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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랑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구현

1. 복지정책
▪집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김찬수

가. 일반 황

  우리시의 사회복지분야 산은 3,629억 8,700만원으로 2008년 비 14.7% 증

가되었으며, 시 체 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안 망 확충을 통한 

사회양극화 개선, 노인․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복지증진, 출산지원 확 로 

건강한 미래세  육성을 추진시책으로 정하고 사랑과 나눔으로 시민 모두

가 골고루 복지혜택을 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복지울산을 구 코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황
[표 Ⅱ-5-1]                                                                       (단 ：개)

계 종합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기타

862 8 786 61 7

주) 노인복지시설 786  경로당 715개소 포함, 기타는 노숙인쉼터 1, 자활센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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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수 자 황
[표 Ⅱ-5-2]                                                                    (단 ： 명)

기 생활보장 수 자 의료 여

상자
기 노령연 장애수당

일반 조건부

18,676 686 20,528 40,437 5,352

나. 종합사회복지  운

  소득층에 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자립능력 배양으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

하고 주민상호간 연 감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문제의 방․치료 등 지역복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 이 8개소 있으며, 연 9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 내에 재가복지 사센터 5개소를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계층에 하여 가사, 간병, 

청소, 의료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다.

종합사회복지  황
[표 Ⅱ-5-3]                                                                    (단 ：㎡, 명)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탁기 종사자수 개  일

          구
종합사회복지

구 남외동
529-2

1,647
한 국 국 제

사 기 구
 8 1998.  9. 28.

남          구
종합사회복지

남구 달동
119-1

2,798
통 도 사
자 비 원

13 1994.  5. 20.

화          정
종합사회복지

동구 화정동
862-2

1,655
사 ) 어린이 
재     단

 7 1992.  1.  1.

동          구
종합사회복지

동구 화정동
222-10

4,533 원 각 선 원 15 2008.  4.  1.

북          구
종합사회복지

북구 호계동
262-2

2,111
어울림복지
재     단

16 2004.  1. 13.

울 주 군 남 부
종합사회복지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6-4

2,220
울  주  군
시설 리공단

 5 2000.  3.  2.

울 주 군 서 부
종합사회복지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

1,559
울  주  군
시설 리공단

 6 1999.  9.  2.

울 주 군 천 상
종합사회복지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1B-1L

3,104
울  주  군
시설 리공단

 7 200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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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탑 리

  구 학성공원 내에 있던 충탑을 1996년에 남구 신정2동 산158-1번지 일원 

울산 공원 내로 이  건립하 다. 2004년 5월 25일 충탑 내에 원한 호국

의 불꽃이라는 청동군상을 건립하여 조국을 해 6․25한국 쟁에서 산화한 호

국 령들의 얼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 들에게 건 한 국가 과 애국심을 심어 

주기 한 호국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탑 참배는 우리시 주 으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시 간부공무원과 

몰군경 유족, 시민 등이 참여하여 거행되고, 매월 1일 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

회 주 으로 유족 등 국가보훈 상자 등이 참배를 하고 있다. 

  한, 매년 6월 6일에는 충탑에서 충일 추념식을 거행하며, 2009년도에는 

기 ․단체장 국가유공자  유족, 일반시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하여, 국 동

시에 울리는 사이 에 맞추어 의식행사와 순국선열  호국 령에 한 묵념,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충일 노래 순으로 거행되었다. 2009년 충탑 

참배객은 연28,995명으로 집계되었다.

충탑 시설 황

[표 Ⅱ-5-4]                                                            (단 ：㎡, m, 백만원)

      치
부 지
면 

탑 규 모
패실 호국

부 
시 설

공일 건립비용
높이 면

남구 신정동
산158-1번지 일원

17,957 33 900 88 764 169
1996.
9. 27

4,691

라.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

  푸드뱅크는 식품제조기업 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독거노

인, 무료 식소,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한 식품지원복지서

비스를 달하는 식품나눔 제도이다. 

  1998년 외환 기로 인한 사회  배경에 따라 시작된 푸드뱅크는 국에 307개

소( 국1, 역16, 기  290)가 운 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역푸드뱅크 1개소와 

기 푸드뱅크 6개소를 운 하고 있다. 2009년에는 8억 5,200만원의 식품을 수집

하여 19,629명에게 배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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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부식품의 일방 인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원하는 식품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2억 8,000만원(국비180, 시비100)의 산으로 슈

퍼형태의 푸드마켓을 2009년 7월 10일 개소 운 한 결과 지역내 연1,758명의 

소득층에게 5,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마. 사회공헌사업 추진

   주도의 이웃돕기성 모 과 리체계를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하여 1998

년 7월 29일 사회복지공동모 회 울산 역시지회(남구 신정3동 589-1, 표 최일

학)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로 하여  이웃돕기성 의 모 활동․배분․ 리․운 하도록 하여 이

웃돕기운동의 자율성 보장과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를 기하게 되었다.

모   배분 실
[표 Ⅱ-5-5]                                                                    (단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모  액 3,525 3,597 4,386 5,452 6,604

배 분 액 4,918 4,605 5,688 7,269 7,884

주) 자 료 : 사회복지공동모 회

  2009년에는 시민, 사회단체, 기업들의 성  66억 400만원이 모 되어, 앙사회

복지공동모 회의 지원  12억 8,000만원을 더한 78억 8,400만원을 배분하 다.

모   배분실  분석

[그림 Ⅱ-5-1] 

개인/기타

1 3 %

공공/산하

2 %
사회/종교

1 0 %

기업

7 5 %

< 2009 기부자 유형별 모 황 >

   

기타

1%
지역사회

20%

저소득층

30%
장애인/가족

     10%

아동/청소년

     27%

노인/여성

   12%

< 2009 상별 배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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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

▪집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서성교

  노후생활의 안정을 해 65세 이상 는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함으로써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문인력 양성을 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 을 27개소 설치 운

하여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는 물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 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  사회 발 에 이바지해 온 노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에게 기 노령연 을 지 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  해소는 물론 노인생

활안정 도모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 다.

  경로의 달(10월)과 노인의 날(10월 2일) 기념행사 확  추진으로 경로효친 의

식 함양에 이바지하 고, 2008년도부터 국 최 로 60세 이상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음악  기량을 발휘하는 국 실버밴드 경연 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르

신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새로운 실버문화의 석을 다지고 노후가 행복한 살기 

좋은 울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울산하늘공원 건립사업은 2008년 10월 9일 실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부지보

상을 거쳐 2009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4월 개  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 다. 울산하늘공원 개  까지 방어진 공설화장장의 원활한 운

을 해 화장로 4기 면 교체  아 이드 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 공사를 완료

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 다.

가. 노인복지 일반 

  우리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능동 으로 수용하고 성장과 복지

를 조화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코자 경제 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

을 한 주거․의료․노후소득 보장 등은 물론 보편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

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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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로는 노인성질환으로 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이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노인의 사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정신 ․육체 인 이유로 독립 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 하고 있으며 기 노령연 을 지 하여 

경제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노인들의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구 을 해 노인복지시설의 지속

인 확충과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에도 심과 노력을 기울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 최 로 주민들의 자진 유치로 종합장사시설의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인 장사시설 설치로 시민 편의 제공에 만 을 기하고자 한다.

노 인 인 구 황
[표 Ⅱ-5-6]                                                                    (단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인   구 1,087,648 1,092,494 1,099,995 1,112,407 1,114,866

노 인 인 구 57,797 61,421 66,176 69,995 73,301

총인구 비     5.3     5.6     6.0     6.3 6.6

나. 장기요양보험 지원  요양보호사 제도 운

  65세 이상 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상으

로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에서 공동 처하기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운 ․시행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  신청 수하고 있으며, 서

비스 제공을 하여 시설 여 30개소, 재가 여 202개소 등 장기요양기  232

개소를 지정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 으며, 7,660명이 장기요양보험신청

을 하여 6,040명이 정을 받았으며 4,006명이 장기요양기 을 이용하고 있다.

  한, 치매․ 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 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

인들을 해 노인요양  재가시설에서 신체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27개 교육기 을 설치하여 10,971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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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격증 취득 황
취업 황

등 별 성별 연령별

1 2 여 남 20 30 40 50 60 취업 미취업

10,971 10,936 35 10,410 561 1,170 1,694 4,663 2,971 473 3,625 7,346

100% 99.7 0.3 94.9 5.1 10.7 15.4 42.5 27.1 4.3 33.0 67.0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취업 황

[표 Ⅱ-5-7]                                                                    (단 ：명, %)

 다. 기 노령연  지

  기 노령연 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 을 지 하여 국가발 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지 상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과 재산이 기 액 이하인 노인이며, 지 기

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08만 8천원 이하이

다. 지원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000~88,000원, 노인 부부는 40,000원~140,800

원을 지 하고 있다. 2009년 기 노령연  지 은 노인단독 29,704명, 노인부부  

1인수  4,561명, 2인수  16,872명 등 총 51,137명 490억 7,100만원을 지 하 다.

 라. 노인복지시설 건립․운

  우리시의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301명으로 체인구의 약 6.6%에 해당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한 치매 유병률을 8.3%로 환산하면 우리 

시의 만성질환 등 치매 인구수는 약 6,083명으로 추정되며, 이  보건복지부

에서 시설입소 상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수는 65세이상 노인인구수의 2.9%인 

2,12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입소)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2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2개소, 개인신고시설 5개소가 운 되고 있으며, 정원 1,471명에 입소인원 

1,087명으로 입소율은 74%이다. 2010년에는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확충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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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복 지 시 설

[표 Ⅱ-5-8]

시 설 종 류 시 설 명 운  법 인 개  원  일
입소노인(명)

정 원  원

계 1,471 1,087

양 로 시 설 울산양로원 원각선원 1977. 6. 9 40 38

요 양 시 설

시립노인요양원 통도사자비원 2002. 2. 5 100 98

연화요양원 원각선원 2004. 4.12 127 86

다비다노인요양원 다비다복지재단 2005.12. 5 50 47

울산노인의집 울산한마음복지재단 2001.11.19 90 72

내와동산 시민복지재단 2003.12.17 108 44

늘푸른 문요양원 늘푸른복지재단 2004.10. 6 50 49

울산명성 문요양원 울산명성복지재단 2004.11. 8 78 51

도솔천 문요양원 통도사자비원 2006. 4.24 80 75

성모의집 작은마을복지재단 2007. 4.30 62 50

평안의집 성애원 2007. 2. 1 78 31

효도의집 효도의집 2007. 3. 2 60 39

신 노인요양원 붕우복지재단 2007. 6.19 62 35

랑소규모요양원 랑복지재단 2008. 3. 4 10 10

신정소규모요양시설 (사)인구보건복지 회 2008. 1. 4 12 10

동구노인요양원 송은의료제단 2008. 4. 4 60 56

울산노인요양원 울산한마음복지재단 2005. 1. 1 98 28

늘푸른실비요양원 늘푸른복지재단 2005. 3.22 50 48

울산명성실비요양원 울산명성복지재단 2006.10.12 50 46

북구어르신행복마을 어울림복지재단 2007. 5.18 13 13

엘림종합복지센터 엘림복지재단 2007. 6.14 14 14

신 소규모요양원 붕우복지재단 2007. 6.19 15 15

국민소규모요양원 국민복지재단 2007. 9.13 18 18

가온소규모노인종합센터 가온복지재단 2009. 5.18     18     15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엘림의집 엘림복지재단 2007. 6.14  7  7

국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국민복지재단 2007. 9. 6  9 9

개인신고시설

청애노인요양원 개 인 2005. 8.19 20 11

따뜻한집 개 인 2005. 8.19 18 18

소망의집 개 인 2005.12.19 22 22

백양실버홈 개 인 2005. 5.17 43 28

주안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개 인 2008.12.1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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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 은 7개소가 운 되고 있다. 2004년부터

는 연면 에 의해 ‘가’, ‘나’, ‘다’형으로 시설등 을 구분하여 ‘가’형은 4억원, ‘나’형

은 3억 8천만원, ‘다’형은 3억원의 보조 을 차등 지원받고 있다. 

  문수실버복지 이 ‘가’형, 시 노인복지 이 ‘나’형, 남구 노인복지 , 북구 노인

복지 , 울주군 남부, 서부 노인복지 이 ‘다’형으로 분류되어 표 지원 액  

25%(분권, 시비)를 지원받고 있다.

노 인 복 지  운 황

[표 Ⅱ-5-9]

시 설 종 류 시 설 명 운  법 인 개  원  일 일일이용인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울산 역시노인복지 사회복지 의회 1996. 12. 26 400

남구노인복지 통도사자비원 1998. 9. 24 350

문수실버복지 밝은미래복지재단 2007. 1. 19 500

동구노인복지 함께하는사람들 2006. 1. 26 300

북구노인복지 어울림복지재단 2004. 1. 13 350

울주남부노인복지 울주군시설 리공단 2005. 3. 31 300

울주서부노인복지 울주군시설 리공단 2008. 4. 25 350

 마. 노인교실  무료경로식당 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해 구․군지회를 

심으로 15개소의 노인교실을 설치하여 시 노인연합회 노인지도자 학 1,200

만원, 구․군 노인 학 개소당 400만원 총 6,800만원의 운 비를 지원하 고, 

이용인원  욕구 증가에 따라 건 한 취미생활, 여가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 보 하여 효율 인 운 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 집지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내 26개소의 

무료경로식당에서는 개소당 1일 평균 50～250여명에게 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경로식당도 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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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학습당 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우리 고유의 통과 충효 

을 교육하기 해 청소년과 학부모를 상으로 5개 구․군 노인지회별로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습당을 운 하고 있다.

학습당 운 비 지원
[표 Ⅱ-5-10]                                                                 (단 ：명, 천원)

이   용   인   원 지       원       액

계 청 소 년 학 부 모 계 시    비 구․군비

406 406 12,500 6,250 6,250

 사. 경로효친사상 앙양

1) 어버이날 행사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을 

조성하는 한편, 효 사상 앙양과 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 을 하여 효행자, 

효행청소년,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 포상하고 읍․면․동별 

경로 안잔치를 실시하 다.

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개최

  경로의 달(10월)과 제12회 노인의 날(2009년 10월 2일)을 맞아 노인에 한 사회

 심과 나라발 과 사회의 추  역할을 다 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사회  분 기를 조성하고, 고령화 시 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

는 등 노인의 역할 재정립  통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해 모범노인, 단

체, 노인복지 기여자 등 22명에게 포상하 고, 5,800만원을 지원하여 58개 읍․

면․동별로 경로 안잔치, 체육 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축하행사를 실시하 다.

3) 경로우대 제도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처를 한 노인복지증진과 통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 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하여 7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철도․지하철․고궁․목욕 등 8개 업종에 1980년부터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 

처음으로 실시하 고,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 해 시내버스․극장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13개 업종으로 확  실시하 다.



제5장∙복지행정

│522│2010 시정백서

경로우  상  할인범

[표 Ⅱ-5-11]

공        시    설
할   인   율

(일반요 에 한 백분율)

 ◦ 철  도

    - 무궁화호 100분의  30

    - 새마을열차  KTX(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00분의  30

    - 수도권 철        액

 ◦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 기 철도를 포함)        액

 ◦ 국내 항공기 100분의 10

 ◦ 고   궁        액

 ◦ 능   원        액

 ◦ 국․공립박물        액

 ◦ 국․공립공원        액

 ◦ 국․공립미술        액

 ◦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이상

 아. 재가노인 지원사업

  정신 ․신체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에 

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주야간보호시설 11개소, 방문요양

서비스 16개소를 운 하여 18,341명에 하여 재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자. 장사시설

  우리의 장사 문화는 500여년간 내려온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에 의한 매장제도가 

습 으로 이어져 내려와 선산의 종   문 묘지와 개인분묘를 선호하여 왔

다. 그러나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묘지 리의 어려움 등으로 매년 

화장문화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다. 2008년말 기  우리시의 

화장률이 72.4%로 타 시․도 보다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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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우리시의 장사시설  공설납골시설은 무하며 종교단체에서 운

하는 소규모의 사설납골시설이 1개소가 있으나 시민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우며 

재 이용되고 있는 2개소의 사설공원묘원 한 수년이내 만장될 망이다.

한, 운 인 공설화장장도 건립한지 30여년이 지나 처리능력과 기능이 열악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One-Stop 종합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2003년 10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종합장사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은 98,000㎡ 부지 에 건축면  15,667㎡ 규모의 

최신시설인 장례식장과 최첨단 화장시설을 갖추고 최소 20,000 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보유한 종합장사시설로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도시 리계획 시설결정을 하 고, 시민공모를 통하여 명칭을 『울산하늘

공원』으로 정하 으며, 2009년 6월 공사 착공하고 2012년 4월 개 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 원 묘 원   황
[표 Ⅱ-5-12]                                                                   (단 ：㎡, 기)

법  인  명 소   재   지 표자 허가면 수용능력 잔여기수

계 535,403 32,779 3,266

(재)울산공원묘원 남구 옥동 산75-3 최장화 230,940 13,979   0

(재)삼덕공원묘원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421 안승찬 304,463 18,800 3,266

공설 화장장 황
[표 Ⅱ-5-13]                                                               (단 ：㎡, 기, 구)

소 재 지
면   시    설 일일처리

능    력부 지 건 물 화장로 소각로

 동구 화정동 산160-6 7,539 621.78 4 1 8

화장장 이용 황
[표 Ⅱ-5-14]                                                                   (단 ：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2,850 3,138 4,140 5,026 5,122

일일평균 7.9 8.6 11.4 13.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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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    률
[표 Ⅱ-5-15]                                                                      (단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 50 52.9 56.5 58.9 61.9

우 리 시 56.9 58.7 66.9 69.2 72.4

차. 2010년 업무계획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2008년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는 가사활동에 필요한 장기요양 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면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여수 자에게 장기요양 여(시설 여, 재가 여)를 제공하는 기 인 

장기요양기 의 확충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양성되는 요양보호사 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2) 노인의 평생교육 내실화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해 시 노인복지  1개소, 구․군 

노인복지  6개소와  2010년 11월 구 노인복지  개 과 더불어 노인교실 15개

소를 보다 내실 있게 운 할 계획이다.

  3)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건립 및 장사문화 개선 추진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건립을 하여 부지 98,000㎡에 화장로 10기의 승화원, 

안 20,000구의 추모의집, 빈소 5실 규모의 장례식장을 조성하기 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건설공사를 한 사업자를 2009년 6월 선정하여 본격 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에 있다.

  따라서, 종합장사시설에 한 시뮬 이션 등을 활용, 우리시 장사 시설의 청사

진을 제시하고 장사문화에 한 시민의식 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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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인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맞는 

안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기본서비스와 가사활동․일상생활지원의 종합

인 서비스 연계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자 기본서비스 제공기  6개소, 종합

서비스 제공기  10개소의 사업수행기 을 선정하고 노인돌보미 157명을 선발, 

사업비 15억 41만원의 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5) 기초노령연금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 에 헌신 으로 이바지해 온 어르신들이 정작 본인들의 

노후 비는 소홀하고 자녀들의 부양도 만 못해 경제 으로 어려움에 처한 65세 

이상 노인 53,000명에게 매월 2만원에서 14만 4천원까지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

등 지원할 계획이다.

3. 장애인복지 증진

▪집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임강두

  1997년 4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이 제정

되었고 1999년 2월 8일「장애인복지법」 면개정  1999년 12월 31일「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개정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 되었다. 

  2003년 7월 1일 2차 장애범주가 확 (10종→15종)되었으며, 2005년 1월 1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공포되고 2006년 1월 12일 시행으로 장

애인의 사회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장애수당 지

상자 확   지 액이 인상되었다.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8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종합 이고, 체계 인 제도  기틀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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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0,698명이던 장애인등록 수가 2009년 6월말 기  47,253명으로 

꾸 히 증가(시 인구 비 4.24%)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정책은 생활시설에서 

자립생활 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장애인의 욕구에 맞도록 증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콜택시 운행, 장애인문화센터 운 , 장애아동 주말․계

학교 운 , 장애인식 개선을 한 연극공연,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장애인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하

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141억원이던 장애인

복지 산이 2007년도 278억원, 2008년도 307억원, 2009년도에는 325억원으로 꾸

히 증가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가. 장애인 등록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국인구 비 장애인 출 율이 4.9%

인 반면, 우리시는 4.2%로 미등록 장애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등록 

장애인에 하여 지속 인 홍보를 통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 차 등에 한 사항을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며, 지

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한 교육,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등록 황
[표 Ⅱ-5-16]                                                                       (단 ：명)

구  분 계
유       형       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뇌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2005년 34,864 18,670 3,546 4,201 2,390 3,135 201 895 774 424 628

2006년 38,730 20,561 3,949 4,768 2,583 3,608 235 990 810 479 747

2007년 40,758 21,432 4,093 5,260 2,702 3,873 257 1,014 842 531 754

2008년 44,402 23,225 4,430 5,832 2,865 4,323 286 1,120 915 604 802

2009년 47,253 24,684 4,669 6,251 3,010 4,671 311 1,206 979 627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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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인 복지시설

  우리시의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은 청각․언어시설(1)과 증장애인 1~2

이 입소할 수 있는 증요양시설(5), 지 ․ 복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지 장

애인시설(1) 등 7개소를 운 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
[표 Ⅱ-5-17]                                                                    (단 ：명)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장 개원일자
입소인원

시설종류 화번호
정원 원

메 아 리 동 산 북구 산동 492-2 송창길 1981.01.15  65 56 청각언어 295-9069

태 연 재 활 원 북구 안동 156 이동성 1988.03.15 230 218
(아동,성인)

298-3701

혜   진   원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893-2

김태백 2001.07.28  50 37 증(아동) 254-6114

소 망 재 활 원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1312-4

지정수 2006.06.01 50 48 증(성인) 264-1427

울산참사랑의집 동구 서부동 901-9 김병수 2007.12.10  75 51 지 (성인) 252-7778

빛 둘 울주군 웅 면 
검단리 538-7

방기 2007.11.01 40 40 증(성인) 266-5682

수 연 재 활 원 울주군 웅 면 
통천리 819-3

박서은 2008.02.14 50 30 증(아동) 222-426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이용)시설로는 시 단  장애인종합복지 과 시각장애인

만을 한 시각장애인복지 , 울주군장애인복지  등을 운 하여 장애인에 한 

상담, 교육, 종합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장애인의 자립과 건강 리 

 사회참여 확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 이용시설
[표 Ⅱ-5-18]                                                                      (단 ：명)

시  설  명 운  자 소   재   지 화번호 연간 이용인원

장애인종합복지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구 성안동 487-5 242-1778 185,500

시각장애인복지  사단법인울산 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남구 달동 636-17 256-5244 37,448

장애인체육  사단법인 울산 역시
 장애인총연합회  남구 삼산동 1538-5 269-4842 174,458

울주군장애인복지  울주군시설 리공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499-166 263-5091 39,750



제5장∙복지행정

│528│2010 시정백서

다. 장애인 복지 산

  우리시의 장애인복지 련 2009년 산은 2008년 산 비 6.7% 증가하 으며, 

소득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생활안정지원  자립과 재활기반 구축, 

취업지원, 편의시설 설치 확  등 장애인을 한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많은 산을 

투자하 다.

장애인 복지 산 황
[표 Ⅱ-5-19]                                                                    (단 ：천원)

구     분 계 국     비 분      권 시     비

2005년 14,151,826 2,727,948 11,423,878

2006년 20,848,719 3,962,856 4,613,249 12,272,614

2007년 27,812,973 7,331,842 5,845,153 14,635,978

2008년 30,783,685 7,755,848 7,235,969 15,791,868

2009년 32,464,143 7,513,426 6,397,943 18,552,774

라. 장애인 복지사업

  1)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하여 장애수당(18만원/월), 장애아동수당

(20만원/월), 자녀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와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생활

자립자 여(2,000만원/가구), 공동주택특별공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소득장애인 5,568명에게 장애(아동)수당 65억 6,000만원을 지원하 다.

   나) 각종 세제혜택 지원  이용료 할인․면제

  등록된 장애인을 상으로 수입물품 세감면, 소득세․상속세 인 공제, 자동

차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차 LPG사용 승인  LPG연료 세 인상액 

지원(장애 1~3 ), 자동차표지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한, 국내선 항공료, 철도요 ,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 의 50% 할인, 통

신요   시내․시외 화, 이동 화의 기본요  할인, 고속 인터넷요 , 기

요 , 시각․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고궁․국공립박물 ․공원의 무료입장

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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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내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에서는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아동을 상으로 

인공달팽이  이식수술을 통하여 소리를 찾아 주고 정상 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 문화사업을 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억 7,600만원의 수술  검진

비를 지원하 고, 2003년 6,600만원, 2004년 1억 5,000만원, 2005년 2억원, 2006년 

7,000만원, 2007년 1,000만원, 2008년 1,000만원, 2009년 2,000만원을 지원하 으며, 

이 사업은 1998년에 우리시가 국에서 처음 시행하여 국 으로 확 된 사업으

로서 지 까지 이식수술자는 87명이다.

   라) 무주택 장애인 주택특별공  알선

  한주택공사 는 지방공공단체가 건립하여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 임 ) 

10%이상을 무주택 장애인등에게 특별 분양할 계획이며, 공 시기를 감안하여 

한 시기에 신청서를 수받아 분양 알선할 계획이다.

   마) 장애인보장구 리 재가방문서비스 실시

  2003년부터 시정 신과제로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가정방문을 통해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의 수리  여,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1인당 95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66명에게 2,527만원을 지원하 다.

   바) 농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생활이 어려운 농어  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 수 자 

 차상 계충의 자가소유  임 주택 거주장애인을 5명에게 주택내의 화장실 

개조 2건, 싱크  설치 1건, 도배  장  3건 등 총 6건을 보수해 으로써 편안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사)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실시

  37개 장애인시설 입소(이용)자 1,016명에 해 5,000만원의 산으로 간기능 검사 

등 13여종에 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정기 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감염의 사 방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건강 리  건강한 삶을 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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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성장기 장애아동(6종장애:뇌병변,지 ,자폐성,청각,언어,시각)에게 한 재활치료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문 인 교육으로 장애아동의 기능향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하여 2009년도에 6억 7900만원으로 283명에 하여 언어, 미술, 인지․행동치료 

등 이용자의 수요와 기 사정에 따라 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 다.

2)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기반 구축

 가) 장애인콜택시 도입 운

  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동불편 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7년 11월 29일부터 특별운송차량 5 를 본격 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13 를 증차, 총 18 를 운 하 다.

  한,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 시범사

업’을 국 최 로 24 를 도입하여 연간 43,393명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등 이동권 

지원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나)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약자 등을 하여 휠체어리 트가 장착된 

특장차 2 를 (사)울산 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 회에서 운 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차량은 매일(월~ ) 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정노선을 정하여 1일 

11회 순환 운행하는 셔틀버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요 은 무료이다. 

  2009년에는 운 비 8,700만원을 지원하 으며, 연간 18,000여명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하 다. 

  다) 신장장애인 병원이송사업

  울산지역 일부에 편 된 투석병원에 시 외곽 거주 신장장애인의 원활한 투석을 

돕고자 가정과 병원까지의 이동을 지원하기 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요 은 거리에 무 하게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이며, 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9년도에는 7,704명에 해 가정과 병원까

지의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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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신체 ․정신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증장애인에게 

2009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비 29억원의 산으로 441명에게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40~180시간까지 제공하 다. 이와는 별도로 시 자체사

업비 2억 7,400만원과 후원  1억 5,600만원으로 시간이 부족한 1  장애인 89명에

게 20～12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하 다.

  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2～3  장애인 105명에게도 최소한의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20～50시간까지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 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범사업

  증장애인을 상으로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해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구 신정5동 132-11번지)에 

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억 5,000만원의 산을 투입하여 

상담  정보제공 1,890건, 권익옹호 교육에 8회 196명, 편의시설 실태조사 842개소, 

경사로 등 설치지원 93개소 등 울산지역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바) 장애아동 주말․계 학교 운

  방학동안 방치되기 쉬운 장애아동을 상으로 효율 인 시간활용 기회 제공과 

사회 응훈련을 통한 자립자활 능력 향상과 장애아동 상시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해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주 으로 주말․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교육

기 을 모집하여 겨울․여름학기 동안 연 2회 운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억 

2,000만원의 산으로 584명의 장애아동을 상으로 체육활동, 언어․감각치료, 

과학실험, 요리만들기 등의 교육 로그램을 운 하 다.

  사) 장애인식개선  장애 방교육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출연진 원이 장애인인 연극 을 구성하여 2007

년에 ‘미운오리’란 주제로 울산문화 술회  소공연장에서 공연하 고, 2008년에는 

‘바 에 새긴 사랑’이란 주제의 뮤지컬을 공연장에서 2회에 걸쳐 공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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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는 “투란도트”를 공연하 으며, 공연장을 찾은 객들은 태어나 처음 

서보는 무 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마친 장애인들의 인 인 의지와 

열의에 열렬한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애인이 직  출연한 연극과 뮤지

컬을 통해 장애인의 숨은 감성과 재능 발휘로 자 심을 고취시키고 한 비장애

인의 장애인에 한 편견해소와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 다.

3) 장애인 취업지원 및 일자리 확충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를 설치․운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운 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에 19억 2,113만원을 지원하 다.
3

나) 장애인 생산품 공 장 운

  장애인 생산품 매  로개척, 홍보, 정보제공을 하여 남구 달동 1381-10

번지에 308㎡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공 장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연간 1억 

3,841만원의 산 지원으로 시설운  활성화  장애인 직업재활에 노력하고 있다.

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 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진하기 해 

2007년 1억 2,000만원으로 76명, 2008년 1억 3,000만원으로 84명, 2009년 1억 7,000만

원 94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 다.

  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 참여증진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하여 2007년 2억 4,000만원의 산을 투입하여 49명(83만원/월), 2008년 4억 5,000

만원으로 52명(85만원/월), 2009년 5억 9,000만원으로 52명(85만원/월)을 선발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배치하여 복지행정 보조업무를 수

행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회참여를 증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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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견사업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견사업은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퇴폐업소 

종사자라는 사회  편견으로 이 고를 겪고 있는 안마사 자격을 보유한 시각장애인

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하여 2008년 2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 으며, 

2009년 1억원으로 5개의 노인복지 과 2개소의 시각장애인복지  분 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상으로 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성질환의 증상완화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가) 장애인생활시설 운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로 재 유형별 시설 2개소, 

증요양시설 5개소로 총 7개소의 생활시설을 운 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생

활시설 운 비 78억 9,0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

인에게 쾌 한 주거환경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  운

  다양한 재활사업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잠재능력과 자립능력을 최 한 

개발하여 인재활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재 장애인복지 은 3개소(장애인종합복지 , 시각장애인복지 , 울주군장애인

복지 )가 운 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운 비가 28억 7,100만원, 기능보강사업

비가 1억 5,800만원이 지원되어 연간 로그램 참여인원이 262,698명으로 각종 다

양한 로그램 개발  참여자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 장애인체육  운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신체 인 기능회복  건 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해 남구 삼산동 1538-5번지에 총사업비 45억 300만원, 연면  2,525㎡,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2005년 1월 23일 공되어 2005년 7월 18일 개 과 함께 수 장, 

다목 체육 , 체력단련실 운 으로 장애인의 재활체력단련과 장애인 삶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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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는 7억 87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체력단련실 등을 증축하여 연간 이

용자는 174,458명으로 체육 을 찾는 장애인이 차 늘어나고 있다.

라) 주․단기보호시설 운

  모두 16개소의 주간보호시설과 5개소의 단기보호시설을 운 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여 으로써 가정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3억 407만원의 산으로 304명

의 장애인을 보호하 다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 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9개소를 운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억 9,901만원의 운 비를 

투입하여 47명의 증장애인이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바) 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

  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 견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  지원 등을 통해 지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하여 

2004년부터 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사)한국지 장애인복지 회 울산 역시

회에서 운 하고 있으며, 2009에는 9,856만원의 산으로 865명에 한 자립지원

로그램 운 으로 사회활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하 다.

  사)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작장애인에게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를 3개소 운 하다가 

2008년 1월 14일부터 1개소로 통합 운 함으로써 경 합리화 도모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친 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 하고 장애

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차량 9 에 4억 4,259만원의 사업비로 

연인원 21,709명에게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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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도서  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 근과 문자생활, 다양한 로그램 운 을 통한 시각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 해독이 어려운 도실명자들을 한 녹음도서 

제작, 여 회수 등을 통해 재활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사)울산 역시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사무실(남구 신정2동 661-6 성수빌딩 2층) 공간에 자도서 을 2006

년 9월 11일부터 설치 운 하고 있다.

  2009년에는 9,686만원의 산으로 도서 출, 자  녹음도서 제작, 자홍보, 

자의 날 기념식과 백일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재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자) 장애인문화센터 운

  장애인의 문화  의욕고취와 극 인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스트 스 해소와 

정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문화센터를 

설치하고 2008년 11월 개소하여 사기충 , 취미찾기, 문가되기, 세계화교실, 도서  

설치 등 5개 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09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의 운 비를 지원

하여 16개 로그램, 22반에 4,375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용하 으며, 로그램 

확  운 에 따라 장애인문화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차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장애인단체 육성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을 하여 지체장애인

회 등 7개 단체에 사무실 임차료 5억원을 지원하 으며, 단체별 사무실 운 비를 

연간 2,400만원～2,800만원씩 지원하 다.

  장애인단체의 복지증진을 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울산장애인

기능경기 회 개최, 국장애인기능경기 회 출 , 흰지팡이날  자기념일 행사 

개최 등 장애인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를 하여 2009년에는 41개 사업에 14억 

4,570만원의 산을 지원하 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장애인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의 

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달하기 하여 울산문화방송국과 함께 2006년도부터 

한민국 장애인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주요행사로는 1004 릴 이 

희망의 마라톤과 희망나들이, 장애인 패러 라이딩체험, 장애인 스킨스쿠버 바다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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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1004 릴 이 희망의 마라톤은 4월 4일 임진각에서 출정식 행사를 가지

고 출발하여 울산까지 1,004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7일 동안 함께 달려 4월 

20일 오후에 표주자들이 동천체육 에 도착하여 환 행사  1004 릴 이 희망

의 마라톤 도착 세 머니를 끝으로 20일간의 장정의 막을 내렸다.

5) 장애인단체 육성 및 각종 행사지원

  장애인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을 하여 지체장애인

회 등 7개 단체에 사무실 임차료 5억원을 지원하 으며, 단체별 사무실 운 비를 

연간 2,400만원～2,800만원씩 지원하 다.

  장애인단체의 복지증진을 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울산장애인기능

경기 회 개최, 국장애인기능경기 회 출 , 흰지팡이 날  자기념일 행사 

개최 등 장애인 권익증진과 단체 활성화를 하여 2009년에는 41개 사업에 14억 

4,570만원의 산을 지원하 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장애인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의 

장애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달하기 하여 울산문화방송국과 함께 2006년도부

터 한민국 장애인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주요행사로는 1004 

릴 이 희망의 마라톤과 희망나들이, 장애인 패러 라이딩체험, 장애인 스킨스쿠

버 바다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가) 편의시설 설치사업

  편의시설 설치를 구하기 하여 건축 문가, 장애인단체 임원 등 31명의 시

민 진단을 구성하고 연간 33,848천원의 산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에 한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울산 역시지체장애인 회에

서 연간 85,635천원의 산으로 시 역의 편의시설에 한 사회  이해 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 하

고 있다. 2009년도에는 장애인 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 848건, 장애인편의시

설 기술지원 121건 등 울산지역 편의시설 확충을 해 심 을 기울이고 있다.

나) 편의시설 설치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이 1997년 4월 1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등 기존시설물에 편의시설이 

확  설치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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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집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이순옥

가.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안정  지원

1) 생계보장

가) 황  선정기

  사회안 망 구축을 해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는 11,333가구 19,310명으로 시 체 인구의 

1.75%에 해당된다.

  선정기 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 과 부양의무자 기 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가구별 최 생계비
[표 Ⅱ-5-20]                                                                 (단 ：천원/ 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액 490 835 1,081 1,326 1,572 1,817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황
[표 Ⅱ-5-21]                                                                 (단 ：가구, 명)

계 일반수 자
조건부 수 자

시  설

수 자
취업 상자 비취업 상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11,333 19,310 11,034 17,646 13 30 288 552 1,030

나) 수 자 보장 여 지원

  2009년 한 해 동안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에게 생계비 등 477억 7,600만

원을 지원하 으며, 세부지원사항으로 생계 여, 주거 여 등 8개 항목으로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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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여비로 수 자 11,333가구 19,310명에게 354억 3,000만원을 지 하 다, 

이  일반수 자 18,332명에게 338억 1,800만원의 생계 여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시설 40개소 수용되어 보호하고 있는 시설수 자 1,030명에게 16억 4,100만원을 지

원하 다.

  시설수 자와 장기입원자를 제외하여 지 한 주거 여는 11,092가구 16,820명에

게 86억 5,100만원을 지원하 으며, 381가구에게는 장 , 도배 등 집수리 물 여

를 지원하 다. 수 자의 자녀 출산 지원을 하여 해산 여로 57명에게 2,350만원

을, 사망자를 한 장제보호를 하여 519명에게 2억 4,068만원을 지원하 다.

  경기침체로 인한 유류비 인상에 따른 수 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하여 7

개월 동안 에 지 보조 을 9,253가구에 매월 2만원씩 13억 700만원을 지원하 으

며,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자녀 ․고교생에게 입학 과 수업료 액을 지원

함에 따라, 등학생 1,622명과 학생 1,213명, 고등학생 1,407명에게 21억 2,363만

원을 지원하 다.

다) 기 가구 보호를 한 긴  복지 지원 사업 추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여 생활

이 어려운 기 가구에 하여 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극 추진하 다, 생계지원 689가구, 의료지

원 694가구, 주거지원 27가구, 교육지원 99가구, 연료비, 장제비 등 기타 지원 

28가구, 총 1,537가구에게 18억 2,243만원을 지원하 다

다) 차상 계층 보호을 한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를 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 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상자 에서 차상 계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6,512가구 18,263

명에게 8,429포(환산액 2억38만원)의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이 안

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2) 자활자립능력의 배양

가) 생업자  융자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에게 장기 리의 생업자 을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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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자  융자내역
[표 Ⅱ-5-22]                                                              (단 ：세 , 천원)

구   분 융자 상 융자 액 융   자   지   원

2005년 2 30,000 ◦ 무보증 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출 : 담보범 내(5,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5년거치 5년상환

◦ 연  리 : 고정 리 3%

2006년 3 40,000

2007년 1 10,000

2008년 4 60,000

2009년 9 107,000

나) 생활안정기 (자활기 ) 융자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에게 장기 리로 세자 과 학자  등의 용도

로 생활안정기 을 융자 지원하여 월세 부담  학자  부담 경감을 통하여 

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구축하 다.

생활안정기  융자내역
[표 Ⅱ-5-23]                                                              (단 ：세 , 천원)

구   분 융자 상 융자 액 융   자   지   원

2006년 21 153,000 ◦ 세자  : 가구당 1,000만원이내
◦ 학자  범 내 : 2년제이상 학재학생
◦ 자활공동체 세 포 임  자  여
◦ 융자조건
  - 공동체 : 5년거치 5년상환
  - 세자  등 : 3년거치 3년분할상환

2007년 13 123,000

2008년 16 136,000

2009년 19 222,000

주) 구․군 조례에 따라 지원 상, 액 등 달리 용하고 있음.

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도

모 등을 해 지역사회발 과 도시환경정비를 이루는 생산 인 사업효과와 생

계보조라는 성격을 가진 사업이다. 

  이러한 자활근로사업은 한시 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소득층의 자활 진

을 한 공동체 창업 등을 한 기 능력배양에 을 두고 있으며,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55개 사업단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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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활 사 업 내 역

[표 Ⅱ-5-24]                                                               (단 ：명,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자 활 사 업
참 여 인 원 902 841 1,149 749 861

사  업  비 3,830,240 4,378,578 4,563,164 4,691,359 4,871,986

3) 자활공동체 육성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층이 자

립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 26개소를 육성하여 수 자의 자활을 도모하고,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 다.

자활공동체 황
[표 Ⅱ-5-25]

소   속 개소수 공동체명 주요사업

구
지역자활센터

6
울산토탈클리닉, 
일정성푸른솔환경, 미래하우징, 
햇살간병, 토탈클린, 정다운간병

침 , 카페트 등 건물청소, 싱크 
제작 매, 병원 등 간병, 
산모도우미사업

남 구
지역자활센터

4
우리클린, 수선1번지․세탁2번지,
보듬우리, 참사랑도시락

건물, 생 등 청소, 옷수선, 
의류, 등 세탁, 산모도우미, 
도시락사업

동 구
지역자활센터

6
푸른마을공동체, 해드림공동체,  
맛과솜씨가 있는 집, 스쿨크린업, 
밝은빛 리 , 햇살간병, 

공 화장실, 빈병수거 매, 
도시락사업, 학교기숙사 리, 
간병, 학교화장실 청소사업

북 구
지역자활센터

4
북구재활용교환 매장, 아가마지, 
해피크리닝,  건강탕

재활용품 매, 아 트 등 청소, 
산모도우미, 탕사업

울 주
지역자활센터

6
늘푸른집, 행복한 마을 
땅사랑,아가마지산모신생아도우미, 
명품청소박사, 솔내음,  햇살간병

집수리사업, 산모도우미, 
청소사업, 학교, 건물청소,
부식 매사업

4) 지역자활센터 설치 운영

  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해 체계 이고 통합된 로그램을 제

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정책의 효율성 극 화를 해 지역자활센터

를 5개소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2009년에는 8억 5,055만원을 지원하 다.



제1절∙사랑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구현

제2편∙분야별 주요 성과와 계획│541│

지역자활센터 황

 [표 Ⅱ-5-26]

구   분 운  영  주  체 기 관 장 주         소 지 정 일

구지역자활센터 (사)한국국제 사기구 임 순 자 구 반구동 593-1 2001. 7. 1

남구지역자활센터 울산사회복지연 허 달 호 남구 선암동 564-24 2003. 8. 1

동구지역자활센터 희망을 나 는 집 김 용 식 동구 방어동 183-2 2001. 7. 1

북구지역자활센터 북  구  청 황 상 북구 호계동 262-2
2009. 4. 24 

(최 ‘98.10.1)

울주지역자활센터 디딤돌 사회복지재단 이 태 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6-7 2004. 4. 1

나. 노숙자 보호 책

  실직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해 노숙자 쉼터

를 설치하여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 잠자리 제공, 자활 로그램 운 , 상담 등 

노숙자 보호 사업을 펼쳤다.

노숙자 쉼터 운 내역
[표 Ⅱ-5-27]                                                                      (단 :명)

   치
운    단  체

(  표 자)

수용가능

인    원

운      실   

입소 귀가 취업 원

남구 신정동 1235-1
부 빌딩 2층

(사)한국국제 사기구
(박 경 수)

30 53 100 28 16

다. 의료 여

1)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 여는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와 일정수  이하의 소득 특수계층을 

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주는 공 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 여 수 자 책정은 상자의 거주지를 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매년 세

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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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여 수 자 수
[표 Ⅱ-5-28]                                                                      (단 ：명)

종   별           상          자 인   원

계    20,528

1 종

 ◦ 기 생활수 자    10,498

 ◦ 시설수용자      1,005

 ◦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1,002

 ◦ 국내입양아동, 의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 179

 ◦ 군입 자 30

2 종
 ◦ 기 생활수 자 7,755

 ◦ 군입 자    59

2) 급여의 범위 및 방법

  수 자는 원칙 으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하여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는 치료재료의 지 , 의료시설에서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의료 목  

달성을 한 조치 등의 의료 여를 받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여의 제한을 받는다.

  첫째, 수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 여를 받고 있는 경우(「결핵 방법」, 

「 염병 방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둘째, 의사소견서 발행 , 제증명서 발 비(사망진단서, 건강진단서, 채용신체

검사서 등), 왕진비, 이송비, 간병비 등의 경우

  셋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있어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넷째, 의료 여 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규정  의료 여기 의 진

료에 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 여진료비의 부담내역
[표 Ⅱ-5-29]

구  분 외           래 입            원

1 종   본인 일부부담   액 무료(기 부담)

2 종   1차 진료기  외래 진료시
  진료분야에 따라 차등부담

  본인 일부부담 : 10%
  (20만원 과시 과 액에 하여 

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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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체계 및 의료급여 수가

  의료 여수 자의 1차 진료기 (보건기 , 의원)과 2차 진료기 (병원, 종합  

병원 )을 지정하고, 2차 진료기 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특수환자의 치료를 

하여 3차 진료기 을 지정하여 단계 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 여수 자에 한 진료기피, 불친  등 차별 우를 없애고 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해 의료 여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와 같이 행 별 수가체계로 

환하 다.(단, 정신질환자에 한 입원진료는 정액수가임)

  한, 건강보험에서는 비 여 상으로 하고 있는 식 와 안실 안치료(安置料)를 

별도로 지 하며, 의료 여 수 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하여 먼  본인부담

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수 권자의 여 상 본인부담 이 1종 상자는 매 30일

간 2만원 과, 2종 상자는 매 30일간 20만원을 과한 경우 과 액의 50%를 

보상하고, 동일 의료 여기  계속입원 는 여러 의료 여기 의 입원, 외래진료

로 1종 상자는 매 30일간 5만원 과  2종 상자는 매 6개월간 본인부담 이 

60만원을 과한 경우 과분을 지 하는 본인부담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 여 2종 상자가 의료 여기 에 입원하여 발생한 여비용  본인부

담 이 20만원을 과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한 진료비에 하여 불 제도

를 시행하고, 의료 여 상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하여 매월 1인당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증환자에 한 건강보험의 본인부

담률을 인하하고 의료기  이용시 편의성을 도모하기 하여 증환자 등록제을 

시행하여 본인부담 을 15% → 10%로 완화하 다

4) 의료급여 실적

  의료 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해 의료 여기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 은 국고보조  80%, 지방비 부담 20%, 년도 기 의 

결산상 잉여 , 기타 수입 으로 조성된다.

의료 여기  산 황
[표 Ⅱ-5-30]                                                                (단 ：명,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보호 상자     19,500      22,235      22,199      21,650      20,528

1    종      12,160      13,307      13,676      12,545      12,714

2    종       7,340       8,928       8,523       9,105       7,814

의료 여기 38,168,264 53,253,561 69,448,149 71,394,700 68,5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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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집필 ❙사회복지과 출산고령화담당 이헌익

  우리나라는 세계 최 수 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

의 지속 발  가능성에 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05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고령화 사회(7%)로 2000년에 이미 

진입하 으며,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고령 사회(20%)로 도달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 고령사회 →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

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이며, 특히 울산의 경우 한국 평균 고령사회 도달기

간보다 무려 8년이나 단축되는 산업도시의 특성을 보이면서 속한 고령화 

망이 상된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으로 응

하기 하여 범시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따라 매년 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인구 체수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출산 상이 지속되고 외환 기 이후 2001년 이후부터 출산 사회로 

진입하 다. 2008년 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9명

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울산의 출생아 수는 11,365명으로 일일평균 31명이 출생, 합계출산율

은 1.34명으로 특․ 역시  1 , 국 5 를 나타내고 있지만 인구 체수

(2.1명)으로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출산순 를 보면 첫째 아는 5,955명

(52.4%), 둘째 아는 4,455명(39.2%), 셋째 아는 955명(8.4%)으로 태어나고 있으므

로 재까지 셋째아 이상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둘째아 이상 지원으로의 정

책  환이 필요한 시 이다.

  우리시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

상을 한 기반을 구축하여 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

에 응하는 사회분 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다. 

  이를 해 2010년도에는 1,959억원(국비 838억원, 지방비 1,121억원)을 투입하

여 139개 부문의 련 사업을 본청의 8개과와 2개사업소, 5개 구․군 등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극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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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산분야 책

1)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다자녀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한 경제  부담 경감을 해 울산에 거주하면

서 막내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자녀 이상 가정에 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여 경남은행과 제휴하여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를 4,012명에게 이미 발 했고 

앞으로도 꾸 히 발 할 것이다.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는 제휴카드사인 경남은행에서 출산․육아용품 구입  

학원․병원 이용시 월 최고 10,000원 할인, 백화   형할인  이용시 월 최고 

5,000원 할인과 리  출 리를 0.5% 우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

으며, 울산시 내 가맹  1,165개여 업체 이용시 2~20%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

며, 공공시설 사용료 10～20% 할인과 공 주차장 이용시 50%를 할인받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모비스피버스 로농구단과 자동차(주) 울산지역본부와 약

을 체결하여 로농구 람시 임신부  동반자 무료입장과 다자녀가정에 어른2

명, 아이3명까지 2,000원 할인받고 자동차 구입시 300,000원까지 할인 받는 등 

출산 문제 극복을 한 사회분 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   산   율
[표 Ⅱ-5-31]                                                                     (단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 1.16 1.08 1.13 1.26 1.19

우리시 1.23 1.18 1.24 1.40 1.34

2) 제2회 다자녀가정 행복축제

  2008년도에 출생한 3자녀 이상 가정을 상으로 제2회 다자녀가정 행복축제를 

2009년 5월 22일 70가정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천체육 에서 개최하 다.

  페이스페인 , 키다리 삐에로, 어린이 태권도 시범, 어린이 밸리 스 등 식 행사

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흥을 돋우고 다자녀가정 가족사진 시, 가족 장기자랑 

등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냈으며, 자녀가 많으면서 화목한 가정을 

우 하는 사회분 기를 조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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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고령사회 시민위원회 산모지원사업 지속추진

  출산에 한 가치  변화와 범사회  응체계 구축을 해 구성된 출산고령

사회시민 원회를 통하여 삼산동 1471-5번지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산모용 자동

유축기, 유아용 장난감  도서세트를 무료로 여하 다.

  2009년도 여실 을 보면 산모용 유축기 599명, 장난감 세트 477명, 도서세트 

601명에게 여하는 등 산모용품 등이 필요한 가정에서 일시  사용에 따른 경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함께 살아가는 나눔의 사회분 기 조성에 기여하 다.

  4)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울산본부창단

  세계 최  출산율로 국가경제의 심각성, 노동력 부족,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극복

하기 하여 임신, 출산, 육아지원과 여성 련 사회정책에 한 안을 강구하고 

제시하고자 2009년 4월 4일 시청 의사당 강당에서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

원 250여명이 참석하여 울산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출범식에 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하여 회원들의 

역할과 방향에 한 교육을 실시하 다.

  5)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 출범

  출산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 인 사회  문제에 

기인하여 경제․고용․복지․교육․가치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총체 인 사항을 극복하기 해 경제계, 여성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41개 기 ․단체가 참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

(2009. 8. 29)가 출범하 다.

  6)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홍보

  출산 문제는 시민공동 책임임을 홍보하고 극복방안에 한 공감 를 형성하기 

해 ubc 기획특집 60분 2부작 출산 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 하 다.

  제1부사회가 아이를 키운다에서는 랑스, 핀란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

한 출산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제2부가족이 희망이다.에서는 출산의 주요 

원인 분석과 핀란드의 공교육 소개, 국내외 가정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출

산과 육아에 한 심을 높여 출산율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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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한 우  시책 홍보 캠페인 방송을 지역 TV방송을 통하여 

3개월간 실시하여 각종 우 시책을 소개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이 화목합니다.」를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출산에 한 심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통하여 내부 LCD 동 상 고를 통한 홍보방송도 실시하 다.

   7)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민토론회 개최

  출산고령사회 극복을 한 사회분 기 조성을 하여 울산 학교 학생회  소

극장에서 학생 등 300여명을 상으로 보건복지부 출산고령사회국장과 울산

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의 기조강연과 ubc 울산방송 PD  교보생명 울산

지원단장 등 출산극복 우수사례에 한 사례발표회를 가졌다.

  한, 울산매일 논설 원, 가정보육시설 연합회장,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장, 

울산 학교 학생회 간부, 아동가정복지학과 학생 2명 등 6명의 자유토론을 통한 

출산 극복방안에 한 다양한 토론을 실시하여 미래주역인 학생들이 바라는 

출산 정책에 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도 했다.

나. 고령화분야 책

1)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를 유도하는 

노인복지 증진시책으로 노인들의 경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51억 

9,300만원의 산을 투입하여 3,542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  안정 

도모는 물론 사회참여 확 , 보람된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 다.

  사업 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사업수행기 별 수시모집을 통해 1일 3～4시간, 

주 3～5일, 근무기간은 7개월로 여는 월 200,000원 내외이다.

  사업수행기 은 5개 구․군에서 공익형사업(노인환경지킴이), 5개 노인취업

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견형(주유원, 경비원), 5개 노인복지 을 통한 교육․

복지형(노인강사, 노노 어, 인력 견), 2개 시니어클럽을 통한 시장참여형(한아름, 

실버헬퍼, 콩나물, 세탁배달), 1개 노인보호 문기 을 통한 노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 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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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고령사회 비 노인인력 활용에 한 사회 인 심유도  분 기 확산을 

하여 2005년부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 9월 14일 

울산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4,000여명의 구직자와 총 359개 업체(부스 

43, 게시  316)가 참여하여 2,500명(민간분야 350, 공공분야 2,150)이 이력서를 

제출하 고, 장 채용도 100여명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개별 면  등을 거쳐 2주

내 최종 결정되어 내 노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3) 시니어클럽 운영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 하는 구시니어클럽(2004년)이 운 되고 울주시니어

클럽(2009년)이 추가 지정되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담기 으로 자리매김하 다.

  각 사업단을 구성하여 얻은 수익 으로 노인들의 임 을 지 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아삭김치, 통음식, 희망도시락 등을 실시하여 38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고, 세탁배달, 한아름, 콩나물 등 353명을 상

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 다.

  구시니어클럽은 매년 보건복지부 사업성과 평가 결과 지난 2005년부터 5년 연속 

A등 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다.

   4)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한 서비스 지원과 치매질병에 한 부담을 경감시키

고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에 한 각종 교육과 찾아가는 치매상담

사업을 실시하여 치매의심 노인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상담 745명, 방교육 66회 2,054명, 재활교구보 , 가족자료집

제작, 네트워크간담회, 가족모임, 종합자료실, 홈페이지를 운 하고 치매극복의 날 

행사, 캠페인 개, 홍보책자를 발간 보 하 다.

  한, 5개 보건소에서는 치매선별검사 4,380명, 치매진단검사 155명, 감별검사 64

명을 실시하여 89명의 확진자를 발견하 으며, 치매등록환자 359명을 치료․ 리

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증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시켜 치매환자 

 그 가족이 치매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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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지원 실
[표 Ⅱ-5-32]                                                               (단 ：명, 천원)

교  육  실  지    원    액

상담 교육사업 지원사업 홍보사업 계 분  권 지방비

302/745 66/2,054 72/2,360 30/4,929 137,930 17,500 120,430

   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강화

  노인학  방교육  홍보, 상담 등 문 인 서비스제공을 해 노인보호 문

기 을 운 하고 있다. 노인학 를 최소화시키기 해 4,150명에 하여 노인학  

방 홍보와 노인학  상담을 실시하 으며, 노인학 사례 정 원회를 분기별 개

최하여 학 사례 발생시 응 센터, 경찰, 의료, 법률 등 유 기 과의 긴 한 력

계를 형성, 노인권익 증진을 한 노인보호 문기  운 을 강화하 다.

노인보호 문기  실
[표 Ⅱ-5-33]                                                              (단 ：명, 천원)

교  육  실  지    원    액

문
상담

방
교육

방
홍보

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
육성

특별
사업

계 국  비 지방비

2,470 176 1,457 19 15 13 230,732 109,216 121,516

다. 2010년 업무계획

1)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 사업 활성화

  2009년 8월 26일 41개 기  단체가 참여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

부가 출범하 다. 년도는 사무국운 , 참여기  워크 , 기 별 표사업을 발

굴하고 한 인구의 날 행사, 결혼지원센터 운 , 온라인․오 라인 결혼지원사

이트 운 , 동아리 구성운 , 알뜰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조성, 결혼아카데미 

운 사업을 실시한다.

  결혼과 출산에 한 잠재  의사 결정권자인 학생, 청소년 등을 상으로 인

구정책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에 한 인식을 지속 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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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TV 스팟방송 및 시내버스 광고 등

   출산․고령사회 문제의 극복을 하여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  형성이 요

하다고 인식하고 TV방송을 통한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모습과 우리시의 다자녀가

정에 한 우 시책을 홍보하고 선진 외국의 출산 고령사회 극복시책을 방 함으

로써 시민들의 공감  형성에 매진 할 것이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내부 LCD 동 상 고를 통한 홍보와 택시외부 고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인식개

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확대

  고령화시 를 비하여 실버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 하여 나아가면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해 5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9개 사업수행기 에 77개 

사업단을 통해 3,665명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 으로 유용성이 강한 공공분야

(환경, 문화재, 교통안  등)에 3,205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견되어 임 을 지 받는 인력 견형(경비원, 주유원) 일자리 

280명, 소규모 창업  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 하여 창출되는 소득

창출형(세탁배달, 콩나물) 일자리 22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구노인지회), 생태환경지킴이사업

( 구시니어클럽), 녹색마을 만들기(동구노인지회), 체육․건강 강사 견사업(울주군 

시설 리공단) 등이 추진된다.

 4) 치매예방관리사업 확대

  내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으로 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치매상담 사업을 실

시하여 치매의심 노인들께 액 무료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치매환자에게 한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 는 증상태로의 진행

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시켜 치매환자  그 가족이 치매로 인한 부담을 완

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치매조기 검진을 하여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확진자를 리하고 소득층의 노인들에게는 치매치료․약제비 구입비용

(월 30,000, 9개월, 연간 270,000이내)을 지원하여 소득층 가정에서 경제 인 사

정으로 치매를 방치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