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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지역별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Korea Welfare Programs for the Social Minority : 
Focusing on the Welfare Programs by Regions

정 의 룡*

Jung, Yuiryong*

요 약 본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마련은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별 복지 프로그램의 국내외 경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의 정책경향으로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

어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경향을 살펴보고, 방법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활용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

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경향성과 함께 국내 사례로서, 노인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인천시 사례여성

정책 사례로서 부천시 사례, 장애인을 위한 구개정책 사례로서 대전시 사례, 아동을 위한 정책 사례로서 서울 성동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지역 차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와 여러 지역 내 협력주체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사회적 약자, 지역별 프로그램,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and cases of welfare 
programs for the social minority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Community Care in the UK and Local Governance in Japan as overseas policy trends. In addition, along 
with the trend of welfare programs provided for the social minority in each region in Korea, as a domestic 
cases, case of Bucheon city as a case of gender policy, Daejeon city as a case of palate policy for the 
disabled, and Seongdong-gu, Seoul as a case of policy for children are analyzed. As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suggested that at the regional level, the demand survey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of the region and the connection with the cooperative entities in various regions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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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실제 정책 프로그램

들의 구현은 지역에서 전달되는 것임에 착안하여 ‘지역’

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경향과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해외의 경우, 영국을 기원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체계 및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경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

체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상별 복지프로그램

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내외

복지프로그램의 경향 분석

1. 사회적 약자 관련 해외정책 경향 분석

1) 사회적 약자 관련 해외정책경향

해외의 경우,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

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주목해야할 개념

으로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와 ‘로컬거커넌

스(local governance)’를 들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란 지역 차원의 공동체 내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

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도를 높이며, 대상들을 개별화,

파편화시키지 않고, 통합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사

회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념이다(김윤영·윤혜영,

2018).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저출

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이

에 대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

한 한계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민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이나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집단적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의 차원의 거버넌스로 정의되기

도 하며[1],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교류, 협의, 합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추진 체

계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

도 한다[2]. 이 두 개념은 정책 현장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는 공동체 내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어온

개념임에 반해,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커뮤

니티 케어(community care)’와 달리 지역 차원의 협력

을 보다 강조하고 그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려

는 노력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사회적 약자 관련 해외정책 경향 분석

(1)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측면에서 살

펴본 영국의 경향

고전적인 영국 커뮤니티케어는 1984년 사회보장성

(DHSS)에 의해 6가지의 목표로 정리되어 왔다. ① 병

원과 시설보다는 가능한 한 자택에 머물면서 공동체 내

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② 클라이언

트에 대해 비공식적 차원의 돌봄(informal care)와 연계

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 ③ 일상적인 생활을 유

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조할 것 ④ 육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감할 것 ⑤ 클라이언트들의

욕구(needs)에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 ⑥ 지역사회의 자

원을 통합화할 것이 그것들이다[3]. 그러나 90년대 들어

영국의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복지다원주

의, 복지혼합경제의 흐름 속에 영국의 지방분권에 기초

한 사회서비스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노후를 지내는 것

(Ageing in place)을 지향하며 커뮤니티케어는 이러한

개념과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이용자

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향상시

켜며 이용자의 선택ㆍ결정ㆍ참여로 노인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5],[6]. 영국 커뮤니티케어는 보수당 시절이였던

1990년 국민건강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법(Natia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NHSCCA)이
공표, 93년에 시행되면서 나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후, 시설서비스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공동체와 커뮤니티, 시민사회의 영역을 강조하는 토니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 흐름 에 따라 중앙정부가 집

행하던 사회보장 급여를, 보다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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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 이전을 가속화 하였다[7],[8].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의 노인을 위한 정책 경향으로서는

1940년에 설립된 전국노인복지위원회를 모태로하여 전

국 규모조직으로 설립된 조직인 Age Concern

Eastbourn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크게 무료서

비스(Free service), 예약필수서비스(Appointment-only

sessions), 유료서비스(Paid-for services)로 구분된다.

복지권리교육, 정보 및 조언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미용치료, 마사지치료, 발치료

등과 같이 치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

다. 그리고 이밖에 다양한 자료검토와 전문적인 정보제

공이 필요한 연금관련상담, 무료재정상담 등은 선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커뮤니티케어

의 한 부분인 비영리 민간사회복지에서 케어매니저먼

트, 보건ㆍ복지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등 포괄적인 서

비스가 제공 Age Concern Eastbourne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전달되고, 이러한 경험은 노인들을 위한 캠페

인,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 제ㆍ개정, 지역조직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이들 조직은 서비스제공에 있어 자원배분방식,

책임주체 등을 결정하는데 노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측면에서 살펴

본 일본의 경향

로컬거커넌스(local governance)’와 관련한 일본의

경향으로는 ‘도쿄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마을

만들기’ 를 들 수 있다[9]. 1993년에 제1차 스미다구 지

역복지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5년 단위로 지역복지계

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그간의 지역복지활

동을 대폭적으로 보완 제3차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었

다.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에서는 지역복지란, 지역주

민들이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욕구가 다양화, 복잡화

되며 공적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

간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시에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를 연계 및

협동함으로써 아동부터 노인까지 장애, 비장애인도 구

민 누구나가 자신답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6년도에 수립

된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스미다

구 지역주민의 개인적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에 거

주하는 관계자 등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 조성, 협치

(거버넌스)를 실행하는 내용 등을 주요 이념으로 다루

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① 구민이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마을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

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고, ②구민의 적극적인 지역 활동 추진, 구민 스스로의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본 이념, 목표

에 근거하여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특히, 협치(거버넌스)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안부

확인 활동 추진, 지역 내 플랫폼 조성 등 복지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구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 관련 국내정책 경향 분석

1) 사회적 약자 대상별 국내정책 경향

주요복지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과 관련한 대상별 국내정책경향을 공공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사이트[10]를 중심으로 지

자체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국내정책 경향

노인 부문의 경우, 노인건강(건강진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치아보철 등), 노인생활지원(독

거노인 가사지원, 보행지원, 식사지원, 목욕, 이ㆍ미발

지원, 보행기 지원, 보청기 지원, 장수수당 등), 노인의

적극적 활동지원(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사회활동지원,

봉사활동 지원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바우처를 활용한 노인복지사업, 노인일자리

사업확충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대도

시들이 복지로 싸이트 상의 지자체 중심으로 제공되는

노인복지 서비스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일

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 관련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중앙부처와

시민단체 또는 민간 차원에서 지역내 수요의 상당한 부

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중 노인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성을 아래에 제시된 표 1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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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소득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료, 치아보철 지원 등과 같이 노인에 대한 의료비를 지

원하는 경향이다. 인간의 생애주기 상 노인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위험과 필요는 단연 건강과 관

련된 부문이며, 노후에 가장 높은 지줄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의료비 부문인 것을 볼 때 이는 노인의 삶

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기본

적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독거노인 지원, 저소득 노인 식사지원, 방문돌

봄 지원 등의 경향이다. 이는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생활 상의 지원인 동시에 그 운용 정도에 따라 심리적

고독감, 소외감 등에 대한 대응적 차원의 프로그램 경

향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사회활동지원, 봉사활동

지원 등과 같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살펴본 두 경

향들에 비해 노인의 자아실현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의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넷째, 바우처를 활용한 노인복지사업과 같이 노인들

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 경향도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소비적 차원에서 노인이 문화적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공유된 가치’로서의 문화에 대한 소통과 접근도 또한

제고시킴으로서 세대간 갈등 완화와 사회통합에도 기

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표 1. 지역별 노인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1. Social Welfare Programs for Old Age by
Region

지역 지자체 차원의 노인부문 복지서비스

서울
저소득노인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독거노인 지원, 저소득노인보행지원,
노인봉사활동지원

부산
저소득노인건강보험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저소득노인식사지원, 독거노인지원,

노인의치보철지원

대구
노인지역봉사지원, 저소득노인식사지원,
노인의치보철지원, 노인치아건강지원

인천
저소득노인식사지원, 독거노인식사 및
방문돌봄지원, 노인틀니비용지원

광주 노인급식지원, 독거노인지원, 결식우려노인지원

대전
저소득노인건강증진(음료, 목욕),

독거노인방문지원

울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지원

세종 노인급식지원, 노인대학운영, 노인사회활동지원

경기

독거노인건강지원(음료),
노인사회활동확대사업(노인일자리),
노인복지바우처(목욕)사업,

장수노인지원(장수수당),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지원, 노인생활안정, 노인활동경진대회,
저소득난청노인보청기, 안경구입, 무료틀니

강원

지소득노인건강보험지원, 무료급식,
시장형노인일자리, 독거노인쉼터,
요보호노인구호, 급식지원,

노인공동주거생활지원, 독거노인통신비지원,
저소득노인안질환무료시술, 의치보철지원

충북

재활용품수집노인안정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지원,독거노인건강지원,의치보철지원,노인봉사대
운영,장수노인수당,건강보험및장기요양보험지원,
보행기지원,목욕비지원,홀로노인돌보미,

충남
독거노인지원,일자리지원사업,건강보험및장기요
양보험지원,노인봉사활동지원,구강건강보건사업

지원,목욕및이발,미용비지원,

전북

저소득노인식사지원, 독거노인가사교육,
독거노인목욕비지원, 노인용품공급지원,
이발미용비 지원, 노인일거리지원,

노인봉사활동지원, 저소득노인의치지원

전남
독거노인지원,목욕및이발미용비지원,사회활동지
원,건강보험및장기요양보험지원,장수수당지원,백
내장수술지원,일거리사업지원,보행기지원,

경북
노인의치지원,독거노인안전점검,독거노인기초용
품지원,독거노인안전폰지원,목욕및이발미용비지

원,활동보조기지원,

경남

독거노인지원,저소득노인식사지원,노인일자리,독
거노인공동주거시설운영,독거노인돌보미활동지
원,건강진단지원,국민건강보험및장기요양보험지

원,

제주
저소득노인생활안정, 고용촉진, 건강진단,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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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에 대한 국내정책 경향

여성 부문의 경우, 다문화 및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저소득여성 생활지원, 여성능력개발, 바우처 등을

활용한 여성 소비 및 문화할동 지원,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및 여성결혼이민

자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에게서 여성 부문

정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프로그램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지방행정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에 따른 고유사무보다는 국가나 상급자치단체

로부터 위임받는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

다. 한편, 다문화 및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외에

나타나고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로는 여성취창업지

원, 여성능력개발지원, 여성기업 육성, 여성농업인 바우

처 지원,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이 상대적

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상

대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의 억량을 성

장시키거나, 경제활동에 참가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자립

할 수 있는 취업 또는 창업 지원 부문의 기회를 확대하

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

우, 여성취창업, 여성 능력개발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

으며, 충북의 경우는 여성인턴제를 지원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여성일자리 지원,

전남의 경우, 여성기업 육성, 경북의 경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

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농업

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문화, 소비 욕구 충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우처를 활용한 여성 농업인 복지카드 프

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는 경향도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앞에서 노인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대도시들이 복

지로 싸이트 상의 지자체 중심으로 제공되는 여성복지

서비스가 매우 단순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일부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해당 지역에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중앙부처와 시민단체

또는 민간 차원에서 지역내 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제공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지원 중 여성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아래

에 제시된 표 2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과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이

지자체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문화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과도 연계되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생활용품지원, 가사노동

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경향은 여성의 생애주기상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생활 상의 욕구(필요물품의 획득, 가사

노동의 경감 등)를 충족시키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농림어업 등이 주요산업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산업특성, 그리고 일ㆍ

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문화, 스포츠, 여가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

행복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여성의 역량 증진과 취창업지원, 여성기업 육

성 등과 같이 여성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속에서

여성취업 및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대상자를 복지의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켜 보다 생산적인 복

지를 구현하고 대상자와 대상자가 속한 사회의 생산성

을 제고시키려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경향과도

연계되는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지자체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급적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제공

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보완적으

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폭력 등에 대한 구호 및 피해여성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경향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안전, 보호, 더 나가서는 위험예방의 성격도 아울러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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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에 대한 국내정책 경향

장애인 부문의 경우, 지자체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대부분의 지방자

치단제들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운송수단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로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활영역과 관련

하여 유료방송 및 통신료 지원, 주거개선 프로그램, 복

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사회적 진출을 돕는 소식지

지원, 교육훈련 및 일자리 지원, 기타 실종예방과 관련

한 감지기 지원 등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에 대한 의료비(인공달팽이관, 신장장애투석지원 포함)

지원과 운송지원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부문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와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운송지원의 경우, 장애인의 제약된 행

동반경과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본적인 관계와

소통의 욕구 충족은 물론 보다 확장된 사회적 활동과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으로까지 화장이 가능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들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는 각종 소비활

동 등을 포함한 생활안정 지원, 심리지원, 인식개선활동

지원, 주거개선프로그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훈련 지원,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들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 성

격을 갖는다. 지역별로 주목할만한 점들을 살펴보면, 서

울의 경우, 강동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의 취지로서 점자소식지 발간, 화상전화운영, 수화

교실, 인식개선캠페인, 이동기기수리비 지원, 재활스포

츠교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담고 있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장애

인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보조 지원은 물론 의료비(신장

장애투석) 지원, 무료순환버스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약

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있으며, 재활활동을 돕는 서

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기지원, 응급알림 및 통신장비에 대한 통신비 지원, 근

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

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중 장애인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아래에 제시된 표 3을 중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활동보조 지원과 각종 의료비 지원과

같이 신체적 장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는 성

격의 지원이다.

둘째, 장애인 전동보장구 유지관리, 장애인들에 대한

운송지원 등을 통해 제약된 활동반경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기들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이다.

셋째,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각종 복지용품구입을 지원하고, 정보취득

과 관련한 각종 통신 방송시청과 관련한 비용지원이다.

넷째, 자칫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각종 심리지원, 인식

개선캠페인, 소식지 발간배부 등 사회적인 연결과 소통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역량 증진과 취업지원, 자립할 수

표 2. 지역별 여성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2. Social Welfare Programs for Gender by Region
지역 지자체 차원의 여성부문 복지서비스

서울
여성능력개발, 저소득여성청소년생활용품지원,

여성취창업지원

대구 여성폭력예방활동지원

인천 다문화가족지원

광주 다문화가족지원, 여성전문동아리 육성 및 지원

대전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울산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세종 다문화가족정착지원

경기
저소득층 성인여성 생활용품지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 다문화가족지원

강원
여성폭력여성구호및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다문화및

여성결혼이민,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충북
여성인턴제(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장애인가사도우미, 다문화
가정지원 및 여성결혼 이민

충남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가임기여성, 다문화가정 및

여성결혼이민,중증장애인여성육아보조,
어르신여성일자리,저소득여성생활용품지원

전북
다문화가정지원, 여성농업인카드지원,

재가여성장애인CCTV

전남
다문화 및 여성결혼이민, 여성기업육성,

여성농업행복바우처

경북
다문화 및 여성결혼이민, 여성농업행복바우처,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경남
다문화 및 여성결혼이민, 긴급피난여성,

가임기여성지원

제주 출산여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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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작업장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이 장애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속에서 장애인 취업 및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또한 대상자를 복지의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켜 보다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 대상

자와 대상자가 속한 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근

로연계복지(workfare)의 경향과도 연계되는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앞에서 살펴본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스스로

가 독자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가급적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자

신들의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에 대한 국내정책 경향

아동 부문의 경우, 지역 전반에 걸쳐 저소득 아동이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 및 보육,

보호 지원, 아동급식지원, 탈시설자립지원, 학습지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육, 보호 지원은 아

표 3. 지역별 장애인 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3 Soiclal Welfare Programs for the Handicapped by
Region

지역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부문 복지서비스

서울

강동구복지서비스증진(점자소식지발간 및 배부,
화상전화기운영, 수화교실운영, 생애주기 맞춤형
부모교육, 인식개선캠페인, 이동기기수리비지원,
재활승마교실운영, 재활스포츠교실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료급식운영, 일자리 박람회,
활동지원,출산지원, 보장구 클린센터,
장애인신문보급, 일자리정보제공,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도서녹음사업운영,
일자리확충사업,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부산
특별운송차량지원, 탈시설자립정착금지원, 출산및
영아양육지원, 복지용품구입지원, 재활수당,

활동지원 추가서비스

대구
보조기구 수리지원, 통합복지카드발습수수료지원,
활동지원추가지원,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맞춤주택리모델링, 탈시설장애인정착금지원,

인천

일자리지원, 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
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보장구수리 및
용변처리용품지원, 탈시설정착지원,

재활신문정보보급, 증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광주
출산지원금지원, 차량무상점검 및 수리서비스사업,
주택개보수, 생활지원금, 자동차표지관리, 활동지원,
달팽이관수술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지원,

대전

신문구독지원, 점자소식지지원, 표지 및
점자스티커 제작지원, 자동차표지제작지원,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습수수료지원,

가사도우미지원, 출산지원, 특별운송사업,
활동지원, 보장구수리용품지원, 유료방송요금지원

울산

중증발당장애인주간보호, 가사도우미, 출산지원금,
특별운송지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전등리모콘구입지원, 활동보조추가지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세종
생활안정추가지원(월장애수당, 월세거주주거비,

중증장애인월동비지원),
의료재활지원(케어제품구입지원), 활동보조

경기

인공달팽이관재활치료지원,출산지원,가정산후도우
미,보장구수리비용지원,일자리사업지원,식사배달사
업지지원,운전면허취득지원,일시보호비지원(위기시
유기가출등),자립작업장운영,통합복지카드발습수수
료지원,활동보조,특장차량,심리지원,수도요금감면,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냉난방비지원,장애인거주시
설탈시설정착금지원,급식소운영,보장구수리센터,이
동목욕차량,정보화교육지원,장애인정도심사비지원,
신문보내기,이사비지원,주거환경개선,자녀학습비지

원,택시요금할인카드,직업전환사업,

강원

근로장애인 생산장려금 지원, 활동보조지원,
소리신문 구독지원,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보장구
수리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무료순환버스
운영, 위치추적기지원, 재활서비스 지원,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응급알림 및 통신장비
통신비 지원

충북

활동지원서비스,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장애아동수영캠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 검사비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지원,

이동장비수리지원, 가스자동차단기지원, 급식지원,
자립홈지원

충남

보장구안전보호기설치 지원, 출산지원금,
합동결혼식 지원, 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월세주거지원,

장애인복지카드, 홈배달서비스, 각종수당 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자산형성지원, 교통비 지원

전북

출산지원금지원,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용목용탕
운용, 활동지원제도, 주거지 cctv설치지원,

장애인신문보급, 시각장애인 음성안내방송서비스
지원

전남

출산지원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수술비 지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재활지원, 활동지원,
고용촉진, 중증장애인가정방문 이미용서비스

경북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복지택시운영지원, 점자교육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재가장애인반찬지원,

인터넷사용료지원, 통화료지원,
지적장애인평생교육 및 부모자질 함양교육

경남
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 활동보조인파견,
지적장애인 실종예방배회감지기(GPS)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출산지원금,

제주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의료비지원, 교통비 및
영상전화사용료지원, 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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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사회에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기

본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색 있게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는 부산 지역 모라 3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복지, 보육 건강 증진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아동꿈누리 사업, 서울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이웃주민들이 돌봄공동체를 결성하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과 보호 외에 아동들의 정서함양, 일상생

활에서의 문화활동 지원,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도 시행

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동청소년체험학습 카드, 저

소득층 아동 학습지 무료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아동들에 대한 학습능력

및 교육기회 제공, 정서함양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

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동급식지원, 요보호아동지원,

학대아동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등과 같이 아동에 대

한 안전 및 보호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

한 바탕 하에서 아동학습지지원, 저소득층 어린이집 입

학준비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지원 중 아동 부문 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아래에

제시된 표 4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양육 및 보육 지원과 요보호아동지

원, 학대아동 지원 등과 같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경향성이다.

둘째, 아동에 대한 급식, 도서, 교복, 학용품, 교통, 의

약품, 문화활동 등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비활동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경향성이다.

셋째, 아동들의 정서함양, 교육 및 학습지원 등 사회

적 관계 속에서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의 심리, 사회적 역량제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향

성이다.

넷째, 지역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은 외형

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

서는 지자체 일방의 지원보다는 해당 지역 내에 다양한

주체들과의 긴밀한 연계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을

하는 경향성이다.

표 4 지역별 아동 부문 지원 서비스
Table 4 Social Welfare Programs for Child by Region
지역 지자체 차원의 아동 부문 복지서비스

서울

아동청소년체험학습카드지원,입양아동가족지원,저
소득층아동학습지무료지원,아동청소년급식지원,가
정위탁아동지원,정부미지원시설이용보육료차액지원,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지원,셋째이후아동상해
보험지원, 성동구 아이꿈누리터(돌봄공동체)

부산

위탁아동자립정착금지원,위탁아동양육수당지원,모
라3동아동꿈누리사업운영(복지,보육,건강증진분야의
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및사례관리),소년소녀가정및
가정위탁아동에대한수학여행비및격려금지원,

대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인천
학대피해아동심리치료비지원,소년소녀가정및위탁아
동양육비,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용부담보육료지원,

광주
가정위탁양육지원,소년소녀가정및위탁아동자립적립

금지원,아동급식지원

대전
저소득층아동입소료및현장학습지지원,정부미지원시

설이용아동차액보육료지원,

울산
요보호아동피복구입지지원,아동급식지원,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지원,소년소녀가정및위탁아동문화활

동지원(문화상품권),아동급식비지원,

세종 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

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요보호아동긴급 보호비,
저소득층 해외봉사활동지원,

탈시설아동주거안정비지원,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아동수당플러스지원사업,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급식지원, 저소득층가정 역사바로알기,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지원,
능력개발비(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아동입학준비금지원,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수당,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강원

아동급식지원, 요보호아동지원,
발달장애아동지원(재활치료 지원), 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기미아 학대아동지원,

다문화가정아동학습지지원,
탈시설아동자립정착금지원,

저소득층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
국내입양아동가족지원

충북

아동급식지원, 아동간식지원,
결함가정아동보호(정신병리, 사회병리, 한부모 등
가구아동에 대한급식비, 도서비,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셋째자녀 이상아동 양육비 지원

충남
위탁보호아동양육보조금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학
습능력및교육기회제공,생활안정지원,정서함양지원,

위탁종결아동자립정착금지원,

전북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생활안정지원,

아동급식지원

전남

가정위탁, 결식아동및 시설아동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진학자금, 명절제수비, 위로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아동급식지원, 위탁종결
아동자립정착금, 아동학습바우처 지원,
생활용품지원, 생계 및 정서적 지원

경북
저소득아동지원, 심리_정서치료프로그램운영,
아동지원사업(소션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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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사례분석

1. 노인을 위한 국내정책 사례 분석: 인천시 사례

인천시는 ‘효드림 복지카드’ 운영을 통해 만75세 이

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만2000명에게 연 1

회 8만원을 효드림카드(인천e음카드)로 지급해 건강이

나 여가, 위생, 전통문화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문화 확산을 표방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반적인 경향

상 노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해당된

다. 이러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 운영 사례는 노

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 지원을 위한

카드 활용의 성격 외에도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카드 사용에 따른 노인 존중 등 인식적 차원의 여러 효

과들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사

례로서도 주목할만하다. 인천시의 경우, ‘고령사회대응

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책연구로서의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고령친화환경 조성, 노인

의 지역사회 인식 연구 등 고령사회분야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인천시의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50세 이상의

예비노인세대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제2경력개발교육,

생애 영역별 미래설계상담, 사회공헌일자리 발굴 및 연

계, 소모임 지원 등 고령사회를 대비 선제적 지원사업

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노인인력

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거시적인 집행기

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2019년 8월말 전년대비 8,000명

이 늘어난(23% 증가) 4만200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

를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

터’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능강화와 관련

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기관 사업수행 컨설팅, 종

사자 역량강화 교육,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 수

행기관 사업수행 기능을 향상시켰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및 수행기관들을 대폭 확충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사례는 ‘고령사회대

응센터’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같은 기관들의 집행 및

인프라 강화 활동이 잘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여성을 위한 국내정책 사례 분석: 부천시 사례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

는 첫째 자녀가 만 12세 이하로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인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쌈닭 프로젝

트’는 마을에서부터 이웃이 함께 모여 가정폭력 등 위

기에 처한 이웃을 지키는 것을 콘셉으로 하고 있다. 전

반적인 경향으로는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쌈닭 프로젝트’는 여

성폭력에 대한 구호 및 안전예방 프로그램이다. 부천시

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과 연계가 촘촘한 효과적인 운영을 하

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과 시스템이 주목할 만하다.

부천시는 보통 광역규모의 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여

성정책실’을 시 단위에서 운용하여 관련 행정역량을 보

다 강하게 집중시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하고, 다양한 협력 주체와의 연계작업, 이에 대한 전반

적인 평가작업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서 ‘부천 여

성·청소년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재단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업무를 크게 정책개발과

연대사업으로 유형화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워킹맘 가

사지원 서비스’도 막연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재단을

활용한 체계적인 ‘워킹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정

책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다. 즉, 재단의 실태조사 단계

에서 부천시의 시설별 실태와 관할 주민들의 수요를 모

두 고려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주체들인 지

역 시민단체, 지역활동가, 지역 내 사회적 기업들과의

연계도 타진해 나갔고, 이것이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서

반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는 라이프매직 캐어 협동조합, 부천 YWCA 돌봄

과 살림협동조합, 희망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협약들을 토대로 ‘워킹맘

경남
가정위탁아동양육비지원,아동긴급구호비지원,셋째
이후아동보육료지원,소년소녀가정월동연료비,아동

급식지원,

제주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양육시설입소아동 간병비지원,
저소득아동보호지원, 아동급식지원,

한부모가족자립지원,
가정위탁아동대학입학준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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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력과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가고 있다.

3. 장애인을 위한 국내정책 사례 분석: 대전시 사례

대전시에서는 관내 등록된 여성 장애인(30,002)명을

대상으로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확대를 위하여 여성 장애인 지원센

터 운영 등의 권익보호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기타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들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지

원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장애인 지원

센터에서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자조

모임 활성화,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여성 자린셉터 등을 통해서는 평생교

육지원의 일환으로서 비즈공예, 아트교실, 각종 체험교

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여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바리스타, 요리교실, 컴퓨터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자립센터를 통한 역량교육 참여자는 연간 8,570명에 이

르렀으며, 이러한 교육들을 토대로 그 성과는 대상자들

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등으로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4. 아동을 위한 국내정책 사례 분석: 성동구 사례

서울 성동구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

안전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돌봄을 확대하

기 위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지난 해

6월 공모로 9개 시행 지방자치단체(서울 구로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대선 서구, 경기 시

흥시, 경기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중 하나

로 선정되었다. 성동구에서는 아파트단지, 작은 도서관

등을 활용해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를 설치해 운

영하고 있다.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꿈누리터’

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 행복 돌봄터 성동’을

목표로 돌봄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돌

봄을 책임지는 성동구만의 특화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성동구는 먼저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방과후 초

등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정조직 상으로는 초등돌봄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지

역 관할 내 거버넌스의 협치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초등돌봄 서포터즈’ 양

성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온라인 정보시스템 지원으

로서 ‘초등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등 초등돌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초등돌봄 서포터즈’의 경우,

초등돌봄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관련

교육 이수(30시간) 후 지역 내 초등돌봄 기관에서 직접

기획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중심 돌봄 공동

체로, 30명이 위촉돼 돌봄기관 등에서 놀이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돌봄 포털시스템’의 경우, 성동

구 관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모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기반을 구축하였

다. 이러한 협력 및 지원 시스템 하에서 성동구는 아이

들의 눈높이에 맞는 초등돌봄공간 조성을 위해 성동형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터’를 운영하였다. 성동구에

서는 ‘아이꿈누리터’의 콘텐츠과 콘셉을 놀이와 쉼, 배

움이 어우러진 돌봄센터를 지향하였으며, 구체적인 수

혜대상과 운영시간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6학년 초

등학생들을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련 돌봄 서비

스를 시행하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제까지 분석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

련한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사회적 약자

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논의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부문의 경우, 2020년 인천시에서 추진되

고 있는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서는 만 75세 이

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들(3만 2천

명)에게 연간 1회 8만원의 지원금액을 ‘효드림’카드로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의 여가, 위생, 전통문화 등과

관련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재해지원금 혜택과 유사, 중복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재해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혜택이며, ‘효드림 복지카드’는 노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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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사

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효드림카드’는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이를 추진

하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

요 및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서비스들에 대

한 맞춤형 설계에 따라 관련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참고사항

이 될 것이다.

둘째, 여성 부문의 경우, 부천시의 사례와 같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정

책실을 운영하여 보다 강화된 행정추진체계를 바탕으

로 지역 상황과 실태에 걸맞는 정책을 사업으로 추진하

여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들로 앞에

서도 제시한 바 있던 직장 여성들의 돌봄서비스를 지원

하는 ‘워킹맘 가사지원 서비스’, 해당 지역에서 이웃 공

동체들이 합심하여 가정폭력 등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지키는 “쌈닭프로젝트”들은 여성정책실을 중심으로 운

용된 해당 지역의 지자체, 지역주민 및 중간에서 지역

실태조사와 협의체 구성, 관련 활동가 양성, 여러 협력

단체들과의 협업을 추진한 부천여성청소년 재단과 같

은 공공재단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실

있는 행정추진체계와 실태조사 그리고 다양한 협력주

체와의 연계 활성화가 매우 효과적인 정책프로그램 운

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장애인 부문의 경우, 앞에서 제시된 사례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된 장애인복지사업이 구조적으로 나날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

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

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중앙 장애인

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

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도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

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약한 부분

을 보완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강

화하는 방향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 부문의 지원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

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과 내실 있는 컨텐

츠 강화가 필요하다. 성동구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놀

이와 쉼, 배움이 어우러진 돌봄센터’라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

역 주민들의 협력과 조직화, 체계적인 정보지원시스템

을 가미했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로 ‘초등돌봄 서포터

즈’를 구성하고, 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

의 사전교육도 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조직화는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었

다. 아울러 정보지원시스템으로서 ‘초등돌봄 포털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정보들을 결집시키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의 연계가능성도 제

고시켰다. 또한 그 운용에 있어서도 저녁 8시까지 운용

이라는 실제적 필요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시장에서 관련 보육시스템이 운용될 경우, 해당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에 관련 서비스가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성동구의 경우, 관할 주민들의 자

발적인 협력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운용시간 또한 확보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

2.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프로

그램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론적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와 ‘로컬 거버넌스’ 관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

내 각 지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성공사례

들에서는 나름의 개별적인 특성들도 있었지만 공통적

으로는 지역 공동체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체적인

지방재정 및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부분은 향

후 더욱 그 중요해 질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일구었음에도 ‘작은 복지국가’라고 불리우

는데[11], 지역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이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사점은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탈

피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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