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62  성남시의료원 내에 장애인 전문 치료실 마련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신규 장기 -명 -명

주관부서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의료원운영팀장 박세엽, 담당 홍경미 ☎ 729-3113

협조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복지팀장 김세열, 담당 박지원 ☎ 729-2885

협력체계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

시민참여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기관 소통하여 성남시의료원 장애인접근성 향상 도모

□ 정책목표

•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2020년 후 (의료원 개원 후)

❍ 사업대상: 성남시민(장애인)

❍ 사업내용

    ∙ 전문 재활치료센터

       - 소아재활, 성인재활, 통증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제공

    ∙ 장애인 치과 진료실

       - 치과 내 장애인 처치실(장애인용 치과 유닛 2대), 수술실(수술유닛 1대) 

배치,  장애인 진료 보조인력 3명 배치

    ∙ 장애인 진료 기반조성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 높낮이 외래진찰대, 전동침대, 영상촬영기, 장애인 치과 유닛 등 7종

    ∙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 점자표시안내문, 휠체어 높이 안내데스크, 자동문, 레버형 출입문, 

점형·선형 유도블록, 촉지형 안내도 설치 등

    ※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문화 및 의료시설 내(성남시의료원 운영)

       - 개인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심리안정실 등 

       - 개소일: 2022. 3. 29.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 장애인 진료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2019년 연    간 ∘ 장애인 진료 기반 조성

2020년 연    간 ∘ 장애인 진료 기반 조성

2021년 연    간 ∘ 장애인 진료 및 전문 치료 기반 구축

2022년이후 연    간 ∘ 장애인 진료 및 전문 치료 기반 구축

□ 재정투입계획: 비예산
  ※ 성남시의료원 건립 및 운영 예산(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라 연간 350백만원 전액 국비 
                                    지원 예정 - 3년 지정)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사업계획 수립 10 계획수립 9월 계획 수립 100

2019년 장애인 진료 기반 조성 45 진료 편의 의료장비 구입 
시설 개선

의료장비 구입
병동 개선
인력 배치

100

2020년 장애인 진료 기반 조성 45
재활 장비 구입

시설 개선
전문치료실 운영

재활 치료 장비 구입
배리어 프리 조성

전문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치과 운영

100

2021년
이후 장애인 진료 기반 조성 계속 전문치료실 운영 행동발달증진센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확정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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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세부운영계획

성남시의료원 인력 배치 준비 인력 배치

성남시의료원 준공 의료원준공

성남시의료원 개원 개원 지속운영 지속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치과 
진료장비 구입

장애인 검사장비 
구입 등

장애인 전문치료실 운영 운영개시 지속운영 지속운영

장애인 치과진료 운영 운영개시 지속운영 지속운영

장애인 행동발달
증진센터 운영

공모신청 및 
선정 지속운영



    ∙ 사업추진상황 

장애물 없는 환경 장애인 치과치료실 장애인 가스공급 장치 이동형 장비

이동형 치과 유니트 이동식 X-ray장비 모니터링 장비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사업계획 수립
◦2018.  9. 22.: 성남시의료원 운영계획 수립
  - 장애인 진료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의료장비 구입

행동발달증진센터 설계 
관련 장애인복지관
의견수렴

2019년 의료원 준공 및
장비 구입

◦ 2019. 8. 30.: 장애인처치실 장애인용 치과 유닛 2대 설치
◦ 장애인 진료 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 2019. 6. 19.: 영상검사(장애인의 검사가 용이한
                         영상촬영장치 6대)
  - 2019.11. 20.: 여성장애인(높낮이용 산부인과 
                           검진대 6대)
  - 2019.12. 31.: 병동(높낮이용 전동침대 482대
                     (소아용 25대 포함))
◦ 재활치료센터 및 장애인치과 인력배치

2020년 진료체계 구축

◦ 2020. 1. 2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ier Free) 우수등급 인증
  - 주출입 접근로에 점형·선형 유도블록 및 촉지형 안내도 설치 등
◦ 전문 재활치료센터 운영
  - 2020. 1. 29.: 외래(높낮이용 외래진찰대 25대)
  - 2020. 1. 30.: 소아재활치료실, 성인재활치료실,
                통증치료실, 특수운동치료실 등 
                의료 장비 39종 100대 구매 및 
                설치완료
  - 2020. 3. 16.: 센터운영개시
◦ 2020. 2. 17.: 장애인 치과 치료실 운영
◦ 2020. 5. 진료체계 정상가동(22개 진료과, 응급실, 수술실, 
                             전문센터운영)

2021년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계획

◦ 행동발달증진센터 보건복지부 공모 확정
  - 운영개시: `22. 3. 
    (문화및의료시설 준공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운영인력: 전담인력 7명+진료과 협진
  - 사업비: 350백만원/연 (국비100%)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치료 및 문제행동치료
   ∙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종사자 교육 등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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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 - - - 175 175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21. 4. 19. 보건복지부 발당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350,000 확정 2021.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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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1,575 175 175 1,575 175 350 350 350 350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장애인 진료 지속 홍보

    ∙ 진료 실적 제고 방안 마련 및 지속 홍보
❍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과 장애인 전문치료실 연계 추진

    ∙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전문 치료 연계를 통한 사업 확대
❍ 발달장애 치료 후 사회 적응을 위한 복지관, 특수학교, 직업훈련 등과 

연계사업 추진
    ∙ 장애인복지과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시립 의료원으로서 장애인 접근성 향상 기여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