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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두(ALL)가 하나되는 세상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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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인사말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Way Always

장애인이 행복한 삶,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989년 출범 이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역사와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장애인 정책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직업재활,
일자리 개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활성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 전 분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돼왔던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6억 9천만 아태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인천전략이행기금사무국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장애계와 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당사자
관점의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개발과 통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선은 언제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향합니다. 끊임없는 쇄신과
혁신적 행보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새로운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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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비전
핵심가치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KO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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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Always

미션 Mission

우리는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

비전 Vision

장애인과 함께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기관

핵심가치 Core Value

전략목표 Strategic goals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양질의 경제적

지속 가능한

정책연구 확산

권리보장 강화

자립기반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확산

체감도 높은
권리보장 강화

양질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정책 현안 대응 및      
수요자 중심의 연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수요자 맞춤형 직업           
재활 지원

국민 참여 기반의              
서비스 개선

신뢰 가능한 조사·통계
DB 구축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
한 물리적 환경 조성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 지원

모두를 위한 안전경영
체계 구축

연구의 질 관리 및 연구
윤리 준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 지원

상생·협력으로 공동체
이익 창출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 교류 활성화

발달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KODDI형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의 국내·
외 확산

전략과제 Strategic tasks

장애인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Way Always

장애인의 꿈과 미래를 향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혁신과 도전, 열정이 머문 그 길의 중심에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요 사업 분야
정책연구   

국제협력

이룸센터 운영

직업재활지원

우선구매 지원

장애아동·

유니버설디자인

발달장애인 지원

환경 구축

인식개선교육·복지진흥

혁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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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Way Always

연구

KO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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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건
총

36건

약2,510,000명
자체

수탁

33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 (2016년 기준)

26건

26건

10건

7건

2017 년도

27건

2018 년도

19건

2019 년도

<연도별 연구실적>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한
정책개발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효과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현안

정책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및 전략을

▶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제시합니다.

▶ 장애인

자립지원, 직업재활, 보조기구 관련 연구

특히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장애인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며,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와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장애차별예방,

장애등급제 폐지지원
폐지관련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조사 및 정책지원

재난위기관리 등 각종 매뉴얼 및 지표 개발

국내외 학술교류·연구

조사·통계
▶ 장애분야

▶ 장애등급제

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정책자료 지원을 위한 DB 구축

▶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장애인의삶패널’ 조사

평가·모니터링
▶ 장애인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

▶ 국제협약(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관련 연구 및 지원

정책지원사업
▶ 학술지

‘장애인복지연구’ 발간

▶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분석

▶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직업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Way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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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자립기반을 다져나갑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재활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 참여를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애인일

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돕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자리 전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애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원스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자리개발 및 정책지원

지역중심의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지원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신규배치기관 개발사업
•장애인일자리 조사연구
•장애인일자리 직무 매뉴얼 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며,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국 180여 개 수행기관 인력·예산 지원을 통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특화 서비스 제공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카페 I got everything”
•지역사회 직업재활 네트워크 지원사업

180 여 곳

일반 고용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전국 180여 곳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정책지원 및 개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30,000 여 명

총 3만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전국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재활 수행기관 평가, 직업재활 컨설팅 지원
•수행기관 전문인력 교육사업, 직업재활 조사·연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홍보

직업훈련(First Job),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일자리사업 지원
•지역별 전문지원체계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현장모니터링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및 우수일자리사례 발굴
•장애인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장애인일자리 홍보

일자리교육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교육 지원 및 교육교재 제작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교육(교육지원 및 워크숍, 사업설명회 등)

우선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Way Always

KO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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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지원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

우선구매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 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지원

▶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창출과 근로장애인의 소득 향상을 지원합니다.

▶ 생산시설

사전교육 및 신규담당자 교육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고용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정부 정책

기능보강 심사지원 등

▶ 공공기관

및 판매시설 종사자 교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정책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 지원

▶ 우선구매촉진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활성화 마케팅

▶ 우선구매제도
▶ 우선구매

수립지원

정책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공공기관

맞춤형 구매 컨설팅

▶ 중증장애인생산품

연도별 우선구매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우선구매액(억원)

1,902

2,358

2,526

2,958

3,530

4,640

5,312

5,387

5,757

6,488

우선구매율(%)

-

0.55

0.49

0.72

0.91

1.02

1.13

1.01

1.07

1.14

우선구매액
증가율(%)

14.7

23.9

7.12

17.1

19.3

31.4

14.5

1.4

6.9

12.7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맞춤형 방문교육 등

홍보 등

유니버설
디 자 인
환경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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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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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99

2014
122

201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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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68

490
449

2018

437

2019

연도별 BF인증건수 22

모두에게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산시켜갑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정책지원 및 교육, 장애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정책지원 및 교육

BF인증제도✽ 운영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장애인 주거환경

▶ 유니버설디자인환경

▶ BF인증제도

운영(사전검토, 심사, 심의,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 등)

▶ BF인증제도

정책개발 및 지원업무 수행

개선 등 우리 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장애물

관련 조사 연구, 정책 수립 지원 등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각종 매뉴얼 제작 등

▶ 공무원·민간

전문가·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교육 실시

및 상담·기술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및 영업환경 개선
▶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수행

✽BF인증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증범위: 지역, 여객시설, 건축물, 공원, 도로, 교통수단)

장 애 아 동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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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

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수행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교육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심판청구 및 법률자문 등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사업: 상담, 형사·사법절차 지원 등

▶

발달장애인 및 부모대상 교육사업: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등

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발달증진센터 협력

241,614 명
7,000 여 명

발달장애인은 매년 약 7천명씩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3.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및 관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교육·매뉴얼 개발 등

수행기관 운영지원, 평가·관리, 사업담당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사례관리
권리구제사업: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현장조사·현장

방문, 형사·사법절차 지원, 피해자 보호조치 등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대상 교육지원사업: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등
▶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운영: 대상자 선정조사,

수급자격위원회 운영 지원 , 제공인력 양성교육 등
▶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운영: 서비스 관리 및

제공인력 교육 지원 등
▶

▶	
발달장애인에

부모상담지원사업 관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

▶	
주간활동서비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지적장애인 212,936명, 자폐성장애인 28,678명).
전체 등록장애인 2,618,918명의 약 9.2% 차지(2019,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인식개선·홍보

국제
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Way Always

22 23

KODDI

아태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이행기금사업

장애 관련 국제이슈 대응

(2013~2022)을 위한 ‘인천전략’의 이행기금사무국

▶ 국제기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 세계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으로서 6억 9천만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

보장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

•아태 지역 개도국 대상 장애통계구축 지원
•유엔에스캅(UNESCAP) 본부 접근성센터 설치·운영 지원,
•인천전략 워킹그룹 회의 등

또한 장애 관련 국제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제

▶ 국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 개도국 장애인 지원(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협력사업

▶ 아태

지역 개도국 공무원 및 장애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연수사업

▶ 민관

협력사업

•인천전략이행기금 공모사업

는 인정받고 싶어요
!
우리

•인천전략 국제협력추진단 운영 등

”

“

•국제포럼 개최

1,000,000,000 명
690,000,000 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알기 쉽게 쓴 책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 중 8억 명 이상이 개도국에 거주하며, 80%에 달하는
6억 9천만 명의 장애인이 아태 지역에 거주

▶ 장애인보조기구,

당사국 회의 참석 및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등 장애 관련 회의 참석 등

이룸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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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

2층 Lobby

2층 대회의실

장애인 종합복지공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위한 공간인 이룸센터는 17개

대관시설

장애인 중앙단체의 사무공간과 각종 행사, 화상회의,

▶ 지하1층

‘이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대관시설을 갖추고

▶ 2층

있습니다.

: 이룸홀, 누리홀

: 제1·2교육실, 제1·2회의실, 소교육실,
대회의실(화상회의 가능)

▶ 대관예약

온라인 시스템(eroom.koddi.or.kr)을 통해 예약 가능

지하 1층 이룸홀

재난대비
▶ 피난대피구역

설치

▶ 구호용품

보관함 설치

▶ 입주기관

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

▶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안전유도 손잡이, 안내촉지도,

인큐베이팅 사무실 운영

농인 전용 화상전화기, 음성 유도기,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미
· 자립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사무실 운영

휠체어용 전자교탁, 휠체어용 체중계 등 설치

층별 시설 현황
▶ B3~B2

주차장

▶ B1

이룸홀, 누리홀, 식당

▶ 1F

로비/ 카페

▶ 2F

교육실 등 대관시설

▶ 3~6F
▶ 7~10F

장애인단체 입주
일반기업 입주

인식
개선교육·
복지진흥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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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삶의 질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과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올해의

향상을 위해 힘씁니다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합니다.

장애인상 운영, 쌍용곰두리장학사업 등 복지진흥사업을

장애인식개선 교육사업
▶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혁신
경영

KOD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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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혁신, 열린경영으로

지속적인 경영효율화와 혁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고객요구에 답합니다

대응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맞춰 나가고,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성과중심 책임경영 정착
▶ BSC

성과관리 체계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책임경영 정착

▶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사회공헌

•교육대상별 공감콘텐츠 개발

▶ 임직원

•추천 콘텐츠 종합관리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복지진흥사업

가족친화경영(가족친화 인증기관)

정기 봉사활동 실시

▶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 가족사랑의

▶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

▶ 모성보호

▶

쌍용곰두리장학사업 등

▶ 임직원

수행기관 격려방문 등

날, 유연근무제 운영

및 육아지원 등 일·가정 양립지원

출산 관련 경제적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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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곁에는
장애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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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걸어 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1989~1999

2008~2011

2012~2016

2017~

1989. 4. 28.

2008. 4. 11.

2012. 6. 1.

장애인정책기획단 운영(6개 분과)

2017. 3. 29.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기관 변경 지정

2008. 5. 29. 장애인생산품인증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2012. 12. 3.

가족친화인증 획득(여성가족부, 이후 인증 유지)

2008. 7. 1.

2012.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설립, 김석원 회장
취임(전 쌍용그룹 회장, 초대~제3대)

1989. 12. 30. 월간 「곰두리」 창간(현 계간 「디딤돌」)
1990. 6. 30.

법인 명칭 변경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1. 4. 20.

제1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이후 매년 개최)

1997. 4. 19.

제1회 올해의 장애극복상 시상
(현 올해의 장애인상, 이후 매년 시상)

1998. 5. 5.

이건희 회장 취임(삼성전자 회장, 제4대~제6대)

법인 명칭 변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이후 5년마다 실시)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방안 연구 외 37건)

2008. 7. 24. 장애인 복지인프라 개편관련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 사업 실시
2008. 9. 1.
2009. 1. 13.

2009. 4. 28. 한국장애인개발원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2009. 6. 2.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
(보건복지부)

2009.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2013. 6. 28.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2010. 5. 12.

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구축사업 수행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제1차 장애인정책포럼 개최(연 4회, 이후 매년 개최)

2010.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등 총 36건)

2000~2007
2000. 3. 1.

법인 명칭변경(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6조)

2005. 10. 31. 장애인체육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

2011. 7. 7.

2011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지원단 위촉

2011. 9. 1.

제2대 변용찬 원장 취임

2011.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사업 등 총 32건)

“공공 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카페 I got 		
everything)” 공공기관 협업 우선 과제 선정		
(기획재정부)

2019

현장중심 직업훈련(First Job)사업 추진
(이후 매년 추진)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 정책비교 외 37건)

2019. 3. 21.

혁신자문단 출범

제3대 황화성 원장 취임

2019. 4. 17.
~ 4. 18.

국제컨퍼런스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2019. 4. 19.

인권경영헌장 선포

2019. 9. 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2019~2022)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 최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연구 외 39건)
2014. 2.

제1차 인천전략워킹그룹회의 주관(이후 매년 참석)

2014.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2015. 9. 1.

2015. 12. 29.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제 개편

(1본부 1실 7부 1센터 ▷ 2본부 1실 7부 1센터)
2015.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장애인권리보장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연구 외 30건)
2016. 2. 1.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이후 17개 광역지자체별 센터 개소)

2019. 10. 11.

2016. 4. 4.

대구·광주광역시 지부 개소
(이후 강원도,세종시지부 개소)

2019. 10. 31. 장애인식개선 해외봉사단 보다(VODA)캄보디아 파견
~ 11. 9.

2016. 6. 1.

제2차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 실시
카페 ‘I got everything’ 제1호 정부세종청사점 개소

2007. 4. 11.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설립근거 제26조→제29조) ]

2016.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
(보건복지부)

및 사업내용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

2019. 3. 6.

2016. 10. 7.

2007. 11.

제4대 최경숙 원장 취임

한국장애인개발원 혁신로드맵 10대 과제 발표

제7대 차흥봉 회장 취임(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Free)인증제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2018. 4. 17.

2018. 6. 28.

2006. 2. 2.

2007. 9. 27.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31건)

2013. 12. 31. 장애인정책연구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분석 등 총 26건)
2010. 1. 15.

2017. 12. 31.

2018. 6.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제29조의 2 개발원의 설립근거
2013. 1.

제1대 이용흥 원장 취임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선포식 개최

(인증범위 전체시설로 확대)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연구 외 32건)

(총 9명)

조직도
수탁사업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Way Always

All

기관
온라인사이트

KODDI

32 33

함께하는 미래,

온라인에서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열어갑니다

‘코디’를 만나세요

3본부 1센터 9부 4지부
(16지역센터)

원장

다양한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사업별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Free)
홈페이지

www.koddi.or.kr/bf/

한국장애인개발원

소통홍보팀

경영본부

전략
기획부

정보화
전략부

이룸
센터
관리부

www.koddi.or.kr

법무감사팀

정책
연구부

정책
지원부

중앙장애
아동·발달장애
인지원센터

사업본부

정책연구본부

경영
지원부

대표 홈페이지

우선
구매
지원부

직업
재활부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부

대구
광역시
지부

광주
광역시
지부

강원도
지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roso.or.kr

세종
특별
자치시
지부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홈페이지

mrr.koddi.or.kr/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탁보조사업 지정현황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 사이트

vr.koddi.or.kr/
이룸센터 홈페이지

eroom.koddi.or.kr

중증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
(꿈드래)

www.goods.go.kr/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07.11.)

▶

인천전략기금 운영사무국 지정(보건복지부, 2013.6.)

▶

장애인생산품인증제 업무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08.5.)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5. 1.)

▶

서울시 저소득장애인가구 맞춤형 주거개선사업 위탁(서울특별시, 2009.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5.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업무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09.6.)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수행기관 지정(17개 시·도, 2016.1.

홈페이지

▶

장애인일자리전문관리체계 사업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0.1.)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3.1.)

*현재 16개 시·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보건복지부, 2016.9.)

www.able-edu.or.kr

오시는 길

한국장애인개발원

All

Way Always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대표전화 : 02. 3433. 0600 팩스 : 02. 412. 0463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9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산업은행
KBS공개홀
한국방송공사
금융감독원

5

전경련회관

여의도역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버스

국회의사당 앞 하차 간선버스 153, 162, 261, 262, 362, 461
		
지선버스 5613,5618, 6621, 6623, 7613
		

광역버스 1008, 순환버스 61, 경기버스 10

여의도 국민은행 앞 하차    광역버스9409

승용차
마포대교 북단 이용 마포대교 남단으로 직진 >> 서강대교 방향 우회전 >> 서강대교에서 인천방향으로 좌회전 >>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 현대카드빌딩
다음 건물
서강대교 북단 이용 서강대교 남단으로 직진 >> 국회 방향 >> 국회 정문에서 좌회전 >> 현대카드빌딩 다음 건물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도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4433]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5 서영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3-817-2354

비뉴파크 1차 306호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93

대표전화 033-817-2360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5-716-2390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4-805-7310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2-714-3352

[61947]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3-719-0340

상무비즈센터 302호(치평동, 1210-4)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2-719-1085

대표전화 062-719-3090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1-714-7360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2135-3635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지부
[41939]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1,
3층 301-3호
대표전화 053-719-0340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4-414-9172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2-710-3153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1-802-1062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3-714-2610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64-803-3714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1-415-1215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43-716-2165

홈페이지 www.koddi.or.kr  블로그 blog.naver.com/koddi11  
페이스북 koddi1989  인스타그램 koddi_official  유튜브 youtube.com/koddiwithyou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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