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57 장애인 전용 관광버스 도입 운영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단기 명 명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정책팀장 안상준, 담당 나구원 ☎ 729-2783

협조부서

협력체계 성남시장애인복지관 1개소

시민참여 민간전문가, SNS 등 웹소통 등

□ 정책목표

신체적 불편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용 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여가·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개    요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과-18781(2018.7.24.)호 및 21482(2018.8.28.)호

  ❍ 사업기간: 2018. 10. ~ 2021. 12

  ❍ 사업내용: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인 나들이버스 운영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 9. 하반기 ∘ 차량구입 및 등록, 버스명칭 결정

2019 연간 ∘ 사업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및 증차검토

2020. 연간
∘ 테마, 기획여행 프로그램개발 운영
∘ 승합차 1대 증차

2021~2022 연간 ∘ 운영활성화 및 사업평가

2023년이후 지속 ∘ 운영활성화 및 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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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2,491 - 1,091 265 106 230 240 250 1,400



□ 목표달성 확인지표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 50 방침 결정
차량 구입

8월 계획수립
11월 차량 구입 100

2019년 장애인 관광버스 운행 50 차량 운행 2월 차량 운행
개시 100

2020~
2022

장애인 관광버스 운행
승합차 운행 계속 승합차 추가도입 2020년 차량구입

2021년 2월 운행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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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 방침 결정

관광버스 운행
승합차 운행

조이누리
관광버스 운행

조이누리
승합차 운행

     ∙ 사업추진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운영상황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방침 결정
버스 구입

◦ 2018.  8.: 방침 결재 및 추경예산 편성 
◦ 2018.  9.: 차량구입비 교부, 2019년 본예산 편성(인건비, 운영비 등)
◦ 2018. 11.: 차량구입 및 등록, 버스 명칭 결정(조이누리버스)
◦ 2018. 12.: 차량구조변경 및 외관 디자인 랩핑   

2019년 버스 운영 개시

◦ 2019.  1.: 직원선발 및 운영지침 수립
◦ 2019.  2.: 버스(조이누리버스) 시승식
◦ 2019.  2.: 버스(조이누리버스) 운영개시
◦ 2019. 12.: 사업평가 및 추가구입 검토

2020년 승합차 구입
◦ 2020.  3.: 승합차(조이누리카) 추가 구입
◦ 2020.  6.: 차량구조개선 및 시행계획 수립
◦ 2020. 11.: 승합차(조이누리카) 차량구조변경 완료

2021~
지속 사업 운영 및 운행 ◦ 2021.  2.: 조이누리 버스&카 운행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조이누리 버스&카 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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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67 734 - 67 734 265 106 186 130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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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5,837 - 734 5,150 250 1,400 1,400 1,400 700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프로그램 운영의 불확실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제한 
   운영 및 방역 지침 준수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홈페이지, 보도자료, 비전성남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야외 여가 문화 활동 활성화로 삶의 만족도 향상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