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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요사항

16:00~16:30

질의·응답 및 폐회

비

고

윤용구
직업재활부장

윤용구
직업재활부장

박제현
사업평가팀장

최한나
직업재활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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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한국장애인개발원 소개
○ 설립목적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재활체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연 혁
◦ 1989.

4. 28.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2005. 10. 31.

장애인체육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

◦ 2007.

4. 11.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 2008.

4. 11.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명칭 및 사업변경)

○ 조직현황
◦ 직제: 2본부 1실 7부 1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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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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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사업분야
정책
연구
․
개발

정책개발
정책지원 및
국제교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자립생활, 장애인복지서비스, 권익증진, 직업재활 등)
･장애관련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정책자료 지원을 위한 DB구축
･학술지 ‘장애인 복지연구’ 발간, 정책포럼 개최 등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교육
･수의계약 대행 등 구매촉진 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자리 아이템 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와 참여자 교육 및 사업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일자리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지원(총 177개소)
･수행기관 평가 및 수행기관 전문인력 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환경 관련 업무

BF(Barrier-free)
인증제 운영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
한 시설에 BF인증마크 부여

장애인 주거개선
지원

･농어촌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교육
･서울시 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

중앙장애아동·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대외
협력

주요내용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지역센터의 평가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복지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 및 권리구제 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지원 정보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후견인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지원,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복지진흥

･대언론홍보, 홍보물발간․배포, SNS 운영 등

국제협력

･아․태지역 개도국 장애인 지원사업, 유엔 에스캅 협력사업 등
인천전략이행 기금사업 수행
･CRPD 국내 이행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

장애인식개선
사업
이룸센터 관리운영

･장애인의 날(4.20) 기념식 주관
･올해의 장애인상 운영 등
･회의실, 교육실 등의 대관(지하1층, 지상2층)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입주(지상 3~6층)
･일반 사무시설 임대(지상 7~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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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
합한 직종과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추진경위
◦ 2000.~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2/9를 집행(「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00.7)

◦ 2007. 03.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 복지부 소관 예산(고용부담금의 2/9내 수준, ’07년
163억원)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기금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
합의
* 청와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회의(’07.3.20)

◦ 2007. 11. 19: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총괄 수행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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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주체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업계획수립지원

•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 • 수행기관 관리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 • 지역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자원관리 등

(선정,취소,평가 등)
• 조사연구, 컨설팅
• 교육, 대외홍보 등

• 서비스 이용

○ 사업내용
◦ 일반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원
- 전국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177개소 수행기관에 전문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
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제공기관 지원
- 중증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영역 확대 및 훈련 모델 개발 등 일반 사업
수행기관 외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카페(I got everything) 설치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직업재활체계 구축 등
◦ 정책지원 및 개발
- 직업재활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 실시로 정책대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 제시
- 전문인력 교육 및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 서비스 참여 장애인 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등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 질 제고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대외 홍보를 통한 장애 인식 개선 사업 등

○ 예산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18,939백만원(’18년 기준)

7

Ⅱ. 2017년 사업성과 및
2018년 추진방향

1. 2017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주요 성과
○ 일반사업수행기관 지원(전국 176개소)
◦ 사업수행기관 지원 현황(’17년 기준)
기관유형

개소

전문인력

직업재활센터

34

138

직업평가센터

6

24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재활시설

75

75

직업적응훈련

장애인단체

32

64

20

-

직업능력개발훈련

9

-

직업재활(특화)프로그램 사업

176

301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계

주요사업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직업상담 및 평가,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 사업 실적 현황
구분

실적(명)

구분

실적(명)

구인인원

10,927

취업알선

8,213

직업상담

25,046

지원고용

1,190

직업평가

13,574

취업

6,462

직업적응훈련

4,518

취업 후 적응지원

9,474

* 상기 취업인원의 장애정도 및 남녀비율
구분

중증남성

중증여성

경증남성

경증여성

취업인원

3,140

1,983

776

563

비율(%)

48.6

30.7

12.0

8.7

○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률 제고
구분
취업률
(취업인원/직업상담)*100

2015년

2016년

2017년

22.8%

24.2%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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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총 14개소)
연번

지역

1

서울

2

서울

3

대전

4

서울

5

대전

유형

개소수

기관명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장애인단체

3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행복한우리복지관
직업재활센터

4

6

전남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7

경북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8

광주

9

울산

메아리보람의터

10

경기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11

경기

12

경기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13

충북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14

경남

직업평가센터

1

직업재활시설

5

직업재활프로그램

1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안양시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진해장애인복지관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전체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
* ’08년 4,846명 → ’17년 6,462명(33.3% 향상)

◦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률 제고
* ’15년 22.8% ⇢ ’16년 24.2% ⇢ ‘17년 25.8%

◦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제고(’08년 80.4점→’17년 89.8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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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및 장애인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수행
으로 취업 및 유지율 증가 제고
-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 지원
* 대전정부청사 등 15개소, 장애인 고용인원 47명

-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 직업훈련
* 참여인원 249명 중 97명 취업(취업률 39.0%)

- 안정적인 취업 유지를 위한 직무지원인 지원
* 직무지원인 31명⇢중증장애인 598명 지원

-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연구(3건), 사업평가(160
개소), 전문인력 교육(20회) 및 컨설팅 지원(16개소)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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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추진방향
○ 2018년 성과목표
사업목표
취업인원
중증장애인 취업률(%)
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산출방법

목표수준
기준(‘17년)
목표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한

7,093명

7,093명

(취업인원/직업상담인원)×100

25.8%

26.0%

(3개월 취업유지자/취업자)×100

69.1%

70.0%

취업자 수

*보건복지부 성과계획

○ 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점 추진 내용
◦ 일반사업수행기관 신규 선정(4개소 예정)
- 직업재활센터(1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2개소),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1개소)
◦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훈련 강화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일반사업수행기관 유형으로 신규 편성
(7개소)
◦ 지역 단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연구
추진
- ‘복지-교육-노동’협업 장애학생 직업재활 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 강화
◦ 직업재활서비스 적정 기준(안) 적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2017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및 적정기
준안 연구｣에 따라 ’18년 모의 적용 예정
◦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확대 및 컨설팅 체계화
- ‘I got everything’카페 설치 전국 기준으로 확대(’18년 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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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7년 vs 2018년 주요사업 비교

구분

2017년

2018년

○ 사업수행기관 176개소 지원
사업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

○ 사업수행기관 177개소 지원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
직업재활시설 75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0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9개소

중증장애인

○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I
got everything 카페) : 15개소
일자리창출지원
직무지원인
지원
네트워크
지원

사업평가

직업재활센터 34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7개소
직업평가센터 6개소
장애인단체 30개소
직업재활시설 75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0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5개소

○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I
got everything 카페) : 20개소

○ 직무지원인 : 24개소(31명) 지원

○ 직무지원인 : 25개소(기관당 1인(월급제)
또는 2인(시간급제)) 지원

○ 네트워크 지원 : 11개소

○ 네트워크 지원 : 11개소

○ 수행기관 평가 : 총 160개소*

○ 수행기관 평가 : 총 154개소*

* 신규선정기관 제외

수행기관

-

* 신규선정기관 제외

- 재평가 : 장애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평가 : 직업재활시설 13개소
기관 등 9개소
- 성과평가 : 재평가 제외기관141개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및
- 성과평가: 재평가 제외기관151개소

적정기준안 연구(2017)」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체계 및 적정기준(안) 모의적용

직업재활
조사‧연구

전문인력

○ 조사 연구 : 총 2과제
○ 조사 연구 : 총 2과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장애인
및 적정 기준안 연구(연구과제1)
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연구(연구과제1)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 ․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
연계 시범사업 서비스 매뉴얼 개발 연구
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연구
(연구과제2)
과제2)
○ 전문인력 교육 : 총 17회

○ 전문인력 교육 : 총 18회
- 신규교육 횟수 증가 : 2회⇢3회
- 기관유형별 교육 강화

○ 컨설팅 지원 : 총 16개소
- 진단 및 대안제시형 : 6개소
- 교육형 : 10개소

○ 컨설팅 지원 : 총 16개소
- 진단 및 대안제시형 : 4개소

교육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

(진단 체계 및 방문 횟수 증가 등 지원 강화)

- 교육형 :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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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세부사업안내

1. 일반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지원(총177개소)
◦(개요) 직업재활수행기관 총 177개소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중증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유형별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구 분

주요사업내용

지원내역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직업지도(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7개소)

-

- 전문인력 및 직무지원인
직업지도(직업상담, 직업평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현장중심 직업훈련
- 적응훈련생 수당(월 10만)
지원고용
및 상해보험료
취업알선
- 지원고용훈련생수당 및
취업후 적응지도
사업주보조금

직업평가센터
(6개소)

-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재활시설
(75개소)

직업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기관
(직종훈련)
(안마수련원 등)
(20개소)

직업재활
프로그램사업
(5개소)

- 전문인력 4명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직업지도(직업상담, 직업평가)
- 전문인력 2명 인건비 및
- 취업알선
사업비 지원
- 취업후 적응지도
- 직업적응훈련
- 보호고용

- 직업재활 특화사업

고

- 전문인력 4명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지역사회거점기관으로
-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종합적, 전문적 직업
상해보험료
재활서비스 제공 및
- 지원고용훈련생수당 및
연계․전이서비스 제공
사업주보조금

-

장애인단체
(30개소)

비

-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 이동평가 등 제공

-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1명 인건비 및 사업비
- 중증장애인 적응훈련 및
- 적응훈련생 수당(월 7만) 및
보호고용 제공
상해보험료
- 훈련생 수당 및 기관훈련비
* 1인당 훈련수당 내역
• 훈련준비금 40천원/연
• 가계보조수당(세대주)
70천원/월
• 가족수당 30천원/월
• 식비 50천원/월
• 교통비 50천원/월
* 훈련비 지원내역(기관)
• 훈련비약정단가

• 안마자격과정
• 안마지압창업
• 커피바리스타창업
(시각장애)
• 웹마스터(지체장애 등)

- 총 예산범위 내 사업비 지원
- 지원 금액의 70% 이내
인건비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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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수행기관 신규 선정
◦(개요) ’
17년 총 8개소의 사업수행기관 공백(평가에 의한 사업중단
또는 자진반납)으로 인해, 해당 지역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서

비스가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신규기관 선정
◦(선정기간) 2018년 3월 ~ 4월
◦(선정규모 및 유형) 총 4개소
유형

선정(안)

비고

직업재활센터

1개소

‘18. 3. 선정 예정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2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1개소

총계

4개소

․ 현장중심 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기능 강화, 직업재활센터
유형(7개소)으로 운영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형) 5개소(‘18.3. 2개소 선정예정 / 3개소 운영 지속)
(나형) 2개소(‘17.12. 선정완료)
‘18. 3. 선정 예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본 사업화 추진
◦ (개요) 공급자 관점인 시설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로 전환, 확대를 위하여 현장중심 직업재활
센터 지원
◦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 (선정규모) 2개소
◦ (서비스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및 특수학교(급) 졸업예정자,
전공과 재학생 등
◦ (가형*)
*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퍼스트잡 ‘first job)’ 사업명칭 변경

- 수행기관 : 5개소
연번

지역

기관명

1

경남

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2

전남

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3

경북

사)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4
5

’18년 2개소 추가선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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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현장중심 직업훈련(사업체 내 현장에서 적응훈련 실시)을
통한 취업지원
◦(나형)
- 수행기관 : 2개소
연번

지역

기관명

1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2

인천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직업재활센터 기능 + 현장중심 직업훈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민간전이 지원 등

2. 특화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 (개요) 공공․민간 영역에 카페(I got everything) 시설 설치,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직업영역 확대 및
직업을 통한 자립지원
◦ (지원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
구분

지원대상

공공연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등

민간연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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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20개소/ 개소 당 70,000천원 이내
◦ (선정기간) 상시

○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 (개요) 장애로 인해 취업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대상
으로 취업 후 적응지원을 위한 직무지원인 지원
◦ (지원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 (선정규모) 25개소
◦ (지원내용) 직무지원인(1인) 인건비, 사업비 30만원/월
◦ (사업내용) 취업 초기 중증장애인의 직업 유지 지원
- 직무적응 및 직장생활적응지원, 장애인․사업주․동료근로자․장애인
가족 상담 등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018. 12. 까지
◦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2. 28.(수) ~ 3. 14(수) 18:00까지

○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 (개요) 지역중심 또는 시설유형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업재활
사업 연계를 위한 회의 및 세미나, 사업수행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사례 중심 연구 사업 등 실시
◦ (선정기간) 2018년 3월 ~ 4월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직업재활
네트워크지원

지역 네트워트 대표기관 모집・선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직업재활
역량강화지원

기관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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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지원내용

5개소

개소당
5,000천원

3개소

개소당
10,000천원

○ 전문인력 교육
◦ (개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및 직무지원인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기간) 2018년 3월 ~ 12월
◦ (교육과정) 9개 과정/총 18회
- 신규교육 증설을 통한 신규인력 교육공백 최소화
(’17년 2회→’18년 3회)
- 기관유형별(직업평가센터) 교육 및 분과교육을 통한 맞춤형 보수
교육 진행
교육구분

교육과정

사업공유

사업설명회

및 평가

평가대회

직급별
교육

직무역량
교육

대상

횟수

일정

1회

3월

1회

12월

3회

3월, 7월, 11월

1회

5월

1회

8월

3회

5월, 7월, 10월

전문인력 등
전문인력 신규교육
중간관리자교육
안마훈련교사교육

신규 전문인력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안마훈련교사

평가도구교육
전문인력 등

5회

4월, 6월, 8월,

보수교육

전문인력 보수교육

직무지원인

신규교육

직무지원인

1회

4월

교육

보수교육

직무지원인

2회

6월, 10월

9월, 11월

○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사업
◦ (개요) 수행기관 평가결과 하위그룹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역량강화와 직업재활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기관) 전국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사업을 수행
하는 장애인 단체 중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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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지원 및 개발
○ 직업재활 조사․연구
◦(개요) 직업재활 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본 사업에 반영하여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연구과제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연구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진입-사업종료 이후까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효율적 방안 모색
◦(연구과제2) 현장중심 직업훈련 및 고용연계사업(퍼스트 잡 “first job”)
현황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시범사업(2016~2017년) 현황․성과분석 및 사업 효과성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사업평가
◦(개요) 사업수행기관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정기평가) 수행기관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경과적 조치로 정기평가
미실시
※ 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및 적정기준안 연구(2017)」 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유형별 10%* 기관에 대해 모의 적용 실시 예정
* 직업재활센터(4개소), 직업평가센터(2개소), 장애인단체(3개소), 직업재활시설(8개소), 직업
능력개발훈련기관(2개소)

23

◦(재평가) ’16년 정기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 20%기관 실시
- 대상유형 : 직업재활시설 13개소
- 평가기간 : 2018년 5월 중
- 평가대상사업기간 : 평가공지 후 익년사업(2017년)
- 평가영역
평가영역
평가구분
재평가

사업실적

사업관리

자원관리

재정관리

지역사회
관계

서비스
만족도

평가위원
평가

계

35%

45%

10%

2%

5%

3%

5%

105%

- 결과적용
․ 기준점수(전기 정기평가의 중위 최하위 점수) 미만 기관의 경우,
사업지원중단 등 고려
․ 기준점수 미만 기관 발생 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사업계속지원
여부 결정
◦(성과평가) 재평가 외 모든 기관 ※‘17년 신규기관은 평가대상 제외
- 대상유형 : 직업재활센터(30개소), 직업평가센터(5개소), 장애인단체
(28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20개소), 직업재활시설
(55개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3개소)
- 평가영역 : 사업실적 평가*
※ 「평가체계 개선 및 적정기준안 연구(2017)」결과 모의 적용 실시

- 평가방법 : 서면평가(현장평가 제외)
◦(향후 일정)
- 유형별 평가주기
(2019년) 직업재활시설
(2020년)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2021년) 장애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평가대상사업기간 : 2018년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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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에 의한 대안 제시형)
- 지원기관 : 4개소
- 지원내용 : 사업별 취약점 개선요소 파악 및 제안, 사업목표 재
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
향후 변화관리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지원과정
대상기관
접수 및
선정

사전진단 및
직업재활
➠
컨설팅 지속
지원여부 결정

➠

직업재활 컨설팅
(현황진단→대안수립 및
설계→컨설팅 수행 및
피드백→결과보고)

➠

사후지원
(사후
컨설팅)

◦ (교육형)
- 지원기관 : 12개소
- 지원내용 : 직업재활서비스 세부 항목들의 개념 및 서비스 제공
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실행
- 지원과정
교육준비
(일정 및 주제확정,
강사섭외등)

➠

교육 희망
기관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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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 교육
진행

➠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 대외홍보
◦ (개요) 주요사업 중심으로 홍보가이드 및 브로슈어 제작․배포,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공 및 직업재활 사업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홍보가이드 및 서비스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의 중점사업에 대한 매체홍보 실시

○ 고객만족도 조사
◦ (개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수행기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18년 10월 ~ 12월
◦ (조사대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
구분

개소수

표본수(명)

추출 조건

계

122

440

직업재활센터

34

204

○ 기관당 6명
-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중증장애인 3명
- 지원고용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중증장애인 3명

장애인단체

30

120

○ 기관당 4명
-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한 중증장애인 4명

직업재활시설

38

76

○ 기관당 2명
- 적응훈련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2명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20

40

○ 기관당 2명
- 1년 이상 훈련을 받은 훈련생 2명

◦ (조사방법) 유선연락을 통한 일정 협의 후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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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주요 공지사항
○ 장애학생 성인기 준비를 위한 ‘복지-교육-노동’통합 지원 시스템 강화
및 지역 협의체 구성(안)
-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워크숍(’18.4.10.) : 권역별 실무진 토의 예정
* 권역별 협의체 구성(안)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중심)
․ 장애인개발원 사업 담당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수행기관 담당자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전공과 담당 교사
․ 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별 취업지원 담당자

○ 전산시스템(http://vrmng.koddi.or.kr/main.jsp) 운영 관련
- 수행기관 전산시스템 아이디 추가 발급 예정
· (대상) 직업재활센터·직업재활시설 1인 및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직무지원인
-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 대상 포함*, 상시 모니터링 진행 중
*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제 74조(개인정보 통합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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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요청 사례 예시>

개인정보취급자 소명답변 및 판정결과

결 재

구 분

관제업무
담당자

관제담당관

내 용
조회일시
이
취급자
정보

2018-02-06 09:28:04
름

김00

기관 및 부서

사원ID
직업지원팀

사용내역
소명
요청
정보

처리
내용

피열람자명

임00

시스템코드

WORK
생년월일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95****

******

대상자정보

사용내역
소명
요청
사유

동일ID로 많은 PC에서 접속_직업지원팀 소속의 개인정보취급자(김
**)의 ID가 많은 PC(서로 다른 IP)에서 접속하여, 사용자 ID공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내용

1.OO시험주관부서:
2.작업기간:
3.장소:
4.목적:
5.사유:

참고
자료

※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판정
결과

적정 /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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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중복 ․ 부정수급 관리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중복부정수급 관리 업무 개통
(18.1월)에 따라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정산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등 전 과정에서 중복 ․ 부정수급 방지 관리

<국고보조금에 대한「e나라도움 시스템 검증」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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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서

서면질의서

※ 질의응답 시간에 시간관계상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아래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자 정보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이메일

○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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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목록
○ 직업재활센터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강북구 오현로189

02-989-4215~8

2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 춘천시 사우로27

033-255-2498

3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5

055-237-4027

4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117

061-761-4438

5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상북도 구미시 공원로340

054-457-3172

6

기쁜우리복지관

서울 강서구 허준로 65번지

02-3665-3831

7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

063-635-1540

8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2-37

032-540-8925

9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

053-763-1011

10

명도복지관

전남 목포시 산정로 199번길 25

11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051-868-3584

12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7

032-621-0606

13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02-351-3982

14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내

02-829-7181

15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02-2092-1772

16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공원 내

02-840-1570

17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02-950-0114

18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길 150번길 20

031-733-3322

19

성모자애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57길 35

02-3410-8872

20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강동구 고덕로 201

02-440-5700

21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02-880-0850

22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32

031-474-7289

23

엠마우스복지관

광주 북구 북문대로 20번길 38

062-524-7701~3

24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 중구 백양로 160

052-242-1782

2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

063-222-9997

26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 제주시 516로 3120

064-702-0295,6

27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043-652-0900~3

28

청음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0길 6

02-556-3493

39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30

충현복지관

서울 강남구 논현로 98길 16

02-2192-0600

31

하상장애인복지관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32

행복한우리복지관

대전 서구 계백로 1093-32

042-331-1155

33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지로21번길 60

043-295-250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37

061-279-4879

041-856-7071,2

○ 직업평가센터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76

062-943-0420

2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

053-763-1011

3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051-790-6100

4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7

032-621-0607

5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02-880-0840

6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

054-282-4009

○ 직업재활시설
번호
1
2

기관명
가브리엘작업장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보호작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라길 94-13
광주 북구 북문대로 219

전화번호
02-951-9707
062-513-4998

3
4
5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굿프랜드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18
인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02-2689-8791~2
031-429-1046
032-428-1743

6
7
8

금옥보호작업장
누야하우스
늘해랑보호작업장

광주 광산구 금동학동길10-139
서울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27

062-943-2760
02-351-3599
033-818-2490

9
10

대동보호작업장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경북 경산시 진량읍 초원길53-7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123

053-712-3293
042-637-8043,4

11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10(이동)3층

031-415-3269

12
13
14

동그라미플러스
동안제일복지센터
두배일터

전라북도 익산시 쌍능길 135-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08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3길 125

063-831-7350
02-3401-4162
055-365-2818

15
16
17

로뎀직업재활센터
명도자립센터
명주원보호작업장

부산 북구 의성로 109번길 8(덕천동)
전남 목포시 옥암마을길 74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55-7

051-343-7797
061-284-4879
041-857-7297

18
19
20

미래직업재활원
밀알일터
메아리보람의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69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고개길 126
울산 북구 갓안 1길 9

055-388-2360
033-261-7112
052-286-9067

21

바오로일터

광주 광산구 노안삼도로 1311

062-943-3068

22

번동보호작업장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번동, 주공)

02-987-8337

23

번동코이노니아보호작업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15길 20 주공아파트
501동 2층

02-985-3609

24

보라매보호작업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36
승일벤쳐타워 302호

070-4418-9277

25
26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천혜림원직업재활시설

부산 동래구 사직로11 사직파크빌딩 6층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04번길 26

051-501-0381
032-611-7994

27
28
29

비전엔보호작업장
사랑손보호작업장
삼성떡프린스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길 46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032-426-1382
02-3477-2602~3
02-823-2230

30
31
32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선린
성동직업훈련시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134번길 43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06

02-829-7192
055-286-1108
02-2290-3193

38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33
34
35

성보보호작업장
성분도보호작업장
성요셉직업재활센터

대구 북구 동북로 71길 9-29
경기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10
경북 고령군 성산면 안어실길 75

053-943-8318
031-799-0342
054-954-0046

36
37
38

세하앤
소화아람일터
송정인더스트리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45길 60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길 27
전남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951번지

043-652-5472
062-710-4030
061-682-5999

39

아름다운

40
41

안양시수리장애인보호작업장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55길 32 한국프라우드
103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3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031-465-0959
031-443-2789

42
43
44

애빈
엠마우스보호작업장
열린일터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063
광주 광산구 목련로 2번길 19
인천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

055-681-7573
062-955-7738
032-468-7788

45
46
47

열림일터
영가재활원
영광직업재활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36 3층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약길 10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 91번길 11

02-2602-3110
054-841-4754
051-523-5421,3

48
49
50

예진원
원광보호작업장
인교보호작업장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24번길 10
서울 중랑구 신내로 56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한터길 45-53

032-568-3276
02-438-2605
054-841-5881

51
52
53

일배움터
자유보호작업장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제주 제주시 기와5길 83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225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93

064-723-9103~4
053-986-3090
02-454-5505

54
55
56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참사랑보호작업장
천등산보호작업장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73길 22(고암동
경북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경북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070-4848-5650
054-858-8627
054-858-7158

57
58
59

청옥보호작업장
충북재활원보호작업장
충현보호작업장

경북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438번길 39-17
서울 강남구 논현로 98길 16

054-859-1566
043-265-7415
02-2192-0600

60
61

카리타스보호작업장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송파지부
(마라보호작업장)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 35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232번길 32

054-244-4009
031-794-2340

서울 송파구 송이로 34길 43-1

02-3401-6040

63
64
65

한마음일터
한우리보호작업장
한터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256번길
대구 북구 복현로 20길 52번지
대전 서구 삼보실길 123

031-631-6680
053-384-1408
042-586-3341

66
67
68

해내기보호작업장
해맑음보호작업장
해피드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3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97
전라북도 익산시 덕기길 77

032-883-7074
02-949-6739,40
063-839-5491

69
70
71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행복한일터
향림작업장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6길 11-29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51번길 34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58

031-8059-3491
031-366-9512
031-762-7671

72
73

호반보호작업센터
희망의 일터

033-263-6682
033-875-9744

74

EM실천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강원 춘천시 영서로 1925-19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48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1002호

75

ZAN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

043-856-4003

62

39

02-971-1767

02-875-9744

○ 장애인단체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사)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031-212-4464

2

(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9
위너스프라자 3층

031-203-1665

3

(사)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215, 2층

054-841-8203

4

(사)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20,１층

055-275-7909

5

(사) 경상남도장애인재활협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
창원공설운동장 내 별관 9호

055-295-1300

6

(사)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대구 중구 남산로 7길 80

053-255-8166

7

(사)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6 수성빌딩 5층

042-471-2636

8

(사)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705호

042-625-4678

9

(사)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부산 동구 고관로 63번길 1 은정빌딩 401호

051-465-7064,7

10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

051-517-9667

11

(사)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 남구 중앙로 151번길 성수빌딩 2층

052-266-5686

12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702호

032-888-3884

13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02-2675-5359

14

(사) 전라북도장애인재활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10-3 효인빌딩3층

063-243-6478

15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충남 공주시 신관로 54-1 미도빌딩 4층

041-853-4907~9

16

(사)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

경북 구미시 형곡로 14길 7, 3층

054-451-4497

17

(사)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

대구 남구 대명로 297 명덕빌딩 401호

053-652-9928

18

(사) 한국농아인협회중앙회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길 21 보라빌딩 4층

02-461-2683

제주 제주시 무근성7길 17, 3층

064-758-3922

19 (사)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20

(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7, 2층

02-3437-2081

21

(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울 중랑구 동일로 136길 10 청원다미소아파트
상가 제업무시설 301호

02-2236-9081

22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10(둔춘동) 은선빌딜 2층

02-445-5444

23

(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04호

02-754-3874

24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2호

02-784-3501

25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4길 22, 202호

02-3481-1291~4

26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층 603호

02-2678-3131

27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대륭테크노타운 2차 705호

02-876-9357

28

(사)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88길 21-5, 1층

02-745-8400

29

(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4층

02-784-5015

30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02-796-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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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충남 아산시 곡교천로 27번길 12

041-545-7727

2

희망일꿈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 267 804호

070-8913-2465

3

진해장애인복지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55-540-0400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대린직업훈련원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8길 30

02-939-0607

2

(사)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07번길 12-14,2층

031-234-2655

3

(사)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27-1, 2층

055-252-8533

4

(사)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3층

054-745-0821

5

(사)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98(서동)

062-673-8881

6

(사)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대구 남구 현충로 206신화빌딩8층

053-627-6300

7

(사)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부

대전 중구 대흥로 10번길 53

042-222-0354

8

(사) 대한안마사협회 본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02-584-6363

9

(사)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부산 중구 동광길 182

051-462-2107

10

(사)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울산 남구 월평로 28 삼보아이맥스 2층 201호

052-268-5677

11

(사)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인천 남동구 구월로 235

032-432-8034

12

(사)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

제주 제주시 서사로 149-1

064-723-0505

13

(사) 대한안마사협회 충남지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목6길 13

041-572-9733

14

부산뇌병변복지관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246

051-333-3888

15

사랑의복지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5길 19

02-3482-6570

16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4가 23길

02-3156-6699

17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02-880-0580

18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 160

031-850-5300

19

정립회관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93

02-446-1237

20

(사) 한국장애인연맹 부산DPI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아이에스타워 503호

051-780-9188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