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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정책 주요성과와 운영 전망

1. 주요성과

복지사각지 일제조사(2011년 5월 ~6월)등을 통해 비정형 인 복지 상자 발

굴,긴 복지․기 수 ․민간후원 등 지원으로 사각지 해소는 물론, 소득층

자활능력 배양,복지일자리 창출, 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 시행,보육지원

확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 상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보장 뿐만 아니

라 생애 단계별로 꼭 필요한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구축하

다.

한 복지담당공무원 충원 등 달체계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고용 등 서비

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복지 기반을 마련하 으며,

민간의료기 과 의료취약계층 하지정맥류 무료수술(3년간 180명),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 50% 할인 약 체결 등 친서민 편의시책을 추진 시민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나눔문화 실천을 한 여건을 조성하 다.

울산 학교병원이 지역암센터로 지정(2011년 6월 29일)되어 진료․연구가 균형

된 지역 보건의료 거 기 으로서의 육성은 물론 연령별,성별,특성에 맞는 건강

검진과 질병별 맞춤형 의료비 지원 등 방 심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연조례 제정(2011년 5월 6일) 시행으로 시민건강 안 체계가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애아 담어린이집,청소년상설두드림존,노인일자리지원

센터,보건진료소,보훈회 건립 등 다양한 복지수요 계층에 맞는 복지시설 인

라를 확충하 으며,

내 으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 우수특성화사업 최우수기

표창 등 13개 평가 부분에 있어 우수기 선정 등의 성과를 거양하 다.

외 으로는 로벌 시 를 맞아 지난 8월,울산 최 국제여성행사인「2011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를 성공 으로 개최,32개국 523명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경제효과 10억원)는 물론 여성계 인사의 로벌 인식과 울산이

세계도시,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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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재 우리나라는 세계 으로 유례가 없는 격한 출산․고령사회로의 환을

경험 이며,우리시도 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 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망되는 반면,베이비붐

세 은퇴,가족의 변화,고령화,소득 양극화에 따른 폭발 인 복지수요 증가 추

세에 있다.

복지재정 확 에 따른 시민부담 증가 재정악화 우려와 함께 지출 효율화에

한 사회 요구도 계속 확 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효율 인 복지 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 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 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시는 출산․고령화 업무의 집 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해 3

개과에 분산된 출산 책업무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통합하고 복지시설담당을

신설하는 등 2011년 7월 25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 고,종 사회복지과를 복

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 다.

2012년 복지정책방향은 서민취약계층 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

택을 드리는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재정지원

일자리 확 등 경제 자립의지를 키워나갈 계획이며,보다 촘촘한 복지지원을

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 담공무원 109명을 추가 확충하여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체계 인 조사와 리로 복지 수를 막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효율 으

로 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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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일반현황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 ：백만원)

구 분 2012년 산액 2011년 산액 증감액 비고

계 397,518 343,598 53,920

기 생활보장 64,026 61,892 2,134

노 인 분 야 97,043 96,047 996

장 애 인 분 야 54,649 43,437 11,212

보 육 분 야 106,725 83,143 23,582

아동․청소년분야 15,382 13,298 2,084

여성․가족분야 17,434 13,178 4,256

보건 생분야 18,590 16,395 2,195

시설 지원 등 23,669 16,208 7,461

주) 산 구성비 :시 당 산 총액 2조 4,870억원의 16%(일반회계 기 시 22.2%)

〈사회복지 수혜자 현황〉
(단 ：명)

기 생활보장 수 자
의료 여
상 자

기 노령
연

장애수당
장애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육료지원

17,261 18,648 54,940 9,267 114 22,447

아동복지시설
요보호
아동지원

아동 식 청소년쉼터
임산부 신생아
의료지원

출산지원

1,390 1,172 10,962 375 47,417 7,344

주)특히 보육료 지원은 0~2세 무상보육,만5세 리과정시행으로 29,000여 명까지 확 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 ：개소)

계 종합사회복지 노 인 장애인 여성복지 련시설 상담소

1,831 8 823 69 19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청소년 련 시설 정신보건시설

818 69 18 7

주)노인복지시설 823 경로당 743개소 포함,기타는 노숙인쉼터 1,자활센터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