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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 제 출 자

:

2021. 5. 3.

김진기·빈지태·윤성미·손덕상·유계현·황재은·옥은숙
황보길·남택욱·김일수·김진부·박우범·박정열·이영실
박삼동·심상동·표병호 의원(17명)

❍ 회 부 일 자 : 2021. 5. 3.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2.

7. 7.

제안이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건강권”,
정함(안 제2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등에 대한 정의를 규

“

나.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
민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합

의

:

다. 기

타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과

입법예고

가) 기

간

나) 제출의견

5.

: 2021. 5.
:

～

4.

5. 12.

없음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3)

규제심사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지역인재고용영향평가

:

수정가결

:

※ 붙임 2 참조

의견없음

:

의견없음

전문위원 검토 내용

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구성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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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은

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11

<조례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7조(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2조(정의)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4조(도민의 의무)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제11조(시행규칙)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부칙(시행일)

나. 조례안의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목적)와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호와 존중 및 실현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도민의 의무)에서는 의료
격차 해소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도의 시책에 협력하여야함
을 규정함

❍ 안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건
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년마다

5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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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
강관리 사업 등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장애인건강관리센터의 지정· 운영)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사례관리 등
그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
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와 안 제9조(장애인보건의
료센터의 지정 취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등에 대한 업무
를 수행할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의 지정 및 센터 지정 후 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다만,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견(붙임2)이 있었음

❍ 안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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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검토의견
❍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 의료 관리 시
스템 미비 등으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 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제2호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 사무 ”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

정이 가능함
※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연번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9.09.26.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05.23.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12.31.

4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9.07.01.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20.06.10.

6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2020.08.14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9.06.26

❍ 현재 도내 장애인 수는
만

명 대비

3,026

인의 수는

만

7

7.17%

만

18

제정일자

명으로 전국 장애인 수인

8,749

263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도내 중증 장애

명이 해당함. 이러한 장애인 수에 비하여 전

942

담주치의나 건강보건관리 사업 등이 미비하여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은 열악한 상황임
※ 경상남도 장애등록 현황 자료(붙임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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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
반인과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
다고 사료됨

6.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7.

토론내용

:

생략

가. 김경영 위원 수정안 발의

○ 수정이유

-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같이,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8조 중 “다음 각 호(제5호는 제
외한다.)의 사업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수정내용
- 안 제8조에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를 추가함
8.

9.

심사결과

:

수정 의결

○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의결
소수의견 요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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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붙임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반영 1부.
3.

관련 법령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5.

비용추계서 1부

6.

경상남도 장애등록 현황 자료 1부.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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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끝.

붙임 1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

제안년월일
제 안 자

제965호 관련

:
:

2021 년 7 월 7 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수정이유

○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같이,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8조 중 “다음 각 호(제5호는 제
외한다.)의 사업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8조에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를 추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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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에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을 추가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도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
-----------------------------------------는 의료 기관을 경상남도 장애인보건
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 -------------------, 다음 각 호(제5호는
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외한다.)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
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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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반영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상남도(이
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
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
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
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
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정하지 못한 노동ㆍ고용ㆍ주거 환경, 성별, 사회
적 지지 부족, 낮은 교육수준, 저소득,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0 -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모ㆍ부성권 보장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
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
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
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장
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 정도 및 유형,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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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
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
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7호에 따
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사례관리
2. 장애인 건강 주치의와의 연계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동과 연관된 보건과 복지 연계
4. 장애인 방문간호
5.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체육시설,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6. 장애인 생활체육 및 운동 활성화
7. 그 밖에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②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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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경상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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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관련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
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
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
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
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
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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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
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
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
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
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
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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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
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
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 16 -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
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
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
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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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
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
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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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
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
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중증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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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
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 장애인에 대한 진료ㆍ상담ㆍ검사 시의 유의사항
4.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ㆍ정책 및 제도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
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
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
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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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
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
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
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
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
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
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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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 결과

2021년 제7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번호

35-3

조 례 명

위원회 의견

결 정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 본 조례 제8조는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의결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35-3 수정권고안 >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 기관을 경상
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예
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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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비용추계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1.

비용추계 요약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
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경상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제7조(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는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외

(※선언적·권고적 형식)

- 매년 임금상승률 5% 적용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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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계의 결과
(

구

분

제8조(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세출

소

계

관련 의견

3.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544

571

600

630

662

3,007

544

571

600

630

662

3,007

해당없음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Ⅱ.
1.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백만원 (인건비

- 544
-

단위:백만원)

종사자 7명(센터장

311,

1,

운영비

종사자

61,

사업비

172)

6)

※ 국비 50% 지원
※ 전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소 운영

작성자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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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 기

합계

붙임 6 경상남도 장애등록 현황 자료
□ 2020년 12월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A)

총계(A+B)
구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88,749

108,876

79,873

70,942

42,035

28,907

117,807

66,841

50,966

창원시

49,992

29,778 20,214

18,406

10,881

7,525

31,586

18,897

12,689

진주시

18,110

10,440

7,670

7,098

4,182

2,916

11,012

6,258

4,754

통영시

7,630

4,332

3,298

2,815

1,677

1,138

4,815

2,655

2,160

사천시

7,375

4,187

3,188

2,885

1,697

1,188

4,490

2,490

2,000

김해시

24,825

15,109

9,716

9,579

5,794

3,785

15,246

9,315

5,931

밀양시

9,005

4,949

4,056

3,320

1,959

1,361

5,685

2,990

2,695

거제시

11,161

6,913

4,248

4,191

2,597

1,594

6,970

4,316

2,654

양산시

16,415

9,803

6,612

6,493

3,893

2,600

9,922

5,910

4,012

의령군

2,910

1,532

1,378

1,136

677

459

1,774

855

919

함안군

5,121

2,874

2,247

1,910

1,138

772

3,211

1,736

1,475

창녕군

5,460

2,946

2,514

1,905

1,126

779

3,555

1,820

1,735

고성군

4,682

2,547

2,135

1,808

1,039

769

2,874

1,508

1,366

남해군

4,344

2,248

2,096

1,491

878

613

2,853

1,370

1,483

하동군

4,492

2,369

2,123

1,711

975

736

2,781

1,394

1,387

산청군

3,566

1,778

1,788

1,379

723

656

2,187

1,055

1,132

함양군

3,785

1,905

1,880

1,320

752

568

2,465

1,153

1,312

거창군

5,052

2,711

2,341

1,792

1,063

729

3,260

1,648

1,612

합천군

4,824

2,455

2,369

1,703

984

719

3,121

1,47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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