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주요사업내용 비
고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 차상위초과) 소득에 따라 

기초 급여 20,000원 ~ 300,000원 및 부가급여 20,000원 ~ 380,000원 지원 

장애수당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자 외(기초수급, 차상위)20,000원 ~ 40,000원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월 660,000원 ~ 6,730,000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월 756,000원 ~ 1,822,500원 바우처 지원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 

만12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일반 중ž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 장애학생에게 월 469,920원 ~ 월 587,400원 바우처 지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12개소 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11개소 단체 운영 및 프로그램비 지원

5-14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임기구분 임기외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재정적ž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 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이봉숙(6160), 팀장 홍명식(6229), 담당자 우영지(6209)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인프라 확충 및 재활사업의 내실화 추진

  ❍ 사업기간 : 2018. ~ 2022.(지속사업)

  ❍ 소요예산 : 22,216백만원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49조 등

  ❍ 사업내용

   1)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연도별

         구  분

합 계 

장애인
연  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활동지원 등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일자리

2018
사업량 4,643 1,679 2,830 12 9 113

금액 14,945 4,243 3,847 4,966 916 973

2019
사업량 4,527 1,665 2,711 12 10 130

금액 16,993 5,076 4,428 5,223 1,017 1,249

2020
사업량 4,581 1,787 2,642 12 10 130

금액 20,179 5,314 7,080 5,424 1,024 1,337

2021
사업량 4,739 1,799 2,787 12 11 130

금액 22,216 5,738 8,539 5,425 1,150 1,364

구분 주요사업내용 비
고

장애인의료비지원
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차 병원 750원/건당, 2ž3차 병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월 140,000원 ~ 220,000원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부모 장애인) 중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월 160,000원 ~ 220,000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월 160,000원 바우처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산(유산ž사산 포함) 여성 등록장애인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장애인일자리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

전일제 월 1,822,480원, 시간제 월  911,240, 복지일자리 월 488,320원

2)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 추진실적

(사업량 : 명/ 금액 : 백만원)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국ž도비 확보

(5,858백만원, 전년대비 16% 증액)

2019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지원(신규사업)

  ž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13백만원)

  ž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42백만원)

2020

- 장애인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ž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246백만원)

  ž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43백만원)

  ž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529백만원) 

2021 -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국ž도비 및 사업량 확충

2022 - 장애인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100,855 14,946 18,514 20,362 22,397 12,318 12,318

국비 50,985 7,443 9,382 10,320 11,352 6,244 6,244

도비 10,631 1,524 1,964 2,159 2,374 1,305 1,305

시비 39,239 5,979 7,168 7,883 8,671 4,769 4,769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장애인복지사업의 특성상 수혜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 인해 일반  

     시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부족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



  ❍ 복지서비스의 일반화에 따른 서비스 형태의 획일화 및 중복지원  

     증가로 인한 복지자원 낭비 

   ⇒ 장애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복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중복지원 방지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및 자립 도모

  ❍ 다양한 장애인복지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서비스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