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한국재활재단 사무처 사업실적

구분 계획(연인원/회)
실적(연인원/회)

대비(%) 사업내용 비고

총계 394 368 93.4

홍보사업 36회  35회 97.2 재단 홍보 및 웹사이트 관리관내외홍보 16회(소식지3회, 하이천사 게시 1회, 교육관련 문자발송 12회) / 홈페이지 관리 18회 

후원사업 202회 198 98.0
후원자개발 및 관리 전화상담 및 관리 48회/cms 출금관리/cms 비용관리/지로 발송 12회/소식지 발송 3회/후원자 주소록 관리/후원영수증 발급 135회 후원금 총액 247,403,157원

재활종사자 교육사업
3회 3 회 100.0 직원연수 및 보수교육사무국 직원 보수교육 3명/ 법정교육 1회/직원연수 1회  

장학금 지원사업 40명 40명 100.0 저소득 장애인 가정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및 기관 중개 - 한기장학재단 지원 중개 36명*4회  법인장학생 4명*4회

유관단체지원사업
5곳  4곳 100.0 유관단체 지원장애인복지신문사/해처럼달처럼/서대문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행복플러스가게하이천사

장애인활동지원교육사업
86회 66회 76.7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계획:코로나19로 교육인원 30명으로(거리두기) 매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함.표준과정 – 33회 / 779명 수료 / 전문과정(유사경력자) – 33회 /623명 수료 총1402 명 수료 (수입 191,370,000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5회 4회 80.0
소식지제작 및 배포 – 2회(유인물/2000부)+1회(SNS발송)  전국장애인도예공모전 - 시상, 전시 및 바자장애인바리스타 대회 – 시상 및 유튜브 시연 특화프로그램 – 성인기  중 · 고령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의 일상성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함께 산다 프로젝트’(서울시 장애인복지계정사업)

전출금 14곳 15곳 107 산하기관 15곳 전출금 

수익사업 1회2곳 1회2곳 100.0100.0 사랑의카드 판매 - 유관기관, 기업체 등행복플러스가게 - 하이천사점, 이진아도서관점



2021년도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사업실적

2021년도 부산영도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5,689 5,037 89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32,968명 29,426명 89 전체 사업에 코로나19 영업지침에 의해 운영됨

청소 사업단 1,764명 1,666명 94
카페마렌 흰여울점 2,016명 1,744명 87
카페마렌 어울림점  1,260명 801명 64
카페마렌 해돋이점 1,512명 1,088명 72
카페마렌 청학마루점 1,008명 724명 72
도서관사서파견 사업단 5,292명 5,746명 108
용감한식당 영도점 사업단 1,480명 1,286명 87  4월 12일 개업함.
공동작업장 사업단 2,520명 2,080명 83
복지간병 사업단 0명 0명 0 21년 대상자 추천 0명으로 연도말 사업 종료함.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3,024명 2,073명 69
게이트웨이   3,528명 3,950명 112
복지고용 사례관리 2,078명 2,045명 98
이룸 인테리어 자활기업 1,512명 1,600명 106 하반기 물량확대로 인원증가
이룸 기프트 자활기업 756명 747명 99

cu편의점 자활기업 730명 980명 134 20년 자활기업 전환 후 4명이 교대 근무함.
만결카페 자활기업 504명 498명 99
크라상점 영도점 자활기업 384명 524명 136  4월1일 2명이 개업 후 신규직원  1명 채용으로 확대됨
가사간병방문서비스 3,600명 1,874명 52 요양보호사 채용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 감소



2021년도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인원(명) 건수(건) 인원(명) 건수(건) 연인원 건수
총계 15,354 2,509 14,512 2,407 95 96

단기보호운영

여성장애인단기보호 3,162 359 2,844 340 90 95
1~10월 긴급돌봄운영체계1/1~1/12 휴관 이용인 확진  

운영위원회 4 4 4 4 100 100
인권지킴이단 16 16 16 16 100 100

종사자 전문성 강화 126 21 259 39 206 186
8월부터 종사자3명 충원 의무교육반영 

시설관리 37 37 37 37 100 100

건강지원
영양급식 6,654 898 6,898 868 103 97
건강관리 1,898 256 1,637 231 86 90

자립지원

개별지원 60 6 60 6 100 100
자기관리 1,381 185 1,126 177 82 96
자립교육 546 460 516 432 95 94

이용인권익옹호 160 40 160 40 100 100

정서여가지원

힐링여행 72 24 77 14 107 58
음악치료 600 60 410 70 68 117
취미활동 510 51 346 45 68 88
가족지원 57 57 55 55 96 96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참여 40 4 38 4 95 100

자원개발 및 관리 31 31 29 29 94 94



2021년도 서은단기보호시설 사업실적

구분 계획(명) 실적(명) 대비(%) 비고

총계 12,019 10,865 90

보호서비스 3035 2510 83

개별지원 서비스 622 587 94

자립생활 지원 5530 5202 94

재활 사업 1080 976 90

정서 및 여가 1320 1205 91

가족지원 사업 110 99 90

지역사회 사업 36 32 89

자원개발 관리 56 49 88

이용인 권리 40 37 93

관리운영 50 45 90

역량강화사업 140 123 88



2021년도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33,167 37,253 112.3

급식지원사업 5,222 5,679 108.8

일상지원사업 11,954 13,485 112.8

건강관리지원사업 883 1,314 148.8

일상재활사업 3,315 4,023 121.4

정서지원사업 691 588 85.1

사회재활사업 1,181 1,373 116.3

권익옹호사업 3,428 4,041 117.9

가족지원사업 2,454 3,064 124.9

교육지원사업 472 417 88.3

기타지원사업 480 492 102.5
지역사회연계사업+프로포절사업 3,087 2,777 90



2021년도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14,772 12,278 83
사례관리 80 80 100 ·계획에 따라 정기 실시
급식지원 2,400 1,982 82.6 ·급간식지원,식사수발,월간식단표작성 ·전문반찬업체 연계하여 양질의 식단 제공(1식 5찬)·월1회 이상 특식 제공하여 이용인들 취향 및 욕구 존중  

건강관리지원 2,460 2,008 81.7 ·코로나 관련 1일 2회 체온확인 ·코로나 백신 및 독감예방주사 접종·개인별 컨디션에 따라 복약지도 및 세심한 관찰
보건위생 1,308 1,423 108.7 ·코로나19 대응하여 손소독 등 수시 지원, 시설 환경 청결 관리·주1회 시설소독방역, 월 1회 외부전문방역을 통해 감염병대비  

일상생활지원 2,400 1,982 82.6 ·신변처리, 식사지도, 양치지도, 의복 정리,화장실 이용 등 자기관리 지원 
취미여가지원 525 369 70.3 ·코로나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으로 노래방, 볼링장 이용 미실시·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주간나들이 드라이브 형태로 변경운영 및 월간 나들이 축소 진행 
교육활동지원 1,296 1,052 81.3 ·개인별 능력과 욕구를 파악하여 교구 활동 및 인지 활동 등 진행

가족지원 1,730 1,675 96.8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집합부모간담회 축소 및 sns 적극활용·생일파티, 후원물품 정기배부 등 지속적인 소통 및 지원 실시
사회심리지원 2,098 1,416 67.5 ·외부시설 이용 및 강사프로그램 축소로 관내 프로그램 비중 확대·코로나19방역조치로 지역연계 음악 활동 중단
사회교육지원 0 0 - ·사회복무요원 집합실습 전면 중지 (코로나19 방역지침)·사회복지실습생 교육 전면 중지 (코로나19 방역지침)

권익옹호 115 56 48.7 ·일상생활 및 권익, 성교육 등 실시·이용인 간담회 월 1회 정기 실시

지역사회연계 360 235 65.3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연계활동 실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명지대MOU 언어치료, 서대문연대 공동사업(의사소통), 산림바우처연계 캠프 등



2021년도 하누리주간보호센터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41,520명/5,146건 18,814명/3,618건 45.3/70.3

 급식지원 8,340명/732건 2,980명/470건 36.0/64.2 코로나19로 
50% 이용제한

 보건위생 4,813명/1,197건 4,294명/742 89.2/62.0 코로나19로 방역, 소
독, 보건위생 강화

 일상재활 14,424명/1,296건 3,003명/548건 21.0/42.3.7 코로나19로 
50% 이용제한

 가족지원 6,987명/933건 3,316명/714건 48.0/77.0

 정서지원 1,860명/168건 1,773명/274건 95.3/163.1 비접촉 프로그램 
강화

 사회재활 2,784명/128건 973명/310건 35.0/242.2 사회재활프로그램 
건수증가  

 여행지원 424명/34건 84명/12건 20.0/35.3 코로나로 연 12회
중 1회만 실시

 교육지원 1,468명/268건 1,972명/399건 134.3/149.0 비대면(Zoom시스템) 
교육실적 증가

 지역사회연계 366명/366건 189명/133건 52.0/36.4 자원봉사자 출입제
한으로 실적 저조 

 기타지원 54명/24건 200명/16건 370.4/66.7



2021년도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 비고

총계 6,207 6,614 106.5

자립 생활 3,720건 4,387 117.9 - 코로나 안전예방을 위해 위생 청결에 집중함.-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반복 안내. 

사회적응 및 여가활동 620건 627 101.1 - 주말 및 공휴일 여가 지원- 실내운동과 산책을 하며 건강을 실천함.- 코로나로 인한 거주인 장기휴무로 긴급돌봄 계속 지원함.

자기권리 332건 332 100 - 매주 수요일 거주인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함.- 제한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에 중점.

직업 지원 1,096건 815 74.3 - 현재 전원 취업을 했으나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 격일제 근무나 휴무 등의 제한적 활동 유지

시설안전관리 262건 268 102.2 - 월 1회 이상 전문업체 방역(구청지원 및 세이프투게더 방역 지원사업 )- 매일 수시 소독

지역사회연계 12건 12 100 - 멘토와 어울리며 거주인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함. (시설 방문과 외부활동 ) 

평가 8건 7 87.5 - 운영위원회- 서대문구청 안전점검과 지도점검

기타 157건 166 105.7 - 직원교육 , 후원, 슈퍼비전- 다솜 카페 홍보



2021년도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16,879 16,319 96.7

자립생활 9,550 9,465 99.1 일상생활, 안전관리, 건강관리

여가생활 150 135 90.0 나들이, 캠프, 영화, 공연관람

정서안정 5,000 4,633 92.7 생일잔치,명절행사등,가족회의,종교생활, 상담

가족유대 96 92 95.8 주기적전화, 문자상담, 부모회및간담회

지역유대 120 106 88.3 지역사회활동참여, 타그룹홈교류

사회심리 500 475 95.0 지역사회편의시설이용, 금전관리, 거주인교육

직업생활 780 770 98.7 직장생활상담, 유지관리, 취업알선및교육, 출퇴근지원

자원개발 3 3 100.0 자원봉사, 후원개발

기타 680 640 94.1 운영위원회,직원교육,프로그램욕구조사및만족도조사, 평가, 개별서비스지원



2021년도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15,024 13,923 92.6

자립생활지원 7,776 7,031 90.4 일상생활, 안전관리, 건강관리
여가생활지원 1,568 1,547 98.6 나들이, 캠프, 영화, 공연관람
정서안정지원 2,341 2,115 90.3 생일잔치,명절행사,가족회의,종교생활,상담 등
가족유대지원 281 298 298 주기적 전화, 문자 상담, 부모회 및 간담회
지역유대지원 287 270 94.0 지역사회활동참여, 타 그룹홈 교류
사회심리지원 1,695 1,610 94.9 지역사회편의시설이용, 금전관리, 이용인 교육
직업생활지원 1,010 995 98.5 직장생활상담, 유지관리 취업알선 및 교육, 출퇴근지원
자원개발지원 4 2 50.2 자원봉사, 후원개발

기타 62 55 88.7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직원교육 프로그램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평가,사례관리



2021년도 최종병기공동생활가정 사업실적

구분 계획 실적 대비(%) 비고
총계 11,400 11,178 98.1

자립생활지원 9,200 9,071 98.6 일상생활, 안전관리, 건강관리
여가생활지원 58 56 96.6 나들이, 캠프, 영화, 공연관람

정서안정지원 1,330 1,270 95.5 생일잔치,명절행사등,가족회의,종교생활, 상담

가족유대지원 58 55 94.8 주기적전화, 문자상담, 부모회및간담회

지역유대지원 42 40 95.2 지역사회활동참여, 타그룹홈교류

사회심리지원 230 224 97.4 지역사회편의시설이용, 금전관리, 이용인교육

직업생활지원 4 4 100.0 직장생활상담, 유지관리, 취업알선및교육, 
출퇴근지원

자원개발지원 3 3 100.0 자원봉사, 후원개발

기타 475 455 95.8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직원교육, 

프로그램욕구조사 및 만족도조사, 평가, 
개별서비스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