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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
성평등위원회 출범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서울시는 2012년을 ‘실질적 성평등 시정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전반에 걸쳐 성평등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설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는 평등한
정책인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외부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서울시 공무원 7명과 시의회
의원 3명,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외부위원 26명, 총 3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촉된
외부 인사는 여성가족, 시민사회, 언론,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입니다. 위원회 구성원 중엔 첫 번째 1일 시장을 지낸 임은선 씨와 권순기 한국여성
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여성정책발전에 공로가 있는 배우 권해효 씨와 방송인 허수경 씨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 정책에 성평등 관점 도입을 위해 기존 여성가족정책에 국한했던
제1회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성평등정책 수립 영역을 서울시 전 부서로 확대했으며, 특히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제한적
참여로 이뤄졌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배려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 추진의 필요성

참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성평등정책’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그간 대한민국 여성들의 지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2012년에는 전체회의를 2회 열어

제정되고, 2008년에는 여성계에서 염원하던 호주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비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성주류화 및 정책개발 분과위원회도 총 6회 개최하여 여성

1966년에 37%에 불과하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2010년 49%로 상승하였으며, 여성대학

일자리, 마을공동체 사업 등 시정 주요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진학률도 80.5%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현실이 정말 눈부시게
달라진 것일까요? 드러난 여러 통계를 보면 성평등 수준이 아직도 낙제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배려’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 추진이라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 여성 개개인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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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성평등 개념 도입의 필요성

전문가 자문회의

성주류화 분리회의

서울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친화적 도시설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시정 전반에 걸친 성인지 관점의 반영 등과 같은 급변해 온 사회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여성 및 가족 정책 주요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중심 접근에서 젠더관계 접근과 성 주류화 정책을 포함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평등 개념의 도입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실시(2012. 4. 12~5. 9)
- 원안동의 및 일부 권고의견 반영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상정(2012. 5. 30~7. 9)
- 원안 의결 통과(7. 9)
○ 성평등 기본조례 공포·시행(2012. 7. 30)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의견 수렴에서 입법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일 년

공포·시행

새로운 정책방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2012년 3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분과 위원회별 심층 검토와 입법 절차를 거쳐
2012년 7월 30일 드디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구체적
으로 실현할 성평등 기본조례가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숨 가빴던 그간의 발자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가 자문회의(2012. 3. 28)
-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평등 기본조례안)
○ 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검토회의(2012. 4. 12)
-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의(조례명, 조항, 입법체계 등 세부내용 검토)
○ 조례안 개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2012. 4. 6~5. 2)
- 서울시의 성평등정책 목표를 조례명에 반영하고,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침수립 및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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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시의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열어갈 ‘성평등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례 목적의 구체적 명시(제1조)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경(제6조)

서울시

모든 위원회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제14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가족 양립 지원(제16조~제17조) 신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제21조) 신설 등입니다.

2012년은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매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가 발판이
되어 서울시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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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 모니터링 민-관-학 간담회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제

참석자

검토과제

1차

2012. 7. 24(화)
서울시

성평등
고용·일자리

- 컨설턴트 : 5명
- NGO 활동가 : 5명 			
(서울YWCA,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외)
- 서울시 : 4명

19건

2차

2012. 7. 25(수)
서울시

건강
돌봄

- 컨설턴트 : 3명
- NGO 활동가 : 4명			
(너머서,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외)
- 서울시 : 3명

17건

3차

2012. 7. 26(목)
서울시

안전
시설환경개선

- 컨설턴트 : 4명
- NGO 활동가 : 3명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외)
- 서울시 : 4명

17건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성주류화 중점과제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초석,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정책,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1995년에 열렸던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Gender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의 든든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Mainstreaming)를 행동강령으로 채택하면서 현재 국제기구와 40여 개의 국가에서 성별

한편,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수는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참여 정도를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과제수가 해마다 꾸준히

성별영향평가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으로

늘고 있어 기초 단위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가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연도별 서울시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2004~2013)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합리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절한 거버넌스 그룹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대상과제 선정 과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적절성

단위 : 건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494

1

1

16

81

166

190

189

211

601

서울시

150

1

1

1

3

5

7

10

10

62

자치구

1,344

-

-

15

78

161

183

179

201

539

판단 등의 과정에 성평등위원회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도왔으며,
2012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정책 개선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NGO 대표 및 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 모니터링 민-관-학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서에 대한 분석 평가서 및 검토 의견서를 공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더욱 확대하여 양성평등 기조의 정책 및 사업이 실현되도록 기여하겠으며, 정책
개선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류화 정책 추진 모니터링 민-관-학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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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이루어졌으며 위의 기간 중 38회에 걸쳐 총 929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성주류화 중점과제 추진

성인지예산제도 본격 시행

동시에 4월에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이 시행되었습니다.
시범 작성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한 1억원 이상의 52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별로 배치된 컨설턴트의 검토를 받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분석하고 성평등목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12년 11월에는 4월의 시범 작성을 토대로 2013년 예산안 중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인 60개 사업을 선정, 그동안의 사업대상자와

양성평등의 제도적 기반, 성인지예산제도

사업수혜자를 분석하고 2013년도 성평등목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공공으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고, 예산 지출에서도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 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단체 중심의 예산운동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성인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 신설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성인지

2013회계연도는 성인지 예산 시행 첫해로 여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여
서울시 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을 통해 예산의 최종수혜자인 시민에게 서울시 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시범작성을 거쳐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면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근거조항이 생겼으며,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어 법적근거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시작한 세계 2개국 중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인지 예산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며,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과 준비를 거쳐 2013년 첫 성인지 예산 시행
우선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인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주요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2년 3월에서 10월에 걸쳐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성주류화 및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에서는 성인지 관점의 개념, 성인지 통계자료
생성·관리 등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6개 과정의 실무위주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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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성주류화 중점과제 추진

성별분리통계 개선 추진

여성정책 합리성·과학성의 객관적 근거,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은 정책의 성 주류화 실천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는 1975년 유엔에서 여성의 상태·지위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분석할 것을 공식적으로 강조하며 시작되었고 1995년 UN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 분리자료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인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를
통해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2011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제36조와 「통계사무처리규칙」 제7조에서 이를 의무화하여 서울시의 관련 정책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별분리통계연보인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은 2004년에 첫 발간되었으며(2007년부터 격년

분야별 대상과제와 연계된 실질적인 지표체계 설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성인지 관점

발간)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문화 및 정보, 정치 및 사회참여, 안전,

에서 장기적으로 유지·존속이 가능하고 「서울서베이」 등 기존 통계와 연계가 가능한 지표

환경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해설이 담긴 해설집에 영문을

체계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NGO 단체 및 통계담당부서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병행 표기함으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접근성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예정입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책자 형식이 아닌 CD-ROM 형식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행정통계의 성별분리, 서울시 통계시스템이 선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차체 최초로 행정통계에 대한 성별분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대 시민통계
서비스 시스템인 「서울통계」에 등록된 행정통계 330종에 대하여 87종을 인적통계로
분류하였고, 이 중에서 성별분리가 필요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된 총 30종을 성별분리통계로
발굴하여 2013년부터 서울통계시스템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과제 중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신규 성별통계지표 4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사업부서와 생산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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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또 2012년 1월 26일 5급에의 승진심사기준선정위원회에서 5급 승진 심사시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공무원 우선 고려 기준안’을 마련하여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 정책 참여 비율 확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5급에의 승진 선발 시 여성 비율은 2011년 12.9%에서 2012년 17.8%로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5급에의 승진 선발 시 여성 비율 확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5급 승진선발자 중 여성비율

13.2%

12.9%

17.8%

점차 증가하는 여성공무원 비중, 여성 관리자 비율도 확대되어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기존의 여성 차별요소를 근절하여 사회

또한 전년 대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2011년 15.8%에서 2012년 17.2%로 늘어나는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요인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부서의 여성 근무 비율 또한 2011년

작용하고 있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절대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33.5%에서 2012년 38.9%로 일년 만에 5.4%가 증가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정업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결정 부서의 여성근무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자치구 포함)

비율 및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채 여성공무원 합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행정직 7급의 경우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의 41.3%, 행정직 9급의 경우 61.6%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5급이상 여성 비율

13.1%

14.1%

14.8%

15.8%

17.2%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8년 32.8%에서 2012년 36.9%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정책부서 근무비율 연도별 현황

■서울시 공채 여성공무원 합격률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행정직 7급

33.0%

36.0%

39.0%

37.0%

41.3%

행정직 9급

68.7%

62.2%

68.9%

66.3%

61.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주요정책부서
근무비율

34.1%

36.1%

35.3%

33.5%

38.9%

※주요정책부서 :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행정과, 감사관, 실·국 주무과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자치구 포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공무원 비율

32.8%

34.2%

35.1%

35.6%

36.9%

한 발 한 발 앞으로, 점차 증가하는 여성관리자들
서울시는 2011년 11월 28일 6대 인사원칙 실천계획 속에 ‘여성 승진 목표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를 2012년 15.3%, 2020년 21.6%로 설정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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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여성 비율 40%, 그 이상을 향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다각적인 노력 덕분으로 서울시 전체 127개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은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33.4%로 2011년 9월 여성위원 참여비율 28.6%에 비하여 4.8% 증가

여성 정책 참여 비율 확대

하였습니다.

서울시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전체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현황

(2012. 12. 31 기준)

전체 위원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전체 위원회 수
127

여성이 빠진 여성정책 수립, 이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 위원수

총 여성위원수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여성비율

3,030

899

413

25

2,617

874

33.4%

127개 위원회 중 전국 시·도 공통으로 운영되는 30개 위원회를 중점관리대상위원회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35.4%(2012. 12. 31기준)에 이르고

중에 여성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면서도 실제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정전반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여성 참여율을 40%로 확대할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현황
전체 위원수

(2012. 12. 31 기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전체 위원회 수
30

총 위원수

총 여성위원수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여성비율

814

260

99

7

715

253

35.4%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 40%이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실·본부·국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실·본부·국별 여성위원 비율 현황 공개 및 40% 미만 시 위원회 특별 관리
○ 분기별로 위원 임기 만료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임기가 종료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독려하는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를 시행하고 국가인재 DB를 활용하여 해당 실·본부·

이 정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시는 위촉직 여성비율을 2013년에는 36%, 2014년에는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예고제를 지속 시행하고 국가인재 DB활용 분야별 여성전문가 추천,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 독려, 실·본부·국별 여성위원 비율 현황 공개
및 40% 미만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며, 서울시가 수립, 수행하는
정책에서 당당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별에 분야별 여성 전문가를 추천했습니다.
○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재위촉 시(투자·출연기관도 해당) ‘여성가족정책실장 협조결재
의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
80%

여성참여율

60%
4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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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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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6%

2012년

2013년

40%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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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 현황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여성단체 지원(여성발전기금) 확대

연도

지원단체 수

지원사업 수

지원액(천원)

계

868

975

11,911,648

1998

69

118

636,613

1999

59

98

507,806

2000

34

44

644,419

2001

32

44

613,000

2002

50

50

575,000

2003

58

57

900,000

2004

58

57

753,000

2005

54

53

690,000

2006

64

64

747,540

2007

60

60

750,000

2008

56

56

773,000

2009

55

55

916,000

2010

60

60

869,000

2011

50

50

757,000

2012

109

109

1,779,270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동반성장을 목표로!
2012년도에는 제1차·제2차 공모를 통해 총 109개 사업에 약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
2012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설명회

단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분야’로 39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지원액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여성복지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장 실질적 지원,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의지와는

사업 분야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공모

(금액단위 : 백만원)

별도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비해 구체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서울시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통한 여성단체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통한 지원은 지난 1998년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2012년까지 868개 단체에
총 119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243억원이며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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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백만원)

분야

지원사업 수

지원금액

분야

지원사업 수

지원금액

총계

90

1,553

총계

19

226

양성평등촉진 분야

11

192

실질적 성평등실현

2

27

여성사회 참여확대 분야

39

729

여성일터 환경개선

6

76

여성 건강돌보기

4

38

여성안전 분야

15

248

여성폭력 제로

3

41

취약계층 여성복지 분야

25

382

취약계층 지원

4

44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평등 촉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공모 방식을

■제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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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기금지원뿐만 아니라 단체들 간의 교류와 지원 단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자 교육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실무자들이 사업계획 수립 방법과
지역사회 조사 방법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구분

일정

단체수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금 실무지침

제1차 공동워크숍

3월 30일

90개 단체

- 평가개요
- 회계관리 규정 설명
- 기금사업 우수사례 발표

실무자교육

1차 교육 : 5월 15일
2차 교육 : 5월 16일

90개 단체

제2차 공동워크숍

7월 31일

19개 단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여성발전기금 실무지침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 중간평가 공유
중간평가 워크숍

8월 20일

109개 단체

- 회계처리 실무
- 최종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또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단체 방문, 현장 모니터링,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 및 참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3년도 기금 사업에 대한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현장방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보완된 평가지표에 의거 단체의 사업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회계처리 등 단체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기금 부당 사용, 지침 위배 등 예산 부당사용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

실무적인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중단 및 부당집행액 환수, 향후 기금지원 신청 제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
하여 기금이 부적절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단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실천하고자
‘실질적 성평등 실현’,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4개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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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Purple Ribbon 자궁
경부암 예방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자궁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경부암 정보제공 및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되었고 참가비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중 2,000만원을 저소득층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로 한국
의료지원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핑크청책테이블’

여성마라톤대회 개최

을 운영하여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일자리부르릉’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직업적성검사, 취업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행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지식 및 대응방법 안내, 손가락인형극 공연 등을 진행

여성이 주도하는 스포츠축제 한마당,
여성마라톤대회

2012 여성마라톤대회 포스터

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무대에서 가수 김장훈씨 공연과 밸리댄스가 펼쳐져 시민들은 마라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여성마라톤대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여성마라톤대회는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

대회가 끝난 뒤에도 행사장 부스 방문, 공연 관람 등을 하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5월의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마라톤대회는 여성이 주도하며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기 위해 매년 5월 상암동 월드컵공원 및 한강
시민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2001년 ‘아줌마마라톤대회’라는 명칭으로 (주)

시민들의 더 큰 만족을 위해, 여성마라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신문사에서 시작되었던 대회를 2005년부터
서울시와 (주)여성신문사가 공동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대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87%의 참가자들이 행사에 대해

2012년도는 12회째로 명실상부한 스포츠축제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주최측의 안전조치 등 진행에 대해서도 91%의 참가자들이 만족한

한마당으로 펼쳐졌습니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성마라톤대회의 차별화된 장점으로 ‘취지가 좋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 좋다’ 순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념품 티셔츠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행사개요

약 53%의 참가자들이 만족함을 표시하여 조금 더 많은 분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

시 : 2012. 5. 6(일) 08:30(09:30 출발)

▶장

소 :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

2013년도에도 (주)여성신문사와 공동 주최로 제13회 여성마라톤대회가 개최됩니다. 2012년 미흡

▶코

스 : 10Km 마라톤/ 5Km 남자마라톤/ 5Km 여자마라톤/ 3Km 걷기

했던 점을 개선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서울 여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주

최 : 서울특별시, (주)여성신문사

지키는데 일조를 할 뜻깊은 행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가인원 : 남녀노소 시민 15,000여명
▶주

제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남녀노소 1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2012 여성마라톤대회에서는 마라톤 행사뿐 아니라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타로카드 점술, 인물 캐리커처, 스포츠 마사지 등의 체험활동이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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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비전 6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선정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턱이 낮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여성단체 및 풀뿌리 단체에게도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대상을 여성을 포함하여 어린이·남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악대, 군악대 등 남성예술단이 성평등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을 하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성주간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성평등이 가까이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화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한 성평등 여성정책 잔치 한마당
2012 여성주간 개막행사는 여성주간의 첫째 날인 2012년 7월 1일 능동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가족단위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에서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 추진한 대규모 행사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날 행사
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치고, 여성비전 6대 분야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성평등 실현 퍼포먼스

그동안 생소하였던 여성주간의 의미와 서울시 여성정책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성평등 체험 한마당으로
개막행사는 영화배우 권해효 씨와 방송인 최광기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발전에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에서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제9회 서울시 여성상 시상, 성평등 실현 퍼포먼스(‘여’, ‘성’, ‘희’,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지정·

‘망’, ‘장’, ‘벽’ 얼음 깨기), 서울경찰악대 공연 및 뮤지컬 갈라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시민과

행사장 열린 무대 주변에서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마을속 비폭력 배움터), 한국 채소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준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 협회(이색직업 채소 소믈리에), 한국루돌프인지학연구센터(행복한 아이로 키워요)
등 총 28개 시민단체가 여성비전 6대 분야 부스운영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먼저 5월 중순 여성전문가, 여성단체 실무자, 서울시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담당자 등이 모여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여성주간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여성주간의 주제 및 테마선정, 여성주간의 의미를 살리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또한 30분 간격으로 시민단체 및 거리아티스트들에 의한 ‘자전거 묘기’, ‘호신술 태권도시범’,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부스운영 참여단체 확정, 리플릿

‘사물놀이’, ‘풍선퍼포먼스’, ‘재즈공연’ 등의 공연이 펼쳐져 여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을

제작 등의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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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성주간 기념행사
❖ 윤희정 & Friends 콘서트

시민단체 홍보부스 운영 모습

2012년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2013년에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민·관 협력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부서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협의할 예정이며 서울시 정책 홍보, 여성관련 캠페인 연계 추진,
문화체험행사 진행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표적인
여성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일
시 : 2012. 7. 2(월), 19:30~21:0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인원(대상) : 310명(여성NGO대표, 여성친화기업, 서울
시민 등)
•주요내용 : 재즈보컬리스트 초청 공연
•출 연 진 : 윤희정, CEOJ BAND, 김수연,
프렌즈(김미화 등) 출연

❖ 시민단체 부스운영
•일
시 : 2012. 7. 2(월)~7. 3(화), 13:00~18:0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
•인원(대상) : 600명(여성NGO 및 풀뿌리단체,
자원봉사자, 서울시민 등)
•주요내용 : 유방암무료검진, 성매매여성·
장애여성·결혼이민자여성 		
인식개선 체험·전시, 여성일자리 상담 등

■ 행사 관련 보도 내용
❖ 타운홀미팅
•일
시 : 2012. 7. 3(화), 15:00~18:0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인원(대상) : 200명(여성NGO 및 		
풀뿌리단체 활동가, 서울시민 등)
•주요내용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지역의 중심 여성NGO」

❖ 씨네토크 ‘가족공감’
•일
시 : 2012. 7. 4(수) ~ 7. 6(금), 19:30~22:00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
•인원(대상) : 600명(여성NGO 및 풀뿌리단체,
서울시민 등)
•주요내용 :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등 		
3편 상영,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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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결과 수상자는 모두 9명(단체 3, 개인 4, 기업 2)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2012년 7월 1일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여성주간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제9회 서울특별시 여성상 수상자 현황 및 공적요지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서울특별시 여성상 시상

구분

수상대상자

공적 내용

대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넘게 외롭게 투쟁해왔으며
최근에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음

김연순
(여성민우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연합회장)

여성발전에 앞장 선 특별한 분들에게 서울특별시 여성상을 드립니다

최우수상

유옥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시정발전 및 국가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발맞추어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서울시

박옥련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보육서비스 증진 등에 기여한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사무국장)

공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남숙자

지역 사회에 기반한 여성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지역여성 운동에
생활협동조합운동을 결합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25여년간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맞벌이 가정 보육 지원 및
여성일자리 창출에 헌신하여 왔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여성시각장애인 취업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하였음

(시립영보자애원장)

소년소녀가장, 여성부랑인 등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음

사회참여 확대, 여성인권 및 안전강화 3개 분야에서 2012년 4월 26일부터 수상후보자를

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국내최초 민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로 피해자 지원과
돌봄에 기여하였음

공개 모집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온라인투어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속에서 다양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2012년 「서울특별시여성상」 시상을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주)한미글로벌

■여성상 시상 분야
연번

분야

추천기준

1

양성평등
실현

- 사회 각 분야의 양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남녀차별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2

여성사회
참여확대

-

3

여성인권
및 안전강화

우수상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능력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보육 서비스 및 보육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기업 및 사업주

-모
 자가정, 여성노인, 다문화가정, 탈북여성 등 소외여성 지원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돌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건강한 여성의 삶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 여성 안전 도시환경 구축 등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기업)

제9회 서울특별서 여성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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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단체와의 협력 강화

“위안부 할머니들께 상을 바칩니다.”
시상 관련 보도 내용

Interview :
“이번 수상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생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신 동안 인권회복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제9회 서울시여성상 대상 수상)

“저희가 여성시각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일들로 이번에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성시각장애인분들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 박옥련 (실로암시각장애인 근로사업장 사무국장, 제9회 서울시여성상 우수상 수상)

“저 스스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창립 초기부터 여성인력의 채용, 직무교육, 일과 가정을 장기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들이 그들의 직무향상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 가정과 기업,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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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도시계획 사업 추진 시 여성의 욕구와 의견 반영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구축

도시 생활의 핵심주체, 여성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이 필요
시민토론회

지역여성활동가 협의

도시공간 및 시설은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으로 주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인 도시
생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경제영역은 물론 육아·교육·이웃

공유하는 업무협의를 거치고 3월에는 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검토회의를 통해

교류·가사쇼핑·근린시설 이용 등 도시 활동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계층으로 그들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에 성평등 관점 적용’을 서울시 10대 성평등 핵심과제로 선정

참여를 보장하고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산업, 주거, 생활공간이 복합

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젠더전문가, 도시개발전문가, 여성건축가, 관련기관 실무자,

개발되는 서울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로 다양한 성평등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행정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총 8회 개최하여 성평등 도시개발 방향 및 성평등 추진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사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 계획 개요

동시에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 공원녹지정책과, 보건정책과,
도시계획과, 강서구, SH공사 등이 참여한 총 8회의 협의회를 통해 성평등 추진항목의

▶ 개발 기간 : 2007. 12. 28 ~ 2014. 12. 31

마곡지구 도시개발과정 반영사항을 협의하고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 개발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 가양동 일대 3,665,336m²
▶ 개발 목적 : 서울의 중장기적 도시성장 전략과 마지막 미개발 녹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
▶ 개발 방향 : 1.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거점기반 구축
2. 서울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10월 31일 개최하여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청사진을 발표하고 마곡지구의 성평등 도시개발을 위한 추진 항목에 대한
참석자들 간 의견을 발표·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3. 주변 녹지거점 및 수계와 연계한 친환경 도시모델 개발
4. 서남부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개발 내용 : 주택 건설 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국제업무지구 계획, 중앙공원 조성 계획,
교통 계획 등

안전하고, 편리하고 여성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곡지구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추진항목’의 주요 내용은

도시공간 및 시설 구축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자립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전문가와 시민이 마음을 모아 찾아낸 성평등의 길

긍정적인 여성성 반영을 통한 감성품질 실현을 위한 공간·시설 구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함께 돌보는 도시를 만들며

성평등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여성

이를 위해 2012년 2월 21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마곡사업추진단, SH공사, 서울시

권익을 지원하는 도시, 역사를 담은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서울시 성평등 목표가 마곡지구

여성가족재단 등 관련기관 및 부서가 참여하여 마곡지구의 성평등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도시개발 과정에서부터 공유되고 도시개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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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도시계획 사업 추진 시 여성의 욕구와 의견 반영

성평등 선도 도시 마곡지구를 꿈꾼다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추진을 통해 도시개발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성·남성·장애인·노인·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렴하여 도시
공간을 개발하는 성주류화 핵심과제 추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여성은 육아, 교육, 행정서비스 활용 등 도시공간과 시설활용에 있어 남성 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간 구조·형태는 여성의 시각과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지하주차장 조도확보

범죄 예비 공간인 지하공간 최소화

현실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각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뜻을 모아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 추진」을 통해 서울시가 성평등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단위부스 내 비상벨

휠체어와 유모차가 교행가능한 도로폭

경사로 1/2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의 주요
요소 적용, 방범지원시설 확충, 지하구조물 최소화 등 추진항목을 수립하였으며, 여성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화장실과 주차장의 안전·편의시설,
여성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및 교차로 설계 추진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으로 접근 가능한 공원·
녹지공간 배치, 대중교통연결망 확충 및 환승체계 마련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의 추진항목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여성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고 남성과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도시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 소통과 돌봄 공간 마련, 어르신 복지시설 및 쉼터 설치, 주거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조성 추진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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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문화 시설 등은 2012년까지 100%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편의시설 확대

여성우선주차장 확대

총 38,804면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지속적인 확대 계획
여성우선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의 경우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설치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등에서는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
관리원이나 승강기에 가장 근접한 장소, 노외주차장에서는 주차장 또는 주차관리원(관리

불안한 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해결
여성운전자들은 주차장에서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유아를 동승하는 경우가

부스)과 근접한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민간
부문 대형빌딩 판매시설 810개소 24,041면, 공공부문 596개소 14,763면 등 총 1,406개소
38,804면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2009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운전자의 83.5%가 여성우선
주차장이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좋은 곳을

일반형

확장형

선정하여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지정해 여성운전자뿐만 아니라 유아를 동반한 남성운전자를

0.35m 0.35m

보호하고 배려하는 주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5.1m

5.0m

5살. 3살 그리고 지난해 태어난 아기를 가진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병원이나 마트 등에 갈 때에 아기는 안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주차장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가면
정말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 원순씨에게 바랍니다(2012.2.16)

2.3m

2.5m

2.5m

이를 위해 먼저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30면 이상의
노외·노상 부설 주차장에 대해 여성우선주차장을 10%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여성
우선주차장에는 구획 표시를 분홍색 실선으로 하며 여성 마크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주차 구획면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형은 너비 2.3m 이상 ｘ길이 5.0m 이상이며
확장형은 너비 2.5m이상ｘ길이 5.1m이상(마주보는 두면 각각 0.35m 빗금 표시)입니다.
2012년 7월 50대 이상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총수의 30% 이상은 확장형 확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조례개정 이전 대상인 250개소 5,000면에 대하여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으로 30면 이상 주차장의 10%인 여성우선
주차장 중 그 구획의 1/2를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되어 보다 편리한 주차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우선주차장에 CCTV, 조도개선 등 시설보강을 병행 실시하고 여성·임산부 및 유아
동반 차량(남성 포함)의 경우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여성운전자, 유아를 동반한 남성운전자 등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여성우선주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어느 곳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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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편의시설 확대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

거꾸로 된 화장실, 여성에 대한 배려 찾아볼 수 없어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등 기타 대규모 점포의 남·녀 변기 수를 조사한 결과 총 2,344개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10,487개 변기 중 남자 변기수가 6,378개(61%), 여자 변기수가 4,109개(39%)로
조사되었으며 남녀공용화장실도 258개나 되어 여성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화장실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장을 고치거나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등 남성에 비해 이용하는 용도가 다양하고 화장실 이용시간도 약

금천구 대명시장 공사 전

금천구 대명시장 공사 후

은평구 연서시장 공사 전

은평구 연서시장 공사 후

2배(약3분)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화장실은 기준면적인 33㎡(10평)이하로 협소하였고 남녀공용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는 등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여성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 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여성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11개소 1,006개 변기에 대해서 확충 및
개보수 사업(확충 372, 개보수 634)을 시행하고 2012년에는 4개구 7개 시장 30개 변기의
확충 및 개보수(확충11, 개보수 19)를 마쳤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지수를 파악하는 유용한 지표 중 하나가 화장실 문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정 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여성 변기수를 확충하였고, 남·녀 화장실을 격층 운영으로

별생각 없이 유지 해왔던 화장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한 공간인

변경했습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의 경우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했고, 입구의 방향을 시민의

화장실을 여성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도록 개선해나가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왕래가 적은 쪽으로 변경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에티겟벨, 파우더룸,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저귀대, 아동용 소변기, 거울비치 등 여성편의시설 설치를 병행했습니다. 동시에 개별점포
내 비개방형 화장실의 개보수를 통해 민간 개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결과 실질적 화장실
수의 증가 효과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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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하철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 이용자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내부시설의 훼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설계가 관리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장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단체, 화장실

여성편의시설 확대

관련 시민단체, 서울시, 디자인 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소통회의를 갖고 시민개혁단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발굴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시민모니터요원과 대학생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콘센트에 보호용 캡을 씌워주세요”, “안전을 위하여 좁은 통로 조도를 높여주세요”,
“배수트렌치가 너무 작아 바닥에 물이 튀어 미끄러워요”, “ 세면대가 물로 지저분하지 않게 해 주세요”,
“옷걸이 가방걸이 각각 설치해주세요” , “장애인 화장실 스위치 위치 조정해주세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장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 내 화장실에 대한 기존의 관리자 중심 설계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지하철
화장실 설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편의 위주로, 역사 내 화장실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여성편의 화장실의 양적 확보를 이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화장실 사용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충분한 여성 변기수를
확보했습니다.
■연도별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개선 실적
구분

계

2007년이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메트로

76

7

10

22

25

5

7

도시철도

58

13

5

23

8

1

8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장실 소통회의(2012년 1월)

역사 내 화장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설치

다음으로는 화장실 출입 구조를 개선하고 장애인 남녀공용 화장실을 구분 설치하였습니다.

되고 관리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중에서도 화장실은 이용자의 생리적 해소의 공간으로서

화장실 출입 시 이용자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평면을 개선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여건 변화와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고, 특히 인권문제가 자주 거론되었던 남녀공용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어린이, 유아를 동반한 여성 및 장애인 등 지하철 이용 교통약자에게는 더욱 많은 배려가 필요한

구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장애인 외에도 임산부, 어르신 및 어린이를 동반한 여성 등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성 시각에서의 편의, 배려, 안전,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간을 넓게 확장해 유아 보호형

쾌적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의자,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변기, 비상호출장치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1

043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어가다.

여성편의시설 확대

지하철은 역사 구조상 부득이 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으나
소제구를 활용한 설치공법 개선으로 화장실 입구 계단 및 경사로를 제거하여 교통 약자들의
화장실 출입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경사로 제거로 특히 임산부 및 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의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경사로 제거 전

개선 전

개선 후

밝은 조명으로 교체된 개선 후 모습

비상호출장치 설치된 개선 후 모습

경사로 제거 후

최고의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와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에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도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개선 후 모습

교통약자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개선된 모습

연차적으로 고품격 화장실 개선을 추진하여 여성들의 행복한 화장실 이용편리를 제공하고
고객서비스 향상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방범 및 경보시스템(비상벨, cctv설치 등)을 설치하고,
화장실의 낮은 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의 좁고 긴 통로는 답답했으며 어두운 조명으로
여성들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의자 설치, 밝은 조명
및 디자인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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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2

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다.
2-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화

2-2 유통산업 등 여성근로자 휴식 보장
앉아서 일하기(2시간 이상 서서 일 안하기) 캠페인 추진

2-3 좋은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 창출
서울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2-4 여성특화 창업 지원
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일자리 박람회 개최

2-5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시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 발주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전환 시 4점의 인센티브를 부여(2012. 6. 1 개정)하고, 일반용역(청소, 시설관리, 주차장
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리 등)의 계약상대방 적격심사 세부기준(2012. 7. 5 개정)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기업에 최고 2점까지 가산점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정규 여성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한, 상·하수도 검침관련(2012. 6. 1)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용역(2012. 8.18)의
적격심사 기준도 각각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고용안정 추진 기업에 대한
우대 가산점을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 소관 시설공사 등의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 6. 1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격심사기준에도 서울시 기준에

공공부문의 새로운 고용모델 제시

준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기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우대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노동자의 33.7%(2011년 8월 기준)가 비정규직으로 서울시 거주 비정규직
근로자는 131만명이며 그중 62%가 여성입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또한 계속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시설공사 등 중앙부처 소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서울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평균 71만원의 격차가 2011년 8월 104만원까지

기준에 준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민간 기업에 대한 우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적용비율은 정규직 69.2%, 비정규직은 30.5%에 불과(2011년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월)하였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4.1%, 고용보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이익을 겪는 이들의 지위를

42.3%로 정규직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2011년 8월)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 사업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시 산하 투자

앞으로도 한결 같은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출연기관의 비정규 근로자 1,367명 중 367명의 여성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대상의 기준은 업무의 지속성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성별이나 연령 학벌 등을

■서울시 정규직화 전환 장기 플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화

1차

청소

하였기에 여성이라는 불이익 없이 367명의 비정규 여성근로자가 정규직화의 기쁨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2013~2014)

(2015)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에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인 공공부문 간접고용 청소 용역

2차

시설/경비

3차

기타

직접고용

정규직화

(2014~2015)

(2016)

근로자를 단계별·시기별·대상별로 정규직화 할 계획입니다. 우선 간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를 서울시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고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는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2015~2016)

(2017)

정규직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근로자가 85%에 이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청소 용역근로자
등 4,172명이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될 전망입니다.

2013

2014

2015

2016

2017

※청소 용역근로자의 80%이상이 여성근로자임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로 정규직화 유도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소관 적격심사 기준 등을 개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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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등 여성근로자 휴식 보장

앉아서 일하기
(2시간이상 서서 일 안하기) 캠페인 추진

2012년 9월 신도림역(홈플러스테스코)

2012년 9월 을지로역(롯데백화점 본점)

2012년 10월 갤러리아백화점

2012년 11월 동대입구(신라면세점)

서서 일하는 여성들, 하지정맥류 발생 가능성 8배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발 아래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맥 내의 판막기능이 저하되거나 미세 림프관이 좁아져 임파액 순환이
잘 안 되는 ‘하지정맥류’라는 병을 얻을 수 있고, 임신을 할 경우 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성비전 수립 당시부터 유통산업분야
등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휴식 보장의 필요성을 절감해 ‘2012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2차)’ 분야에 ‘여성일터 환경개선’를 추가하여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유통매장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통매장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서비스연맹 워크샵

미래를 위한 배려, 모성보호에 대한 투자 필요
서서 일할 경우 하지정맥류 발생 8배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노동과
임신·출산 등 노동력 재생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취업여성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유통매장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이나 사용자 모두 일을 우선시하고
모성보호를 경시하는 경향이 만연한데 서울시가 유통매장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사업에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유통매장 여성근로자 및 시민들을

관심을 갖고 기금을 지원하고, 미흡하나마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 것은 새로운 출발

상대로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을 하는 유통매장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입니다. 향후 정책적 배려를 통한 모성보호 정책으로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캠페인을 총 13회 진행했습니다. 또 1,300여 명의 유통매장 여성근로자들의 근무실태를 조사·

및 야간이나 휴일근로 제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생리휴가, 육아시간

분석, 워크숍을 개최하여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유시간)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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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확대

어려운 경제, 여성 일자리 확충할 방안이 필요
경제적 현실과 여러 지표들을 보면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아이돌보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에 불과했으며, 대기업의 채용규모도 감소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 전망도 어두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은 육아·가사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탈(경력단절)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 내 성차별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어 일과 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큰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2008년 47.3%에서
2011년 50.9%로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이전 62.9%가 정규직이었던 반면
경력단절 이후에는 58%가 비정규직으로 머무르게 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과 가족 양립의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인 육아와 가사병행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OECD 평균 26%에 훨씬 못미치는 1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는 기치 아래 사회
서비스 여성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아동복지교사 교육 현장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양이 공급되기 어려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비담임 활동

확충과 함께 일자리창출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

지원 예산 2배 늘리면 지원 인원은 3배 늘어나

서비스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창출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사람을

2007년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시행한 이후 재정지원(노인돌봄 등)을 통한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돌봄(care)과 관련된 서비스이므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제도 변화(장기요양보험제도 등)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성향이 두드러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전달자로서 선호되고 있기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성과로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1.6배 증가한 것으로

때문입니다.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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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아이돌보미(가정 내 개별 양육 서비스 제공), 보육도우미(보육시설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교사 업무 지원), 보육시설 대체교사(보육교사의 휴가·교육·병가 시 대체교사 파견 지원),
아동복지교사(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채용·배치) 지원 사업 등 주로 재정지원을 통한

2013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6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 3천명 이상의 서울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한 예산 투입에 그치는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도 발굴·지원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 증가

단위 : 백만원

구체적으로는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도우미 100명의

61,389
2배상승

35,323

일자리를 만들고, 비담임교사 지원시간 및 인건비를 기존 2012년 4시간, 70만원에서
2013년 6시간, 10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010년

2012년

또한 아동복지교사 평균 임금 향상 및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아동복지교사 평균 임금을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 수(2009년~2012년)

단위 : 명

12,229

2012년 106만원에서 2013년 109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사회복지사를 전 자치구에
파견하여 아동 사례를 관리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470

4,029

4,097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년 예산 증가에 따라 지원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
및 지원 인원 현황을 보면, 예산이 353억에서 613억으로 2배 증가하는 동안에 지원 인원은
4천여 명에서 1만 2천여 명으로 3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재미있고 적성에 맞았는데 현재 아이돌보미가 되어 귀여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싶습니다.” - 김봉사(가명, 여, 47세)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비담임교사 채용을 장려한다는데 비담임으로 근무하기를 원하게 되네요.
이 사업은 서울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 샘샘(네이버 카페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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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정규직 여성일자리 창출

최고의 일자리, 정규직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센터 소개

종사 직종

채용인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장애인 능력개발 및 취창업 지원

사무인력, 상담사 등

5명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인근지역 여성능력개발 및 취창업 지원

사무인력, 상담사 등

7명

여성창업플라자

지하철 유휴공간에 시설 조성하여
여성창업 종합 지원

사무인력, 상담사 등

2명

드롭인센터

가출 및 성매매 위기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긴급지원

운영 및 상담자,
지도사, 취사원

6명

직장맘지원센터

임신,출산 등으로 부당해고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

센터장,팀장,팀원 등

7명

국공립어린이집(23)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채용

보육교사, 간호사,
취사부 등

96명

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상담, 보호, 활동사업 및 쉼터 관리운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14명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치료 및
학대예방사업

사회복지사

5명

어려운 여성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계

142명

여성일자리 사업이 있음을 앞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 중 으뜸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질 및 근무의 지속성이 담보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설별 채용 계획(2013년 신규시설)
센터명

센터 소개

종사 직종

채용인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원장, 관리인,
사회복지사

5명

가족보호시설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보호시설

소장, 종사자

5명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종사자(3개소)

15명

2013년 612명의 여성 정규직 채용을 향해

건강지원센터

가출·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대상 예방 및
통합적 건강 지원

운영인력, 의사

7명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등 총 30개의 여성

국공립어린이집(1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영유아보육 시설

원장, 교사 등

500명

상상나라

영유아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체험놀이공간 제공

운영인력,
청사관리

53명

다행복상담센터
(위기다문화 안전망 구축)

위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종사자

5명

120개의 여성가족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총 612명의 여성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제공

센터 종사자 등

4명

안정된 일자리의 제공을 통해 여성의 자기 성취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인터넷중독예방센터
(10)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홍보,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운영인력

10명

아동복지관(허브기관)

관내 돌봄시설의 허브역할 및 			
아동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등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

운영인력,
청사관리

8명

위한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여성가족시설 확충을 통한 정규직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를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총 142명의 종사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별 채용현황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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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구인자와 구직자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교육 현장모습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교육 현장모습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직업교육 현장모습

청년여성 직업의식 전환교육 현장모습

서울시에서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지역 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교육과 취업
서비스 연계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기존의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미취업 여성에게는 각 구별로 집중된 산업 수요에 맞춘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교육을

직업훈련과정을 개선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교육은 각 구별로 집중된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유휴 여성인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산업 수요에 맞추어 전문직업 교육을 개발, 인근 거주 여성들이 가깝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문화예술기획 전문가’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지역 일꾼 이끌어내기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교육 등의 사업

과정 등 총 23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년여성 직업의식 전환 교육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한 사람당 최대 교육시간을 작년의 160시간에서 370시간

중·고령 여성이 진입하기 쉬운 돌봄, 간병교육, 조리 분야 21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해

까지 2배 이상 늘려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439명의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커피
바리스타, 다국어상담사, 중국어 문화체험지도사 등 8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교육인원 596명 중 292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55.3%가 취업에
사업내용

지역별 특화 및
심화 직업교육사업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지역 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전문·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
- 장기교육 및 전문심화 등 전문 인력 양성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교육사업

•나이, 계층, 환경에 따른 취약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질적인 취약계층 취업 연계 방안 모색
•사전 기업 및 공공기관과 맞춤형 교육 유도

전문자격증
일자리 지원사업
(장롱자격증되살리기)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 직종 맞춤형 교육실시
- 각 기관별 전문자격증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 직종 선정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원사업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지원
•여성친화적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여성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

청년여성 직업의식
전환 교육사업

•2/4년제 대학교 및 특성화고교 여성 대상으로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비전 찾기, Role Model 분석 등 청년층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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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문자격증을 보유했지만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보수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2012년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사업은 보건 및 상담 분야의 국가 자격증
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 분야로도 자격범위가 확대·추진되었으며 2012년도까지 1,530여 명이
참여하여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직장을 갖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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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직업교육 현황

(12월말 기준, 단위 :개/명)

사업명

세부 교육과정 내용

지역일꾼
이끌어
내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웹표준 퍼블리셔, 문화예술 기획 전문가,
지역일자리복지 등(23개 과정)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교육

결혼이주
(8개 과정)

다국어 상담사,
편집디자이너 등

중고령
(21개 과정)

육아학습시터,
실버라이프 매니저 등

운영 기관수

교육 과정수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총계

수료 인원

취업 인원

438

253
(57.8%)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모델이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여성이 원하는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21

23

20

치과위생사, 학교폭력예방 및
진로상담사 양성, 표현예술심리상담
교육, 학교폭력 가·피해 및 학교
부적응 학생상담사 양성(4개 과정)

교육 인원

또한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함께 여성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내 여성친화형 예비 사회적

506

29

596

528

292
(55.3%)

4

4

91

86

37
(43.0%)

45

56

1.193

1,052

582
(55.3%)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기관

사업명

강북여성
인력개발센터

사업내용

힐링하우스

•경력단절여성 및 중·고령 여성 일자리창출 사업
•정리정돈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 정리정돈 강사 파견사업

강서여성
인력개발센터

굿디자이너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창출 사업
•웹디자인 및 번역사업

중부여성
발전센터

(주)갖춤
웰빙뷰티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창출 사업
•뷰티테라피스트 파견사업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더 많은 행복을 향하여..
앞으로는 다양한 노동시장 수요에 맞추어 현재의 ‘단기·기본과정’에서 ‘장기·전문 여성인력

20대에서 고령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양성 과정’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질 및 여성인력의 능력을 높이고 동시에 직업의식 조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특성화 고교 졸업예정 여학생과 2·4년제 대학교 졸업 예정 여대생에게는

및 수급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여성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 직업의식 전환교육’을 9월부터 실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자기 적성과 능력에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청년 여성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 시장에 진입해 장기적인

맞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커리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마인드업(Mind Up)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인 지원을
Interview :

펼쳤습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았지만 결혼과 함께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중랑여성

■청년여성 직업의식 전환교육 현황
구분

대학
코스

인력개발센터에서 의류 캐드디자이너 과정 수료 후 재취업하여, 결혼 전 이루지 못한
학교 명

4년제
대학교

성균관대, 고려대, 동국대, 건국대,
숙명여대

2년제
대학교

인덕대학, 한양여자대학, 명지전문대학,
동양미래대학, 서울패션전문학교

과정(개)

등록(명)

수료(명)

수료율

의류디자이너의 꿈을 이루었어요.”

14

323

276

85.4%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오래 동안 일을 놓고 있었는데 작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 김지은 (가명, 경력단절 여성, 40대)

에서 ‘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교육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졸업 후 바로 결혼
하여 직장생활 경험이 없었지만, 5주간의 전문직무교육과 실습교육을 거쳐, 요양병원

고교
코스

특성화
고교

예일디자인고, 동구마케팅고,정화여상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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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20

301

94.1%

27

643

577

89.7(%)

간호사로 재취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 김희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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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소자본 창업의 지름길, 여성창업플라자로 오세요
여성창업플라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사 내 지하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자본·소규모
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다.

여성특화 창업 지원

점포형 창업 공간 제공 및 창업 준비에서 판매지원까지 가능한 여성창업보육시스템입니다.
층별 공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지하 2층
구분

소계

창업보육실

쇼케이스실

행정실

실 수(개)

10

8

1

1

면적(㎡)

255
(통행로 63 포함)

160

12

20

■지하 3층
구분

소계

창업보육실

상담실

공용장비실

교육장

촬영실

행정실

실 수(개)

16

7

2

1

3

1

1

면적(㎡)

488
(통행로 83 포함)

150

43

85

22

40

65

■내부공간 모습

여성창업플라자 교육장

여성창업 희망자를 위한 토탈 서비스 제공
서울시에서는 저자본·소규모로 창업이 가능한 교육·제조·유통 일체형 창업업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생
및 예비창업자, 일반여성 창업희망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 초기 상담부터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를 유치하여 공간을 제공하고 관심 있는 시민을 유입하여 여성창업
플라자의 성공적인 정착의 초석을 마련하는 창업순환시스템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선도업체의 멘토링 서비스가 후발업체를 양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후발업체는
신생업체에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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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다.

여성특화 창업 지원

■창업순환시스템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노하우 전수
경쟁력
확보

재료, 재품 구매

재료, 재품 구매
선도업체
(일정기간유치)

입주업체
(후발업체)

선두업체

입주업체
(신생업체)

■창업지원 프로그램
노하우, 기술 지도

이론, 기술 지도

(정기, 수시)

(정기)

선도업체

입주자(업체)

멘토

멘티
멘토

창업 희망자
(20개 기관 이용자등)

멘티

공예 등 교육·제조·유통 일체형 사업이 가능한 공간 활용으로 구매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업순환시스템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상담 및
컨설팅,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을 원하는 시민 여러분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창업플라자 공예·디자인 업종 사업설명회

2012년도 12월에 제품 전시 판매가 가능한 우수업체 및 사무형 창업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공방
중심의 업체(지하 2층 : 8개 업체/지하 3층 : 7개 업체)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도 1월에 총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소자본 창업이 용이한 교육·제조·유통 일체형 업종 집중 육성으로 목적
구매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하 2층에서는 선도업체 및 입주업체의 제품을 전시하고
작업현장을 외부로 노출하여 전시효과를 높이고, 지하 3층에서는 손 뜨개, 퀼트, 테디베어, 리본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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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다.

여성특화 창업 지원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교육에서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필요성

구분

창업보육실

창업부스실

규모

24㎡

7㎡

정원

15업체

4업체

보증금

100만원

50만원

월사용료

4만 8천원

2만원

계약기간

최장 3년

최장 3년

공용공간

세미나실, 스튜디오, 비즈니스상담실 등

공용기자재

PC, 컬러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 등
남부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실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창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전에 운영되어온 창업보육센터는 고급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창업보육센터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창업보육센터’의 진입

구분

창업보육실

창업준비실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규모

20㎡(공용면적포함)

6㎡(공용면적포함)

정원

11업체

20업체

보증금

100만원

50만원

할 수 있는 새로운 one-stop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저렴한

월사용료

4만원

1만원

비용으로 여성 창업자들이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기술경영 지원을 함께 받아 여성의

계약기간

최장 1.5년

최장 1.5년

공용공간

컨설팅룸, 회의실, 촬영스튜디오 등

공용기자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 사진촬영장비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어 창업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창업까지 전문창업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지도를

사회 참여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전용 창업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창업준비실

총 3개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중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10월 금천구 독산로에 남부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개관한 이래, 2009년에는 여성능력개발원, 2011년에는 북부여성발전센터에 차례로 개관하여

구분

창업보육실

창업준비실

창업실습실

현재 총 3개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시설 내에서 운영되고

규모

6.3 ~ 7.8㎡

21.5㎡, 30.9㎡

10.3 ~ 80.0㎡

정원

7업체

12업체

6업체

보증금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월사용료

2만원

1만원

3 ~ 24만원

계약기간

최장 1.5년

최장 1.5년

최장 1년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현황
구분

위치

개관일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 50길

2002년 10월

여성능력개발원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2009년 4월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 207길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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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http://nambu.seoulwomen.or.kr

Tel : 02-895-0955
http://wrd.seoulwomen.or.kr

Tel : 02-460-2300
http://bukbu.seoulwomen.or.kr

Tel : 02-972-5506

공용공간

컨설팅룸, 입주자 휴게실 등

공용기자재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 사진촬영장비 등
북부여성발전센터 창업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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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다.

여성특화 창업 지원

교육에서 홍보, 마케팅, 세무기장까지 종합적인 지원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여성의 특유한 직관력, 감수성, 창의성, 섬세함의

“많은 여성 사업가들이 성공하여 졸업하길 기원합니다.”
Interview :

장점이 부각되는 특화된 업종위주로 여성의 특성을 살린 업종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한 개인 창업자라면 모두 안고 있는 자금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점이 최고로

입주업체들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입주업체 세무기장 작성 지원

좋았습니다. 창업준비 시 제일 큰 걱정이 임대료였는데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서울 공공구매 EXPO, 세계한상대회 기업

향후 센터에서 나갈 때는 창업자금이 더 필요하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시간과 돈을

전시회, 서울일자리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세미나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번 것이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성원숙 (스펀지교육연구소 대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2012년 7월 13일에 센터 내에서 창업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각계의 전문가들과 일반 여성시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특히 컨설팅 제도가 좋았습니다. 혼자서 ‘이게 잘될까? 어떻게 만들고 팔아야 되는거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입주업체 창업전문컨설팅 및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

하고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저에게 맞는 멘토를 매칭해줍니다. 경영도 모르고 마케팅은

업체들의 창업 및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서울일자리 박람회, 국제유아교육 박람회, 국제

말만 들어 봤지 실제적으로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보니 여러가지로 힘들더라고요. 이런

방송영상전시회 등 입주업체들의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 제도가 있어서 힘든 고비를 하나하나 넘기고 제가 가야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도 입주업체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각종 경영지원

| 김미숙 (키즈폴 대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입주업체 간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를 지원하고 입주업체 대상
교육, 상담,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입주업체 박람회 및 전시회, 세미나 지원과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난관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업

세무기장비 50% 지원, 마케팅 및 사업개발비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홍보 지원 (현수막

이랍시고 벌여 놓긴 했는데 어려움을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조언을 구할 데도 없고...

및 카탈로그 제작)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막막한 심정과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실거에요. 여성창업
보육센터는 깔끔하고 산뜻한 업무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사업상 경험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입주업체 대표님들,

여성창업, 모두의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서울시 여성 창업의 실태,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의 경과 및 현황, 개관 이후 진행된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추진사업 등 그간의 노력과 성과 등을 소개하는 서울시 여성창업보육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김도현 ((주)문화희망 우인 대표,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

센터 운영 성과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및 입주업체 대상으로
기업현황, 주요활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도전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부각하여 창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창업예비자 및
기창업자에게 재무, 회계, 경영 등 각 분야별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Pool을 확대 구축하고
입주업체 멘토링 및 컨설팅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 여기 들어 온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성공하여 졸업을 했고,
지금은 들어오기 전보다 몇 배로 성장하여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들어옴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공신력을 얻게 된 게 큰 소득이었습니다. 많은 여성 사업가
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성공하여 졸업하길 기원합니다.”
| 이동희 ((주)아이미래로 대표, 남부여성창업보육센터)

서울시 여성창업센터는 앞으로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여성창업의 꿈을 꽃피우게 하는 그날
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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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화 창업 지원

박스숍 형태의 공동판매장 설치

아트장터 형태의 갤러리숍

이에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30cm×30cm 박스 형태의 공동창업 ‘박스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내 대형 백화점에서 처음 시작된 박스숍은 신진작가의 액세서리를 위주로
전시 판매하는 ‘아트장터 형태의 갤러리숍’과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여 잡화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민밀착형 박스숍’ 두 가지 형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박스숍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실제 매장에 진열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Showcase’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예술작가의 작품을 위탁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박스숍’으로 ‘아가홍’과
‘요기가’ 등의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여성플라자 박스숍

소규모 여성창업, ‘박스숍’으로 돌파구를 찾다
경력단절 중·고령 여성들의 경우 많은 수가 1인 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지만 창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현장 경험·정보·자금 등의 부족으로 그 꿈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실전 연습과 함께 초기자본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포형
창업부스 지원 정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예술가의 경우 전문가로 정착할 수 있기
까지 공공이나 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반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2

요기가(요기가 표현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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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화 창업 지원

시민참여형 박스숍 ‘드림박스’로 확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수료하고 서울여성플라자 내의 창업실습공간 워킹우먼에 참여

시민참여형 박스숍 언론 보도 현황(2012. 11. 12)

하는 여성, 자신의 재능을 살려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려는 여성, 장애여성단체 등 취약계층
여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박스숍이 서울여성플라자 1층에서 2012년 5월
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본공예, 비즈공예, 액세서리, 쥬얼리, 비단지갑, 인형 등의 핸드 메이드 상품을 중심으로
2012년 총 76명의 여성이 참여하였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서부·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자원금고 경제교육
센터, 양재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시민 참여형 박스숍 사업에 동참
하였고 104명의 여성이 ‘자신의 작품’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으로 발전시켜가며
매출 증대와 성공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2

시민 참여형 박스숍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센터 박스숍 오픈식

서부여성발전센터

(사)여성자원금고 경제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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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

그 결과 2012년 5월에서 11월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령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1,536명 면접, 408명 채용의 성과 이뤄
일자리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한 총인원은 18,000여 명에 달했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 미래
유망직업 소개, 이색 직업 체험 등의 체험 참여인원은 8,659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박람회에는 기관·협회, 창업·사회적 기업 등 461개의 단체 및 기업이 참가했으며
박람회 동안 주부 인턴 등 1,536명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졌고 408명이 최종 채용에까지 이르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변화된 여성 일자리 환경, 한 눈에 파악할 장을 만들다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갖게 될 일자리 또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기 위해 특화된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변화된 환경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여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방문 총인원 : 18,077명

▶ 체험·참여인원 : 8,659명

- 청년(4,100명), 중장년(12,997명),

- 미래 유망직업 소개(6,682명)

- 참여 여고생(980명)

- 이색직업 체험(810명)
- 전시·판매부스(1,167명)

▶ 참가기업·협회 : 461개
-기
 관·협회(71개), 		

▶ 채용(면접) : 408명(1,536명)

창업·사회적기업(64개), 		
주부 인턴 등 채용 참여기업(326개)

일자리 박람회는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고 우리사회에 무궁무진하게 널려있는 일자리를
주제별 박람회를 통해 여성들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2012년

서울시는 2012년 개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참여 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순 나열하는 일자리 소개 방식을 탈피하여 TED방식 강연 등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2013년은 여성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특화된 일자리

복합·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평가 및 피드백을

박람회로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하여 일자리 박람회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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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3-1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지원
보라매병원 여성전문진료센터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강화
산모 및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3-2 여성우울증 예방
여성 우울증 상담실 운영

3-3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여성의 모임 및 활동장소에 아이돌보미 파견
여성행복객석 및 객석나눔
아이돌봄센터 설치 확대

여성전문센터에서는 타 진료과 외래와는 달리 여성 환자들의 특성과 질환을 고려하여
아늑하고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자 만족도를 증진하고 여성 관련 진료과들을 한데
모아 병원을 이용하는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지원

보라매병원 여성전문진료센터

새롭게 단장한 보라매병원 여성전문센터는 산부인과, 유방센터, 피부과, 갑상선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의 23명이 최고의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여성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져요.”
Interview :
“기존의 외래 진료실과 달리 따뜻한 분위가 조성되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소희 (가명, 여, 43세)

“탈의실과 화장실 등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이용이 편리했어요.”
| 박영숙 (가명, 여, 28세)

“전체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 좋았어요. 다만 병원 내 여유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 답답한 게 흠인 것 같아요.”

보라매병원 외부전경

여성전문진료센터, 여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 최금이 (가명, 여, 56세)

앞으로도 여성전문진료센터의 시설과 공간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여성들이 센터를

여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산부인과, 유방센터, 피부과, 갑상선센터 등은 주 진료환자가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에도 신규로 12병상을

여성으로 진료 시 여성 환자의 특성에 맞는 시설 및 환경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세심한

여성진료 구역으로 배정하여 여성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배려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성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진료와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센터를 한곳에 배치하여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2010년 9월 보라매 병원의 희망관 리모델링을 통해 여성전문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구분

전문의(명)

면적(㎡)

2012년 12월말 현재

산부인과

6명

158㎡

20,126명

유방센터

2명

97㎡

3,961명

피부과

3명

150㎡

19,501명

갑상선센터

12명

121㎡

7,486명

합계

23명

526㎡

51,0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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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시범사업(4개구)
자치구명
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도봉구

지역 여성 건강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여성 건강 네트워크 구축
(동북여성민우회, 도봉지역자활센터 등 21개소)
- 여성 건강 멘토 및 리더양성 위한 교육 훈련 과정 운영(총 11회)
-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컨텐츠 마련 건강인식 전환, 여성건강카페, 여성건강축제 운영

강동구

젠더관점에서의 지역보건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 지역사회 건강수준 성별 분석, 지역사회 성인지적 건강 지표 제시
- 대표적 여성 건강 문제 제시(가정폭력, 빈곤, 노동, 여성의 몸, 정신건강, 장애와 건강 등)

은평구

돌봄여성근로자 건강지원
- 돌봄여성근로자 쉼터 개소(2012. 8. 9) 및 건강지킴이 양성(40명)
- 돌봄여성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건강상담, 근골격계질환예방 스트레칭 프로그램 운영 등 1,625명)

금천구

가산디지털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 건강증진사업
- 금천구 여성노동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설문조사(건강상태, 건강위험요인 등 5,021명)
- 여성 1인 이상 근무기업 대상 설문조사(전화설문 660, 방문설문 250)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강화

여성 건강관리, 보다 폭넓게 접근
2011년 우리나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시민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여성 56.0%, 남성 46.2%로 OECD 국가 중 남·녀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내용

여성의 급·만성질환 및 침상와병 경험률 역시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유병률 여성 8.5%, 남성 4.9%/침상와병률 여성 5.7%,남성 2.6%) 또한 유방암과 자궁

안내문 및 안내 문자 발송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통해 여성암 검진 수검

경부암의 검진율이 36.7%로 저조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 건강관리는 출산전후

독려 요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건강관리 및 암 검진 사업설명, 암 검진 독려 전화상담 요령 등의

여성에 치중되어 있어 보다 넓은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다양한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돌봄 여성근로자 건강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이를 위해 우선,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자치구별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했습니다.

Interview :

세부적으로는 여성건강리더, 건강키움터, 응급처치 건강리더, 자살지킴이, 게이트키퍼 등 여성

“저도 1급 환자를 간호하다 보니 체위변경도 해야 하고 체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청소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많아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가끔 심할 때는 침을 맞아가면서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4개 자치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시범

프로그램 참석을 하니까 진짜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어요. 내가 몸이 풀어지고

실시했습니다. 구체적 사업은 지역 여성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젠더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정경숙 (가명, 여, 32세)

건강 수준 성별 분석, 지역사회 성인지적 건강표시 지표를 제시하고, 돌봄 여성근로자 쉼터를
개소하는가 하면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 건강증진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아마 교수님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있는 표현도
자유롭게 색에다 나타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못했던 게 아쉬운 점이에요”
| 박연주 (가명, 여, 28세)

한편 여성암 검진율 3%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암
검진 수검 독려 전화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건강관련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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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에 수검 독려요원을 배치하여 암검진 예방

“돌봄 쉼터가 생기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서로 일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운동도 하고

상담과 독려를(305,223건) 했으며, 마을협의체, 지역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많이 생겼으면

여성병원,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좋을 것 같아요.”

| 최가희 (가명, 여, 39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081

돈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는 없어야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앞으로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액을 일반대상자의 경우
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관리 지원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 경감시켜 부부가 절실하게 바라는 자녀를 가져

산모 및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도와 저출산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고민 속에 출산포기 난임부부는 늘어
국가적으로저출산이사회적문제점으로인식되고있는가운데역설적
이게도 난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국가적 관심을 통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확대가 절
실합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출산지원시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과 병행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 중 특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 7,344건, 인공수정 7,325건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 44세 이하 여성 중 난임진단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4회와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대상자에게는 18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며, 인공수정시술비는 각 50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체외수정시술비 7,344건,
인공수정 7,325건 등 총 16,64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식사 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조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교육기관 각 16개소를 지정·운영
하였으며 산후조리 서비스 7,716명, 도우미 교육 194명 등 총 6,19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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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여성우울증 예방

여성 우울증 상담실 운영
마인드스파(www.mindspa.kr)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터치-프렌즈 캠페인을 9월부터는 여대생에게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여성들의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을 위한 쉼 공간 ‘마인드스파’를 지난 5월 오픈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실질적인 여성우울증 조기
검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개 정신보건센터 내 여성우울증 상담실을 통해 총 118,316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여대생
우울증 조기발견·교육·상담을 위한 터치-프렌즈 캠페인에도 5개교 총 3,584명이 참여
터치-프렌즈 캠페인

우울증 경험률,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배 높아

하였습니다.

여성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앞으로도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사회 부담을 초래하는 세계 10대 질병가운데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분열증 등 3가지 정신질환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통계에

우선 2015년도까지 25개 정신보건센터 내에 여성우울증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3.7%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성별로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을 위한 터치-프렌즈 캠페인 또한 25개 자치구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1.9배가 높으나 우울증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는 39.9%(2011,

확대하여 실시하고 마인드스파 운영 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 상품, 산전산후우울증

서울시민 정신건강인식조사)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블루터치 홈페이지를 통한 우울증 자가

관리 등 유용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해당 여성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검진자 중 77.4%가 여성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예정입니다.

실정입니다.

여성우울증 상담 총 118,316명,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
서울시에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여성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우울증 상담실은 사례를 집중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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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은 2010년 아이돌보미 특별 서비스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회
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희망기관에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기관 파견 돌보미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실 이용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아동들을 돌보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모임 및 활동장소에
아이돌보미 파견

그리고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돌보미
활동 영역 확장을 통해 돌보미들의 소득도 보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2012. 11월 기준)

요금체계
기관유형

지원시간

·사
 회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제한없음

이용요금

정부지원

기관부담

10,000원

-

10,000원
(100%)

·그
 외 기관 				
예)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아동연령

만 0세~2세

만 3세~12세

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

3명

5명

주의

한 명의 돌보미가 여러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도봉구센터 활동사진(도봉구센터 내 여성건강축제 행사돌봄)

구체적으로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
센터, 학교 등 총 753건을 연계하였으며, 부모교육, 부모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하는 돌봄

아이돌봄에서 벗어나 엄마들에게도 자유를

공백을 다각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아이돌봄의 부담에서 엄마들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과 문화 시설에 아이돌봄센터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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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도 너무 너무 편해요.”
Interview :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2시간씩 총 8번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할 때 기관돌봄 서비스를 이용,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미 활동가에게 맡기고 편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집중도도 높고 교육의 효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 김수영 (가명, 폭포동사람들/서울시 부모 커뮤니티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돌봄서비스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계획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구청 공동체일자리
파견인력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기에 따른 기획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파악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파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안전이나 돌봄을 전문 인력에게 맡길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대문구센터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종이접기, 마술 등의 특별한 놀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있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 프로그램 시, 장난감에 흥미를 느껴 부모와 떨어져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찾아 교육실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특별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너무 어린 영아들을 제외
하고는 한 아이도 없었습니다.”

| 이영순 (가명,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은 당사자인 엄마와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이 참가하는 행사나 교육
관련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파견 돌보미 지원기관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돌봄 수요가 필요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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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행복객석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 홈페이지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http://woman.seoul.go.kr, http://yeyak.seoul.go.kr)
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문화 나눔으로 쭉 이어가겠습니다

여성행복객석 및 객석나눔

참 오랜만에 여유있게 공연을 감상한 주부들의 행복한 목소리들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 행복들을 지켜주고 더 키워주기 위해 앞으로도 여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연극, 뮤지컬, 체험놀이,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여성행복객석>, <객석나눔>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육아, 가사, 경제적 이유

Interview :

등으로 문화예술 공연관람 기회가 적었던 여성들을 위해 고품격 공연을 저렴한 가격(50%
할인)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행복객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등록된 공식 기관이 이주여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객석나눔’도 지원하여 문화예술 공연 관람에 소외되기 쉬운

“평소에 공연을 좋아하는데 공연티켓 값이 만만치 않아서 자주 못 오는데, 반값티켓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듣게 돼서 행복합니다.”
| 김명순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행복객석’ 사업은 2010년 8월 7개 기관이 7개 공연으로 시작하여 2011년에 11개 기관,
2012년 현재 3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덕분에 가족과 함께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 최슬아 가족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정동극장, 남산국악당,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국공립기관과 서울국립
과학관, (주)쇼비보이, (주)밀레21, 연극열전, 문화공연기획사 해라, 소리아트홀, 유니버셜
발레단 등 다수의 민간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판타스틱’, ‘비밥’, ‘넌센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국악콘서트 ‘다담’등이 있습니다.

“여성행복객석을 인터넷으로 알게 돼서 ‘어린이 난타’ 공연을 저렴한 요금으로
예매를 해서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연극이나 뮤지컬을 여성행복객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조미숙 가족

‘객석나눔’사업은 국공립 극장인 예술의전당, 시립교향악단, 정동극장뿐만 아니라 민간공연
기획사인 (주)해라, (주)쇼비보이, (주)드로잉쇼, (주)오픈리뷰, (주)펜타토닉 등에서 객석나눔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가 적었던 여성과 가족들이 많은 공연을 무료로

■ 2012년 12월 여성행복객석 프로그램 포스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행복객석 참여 현황

(단위 : 명)

추진실적
년도
2010. 8

참여기관 수

여성행복객석

객석나눔

총계

7

790

165

955

2011

11

6,507

1,765

8,272

2012

35

11,084

1,311

1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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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연장이 밀집된 대학로에서 시범사업 추진
먼저 서울지역 공연장의 1/3이상이 집중된 대학로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후
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시범운영 시설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대학로
인근 국공립 보육시설인 ‘혜화어린이집’을 지정하여 201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센터 설치 확대

운영은 토요일과 일요일 14:00~22:00 사이로 이용대상은 36개월~만 7세인 아동이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무료(공연관람권 제출)로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보육시설 정원과 별도로
총 20명을 책정한 후 정원에 여유가 있는 주말에만 운영됐습니다. 교사는 시간제 보육교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근무를 원하는 기존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공연 관람은 엄두도 못내는 엄마들을 위한 아이돌봄센터
여성행복객석, 객석나눔 등 기존의 문화·예술관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아 등으로 공연

혜화어린이집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사이트(yeyak.seoul.go.kr)에서 사전신청 및 당일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고, 현장
신청의 경우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람이 어려운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지원할 실질적 정책의 방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일시
보육서비스인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센터, 주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강좌수강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병원진료, 관공서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용무를 위해 잠깐의 외출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저렴한 이용료로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돌봄센터의 필요성은 절실하기까지
했습니다.

(2012. 3. 5)과 마포아트센터(2012. 5. 17), 서대문구의 서대문문화회관(2012. 4. 2), 송파여성
문화회관(2012. 11. 19)까지 4개소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이 4개소의 ‘아이돌봄센터’는 다양한
문화·교양강좌와 가족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공공문화시설 내에 위치하여 엄마들이 저렴한

물론 세종문화회관 등 일부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놀이방 같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로 등 소규모 공연장은 보육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연장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중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져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명

면적

수용인원

종사자수

이용대상

세종문화회관

약 82㎡

20명

2명

36개월부터
7세까지

국립극장

약 66㎡

예술의전당

178㎡
(수유실 포함)

20명~30명

30명

2명

36개월부터
7세까지

3명

36개월부터
취학전까지

비용으로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어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센터’ 설립시기 및 운영현황(2011~2012)

■국공립공연기관 시간제보육시설 현황(2011년 6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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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혜화어린이집의 돌봄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포구의 성산사회복지관

이용요금

무료
(관람권
소자자만
이용가능)

시설명

소재지

위치

규모(㎡)

개원일

이용자수 (아동)

혜화어린이집

종로구 명륜동 4가 1

서울연극센터
3층

2297

11. 6. 18

593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월드컵로 215

별관 2층

45.68

12. 3. 5

1,385

마포아트센터

마포구 대흥로 20길 28

아카데미 맥
지하 1층

84.17

12. 5. 17

2,663

서대문문화회관

서대문구 통일로 484

문화의 집

29.84

12. 4. 2

246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송파여성
문화회관 1층

100.14

12. 11. 19

75

총 인원

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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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평생 건강을 돌보다.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대문문화회관 아이돌봄센터 이용자는 “육아 때문에 미뤄오던 강좌수강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고 병원진료를 다녀오거나, 자녀 중 손위 형제의 하교를 위해 학교에 다녀오고,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즐기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1~2시간의 돌봄이 꼭 필요한 순간에 전문
보육교사가 돌봐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였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3

혜화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서대문문화회관 아이돌봄센터

마포아트센터 아이돌봄센터 1

마포아트센터 아이돌봄센터 2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아이돌봄센터

송파여성문화회관 아이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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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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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4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다.
4-1 도시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2 조명 2배 밝게
주택가 조명 개선

4-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지하철보안관 운영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 강화
폭력피해여성 지원
기본 호신술 등 여성폭력 대처교육 실시

4-4 가출 청소녀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다.

도시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드림스테이지(개선 전)

드림스테이지(개선 후)

드림스테이지 활용모습

동시에 윤호섭 외 한국을 대표하는 7명의 디자이너와 54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학교를 도색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2년 7월과 8월에 걸쳐 독서, 미술, 드라마 등을 이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입체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디자인을 도입하다

10월 17일에는 영국과 호주의 전문가 4명과 마포경찰서장, 출입기자, 염리동 주민 등 70여 명이

우범지역 및 시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는 시작

참석한 시범사업 현장 프레스투어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300여 명이 참여하여 범죄를
근절하는 디자인이란 주제로 서울 국제 범죄예방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대상지를 추천받고 현장답사를 마친 뒤에 6월 1일 범죄예방

최초의 사례, 뜨거운 주목과 큰 만족을 낳아

디자인위원회에서 경찰청 서민보호치안 강화구역인 마포구 염리동과 임대주택 밀집지역

이번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는 시민 일상의 삶 속에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거주지 소재 학교인 강서구 공진중학교를 대상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디자인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과 기성시가지 범죄예방에 디자인을 접목한 최초 사례로서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대상지 중 마포구 염리동에는 여섯 가옥을 소금길 지킴이집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총 1.7km,
40분 거리의 운동 코스와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골목 아틀리에를 조성한 소금길을

MBC, KBS, 연합뉴스,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40회에 걸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인천시

만들었습니다. 또 소금길 전봇대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인식 사인 및 CCTV안내 사인을 부착

교육청, CPTED학회, 부산지방경찰청 등 20여개 기관의 요청으로 관련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천시 오정구청, 포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인천의 제21(UN
여성아동 안전), 대진대학 마을 코디네이터 등 4개 기관에서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큰 만족도 또한 아래의 교사 인터뷰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 가도 할 것이 없다던 우리 학생들이 ‘드림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연을 구성하고 순서도
정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즐기는 것을 보니, 교사로서 무척 흡족한 마음이고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 교사인터뷰

소금길(개선 전)

소금길(개선 후)

소금길 코스

소금길 지킴이집

또 다른 대상지인 강서구 공진중학교에는 학교 내 사각지대를 촬영하여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 사업으로 발전 추진

‘드림월’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내면적 욕구를 표출 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 ‘드림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가 좋은 효과와 반응을 일으킨 만큼

스테이지’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인 ‘드림그라운드’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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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다.

도시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제각각 운영되는 CCTV, 통합적 관리가 필요
서울시에는 현재 방범, 교통안전, 쓰레기 투기방지, 시설물관리 등 공익목적의 CCTV가
33,570대 운영되고 있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CTV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범죄, 재난상황 발생 시 분산된 CCTV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 및 경찰이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이에 2010년 12월,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부서별, 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의

범죄 및 재난 대응이 용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를 통합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관리함에 따라 장비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져서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되는 등 CCTV 운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1개소 당 구축비의 50%(2012년도부터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30%로 감소)를 국비로, 12.5%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 관제요원 역량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2012년말 기준 17개 자치구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3개 자치구는 구축 중
그동안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은 사전예방적 모니터링 방법
2011년도에는 4개 자치구(중구, 노원, 구로, 강남)에 국·시비 2,823백만원을 지원하여

이나 사례 등을 배울 기회가 없어 관제역량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6개 자치구(도봉, 성북, 중랑, 송파,

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2012년 6월 CCTV 모니터링 능력 향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인식

동대문, 동작)에 3,037백만원을 지원하여 2012년 12월말 기준 3개 자치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25개 자치구의 CCTV 통합관제

구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자치구는 현재 구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센터 담당자 및 관제요원 약70여 명이 참석하여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적 모니터링 요령,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과 함께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비상시 대처방법,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련 규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CCTV를 해당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 연계에 필요한 구축비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의 안내 및

각각 50%씩, 연계 이후 운영비(관제요원 인건비, 통신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

개선, 사생활 침해 등 CCTV 역기능 예방 등을 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등 14개 기관(부서)에

하였습니다. 2011년에 4개 자치구(구로, 노원, 강남, 중구)에서 통합관제센터와 관내

대해 CCTV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3개 자치구(도봉, 성북, 동대문)가 연계를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역량 강화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완료하였거나진행 중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4

101

“이제 맘 놓고 밤길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6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택가 나트륨 보안등 1,928개를 LED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다.

보안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둡고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이 2배 더 밝아졌으며

조명 2배 밝게

시민들, 특히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택가 조명 개선

Interview :
“아, 저게 LED등이군요, 전에는 골목길이 어둡고 군데군데 컴컴한 곳이 있었는데 훨씬
환해지고 밝아진 거 같은 게 괜찮아요. 요새 하도 범죄도 많고 그렇잖아요? 골목길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밤길은 두 배 밝게, 에너지는 절반만

| 나호연 (가명, 화곡동)

“LED등이 하얀색 불빛인가요? 붉은색 불빛보다 온화한 느낌이 드네요. 전에는 골목길에

서울 전역에 약 227,000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둡고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타입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잘되고 산뜻한 게 더 좋은 것

으로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같아요.”

| 조정희 (가명, 당산동)

서울시에서는 기존 나트륨 보안등보다 2배 더 밝되 에너지 소모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LED
“석촌동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아무래도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야간에

보안등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애들하고 산책을 자주하는데 불빛이 밝아져서 너무 좋아요. 사실 좀 무섭고 그랬거든요.
이를 통해 여성들의 야간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빛 공해가 심한 주택가 빛 환경을

이제 맘 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수정 (가명, 석촌동)

개선함은 물론 전기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주택가 빛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5월 14일 주택가 친환경 LED 보안등 수요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개 자치구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및

시범 사업에 이어 2013년도에도 보다 많은 나트륨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고 성동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송파구의 6개 자치구를

취약지역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치구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칭펀드(국비 30%, 시비
40%, 구비 30%)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나트륨 100W, 붉은색 계열(개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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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자치구

동명

강북구

우이동, 삼양동, 번동

은평구

갈현2동, 구산동, 신사2동

강서구

주요설치지역

수량

우이동 먹자골목 일대, 삼양전통시장 골목길,
초등학교, 마을버스 주변

358

선일여중, 선일여고 주변, 예일여중,
예일여고 주변, 숭실중, 숭실고 주변골목

200

화곡본동, 가양1동, 화곡6동

마을버스 종점주변 상가지역, 양천현교 가는길,
먹자골목, 유장산 성당, 주택가 일대

435

영등포구

당산1동, 당산2동, 양평1동

당산로4길 현대A, 효성A 주변,
당산동 청과물전통시장 일대,
양평로 12길 상가지역

486

송파구

방이1동, 방이2동, 잠실본동

방이시장골목길, 방이동 먹자골목
새마을전통시장 일대

339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성수동

무학6길, 10길 주택가, 상원 12길 주택가

110

LED 50W, 온백색 계열(개선 후)

103

지하철보안관 대부분은 유도 유단자를 비롯하여 경호학과 출신이나 보안업체, 무도사범 등
전문분야 및 경력자들로 채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민접객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다.

시민 안전관리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범죄 예방법과 범죄발생시 조치요령, 안전사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예방법, 소방 응급조치법, 고객서비스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배치

지하철보안관 운영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동차 및 역사를 순회하며 범죄 예방과 무질서 행위 단속은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와 시민들의 지하철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범죄 35% 감소, 성범죄 36.9% 감소
2012년 지하철보안관이 적발한 무질서 행위 단속실적은 총 11만여 건으로 이동상인, 취객,
무가지 수거, 구걸, 성범죄 등 각종 지하철 이용질서 저해 행위를 단속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안관 단속실적(2012년)

(단위 : 건)

계

이동상인

취객

무가지수거

구걸

노숙

성범죄

기타(연설, 광고 등)

112,842

29,357

31,464

13,530

8,682

8,363

141

21,305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2012년 지하철 내 범죄 검거는 1,281건이 발생하여 전년에 비해 683건
(△3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성범죄도

지하철 범죄 예방, 보안관이 책임진다
요즘 신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쾌하지 못한 사건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도심

800건에 그쳐 전년에 비해 473건(△36.9%)이 감소되었습니다.
■지하철 범죄 검거 건수현황(지하철경찰대 자료)

(단위 : 건)

한복판에서도, 주택가에서도, 관광지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있습니다. 지하철 역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

범죄 검거 건수(성범죄)

2,724(671)

2,515(1,192)

1,964(1,273)

1,281(800)

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시민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지하철 범죄 예방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각종 무질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

서울시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으로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지하철보안관들은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나
무질서 행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한이 없어 현실적인 단속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지하철 1~9호선에는 전체 292개역 중 주요 대형 역사인 16개역에 범죄 단속을 위한 지하철

실정입니다.

경찰대 104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연일 발생하는 지하철 내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운용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보안관이 시민의 안전파수꾼으로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이와 같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1년 9월부터 지하철보안관을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법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있으며, 현재 총 171명의 보안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보안관은 지하철경찰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령 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대하여 역사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각종 무질서 행위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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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만에 서비스 가입자 14,582명. 입소문 타고 계속 확대
2007년 12월 도입된 ‘브랜드콜택시 안심서비스’의 경우 누적 이용자가 201,178명을 넘어섰고,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다.

서비스 건수는 657,734건에 이르렀습니다. 매월 1,700여 명이 새롭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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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에 따라 이뤄지는 월 서비스 건수는 5,818건에 달했습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2011년 8월 도입된 ‘카드택시 안심서비스’는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14,582여
명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였습니다. 한번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자신의 블로그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남겨놓고, 이용 방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민들 스스로가 다른 시민에게 홍보하는 모습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택시에서 안전한 택시로
최근 택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앞으로도 시내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영상매체 활용, 뉴미디어(SNS,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서비스’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는 여성이나 어린이

지속적으로 안심서비스를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밤 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번호 및 탑승시간, 이동장소 등 택시 이용

입니다.

정보가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자는 실시간으로 피보호자의 택시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5월 새 브랜드 콜택시의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브랜드콜 가입차량을 대상으로 새 브랜드 콜택시 이용 시 택시 탑승정보를
휴대폰으로 보호자에게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콜 요청 시 콜상담원에게 본인 및 보호자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하면
탑승 완료 시 보호자에게 탑승장소, 탑승시간, 차량번호 등의 탑승정보를 문자로 전송해주는

■브랜드콜 안심귀가서비스(2008년 5월 시행)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이용자수
(신규등록)

6,267
(6,267)

37,583
(31,316)

130,695
(93,112)

180,268
(49,573)

201,178
(20,910)

총 이용건수
(월평균 건수)

49,285
(4,107)

40,225
(3,352)

289,498
(24,125)

208,904
(17,408)

69,822
(5,818)

방식이었습니다.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2011년 8월 시행)

이후 서비스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 2011년 8월 카드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구체적 추진내용은 GPS 수신기 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GPS 수신기를 활용한 승객 위치정보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2011년 12월

2012년 6월

2012년 12월

서비스 가입자

2,974

7,833

14,582

가입설정(카드.등록)

543

1,153

1,909

이용방법은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GPS 단말기 장착 차량 탑승 후
등록카드를 먼저 승인받으면 탑승정보(위치, 시간, 차량번호)가 문자로 전송되고,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하차시 택시기사가 카드결제기의 확인버튼을 누르면 영수증
출력과 함께 하차정보(위치, 시간, 차량번호)가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구분
구분

브랜드콜택시 안심서비스

카드택시 안심서비스

이용방법

브랜드콜택시 콜요청시 이용

카드결제시 이용

제공 서비스

승차정보, 위치추적(케이택시)

승차정보,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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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후, 의료·법률·수사·상담 등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4개 원스톱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전문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키다.

상담소를 안내합니다. 가정을 떠나 장기간 쉼터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국의 가장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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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 강화

또한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나
이동할 수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상담사들이 현장으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병원이나
경찰서, 쉼터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119·112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전화 한 통으로 119와 112의 출동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119나 112에 전화를 할 경우에도 1366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 여성이 긴급히 집을 떠나 며칠간 쉴 곳이 필요할 경우에는 1366부설 긴급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위기상황의 여성에게 입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하루 평균 67명, 고통 받는 여성들의 희망을 지킨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칫 혼란과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1998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며

초창기 여성긴급전화 1366의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을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상담 받을 수 있다면, 폭력 피해로부터 회복하는데

여성폭력방지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소재지인 서초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여성폭력방지 활동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해왔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안내하기 위해

관련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피해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주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내한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후에도 기관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이 365일 24시간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를 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또한 폭력피해를 최초로 접하는 경찰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성폭력의 특성 및 유의사항을

체계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 경찰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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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 리플렛

자원목록집 업데이트 실행

여성긴급전화 1366 캠페인

여성긴급전화 1366 캠페인

교육강좌

폭력피해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2012년도의 경우 24,541건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여성긴급전화 1366은 해마다 증가하는 폭력피해여성의 요청에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부응

67건 이상으로, 폭력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지원체계를 안내하는 매우 중요한

하고자 상담소, 보호시설 등 연계 기관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활동내용을 보완해

역할을 해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이어진 남편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피해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쉼터로 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1366센터로 수십 차례 전화를 해서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여 주간에만 운영되는 현장상담제도를 야간에도 운영하고,
강남권에 있는 긴급피난처를 강북에도 한 곳 마련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협박을 하고 심지어 센터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1366은 쉼터에 있는 저의 의견에 따라 남편을 설득
해서 2개월 동안 상담을 받게 했고 저희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도록 도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부부캠프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차차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결과 가정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문제를
보고 서로 이해하여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 미영(가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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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나 반찬, 각종 물품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룹홈 전담 실무자가 배치되어 생활을 돕기 때문에

폭력피해여성 지원

거주 여성들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룹홈 거주 여성들 중에는 이런 지원에 힘입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모아서
일정기간 생활 후 완전히 자립하는 여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에게 2012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동반아동 양육비도 큰

폭력피해 여성의 온전한 자립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여성이 이혼소송 중이거나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확대 사업은 폭력피해 여성 중 가정복귀가 어려운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폭력피해로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꺾어진 여성의 희망, 다시 활짝 필 그날까지

적절한 일을 찾기 쉽지 않아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은 보호시설을 나온 여성들이 저렴한 월세와 공과금을

2013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운영

내는 조건으로 2~3가구가 한 집에 살면서 자립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및 생활안정 지원, 주거지원사업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호시설 입소 미취학아동 양육비 지원은 폭력피해여성이 동반한 미취학 아동을 위해

자칫 희망을 잃고 사회에서 낙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이 온전히 자립하여 소중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기들의 분유, 기저귀부터 유치원 활동비나 병원비, 간식

희망의 싹을 다시 틔울 때까지 서울시의 지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시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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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호신술 등
여성폭력 대처교육 실시
YTN사이언스

여성 대상 폭력,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국민일보 ‘앵글속세상’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여성 안전의 길잡이로

최근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 스스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인식을 갖고 대처 요령을 숙지토록
하여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는 회당 100여 명씩 7회 진행하여 700여 명의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언론에 소개(KBS뉴스)되고 여성 참가자들이 유익했다고 평가하는
등 사업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서는 2013년에 다른 자치구에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

먼저 영등포구청에서 2012년에 폭력피해에 대한 이론 교육과 호신술 실전훈련을 포함한

입니다.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는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직장여성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협조를 받아 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상황에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동안 무관심하거나 막연히 불안해했던 여성폭력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호신술을 배움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경험한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 재희(가명)씨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폭력예방 교육과 자기방어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폭력에 대한 이론교육과 자기방어 훈련은 여성들에게 자신과
주변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KBS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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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녀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추진

십대여성의 안전, 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편 절반 이상이 15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가출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업이 중단
되고 학력이 낮아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없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출 십대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유입 되지
‘여성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 업무협약(MOU) 체결

않도록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대 여성들의 위기상황이 재생산 되는 구조를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

위기의 가출 십대 여성, 그녀들을 지켜야 한다

시키기 위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청소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2012년 1월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총 7대 분야 중 하나로 ‘청소년 성매매 방지’

있습니다. 전국 가출 청소년의 수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약 60%가 십대 여성입니다.

분야가 선정되어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의 가출 청소년 신고접수 건수는 총 3,547건으로 이중 65%가 십대

가출 청소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가 실시되었습니다.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관련 기관과 여성폭력 방지를
201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출 십대 여성 중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40.7%로 대부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책워크숍 개최를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의

16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하였으며, 44.2%가 잠잘 곳이 없어서, 30.2%가 배가 고파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가출 청소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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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수립 및 발표

가출 청소녀 맞춤형 학력지원 및 자립훈련매장 운영

2012년 9월 24일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발표한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 의 주요
내용은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학업 및 실질적 자립지원

철저한 단속 및 처벌강화

성매매 예방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자립훈련매장 전경

가출 등 위기 청소녀 100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학습지원, 경제교육,
멘토링, 인턴십 등 자립학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립
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요리·바리스타 등 기술습득을 하고 실질적
자립훈련을 하는 자립훈련매장 1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자립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자립의지 고취 및 실질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42곳)에서 비중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제1회 광저우 국제도시창신상 수상으로 국제적 성과 인정
분야

주요사업

현장상담·보호

현장상담 및 일시지원시설, 법률·의료지원단(100명), 건강지원센터(신규) 운영

학업·자립지원

자립학교(2개소)·자립훈련매장(1개소) 운영, 인턴쉽 아카데미 운영/박람회 개최(신규)

단속·처벌강화

경찰, 학계, NGO 등 협의체 운영, 민·관 합동단속, 전문상담원 동석 시범사업 실시

성매매예방활동

시민 참여 중심의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1천명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캠페인 등

가출 등 위기 청소녀 대상 일시지원시설 개소
(2012. 9. 24)

가출 등 위기 청소녀 대상 일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은 개소 이후 가출 위기 청소녀 등 총 763명이 이용했으며,
가출 등 위기 청소녀를 대상으로 24시간 연중 운영, 일시보호 (7일
이내), 숙식제공, 긴급구조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밀집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실시

서울시 청소년 밀집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울시 내 청소년 밀집지역 3개 지역(신림, 면목, 천호동)에서 PC방,
노래방 등 업소 현장방문 등 중점 현장상담 실시하여, 총 12,000명이
현장상담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권역별 거리상담을
실시하여 1,48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 운영

선서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마을 만들기’ 캠페인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4

인터넷 시민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555명)는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성매매
사이트 업주(9명)를 고발하는 등 단순 감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처벌과 단속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 국제 도시창신상 수상식

서울시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프로젝트(S.H.E Project)'로 중국 광저우
시와 세계도시 및 지방정부조직(UCLG), 세계대도시협회(Metropolis)가
공동으로 설립한 ‘광저우 국제도시창신상(혁신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광저우 국제도시혁신대회에 참석하여 서울시 ‘청소년
성매매 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렸습니다.

체계적인 대책수립으로 가출 청소녀 문제 근본적 해결 추진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4개 분야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특별 전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률·의료지원단 출범을 통해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을 위촉하고 청소녀의 노동권,
사채, 의료 관련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가출청소녀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신건강 상담, 전문의 진료,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녀 15,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5개 권역에서 현장상담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녀 지원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안
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인턴십 아카데미’ 신규 설치, ‘일자리 지원 박람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진로 및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 및 인턴십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제도를 실시하여 청소녀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마지막으로 인터넷 성매매방지 시민 지킴이(1,000명) 활동을 확대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성인, 청소년 등 대상별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맞춤형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3,28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능동 어린이
대공원 등에서 개최하였습니다.(총 19회)

성인 대상 성매매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전문상담원(1366,
1388 등), 경찰 등 관련 전문가 교육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문활동가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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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5-1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5-2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지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확대

5-3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보육 실시 등 보육의 사회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세까지 무상보육 전면 실시
재가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재가아동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5-4 방과 후 교육, 공동돌봄센터 등 아이돌봄지원 확대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전국 최초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24일 주민센터 마을문고 등을 활용하여 직장맘의 자녀 돌봄 서비스가 시작
됐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저녁 5시~9시까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직장맘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과 직종별 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직장맘에게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도 구축하였습니다.

상담과 분쟁 해결, 교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 제공
종합상담지원을 위하여 상근 노무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동시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인간관계 전문가의 심리 상담서비스와 직장맘의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해결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9명과 상근 노무사
1명이 노무사 풀을 구성하여 2012년 11월부터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유형

(2012. 12. 31 기준)

직장 내 고충
상담분류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일하는 여성들,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때문에 힘들어....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높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노동권 상담

모성보호 상담

112

256

횟수

가족관계의 고충

개인적 고충

계

77

29

474

■상담 제공방법

(2012. 12. 31 기준)

상담분류

전화
상담

내방
상담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모바일, 이메일)

복합적인 상담
(전화+이메일, 전화+모바일)

계

횟수

345

22

24

44

39

474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 중
하위권이며, 선진국과는 달리 육아환경 및 노동환경 미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하여
경제활동참가율 정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노동복지 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오고 있는데 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와의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맘 분쟁 시 찾아가는 상담 및 심층상담 진행을 통해 육아

당면한 현실적 제약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구체적인 노동환경 및 육아

휴직 확보 및 직장 복귀 등 분쟁해결을 유도했고 직장맘 권리에 대한 밀착상담·지원을 통해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생활밀착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여성노동

원만한 해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해결 및 종결된 분쟁이 25건, 진행 중인 분쟁은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0건이며 직장맘 및 사업주 모두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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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또한 향후 관련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직장맘 3고충 해소,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등에 실질적인 허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노동 법률 교육

고충해소 요가교육

고충해소 부모교육

Interview :
“가정을 가진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아직은…. 그래서 결혼보다 일을
고충 해소를 위한 교육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동법률 교육을 6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총 76명이 참석하였고 부모교육 3회 진행에 총 54명 참석, 요가 프로그램
3회 진행에 총 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상담과 교육 외에도 직장맘 3고충 해결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구별 종합정보 DB를

선택하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직장맘의 어려움은 여기서 일부러 글로 풀어쓰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서로 힐링 할 수 있는 센터가 생긴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마포구로
이사가야하나요?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축하여 직장맘에게 필요한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직장맘을 위한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과 직종별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발굴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과
온라인 카페 홍보 및 파워블로거들의 사업 홍보로 직장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형 소통프로그램으로는 자녀교육 관련, 임신기 직장맘의 아기용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마포구 직장맘 모임(마포에서 아이키우기 직장맘 모임)과 연계하여
자조모임이 형성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사업단, 장애통합보조원, 여성리더십중간
관리자 양성교육 대상자 등 사회서비스 직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장맘 생산적인 수다’

| ID: gsswitch (센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 내용 2012. 11. 21일자)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는 아이들 입장에서만이 아닌 교사의 입장과 원장의 입장에서 원 운영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육의 현장에는 어느 직업군 보다 직장맘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보호 받아야 할 일하는
여성에 대한 권리와 보호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략)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노동
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많은 일하는 여성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은 (가명, 어린이집 원장, 노동법률 교육 참가자 2012. 11. 12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맘 고충해소의 허브기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상담지원사업을 수행하다보니 홍보활동에 비해 상담건수가 목표 수치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직장맘의 고충과 현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첫 해였던 2012년 사업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심리정서지원서비스 확대,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확대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직장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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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유형

시차출퇴근제(2006. 10)

1일 8시간 근무, 출·퇴근 시간 자율 결정 (예 : 출근 10:00, 퇴근 19:00)

시간제근무(2010. 7)

주 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예 : 출근 09:00, 퇴근 16:00)

스마트워크센터(2010. 8)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예: 화·수·목 센터근무, 월·금 사무실 근무)

근무시간선택제(2011. 7)

1일 4∼12시간 근무, 주 3.5~5일 근무 (예 : 월~목 9시간, 금 4시간 근무)

재택근무제(2012. 7)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1일 8시간, 주4일 이내)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근무 여건이 변해야 양성평등 실현도 가능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적극 도입·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남녀의 육아분담 및 가정의 양성평등 실현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가족·자기계발 시간 확보
등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개인특성,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의 효과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다양한 노동인력의 확보가 절실한 부조화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화·장애인 등 취업 소외계층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이후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근무’,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재택근무제와 집약근무제를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유연근무제의 신청 시기(1주~1개월 전 → 1일~1주일 전)와 실시 기간
(월 단위 → 1주일 단위)을 조정하여 신청자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부서 자율 목표제를 실시하되 5급 이상 1%, 6급 이하 5%를 최소 가이드라인
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핫라인(Hot Line ☎2133-5743)을
행정국 인사과에 설치하여 불편·불만 사항을 원스톱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외에도 유연근무 On-Line 소통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팝업창 활용 Q&A,
홍보영상물(‘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디자인하라’, 5분), 홍보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유연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 현황

있습니다.
이미 원격협업을 위한 IT 인프라 발전으로, 개별 PC에서 가동되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월별이용현황

합계
(중복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796명

76

87

112

105

110

134

187

213

217

237

528

589

2011년

183명

41

24

45

83

97

98

80

85

90

97

95

93

2010년

52명

1

1

1

8

8

10

30

29

37

40

45

48

구분

서로 연결되어 배열되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 등이 구현되어 있어 원격 근무 추진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이유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디자인하라
서울시에서는 2006년 10월에 육아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출·퇴근 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었는데 이것이 유연근무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핵심과제 05

127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새롭게 다가 온 시간, 새로운 행복의 에너지로..
Interview :
“원거리인 천안에서 초등학생 등교와 유치원에 보내는 2명의 육아를 위해 아침 1시간
늦게 출근해서 아이들 챙겨주고 출근길도 여유롭게 바뀌었습니다.”

| 시의회 의사담당관

“아빠가 아침에 아이를 돌봐서 성에 차지 않아 고작 30분 출근시간을 늦췄는데,
아이 옷을 입히고 머리를 묶어주고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딸아이의 모습이
의기양양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어요.”

|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첫째가 초등학교 가고 둘째는 개인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큰 아이의 간식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군요. 덕분에 저의 육아스트레스도 확 줄어들었어요.”

| 북부수도사업소

“대학원 수업 수강으로 6시 퇴근하면 아슬아슬하게 수업에 참여했는데, 저녁 1시간의
빠른 퇴근으로 간단하게 저녁식사도 챙겨먹고 강의실에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 행정국 인사과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등을 고민하다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빨리 퇴근해서
엄마가 낮에 데리러 오고 자전거도 같이 타는 등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 너무 좋아해요”
| 서울대공원 조경과

“아이 학교가는 시간과 출근시간의 30분 갭을 유연근무로 해결해서 아침시간에 아이와
식사를 함께 하고 학교에 보내는 사소하지만 사랑스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친정 엄마도 오전시간을 운동 등으로 건강 챙기시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 구의정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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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부모커뮤니티 집담회를 실시, 총 13개 자치구에서
24회 진행을 추진한 결과 160여 개 모임(단체)이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이런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부모커뮤니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8월과 9월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2차례에 걸쳐 서울부모커뮤니티 사업을 공모하여 140개 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분야별 활동 현황

올바른 자녀 양육, 부모커뮤니티가 선도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사회적 연대의 약화, 전통적 가족

분야

활동수

분야

활동수

부모교육

14

문화(책)

17

부모모임

18

문화(기타)

16

자녀교육

18

방과 후 활동

10

활동가 양성

10

환경

7

취약계층

21

봉사활동 등

9

형태의 해체, 이웃과의 소통단절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 및 돌봄문제, 교육문제, 청소년 비행
문제 등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의 자조집단과 풀뿌리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부모커뮤티의 활동과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
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씨앗 모임 활성화, 온 마을이 만족하는 사업

일환으로 부모커뮤니티를 지원·활성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먼저 2012년 5월, 서울시 여성
가족재단에서 부모커뮤니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2012년 부모커뮤니티는 종로구 소동마을, 책 읽는 엄마 모임부터 마을 미혼모 멘토되기 사업

활동 중인 부모커뮤니티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요구도를 조사·

까지 총 140개 모임 및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분석하여 지역환경과 유형별에 따른 부모커뮤니티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큰 자녀 육아문제를 중심으로 한 부모모임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

씨앗모임 활성화를 이룰 수 있었고 동시에 마을공동체의 성장기반도 구축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www.seoulparents.kr)을 구축하여 모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임 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원클릭 하나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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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부모커뮤니티 자조모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발전

<엄마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부모커뮤니티 우수 사례>

과거 마포구 마을활동가 류○선(34세)씨는 2006년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후 집안일과

장애자녀 부모들의 도자기 만들기

육아가 전부였고 더욱이 “아이를 데리고 갈만한 곳이 없어 집에만 있었고, 그러다보니 내가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두려움이 들었다.”라는 소외 및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외롭게 아이만 키우던 주부들이 모임에 나와서 같은 처지의 엄마들과

노원성장부모모임 도자기모임

교류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솔직한 부모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강사 지도하에 수준별 2개반 운영 및 주 1회 정기수업을 실시하여
도자기 관련 행사참여와 장애자녀들의 일일 흙놀이 진행, 작품전시회
실시를 통해 장차 자녀들의 여가나 직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회원
지도자 육성 활동을 하는 자생모임형 커뮤니티 .

털어놓았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다 행복한 육아놀이터 ‘다행’

앞으로는 시,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협력시스템 구축 및 마을상담, 전문컨설팅을 실시

자유 놀이와 물물교환 (되살림 장터), 기획 프로그램 진행(미술놀이,
송편 만들기, 구연동화, 건강체조), 마을장터, 생산지체험, 부모교육
강좌, 김장나눔, 마을음악회 실시를 통해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연계형 커뮤니티.

하여 부모커뮤니티 자조모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며 종합적인 사업

도봉서울동북 여성민우회생협

홍보, 부모커뮤니티 온라인플랫폼 활성화로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기반 마련을
병행 추진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경연을 통해 우수모델을 확산해 나갈것입니다.

부모 마을을 키우다

또한 평가에 있어서 성장단계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놀래(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육아와 교육, 놀이와 학습을 고민
하는 부모들의 품앗이 준비모임), 책읽는 엄마모임(그림책과 동화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생각하는 엄마들의 소모임), 인형극
모임(인형 만들기, 대본쓰기, 무대연출, 인형극공연), 가죽공예모임
운영 등 생활거점형 커뮤니티.

제공하여 사업주체 및 사업지원자가 참여한 ‘과정을 중시하는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여
마을공동체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포와글와글도서관

우리는 이웃사촌, 좋은부모되기 1:1 멘토 멘티 프로그램

서대문구세군두리홈

기혼맘과 싱글맘의 만남을 통해 좋은 엄마되기 교육, 부모교육(엄마
되기), 자조모임(네트웍 만들기), 미술치료(엄마 마음성형), 문화나눔
(공연관람) 함께하기이벤트, 활동사진 전시회, 이웃사촌 모임활동·
미혼모아기사진전시회(생명의 소중함 알리기) 운영 등을 통해 한부모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연계형 커뮤니티.
내 아이의 그림책 만들기

서대문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한바퀴

매번 모임마다 2명씩 돌아가며 자신이 읽어본 그림책을 소개하면서,
정보와 감성을 나누고 감정 마인드맵을 통해 이야기와 그림책을
만들고 완성된 그림책들은 서대문 마을잔치에서 전시하는 등 지역
연계형 커뮤니티.
마을에서 함께하는 책읽어주기
지역활동가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책읽어주기
활동가 파견 및 책 읽어주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월 책모임
가지기 등 도서라는 매개를 통해 부모와 지역을 파고든 커뮤니티.

부모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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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경영 매뉴얼

가족이 행복해져야 직장도 행복해집니다

우수사례집

가족친화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또한 사업의 확산과 시스템화를 위해 ‘서울형 가족친화경영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보급하고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평균치 1,764시간 보다 492시간

2012년도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많고 OECD 국가 중 가족과 보내는 생활시간이 가장 적습니다(남성 일일평균 1시간 2분, 여성

이 사례집에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3시간 52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자녀양육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일·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 조성제도 부문에서 총 11개의 우수기업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양립을 희망하는 비율(32.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는 일(38.5%)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 소재의 기업들이 ‘서울형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
하고, 근로자의 만족도와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유연근로제의 도입 비율이 저조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현실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의미를 담아 가족친화경영의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을

속에서 직장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가족친화 직장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나타내는 BI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친화 경영관련

있습니다. 2009년 무료 기업 컨설팅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컨설팅을 수행해

사업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홈페이지(sffc.kma.or.kr)를

왔으며 2010년에는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규모, 업태, 종사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공개교육, 찾아가는 직장교육,

‘서울형 가족친화경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매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 등 무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및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경영은 기업 관리자의 의지가

가족친화 경영이 아직도 기업현실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장문화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EO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가족친화 직장조성’ 사업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있으며, 여성친화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형 가족친화 직장조성’ 사업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 기업·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기업 인센티브 발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로 가족친화경영 확산에 주력
■2012 서울가족사랑기업

그 동안 5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자문형 및 심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계전문가 또는 가족

가족친화경영 부문 전체

탄력적 근무제도 부문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부문

부양가족지원제도 부문

근로자지원제도 부문

가족친화문화조성 부문

친화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 컨설턴트가 서울형 가족
친화경영 매뉴얼을 기초로 사업장 여건에 적합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천하고, 도입절차·이행
자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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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확대
아버지 강의(기업)

아버지 강의(공공기관)

여성의 가사·양육부담, 남성이 동참해야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됨에 따라 교육 및 취업기회가 증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양육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서울시 여성은 3시간 13분, 남성은
29분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6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가사·
양육부담은 부부갈등 및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

자녀동반 체험활동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남성의 가사·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09년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자녀를 동반하기 힘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아버지교육만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실시했습니다. 직장 내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2012년에는 총 23,315명이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돕는 가족친화 제도가 기업 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교육중심의 예방적 접근을 통해 가족의

‘2012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 해결 및 기능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가족과 아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2010년에는 중소기업, 공공기관의 신청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친화

반응과 ‘자녀의 감정코치와 아버지와 자녀관계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교육을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 교실’ 특화교육을

반응, ‘가족 및 자녀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대화방법을 배워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실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학부모, 공공기관 및

의견, ‘구체적인 놀이방법 등 실질적인 사례 및 예시를 통한 교육이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기업을 방문하여 아버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조사되어 구체적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 대한 적극적인

2012년 23,315명의 아빠가 아버지 교실 참여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더욱 높여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더 많은 아빠들의 인식과

‘2012년 서울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은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361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은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교육(강의)과

자녀를

동반하여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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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육수요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동당 2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미설치동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최대 90%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균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보육 실시 등 보육의 사회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014년까지 총 28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서울시는 서울모델을 통해 2014년까지 총 28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우선
2012년 예산으로 89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70~9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절감과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스웨덴 80% 대한민국 5.3%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모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보육서비스는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80.6%, 덴마크의 70%에는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해 보육관련 교수, 어린이집

못 미치더라도 가까운 일본의 경우 거의 50%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공립

종사자, 여성단체, 법률가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확충사업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어린이집 비율은 5.3%에 그치고 있어 무상보육시대에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공립어린이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집 인프라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어떻게 할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청책워크숍을 서울시 인터넷 TV, 아프리카 TV, 다음 TV팟,

2012년 기준으로 볼때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시설대비 10.8%정도로 나타나고

오마이뉴스 등 9개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 참여자 약 200명으로부터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 했으나, 과도한 설치비용

55건의 제안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신축기준 25억~40억원/개소)의 재정적 부담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무조건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시민들의

이에 서울시는 저비용 민간협력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서울모델을 개발하고 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뜨거운 희망과 간절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2012년 2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개년 기본계획을
서울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련하고 2월 16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2014년까지 총 280개소, 2012년 최초연도에

먼저 신축은 지양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비용절감형 모델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8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 확충의지가 있는 자치구에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의 공공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공모할 계획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혔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실정에 맞는 설치방안을 자치구가 스스로 선택하되

또한 기업, 종교단체 등의 무상공간을 활용하고 운영이 어렵거나 낙후된 어린이집을 매입 하는

우선적으로 주민센터, 복지·문화시설, 공원, 산하기관, 학교 내 유휴교실 등 공공건물 내에

등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민관상생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재개발·재건축·SH건설 공동주택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설립하는 저비용
확충 방법으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신축이나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불가피한 경우에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80.6%

70.0%

49.4%

5.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이 알려지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민간의 생존권을 위협
한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을 고려하여 민간어린이집 중 운영이 어렵거나 시설이 낙후된 어린이집 중 매도를 희망
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치구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대폭 확대하여 개소당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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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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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재정력이 취약한 18개 자치구에 대하여 확충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나은 구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송파구는
80%까지 중구, 서초구, 강남구는 70%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범위도
신축, 매입, 리모델링, 기자재비용 등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결정을 위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단체, 교수,시민 및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적조사에 민관연대로 설치될 어린이집 예정지(성북구 돈암동)

육사관 내 공동주탁에 들어설 국공림어린이집(노원구)

예산지원을 신청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 결정 심사 기준은 주로 해당지역의
민·관 공동연대사업 포스터

특성(저소득층 밀집지역 가점), 국공립어린이집 수, 수급률, 확충방식의

적절성, 재정지원 필요액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자치구의 확충의지, 해당지역의 확충 필요성,

수요가 많았던 서초구 지역의 보육 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치구 재정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는 송파구와 양천구 어린이집 신축사업에 각각 17억원, 13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민관연대에는 종교시설의 참여도 많았습니다. 마포구 신촌교회, 성북구 돈암동 적조사,

민관 공동 연대로 총 108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전국 최초로 시도된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모사업」은 기업, (종교)단체,
법인, 시설, 개인 등이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제공하면 공공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며 희망 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뜻을 같이하는 연대자원을 공모방식으로 모집하였습니다.

2012년 연대사업 희망자 60곳 중 36개의 연대사업자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는
36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민관공동

관악구 신림동 원불교당 등 22개 종교단체가 토지나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민관연대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간이 1만6,739㎡(약5,000평),
비용은 88억원으로 약 69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2년에 총 108개소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하였고 2013년
까지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8개 지원 결정 시설은 서울모델이 적용되어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을 활용한 확충이 43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매입 및 신축방식 13개소, 민간어린이집 매입방식은 4개소입니다.

연대 방식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6개소), 종교시설(22개소), 학교(1개소), 단체(3개소),
개인(4개소) 등과 연대해서 2,400명이 다닐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36개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서울시-자치구-민간이 연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보육이 더욱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를 다시 쓰다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전해지자 개원 일자를 미리 문의하고 접수방법을 문의

예컨대 ‘금천구 산업단지’의 경우 대륭테크노타운 12차 CEO 협의회는 건물매입비 1억원과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서 보육에 대한 걱정이

관리비·차량운영비 용도로 매월 200만원을 20년간 지원하기로 해, 단지 내 처음으로

덜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젠더연구소 이숙진소장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은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를 다시 쓰는 주요한 핵심 사업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서울모델을

하나금융공익재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었던 반포4동에 어린이집 건립비용 62억원 중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

건축비 30억원을 연대하기로 결정해, 높은 지가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워 대기

모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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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영유아 보육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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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영유아 보육료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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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혼자의 출산기피 및 지연 원인으로는 자녀

특히 2012년도 0~2세의 무상보육 실시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2009년도 90,873명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어머니에게 편중된 과도한

에서 2012년도 134,605명으로 43,732명 증가하여 4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아

자녀양육 책임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 자녀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2009년 94,795명에서 2012년도 100,991명으로 6,196명

가계의 양육비는 가구지출 대비 39.8%, 2인 55.5%, 3인 69%으로 나타나 있으며, 2009년 보건

으로 6%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무상보육으로 인해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사회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 시까지 총 2억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을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특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적·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이와 발맞추어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소득하위 60% 가구는 보육료 60% 지원, 소득하위 70% 가구는 보육료 30% 지원 등 차등
보육료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0~5세 아동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0~2세 및 5세 소득무관 전계층, 3~4세 소득하위 70%
가구에 보육료 전액 지원을 하는 등 5년 동안 보육료 지원 대상이 「차등보육료 → 소득하위
70% → 소득무관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보육료 지원뿐 아니라 보다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
지상파 방송(MBC)에서 인터뷰한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입장을 인용해
보면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요... 무상보육이 진정 아이를
가진 부모를 위한 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육아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도 많구요... 그런
지역에선 무상보육이 보육시설만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네요.. (몰랐는데...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유치원 원비가 올랐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서요.... ) 무상보육
시행과 함께 보육시설 확충도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이 같이 많은 영유아 부모님들 및 보육전문가들이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특기활동비와 같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공공인프라 확충과 같은 노력도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세까지 무상보육 실시

2013년 3월부터 0~5세 전 계층 소득무관 보육료가 100% 지원되므로 영유아 부모들의

무상보육(만0~2세, 만5세) 및 지원계층 확대(3~4세, 소득하위 70%) 등으로 2009년도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 함께

어린이집 총 이용아동이 185,668명에서 2012년도 235,596명으로 49,928명이 증가하여

추진되어야만 전면 무상보육 실시의 효과가 배가 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2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보완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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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264억원을 지원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보육 실시 등 보육의 사회화

최소한의 행복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가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및 시설
이용 아동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9년 7월부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7월부터 양육수당 지원을 시작하여 차상위 이하 계층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양육수당 지원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대상 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
개월 미만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들에게 양육수당으로 월 10~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양육수당 지원액
차상위이하 일반아동
지원대상

지원금액

장애아동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취학 전 만 5세이하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빈틈없는 아동 양육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이러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로 2012년 말 현재 월평균 12,800여 명의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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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2,655가정, 449,148건 연계 실적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보육 실시 등 보육의 사회화

등·하교 보조, 학습보조 등 연 480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부모 가정 「나형」

재가아동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또는 「다형」의 경우는 시간당 2천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에는 총 42,655가정이 연계되었고 연계 건수는 449,148건에 달합니다.
시비 지원 기준도 2011년 나형의 경우 1천원을 지원하던 기준에서 2012년 나형은 2천원,
다형은 1천원으로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보미 유형별 지원 기준

우리 아이, 누가 집에서 잘 돌봐주었으면..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6년부터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를 교육하여 만
0~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파견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 기준

소득 외 기준

가형

4,000원

1,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237만원)

나형

2,000원

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4인기준 332만원)

다형

1,000원

4,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70~100%이하 (4인기준 474만원)

라형

-

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취업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입증되는 경우

2009년 보육실태 조사자료를 보면 취업부모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돌보는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개월 이하 아동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0세아 75.2%, 1세아 73.6%, 2세아

임시보육, 등·하교 보조, 학습보조 등을 월 200시간 이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60.6%가 조부모나 친인척·비혈연 등의 형태를 막론하고 가정 내 양육지원을 선호하는

월 200시간 이용 기준 100만원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돌보미 파견은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은 0세아(3개월~12개월)를 양육하는 취업 가정 등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한

서비스 내용은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영아 돌봄에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며 이용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실질적인 도움을

요금은 1일 10시간, 주 5일, 월 200시간 이용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제공하여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은 물론 취약계층의 육아를 보다 손쉽게 만들어

또한 2012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영아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기본

주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제 돌봄서비스’ 는 2007년 용산, 서대문, 동작, 서초구에서 먼저 시범 운영에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 기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8년 18개 구청, 2009년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또 2010년 7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형

70만원

30만원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50%이하 (4인기준 237만원)

나형

60만원

40만원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50~70%이하 (4인기준 332만원)

다형

50만원

50만원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100%이하 (4인기준 474만원)

라형

40만원

60만원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1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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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보육 실시 등 보육의 사회화

Interview :
“아침이 여유로워지니, 저도 직장생활과 육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 맘에 여유가
생기니, 아이와의 생활이 책임감만으로 뭉쳐있던 예전과 달리 아이에게 미소 짓는 날이
더 늘었어요.
아이는 이제 엄마가 일이 생기면 먼저 ‘엄마, 아이돌보미 선생님 신청해주세요. 전
선생님과 집에 있을게요.’라고 먼저 말한답니다. 육아독립군인 저에게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든든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가활동 사진 자료(서대문구)

재가활동 사진 자료(성동구)

| 정지원 (가명, 여,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직장동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회원가입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아이를 돌봐 줄 분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라 믿고 맡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이가 우리집에서

서울시에서는 종일제 돌보미의 원활한 수급과 민간돌봄 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일제 돌봄 수당을 2011년 시간당 5천원에서 2012년 6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눈치 보는 것도 없어지고 밝아졌으며 학습적
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 이가정 (가명, 여,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자)

이용가정은 총 440가정, 연계가정은 2,333건 이었습니다.
“When my baby turned three months old I started utilizing the service.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은 심신이 건강한 활동희망자로
양성교육 80시간을 이수한 경우 채용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는 2012년 현재 2,05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800여 명을 신규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Our Dolbomi teacher is a wonderful woman. She is always punctual and cares
for our daughter well. Because of our teacher’s care,my husband, who is also a
full-time undergraduate studying Computer Science, can do his studies well and
continue to work part time. I ha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Dolbomi Ser-

아이돌보미는 육아·가사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하여 여성의 고용증진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vice and recommend it to all my friends. Some people may feel skeptical about
hiring a stranger to watch their baby, but my experience has been so positive
that I think this system is trustworthy. Thank you so much, Dolbomi Service!”

“아이돌보미선생님은 제게 든든한 지원군”

“저의 아기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돌보미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시간도 잘 지키고 저의

많은 이용자들이 만족해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한없이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부단히 노력해서 시간제
450,000건, 종일제 3,000건의 일차적 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할 것입니다.

딸을 잘 돌보아 주십니다. 저의 남편은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아기를 돌보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경험으로 아이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서비스기관 운영 개편계획에 대비하여 각 자치구별 실적증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이돌봄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미 서비스는 신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Danielle Bass (가명, 여,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사업을 알고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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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방과 후 교육, 공동돌봄센터 등 아이돌봄지원 확대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지원신청 단체들은 지역 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 및
일상 생활공간 등을 활용하여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을 위한
긴급, 일시돌봄, 부모품앗이, 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종합적인 육아컨설팅,
보육 코디네이터 육성, 육아카페, 장난감 대여,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마을활동가와 구청담당자가 12개 지원단체의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회계처리 적정여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웃끼리 힘을 모아 돌볼 수 없을까

사전에 서면자료 요청을 통해 씨앗단체를 포함한 전체 15개 단체 사업에 대하여 자체 실적
자료를 받았으며, 평가결과 사업비 지원 12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됨에 따라 어린이집 이외의

성공적인 추진 실적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컨설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다양한 육아인프라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조성

사업운영을 지원해주고 참여의지를 향상시켰습니다.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특히, 경쟁과 불균형으로 소외된 자녀 돌봄을 마을
주민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관계, 이웃 간 품앗이 보육으로 따뜻한 인성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가져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육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돌봄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20개 단체 6억원의 지원을 목표로..
2013년에는 20개 단체에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명칭을 “공동
육아 지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별
맞춤 재정·교육·컨설팅 지원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과 자생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

사업 첫 해, 15개 단체 총 1억1천3백만원 지원

입니다.

사업 첫 해인 2012년에는 15개 단체에 총 1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씨앗단계인
3개 단체에 총 900만원을 지원하고 새싹단계 이상의 12개 단체에 총 1억4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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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 모습(은평구 신사초등학교)

출산부터 육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다.

방과 후 교육, 공동돌봄센터 등 아이돌봄지원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2011년부터는 보다 쾌적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난방, 세면대, 주방시설·기구, 전기·
수도시설, 냉방기, 사물함, 교육기자재 등을 갖춘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교실 당 타 시·도보다 2,000만원이 많은 4,000만원을 조성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조리시설 모습

2012년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가 조성한 92개교의 돌봄교실을 포함하여 499개 초등학교에서
643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실,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실

모든 초등학교에 1개 이상의 돌봄교실이 들어설 그날까지

우리 사회는 최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늘면서, 아동보육 문제가 크게 대두
되어왔습니다. 1995년에 보육대상 아동 연령이 6세 미만에서 만 12세까지 확대되고, 1998년

우리 아이들이 형, 아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아무런 걱정 없이 숙제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에는 서울시가 「보육사업지침」을 제정하면서 초등학교, 종교시설, 복지관 등에 방과 후 보육

방과 후부터 엄마·아빠가 돌아오는 저녁시간까지 돌봄교사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보육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본격적인

환경을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돌봄 수요가 있고 교실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확충 지원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칸 면적이 66㎡이상의 공간을 확보한 학교에 조성비를 우선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수요를 충족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 머물기 부족함이 없는, 아늑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무엇보다도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1개 이상의 돌봄교실을 마련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 시교육청과 협력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석식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조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교실 당 1,000만원을 지원하여 194개 돌봄교실에 조리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조리시설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굽고 익히는 과정을 배우는 요리
교실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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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06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6-1 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전국 최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확대

6-2 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역할 강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 강화

6-3 싱글맘(미혼모)을 위한 지원
청소년 미혼모 학업 지원 강화
미혼모 위기지원(병원비, 생필품, 정서지원 등)

6-4 비혼여성 종합 지원대책 수립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 수립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전국 최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 모습

전국 최초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 5월 17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교육실, 이동 공간, 장애인 화장실, 휴게실 등 장애여성 중심의 실내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컴퓨터실, 재봉실, 조리실 및 자녀를 동반한 교육생을 위한
놀이방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컨텍 전문 상담원, 한복
및 소품 제작, 비영리 회계사무원 등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먼저 2012년 5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스마트 컨텍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습니다. 효성 ITX와 파트너십을 맺어 교육과정을 진행하였고 특히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장애와 여성, 이중의 차별 속에 고통 받는 장애여성

취업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는 사회적인 화두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이어서 8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복 제작 및 소품 제작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법률 등 다양한 법안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각종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특히

교육 진행은 소서노(정훈닷컴)에서 맡아 장애여성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8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비영리회계컨설팅 전문기업인 ‘나눔과 셈’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위해서 직업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사회적 기업 전문 회계사무원 양성 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개관하여 장애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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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내 안의 열정을 확인한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앞으로 더욱 더 장애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Interview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비영리 회계경리를 배우면서 매일매일 행복 가득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너무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절대로 잊을 수 없게 해주신 강사님도
생각나고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알려주어야 우리가 잘 이해할지 고민하시는 여러
강사님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자녀를 둔 장애여성을 위한 양육 서비스, 장보기, 관공서
등의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장애여성이 보다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고 그 시간을 통하여 더 넓은 세상을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의
친절하신 선생님들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현주 (가명, 비영리·사회적 기업 전문 회계사무원 양성 과정)

“다소 설렘을 안고 첫 번째 과정인 컴퓨터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 자격증에 도전한다는
목표가 생기면서 예전의 잃어 버렸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무회계에 대한
강의에서는 단체의 회계업무 과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무구조까지 정리되면서 뭔가
엉성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알아서 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던 수강생들끼리 자조모임이 결성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의 장으로, 견제하는 사이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진정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들을 키우고, 아낌없는 격려로 일관됨이 장애여성인력
개발센터의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과정을 함께한 수강생들과 강의하시느라 혼신을 다 하신 선생님들과 관리 해 주시느라
힘쓰신 센터 직원 분들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었음에 감사드리며, 내 안의
열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에 행복했습니다.”
| 이수진 (가명,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비영리·사회적 기업 전문 회계사무원 양성 과정)

“바깥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기회가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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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까지 지속적인 지원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인구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2~3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의 산후 조리를 위해
도우미를 파견해왔습니다. 100일 이내 신생아의 경우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이내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장애인의 육아지원을 위해 홈헬퍼를 파견하여 월 60시간이내의 지원을
하고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모성 지원 활동도 꾸준히 실시해왔습니다. 한편 임신, 출산 시
산모 조리 서비스와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산모조리실도 운영했습니다.

2012년에는 130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임신·출산 1,766회, 육아양육 10,331회 등 총 12,546회의
임신, 출산,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수행기관
구분

자치구

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92-1745

다운장애인복지관

070-8255-1053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950-0185

강북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989-4215

성동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2290-3145

성북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923-4555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351-3982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3140-3043

마포구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70-7458-3227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3665-3831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

070-4423-6125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2611-0588

강동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440-5853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070-4657-2173

강남구

성모자애복지관

3410-8861

노원구

1권역

홈헬퍼, 여성장애인을 돕는 따뜻한 손

2권역

혼자 감당하기 힘든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육아양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홈헬퍼를
양성하여 파견함으로써 이들의 불안과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3권역
구로구

그간 서울시에서는 2003년부터 전문 가사도우미를 양성한 후 장애인 가정에 파견하여 가사·
육아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를 건강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통해 산후조리 지원, 육아와 가사지원, 육아용품 지원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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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장애여성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준 고마운 홈헬퍼
Interview :
“출산 후 우울 증세가 왔었어요. 너무 많은 변화에 적응이 어렵고 장애 때문에 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감이 컸는데, 홈헬퍼가 정기적으로 와서 저의 말벗이 되어주고 아이도
함께 돌보아 주시니 우울 증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지체장애인 산모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옹알이에 대답해주지 못하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홈헬퍼가 아이와 눈도 마주치고 옹알이에 대답도 해주며
상호작용을 해주니 제가 못 다한 것을 채워주어 너무도 안도가 되었어요. 요즘엔 책도
읽어주세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 언어장애인 산모

“아이가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퇴원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 순간부터 공포였어요.
앞은 보이지 않는데 이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홈헬퍼가 아이를 능숙하게 돌보아주시고 저와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미숙아 지원 관련된
정보도 알려주셨어요. 그 분께 의지하며 여러 가지를 배워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정상 체중이 됐어요. 처음의 그 어려움을 알고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각장애인 산모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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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이용 내용으로는 학습 및 놀이지원 31.7%, 외출지원 30.9%, 치료동반 27%, 신변
처리 8.8%, 일상생활지원 1.5%로 나타났고, 휴식 지원프로그램은 총 15회에 걸쳐 448명을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대상으로 가족캠프, 가족나들이, 부모교육, 부모나들이,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돌봄서비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서비스랍니다.”
Interview :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아 호민이 어머니 박희애(1976년생) 씨는 2010년부터 서울특별
시청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시행하는 ‘장애아가족양육

장애아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장애아 양육자가
질병에 걸렸다든가, 집안의 경조사 등 긴급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장애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아동 전문 돌보미를 양성한 후 장애인 가정에 파견하여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는 호민이네처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장애아돌보미가 파견나가 장애아동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호민이는 세쌍둥이 중 막내이고,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호민이의 장애와 남동생의 양육을 위해 두 명의 쌍둥이 형을 각각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키웠는데 1년 뒤에 어머니를 다시 만난 두 형이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돌보미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장애아돌보미가 호민이를
돌보는 동안 두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돌보미를 통해 호민이네 소식을 접한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담당 사회복지사가

295명의 장애아 가정에 8만 시간의 돌봄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 후에 SBS방송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호민이네 이야기가 방송에 소개된 후에 대학병원에서 아이들의 치료비를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지원하였고, 어느 대학의 유아 교육학과에서는 아이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약속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 가구 평균

하였습니다. 호민이 어머니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가족이 웃음을 되찾았고,

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시간은 아동 한 명당 연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시 한 번 힘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되었다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있습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 김호민 (가명, 뇌병변장애 1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휴식을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돌보미 파견 및 장애아

김경미(1969년생) 씨는 이혼 후에 쌍둥이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프지 않은 두 딸이 장애진단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남편과 이혼하고

2012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아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295명의 장애아 가정에 181명의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두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를 파견하여 총 25,140건, 79,065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동안 김경미 씨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합니다. 늙으신 어머니에게 늘 죄송스런 마음뿐

295가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 44, 조손가정 1, 맞벌이 가정 22, 다문화가정 5,

이었던 김경미 씨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아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한

양육자가 장애인인 가정도 5곳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 이용 아동현황은 만 3세 미만이 25명,

후에는 한시름 놓는다고 했습니다. 장애아돌보미가 매일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기

3~5세가 103명, 6~11세 121명, 12~18세미만은 46명으로 학령기 아동의 이용률이 43%

때문입니다. 김경미 씨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유용한 서비스라며

였습니다.

만족해했습니다. 김경미 씨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되기를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은 지적(자폐포함)장애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지영, 이지희 (가명, 지체장애 1급, 쌍둥이)

38.9%, 기타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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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여가활동과 함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장애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어울림센터에서는 철저히 여성장애인 눈높이에서 여성장애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확대

여성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여성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장애인들은 어울림센터를 통해
오랜 차별과 멸시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취업 알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사회에 당당하게

여성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역량강화교육, 정보제공,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알선을 추진하여 매년 취업되는 여성장애인의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
발전기본법」 제22조(여성복지 증진)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4개소
(구로구 1, 강서구 1, 강남구 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

입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취업은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자 복지의 완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강서구의 장애여성네트워크, 강남구는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서울센터와 한국시각
장애인여성연합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과 멘토링으로 자신감을 회복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진로상담 지원, 사회참여 의식 고취 및 역량개발,
사회·문화·경제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과 다양한 소통방법(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등)을 갖추고 일상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대상별·유형별

고충상담, 정서적 지지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과의 지속적인

접근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충상담,

관계 유지를 위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멘토링 등의 활동으로 밀접한 관계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 건강·의료, 법률,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와 장애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제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제반

여성장애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의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사회성 향상,
기초 경제적 역량 강화 등 자립 능력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고충상담과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4년차를 맞이하면서 상담,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등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울림센터의 사업 및 활동영역이 확장되어감에 따라 여성장애인 특화
기관으로 확고한 입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제별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을

각 센터별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여가활동’, ‘경제활동’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서울어울림센터는

2012년에

가족문화체험활동(사회·문화·여가

활동), ICF생애설계종합과정(경제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센터는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과정, 역사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맞춤형 상시 점자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위해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및 멘토링, 사례관리, 정보제공,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일상적 문제 해결, 정서적 지지는
물론 정보제공, 지역사회자원 연계, 권익옹호 등으로 점차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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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출산, 자립지원

“어울림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센터별 상담·역량강화교육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담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한다는 점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이익 때문에 일상생활도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센터 활동 모습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어 잠을 자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지요. 지인을 통해 어울림센터를
알고 상담 후 상담원이 동행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볍고 문제
해결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어요.”

| 이 ◯ ◯ (청각장애)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센터는 여성장애인 집단상담, 수발자집단상담(내면의
알아차림), 심리상담사 자격취득과정, 신입상담사 1:1멘토링, 가족 캠프(사랑 한스푼 웃음가득

“지역 안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에 갈 경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집), 뷰티업 사랑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것보다 들어야 하는 것이 많고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장애여성네트워크 어울림센터는 도자기 핸드페인팅 교육, 차이와 다양성 교육(사회의

어울림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이야기 전달도 잘돼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다양한 이슈 알아보기)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보다 어울림센터를 찾게 되고 전화를 자주 하게 된답니다.” | 박 ◯ ◯ (정신장애)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여성장애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자조모임을

“중중장애인 남편과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찾게

통해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되었습니다. 알아야 할 정보들도 많은데 설명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지인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멘토가 여성장애인(멘티)에게 안내자, 역할모델, 선생님, 스폰서가 되어

통해 어울림센터를 알고 육아 정보뿐 아니라 육아로 인해 지친 일상,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주는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동 상담원의 경험담이 고민해결에 도움이

장애여성네트워크 어울림센터는 글쓰기 자조모임 ‘몽당연필’, ‘내가 만드는 캐리커처 이야기’

많이 됐어요.”

| 변 ◯ ◯ (안면장애)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지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센터는

“임신을 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울림센터를 알고 상담도 하고 집단 멘토링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자조모임과 심리상담사 자조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등을 통해서 임신, 출산, 육아 경험이 있는 엄마들도 만나게 되면서 두려움도 잊고 실질적인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센터는 자기사랑 자조모임을 진행하여 자기사랑 습득,

정보도 듣고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이 ◯ ◯ (뇌병변장애)

체험 등으로 자존감 향상을 도왔습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서울어울림센터는 역량강화
교육 등 집단 활동을 통한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외부기관의 자조모임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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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역할 강화

다문화가족 108,115명 지원,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센터에서는 기본사업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한국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지원및 상담과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한 결과 2012년 108,115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다문화가족 31,192명에게 특성화사업을 통하여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언어영재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지도사가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 전경

교육 및 부모교육·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2012년
2,59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종사자를 센터별로 1인씩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 맞춤서비스로 해결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확충하였으며 2012년 7천 여명의 결혼이민자가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위해 센터 수를 확충하고 서비스
프로그램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거주비율이
높아, 2012년 기준 전국 220,687명 중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48,597명

우선 2013년 1분기 내에 중구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통번역 서비스의

(22%)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 역시 2007년 5,035명에서 2012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태국어, 러시아어 등을 추가하여 소수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26,008명으로 최근 6년간 41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거점센터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업비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 및 필요에 부응하기

교부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및 생활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코디네이터 사업도 영등포·동대문·관악·노원·강서·강동·서대문구 7개 센터를 선정하여

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소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10개소에서 운영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고급반을 2013년에는 23개소로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3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나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서울시 거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슈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다문화가족을

비전을 통한 센터 간 우수사업 발굴과 공유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간담회, 다문화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등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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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서 2012년 초에 걸쳐

‘서울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태교 동화집’ 1만 5천여 권을

제작하여 각 자치구 민원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결혼이민여성의 임신 및 태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 자립 지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앞으로도 새롭게 정착한 낯선 나라에 다문화가족들이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013년 5월 중에 육아 동화집을 제작,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교육 동화집을 제작할 예정
입니다. 동화집은 입학 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3만여 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 교통, 취업, 행정 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 및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안내 등을 담은 핸드북 형태의 서비스 종합정보물을 3만여 부 발행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2013년 중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도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기존 5개 국어 서비스에서
따갈로그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3개 국어를 추가하여 총 8개 국어로 확대할 예정이며 콘텐츠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2013년 5월에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 ‘My Seoul’은 서울시 다문화
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5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베트남어)를 기반으로
생활정보 종합안내, 행정정보 안내, SNS 기능 탑재를 통해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동
서울시 다문화 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어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상당수가 한국말에 서툴 뿐 아니라 사전 정보 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생활 관련 각종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접근성 향상이
필요하기에,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 정보 제공
2010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안내서’ 3만부를 제작하여 각 자치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다문화가족에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5개 국어로 의료·행정정보 등 생활정보를 제공 하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mcfamily.or.kr)’를 오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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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 강화

국제결혼 중도입국자녀의 문화, 교육 단절 심각
국제결혼이 점차 늘어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결혼이민여성은 2007년도 대비 35.4%가 증가된
48,597명이고 다문화자녀는 417% 증가된 26,008명으로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
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혼비율 증가로 중도입국 청소년도 증가
하는 실정입니다.

중도입국자녀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전 배우자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부모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재입국한 경우로서 한국어 및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2년 6월에는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계획이 수립

한국생활의 사전준비 없이 입국하여 조기정착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중도입국자녀의 모집·발굴, 한국어 교육 등 7개 분야 22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도입국자녀의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심리·정서적 지원,

현재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3개 과정 프로그램에 4개반, 89명이 참여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였고 위탁형 예비학교 ‘시작다문화학교’ 또한 1개 학급 14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도입국자녀의 모집·발굴,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 등 11개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 등 입체적인 교육 지원

과정 17개반의 운영을 추진하는 등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선 2011년 12월 5일, 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인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
교육센터를 설치·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초·고급), 한국사회적응, 컴퓨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위탁형 예비학교인 ‘시작다문화학교’를 개원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지정
위탁형 대안학교인 ‘시작다문화학교’는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내에 1학급 20명의
규모로 개원하여 한국어, 사회, 수학, 과학,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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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입니다.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또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글맘(미혼모)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 고등학교에

청소년 미혼모 학업 지원 강화

도담학교

재학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만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 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촉진 수당을 월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미혼모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과정이며
검정고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검정고시에 필요한 학과수업, 인문학강좌,
심리치료, 진로탐색 등으로 미혼모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검정고시에서 2010년 4명 응시, 4명 합격, 2011년 9명 응시, 7명 합격, 2012년 8명 응시,

청소년 미혼모,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

8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밖에도 동기부여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각
하지 않고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 달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수석과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이 어려운 미혼모들은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며, 또한 불안한 정서로 인하여 태아에게까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미혼모들이 학업중단과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미래설계가 가능한 자립형 인간으로

차석, 혹은 성적 향상자에게 성적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청소년기에 있는 한부모
재학생이 자신의 진로 및 미래설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을 제고
하기 위해 미래설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신 후 출산과 양육과정, 학업의 지속을 지원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 미혼모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검정고시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관심과 배려만 해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Interview :

미혼모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담학교

“미혼모들이 자립생활을 하거나 혼자서 자녀교육을 책임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5월에서 2011년 3월에 걸쳐 미혼모대안교육 프로젝트 캥거루

지도 및 학업지도를 하는 기관이 있으니 무척 반갑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면 반드시

스쿨을 열어 검정고시 학습 및 진로 탐색을 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다양한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다.”

사실이다. 따라서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도담학교처럼 미혼모들을 위해 생활

| 크는 나무 어린이집 원장

표현예술치료 및 체험활동, 의사소통훈련 및 여성학 강좌를 통한 대인관계 기술훈련과 생활
지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위탁형 대안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제도(학업 및 장학금제도)가 있다는 것이

학교인 도담학교에 정규학습반을 개설하고 기존의 캥거루스쿨에서 도담학교 검정고시

놀랍다. 대상자들만 열심히 해준다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학업과 양육을

학습반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검정고시 학습은 물론 자기성장 프로젝트 등의 교과과정을 현재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 출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 영등포구청 사례관리 담당자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접근성
등의 이유로 도담학교 출석수업이 어려운 미혼모를 위하여 찾아가는 검정고시 학습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이 필요한 양육 미혼모를 꾸준히 발굴하고 일률적인
학습지도를 넘어 학업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지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학업 지원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 미혼모의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학습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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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정체성 확립과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교육과정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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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25개 자치구, 유관기관,
미혼모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내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미혼모들을 위한 실천 가능한 지원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방안을 쉬지 않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싱글맘(미혼모)을 위한 지원

미혼모 위기지원
(병원비, 생필품, 정서지원 등)

늘어나는 미혼모, 아이와 엄마 모두 보살펴야 한다
성의식 개방화와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인해 미혼모의 발생
가능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해 임신한 미혼여성
이 상담 및 양육에 관한 교육, 미혼모 시설 입소와 정부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 지원 기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종합적인
상담과 경제적인 지원은 특히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미혼모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혼모의 병원비와 생필품 등 긴급 위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달라도 행복한 가정’ 인식개선 공모전 대상작품(2012)

병원비는 실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며, 기저귀 등의 생필품은 연간

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전후 아이돌봄, 교육서비스, 정서지원 상담으로
미혼모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미혼모들 간의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며, 모임이나 교육 중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해서 자립역량을 키워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나너우리한가족센터에서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6건의 미혼모 위기 지원 성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서울시는 미혼모 회원 233명에게 3,234건의종합지원상담을 실시하였고, 806건의 위기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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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취약 골목길 조명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2배 더 밝게 하고, 좁은 골목길을
넓히는 등 1인 여성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9월
모든 여성이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다.

경찰청과 ‘여성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순찰

비혼여성 종합 지원대책 수립

강화 등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안전 감시단 운영, 안전 품앗이 등 주민들이 스스로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 수립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인 마포, 신촌, 신림, 강남 등 대학주변이나 고시촌을
중심으로 ‘안전지역(safety zone)’을 형성하고 이 지역 내에 택배기사와 수령자가 상호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시스템을 50개소 설치하며, 홈방범 서비스 등 주거
취약시설에 안전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 적극적 지원이 필요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9.1%에서 24.4%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대생 일자리박람회 등 1인 가구 여성의 일자리 지원

이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45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53%에 달합니다. 여성 1인 가구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장, 주택, 조세 제도 등 핵심적인 정책은

여대생 일자리박람회(2회 개최)에 66개 기업과 여대생 등 시민 2,934명이 참여하여 구인과

다인가구 중심으로 설계되어 홀로 사는 여성들은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구직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여성 1인 가구의 창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플라자

이에 서울시는 공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을 국내 최초로

내 여성창업보육센터 63실 중 23실(36%)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여성플라자 내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며 9월 드디어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스숍은 여성 1인 가구 1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종합 지원정책은 2012년 3월과 4월에 걸쳐 여성 1인 가구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싱글여성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요 양적·질적 조사, 전문가

2013년에는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1인 가구 여성의 인턴십으로 20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집단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정책욕구를 파악하였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보육코디네이터, 아동돌보미, 그룹홈 가사도우미 등 여성 1인 가구의
특화 공공근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1,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싱글여성이 행복한 서울생활’을 주제로 2012년 6월 5일 싱글여성 당사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e-청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여성 1인 가구 지원 정책 관련 패널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적으로 서울시 추진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 의견 수렴 절차를 바탕으로 싱글 여성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공유 및 현실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망 마련
‘안정적으로 안전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성 1인 가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
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5년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2년 처음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168세대, 원룸형 주택
75세대를 신규 분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여성전용 안심 임대주택 건립과 대학주변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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