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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단기 7명 64,298명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담당 박찬욱 ☎ 729-2862

협조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 정책목표

〇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〇 직업 전 현장중심의 교육장 설치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직업훈련강화로 자활·자립 도모

□ 개    요

  ❍ 사업대상: 훈련대상 24명(성인발달장애인)

  ❍ 사업기간: 2018. 10. ∼ 계속

  ❍ 사업내용: 재활기능기초훈련, 직업기초기능훈련, 직업생활기초훈련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80조, 동법시행규칙 41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장애인직업적응시설 설치, 훈련생 모집

2019년 연  간 ∘훈련생 직업적응 훈련 및 취업지원
  - 초기(재활) 상담
  - 직업재활상담 및 평가
  - 재활기능기초훈련
  - 직업기초기능훈련
  - 외부 현장훈련
  - 취업지원 및 부모상담

2020년 연  간

2021년 연  간

2022년 연  간

2023년이후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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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 - 1,052 120 233 249 300 150 150

도비 85 - 70 - - 25 30 15 15

시비 1,117 - 982 120 233 224 270 135 135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50 계획 수립
훈련시설 개소

9월 추진계획 수립
11월 훈련시설 개소 100

2019년 직업 적응 프로그램 운영 50 프로그램 운영 9개 프로그램 운영 100

2021년
이후 직업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속 계속 프로그램 운영 9개 프로그램 운영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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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시설 개소

계획 수립
시설 개소

직업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직업 적응 관련
프로그램실시

직업 적응 관련
프로그램실시

직업 적응 관련
프로그램실시

직업 적응 관련
프로그램실시

    ∙ 사업추진상황                                         (단위: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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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64,298 35,114 11,201 12,042 5,941

초기재활상담 등 실시 591 453 87 48 3

직업재활상담 및 평가 590 343 159 72 16

재활기능 기초 훈련 33,413 15,386 6,737 7,481 3,809

직업기초 기능 훈련 20,265 10,755 3,531 3,984 1,995

직업생활 기초 훈련 8,847 7,919 501 340 87

외부 현장훈련 77 53 11 13 0

취업 지원 121 36 47 29 9

부모 상담 386 168 124 73 21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취업 8 1 4 2 1

시설 개소식 시설 개소식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계획 수립 및
직업적응훈련

시설 설치

◦ 2018.  7.: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 및 벤치마킹
  - 간 담 회: 장애인부모회,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복지관 등
  - 벤치마킹: 직업적응훈련기관 5개소(과천, 안산, 수원, 의정부, 군포)
◦ 2018.  7. : 직업훈련 설치 추진계획 보고 
◦ 2018.  8.: 시설 용도변경 및 내부공사 추진
◦ 2018.  9.  7. : 직업적응훈련시설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직업적응훈련시설 우리꿈터 개소식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배포
    • 휴먼에이트 포스트, 굿타임즈 등 13곳 언론사 및 비전성남
◦ 2018. 10.: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신고 및 종사자 모집
◦ 2018. 11.: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훈련생)모집
◦ 2018. 12. 11.: 직업적응훈련시설 개소

◦ 간담회: 53명

2019년 직업 
적응훈련 실시

◦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 직업 적응 프로그램 9개 운영 ◦ 시민참여: 35,114명

2020년 직업 
적응훈련 실시

◦ 직업적응훈련시설 지속 운영
  - 직업 적응 프로그램 9개 운영 ◦ 시민참여: 11,201명

2021년 직업 
적응훈련 실시

◦ 직업적응훈련시설 지속 운영
  - 직업 적응 프로그램 9개 운영 ◦ 시민참여: 12,042명

2022년 직업 
적응훈련 실시

◦ 직업적응훈련시설 지속 운영
  - 직업 적응 프로그램 9개 운영 ◦ 시민참여:  5,9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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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820 0 78 820 120 201 249 250 80

도비 71 50 0 71 50 0 0 25 25 8
시비 78 770 0 78 770 120 201 224 225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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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 0 1,002 1,200 150 300 300 300 150

도비 188 0 68 120 15 30 30 30 15

시비 1,864 0 784 1,080 135 270 270 270 135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우리꿈터(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시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 수리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 기대효과 
  ❍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활･자립 도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작업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 성남 실현
  ❍ 장애인의 국가책임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