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평가틀 구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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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은주로지역사회에거주하고있는장애인에대한인적서비스가중심이되어추진되는사업으로서사회서비스가중

심이 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지방 사업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은 지역의 특

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평가는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장애

인복지사업을추진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2007년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의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미흡한수준에있다고요약할수있으며, 이러한평가결과에의거하여장애인복지예산의증액, 사업기반의확충, 그리고

각종조례의제정및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등의정책제언을하고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장애인복지분야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Disability Welfare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2007년도 지자체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 결과

1) 사업기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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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획 및 추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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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실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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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점(1~5점)척도로 구성됨.

표 1. 장애인복지분야의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단위: 점)

평가 역

A. 사업기반

B. 사업기획및 추진

C. 사업실적

평가지표
A1-1) 장애인복지사업비
A2-1) 장애인복지사업기반
A3-1)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 (생

활시설, 지역 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B1-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수
C1-1) 장애인복지 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

업비 증감률
C2-1)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C2-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률
C2-3)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

최대
5
5

5

5

5

5
5
5

1
1

1

1

1

1
1
1

2.94
2.58

2.75

2.51

2.89

2.95
2.77
2.94

0.900
0.994

1.335

1.202

1.284

1.469
1.502
1.224

최소 평균 표준편차

3. 개별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1) 사업기반 역

(1) 장애인복지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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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2. 장애인복지사업비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명)

평가지표 척도 비율

A1-1) 장애인복지사업비

시·군·구청의 전체 장애인복지사업비/등록장애인 수
⑤ 전국평균 +80%이상
④ 전국평균 +40~+80%미만
③ 전국평균 ±40%미만
② 전국평균 -80%~-40%미만
① 전국평균 -80%미만
장애인복지사업비(4,351,569.7)천원/ 등록장애인수(8,464.9)명=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사
업비 (523.8)천원

8.6
10.8
47.4
32.3
0.9



(2) 장애인복지사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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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애인복지사업기반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개월, 명)

평가지표 척도 비율

A2-1) 장애인복지사업
기반

a) 장애인복지 전담계가 설치되어 있다.
b)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가 12개월 이상이다.
c)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년간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이다.
d) 장애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 1인당 평균 적립액이 1만원

이상이다.
⑤ 위의 내용 중 4개가 해당된다.
④ 위의 내용 중 3개가 해당된다.
③ 위의 내용 중 2개가 해당된다.
② 위의 내용 중 1개가 해당된다.
①위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2.2
14.7
38.4
28.9
15.9

(3) 등록장애인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생활

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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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애인복지사업기반의 지자체 비율
(단위: %)

평가지표 척도 계비율

A2-1) 장애인복지
사업기반

a) 장애인복지 전담계가 설치되어 있다.
b)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가 12개월 이상이다.
c)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년간 개최실적이

2회 이상이다. 
d) 장애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 1인당 평균

적립액이 1만원 이상이다. 

232(100.0)
232(100.0)

232(100.0)

232(100.0)

48.7(113)
67.2(156)

15.1(35)

27.2(63)



2) 사업기획 및 추진 역

(1)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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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5.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명)

평가지표 척도 비율

A3-1)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
설지원예산(생활시설, 지역
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
⑤ 전국평균 +80%이상
④ 전국평균 +40~+80%미만
③ 전국평균 ±40%미만
② 전국평균 -80%~-40%미만
① 전국평균 -80%미만(없는 경우 포함)
장애인시설 지원 총액(2,442,544.4)천원/등록장애인수(8,464.9)명=등록장애인 1인당 장
애인 시설 지원액(285.2)천원

17.7
6.0
30.2
25.9
20.3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6.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개)

평가지표 척도 비율

B1-1)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조례 제정 수
⑤ 조례 제정수가 5개 이상이다
④ 조례 제정수가 4개이다
③ 조례 제정수가 3개이다
② 조례 제정수가 1, 2개이다
① 제정된 조례가 없다

장애인복지사업 조례 제정수(2.2)개

10.8
10.3
14.7
47.4
16.8

3) 사업실적 역

(1) 장애인복지 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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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7. 장애인복지 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평가지표 척도 비율

C1-1) 장애인복지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사업비
증감률

a: 2005년도 장애인 지방이양사업집행액
b: 2006년도 장애인 지방이양사업집행액 (b-a)/a×100
⑤ 전년대비 50%이상
④ 전년대비 30%이상~50%미만
③ 전년대비 10%이상~30%미만
② 전년대비 0%이상~10%미만
① 전년대비 0%미만(감소)
(2006년도 총사업비(1,568,554.5)천원/2005년도 총사업비(1,398,458.2)천원)×100-100=

장애인복지이양사업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76.5)%

19.4
6.5
30.2
31.5
12.5



(2)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4)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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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8.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평가지표 척도 비율

C2-1)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⑤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3% 이상
④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5~3% 미만
③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2~2.5% 미만
②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0~2.2% 미만
①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이 2.0% 미만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2.4)%

19.8
21.6
16.8
17.7
24.1

4. 정책제언

1) 사업기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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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평가지표 척도 비율

C2-2)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⑤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95% 이상
④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90~95% 미만
③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85~90% 미만
②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80~85% 미만
① 관할지역내 편의시설 설치율이 80% 미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83.9)%

20.3
13.4
18.5
18.5
29.3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표 10.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천원)

평가지표 척도 비율

C2-3)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전체 품목 구매액×100
⑤ 전국평균 +80%이상
④ 전국평균 +40~+80%미만
③ 전국평균 ±40%미만
② 전국평균 -80%~-40%미만
① 전국평균 -80%미만(없는 경우 포함)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83,990.2)천원/전체 품목 구매액(268,893.7)천원=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 비율(33.9)%

18.1
9.5
29.3
34.9
8.2



2) 사업기획 및 추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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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실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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