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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장애인, 공공기관, 기업체

 ❍ 사업기간: 2018. 10. ~ 2022. 6.

 ❍ 사업내용: 장애인 일자리 인식개선 교육 및 일자리 확충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486 625 818 898 1,040 1,105
국비 1,760 300 330 350 380 400
도비 300 50 55 60 65 70
시비 2,426 275 433 488 595 635

《 변경내역 》

구 분 당    초 변    경

연도별

성과

지표

○ 최종목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연평균 10%) 
(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

2018
○ 인식개선교육 자료 제작·

배부
10

2019 ○ 일자리상담사 배치 20

2020 ○ 직업탐색 박람회 개최 25

2021
○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25

2022
○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20

○ 최종목표: 장애인기업 지정·운영
(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

2018
○ 인식개선교육 자료 제작·

배부
10

2019
○ 장애인 일자리 확대(10%),

일자리상담사 배치
20

2020
○ 장애인 일자리 확대(10%),

직업탐색 박람회 개최
25

2021
○ 장애인 일자리 확대(10%),

장애인기업 대상 발굴
25

2022
○ 장애인 일자리 확대(10%),

장애인기업 지정·운영
20

〔절차〕 공약 변경 검토보고(2020.12.9.) → 시민정책단 변경 승인(2020.12.22.)  



〔사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연계 효과가 
미흡한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보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장애인
기업’ 지정·운영으로 최종목표 및 연도별 성과지표를 변경

 연도별 성과지표 

기

존

최종목표  장애인 일자리 확대(연평균 10%)(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인식개선교육 자료 제작·배부 10

2019년 ○ 일자리상담사 배치 20

2020년 ○ 직업탐색 박람회 개최 25

2021년 ○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25

2022년 ○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20

변

경

최종목표  장애인 기업 지정･운영(2022년 6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인식개선교육 자료 제작·배부 10

2019년 ○ 일자리상담사 배치 20

2020년 ○ 직업탐색 박람회 개최 25

2021년 ○ 장애인 일자리 확대(10%), 장애인기업 대상 발굴 25

2022년 ○ 장애인 일자리 확대(10%), 장애인기업 지정 · 운영 20

 추진실적

 ❍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위탁 수행기관 선정: 2018. 12월

 ❍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 및 배치(60명): 2018. 12월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자료 작성: 2018. 12월
 ❍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2019. 1월 

 ❍ 장애인일자리 자체사업(장애인주차구역관리) 참여자 배치(6명): 2019. 4월

 ❍ 장애인일자리 자체사업 참여자 충원 계획 수립: 2019. 5월
 ❍ 장애인일자리 상담사 배치: 2019. 6월
   - 일자리과‘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연계 추진

❍ 장애인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2019. 9월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사회적기업 견학(리드릭: 서울시 소재) 등

❍ 장애인 직업탐색 박람회: 2019. 10월

   - 의왕일자리박람회 시 장애인직업상담 부스 운영(구직상담, 구인업체 정보제공 등)

❍ 장애인 일자리 인식개선 교육: 4회(2019. 1월, 3월, 9월, 12월)

❍ 2020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 2019. 12월

❍ 2020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 및 기본교육(76명): 2020. 1월

❍ 2020년 장애인 직업탐색박람회(온라인 직업콘서트) 개최: 2020. 11월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 2020. 12월

❍ 공약사업 변경: (변경 전)장애인일자리 확대→ (변경 후)장애인기업 

지정·운영: 2020. 12월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배치 및 기본교육(85명): 2021. 1월

❍ 장애인일자리 자체사업(장애인주차구역관리 등) 참여자 배치(14명): 2021. 4월

❍ 관내 협동조합(위드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지정·운영: 2021. 4월
※ 근로자 총8명 (장애인6명 포함)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94명): 2021. 12월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3,742 1,812 270 1,660 3,370 1,671 243 1,456

2018년 600 300 45 255 585 293 44 248
2019년 827 398 59 370 793 389 56 348
2020년 1,090 523 78 489 872 429 59 384
2021년 1,225 591 88 546 1,120 560 84 476

 향후계획

  ❍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기업 지정･운영 지속 추진 

[노인장애인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윤지연 안정은 박세희
연락처 345-2470 345-2411 345-2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