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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 ~ 2021.6)

❍ 2018년 관내 주간보호시설 8개소,
이용정원 253명에서 2019년 이후 
2개소 신규설치와 1개소 확장공사를
통해 2021년 상반기 현재 10개소,
이용정원 303명으로 20%의 정원 
증가

  - 문촌7주간보호 신규설치를 위한 초기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 지원(320백만원) 

및 지속적인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지원(2020년 203백만원, 2021년 1분기 

56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주간보호 확장공사

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 추가 지원(237백

만원) 및 지속적인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원(2020년 466백만원, 2021년 

1분기 168백만원) 

❍ 「즐거운주간보호센터」 신규 보조금 
지원 및 이용확대 지원 

  -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2021년 1분기 40백만원)

   ※ 예산 195백만원(도비 10%, 시비 90%)

  - 코로나19로 인한 모집 및 운영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이용자모집 홍보, 사회복

무요원 추가지원, 운영지침 안내 등 지원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 ~ 2021.6)

❍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및 사전설계 추진

  - 센터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추

가확충을 위한 건립 추진

  - 부지 효율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평생교

육관 부지에 평생교육시설과 복합건립

으로 통합 건립 추진

  - 장애인시설 총사업비 196억 중 국무조

정실 주관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

업 공모선정 국비53억 확보

❍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착수

  -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기본설계 착수

하반기 추진실적

(2021.7.~12.실적) 

❍ 「고양시해늘주간보호센터」 신규 보
조금 지원 및 이용확대 지원 

  -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 (21.하반기 신규 1개소)

   ※ 예산 122백만원(시비 100%)

❍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완료

  - 지구단위계획변경 완료

  - 기본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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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신규 및 정원증가 시설 4개소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지원

  - 문촌7주간보호, 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주간보호, 즐거운주간보호, 해늘주간보

호 4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4개소 예산 1,026백만원(도비 107백만원,     

 시비 1,259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착공

  -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시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 회)

 공약 관련 회의 설명회, 민생탐방 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ex) 사업설명회 개최,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

❏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20,768 0 0 1,295 1,000 18,473 21,470 0

덕양권

국비

도비

시비 20,338 865 1,000 18,473 21,326

기타

일산권

국비

도비

시비 430 430 144

기타

❏ 연도별 확보(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8,770

(1,141)
557

(472)
7,187
(669)

5,137

덕양권

국비 5,300
(0)

5,300
(0)

도비
19
(0)

267

시비
1,176

(0)
1,000

(0)
3,182

기타

일산권

국비

도비
164
(63)

85
(63)

153

시비 2,111
(1,078)

557
(472)

802
(606)

1,535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