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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여성 ․ 가족 ․ 청소년 정책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 추진기구는 2002년 11월 15일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기능을

보강하면서 여성정책과로 개편하였으며, 2007년 6월 29일 청소년 기능을 흡수하면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개편되었고, 2011년 7월 25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하였다. 2011년 12월 30일에는 효율적인 여성정책 지원과

여성복지 시책개발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하였고 다

문화 관련 업무를 국제협력과로 이관하였으며, 2012년 6월 30일 보육 및 저출산

업무를 신설된 저출산고령사회과로 이관하고 2013년 1월 31일 다문화사회지원 업무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이관하는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여성정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2005년 7월

7일 제정)」를 기반으로 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주간 운영,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성평등기금사업 전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도모하였고,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과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여성 사회교육 기관

기능강화와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가. 여성발전 기반 구축
   1) 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연직 1명(복지여성국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심의(10개

단체 8,300만원)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2) 여성포럼 운영
여성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내 전문직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포럼은

공개포럼, 워크숍, 현장탐방, 평가회, 매거진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분과별 산책포

럼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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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남권 여성발전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울산․부산․경남 등 동남권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2009년 6월 11일 창립한 동남권

여성발전 네트워크는 시도별로 매년 2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동남권 여성발전 네트워크 회의 및 환경, 생태와 젠더란 주제로 대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4) 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권익 증진사업,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 등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을 조성하고 있

다. 성평등기금 조성 금액은 시 출연금 26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7,714만원

등 총 30억 5,714만원으로, 2013년에는 10개 사업 8,3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하여 여

성발전을 도모하였다.

   5)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여성정책으로 현재 우리시의 중점관리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35.5%로서 위촉직을 기준으로 총 431명의 위원 중 153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나.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1)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과 직업역량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회관을 비롯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문화센터 등 여성사회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직업전문교육 및 취미․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였다.

〈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현황 〉
시  설  명 소   재   지 대 표 주  요  추  진  사  업 연락처

울산광 역시
여 성 회 관 중구 서원11길 77 유인숙

∙직업능력개발교육 66개과정 3,507명
∙전문평생교육 37개과정 1,847명

281-0394

울 산 여 성
인력개발센터 남구 봉월로 152 최경란 ∙직업능력개발교육 123개과정 7,917명 227-1130

울산광 역시
가족문화센터 남구 대공원로 84 이미리 ∙취미․교양강좌 159개과정 197,339명 269-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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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8회 여성주간 운영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의 여성주간을 맞아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를 주제로여성이 안전한 오늘, 국민이 행복한 내일, 희망찬 대한민국이라는 슬

로건으로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간소한 기념식 개최와 여성주간 취지확산 홍보에 주력하였으

며여성영화제,아동․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사진전등 기념․문화․

학술․교육행사를 포함 11개 단체 13개 행사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구․군 및 여성단체별로도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3) 여성단체 활동 지원
지역 내 여성단체 상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에 기

여하고자 1983년 1월 울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 활동해 오다가 1997년 7

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로 발족하였으며,

현재 29개 회원단체 61,4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리더의 글로벌 역할인식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해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단체 지

도자 정책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여성단체 활동

에 기여하였다.

다. 2014년 업무계획
   1) 여성정책

2014년에도 여성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성평

등위원회 운영,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19회 여성주간(7.

1. ~ 7. 7.) 운영, 여성포럼 운영 내실화,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등 여성정책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
여성회관을 비롯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문화센터 등 여성사회교육기관을 통해

음악, 미술, 건강, 정보화 등 다양한 취미․교양강좌 운영과 직업상담사, 경리회계

사무관리자, 조선선박설계사 등 지역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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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평등기금 운용
2014년에는 성평등기금 9,000만원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여

성일자리 창출사업,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지

원사업,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업 등 1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

업별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 건강가정 및 여성권익 증진
가. 건강가정지원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와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취약가족 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사업 등 다양한 가족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 건강가정지원 사업 추진실적 〉
사  업  명 프 로 그 램 명 실  적
가족교육사업 부부교육, 부모교육, 남성교육 9,876명

가족상담사업 이혼전후 가족상담, 인터넷 중독 캠프 등 1,824명

가족문화사업 가족봉사단 운영, 놀토 가족지원 등 6개, 3,584명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 연계
9,078가정,
137,847건

가족역량 강화사업
사례관리 203가정

상담 및 치료지원 2,425건

나. 여성 권익증진 사업 전개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가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성폭력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성

폭력 통합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여 9,21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경찰관․상담사․

간호사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상주하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자

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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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총 1,254명의 피해자에 대해 9,641건의 상담․수사․법률․의료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경찰서, 병원, 상담소 등을 거치며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해소해 주는 안식처로 정착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1일 개소한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365일 24시간 One-Stop

지원은 물론이고, 19세 미만 성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게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의 피해가 있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의 탈 성매매를 돕기 위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1개소를 운영, 연간 151명을 보호하여 심리안정, 전문

상담 및 치료, 진학 및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여 1,80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3)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365일․24시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성 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을

운영하여 112, 119,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법률구조공단, 의료전담기관

등 47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8,21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1명에게

생활안정 및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1인당 생활안정 지원금 월 95만원과 의약품비

월 20만원, 생활용품 구입비 연 60만원을 지원하였다.

〈 여성관련 시설 및 상담소 현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시 설 명 구  분 시설장 설립일 규  모 정 원
평 안 의 집 가정폭력 서인교 1999. 2. 19. 194.14㎡ 16명

성 심 희 망 터 가정폭력 김영남 2008. 5. 2. 114.77㎡ 13명

징 검 다 리 성폭력 전명숙 2007. 2. 1. 416.49㎡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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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시 설 명 구  분 시설장 설립일 규  모 정 원

Y W C A 씨 밀 레 지원시설 엄미숙 2006. 2. 2. 197.58㎡ 11명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상 담 소 정은경 2004. 7. 9. 91.87㎡ -

  여성긴급전화 1366
수탁기관 소재지 전화이용방법 운 영 체 계 센터장 설립일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

복지재단

중구

중앙길

162

국번 없이 1366

(타 지역에서는

052-1366)

24시간 Hot-Line운영,

상담소에서 상담 후

연계기관으로 전화

김옥수 1998. 1. 1.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시설명 소재지 센터장 설립일 규모 및 주요시설 근 무 인 원

울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

울산병원8층

이주송
2011.

12. 1.

454.94㎡

(진술녹화실,

심리치료실, 진료실,

상담실, 안정실등)

19명

(경찰관,임상심리사,심리

치료사,간호사,상담사,

행정요원 등)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소  장 설립일 전 화
가

정

폭

력

(3)

동구가정폭력상담소
동구 내진길

18
김혜란 1999.12.22. 252-6777

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북구 상방로

141(연암동)
김주영 2000. 2.25. 287-1366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북구 호계로

313(신천동)
이동선 2006. 1. 4. 295-0310

성

폭

력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중구 중앙길

127(성남동)
류정희 1998.12.26. 245-1366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홍정련 2005. 9.14. 246-1368

따뜻한 햇살 양성평등상담소
북구 염포로

238-2(효문동)
김창숙 2008. 9.17. 288-9988

통합

운영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남구 문수로

313(옥동)
문영란 2003. 8.20. 26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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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업무계획
   1) 한부모 가족복지사업 내실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전세자금, 가계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및 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의 양육과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 모자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자 시설

1개소,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우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사업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3)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2014년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910명의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14만 건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상담소 7개소 운영으로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여성폭력예방과 여성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운영으로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주선

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여

성긴급전화 1366 및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폭력피

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피

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아동 ․ 청소년 건전 육성
가. 아동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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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의 보호 및 건전육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 아동인구 추이 〉 (18세 미만, 단위：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동수 268,051 260,126 245,450 239,801 251,412

〈 아동복지시설(기관) 수 〉 (단위：개소)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관  련  기  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결연사업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시설수 1 8 58 1 1 1 1

   2) 아동을 위한 가정 ․ 사회시스템 강화
    가) 생활시설 아동 지원
울산양육원 보호아동은 108명으로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건물유지비, 직업훈련비,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16억 6,52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은 8개소로 보호아동은 44명이며, 종사자 인건비 개소당 2명분과

운영비 3억 5,474만 원을 지원하였다.

〈 아동복지 생활시설 현황 〉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보호인원 종사자수
계 9개소 152 56

울 산 양 육 원 울주군 언양읍 능골1길 39-24호 108 39

신나는아동쉼터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5 3

바 운 티 풀 남구 꽃대나리로 46번길 24 우방유화 103-405 5 2

희망둥지은총의집 남구 대암로 82 신정현대홈타운 202-202 4 2

요 셉 의 집 남구 정광로 24번길 6-19 7 2

성 심 새 롬 터 남구 수암로 46 4 2

내 아 띠 남구 남산로 324번길 16 2-203호 5 2

겨 자 씨 북구 덕곡길 12-1 7 2

그 루 터 기 울주군 웅촌면 대복2길 17호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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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3세대 5명과 가정위탁아동 205세대 269명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아동 중 취학(초․중․고교)아동은 254명(94%)이다.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위탁 아동으로 전환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비,

학습보조비, 제수비, 신발․피복비, 대학입학금 등 9억 32만 원을 지원하였다.

가정위탁아동 269명에게는 1인당 65천원 이내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불의의 사고

시 위탁아동의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아동 추이 〉                                                                                   (단위：명)

구  분 세대수 세대원(세대주 포함)
계 초 등 중 등 고 등 대 재 기 타

2009년 193 257 90 76 70 - 21

2010년 206 273 95 88 70 - 20

2011년 208 275 96 83 80 - 16

2012년 201 269 82 77 101 - 9

2013년 208 274 79 101 79 - 15

    다) 아동보호 관련기관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1577-1391을 운영하여

24시간 학대아동의 신고 및 피해아동과 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해자와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단기치료시설 아동그룹홈을 기관 내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사업비 3억 3,341만 원을 지원하였고, 147건의 아동학대를 처리하였다.

정부위탁 결연사업기관인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2억 1,254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아동, 소년소녀, 장애인․모자․부자가정 926명에게 14억 9,492만 원

을 후원하였다.

입양기관에서는 아동들이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상

담, 조사, 교육, 사후관리 및 입양부모 만남의 날을 주선하여 입양사업에 만전을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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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

할 수 없는 15세 미만의 아동들이 친․인척가정, 대리가정, 일반가정 등에서 양육

될 수 있도록 운영비 2억 4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위탁 26명, 친인척위탁 81

명, 대리양육 162명 등 269명을 위탁가정 연계 및 사후 관리에 적극 추진하였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2가정에는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1,763만원을, 일반아동을 입

양한 214가정에는 양육수당 3억 7,8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양기관에는 입양 아동

2명에 대한 입양비용 370만원을 지원하였다.

〈 아동보호 관련기관 현황 〉 (단위：명)
시 설 명 소  재  지 종사자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중구 성안3길 21호 10

결 연 기 관 남구 달동 왕생로 120(2층) 12

가 정 위 탁 지 원 센 터 남구 북부 순환도로 22(무거동) 7

국 내 입 양 기 관 울주군 언양읍 능골1길 39-24호 1

    라)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제적 빈곤과 가족기능 결손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10,080명에게 66억 6,800

만 원으로 연중 평일 석식 및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

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

였다. 또한, 5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34억 9,21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

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을 도입하

여 매월 아동이 3만원을 적립하면 3만원을 정부(지자체)에서 매칭하는 방법으로

우리시는 568명에게 1억 8,045만 원의 매칭금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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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드림스타트사업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

역 유관기관과 건강, 복지, 보육․교육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층 수요자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3

년부터 전 구·군으로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하였고, 8억 8천만 원(전액국비)의 예산

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18명에게 표창하였

으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 전역에 어린이날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권리증진

및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우리시의 청소년 인구는 24만

8,798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가 13만 5,476명, 여자가

11만 3,322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만 2,154명이 더 많다.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로 구성된 청소년 활동조직은 41개(50,670명)가 있으며

청소년으로 구성된 조직은 청소년참여위원회(6),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7)가 있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지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

위원회, 청소년단체(19),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8) 등이 활동하고 있다.

   1) 청소년 시설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은 생활권 시설과 자연권 시설로 구분되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가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연권 수련시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삼동

배내 청소년수련원 1개소가 있으며, 시에서는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

(2014년 1월 완공) 등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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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시 설 명 소 재 지 수용

인원 시설내용 운 영 자 전 화 등 록 일
중구 청소년

문 화 의 집

중구 중앙길

78(성남동)
127

인터넷부스

CD부스

도서실

문화창작실

음악연습실

A/V감상실

동아리방

울산YWCA 212-1140 2000.2.24.

공업탑 청소년

문 화 의 집

남구 봉월로

14번길 55(신정동)
150 울산흥사단 273-3011 2004.6.25.

문수 청소년

문 화 의 집

남구북부순환도로

56(무거동 )
150

한국걸스카우트

울산연맹
223-3466 2001.9.1.

동구 청소년

문 화 의 집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250

한국유네스코

울산광역시협회
251-7925 2002.2.2.

남목 청소년

문 화 의 집

동구 남목9길

13(서부동)
200 울산YMCA 234-5838 2005.9.13.

울주군 청소년

문 화 의 집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7
150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229-9430 2002.3.30.

울주군 청소년

수 련 관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345
460

수영장, 미술실,

교육실, 공연장,

연습장 등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229-9400 2009.10.8.

삼 동 배 내

청소년수련원

울주군 상북면

내리정길 75
200

강당, 야영장

생활관숙박시설

(사)삼동

청소년회
254-1037 1993.6.5.

청소년 이용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개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개소, 청

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및 그 밖의 시설로는 청소년쉼터 4개소,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1개소가 있다.

    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각종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사업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위기청소

년 24시간 긴급구조․상담․치료․학업․자활․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 체

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11만 1,734명, 상담교육 및 연수 9만 9,879명, 청소년통합

지원체계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3,441명 22,764건,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및 연

계지원 840명 12,791건,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두드림·해밀사업 1,117명,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4,695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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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황 〉
명   칭 운영단체 설 립 일 소 재 지 운 영

인 원 전 화
울 산 광 역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YWCA 1999.1. 8.

중구 학성로

76(성남동)
14 227-2000

동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
1999.7.19.

동구 남목9길

13(서부동)
6 233-5279

북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
2008.4. 1.

북구 호계로

281(호계동)
7 283-1390

남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울산기독교

사회봉사회
2011.3.1

남구 돋질로

106(달동)
5 291-1388

울 주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2013.7.1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4
6 263-1388

    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청소

년자원봉사활동의 조직적․체계적 지원,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청소

년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국내․외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8,031개 89,993명, 청소년 참여기구

인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27회 390명, 청소년들이 가진 “끼”와 “장

기”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존 사업 15회 11,800명,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26개 13,876명,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현황〉
명   칭 운영단체 설립일 소재지 운영인원 전 화

울 산 광 역 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단체

협의회
1998.7.1.

남구 대공원로

84(옥동)
9 227-0606

    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수련

시설․보호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청소년

성교육 지도자 양성,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체험관 성교육 376회 4,274명, 찾아가는 성교육 2,833회 66,817명, 교사

연수 34회 357명, 청소년문화존사업 6개부스 500명의 체험 참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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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문화센터 현황 〉
명   칭 운 영 단 체 설 립 일 소재지 운영인원 전 화

울 산 광 역 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울산기독교
사회봉사회 2008.1.24 남구 수암로

235(야음동) 5 260-1388

    라) 청소년 쉼터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선도 활동을 통해 비행․탈선을 사전예

방하고 가정과 학교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를 통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보호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보호

176명, 상담 4,883건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 조기 복귀하도록 선도하였다.

〈 청소년 쉼터 현황 〉
명   칭 운 영 단 체 소 재 지 설 립 일 전 화

울 산 광 역 시

청 소 년 쉼 터

(재)천주교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울주군 웅촌면

대복2길 18-1
1999. 5. 31 223-5186

울산남구여자

단기청소년쉼터

(사)울산광역시

기독교사회봉사회
남구 돋질로 106 2005. 11. 1 269-1388

울산광역시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사)울산광역시

기독교사회봉사회
북구 화동11길 28 2006. 7. 1 261-1388

울산남구여자

중장기청소년쉼터

(사)울산광역시

기독교사회봉사회
남구 봉월로 70번길 58 2013. 1. 1 265-1388

    마) 청소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청소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어려운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1개소에 문예행사 지원, 교재구입, 문구용품, 난방비 등

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42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

영하였다.

〈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현황 〉
학 교 명 소  재  지 학 교 장 등 록 일 전 화

청소년탈학교
배 움 터

중구 구교13길 39(반구동) 이영우 2007. 1. 8 292-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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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

19개 단체(회원수 49,872명)와 기타 청소년단체 3개가 있다. 청소년단체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수련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가)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기회 제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7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과 19개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는 무료수련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기여

하였다.

〈 주요 수련활동 현황 〉                                                                              (단위：만원,명)
프 로 그 램 명 시  기 사업비 참여인원 사 업 주 관

청소년 가족사랑 큰 잔치 2013년 5월 860 850 (사)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청 소 년 도 미 노 대 회 2013년 12월 880 180 울산 YMCA

    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축제 마련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11회 청소년 사랑 대축제와 청

소년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사랑 대축제는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비롯하여 청소년 가족가요제, 폭력예방관, 컴퓨터

프로그램 체험관, 청소년 체험부스 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운영되어 많은 볼거

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는 청소년 2,0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청소년비전박람회」로 개최하였다.

    다)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 환경정화 활동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학기간, 수능시험 직후, 연말연시에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 성매매 등 취약

지역에 민․관․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환

경감시단 운영(136회 5,090명),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사단속 활동(184회 2,709명),

비행청소년예방 선도활동(2,159회 7,294명)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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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업무계획
   1) 건강한 아동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
우리시 아동양육시설인 울산양육원은 아동의 환경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

며, 보호수준 향상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17억 9,817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

설운영비, 자립지원금 외에 심성관리비,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

인 아동그룹홈 8개소에도 3억 5,474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58개소와 드림스타트사업

에 55억 8,154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

하며, 시 자체사업으로 자립지원금, 양육보조금 등 학습보조비, 신발 및 피복비, 제

수비 등 7억 8,5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정위탁아동은 상해보험을 1인당 6만5천

원 이내로 가입해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및 발생한 학대사례에 대하여는 전문보호를 추진하

는 등 학대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

의료, 교육, 사법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

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사업기관 운영을 위해 입양비용을 지원

하고 입양가정을 위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여 국

내 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건전육성
국가 청소년정책에 맞춰『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희망찬 울산』

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청

소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의 필수역량 함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강화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권리증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와 주5일

수업 등에 따른 지역사회 학습체제 구축,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강화,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환경 및 여건조성 등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