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세바다 로고

조기개입
(초기 장애인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비원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
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공약집 146p

조기개입
(초기 장애인 지원)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및 방문 지원제공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아동발달평가, 재활치료, 교육, 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
-지역 의료·보육·교육·상담 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으로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지원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원격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코로나 19 상황 또는 지역적 제한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이 어
려운 경우에도 조기 개입

공약집 176p

조기개입
(초기 장애인 지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 대상 직접 또는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
비스 시행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 운영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약집 300p

복지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서비스 칸막이 격파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 신설 등 관련 법· 제도 개정 및 사
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 개발

개인예산제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
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발
-의사소통,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선택
과정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보증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 지원 사업 격차 해소

공약집 175p

안전
재난 및 질병 정보를 점자 자료, 수어통역 자료, 쉬운 읽기 자료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화
소방 교육 시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과정 포함토록 법적 의무화
공약집 173p

교육
교육 약자와의 동행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대학학위과정을 통한 공정한 대학진학 기회 제공
공약집 231p

일자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맞춤훈련센터’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
에 확대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1단계: 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
2단계: 사업체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숙련 과정 진행
공약집 171p

기타
장애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거점 국공립 문화시설에 창작활동 관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예
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
-비장애예술인과 교류협력 제도

장애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예산 지원 확대
공약집 110p

기타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활동기반 및 작품유통기회 확대
-과학기술 융합 창작활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장비, 프로그램 개발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유통기회 확충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공약집 162p

-영유아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 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
에 계속 포함, K-DST(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검사를 M-CHAT(영유아자페션별검사)
등으로 대체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AI 모델 확대

공약집 178p

-AI학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패턴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알
고리즘 개발 및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