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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협력체계 소망재활원 

시민참여

□ 정책목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함.

□ 개    요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81조

  ❍ 추진근거: 장애인 응급 365쉼터 설치 운영계획(장애인복지과-18780(2018.7.24.))

  ❍ 사업기간: 연중

  ❍ 사업장소: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12 소망재활원 내  

  ❍ 사업내용 

    ∙ 입소대상: 성남시 거주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 입소정원: 4명

    ∙ 입소사유: 보호자의 병원입원, 경조사, 가족여행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2018. 7.  추진 방침 결정 및 설치
∘ 2018. 8.  소망재활원 구조변경 공사  
∘ 2018. 9.  추경 인건비 확보 및 전담인력 충원
∘ 2018.10.  응급 365쉼터 개소

2019년 연간 ∘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 365쉼터 지속 운영

2020년 연간 ∘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 365쉼터 지속 운영

2021년 연간 ∘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 365쉼터 지속 운영

2022년 연간 ∘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 365쉼터 지속 운영

2023년이후 지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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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277 16 72 72 73 44 352

도비 160 56 0 0 21 22 13 104

시비 469 221 16 72 51 51 31 248

※2022년 경기도 확정내시 변경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장애인 응급쉼터 설치 50 계획 수립
쉼터 개소

7월 추진계획 수립
10월 응급쉼터 개소 100

2019년 응급쉼터 운영 50 응급쉼터 운영 응급쉼터 운영 100

2021년
이후 응급쉼터 운영 계속 응급쉼터 운영 응급쉼터 운영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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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쉼터 계획 수립
응급쉼터 개소

계획 수립
시설 개소

응급쉼터 운영 응급쉼터 운영 응급쉼터 운영 응급쉼터 운영

    ∙ 사업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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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54명/325일 30명/170일 9명/54일 15명/101일

365쉼터 이용일 30명/170일 30명/170일

365쉼터 이용일  9명/ 54일 9명/54일

365쉼터 이용일  15명/ 101일 15명/101일

365쉼터 이용일 2명/7일 2명/7일 3/31기준

건립중 보고회 개소식 건립후

365쉼터 운영상황 365쉼터 운영상황 365쉼터 운영상황 365쉼터 운영상황



❍ 공약사업 이행상황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일시보호 홍보 이용자 관리

지역의료기관 응급 상황시 치료(입원) 이용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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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262 95% 262 16 70 60 72 44

도비 93% 52 93% 52 18 21 13

시비 95% 210 95% 210 16 70 42 51 31

※ 2022년 경기도 확정내시 변경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365 쉼터 설치

◦ 2018.  7. 24.: 장애인 응급 365 쉼터 설치 운영 계획 수립
◦ 2018.  8.: 소망재활원 구조변경 공사 완료
  - 소망재활원 내 365쉼터 설치(2개실)
◦ 2018.  9.: 추경 인건비 확보 및 전담 인력 충원 
◦ 2018. 10.: 응급 365쉼터 개소 운영
  - 뉴스방송 및 주간지 게재

2019년 365쉼터 운영

◦ 365쉼터 운영
  - 뉴스방송 및 주간지 게재
  - 성남시 소재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홍보 
  - 소망재활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뉴스 레터
    365쉼터 운영 게재, 배포
  - 365쉼터 이용보호자 대상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 2019.  8.: 응급 365쉼터 리모델링 공사

운영 실적(30명/170일) 

2020년 365쉼터 운영

◦ 365쉼터 운영
  - 365쉼터 이용 홍보  
  - 365쉼터 홍보활동을 위한 동영상 제작 배포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일부 운영 중단 

운영 실적(9명/54일) 

2021년 36쉼터 운영

◦ 365쉼터 운영
  - 365쉼터 이용 홍보  
  - 경기복지재단 주관 365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6시간 수료

운영 실적(15명/101일) 

2022년 365쉼터 운영
◦ 365쉼터 운영
  - 365쉼터 이용 홍보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부 운영 중단 

운영 실적(2명/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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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262 352 44 88 88 88 44

도비 156 52 104 13 26 26 26 13

시비 458 210 248 31 62 62 62 31

※2022년 경기도 확정내시 변경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입소 인원 감소
 코로나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응급 365쉼터 
 이용 실적을 예측하기가 어려움

 장애인 신문 및 장애인단체 등 홍보 강화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도비 사업과 연계하여 2022년이후 계속 추진

□ 기대효과 

❍ 갑작스런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른 중증 장애인 보호로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 생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