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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1. 고령사회정책

현대의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전통 가치관인 경로효친 사상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에서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로 바뀌

어 감에 따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에게 일

자리 제공,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학대피해쉼터인 노인보호전문기

관운영, 어버이날 행사 등 효문화 지원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운영 등 다양한 복지수

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미래 걱정 없는 노후생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최첨단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을 준공하여

장례에서 화장, 봉안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 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으로 장사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가. 일반현황
〈 주요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

구  분 도 달 연 도 소 요 기 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한국 2000 2018 2026 18 8

울산 2011 2021 2026 10 5

미국 1942 2015 2036 73 21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자료 : 통계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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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연도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구 분 1990년도 2000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24년도 2040년도
전

국

노년부양비 7.4 10.1 16.7 17.9 27.8 57.2

노령화지수 20.0 34.3 83.3 94.1 145.9 288.6

울

산

노년부양비 4.7 5.6 12.8 11.4 21.5 49.3

노령화지수 10.5 15.8 50.30 57.6 111.2 237.4

노인1명당

생산기능인구
21.2 17.9 9.6 8.7 4.7 2.0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자료 : 안전행정부 인구통계(2013)

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급속한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부양비와 노후 빈곤문

제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은 구․군, 노인복지관, 노인회 지회, 시니어클럽 등으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시장진입형(제조판매형, 공동작

업형, 인력파견형)을 구분하여 환경개선, 보육교사도우미, 교육강사 파견, 숲 생태

해설사, 노노케어, 공동작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24개 수행기관, 120개 사업에 92억 원을 투입하여 5,017개의 일자리

를 제공하였으며 보건복지부 2012년 사업성과 평가에서 울산시가 우수 시 도로 선

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2)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고령자 취업 및 사회참여 지원 거점 수행기관으로 2011년 4월 설치하여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인력뱅크 구축, 노인일자리 콜센터, 고령자 재취업 교육, 민간

분야 취업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일구한데이), 찾아가는 이동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479명에게 민간 취업을 연계시켰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시니어

인턴십사업을 추진하여 운영기관 사업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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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2005년부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단순 일자리

구인 구직 알선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을 통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

선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 12일 노인일자리 정보교류한마당을 개최하여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체험수기, UCC 경연, 생산품 전시 판매, 의료건강

서비스, 우수사업단 홍보,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참여노인들의

사기 고취와 노인일자리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4)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인 중구시니어클럽(2004년), 울주시니어클럽(2009년) 2개를 설치 운영하여 민간분야

의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여건 조성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지 하였다.

중구시니어클럽은 사업단을 구성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노인들의 임금을 지급하

는 시장형의 경우 국수 등 매장운영, 희망비누, 도시락배달, 실버카페 등 8개의 사

업에 1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인력파견형에 30명, 환경보호사업단, 노-노

지원사업단 등 공공분야에 3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울주시니어클럽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 영농사업단, 공동작업장, 클

린사업단 등 6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력파견형, 공공분야 등 267명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강화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

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제

공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7월부터 학대피해노인쉼

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 재발 방지 및 가족들의 전문가 상담, 각종 프로그램 등으

로 건강한 가정 회복과 학대사례 발생 시 체계적, 조직적 대응을 위해 의료, 법률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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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 (단위：명, 천원)
신고
접수

서비스
제공

쉼터
입소

교 육 및 홍 보 실 적 지   원   액 비고예방교육 예방홍보 네트워크구축 자원개발육성 기타 계 국  비 지방비

337
3,001회

/1,312
24 6,525 4,666회 406 900 1,282

417,212 230,996 186,216

262,138 123,869 138,269 기관

155,074 107,127 47,947 쉼터

라. 효 문화 장려
   1) 효 문화지원센터운영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

고 새로운 효행문화발전을 모색코자 종합적인 효행 문화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효

행 장려․지원을 위한「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의 문제도 이제

는 가정사만이 아닌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2) 어버이날 행사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을

조성하는 한편, 효 사상 앙양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효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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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위안잔치를 실시하였다.

   3) 효사랑 학습당 운영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과 충효

예절을 교육하기 위해 청소년 30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5개 구․군 노인지회별

로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효사랑 학습당을 운영하고 있다.

마. 장사시설
우리의 장사 문화는 500여 년간 내려온 유교문화와 풍수지리설에 의한 매장제도가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와 선산의 종중 및 문중묘지와 개인분묘를 선호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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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묘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매년 화장

문화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시의 화장률이

81.8%로 타 시․도 보다 높은 편이다.

120만 시민의 염원과 지혜로 이루어 낸 울산하늘공원이 2013년 3월 1일 개장하게

되어, 공설봉안시설 1개소 20,016구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의 사설봉안시

설 2개소로 수요를 충족하게 되었고, 또한 사설봉안시설 1개소, 54,000구가 추진

중에 있어 완료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장사시설 수급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매장

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매장 수요는 갈수록 줄어 들 것이다.

또한, 울산하늘공원의 개장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공설화장장은 2013년 7월 22일

건립한지 40여년 만에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공원묘원 현황 〉 (단위：㎡, 기)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 허가면적 수용능력 잔여기수
계 535,403 32,770 3,604

(재)울산공원묘원 남구 문수로 217번길 34 최장화 230,940 13,970 0

(재)삼덕공원묘원 울주군 삼동면 삼덕로 426 안승찬 304,463 18,800 3,885

〈 울산하늘공원 현황 〉 (단위：㎡, 기, 구)

소 재 지 면   적 시    설 1일최고
처리능력부 지 건 물 화장로 봉안시설 자연장지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98,000 13,453 10 20,016 60,500 40

※ 2013.3.1 개장
〈 공설화장장 현황 〉 (단위：㎡, 기, 구)

소 재 지 면   적 시    설 1일최고
처리능력부 지 건 물 화장로 소각로

동구 봉수로 29-2 7,539 621.78 4 1 16

※ 2013. 7. 22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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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 화장장 및 하늘공원 이용현황 〉 (단위：건, %)

구    분
공설화장장 하늘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 수 4,140 5,026 5,122 4,480 4,723 4,875 3,975

일일평균 11.4 13.8 14.1 12.3 12.9 13.4 12.9

〈 화  장  률 〉 (단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58.9 61.9 65.0 67.5 71.1 74.0

우 리 시 69.2 72.4 73.8 77.7 79.8 81.8

바. 2014년 업무계획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확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실버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5,167명의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로는 공공의 이익에 4,766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하여 업무능력이 있

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인력파견형(경비원, 주유원) 일자

리 176명, 제조판매 및 공동작업형 일자리 225명 등이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강화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

인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하고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등과의 협력체계구축을 강화하고 상담, 교육, 카툰전시

(학대 유형별 사진전시), 쉼터운영 등의 추진을 위해 4억5,472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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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효행장려 지원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효의식 고취와 효행문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어버이날 행사, 사랑의 효잔치, 효사랑 학습당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또한

효문화 가치를 증진코자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면서 효행장려 지원사업에

1억 5,4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종합장사시설 울산하늘공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장사문화 개선 기여
120만 시민의 염원과 지혜로 이루어 낸 울산하늘공원은 장례에서 화장, 봉안 또

는 자연장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최첨단 종합장사시설로 저비용으로

시민들에게 고품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울산하늘공원은 국내 최초로 종합장사시설 주민 자진유치로 님비현상을

극복한 사례와 장사문화 선진화로 모범적인 사례로 타지자체의 견학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노인복지
현재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521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

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

어 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시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위한 의료, 식사, 돌봄,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의 기

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 노인복지 일반현황
〈 노인인구 현황 〉 (단위：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인 구 1,114,866 1,126,298 1,135,495 1,147,256 1,156,480

노 인 인 구 73,301 76,800 80,465 85,736 91,521

총인구 대비 6.6 6.8 7.08 7.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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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                                                                            (단위：개소)
구분

계
주거복지
시    설

의료복지
시    설

여가복지
시    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   타

977
1

(양로시설 1)

41
(요양시설 29

요양공동생활가정 12)

764
(노인복지관 10

경로당 754)

170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시설 16

재가장기요양기관154)

1
(노인보호전문기관 1)

나.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지급대상은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노인으로 지급기준은 노인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39만2천원 이하이다. 지원액

은 노인 단독가구 월 20,000원~96,800원, 노인부부 40,000원~154,9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지급액은 노인단독 33,233명, 노인부부 중 1인 수급 5,179명, 2인

수급 20,452명 등 총 58,864명에게 628억 1,0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재가노인 지원사업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요양사업과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사업을 분리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시

설은 1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54개소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복지용구 등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라.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6개 수행기관에서 노인 2,826명

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7개 수행기관에서 요양보호사 174명이 대상자 343명에게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기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무료 경로식당 33개소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을 추진, 어르신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생활실태 등을 파악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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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등 이용인원 현황 〉 (단위：명)
구 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로식당 4,002 920 1,220 560 420 882

식사배달 648 65 150 130 90 213

우유배달 2,785 560 752 350 383 740

마.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무의탁 노인을 위하여 1개소의 양로시설과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노인은 2,798명(입소 1,237 , 재가 1,561)으로

울산시 전체노인 9만1천명의 3.0%에 해당된다. 시설은 주거복지시설로 양로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41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54개소 등이 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담금

77억 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입소중인 등급 외 판정 노인에 대하여 등급외자 보호비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바.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은 여가·건강·일자리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시설로, 시 위탁운영 1개소, 중구 1개소, 남구 3개소, 동구 2개소, 북구 1개소,

울주군 2개소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운영사업은 평생교육, 취미여가, 고용, 건강생활, 정서생활, 사회참여, 경로

당혁신, 가족통합, 지역자원개발, 노인권익증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을 비롯한 취미생활 공간과 일반교양실, 도서실, 회의실, 이·미용실 등의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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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로당 운영 활성화
경로당은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생활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여가선용 장소로

서 우리 시에서는 754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경로당에 필요한 운영비

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특별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였다.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시노인복

지관과 구·군 노인지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와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 있다.

〈 경로당 현황 〉 (단위：개소, 명)
구 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로당수 754 70 131 56 121 376

회 원 수 27,451 2,426 4,620 2,253 4,720 13,432

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군지회를 중심

으로 19개소의 노인교실을 설치하여, 시 노인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 1,200만원,

구․군 노인대학 개소당 400만원 총 6,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이용

인원 및 욕구 증가에 따라 건전한 취미생활, 여가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노인의 날 등 행사
경로의 달(10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

할을 다 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

령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상을 정립하는 등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전

통적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모범노인, 단체, 노인복지 기여자 등 25명

에게 포상하였고, 5,600만원을 지원하여 56개 읍․면․동별로 경로위안잔치, 체

육대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축하행사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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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부터 고령화사회 진입(7%)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건

전한 노인여가문화 조성 및 새로운 실버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그린실버문화제(건강체

조, 댄스부문, 문화 예술부문, 노인자원봉사활동)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다.

차. 2014년 업무계획
   1) 어르신 안심생활 지원
후손의 양육,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을 58,500명에게 627억 1,624만원 지급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 노인들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 33개소 25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급식수준 제고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가사·활동 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생활교육 등 노인

돌봄서비스를 2,260명에게 19억 6,652만원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2) 노인복지시설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위한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 4억 9백만 원을 지원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등 719명의 장기요양보험료 87억 9,458만 원을 지원하

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보험등급

(1~3등급)을 득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41개소, 재가노인들을 위한 재

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54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3) 건강하고 여유로운 여가활동 지원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노인의 취미여가 평생교육 건강증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 10개소에 58억 9,411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위한 754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등 30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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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의 공공성 강화
가.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시 관내 어린이집 933개소에 직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등 142억 5,046만원을 지

원하여 공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544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40억 9,366만원을 지원하였다.

〈 어린이집 및 직원 현황 〉 (단위：개소)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직장 법인․ 단체등 가정 민간 부모
협동

어린이집 933 32 13 20 5 402 459 2

직 원 6,544 374 214 204 71 1,719 3,957 5

나. 보육 지원확대
2013년도는 전계층 무상보육정책 시행 원년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34,269명

에게 1,338억 1,612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만5세 아동 2,289명에게 59억 6,355만

원을, 세자녀이상 아동보육료로 950명에게 1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20,511명에게 353억 2,78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

료 지원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공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지

원 내역은 0~2세아동 21,856명에게 950억 6,238만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87

억 5,373만원으로 아동 12,413명에게 지원하였다.

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으로 부모보육료 경감 및

품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59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 31

억원을 지원하였다.(국비 18억원, 지방비 13억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                                                                                   (단위：명)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이상

34,269 2,874 8,269 10,520 6,479 3,340 2,59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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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내 933개 어린이집에 정보제공, 평가인증 조력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현황 〉

시 설 명 소  재  지
종  사  자(명)

운 영 방 법계 센터장 보    육
전문요원 계약직

울 산 광 역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 3층

17 1 4 12
울 산 대 학 교
위 탁 운 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
정보제공 상담 교육 평가인증 조력 육 아 지 원 출 판 홍 보

146,866건 4,398건
8회

2,071명

교육 : 5회 2,408명

현장조력 : 194개소

교육 : 8회 434명

강사연계 : 83개소

소식지발간 : 1,021부

홍보도서등제작 : 1,558부

마. 보육교직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기관 운영
보육교사 배출과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

육을 운영하였다.

〈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 현황 〉                                                                                   (단위：명)
기  관  명 소 재 지 원  장 교육정원 수료자 인 가 일

울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대학로 93 박혜원 200 152 1993. 7. 26.

울 산 보 육 교 사

교 육 원
북구 명촌3길 21 손세광 150 142 199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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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현황 〉 (단위：명)
기  관  명 소 재 지 보수교육실적
계 4 개소 1,077

울산대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남구 대학로 93 540

울 산 보 육 교 사 교 육 원 북구 명촌3길 21 385

춘 해 보 건 대 학 교 울주군 웅촌면 대학길 9 56

울 산 과 학 대 학 교 동구 봉수로 101 96

바. 2014년 업무계획
   1)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39억 4,65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0억 4,236만원, 어린

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4억 8,18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으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료 1,350억 원을 지원하며, 이중 0~2세 아동에게 954억 2,723억 원을,

3~5세 누리과정 아동에게는 396억 7,129만원으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전계층 양육수당 387억 3,333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중 만0～5세

아동 26,000명에게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어린이집 이용자와 미

이용자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3)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2014년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사업비 30억원(국비 18

억, 시비12억)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4년도는 20개소 정도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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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10개소, 장비비 지원 14개소 총 24

개소와 장애아 어린이집 장비비 2개소에 대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2억 550만원을 지원하여 공보육 기반조성에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상담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3억 1,200만원의 예

산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바람직한 보육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교육하여

전문성 향상 교육, 취약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평가인증조력사업, 영양사 파견사업,

대체인력 지원사업, 장애아 통합보육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어

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

획이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한 보수교육 비용으로

4,581만원을 지원하여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6) 보육교직원 행사 개최
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관내 전 보육교직원의 화합을 위하여 2014

년 하반기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교재교구전시

회, 보육활동 우수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7) 어린이집 부모대상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양육의 지식부족, 부모역할의 인식부족 및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재원아동 부모 1,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재원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

린이집 재원아동 9,350여 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성폭력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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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대책
가. 일반현황
2013년 기준 통계청 잠정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1.3명)보다 0.11명이 감소하였고,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1.39명으로 전년(1.48명)보다

0.09명이 감소하여 특․광역시 중 2위, 전국 5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인구 대체수준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출산 순위별 구성비는 첫째아 51.6%, 둘째아

38.1%, 셋째아 10.4%를 나타내고 있어 첫째아가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

쟁력 약화, 조세 및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세대간 갈등 우려, 소비 위축과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이에 출산율 향상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출산장려 정책의 적극적인 개발․추진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13년도 제2회

인구의 날 기념식시 출산장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합  계  출  산  율 〉 (단위：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국 1.26 1.19 1.15 1.23 1.24 1.30 1.19

우리시 1.40 1.34 1.31 1.37 1.39 1.48 1.39

나.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1) 임산부 및 신생아 의료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는 한편, 조산․유산을 예방하고 엄마 젖먹이기 권장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기술, 중요성 등을 홍보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 성장발달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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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지체 등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임산부 건강진단과 풍진 및 기형아

검사,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선천성 장애 예방사업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출생 후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선천성 환아 및 미숙아 등록관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경제적 부담 능력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 장애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임산부 및 신생아 의료지원 〉 (단위：명)

구 분 임산부
등록

영유아
등록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풍진
검사

임산부
기형아검사

미숙아
등록

임산부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인 원 10,708 9,342 10,549 4,898 2,840 782 3,138 318

   2) 출산 지원
출산 친화 사회문화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1~4급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금과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또한 난임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모․신

생아 도우미 파견,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차세대 건강한 자원 확보를 위해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 확대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출산 지원 〉                                                                                   (단위：명)

구 분
난임부부지원(건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접수 시술 임신 지원

인 원 1,971 1,863 469 1,080 1,00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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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미혼모자 시설에 입소한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만 지급되던 의료비가 만

18세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됐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고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로 전용카드(맘편한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발급 받을 수 있고,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하게

되어 청소년 산모의 진료 이용이 기대된다.

   4)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1~3급 여성장애인 출산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출산시 비용이 추

가되는 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출

산에 대한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1)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영․

유아용품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름다운 나눔 사회분위기 확

산을 위한 미래둥이 나눔장터(영유아용품 13,000점 판매, 6,203천원 수익) 운영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제정(2013.

10. 2) 및 임산부의 날 기념 태교음악회(360명)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노력

하였다.

또한, 제2회 인구의 날(7.11)을 계기로 저출산 극복 시책 추진 유공자를 포상하고

인구주간 행사로 가족사랑 행복사진공모전, 제3회 도전 임산부 골든벨,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을 도

모하는 한편,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유도를 위한 달인 아빠를 찾아라, 웃는 아

빠 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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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홍보 및 지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므로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생활모습 및 우리 시의 출산장려 우대시책 홍보를 위하여

출산장려 홍보 영상물 자체 제작, 지역 3개 방송사 TV캠페인 실시, 영화관 스크린

광고, 울산시내 주요 전광판 16개소, 버스 내․외부, 대단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

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였다.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하여 제6회 울산다자녀 가정 행복 한마당(600명), 다자녀 가

정 고래체험 시티투어(80명)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를 통한 공영주차장 50% 감면 및 가족문화센터와 여성회관 등

수강료 10~20% 감면 등 다양한 할인혜택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3)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기업 CEO포럼 개최
일․가정 균형 기업문화 확산과 출산, 양육이 자유로운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5

개 분과(홍보, 가족, 평등, 소통, 스마트워크) 이행과제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제4

회 기업CEO포럼과 기업 인사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시와 울산기업CEO포럼 선도기업간에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일․

가정 균형 기업문화 및 분과별 이행과제 실천 정착을 주요내용으로 협약을 체결

하여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실천항목 선정․이행 등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사회 인구문제 참여, 패밀리데이운영,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사내 일가정 균형위원회 설치, 육아기 직원 시차 출퇴근 등

을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이루어진 기

업문화 확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4) 둘째이상 출산 산모 한약 50% 할인
2011년 4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한의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모 건강증진은 물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둘째이상 출산 산모에게 보허탕, 생화탕 등 임산부 체

질별 맞춤 한약을 50% 할인하였다. 출산 1개월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5,094명을 대상으로 4,204명에게 할인증서를 발급, 1,096명(26.1%)에게 할인혜택을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제2편 분야별 주요성과 및 계획 • 517

제공하여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임산부들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5)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저출산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하

여 민관합동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를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각계의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참여, 저출

산 극복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운동본부사업 5년차(‘09. 8 ~ )를 맞이하여 운동본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인구

의 날 기념식, 아빠캠프, 일가정 균형 CEO포럼,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기업체

방문 출산장려 캠페인, 임신육아교실 운영, 도전! 임산부 골든벨, 85개사 140부스

운영으로 25,000여명이 참여하는 임신출산박람회(3회/12일간)를 개최하여 출산을 앞

둔 임산부와 가임여성 및 젊은 부모들에게 출산, 육아, 조기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6)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추진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시민과 단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신․출

산․양육의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

기 추진사업을 공모 추진하였다.

일․가정 균형 문화정착사업,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사업, 임산부 편의증진 및

배려문화 확산사업, 출산장려를 위한 시민인식개선사업 등을 공모하여 ‘3세대가 어

울리는 행복나누기’, ‘학부모 인구교육’, ‘FUN FUN한 아빠 교실’, ‘자녀와 함께하

는 아빠요리교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토론회’,

‘미혼남녀 미팅페스티벌’ 등 5개 단체 7개 사업을 선정․추진하였으며 아이낳기 운동

본부 참여기관단체 및 기업체간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워크숍을 개최

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라. 2014년 업무계획
   1)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확대 추진



제5장 복지행정

518 • 2014 시정백서

저출산 극복 시책사업 참여확대 및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 도모와

출산장려사업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일․가정 균형

기업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확대, 임산부 편의증진 및 배려문화 확산,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대상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임신․출산․양육환경 조성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내 일․가정 균형 확산을 위한 지역 CEO포럼을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인구문제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알리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3회 인구의 날(7.11) 기념식 개최,

인구주간 행사로 사진공모전, 기업체내 저출산 극복 홍보관 설치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80여개사 170여개 부스 운영으로 25,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임신·출산·

육아박람회(5회/20일간)를 개최하여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가임여성 및 젊은 부모들

에게 출산, 육아, 조기교육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을 공유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재활용 가능한 임신출산육아용품을

수집, 판매수익금을 저소득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미래둥이 나눔장터’ 행사도 다양한

기업,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연계 추진하는 등 활성화 시킬 계획이며, 제4회 도

전 임산부 골든벨, 태교음악회를 통해 임산부 배려 사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달인 아빠를 찾아라, 남편교실 등도 함

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중

요하므로 저출산의 심각성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 3개 방송사 TV

캠페인 방송 연중 실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 스크린광고, 정류장

LCD광고, 옥외 대형LED전광판, 시내버스LED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시절 형성된 결혼․출산관이 장래 결혼․출산․양육에 미치는 영

향이 큰 점을 감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중, 고생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가치관을 조기에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