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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정책
1.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

가. 사회공헌사업 추진
이웃돕기성금 모금과 관리체계를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시지회(남구 월평로 68, 대표 김상만)가 설립되었다.

이 단체로 하여금 이웃돕기성금의 모금․배분․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 보장과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를 기하게 되었다.

2012년 7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을 창립

하여 현재 회원수는 28명에 달한다.

〈 모금 및 배분 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모 금 액 6,665 6,710 7,478 7,752 11,764

배 분 액 7,884 7,856 8,178 10,177 12,380

주) 자 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식료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노숙자, 결식아동,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먹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

고, 이를 통하여 나눔의 문화와 공동체 의식 확산은 물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

기 위해 1998년부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2013년에는 25억 4,933만 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아 49,617명에게 제공하였다.

〈 설치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계 푸  드  뱅  크 푸드마켓소 계 전 국 광 역 기 초
전 국 417 289 1 17 271 128

울 산 9 7 - 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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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사회서비

스 프로그램을 개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에 대한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은 18개 사업을 시행하여, 28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자립능력 배양으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상호간 연대감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치료 등 지역복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8개소이며, 연간 약 76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 정서, 의료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마. 2014년 업무계획
   1) 참전 기념탑과 안보테마공원 조성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과 연계하여 무궁화 동산 일원에 참전 기념탑과 안보 테마

공원을 조성,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

에게 역사 안보의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나눔문화 확산으로 민간 복지자원 활성화
중앙단위 행사와 연계한 울산 나눔대축제를 2014년 10월에 개최하여 유공자 포상

등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문화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확대
2014년에는 신규사업 발굴 및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47억 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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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계층별 복지시설 인

프라를 확충코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지반침하, 건물균열

등 노후화된 건물에 대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였다.

가.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운영
우리시의 장애인등록자는 4만 8,95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4.2%이며, 장애인복지

시설 7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제2장애인체육시설 1개소를 확충

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2014년 업무계획
   1)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다양한 사회복지수요에 맞는 시설확충을 위해 양적 인프라 확대 및 노후시설 개

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장애인체육관의 시설이용 대비 정원 초과

에 대응하여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욕구에 적극 부응하

고자 한다.

2014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와 장애인 체육관 1개소를 건립하고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 12개소 등 총 9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들

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3.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참여와 경제적 자립에 시책의 목표를 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소득보장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부르미)를 5대 구입 증차 운행하고,

개인택시활용 장애인 전용콜택시를 3대 증차하여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사업을 통하여 최중증 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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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월 12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

리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독거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전기·활동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응

급상황 발생시 119와 연계하여 신속한 대처로 장애인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 장애인복지 일반현황
   1) 장애인 등록현황

2013년 보건복지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전국인구대비 장애인 출현율이 4.89%인

반면, 우리시는 4.2%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3년 장애인 등록인구는

48,950명으로 지체 25,373명, 청각ㆍ언어 6,447명, 시각 4,902명, 뇌병변 4,745명 지

적 3,484명 등의 순이다.

장애유형별 등록율은 지체가 51.8%, 청각ㆍ언어 13.2%, 시각 10%, 뇌병변 9.7%,

지적 7.1%, 정신 2.5%, 신장 2.5% 등의 순이다.

〈 장애인 등록 현황 〉 (단위：명)

구  분 계 유       형       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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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9,013 25,526 4,763 6,682 3,195 4,850 325 1,241 1,037 559 835

2011년 48,926 25,500 4,788 6,652 3,304 4,764 348 1,249 1,113 380 828

2012년 48,982 25,455 4,868 6,576 3,409 4,745 374 1,254 1,217 278 806

2013년 48,950 25,373 4,902 6,447 3,484 4,745 396 1,276 1,295 226 806

향후 장애인 등록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등록 신고자에 대한 등록의

필요성,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개발

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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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 복지예산
2013년 우리시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2012년 예산대비 11.1%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과 재활기반 구축, 취업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다.

〈 장애인복지예산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계 국     비 분      권 시     비

2009년 32,574,646 7,581,402 6,397,943 18,595,301

2010년 37,137,085 9,309,469 5,507,140 22,320,476

2011년 43,437,513 12,163,011 7,991,642 23,282,860

2012년 54,648,692 16,107,558 6,937,876 31,603,258

2013년 60,692,338 21,178,912 7,517,940 31,995,486

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우리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은 청각․언어시설 1개소와 중증장애인 1~2

급이 입소할 수 있는 중증요양시설 7개소, 지적․중복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지

적장애인시설 1개소 등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 거주시설 〉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장 개원일자 입소인원 시설종류 전화번호정원 현원
메 아 리 동 산 북구 갓안1길 8

(중산동) 김현희 1981.01.15 65 42 청각언어 295-9069

태 연 재 활 원 북구 대안4길 60
(대안동) 이동성 1988.03.15 205 205 중중

(아동,성인) 298-3701

혜 진 원 울주군 언양읍
곰재길 201-16 김태백 2001.07.28 50 42 중증(아동) 254-6114

소 망 재 활 원 울주군 두서면 외와
4길 25 지정수 2006.06.01 50 50 중증(성인) 264-1427

울산참사랑의집 동구 방어진순환
도로 1355(서부동) 김병수 2007.12.10 60 60 지적(성인) 252-7778

빛 둘 레 울주군 웅촌면
부채골길 57 김미아 2007.11.01 40 40 중증(성인) 266-5682

수 연 재 활 원 울주군 웅촌면 대복
동천로 206-23 박서은 2008.02.14 50 43 중증(아동) 225-4263

우 리 집 울주군 언양읍
어음길 36-97 김태원 2013.4.18 30 23 중증(성인) 254-9600

해 오 름 울주군 웅촌면
부채골길 57 방성자 2013.11.6 30 15 중증(성인) 26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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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거주시설로 현재 총 9개소의 거주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에서의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체험홈 2개소를 운영하

고 있다.

2013년 예산지원은 총 127억 9,479만 원으로 거주시설 운영비 126억 3,834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 5,645만 원이다. 향후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및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거주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개정(‘12.3.31)으로 기존 이용시설이던 단기보호시설이 거주시설에

포함되었으며, 우리시에는 6개소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

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고 있

다. 2013년에는 9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90명의 장애인을 보호하였다.

〈 단기거주시설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단기거주시설수 5 6 7 6 6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복지법」개정(‘12.3.31)으로 기존 이용시설이던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

에 포함되었으며, 우리시에는 10개소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44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 공동생활가정시설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동생활가정수 9 9 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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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이용)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이용)시설로는 총 34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종합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장애인의 자립과 건강관리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가)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재활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

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후원자 확보를 통하여 지

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3개소(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울주군장애인복지관)

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지원예산은 총 35억 1,495만 원으로 운영비가 32억

1,495만 원, 기능보강사업비가 3억이다. 2013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연간 참여인원은 44만 3,471명이었다.

    나) 장애인체육관 운영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인 기능회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남구 삼산중로 146번길 10에 총사업비 45억 300만원, 연면적 2,525㎡,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2005년 1월 23일 준공되어 2005년 7월 18일 개관 이래 수영장, 다목적체육

관,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장애인의 재활체력단련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였다.

2013년 지원예산은 7억 원으로 시설운영 및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며, 연간 이용자는

19만 5,900명(일일 이용인원 653명)으로 체육관을 찾는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

다. 장애인 체육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재 이용률은 86(장애

인) : 14(비장애인)로 나타났다.

〈 장애인 복지관 등 〉
(단위：명)

시  설  명 운 영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연 간 이용인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카리타스
중구 백양로 160
(성안동) 242-1778 202,017

시각장애인복지관 사단법인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남구 돋질로 114번길
3(달동) 256-5244 45,854

울주군장애인복지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 삼남면
중평1길 15 263-5091 195,600

장 애 인 체 육 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남구 삼산중로 146번길
10(삼산동) 269-4842 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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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간보호시설 운영
주간보호시설 26개소를 운영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13년에는 19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356명의 장애인

을 보호하였다.

〈 주간보호시설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간보호시설수 16 19 22 25 26

    라) 심부름센터 등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1개소와 점자도서관 1개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1개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단위：명)
시  설  명 운 영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울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남구 중앙로 151

성수빌딩 2층(신정동 661-6) 266-5677

울산수화통역센터 울산농아인협회 중구 학성4길 65(학성동) 265-0144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울산시각장애인연합회 남구 중앙로 151
성수빌딩 2층(신정동 661-6)

256-3308

다. 장애인 복지사업
   1)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 
    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12~18만원/월), 장애수당(2~3

만원/월), 장애아동수당(2~20만원/월), 장애인의료비, 장애인교육비, 장애인등록진단

비, 재활보조기구와 농어촌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저소

득장애인 12,128명에게 123억 7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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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애인보장구 재가방문수리사업 확대 시행 
2003년부터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가정방문을 통해 보장구(휠체어,

의지·보조기 등)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2011년 3월 2일부터 공모를 통해

지정한 수행기관인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4개소의 의지·보조기

수리업체와 함께 수리, 대여, 홍보 등 다양하고 향상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 장애인 자립자금과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에게 국민은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

요한 자금과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한다.

2013년에 자립자금은 7명 2억 300만 원, 자동차 구입자금은 14명 1억 3,400만 원

을 융자알선 하였다.

    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691명에게 신변처리, 가사지원 및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

를 47~391시간까지 제공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시 자체사업비 13억 원으로 시간이 부

족한 1급 및 2～3급 장애인 370명에게 20～12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일상생활

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

회참여 활동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 장애인콜택시 도입 운영 확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동불편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회활

동을 할 수 있도록 2007년 11월 29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를 본격적으로 운

행하여 2013년까지 24대를 증차, 총 29대를 운영하였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 활용 장애인콜택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013년 현재 3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개인택시

15대를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으로 전일 임차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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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말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총 81대 운영으로 연간 17만 9,842명이 이용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이동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 예방교육사업

등을 별도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의욕 고취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장애인 취업지원 및 일자리 확충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에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을 위하여 남구 도산로 111(달동)에

308㎡ 규모의 울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억 5천만 원

의 예산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재활에 노력하고 있다.

    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행정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와

주기 위해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일자리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켰다.

〈 장애인일자리 지원 현황 〉 (단위：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94 93 152 176 214

행정도우미 52 65 71 75 128



제5장 복지행정

  490 • 2014 시정백서

   3)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사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구 돋질로 131)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 및 동

료상담 81회 154명, 정보제공 2회 1,220부, 자조모임 12회 192명, 주택개조 지원 14

건, 보장구 수리지원 1,012건, 평생교육 지원 3,350명 등 울산지역 장애인들이 스스

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장애아동 달팽이학교 운영
방학동안 방치되기 쉬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시간활용 기회 제공과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자립자활 능력 향상과 장애아동 상시 보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주관으로 달팽이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교육기관을

모집하여 겨울․여름학기 동안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억 5,500만원

의 예산으로 581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언어․감각치료, 과학실험,

요리 만들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4) 장애인단체 육성 및 각종 행사지원
장애인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단체별 사무실 운영비를 연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하고,

2013년에는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대료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중구 지역의

더 넓은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2013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 울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적장애인복지증진대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점자기념일 행사 개최 등 57개 사업

에 18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에게 아시아 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가비를 지원하여 해외 체험

의 기회도 제공하였으며, 울산장애인희망축제도 개최하여 지역 장애인들로부터 호

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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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4년 업무추진계획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및 이용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통한

삶의 욕구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중

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1,365명에게 91억 8,67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81대를

포함하여 부르미 및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2014년에는 부르

미 3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220명, 일반

일자리(행정도우미)사업 122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3명 외 광역시 중 최초

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복일자리사업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유지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12개소에 20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

획이며 10월중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계

획이다.

   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편의 증진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하여 유형별 거주시설 9개소, 단기거주시설 6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4개소, 직업재활시설 12개소, 생산품판매

시설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

센터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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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적 지원

   1) 수급자 생활보장
    가) 현황 및 선정기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9,927가구 15,35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33%에 해당되며, 행복e음을 통한 일용소득, 공적 자료 등과 연계

한 확인 조사를 통한 수급자 적정 관리로 수급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단위：명)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  설

수급자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시설수 인원

9,927 15,353 9,453 13,299 153 381 321 659 51 1,014

〈 최근 6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 현황 〉 (단위：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급자수 18,883 19,310 18,924 17,261 15,804 15,353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타 지원액(B) 103,715 176,595 228,453 280,310 332,167 384,025

현금급여기준
(C=A-B)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주거급여액(D) 90,636 154,327 199,645 244,963 290.281 335,599

생계급여액
(E=C-D) 377,817 643,309 832,217 1,021,126 1,210,034 1,39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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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급자 보장 급여 지원
2013년 한 해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371억

2,500만 원, 주거급여 81억 400만 원, 교육급여 13억 6,600만 원, 해산급여 2,500만 원,

장제급여 3억 3,500만 원, 정부양곡할인지원 9억 9천300만 원 등 총 479억 4천8백

만 원을 지원하였다.

    다)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하여 긴급 생계지원 599가구 3억 6,000만 원, 의료지원 350가

구 5억 4,500만 원, 주거지원 등 기타지원 172가구 2,200만 원 총 2,042가구 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였으며, 921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등을

연계 지원하였다. 또한 시 자체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으로 153가구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와 연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463가구에 2억 원을 지

원하였다.

    라) 차상위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9,370포(2억 2,400만 원)

의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자활사업 활성화
   1)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생활안정과 자활도모 등을 위해

지역사회발전과 도시환경정비를 이루는 생산적인 사업효과와 생계보조라는 성격을

가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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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5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 자활사업 내역 〉 (단위：명,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 활 사 업
참 여 인 원 861 956 962 1,040 1,023

사 업 비 4,871,986 4,779,119 5,682,166 5,988,701 5,815,955

   2) 자활기업 육성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25개소를 육성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였다.

〈 자활기업 현황 〉
소   속 개소수 기  업  명 주 요 사 업

중 구
지역자활센터

6
울산토탈위생클리닉, 스마일클린
미래하우징, 토탈클린, 정다운,
두레공방

침대, 카페트 등 건물청소,
싱크 제작판매, 병원 등 간병,
특수광택사업 등

남 구
지역자활센터

5
우리클린, 수선1번지
우리환경개발, 도우누리,
누드푸드

건물, 위생 등 청소, 옷수선,
산모도우미, 도시락사업 등

동 구
지역자활센터

6
푸른마을, 해드림, 스쿨크린업,
밝은빛누리예, 햇살간병, 푸른환경

공중화장실, 학교기숙사관리,
간병, 학교화장실 청소사업 등

북 구
지역자활센터

4
해피크리닝, 울산그린환경,
울산생칡전문점, 반찬아울렛

재활용품 판매, 아파트 등
청소, 중탕사업 등

울 주
지역자활센터

4
늘푸른집, 맑은세상,
명품청소박사, 햇살간병

집수리사업, 병원 등 간병,
학교, 건물 청소사업 등

   3) 지역자활센터 설치 운영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정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5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11억 7,262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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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활센터 현황 〉
구   분 운  영  주  체 기 관 장 주         소 지 정 일

중구지역자활센터 (사)한국국제봉사기구 고 태 안 중구 화합로 305 2001. 7. 1

남구지역자활센터
더불어사는공동체

행복누리
최 익 수 남구두왕로 106번길 5-22 2003. 8. 1

동구지역자활센터 희망을 나누는 집 김 용 식 동구 내진길 18 2001. 7. 1

북구지역자활센터 동 광 교 회 이 영 덕 북구 동대8길 40
2010. 8. 20

(최초‘98.10.1)

울주지역자활센터 삼일사회복지재단 김 상 운 울주군 원신온2길 18-1 2004. 4. 1

다. 노숙인 보호대책
실직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노숙인자활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 잠자리 제공, 자활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 노숙인 보호 사업을 펼쳤다.

〈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운영 내역 〉 (단위：명)
위   치 운  영  단  체

(시 설 장)
수용가능
인    원

운  영  실  적
입소 귀가 취업 현원

남구 봉월로 87

(부영빌딩 2층)

재 )일불선원

(박 혜 숙)
30 97 - 52 27

라.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특수계층을 대상

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

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매년 세대

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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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수 〉                                                                                           (단위：명)
종   별 대          상          자 인   원
계 16,543

1 종

◦ 기초생활수급자 10,270

◦ 시설입소자 933

◦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888

◦ 국내입양아동, 의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 430

◦ 군입대자 42

2 종
◦ 기초생활수급자 3,931

◦ 군입대자 49

   2) 의료급여 예산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80%, 지방비 부담 20%, 전년도 기금의 결

산상 잉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 의료급여 기금 예산현황 〉 (단위：명,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의료급여기금 63,322,252 68,582,491 70,218,526 75,497,467 76,297,130

마. 2014년 업무계획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적 지원 추진

2013년 12월 31일 기준의 수급자 9,927가구 15,353명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

하여 생계․주거급여 등 474억 1,16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적자료 및 일용근

로소득 등 수시 확인으로 적정 급여를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보호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위기 가정에 대

하여 긴급 생계급여를 지원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가

정에 대하여 의료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

가정의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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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일을 통한 행복 복지실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제공하고, 빈곤예방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활기업 25개소, 자활사업단 55개소를 운영하고 7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 자활사업)

은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상담, 교육, 취업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

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상담부터 취업알선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등 120명 대상 3억 7,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노숙인 보호대책
실직 노숙인에 대한 의식주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7,44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주거지원

사업 등 노숙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4) 의료급여 사업 추진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782억 1,855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적정진료 및 오남용을 방지하

기 위하여 상반기 의료급여기관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구군 의료급여관리사

와 합동 의료급여사례관리 힐링캠프를 추진할 것이며, 장기입원 환자 및 의료급여

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