치 보행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계속)

수송 환경 개선 저상버스･창애인복지택시 추가도입(계속)
버스승차대 환경 개선(계속)

    ∙ 사업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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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사전협의 11,244건 100% 100% 100% 100% 100% 장애인복지과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63개소 33개소 30개소 - - - 장애인복지과

유니버설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9회 2회 4회 - 3회 - 건축과

 공공디자인 대상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공공분야) 53회 8회 15회 12회 14회 4회 건축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홍보 16회 4회 3회 4회 4회 1회 건축과

음향신호기 교체 및 신규설치 676대 200대 132대 116대 198대 30대 교통기획과

엘리베이터(E/L) 설치 2개소 - 1대 1대 - - 교통기획과

에스컬레이터(E/S) 설치 3개소 - - 3대 - - 교통기획과

보도 및 시설물 정비 88,575㎡ - 10,670㎡ 39,517㎡ 37,009㎡ 1,379㎡ 도로과

단절도로 개선 사업추진 -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도로과

탄천 경사로 개선 16개소 - 5개소 9개소 2개소 - 생태하천과

탄천 장애인 화장실 확충 3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 - 생태하천과

저상버스차량 추가 도입 177대 2대 37대 77대 61대 - 대중교통과

장애인복지택시 추가 도입 24대 12대 12대 - - - 대중교통과

버스승차대 내 온열의자 설치 43개소 7개소 2개소 19개소 5개소 10개소 대중교통과



보도 개선(전) 엘리베이터 설치(전) 음향신호기 설치(전) 탄천 경사로 개선(전)

보도 개선(후) 엘리베이터 설치(후) 음향신호기 설치(후) 탄천 경사로 개선(후)

계단 개선(전) 계단 개선(전) 옹벽 개선(전) 온열의자 설치(전)

계단 개선(후) 계단개선(엘리베이터 설치) 옹벽 개선(후) 온열의자 설치(후)

저상버스 운행 장애인복지택시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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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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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계 102% 34,515 14,023 104% 20,492 1,678 4,118 7,772 6,465 459

국비 120% 14,393 6,690 146% 7,703 92 1,334 3,471 2,806 -

도비 108% 2,625 1,068 113% 1,557 242 373 521 421 -

시비 90% 17,497 6,265 85% 11,232 1,344 2,411 3,780 3,238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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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55 14,023 19,797 17,035 2,131 4,258 4,258 4,258 2,130 

국비 18,835 6,690 5,270 6,875  862  1,718 1,718 1,718  859 

도비 3,777 1,068 1,374 1,335 169 333  333  333  167 

시비 28,243 6,265 13,153 8,825 1,104 2,206 2,206 2,206 1,103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시설물 개선
 분야별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불편
 요소를 민원발생 전 발견하기 어려움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태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대면교육 어려움  비대면 온라인 교육 전환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분야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 전문 자문단(장애인 단체, 도민 촉진단 등) 의견 청취 등을 통한 시설 개선

□ 기대효과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통합 및 평등사회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