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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장애인 지원강화

사업
이행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

임기중
목표대비
진도율

● 51%

사업주체 연천군 임기구분 임기내 신규여부 계속

◈ 공약내용: 장애인 보장구, 보조기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공약이행 확인지표: 보장구, 보조기기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1. ~ 12.31.

  ‣ 지원내용

사업명 보장구 지원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급여 제공(24시간)

수행기관 시군구 시군구, 경기도보조기기센터 시군구, 활동지원 제공기관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 종합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장애인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등 88개 목욕의자 등 28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

 ❍ 추진전략

  ‣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 향후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연중 상시신청 접수 및 지원예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장애등급제폐지로 등록장애인이면 활동지원이 필요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홍보

 예산투입 실적 및 계획

 ❍ (계획)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 (실적)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구분 총계
(백만원)

기투자
임기내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7,033 7,033 900 1,228 1,635 1,635 1,635 1,635

국비 4,950 4,950 635 865 1,150 1,150 1,150 1,150

도비 339 339 45 60 78 78 78 78

군비 1,744 1,744 220 303 407 407 407 407

기타

 공약달성 확인지표

(단위: 명)

지표명 구분 이행률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장구·보조기기 
지원액

계획① 229 45 46 46 46 46

실적② 154 45 50 59

달성률②÷① 41% 100% 108% 128%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

계획① 313 38 65 70 70 70

실적② 217 38 65 114

달성률②÷① 32% 100% 100% 162%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9년
   ‣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50백만원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65명 지원
 ❍ 2020년
   ‣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기 지원
    - 2020년 59명 36,294천원 지원
    - 연중 상시 신청 접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 예정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114명 지원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해당 없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중앙부처․경기도 동향  특이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