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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지역 균형발 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등 역  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의 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많은 복지사업

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민‧  복지 력기구의 구성,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복지 달체계의 효율  개편과 복지분야의 통합 산망 구

축도 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 지만 지역사회 심의 사회복지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능동 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획  추진 역량은 여 히 미흡하다는 

지 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최 수 에서 고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증 시키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많은 업무가 지방이양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기  지자체의 재정한계로 서비스 확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

과에 을 둔 사업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건복

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기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복지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2006~2008년 기간에는 기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매년 복지정책을 

직  평가하 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평가 업무 조정으로 행정안 부의 시도 합

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 부의 16개 시도 합동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2006~2008년



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  지방자치단체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본 컨설  보고

서는 복지정책의 사후평가에 머물지 않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복지수 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기 함이다. 특히, 컨설  

필요 지자체의 평가결과 심층 분석과 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은 평가의 진정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단된다. 

본 연구는 당 원의 김승권 선임연구 원의 책임으로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컨설  상 지자체에 한 장 간담회에 참여한 사회복지계의 학자,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기   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발 에 기여하고, 궁

극 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 한다. 

2010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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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현황

⧠인구특성

○ 여주군의 2008년 말 인구수는 109,432명(외국인 포함)이며, 성별 구성비는 

남성 50.74%, 여성 49.26%임.

－가구수는 41,957가구, 평균가구원수는 2.60명임.

○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체의 69.35%, 유년인구는 16.78%, 노년인구는 

13.87%로 나타남. 

－유년부양비는 24.19%, 노년부양비는 20.00%로 총부양비는 44.19%이며, 

노년화지수는 82.66%임. 

○ 기 생활수 자는 4,044명, 등록장애인은 5,750명, 다문화가족은 250가구임.

⧠복지조직  시설

○ 여주군의 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리, 서비스연계, 노인복지, 자활고

용,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생분야로 분류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

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하여 총 32명 인력이 업무를 담당함.

○ 복지시설은 총 114개소로 생활시설은 26개소, 이용시설은 88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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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 체  역별 수

○ 여주군의 복지정책 체 평가 수는 2977  만 에 1861.63 으로 100  환

산시 62.53 임.

○ 이는 체 평가 수를 100  환산한 국 평균 67.73 보다 5.20  낮음. 

－ 국 최고 수 78.68 보다 16.15  낮은 반면, 국 최 수 57.93 보

다는 4.61  높음.

○ 이는 체 평가 수를 100  환산한 해당그룹 평균 68.03 보다 5.50  낮음.

－해당그룹 최고 수 78.68 보다 16.15  낮은 반면, 해당그룹 최 수인

62.32 보다 0.22  높음.

⧠여주군의 역별 수를 국  해당그룹의 평균과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국 평균과 역별 수를 비교하면, ｢자활｣과 ｢의료 여｣ 역은 높았으며 

그 외의 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은 국 평

균과 큰 격차로 낮음.

○ 각 역별 평가 수를 해당그룹 평균과 비교하면,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의료 여｣ 역들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역은 모두 낮게 나

타남.

－ 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이 큰 차이로 낮은 수를 보임.

⧠각 역의 지표 수

○ 복지총  역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 임.

○ 노인복지 역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 리 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국 평균보다 낮으며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100 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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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역으로 평가됨.

○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기반의 성｣은 국 

평균보다 높으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낮은 수 으로 평가됨.

○ 보육 역의 ｢보육서비스 확  실 ｣은 국 평균에 비해 낮음.

○ 장애인복지 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장애인복지 서

비스 수혜율｣은 국 평균보다 낮은 수 이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국 평균보다 높은 수 임. 

○ 지역사회서비스 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성｣ 모두 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기 생활보장 역의 ｢기 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와 ｢기 생활보장 업무

의 성｣은 모두 국 평균보다 낮음.

○ 자활 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 여 역의 ｢의료 여 리의 성｣은 국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 반 으로 여주군은 복지증진을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환경의 많은 제한 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한 열정이 매우 큼.

○ 그 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 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평가 기 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는 개선된 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 방안에 완벽히 반 되지는 않

은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 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속 으로 심을 가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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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 복지정책 평가 수가 낮은 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역의 복지수

의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은 국 평균보다 크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역에 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 ｢의료 여｣

는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수를 보여 이를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우선 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좋은 평가결과와 지역

사회복지의 증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노인복지는 ｢독거노인생활 리사 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가 특히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가 특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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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인구특성

  1. 인구 및 가구현황

⧠여주군의 2008년 말 인구수는 109,432명(외국인 포함)으로 국 인구의 0.23%, 

경기도 인구의 0.97%를 차지함.

○ 성별 구성비는 남성 50.74%, 여성 49.26%로 남성이 약 1.48% 많음.

○ 외국인은 2,077명으로 여주군 체 인구의 1.90%이며, 국 외국인의 

0.87%, 경기도 외국인의 2.79%를 차지함.

〈표 1-1〉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국적3)

계 남 여 계 한국인 외국인

전국1) 48,606,787 24,415,883 24,190,904 47,278,951 47,041,434 237,517
경기도1) 11,247,899 5,693,947 5,553,952 10,415,399 10,341,006 74,393
여주군2) 109,432 55,523 53,909 109,432 107,355 2,077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여주군 내부자료, 2009;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여주군의 총 가구수는 41,957가구로 국 가구의 0.26%, 경기도 가구의 0.01% 

수 임.

○ 여주군의 평균 가구원수는 2.60명으로 국의 평균 가구원수(2.92명)와 경기

도의 평균 가구원수(3.07명)보다 다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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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인구수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전국1) 48,606,787 16,673,162 2.92
경기도1) 11,247,899 3,663,101 3.07
여주군2) 109,432 41,957 2.60

  주: 평균 가구원수=총 인구수/가구수.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여주군 내부자료, 2009.

  2. 인구구조

⧠여주군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로 나타남.  

○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체의 69.35%이

며, 유년인구는 16.78%, 노년인구는 13.87%로 나타남.  

－이를 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여주군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은 국 평균보다 2.93%pt, 유년인구는 0.62%pt 낮은 반면, 노년인구비율

은 국 평균보다 3.55%pt 높게 나타남. 

－경기도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와 비교하면, 여주군은 경기도 평균보다 생산가

능인구 3.21%pt, 유년인구 2.61%pt 낮은 반면, 노년인구는 5.83%pt 높음.

〈표 1-3〉 연령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국1) 48,606,787 8,458,098 35,132,663 5,016,026
경기도1) 11,247,899 2,181,493 8,162,011 904,395
여주군2) 107,355 18,014 74,450 14,891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여주군 내부자료, 2009.

⧠여주군의 총부양비는 국 평균(38.35%)보다 높은 44.19%이며, 이는 경기도의 평

균(37.81%)보다 6.38%pt 높음.

○ 유년부양비는 24.19%로 국 평균(24.07%)보다 0.12%pt 높으나 경기도

(26.78%)보다는 2.59%pt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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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부양비는 20.00%로 국 평균의 14.28%, 경기도의 11.08%보다 각각 

5.72%pt, 8.92%pt 높음.

⧠노년화지수는 82.66%로 국 평균(59.30%)보다 23.36%pt, 경기도(41.46%)보다 

41.20%pt 높음.

○ 이는 타 지역보다 여주군에 노년층이 많으며 노인부양부담이 자녀부양부담 보

다 훨씬 큼을 나타내는 것임.

〈표 1-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단위: %)

구분
부양비

노년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전국1) 24.07 14.28 38.35 59.30
경기도1) 26.73 11.08 37.81 41.46
여주군2) 24.19 20.00 44.19 82.66

  주: 유년부양비=유년층(0~14세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인부양비=노년층(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층(65세 이상 인구)/유년층(0~14세 인구)×100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여주군 내부자료, 2009.

⧠여주군의 기 생활수 자는 4,044명, 등록장애인은 5,750명, 다문화가족은 250가

구임.

○ 여주군의 기 생활수 자는 국 기 생활수 자의 0.26%, 경기도 기 생활

수 자의 1.95%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은 국 등록장애인의 0.27%, 경기도 등록장애인의 1.41%를 차지함.

○ 다문화가족은 국 다문화가족의 0.19%,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0.7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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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대상별 인구

(단위: 명, 가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수 다문화가족수

전국1) 1,529,939 2,104,889 131,702
경기도1) 207,821 407,247 32,086
여주군2) 4,044 5,750 250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07;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여주군 내부자료, 2009.

제2절  복지조직 및 시설

  1. 복지조직

⧠여주군의 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리, 서비스연계, 노인복지, 자활고용,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생분야로 분류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지원과장을 포함하여 총 32명 인력이 업무를 담당함.

－세부 으로 각 공무원은 복지기획, 이재민, 노인이동돌 서비스, 통합조사, 

국민기 , 의료 여, 서비스연계, 민생안 , 자원 사/이웃돕기, 자활고용, 

희망근로/공공근로 일자리센터, 음식문화개선, 생지도, 식품 생업소/시설

조사,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여성모부자, 보육, 아

동/청소년 등의 업무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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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주군 내부자료, 2010.

  2. 복지시설

⧠여주군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114개소로 생활시설은 26개소, 이용시설은 88개소임. 

○ 시설 이용률은 생활시설 70.27%로 비교  높은 이용률을 보임. 

〈표 1-6〉 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생활시설 26 1,204 846
이용시설 88 - 14,746

자료: 여주군 내부자료, 2010.

⧠복지시설별 시설수는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  1개소, 실비요양원 8개소, 양로시설 11개소, 재가

시설 11개소로 구성됨.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

소로 구성됨

○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 법인 2개소, 법인 외 부설 2개소, 개인 42개소, 가

정 15개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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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개소, 주간보호시설 1개소로 구성됨.

○ 종합사회복지 , 소득층복지시설은 미설치된 것으로 악됨.

〈표 1-7〉 복지시설 구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시설구분

종합사회복지기관 - - - -
노인복지시설 31 1,997 1,472 노인복지관(1), 실비요양원(8), 양로시설(11), 재가시설(11)
아동복지시설 17 524 394 아동양육시설(3), 공동생활가정(2), 지역아동센터(12)
보육시설 62 3,364 2,613 국공립(1), 법인(2), 법인 외 부설(2), 개인(42), 가정(15)
장애인복지시설 3 215 203 생활시설(2), 주간보호시설(1)
저소득층복지시설 - - - -
기타 1 - 10,910 자원봉사센터(1)

자료: 여주군 내부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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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여주군의 복지정책 체 평가 수는 2977  만 에 1861.63 으로 100  환산시 

62.53 임.

○ 이는 체 평가 수를 100  환산한 국 평균 67.73 보다 5.20  낮음. 

－ 국 최고 수 78.68 보다 16.15  낮은 반면, 국 최 수 57.93 보

다는 4.61  높음.

○ 이는 체 평가 수를 100  환산한 해당그룹 평균 68.03 보다 5.50  낮음.

－해당그룹 최고 수 78.68 보다 16.15  낮은 반면, 해당그룹 최 수인

62.32 보다 0.22  높음.

⧠여주군의 역별 수를 국  해당그룹의 평균과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국 평균과 역별 수를 비교하면, ｢자활｣과 ｢의료 여｣ 역은 높았으며 

그 외의 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은 국 평

균과 큰 격차로 낮음.

○ 각 역별 평가 수를 해당그룹 평균과 비교하면,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

의료 여｣ 역들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이 큰 차이로 낮은 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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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국, 해당그룹, 여주군 영역별 점수

(단위: 점)

영역(만점)
전국 해당그룹

여주군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복지총괄(246점) 226.32 176.92 132.84 189.42 168.20 142.68 172.20
노인복지(406점) 406.00 284.13 162.40 406.00 309.93 223.45 242.20
아동‧청소년(359점) 281.15 211.95 152.90 231.02 199.24 164.36 207.92
보육(211점) 198.34 138.72 90.73 185.68 140.18 90.73 122.38
장애인(545점) 460.54 355.10 227.06 443.76 364.93 306.40 340.06
지역사회서비스(380점) 344.11 247.05 161.92 277.97 234.28 198.97 199.04
기초생활보장(563점) 505.04 413.18 334.49 480.20 412.51 369.26 385.82
자활(122점) 122.00 87.00 48.80 117.12 87.23 48.80 89.06
의료급여(145점) 131.95 102.23 71.05 131.95 108.84 79.75 102.95
계(2977점 만점) 2342.27 2016.29 1724.46 2342.27 2025.33 1855.21 1861.63

주: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이며, 평가점수 총점은 2,977점임.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여주군의 각 역별 지표 수 결과를 100  환산한 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총  역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 임.

○ 노인복지 역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 리 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는 국 평균보다 낮으며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100 을 받

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역으로 평가됨.

○ 아동‧청소년 역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기반의 성｣은 국 

평균보다 높으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낮은 수 으로 평가됨.

○ 보육 역의 ｢보육서비스 확  실 ｣은 국 평균에 비해 낮음.

○ 장애인복지 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장애인복지 서

비스 수혜율｣은 국 평균보다 낮은 수 이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국 평균보다 높은 수 임. 

○ 지역사회서비스 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성｣ 모두 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기 생활보장 역의 ｢기 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와 ｢기 생활보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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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은 모두 국 평균보다 낮음.

○ 자활 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 여 역의 ｢의료 여 리의 성｣은 국 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명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복지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100 71.92 70

노인복지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100 64.31 40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100 76.98 4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100 68.19 100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100 64.66 69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100 53.00 46

보육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100 65.75 58

장애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56.32 46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7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100 66.96 68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62.41 40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100 61.56 48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 100 71.24 70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00 67.49 67

자활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100 71.31 73
의료급여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00 70.50 71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 복지총괄

⧠여주군의 ｢지자체 사회복지기반 확충도｣ 수는 70 으로 국 평균 71.92 과 비

슷함.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

치면 ’, ‘지역복지 특화사업  민 력사업 건수’, ‘등록자원 사자당 평균

사활동 시간’의 수는 국 평균보다 높음.

－특히,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 ’은 만 인 10 으로 

국 평균(6.21 )보다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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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 체 재정 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지역복지 의체 활성화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성’의 수는 

국 평균보다 낮음.

－특히, ‘사회복지기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은 만 의 40%수 인 4

으로 나타남.

－이는 국 평균(7.17 )보다 약 3.17  낮은 수치로 사회복지기 의 새올

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을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요구됨.

〈표 2-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지 자 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15 14.68 1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0  7.17  4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20 12.95 11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10  6.21 10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10  6.21  5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 13.78 14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  15 10.92 11

계 100 71.92 70

가.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여주군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 수는 47.51명으로 국 평균(24명), 

농어  평균(31명), 해당그룹 평균(34명)보다 많음.

○ 이용시설종사자수는 209.00명으로 국 평균(178명), 농어  평균(58명), 해

당그룹 평균(81명)보다 많음.

－여주군의 이용시설종사자수는 해당그룹 평균의 258.82% 수 임.

○ 생활시설 종사자수는 291명으로 국 평균(205명), 농어  평균(100명), 해당

그룹 평균(195명)보다 많음.

○ 기타종사자수는 10명으로 해당그룹 평균(20명)보다는 9.75명 으나 국(11

명)  농어 (6명)의 평균과 비교하 을 때 이들과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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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단위: 명)

지역 전체인구수 이용시설종사자수
생활시설 

종사자수
기타종사자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전국 213,536.06 178.37 205.28 10.50 23.90
농어촌  52,282.77  57.80 100.17  5.85 31.12
해당그룹  88,397.44  80.75 194.81 19.75 34.16
여주군 107,355.00 209.00 291.00 10.00 47.5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민간복지 종사자수/인구수)×10,000
- 민간복지종사자: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복지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단, 비인가, 임

의단체는 제외.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에 

한함(이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나 단체는 제외)
․ 민간복지종사자 명단은 각 시설로부터 2008.12월분 급여대장 사본을 받아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

되 급여대상 사본은 2009년도 합동평가단의 시도별 평가일정에 맞추어 각 시도로 제출할 것

※ 단, 급여대장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출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

여 기재토록 함.

⧠여주군의 사회복지기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은 38.60%로 국 평균 

69.57%, 농어  평균 67.99%, 해당그룹 평균 60.54%보다 훨씬 낮음.

○ 체 사회복지기  57개소  22개소가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단위: 개, %)

지역 전체 사회복지 기관수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 사용 기관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전국 51.38 35.31 69.57
농어촌 23.28 15.44 67.99
해당그룹 36.31 22.06 60.54
여주군 57.00 22.00 38.6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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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사회복

지기관수)×100
-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 관내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시‧군‧구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기관 수를 의미함.
- 사회복지기관 수: 사회복지기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

인 휴양소를 제외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이 포함됨.(단, 조건부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함)
․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타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타 지역에 소재하여도 본 

청에서 직접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포함됨

⧠여주군의 사회복지재정 비율은 14.80%로 국 평균 21.42%보다 6.62%pt 낮음.

○ 지자체 체 산은 해당그룹 평균의 108.26% 수 이나, 사회복지재정은 해

당그룹 평균의 108.99%수 으로 나타나, 여주군의 산이 해당그룹 평균보다 

사회복지에 더 집 된 것을 알 수 있음.

－지자체 체 산은 346,864,380천원으로 국 평균(342,804,314천원)보

다 으며, 농어  평균(274,865,958천원)과 해당그룹 평균(320,385,470

천원)보다는 많음.

－사회복지재정은 51,330,774천원으로 농어 (34,515,804천원)  해당그룹

(47,094,827천원)의 평균보다 많으나, 국 평균(70,036,878천원)에는 못 

미치는 수 임.

〈표 2-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단위: 천원, %)

지역 지자체 전체 예산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비율
전국 342,804,314 70,036,878 21.42
농어촌 274,865,958 34,515,804 12.42
해당그룹 320,385,470 47,094,827 14.76
여주군 346,864,380 51,330,774 14.8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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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사회보장비/일반회계 총액)×100
  - 사회보장비: 관 2300번 일반회계의 사회보장비 중심으로 작성

①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결산 때까지 지출한 경우는 전년도 사업비에 합산

② 지자체 특성상(일반회계) 부문에 시 혹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분모인

(일반회계) 부문에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재정(사회보장비)에도 같은 보조금(결산액) 액수

를 포함하도록 함(예, 서울시의 보조금)
③ 2008년도에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한함 

  * 일반회계에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대규모 비용은 제외

  - 시군구 전체 예산: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액(예산 집행액, 지출총액)으로 산정

  * 특별회계는 제외

⧠여주군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 은 242.75로 국 평균 

94.93, 농어  평균 123.92, 해당그룹 평균 84.13보다 118.83~158.62 큼.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수는 0.25개소로 국 평균(0.14개소), 해

당그룹 평균(0.18개소)보다 인구 비 사회복지 이용시설수가 높음.

－농어  평균(0.25개소)과는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여주군의 시설당 면

이 농어  평균보다 넓어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

은 여주군이 월등하게 높은 수 을 나타냄.

〈표 2-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단위: 명, 개, )

지역 인구수 사회복지 이용시설수 이용시설 면적의 합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전국 213,536.06 29.63 16,475.04  94.93
농어촌  52,282.77 13.23  6,036.21 123.92
해당그룹  88,397.44 16.13  7,383.77  84.13
여주군 107,355.00 27.00 26,060.00 242.7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인구수)×1,000
  -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 제외)에 대한 신고 설치 면적, 시군구 관내 모

든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의 합

․ 2008년 12말 현재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한함.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

재토록 함.



22

2
0
0
9
년
 복
지
정
책
평
가
 컨
설
팅
 보
고
서

⧠여주군의 지역복지 의체 활성화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성은 4 으로 

국, 농어 , 해당그룹 평균보다 0.89~1.22  낮음.

○ 이는 여주군 의체에 간사가 단 1명도 없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도 11

월 이후에 수립되었기 때문임.

〈표 2-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단위: 명, 개, 점)

지역
풀타임 

간사수1)
파트타임 

간사수1)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1)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여부1)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6월 이전 11월 이전 11월 이후

전국 73 4 23 103 89 207 5.22
농어촌 16 0  5 40 31  74 4.89
해당그룹  4 0  1  8  6  15 5.13
여주군2)  0 0 - -  1  1 4.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 16개 지자체의 총 합계임; 2) 연차별시행계획 수

립시기: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수립: 1, 미수립: 0),L 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이

행(1), 불이행(0); 3)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

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

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파트타임 간사수×0.5+풀타임 간사

수)×3+지역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지역복지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 간사: 협의체 소속의 민간 유급간사만을 의미

- 민간 유급 간사: 지역복지협의체 소속된 민간 신분의 유급 직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풀타임으로 봄

․ 주 20~39시간 근무 기준 급여자는 파트타임으로 봄

․ 주 20시간 이하 근무조건의 민간 간사의 경우에는 유급 간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단, 주 20시

간 근무자 2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풀타임 간사 1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지역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여부

․ 평가대상 연도의 연차별실행계획의 수립시기를 2008년 6월, 11월말, 11월말 이후 시․도지사에

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6월(3점), 11월(2점), 11월 이후(1점))
- 지역복지협의체 심의 이행 여부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의미함

․ 심의 이행이란, 시행계획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최소한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

체의 1차례 이상 대면회의(서면회의는 해당 안 됨)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는지

를 의미. 이행(3점), 불이행(0점)

⧠여주군의 지역복지 특화사업  민 력사업 건수는 6건으로 국 평균 9.94건, 

농어  평균 8.23건  해당그룹 평균 8.13건보다 2.13~3.94건 음.

○ 특화사업 건수는 5.00건으로 국 평균(9.08건)보다 4.08건, 농어  평균(7.94

건)보다 2.94건, 해당그룹 평균(7.69건)보다 2.69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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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력사업 건수는 1.00건으로 분석됨.

－ 국 평균(0.99건), 농어  평균(0.30건), 해당그룹 평균(0.44건)보다 약 

0.01~0.7건 많음.

〈표 2-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단위: 건)

지역 특화사업 건수 민관협력사업 건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전국 9.08 0.99 9.94
농어촌 7.94 0.30 8.23
해당그룹 7.69 0.44 8.13
여주군 5.00 1.00 6.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08년도 특화사업 건수+2008년도 민관협력사업 건수

  〈특화사업기준〉

- 특화사업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서에서 기획하는 사업을 의미함. 즉, 
특수시책, 특수사업, 구상사업, 비전사업 등으로 일컬어지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복지수준의 향

상을 꾀하는 사업을 의미함. 
- 국비 및 시․도의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되고, 시․군․구 자체 사업을 의미하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

업이 모두 해당됨. 
- 행사성 사업, 일회성 사업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의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됨.
․ 사회복지기념일(사회복지의 날, 여성의 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등) 중심의 행사성 

사업, 연말 등에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함. 
․ 관변단체를 지원 또는 후원하는 사업은 제외함. 

- 경상예산사업 중에서 국가유공자 추가수당 등 사회보장성사업은 해당되나 복지관련 행사지원, 건물임차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민관협력사업 기준〉

- 민관협력사업이란 시군구가 지역사회내의 복지증진, 인력강화, 민간자원 개발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

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시군구 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모두 포함.
․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고 단체장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말함. 

- 민간복지기관 범위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과 단체(협의체, 위원회 등) 등은 

제외함. 
- 시군구 사회보건복지부서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찬회, 세미나 등은 포

함되지 않음. 

⧠여주군의 등록자원 사자당 평균 사활동 시간은 44.54시간임.

○ 국 평균 46.46시간, 농어  평균 45.79시간, 해당그룹 평균 47.14시간의 

평균보다 1.25~2.6시간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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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지역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 봉사활동 총시간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등록자 

(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등록자(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전국 1,144.43 535.67 1,680.10 60,833.59 3,148.34 63,981.93 46.46
농어촌   279.35 22.68  302.02 12,998.51 836.46 13,834.96 45.79
해당그룹   513.13 32.69 545.81 24,946.88 1,133.81 26,080.69 47.14
여주군   821.00 4.00 825.00 36,581.00 164.00 36,745.00 44.5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등록자원봉사자 총 활동시간/등록자원 봉사자수(VMS+한국청

소년활동진흥센터)
- 등록자원봉사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VMS시스템에 가입된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수

(VMS)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총합으로 2008년 1년간 총 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유경험자 임

-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군

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도 포함되지 않음(이증등록)

  2. 노인복지

⧠여주군의 노인복지 역 수는 국 평균과 비교하 을 때, 체 으로 낮은 수

을 보임. 

○ ｢독거노인 생활 리사 견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독거노인 생활 리사 

서비스 제공률’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의 세부지표인 ‘노인일자리 제공

률’의 수는 국 평균보다 낮음.

－ ‘독거노인 생활 리사 서비스 제공률’의 수는 40 (기본 수)으로 국 

평균 64.31 보다 24.31  낮음.

－ ‘노인일자리 제공률’의 수는 40 (기본 수)으로 국 평균 76.98 보다 

36.98  낮음.

○ ｢장기요양시설 확충도｣의 세부지표인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의 수는 국 

평균보다 높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의 수는 100 으로 국 평균 68.19 보다 31.81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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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100 64.31  40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 100 76.98  40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100 68.19 100

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여주군의 독거노인 생활 리사 서비스 제공률은 33%로 국 평균 74%, 농어  

평균 91%, 해당그룹 평균 85%보다 낮음.

○ 사업 상자가 국, 농어 , 해당그룹 평균보다 긴 하나, 이보다 더 큰 폭으

로 안 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연계인원이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 보다 어 '독거노인 생활 리사 서비스 제공률' 수가 낮음.

○ 안 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연계인원은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

균 보다 음.

－안 확인횟수는 5,650건으로 국 평균(65,276건), 농어  평균(55,890건), 

해당그룹 평균(46,091건)보다 음. 

－생활교육인원은 535명으로 국 평균(8,874명), 농어  평균(9,633명), 해

당그룹 평균(8,278명)보다 음.

－서비스연계인원은 1,738명으로 국 평균(8,280명), 농어  평균(9,871명), 

해당그룹 평균(8,423명)보다 음.

○ 보건복지부 배정인원  사업 상자수는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는 

많음.

－보건복지부 배정인원은 6명으로 국 평균(22.49명), 농어  평균(19.12

명), 해당그룹 평균(17.13명)보다 음.

－사업 상자수는 132명으로 국 평균(495명), 농어  평균(421명), 해당그

룹 평균(377명)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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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안전확인 

횟수

생활교육 

인원
서비스연계인원

보건복지부 

배정인원
사업대상자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전국 65,275.58 8,873.53 9,279.85 22.49 494.72 0.74
농어촌 55,889.96 9,632.89 9,870.99 19.12 420.72 0.91
해당그룹 46,091.44 8,277.69 8,422.88 17.13 376.75 0.85
여주군 5,650.00  535.00 1,738.00  6.00 132.00 0.3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사업대상자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08년 독거노인생활 관리사의 서비스 

제공률을 파악.
  - 서비스 제공 실적: (안전 확인 횟수/1,040회)+{(2×생활교육 인원)/120명}+{2×(서비스연계 인원)/120명}
  - 사업대상자: 보건복지부 생활관리사+서비스 관리자인원×22명

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여주군의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은 1.12%로 국 평균 3.29%, 농

어  평균 3.34%, 해당그룹 평균 3.23% 보다 2.11~2.22%pt 낮음.

○ 공공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171건수로 국 평균(540건수), 농어  평균(323

건수), 해당그룹 평균(426건수)보다 약 152~369건수 음.

○ 민간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0건으로 국 평균과 86건 이상의 차이를 보임.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제공일자리 수

65세 이상 노인수
노인일자리 제공률

(공공분야+민간분야)공공 민간
전국 540.16  86.51 21,850.31 3.29
농어촌 323.47  19.79 11,346.38 3.34
해당그룹 425.81 40.81 14,641.06 3.23
여주군 171.00  0.00 15,334.00 1.1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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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제공률: {노인일자리 제공 수(공공분야+민간분야×1.3)/65세 이상 인구수}×100
  -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65세 이상 인구대비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제공수의 비율로 파

악함. 
  - 공공분야(공익, 복지, 교육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 수는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한 수를 의미

 일자리 제공 수는 참여노인의 실제 근무기간의 합을 7개월로 나누어 환산한 일자리수의 개념임(소수

점 발생시 올림 처리)
 아울러 지방자지단체 자체부담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도 포함.

  - 민간분야(시장형, 인력차견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수를 지방자체단체가 지원하는 기관 및 노인일자

리 박람회의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실적을 의미함. (계산식에서 가중치 부여×1.3)

다.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여주군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208.16%로 국 평균 87.62%, 농어  평균 

101.68%, 해당그룹 평균 151.47%보다 높음.

○ 즉, 여주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시설이용 상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도 여

유가 있을 만큼의 많은 요양시설을 확보하 음.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단위: 명, %)

지역 요양시설 총 정원 시설이용대상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전국 295.25 992.50  87.62
농어촌 181.42 181.62 101.68
해당그룹 337.81 234.31 151.47
여주군 510.00 245.00 208.1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기요양시설 확충률: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100
  -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기관의 정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수×0.016(전국 시설입소 수요를 평균한 값)
  - 지방자체단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타 지방자체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타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타 지자체의 소

속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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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청소년복지

⧠여주군의 ｢아동‧청소년보호  활동기반의 성｣은 100  만 에 69 으로 국 

평균 64.66  보다 4.34  높음.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와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의 

수는 국 평균보다 높음.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 ’의 수는 국 평균보다 다소 낮음.

⧠여주군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의 수는 100  만 에 46 으로 국 

평균 53 보다 낮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축률’, ‘요보호아동 내보호 비율  타 지역발

생 보호아동 비율’의 수는 국 평균보다 낮음.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의 수는 국 평균과 비슷한 수 임.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기반의 적절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40 24.84 22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30 21.32 26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30 18.50 21

계 100 64.66 69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활용도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40 16.39 16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20  9.72  8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40 26.89 22

계 100 53.00 46

가.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여주군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 은 1.55건으로 국 평균 4.33건, 농어  평균 

4.12건, 해당그룹 평균 2.45건 보다 음.

○ 청소년유해업소수는 579개로 농어  평균(344개)과 해당그룹 평균(551개)보

다 약 28~235개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   청소년 보호법상 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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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가 국뿐만 아니라 농어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도 낮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는 3건으로 해당그룹 평균보다 20건 이상, 국 

평균보다 99건 은 수치임. 

∙청소년 보호법상 발 단속 건수는 13건으로 국 평균보다 4건 이상 음.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건수, 개)

지역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횟수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
청소년 유해 업소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전국 102.27  8.27 1,295.00 4.33
농어촌  30.56  1.48  344.05 4.12
해당그룹  23.63  2.75  551.25 2.45
여주군   3.00 13.00  579.00 1.5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속횟수/청소년유해업소수×0.4)+(적발건수/청소년유해업소수×0.6)}×100
- 단속횟수: 공식적으로 일지에 기재되었거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횟수를 말함. 
- 단속횟수의 경우 1일 기준으로 결재한 것을 1회로 산정하나 기간을 정하여 단속명령(결재서류 또는 단

속결과보고서류에서 확인)이 있는 경우는 횟수를 단속일수로 함. (예: 5일간 단속한 경우 5회로 인정)
- 적발건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 모두 포함

⧠여주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0.70으로 국 평균 0.50, 농

어  평균 0.38, 해당그룹 평균 0.48보다 높음. 

○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로 평균보다 높은 수가 부여됨.

○ 그러나 CYS-Net의 미시행으로 이와 련된 수를 얻지는 못함.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 회)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여부(설치)
1)

CYS-Net 시행 여부(시행)
1)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전국 133 75 0.50
농어촌  38 15 0.38
해당그룹  10  2 0.48
여주군2)   1  0 0.7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16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청소년지원센터 설

치여부: 설치(1), 미설치(0), CYS-Net 시행여부: 시행(1), 미시행(0);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활성화 정도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

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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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자치단체×0.7)+(CYS-Net 시행 

자치단체×0.3)}/시군구수

-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비 보조 기관임. 
- CYS-Net 시행 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국고와 지방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은 0.81%로 국 평균 1.01%보다 0.2%pt 낮으

나, 농어  평균 0.56%, 해당그룹 평균 0.44% 보다는 높음. 

○ 여주군의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이용자수는 14,545명으로 국 평균(181,041

명), 농어  평균(32,548명), 해당그룹 평균(26,711명)보다 음.

○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은 60명으로 국 평균(569명), 농어  평균(270명), 

해당그룹 평균(292명)보다 음.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단위: 명, %)

지역 연간이용자수 수용 정원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전국 181,040.67 569.00 1.01
농어촌  32,547.91 270.31 0.56
해당그룹  26,710.69 291.88 0.44
여주군  14,545.00  60.00 0.8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평가점수: {연간 이용자수/(수용정원×연간시설 가동가능일수)}×100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내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07.12.31 현재 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함)
- 연간 이용자수: 해당 시․군․구내에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전체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는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수용정원: ｢청소년활동진흥법 별표 2(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법적 수용 정원

- 연간가동가능일수: 시설자체 휴관일을 제외한 일수(08년 기준: 301일)
* 365일중 휴관일(주1회 휴가+추석+설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기준

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

⧠여주군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은 11.40%로 국 평균 8.97%, 농어  

평균 9.92%, 해당그룹 평균 7.92%보다 높음.

○ 국민기 생활수  아동수는 해당그룹 평균의 17.75%이나, 수 아동  방과



31

제
2
장
  2
0
0
9
년
 복
지
정
책
평
가
 분
석
결
과

후 보호를 받는 아동은 해당그룹 평균의 66.04%로 높음.

－국민기 생활수  아동수는 772명으로 국 평균(1,339명)보다 은 편이

긴 하나, 농어  평균(495명)과 해당그룹 평균(656명)보다는 많음.

－방과후 보호아동  국민기 생활수  아동수는 88명으로 국 평균(117

명)보다 긴 하나, 농어  평균(49명)과 해당그룹 평균(53명)보다는 약 

34~38명 많음.

〈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단위: 명, %)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방과후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전국 1,338.87 116.37  8.97
농어촌  494.83  49.44  9.92
해당그룹  655.63  53.31  7.92
여주군  772.00  88.00 11.4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국민기초생활수

급 초등학교 아동수)×100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법적요건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지도사

업 프로그램 운영시 모두 포함(방과후 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초등학교 아동수는 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연명부 발행을 이용하도록 

함.(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복지정책지원→ 사업실적 내역 출력→ 수급자 현황→ 연령별 현황→ 

해당년도→ 해당분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수를 파악하도록 함)
- 방과후 아동보호 실시기관별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와 초등학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

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 및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수는 초중

등교육법에 의거 산정되어야 함.(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

⧠여주군의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축률 수는 국 평균보다 낮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축률이 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수가 국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몇몇 지자체의 축률이 지나치게 낮아 

국 평균 축률이 낮게 산출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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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축률은 86.94%임.

○ 농어  평균 88.42%보다 낮으나, 국 평균 86.14%와 해당그룹 평균 

86.90%보다 다소 높은 수 임.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단위: 명, %)

지역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전국 137.93 116.58 86.14
농어촌  70.09  62.98 88.42
해당그룹  89.56  80.00 86.90
여주군 245.00 213.00 86.9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중 저축 아동수/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100
- 08.12월 현재 요보호아동 중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의 비율을 의미함. 
- 대상아동은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아동, 공동생활아동, 시설보호 장애아동 등이

며, 만 0~17세 아동으로써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함. (보건복지부 현황자료

에 의함)

⧠여주군의 요보호아동 내보호 비율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은 0.23%로 

국 평균 0.59%, 농어  평균 0.64%, 해당그룹 평균 0.59%보다 낮음.

○ '요보호 아동  내보호비율'  ' 내보호아동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가 국, 농어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요보호아동  내보호비율은 33%로 국 평균(82%), 농어  평균

(90%), 해당그룹 평균(78%)보다 약 45~57%pt 낮음.

－ 내보호아동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0.00명으로 국 평균(0.05

명), 농어  평균(0.02명), 해당그룹 평균(0.14명)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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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단위: 건, 명, %)

지역
관내 요보호 

아동 발생수

관내 

보호조치 

아동수

요보호 아동 

중 관내보호 

비율

관내시설 

보호 가정 

보호 아동수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수

관내보호아동 중 

타 지역 발생 보호 

아동수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전국 55.73 34.32 0.82 168.13 11.15 0.05 0.59
농어촌 14.73 13.70 0.90  88.17 2.49 0.02 0.64
해당그룹 17.94 16.31 0.78 105.31 2.06 0.14 0.59
여주군 12.00  4.00 0.33 253.00 0.00 0.00 0.2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0.7}+{(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

(D))×0.3}
-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 해당 시군구 발생 요보호아동 중 관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수

- 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 요보호아동 발생 아동수(’08.12월 기준, 누계)
- 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관내에서 보호한 아동수

- 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아동 

현원

  4. 보육

⧠여주군의 ｢보육서비스 확  실 ｣은 100  만 에 58 으로 국 평균 65.75  

보다 낮음. 

○ 이는 국 평균에 비해 7.75  낮음.

○ ‘보육수요 충족률’과 ‘취약보육실시율’은 국 평균과 비슷한 수 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 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국 평균보다 낮음.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보육수요 충족률  20 13.79 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20 11.38  8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40 26.63 22
취약보육 실시율  20 13.95 14

계 100 65.7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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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여주군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55.97%로 국 평균 55.82%보다 약간 높고, 농어

 평균 59.23%와 해당그룹 평균 60.01%보다는 낮음.

○ 이는 국 평균보다 0.15%pt 높으며, 농어  평균보다는 3.26%pt,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4.04%pt 낮은 수 임.

〈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단위: 명, %)

지역 전체 보육시설 정원 전체 영유아수 보육수요 충족률
전국 6,159.92 11,995.57 55.82
농어촌 1,450.56  2,395.49 59.23
해당그룹 3,011.38  4,979.00 60.01
여주군 3,411.00  6,094.00 55.9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보육수요 충족률: (보육시설 정원수/전체 영유아수)×100
- 보육시설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공표되는 지역별 보육시설 보육아동(정원) 현황 자료를 활용함.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2008년도와 2007년도의 보육시설 수가 0개소

로 차이가 없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을 한 노력이 필요함.

○ 체 유아수에 한 보육시설 정원 비율은 55.97%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

당그룹 평균 60.48%보다 낮음.

○ 체 보육시설 이용 유아수에 한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유아수는 

2.64%로 분석되었으며, 해당그룹 평균 6.79%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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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단위: 명, 건)

지역
07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전체 영유아수

보육시설 

정원수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전국 7.51 7.87 11,995.57 6,159.92 4,894.41 531.92 0.36
농어촌 2.07 2.27  2,395.49 1,450.56 1,126.70 119.62 0.20
해당그룹 2.38 2.88  4,979.00 3,011.38 2,342.81 159.13 0.50
여주군 1.00 1.00  6,094.00 3,411.00 2,685.00  71.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수－07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일정 수준 충족시 기본점수 부여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정 수준 충족 지역: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 영유아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26.61%로 국 평균 30.03%, 농어  평

균 34.24%, 해당그룹 평균 30.51%보다 낮음.

○ 국 평균보다는 3.42%pt, 농어  평균보다는 7.63%pt,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3.9%pt 낮은 것임.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건, %)

지역 전체 보육시설 수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 시설 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전국 142.95 42.78 23.19 30.03
농어촌  23.68 10.19  4.84 34.24
해당그룹  52.81 20.44 11.06 30.51
여주군  62.00 21.00 12.00 26.6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비율

-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당해연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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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42.01%로 국 평균 43.44%보다 다소 낮고 농어  

평균 37.31%, 해당그룹의 평균 38.94%보다는 높음.

○ 국 평균보다 1.43%pt 낮으며 농어  평균보다 4.7%pt, 해당그룹 평균보다 

3.07%pt 높음.

〈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지역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

휴일보육 

이용수

취약보육

실시율
전국 4,894.41 2,163.31 66.94 75.99 0.19 43.44
농어촌 1,126.70 409.90  7.43 17.53 0.00 37.31
해당그룹 2,342.81 871.31 16.63 30.94 0.00 38.94
여주군 2,685.00 1,085.00 28.00 15.00 0.00 42.0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취약보육실시율: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 이용 아동수/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100
- 시도별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는 e-보육 통계시스템으로 파악함.
- 영아이면서 장애아인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함.
- 영아는 만3세 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5. 장애인복지

⧠여주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  만 에 46 으로 국 평균 

56.32 보다 낮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국 평균보다 낮

은 수를 보임.

○ 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국 평균보다 높은 수를 보임. 

⧠여주군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100  만 에 70 으로 국 평균 71.62

에 비해 약간 낮음 

○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에는 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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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100  만 에 68 으로 국 평균 

66.96 보다 높음. 

○ 특히, ‘우선구매비율 수율’. ‘우선구매 상 외 품목 구매비율’의 경우 국 

평균보다 높음. 

〈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0 17.90 12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25 15.10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5  6.62  9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20 11.35 11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10  5.36  4

계 100 56.32 46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7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50 33.71 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30 21.23 21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10  5.81  6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10  6.21  6

계 100 66.96 68

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여주군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은 0%로 국 평균 0.35%, 농어  평균 

0.27%, 해당그룹 평균 0.28% 보다 매우 낮음. 

○ 여주군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악됨.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장애인수 직업재활 시설수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총 정원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전국 9,686 1.56 30.23 0.35
농어촌 3,967 0.38  9.94 0.27
해당그룹 5,675 0.63 20.44 0.28
여주군 5,750 0.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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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근로장애인 정원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정원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여주군의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0%임.

○ 국 평균 1.19%, 농어  평균 1.00%, 해당그룹 평균 1.15%에 비해 매우 

낮음.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장애인수 거주시설수 거주시설 총 정원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전국 9,686 5.66 100.39 1.19
농어촌 3,967 1.31  39.10 1.00
해당그룹 5,675 2.81  75.00 1.15
여주군 5,750 3.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이들 시설의 입소 정원 총수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02~06년까지 신고한 조건부시설에서 전환된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제외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3.41%로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높음. 

○ 국 평균(63.76%)과 비교했을 때 19.65%pt, 농어  평균(68.05%)보다 

15.36%pt, 해당그룹 평균(70.05%)보다 13.36%pt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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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개소, %)

지역 설치대상 건물수(설치의무 항목수) 기설치 건물수(설치 항목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14,998.54  9,130.94 63.76
농어촌  6,317.26  7,292.59 68.05
해당그룹 10,426.81  7,358.50 70.05
여주군 12,119.00 10,109.00 83.4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정원기준): (기설치 건물수/설치대상 건물수)×10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

설별 설치율(시‧군‧구별 파악)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요(실적)에 의함(별도증빙 불필요)

⧠여주군의 ｢장애인차별 지법｣ 법  의무사항 수여부는 1 으로 분석됨. 

○ 이는 국 평균 1.84 , 농어  평균 1.79   해당그룹 평균 1.31 보다 

낮은 수임.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단위: 개소)

지역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1)

점자자료 

제작
1)

영상

전화기
1)

수화

통역사
1)

장애인전담

도우미
1)

보청

기기
1) 확대경

1)
휠체어

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전국 18 36 70 51 81 59 59 53 1.84
농어촌  7  7 17 22 42 16 19 15 1.79
해당그룹  0  0  4  4  5  2  3  3 1.31
여주군  0  0  1  0  0  0  0  0 1.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 16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인쇄물음성출력기기‧점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수화

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보청기기‧확대경‧휠체어에 대한 준수여부 파악(*1: 여, 0: 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인쇄물음성출력기기‧

점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보청기기‧확대경 설치 및 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 배치 등)에 대

한 준수여부 파악

  * 기관별 설치 또는 배치 여부만 파악(사용횟수는 무관함)

⧠여주군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으로 국 평균 13.29건, 농어  평균 1.36건, 해

당그룹 평균 4.13건보다 상당히 낮음. 

○ 장애인 용주자구역 과태료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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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부과건수임.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단위: 건수)

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전국 13.29
농어촌  1.36
해당그룹  4.13
여주군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건수/시군구수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

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건수

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여주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은 22.09%로 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농어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낮음. 

○ 국 평균(20.89%)보다 1.2%pt 높고, 농어  평균(27.43%) 5.34%pt, 해당

그룹 평균(24.51%)보다는 2.42%pt 낮음.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단위: 명, %)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자수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전국 1,708 9,685 20.89
농어촌 1,082 3,967 27.43
해당그룹 1,374 5,675 24.51
여주군 1,270 5,750 22.0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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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혜한 자들의 총수(연평균)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이중으로 처리함.
- 복지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보조서비스

  *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증빙 불필요)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함. 
  ․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한 장애수당 수혜자 현황(예. 주소지가 다른 시설 수급자)

은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장애수당 수혜자 수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현황자료상 장애수당 수혜자 수

를 합하여 입력

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여주군의 우선구매 비율 수율은 60.00%로 국, 농어 ,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

음. 

○ 여주군의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수 9건, 우선구매 상 구매품목수는 15건

으로 60% 수되며, 이는 국 평균(80.05%)보다 20.05%pt, 농어  평균

(92.57%)보다 32.57%pt, 해당그룹 평균(88.27%)보다 28.27%pt 낮음. 

〈표 2-34〉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단위: 개, %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대상 구매폼목 수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전국  8.95 11.69 80.05
농어촌 10.37 11.26 92.57
해당그룹 10.00 11.63 88.27
여주군  9.00 15.00 6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 수/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품목 수)×100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개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우선구매 상 품목구매 비율은 48.15%로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

보다 낮은 수 임. 

○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국 평균(57.07%)보다 8.92%pt, 농어  평균(66.12%)

보다 17.97%pt, 해당그룹 평균(65.10%)보다 16.95%pt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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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 생산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전국 110,265 226,692.80 57.07
농어촌  50,706  84,347.17 66.12
해당그룹  78,877 127,430.60 65.10
여주군 192,129 399,046.00 48.1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총

액)×100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의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우선구매 상 외 품목구매 비율은 38.77%로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

균보다 낮음. 

○ 국 평균(58.59%)보다 19.82%pt, 농어  평균(71.25%)보다 32.48%pt, 해

당그룹 평균(74.60%)보다 35.83%pt 낮음.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단위: 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전국 17,801.08 45,785.41 58.59
농어촌  2,493.40  4,163.85 71.25
해당그룹  2,150.18  4,897.19 74.60
여주군 14,114.00 36,407.00 38.7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우선구매대상 외 품

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 기타 물품구입 중 장애

인생산품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 이외 물품 구매액 총계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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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은 50%로 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농어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는 낮음. 

○ 국 평균(49.78%)보다 0.22%pt 높은 반면, 농어  평균(57.61%)보다 

7.61%pt, 해당그룹 평균(55.56%)보다 5.56%pt 낮음. 

〈표 2-37〉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전국 8.96 49.78
농어촌 10.37 57.61
해당그룹 10.00 55.56
여주군 9.00 5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우선구매대상 품목수)×100
- 우선구매대상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수: 18개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6. 지역사회서비스

⧠여주군의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  만 에 40 (기본 수)으로 국 

평균 62.41 보다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

공기  참여율(지역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는 국 평균보다 낮은 수를 보임.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련한 모든 세부 평가지표는 각각 

만 의 40%이하의 수를 보임.

⧠여주군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100  만 에 48 으로 국 평균 61.56

보다 낮음.

○ 세부 평가지표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과 ‘사회서비

스사업 이용률’ 모두 국 평균보다 낮은 수를 보이며, 각각 만 에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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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수를 보임. 

⧠여주군의 ｢사회서비스업무 추진의 성｣은 100  만 에 70 으로 국 평균 

71.24 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함. 

○ 세부 평가지표 ‘사회서비스 산 비 집행률’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비 이용액 실 ’ 모두 국 평균과 비슷한 수 임.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0 25.36 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30 19.06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30 17.98 12

계 100 62.41 40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50 28.29 20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50 33.26 28

계 100 61.56 48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50 35.05 3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50 36.19 35

계 100 71.24 70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여주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은 2%로 농어   해당그

룹의 평균보다 높으나, 국 평균보다는 낮음. 

○ 농어  평균(1.69%)보다 0.31%pt, 해당그룹 평균(1.5%)보다 0.5%pt 높으나, 

국 평균(2.83%)보다는 0.83%pt 낮음.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단위: %)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전국 2.83
농어촌 1.69
해당그룹 1.50
여주군 2.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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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건수/시군구

수)×10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건수: ’08년 시군구당 사업시행 건수

  * 사업건수는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여주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  참여율(지역맞춤형)은 0.5%로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국 평균(1.29%)보다 0.79%pt, 농어  평균(0.93%)보다 0.43%pt, 해당그

룹 평균(0.78%)보다 0.68% 낮음.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단위: 기관, %)

지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제공기관수

제공기관이 

2이상인 사업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전국 2.83 5.72 1.25 1.29
농어촌 1.69 2.46 0.52 0.93
해당그룹 1.50 2.88 0.81 1.18
여주군 2.00 2.00 0.00 0.5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제공기관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 

수)×0.5}+{(서비스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0.5}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2
개 이상인 사업

  * 사업실적은 보건복지부의 현황 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여주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는 158명으로 농어 과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특히, 해당그룹 평균은 107.13명으로 조사되어 여주군에 비해 상 으로 높

은 취업자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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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단위: 명)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취업자수
전국 249.69
농어촌  92.54
해당그룹 107.13
여주군 158.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업자수/시군구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창출 일자리 수

  * 월별 누계 인원, 정규‧비정규직 등 바우처 사업에 종사한 모든 근로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여주군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은 13.88%로 국, 농어

,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국 평균(22.18%)보다 8.3%pt, 농어  평균(26.65%)보

다 12.77%pt, 해당그룹 평균(22.82%)보다 8.94%pt보다 낮음.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단위: 명, %)

지역 중도 해지자수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전국 483.32 2,407.19 22.18
농어촌 214.88  743.49 26.65
해당그룹 265.63 1,202.00 22.82
여주군 168.00 1,210.00 13.8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중도 해지자수/전체 서비스 이용자수)×100
    * 4대 바우처 중 노인돌보미 제외

-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08년 연간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 중도 해지자수: 사업 참여자 중 지원기간 종료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된 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은 1.2%로 국, 농어 ,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국 평균(1.35%)보다 0.15%pt, 농어  평균(1.6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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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4%pt, 해당그룹 평균(1.43%)보다 0.23%pt 낮음.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단위: 명, %)

지역 서비스 이용자수 시군구별 인구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전국 2,494.28 213,850.87 1.35
농어촌  815.65  52,404.49 1.60
해당그룹 1,277.50 88,842.69 1.43
여주군 1,285.00 107,355.00 1.2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서비스 이용자수/인구수)×100
    * 4대 바우처 공통적용

    * 4대 바우처 사업 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수

- 서비스 이용자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 사업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대 바우처 대상자수

- 인구수: ’08년 12월말 기준(통계청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정보 운영자 시스템상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다.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여주군의 사회서비스 산 비 집행률은 81.01%로 농어 ,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높고, 국 평균보다는 낮음. 

○ 농어  평균(79.46%)보다 1.55%pt, 해당그룹 평균(80.59%)보다 0.42%pt 높

으나 국 평균(83.03%)보다는 2.02%pt 낮음.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단위: 천원, %)

지역 집행액 예산액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전국 1,132,460.9 1,324,809.4 83.03
농어촌  408,568.6  509,172.8 79.46
해당그룹  560,416.4  687,750.9 80.59
여주군  726,796.3  897,150.0 81.0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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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 집행액: 시군구별 예산 실 집행액

- 예산액: 시군구별 예산 편성액(결산서 기준)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여주군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비 이용액 실 은 86.18%로 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농어 ,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낮음. 

○ 국 평균(81.75%)보다 4.43%pt 높은 반면, 농어  평균(88.50%)보다 

2.32%pt, 해당그룹 평균(87.51%)보다 1.33%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단위: 천원, %)

지역 이용액 생성액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전국 1,114,984.3 1,604,458.0 81.75
농어촌 408,568.6 466,195.5 88.50
해당그룹 560,416.4 644,693.5 87.51
여주군 726,796.3 843,331.0 86.1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이용액/생성액)×100
- 이용액: 바우처 이용액

- 생성액: 바우처 생성액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7. 기초생활보장

⧠여주군의 ｢기 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100  만 에 70 으로 국 평균 

79.64 보다 낮음.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리수  가구수’는 50  만 으로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 평균(48.7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 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 ’은 50  만 에 20 으로 국 평균(30.94

)보다 낮음.

⧠여주군의 ｢기 생활보장 업무의 성｣은 100  만 에 67 으로 국 평균 

67.49  보다 다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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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지원 활성화 시행실 ’은 국 평균보다 높음.

○ ‘ 여조정 실 ’과 ‘신규수 자 발굴실 ’은 국 평균보다 낮음.

〈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50 48.70 50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50 30.94 20

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40 25.41 22
급여조정 실적  40 28.05 28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20 14.02 17

계 100 67.49 67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여주군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리 수 가구수는 93.80명으로 국 

평균 89.84명, 농어  평균 74.44명, 해당그룹 평균 80.90명보다 많음.

○ 이는 국 평균보다 3.96명, 농어  평균보다 19.35명, 해당 그룹 평균보다 

12.90명 많음.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단위: 가구, 명)

지역 수급가구수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전국 3,681.92 39.34 89.84
농어촌 1813.50 24.19 74.45
해당그룹 2,096.81 26.13 80.90
여주군 2,346.00 25.00 93.8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 수급자수/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08.12.3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현원으로 잡혀있는 사회복지직 공무

원 중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직급상관 없음)수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한 수(새올행

정시스템 권한이 확인된 인원수)
- 수급자 수: 2008.12월 31일 현재 수급자수(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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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 기 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 은 0건으로 국 평균 0.28건, 농어  평

균 0.17건, 해당그룹 평균 0.26건 보다 음.

○ 모니터링 요원수가 0명으로 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단위: 명, 회)

지역 모니터링 요원수1) 중앙현장 조사횟수1)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전국 44 116 0.28
농어촌  8  27 0.17
해당그룹  3   7 0.26
여주군  0   0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 16개 지자체의 합계임; 2) 기초생활보장 모니터

링 참여실적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모니터링 요원수×0.7)+(중앙현장조사 횟수×0.3)
- 모니터링 요원: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파견자 포함)
- 중앙현장조사요원 파견: ’08년 중 중앙현장조사에 참여한 연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여주군의 신규 수 자 발굴실 은 9.83%로 국 평균 12.41%, 농어  평균 

10.00%  해당그룹 평균 11.77%보다 낮음. 

○ 이는 국 평균보다는 2.58%pt, 농어  평균보다 0.17%, 해당그룹 평균보다 

1.94%pt 낮음.

〈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지역 신규 수급자수 총 수급자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794.35 6,224.18 12.41
농어촌 281.44 2,859.43 10.00
해당그룹 399.63 3,392.31 11.77
여주군 370.00 3,765.00  9.8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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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신규 수급자수/총 수급자수)×100
- 신규 수급자수: ’08년 1~12월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원수

- 총 수급자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수

⧠여주군의 여조정 실 은 0.67건으로 국 평균 0.76건, 농어  평균 0.78건, 해

당그룹 평균 0.75건과 비슷한 수 임. 

○ 이는 여조정이 평균 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표 2-50〉 급여조정 실적

(단위: 건, 가구)

지역 보장중지 건수 급여감소 건수 급여증가 건수 수급자 가구수 급여조정 실적
전국 881.58 4,633.56 4,716.06 3,681.92 0.76
농어촌 337.11 2,478.05 2,442.19 1,813.51 0.78
해당그룹 426.31 2,550.13 2,843.06 2,096.81 0.75
여주군 442.00 1,840.00 3,547.00 2,346.00 0.6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급여조정 실적: (보장중지 건수/수급자가구수×0.5)+(급여감소 건수/수급자가구수×0.25)+(급여증가 건수/
수급자가구수×0.25)

- 급여조정의 범위: 수급자가구 중 ’08.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되거나 급여가 변경결정 되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 수(중복포함, 누계)
- 보장중지 건수: 수급자에게 중지된 건

- 급여감소/증가건수: 생계, 주거급여가 감소/증가된 건

- 가구원 전부, 일부 전출,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입소, 행불(가출), 최저생계비 기준(현
금급여)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

- 수급자가구 수: ’08.12.31일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가구 수

⧠여주군의 긴 지원 활성화 시행실 은 0.50건으로 국 평균 0.32건, 농어  평균 

0.35건, 해당그룹 평균 0.36건보다 높음.

○ 이는 국 평균보다 0.18건, 농어  평균보다 0.15건, 해당그룹 평균보다 

0.14건이 높음.

－이는 긴 지원의 활성화 정도가 평균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 임

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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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단위: 건)

지역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 건수

차상위계층등 긴급지원 

결정 건수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전국 17.58 61.28 118.17 0.32
농어촌  8.56 28.52  50.77 0.35
해당그룹 12.81 34.31  64.81 0.36
여주군 11.00 23.00  34.00 0.5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0.5}

-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의료지원을 제외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

용 등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긴

급지원을 지원 결정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공통: 수급자에는 특례, 시설수급자를 포함함(차상위수급자 제외)
  * 새올행정시스템 관련자료 추출

  8. 자활

⧠여주군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100  만 에 73 으로 국 평균 71.31 보

다 높음.

○ ‘ 극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수 자의 취업‧창업률’은 국 평균보

다 높은 수를 보임.

○ ‘자활사업 참여 수 자의 탈수 률’은 국 평균보다 낮음.

〈표 2-52〉 자활영역의 전국 평균 및 여주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여주군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30 24.23 30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30 19.63 21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0 27.51 22

계 100 71.3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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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여주군의 ‘ 극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59.52%로 국 평균, 농어  평

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국 평균(29.32%)보다 30.2%pt, 농어  평균(29.05%)보다 30.47%pt, 해당

그룹 평균(35.88%)보다 23.64%pt 높음.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단위: 명, %)

지역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전국 80.47 287.45 29.32
농어촌 41.80 139.21 29.05
해당그룹 49.13 122.31 35.88
여주군 75.00 126.00 59.5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

인원)×100
1)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 창업+취업알선

2)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근로유지형+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적일자리형+시장진입형+인턴형+
공동체창업+개인창업+취업알선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업그레이드형 이상(사회적일자리형 제외)
-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인원

  (* 보건복지부의 자료 활용) * 노동부 사업 제외

⧠여주군의 ‘수 자의 취업‧창업률’은 11.54%로 국 평균, 농어  평균, 해당그룹 

평균 보다 높음.

○ 국 평균 (8.3%)보다 3.24%pt, 농어  평균(7.63%)보다 3.91%pt, 해당그룹 

평균(10.32%)보다 1.22%pt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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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단위: 명, %)

지역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취업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창업한 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전국 5.14 4.21 117.95  8.30
농어촌 1.28 2.53  42.98  7.63
해당그룹 1.81 3.63  45.81 10.32
여주군 3.00 3.00  52.00 11.5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취업 및 창업 인원/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1) 취업 및 창업한 인원: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한자+자활특례 상향 이동자+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

+취업알선+노동부사업

- 취업 및 창업 인원: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보건복지부에서 자료 활용)

⧠여주군의 ‘자활사업 참여 수 자의 탈수 률’은 1.92%로 국 평균, 농어  평

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매우 낮음.

○ 국 평균(7.48%)보다 5.56%pt, 농어  평균(7.76%)보다는 5.84%pt, 해당

그룹 평균(5.79%)보다 3.87%pt 낮음.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지역
수급자 중 

취업 창업자수
특례상향 이동자

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전국 3.38 3.21 2.13 117.95 7.48
농어촌 1.37 1.57 0.69  42.99 7.76
해당그룹 1.25 1.56 0.19  45.81 5.79
여주군 1.00 0.00 0.00  52.00 1.9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탈수급자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1) 탈수급자수: 수급자 벗어난 인원(자활특례 포함)+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

+취업알선+노동부사업

- 탈수급자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분기별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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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여주군의 ‘의료 여 자격처리의 신속도’는 1.34일로 분석됨. 

○ 의료 여 자격처리는 수 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

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요함.

○ 따라서 자격이 변경된 날짜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어 정상 처리된 날짜간의 

간격을 좀 더 여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함.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단위: 건, 일)

지역 자격변경처리 총건수 총 소요일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전국 3,490.23 4,210.93 1.20
농어촌 1,124.17 1,335.12 1.18
해당그룹 1,515.88 1,841.81 1.21
여주군 1,386.00 1,860.00 1.3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총 소요일/’08년 전체 자격변경 건수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자격건당 평균 소요일

- 2008년도 전체 자격변경 건수: 공단에 접수된 시군구별 자격변경 처리 총 건수

- 총 소요일: 각 건수의 처리에 소용된 소요일의 총 합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수 권자 1인당 평균 의료 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0.03%로 분석됨.

○ 수 권자 1인당 평균 의료 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의료 여 산이 효율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리하는 것임.

－즉, 리하는 수 권자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

는 수 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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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국 63.39 62.55 63.74 0.01
농어촌 66.77 65.82 67.61 0.02
해당그룹 64.04 63.35 65.01 0.17
여주군 59.15 57.42 60.51 0.0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2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및 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파악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입‧내원일수와 3년간 의료급여 수

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수 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0.05%로 나타남.

○ 수 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 여 입‧내원일수 증가율과 같이 

의료 여 산이 효율 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리하는 것임.

○ 그러므로 리하는 수 권자의 여가 정한 지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사 행 를 하는 수 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단위: 원,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국 1,969.27 2,080.93 2,206.29 0.05
농어촌 1,785.84 1,889.85 2,021.39 0.06
해당그룹 2,099.37 2,260.69 2,390.27 0.06
여주군 2,052.00 2,089.00 2,238.00 0.0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평균 진

료비 증가율)/2
-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원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평균 진료비와 3년간 의료급여 수

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증감률을 평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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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 ‘사례 리 상자 여일수 증가율’은 -0.07%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사례 리 상자는 질병, 빈곤 등을 갖고 있는 의료 여 수 자들에게 건강

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 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 

○ 따라서 과다이용의 징후가 있는 수 자에게는 상담  계도를 통하여 정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7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8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국 700.97 780.12 727.08 -0.02
농어촌 649.98 718.83 678.27 -0.02
해당그룹 648.44 716.81 709.88 0.01
여주군 716.00 854.00 735.00 -0.0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3년 평균 사례

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2
-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급여일수의 증감률을 파악함

- 해당 시군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와 3
년간 사례관리 대상자의 급여일수 증감률을 평가함.

  *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11개 지역)에서는 집중관리군 대상자만 해당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여주군의 ‘의료 여 리사 채용률’은 100%로 채용률이 높음.

○ 의료 여 리사 채용은 의료 여 사례 리를 한 의료 여 리사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 여 사례 리사 채용률을 높이기 해서는 사례 리에 집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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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0〉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단위: 명, %)

지역 채용인원 배치기준 인원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전국 1.93 1.98 102.67
농어촌 1.17 1.09 108.64
해당그룹 1.25 1.13 112.50
여주군 1.00 1.00 10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

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인권/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인원)×100
- 2006년도 배치기준: 전국232개 보장기관 배치완료

- 2008년도 배치기준:
  <텔레케어센터 미설치 시군구>
  ․수급권자 6천명 미만: 1명                 ․수급권자 6천명~15천명 미만: 2명

  ․수급권자 15천명~25천명 미만: 3명          ․수급권자 25천명 이상: 4명

  <텔레케어센터 설치 시군구>
  ․수급권자 2천 명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 관리사 1인을 배치

- 2008년도 추가 배치기준: 수급권자 5천 명당 시군구에 대하여 관리사 0.5명으로 산정하여 추가 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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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1절  전반적 방향

⧠ 반 으로 여주군은 복지증진을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환경의 많은 제한 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한 열정이 매우 큼.

○ 그 지만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 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장

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평가 기 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는 개선된 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 방안에 완벽히 반 되지는 않

은 한계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 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지속 으로 심을 가져야 할 것임.

⧠여주군의 복지정책 평가 수가 낮은 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역의 복지수

의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은 국 평균보다 크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역에 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노인복지｣, ｢보육｣,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 생활보장｣, ｢의료 여｣

는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수를 보여 이를 증진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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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우선 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좋은 평가결과와 지역

사회복지의 증 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 노인복지는 ｢독거노인생활 리사 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가 특히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가 특히 낮음.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1. 복지총괄

⧠복지총  종합의견

○ 여주군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국 평균보다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한 노력이 요구됨.

⧠복지총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시설별 정보화 격차 감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 를 해 행정정보 연계시

스템 사용 기 수의 확 가 시 함.

－ 2010년 평가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복지 시설수를 기 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에 한 비가 필요함. 

∙시설별 정보화 격차 감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 를 해 행정정보 연

계시스템 사용 기 수의 확 가 시 함.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연계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체계를 마

련하는 것도 필요함.

○ ‘지역복지 특화사업  민 력사업 건수’에서 민 력사업 건수는 국 평

균과 비슷한 반면, 특화사업 건수는 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특성을 반 하고, 민간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극

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해 지역특성을 반 하고 주민 복지수 을 꾀할 수 있는 사업 증설

이 필요하며,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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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특화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보다 큰 심이 집 되어야 하며, 이

에 한 충분한 산 배정이 필요함.

  2. 노인복지

⧠노인복지 종합의견

○ 노인복지의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최고 을 기록하 으나, 독거노인생활 리

사 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역에서는 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

타남. 

⧠노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독거노인생활 리사 견사업은 해당그룹의 타 지역에 비해 사업 상자수가 

음. 

－이들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안 확인횟수, 생활교육인원, 서비스 연계 실

이 반 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독거노인생활 리사 견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한 노력이 필요함. 

∙ 한 서비스 유형별로 노인의 욕구에 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한 시

간동안 제공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 수혜노인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에서 여주군은 민간 일자리 실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역의 일자리도 해당 그룹의 평균에 비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향후 민간일자리를 비롯하여 공공 역의 일자리 개발  확 를 

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여주군은 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이외에 지

자체의 특성이나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고, 민 력을 통한 다양한 역

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다만, 계속 인 수요와 공 간의 조율을 한 노력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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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노령연  리의 성을 해 변동자료의 기처리와 부 정 여의 

리가 요구됨. 

－이는 기 노령연  제도의 효과  리를 해 요구되어지는 항목으로 업

무담당자의 지속 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3.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종합의견

○ 아동‧청소년복지의 아동‧청소년보호  활동기반의 성은 국 평균보다 

높은 수를 기록하 으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는 국 평균보다 

낮은 수 으로 평가됨.

⧠아동‧청소년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 ’은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청소년 유해업소수는 해당그룹 평균보다 많은 것에 비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 은 해당그룹의 약 1/2 수 이므로 청소년유해업소에 한 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 을 높이기 해서 단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

하며, 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기 에 한 명확한 기 을 설립하고 유해업소 단

속이 일시 인 것이 아닌 장기 으로 지속되어야 함. 

∙ 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일방향 인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루

어 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요보호아동 내보호 비율  타 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은 국 평균보다 

낮음.

－ 내 요보호 아동 12명  4명만이 보호되고 있으며, 내 시설보호, 가정

보호 아동수는 253명으로 해당그룹 평균의 1.5배나 많은 것에 비해 보호

아동수는 0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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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 생활수  아동수와 요보호 아동에 한 심과 배려가 필요함. 

∙특히,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 탁아동, 아동보호시설과 시설보호 장애아

동, 공동생활 아동에 한 극 인 지원이 필요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4. 보육

⧠보육 종합의견

○ 보육의 보육서비스 확  실 은 국 평균보다 낮은 수 으로 보육서비스를 

확 하기 한 복지부  여주군의 노력이 요구됨.

⧠보육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0개소로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여주군의 체 보육시설 62개소  1개소만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분석됨.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함을 의미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을 한 방안 마련이 시 함. 

○ ‘ 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국, 농어 ,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여주군의 체 보육시설수는 해당그룹의 체 보육시설 평균 수보다 약 10

개정도 많은 것에 비해, 평가인증 보육시설수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

음.

－평가인증 보육시설수를 증설하여,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극 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운 을 잘 하고 있는 지에 한 지속 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함. 

－평가 인증 후에도 지속 으로 유지  리가 될 수 있도록 기 과 교사에

게 인센티 를 제공 하는 등의 극 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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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종합의견

○ 여주군의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에서 

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국 평균  해당그룹 평균과의 

격차가 상 으로 더욱 컸음. 

⧠장애인복지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기반  복지서비스 확  분야의 지표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

치율,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등은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여주군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수가 미설치 된 것으로 분석되어 시설 설치

가 우선시 되어야 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자립을 한 기

본 인 인 라라는 에서 우선순 를 두고 시설 설치를 극 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음. 

－여주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3개소이고 거주시설 정원은 0명으로 분석되었

으나, 실제 거주시설 정원의 통계치가 락됨.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 하여 자립을 희망하

는 장애인 는 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한 시

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

하는 방안도 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장애수당(장애인연 )  장애아동수당 

등  여에 한 지원 범 가 핵심 평가 지표인 을 감안하여, 당연 

지  상인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외에 차상  계층을 포함한 소득 

계층 장애인에 한 발굴 노력을 지속 으로 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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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경우에도 복지종합 평가가 시작된 이

래로 매년 지속 으로 평가되어오는 항목으로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극

으로 처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신규로 설치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일정 수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근로작업장으로 설치하고, 여기에서 우선 구매 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다면, ‘장애인복지 기반  복지서비스 확

’와 ‘ 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양 지표 모두에서 이  

보다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단됨. 

  6.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의견

○ 지역사회서비스 역의 평가결과는 국 평가결과의 최 보다 높지만 해당 

그룹내 최  수 에는 근사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해당 그룹의 복지총 을 비롯한 총 8개의 다른 평가 역별 결과와 비

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역의 상  취약성이 큰 것으로 확인됨.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가 다른 국 평균 수 비 표 편차 이상으로 

조한데 비해, 사회서비스사업의 활용도는 표 편차 이내의 하  범 에 

치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성은 국 평균 수 으로 비교  양호함.

－즉,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의 확충정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평가 역의 반

인 평균 수를 감소시키고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여주군의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을 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의 평균건수는 해당 그룹의 평균보다 높지만, 국 평균에 보다는 낮은 수

임.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반 확충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의 평균 제공기  수가 해당그룹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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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 이 기  간의 경쟁 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기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역사회를 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한 략

 근이 요구됨. 

○ 사회서비스사업의 주요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에서 볼 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취업자 수는 해당그룹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비교  양호

한 것으로 단됨. 

○ 여주군의 사회서비스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서비스 계층을 상으

로 비교  안정 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응하고, 서비스 수요 확 에 따

라 보다 극 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사회서비스 산 집행률은 해당 그룹의 평균보다 높지만 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 인데 반해, 바우처 생성액 비 이용액의 실 은 국 평균보다 

높지만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낮은 수 임. 

－이는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이 사업계획의 범  내에서 정하게 이루어지

고 있더라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실 은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

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

하고자 하는 다차원 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여주군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업범  내에서 안정  운 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종합  단에 따르면 기존 복지서비스 제공 범 를 벗어나

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소극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특히, 제공기반 확충을 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 을 확보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구도를 형

성하는 서비스 제공기 의 육성이 지역사회서비스 역에서 가장 시 한 

안문제로 악됨.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의체를 비롯하여 민간, 공공의 극  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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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 이 사회서비스 공 에 참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시에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기초생활보장

⧠기 생활보장 종합의견

○ 기 생활보장의 기 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기 생활보장 업무의 

성은 국 평균보다 낮은 수 으로 평가됨.

⧠기 생활보장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기 생활보장 역  여주군의 평가 수가 낮게 나온 분야인 신규수 자 발

굴실 과 모니터링 참여실 임.

－기 보장 역의 신규 수 자 발굴, 여조정, 긴 지원 활성화 지표는 매

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모니터링에 한 참여는 지자체 자체 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외부 인 

요인인 앙부처(보건복지부)와의 극  연계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 사

업이라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참여를 증진시켜야 함.

∙신규수 자 발굴의 경우 수 상자들이 찾아오기 보다는 지역특성과 가

구들에 해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이장 등을 극 으로 활용하여 

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자활

⧠자활 종합의견

○ 여주군의 자활 역 평가결과는 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군지역의 인 라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여주군의 자활사업 활성

화분야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반면에 다른 지표에 비해 자활사업 참여 수 자의 탈수 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수 자에 한 사례 리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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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역 세부지표 평가의견  개선방안

○ 여주군의 경우 탈수 률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자활센터에 한 극  지원과 력을 통해 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탈수 을 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수 자들에 의식과 의지가 요하

므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탈수 에 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9. 의료급여

⧠의료 여 역 개선방안

○ 자격 리 신속처리율을 높이기 해서는 자격변동이 수되면 가능한 빨리 건

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요함. 

－자격처리 신속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격변경 신고와 련하여 시‧군‧구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산 상에 자

격오류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 에 요양비용을 지 할 때 수 권자 자격이 확

인되지 않아 지 보류가 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신고가 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자

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

∙회수되지 않은 의료 여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과 비용 상

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 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

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요함.

○ 수 권자 평균 입내원일수과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 여 재정안정 차원에서 

한 수 으로 진료비 증가를 유도하기 한 것임. 

－지자체 단 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365일 이상 진료자

에 한 리, 선택병의원 상자 리, 본인부담제도 리  철 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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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으로 진료비나 입내원일수를 일 여지가 있다고 단됨.

－따라서 지자체는 의료 여 수 자들에 한 진료비 증가요인 등에 한 모

니터링을 통해 한 수 의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사례 리 상자 여일수 증가율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상자들에게 집

인 상담이나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일수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한 

것임. 

－사례 리 상자들에 한 지자체의 심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어들면 

본 지표이외에 수 권자 진료비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한 지자

체의 노력이 필요함.

○ 의료 여 리사 채용률은 보건복지부가 사례 리 사업의 내실화를 해 의료

여 리사들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산을 확보하 음.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의료 여 리사를 채용하고, 의료 여 사

례 리사가 사례 리에 집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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