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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지정책 주요성과와 운영 전망
1. 주요성과
가. 최첨단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 개장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계최고, 최첨단 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이 개장되어

새로운 장사문화를 선도해 나가게 되었다.

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립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와 일자리 제공을 통한 맞춤형 자립(6,634명)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를 확립하였다.

다. 양육 친화적 환경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출산 장려금, 보육료 확대 등 출산 친화 환경조성과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수당,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를 넓혀나가고 아동,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을 도우면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마.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관리 기반 강화
권역별 외상센터 유치와 첨단 치료 장비 설치 지원 및 저염식 실천을 통한 건

강관리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복지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가. 여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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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우리시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복

지공약 확대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심리와 욕구는 높아진 반면 법률안 통과가 늦어

짐에 따라 정책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나. 복지정책 운용방향
대상별․수혜자별․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마

련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행

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출산친화 환경,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행복한 노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다문화가족 정착유도 등

여성의 사회참여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을 여망하는

시민욕구 충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설치,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식품

공중 위생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복지 일반현황
〈 사회복지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3년 예산액 증감액
계 570,411 468,484 101,927

기 초 생 활 보 장 91,537 87,564 3,973

취 약 계 층 지 원 85,012 75,678 9,334

보 육 가 족 및 여 성 225,278 181,318 43,960

노 인 청 소 년 131,683 90,248 41,435

노 동 11,965 13,460 △1,495

보 훈 3,728 1,723 2,005

보 건 위 생 21,208 18,493 2,715

주) 예산 구성비 : 시 당초예산 총액 2조 352억원의 28%(일반회계 기준)



제1절 복지정책 주요성과와 운영 전망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479

〈 사회복지 수혜자 현황 〉 (단위：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대 상 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육료지원

15,353 16,543 58,863 10,442 90 34,269

아동복지시설 요보호아동지원 아동급식 청소년쉼터 임산부 및 신생아 의료지원 출산지원

1,544 1,151 10,080 176 41,725 4,197

〈 사회복지시설 현황 〉                                                                                 (단위：개소) 
계 종합사회복지관 노  인 장애인 여성복지 관련시설 및 상담소

1,962 8 853 72 15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다문화 가족지원 정신보건시설 기타

933 67 5 3 6

주) 노인복지시설 853 개소중 경로당 754개소, 노인교실 22개소 포함, 기타는 노숙인쉼터 1, 자활센터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