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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해설

‣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 성주류화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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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

실질적 성평등 구현 함께 하는 돌봄체계 구축+

성평등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전한 

서울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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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한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성범죄 예방을 통한 안심문화 확산

1 - 1 24시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운영

1 - 2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1 - 3 안심택배함 운영

1 - 4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 조성

1 - 5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

 – 1인가구 안심지원 사업 운영

1 - 6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기반 마련

1 - 7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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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이라 안심이다!” 

1-1 / 24시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각종 성폭력 범죄와 젠더폭력 피해자 증가로 인한 안심생활권 확대 필요에 따라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이’ 서비스 운영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앱 다운로드수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안심이’ 앱 다운로드 수 100,000 115,712 150,000 158,013

  - 서비스 이용 현황

구  분 계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비 고

건  수 101,357 28,159 63,899 9,299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펑등기본조례 제5조

  - 사업내용

     기 설치된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스마트폰 앱을 연계하여 시민의 위기상황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서비스 :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시설물 정보제공 등

  - 운영체계

     서울시 : 서울시 ‘안심이’ 시스템 운영 총괄, 시스템 유지보수 총괄

     자치구 : 자치구 ‘안심이’ 운영 및 홍보(여성정책부서 총괄), CCTV관제, 경찰 연계 등 

상활별 대응 지원(관제센터운영부서)

     경찰청(상주경찰) : 긴급신고시 조치사항 총괄, 현장출동 등

3. 주요 추진실적

 ○ 도시안전서비스 선도적 모델 제시 및 지속적 확산 기반 구축ㆍ운영(’18.11월~’19.12월)

     다운로드 158,013회, 회원가입 96,110건

     서비스 이용 101,357건 (긴급신고 28,159건, 안심귀가 63,899건, 스카우트 9,299건)

 ○ ‘안심이 앱’ 신고로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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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선정 브랜드 대상 및 앱어워드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3회 수상 (중앙일보 주관, ’19.1.17, ’20.1.30, ’21.3.4.)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 (조선일보, ’19.3.21.)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 수상 (동아일보, ’19.5.15.)

     『앱어워드코리아 2019올해의 앱』 수상 (디지털조선일보, ’19.11.6.)

     『앱어워드코리아 2020올해의 앱』 수상 (디지털조선일보, ’20.11.12.)

 ○ 안심이 전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6월, 서울시 ↔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안양시)

 ○ 안심이 서비스 기능 개선 완료(추진기간 : ’20.9월 ~ ’21.1월)

4. 2021년도 추진계획

 ○ 서울시 전역에 구축한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사용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추진

  - 다양한 매체 홍보 강화로 이용 확대 : 앱 다운로드 수 15만명(’20년) ⇒ 17만명(’21년)

  - 안심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관리 (’21.1~’22.12월)

 ○ 심야시간 전담관제 확보 및 운영지원 (25개 자치구)

  - 심야시간 CCTV 영상 관제는 안심이 전담관제 직원이 실시간 모니터링
     ※ 지원인력 총 50명 (시․구 매칭 사업으로 진행)

5.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순진 주무관 (02-213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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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청소년의 어두운 귀갓길을 밝히는 노란색 등불”

1-2 /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여성 10명 중 7명 이상(73.2%)이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렵다’ 

응답 (2019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 등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

귀가스카우트 대원이 약속장소에서 만나 신청자와 자택으로 동행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스카우트 대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우범지역을 순찰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귀가지원 및 순찰 34만 건 63만 건 23만 건 49만 건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시민 감소, 귀가지원 운영중단(2개월) 등으로 인해 ’20년 실적 감소

 ○ 과제 개요

  - 이용대상 :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 이용시간 : 월 22~24시, 화~금 22시~1시

  - 신청방법 : 스마트폰 앱 ‘안심이’, ☎120 및 구청 상황실 유선 신청, 현장 신청

  - 이용방법

귀가 서비스 신청

➡ 

접수 및 연결

➡

신청인 만남

➡

귀가동행

‣ 안심이 앱

거점장소 및 
시간 확인

스카우트 대원과
신청자 만남

- 근무복 착용 철저
- 신분증 사전 제시

스카우트대원
(2인 1조)과
안전 귀가

‣ 120 유선신청

‣ 현장 신청

   ※ 귀가지원 외에도 유흥업소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 외진 곳 등 범죄 가능성이 높

은 지역을 스카우트 대원이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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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귀가지원과 취약지역 순찰을 

진행하여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하고 취약지역의 범죄 발생을 예방

4. 추가정보

 ○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영 주무관 (02-2133-5004)

 ○ 자치구별 안심귀가스카우트 담당자 및 상황실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관련 문의)

구청 상황실 
(귀가지원 신청)

종로구 어르신가족과 김지현 2148-2224 2148-1111

중구 여성보육과 전지현 3396-5403 3396-4000

용산구 여성가족과 최인아 2199-7145 2199-6300

성동구 여성가족과 이하용 2286-6180 2286-5882

광진구 가정복지과 권혜인 450-7560 450-1330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이현정 2127-4257 2127-4626

중랑구 여성가족과 김수경 2094-1767 2094-1147

성북구 여성가족과 임지수 2241-2572 2241-1900

강북구 여성가족과 김대훈 901-6706 901-6112

도봉구 여성가족과 허은진 2091-3105 2091-3109

노원구 여성가족과 이정훈 2116-3737 2116-3742

은평구 가족정책과 권오현 351-6232 351-8000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김수정 330-8236 330-1119

마포구 여성가족과 허준필 3153-8924 3153-8104

양천구 가족정책과 송진희 2620-3395 2620-3399

강서구 가족정책과 황준 2600-6794 2600-6330

구로구 여성정책과 주혜민 860-2838 860-2525

금천구 여성가족과 김소영 2627-1438 2627-2414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문선중 2670-4229 2670-4032

동작구 보육여성과 김도근 820-1490 820-1040

관악구 여성가족과 서주옥 879-6123 879-7640

서초구 여성보육과 이윤주 2155-6691 2155-8510

강남구 여성가족과 전민희 3423-5815 3423-6000

송파구 여성보육과 김도균 2147-2778 2147-2799

강동구 여성가족과 정애진 3425-5764 342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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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심까지 함께 배송합니다”

1-3 / 안심택배함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여성 10명 중 6명 이상(63.9%)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 응답 (2019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 1인가구의 택배 수령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가구 밀집지역 등에 

안심택배함을 설치·운영하여 안전과 편리함 제공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안심택배함 수(개) 231 231 261 261

 ○ 과제 개요

  - 이용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설치현황 : 서울시 전역 261개소, 4,679칸

계
복합청사,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공영
주차장

교 회 지하철역 기 타

261 91 59 24 30 12 5 40

   ※ ’20년도 30개소 추가 설치 장소 포함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일부지역 제외)

  - 이용요금 : 48시간 무료 (48시간 초과시, 1일당 1,000원 부과)

  - 이용방법 : 택배도착 문자 수신 후 인증번호 입력하여 택배 수령

  - 기타사항 : 보내는 택배 기능을 추가하여 택배 발송도 가능 

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택배함 중 이용률이 

낮은 지점 10개소 내외를 이전 재배치

4. 추가정보

 ○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업체 (스마트큐브 ☎1666-0339)

 ○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영 주무관 (02-213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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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꼼짝 마!”

1-4 /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환경 조성

1. 취지 및 주요내용

 ○ 공공화장실을 포함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점검하고,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공공·민간 화장실 등 총 241,284건 점검

점검화장실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캠페인 운영 수

계 공공 민간 점검지원 탐지장비 대여

241,284 206,990 34,294 378 304 161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평등기본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 제7조

  - 사업내용 

     시, 자치구, 투출기관 가용자원 활용하여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

     민간 화장실 관리인 등 대상 불법촬영기기 점검장비 대여 및 점검 지원

3. 2021년도 추진계획

 ○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불법촬영 근절 및 시민 불안감 해소

 ○ 불법촬영 예방 활동 추진계획

  - 공공기관 관리인력 등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활동 강화

  - 각 구별 시민참여형 불법촬영 예방활동 통해 사회적 경각심 전파

4.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하혜민 주무관 (02-213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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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안전한 서울을 만듭니다”

1-5 /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 –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젠더폭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안심 기반을 

구축하여,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11개 자치구 1인가구·점포 안심홈세트 및 안심점포 비상벨 1,430곳 지원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지원가구 250 327 1,200 1,430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추진체계 : 자치구, 자치구-단체 컨소시엄 (공모 후 심사회의 통해 선정)

  - 사업내용

     1인가구 밀집지역 내 범죄취약 여성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현관문 및 창문 이중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등) 설치 지원

      ※ 여성1인가구 중 전·월세보증금 등 고려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여성1인 운영 점포 대상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긴급출동 ‘안심점포’ 운영

하여 무선 비상벨 설치 및 신고 시 긴급출동 지원

      ※ 경찰추천, 월세 등 각 자치구 선정심의회, 현장실사 등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3. 2021년도 추진계획

 ○ 범죄취약계층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확대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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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추진계획

  - 취약계층 여성1인가구에 범죄불안해소를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

     지원대상: 범죄피해 발생가구, 전·월세 임차보증금 등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물품: 자치구별 주거형태, 주민수요 등 반영한 추진협의체 논의에 따라 구성예정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별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 ‘안심점포’ 비상벨 지원으로 여성1인 운영 점포의 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경찰추천, 월세 등 각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 현장실사 통한 선정

     지원방법: 대상 시설 내 비상벨 설치를 통한 안심이 관제시스템 연계

비상벨 신호 연동 + CCTV 연동 + 관제센터 모니터링 + 경찰출동

  - 추진 일정

     사업운영 자치구 공모 및 선정(’21.3월~5월)

     사업운영 전 자치구로 확대(’21.7월)

     전 자치구 안심홈세트 등 접수 및 현장실사, 설치(’21.6월~12월)

     사업정산 및 평가(’21.12월~’22.1월) 

4.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하혜민 주무관 (02-213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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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교제 상대에 대한 학대이자 범죄입니다” 

1-6 /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기반 마련

1. 취지 및 주요내용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적 지원체계도 부족한 현실 

 ○ 데이트폭력 상담콜 운영, 피해자 지원과 시민인식개선사업, 폭력 예방교육

   ※ 데이트폭력이란?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데이트폭력 예방교육(회) 3,000 3,534 3,000 3,034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종) 1 1 1 1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건) 450 520 530 660

데이트폭력 상담전화(건) 1,400 1,466 1,400 1,273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주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다문화건강가족협회 부설 

한울가족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사업내용
 

     예방교육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소재 대학교, 전문대학과 교육일정 및 교육

대상 협의 후 강사파견·프로그램 운영 지원

     피해자 지원 : 데이트폭력 시민인식개선사업,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심리검사, 주변인 

대상 피해자 지원방안 교육, 법률지원

     상담 전용 콜 : 시민 누구나 365일 24시간 ☎02-1366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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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도는 예방교육 수행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코로나19 지속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강의식·토론식) 중심으로 진행하되, 대상을 일반 대학생과 

예비교원 대학생으로 이원화하고 교육과정을 필수·선택으로 차별화하며 성평등 

대학생활 안내서(대학생 실천 지침서) 개발 후 온라인 배포 계획

  - 예방교육 분야 성과목표

추진사업 성과지표 목 표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90회

성평등캠퍼스 운영 성평등 캠퍼스 MOU 체결 5~7개 대학

성평등 대학생활 안내서(온라인용) 개발·홍보·배포 5개 주제

 ○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한국다문화건강가족협회 부설 한울가족

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전문상담·법률·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피해자 가족·동료 등 

주변인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을, 학교·경찰·상담소·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로 효과적 사례관리 추진 예정

  - 피해자 지원 분야 성과목표

추진사업 성과지표 목 표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상담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 상담 70명 540회

주변인 교육 10회

상담교육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10회 90명

무인 캠페인 및 이젤전시 등 인식개선사업 8회

4. 문의처 :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 이성수 주무관 (02-213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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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

1-7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취지 및 주요내용

 ○ “초·중·고교생 3명 중 1명(36%)은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조사, 초·중·고교생 1,607명 대상

 ○ 메신저·SNS 같은 일상영역까지 침범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안심 서울 조성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및 실태조사 추진

     초, 중학생(6천명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예방교육 매뉴얼 기획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1,607명 대상) 기획 및 추진

  - 디지털 성범죄 관련 SNS 모니터링 및 조기개입,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6천건) 및 아동, 청소년 조기개입(1천건) 추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17만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온라인 익명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

구제 전 과정과 정서적 지지까지 종합 지원(1천건)

     젠더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지지동반자’가 1:1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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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내용

  - (정책)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정책 발표

  - (예방)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 (피해자 지원) 긴급신고 창구 운영,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우리의 일상을 앗아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 더불어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 고위험군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4. 추가정보

 ○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www.onseoulsafe.kr

 ○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지현 주무관 (02-213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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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체계

1 - 8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 - 9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1 - 10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

1 - 11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1 - 12 성매매 감시 및 자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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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함께 가요”

1-8 /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성폭력 피해여성의 손상된 심신과 정서 회복,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프로그램 등 운영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16개소)

구   분 소 계
심리 
정서

수사 
법적

의료 
지원

시설 
연계

타시설 
연계

학교 
문제

자립 
지원

기타

상담소(건) 23,710 10,691 3,603 3,584 300 697 291 176 4,368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2개소)

구 분 계
심리 
정서

수사 
법적

의료 
지원

학교 
문제

자립 
지원

기타

보호시설(건) 3,232 1,231 43 453 462 615 428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6개소)

구 분 소 계
의료
지원

심리
지원

상담
지원

수사
법적

사회적 
지원

치료
동행

기타

해바라기센터(건) 70,375 19,653 5,682 20,717 7,850 1,398 572 14,503

  - 기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2,441명 (피해자 본인 2,422, 피해자 가족 19)

○ 지원 건수 10,912건 (일반과 2,944, 정신과 7,127, 응급키트 사용 841)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시설 (14개소)

○ 프로그램 참여인원 (373명), 이수 건수 (878건)



21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흐름도 >

성폭력 발생 ➠ 사건 조사, 가해자 조사, 

형사처리 등 ➠ 피해자보호(상담, 법률자문, 시설보호, 

의료·생계비·직업훈련 등 사후지원)

고소·신고 (경찰 등 사법기관) (시·자치구)

  -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 24시간 365일 성폭력 피해여성 중심의 수사·의료·상담 지원 

  - 피해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지원

   ‣ 의료기관 인도, 의료비·간병비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입소자의 자립 준비를 위한 도움

   ‣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등

3. 2021년도 추진계획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도·점검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제공

4. 추가정보

 ○ 관련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http://cafe.daum.net/nsvpcca)

 ○ 문의처 :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 이인순 주무관 (02-213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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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1-9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1. 취지 및 주요내용

 ○ 상담소·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상담·보호·의료·법률·취업교육·수사지원 

등을 통해 심신 회복 및 자립을 지원

2. 2020년도 추진사항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추진주체 : 가정폭력상담소(13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11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5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 비영리법인 및 개인운영 상담소 13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보호시설 11개소 등

  - 시설 입·퇴소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동반아동 양육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주거 지원 등

  - 보라데이(매월 8일), 가정폭력 추방주간 등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흐름도 >

가정폭력 발생 ➠ 사건 조사, 가해자 조사, 

형사처리 등 ➠ 피해자보호(상담, 법률자문, 시설보호 

의료·생계비·직업훈련 등 사후지원)

고소·신고 (경찰 등 사법기관) (시·자치구)

 ※ 경찰 및 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연계

3. 2021년도 추진계획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피해자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

4. 문의처 :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 윤나래 주무관 (02-21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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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10 /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 

1. 취지 및 주요내용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증가,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폭력·성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 및 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주여성(동반자녀 포함)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상담서비스 인원수(명) 12,000 12,502 12,600 11,301

쉼터 보호인원(일평균)(명) 12 11 12 12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추진주체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문상담시설/ 평일 9~18시/ 중구 마른내로 146 청일빌딩, 7층)

      : 전문상담(전화/온라인/면접/현장방문) 및 의료·법률·심리지원 등 

     한울타리 쉼터 (긴급보호시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이용기간 3개월, 1회 연장가능, 최대 6개월)

      :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의식주 기본 생활서비스 지원 및 문화

체험, 요가, 요리교실 등 심리정서 지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이주여성전문상담 성폭력예방 한울타리쉼터
(센터 산하 긴급보호시설)

상담원 5명
(중국어1,베트남어1,몽골어1

필리핀어/영어1,한국어1)

팀  장 1명
상담원 1명

(한국어)

상담원 4명
(한국어3, 중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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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도에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단독 시설 공간 확보 및 한울타리 쉼터 인력

보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4. 추가정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smf0120.modoo.at)

 ○ 문의처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정수린 팀장 (070-4251-6830, 02-73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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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라 해도 넌 소중해, 십대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1-11 /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지원

1. 취지 및 주요내용

 ○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일시보호 및 건강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위기 십대여성 상담, 의료, 자립지원 건수 25,000 30,529 25,000 25,177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 추진주체 :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 → 시설(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등) 

  - 사업내용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운영

     • 주‧야간 일시쉼터 및 상담카페 운영 등 일시보호, 숙식‧세탁 등 일시생활지원, 온‧오프

라인 현장상담,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및 예방접종, 심리상담, 사춘기교육, 찾아가는 성‧건강

교육(면생리대 제작 등) 실시

     시립 관악‧강북 늘푸른교육센터 운영(2개소)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지원, 진로교육‧상담,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축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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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추진계획

 ○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십대여성을 위해 화상채팅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심리지원, 학습지도,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서비스를 다각화

하고, 식료품 및 방역물품 배송, 모바일 도시락 쿠폰 제공 등 비대면 지원을 활성화

 ○ 상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채팅방 개설 및 1:1 상담지원, 거리‧노숙 등 위기 십대

여성에게 계절옷‧신발‧마스크 등 맞춤형 방역‧생필품 지원 등 일시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위기 십대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시간 확대(14~19시→

14~21시)와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휴관시 화상플랫폼 활용 진료단절 방지, 심리

지원(원예치료)위한 개인별 원예키트 배송 등 원격지원을 강화

 ○ 또한 아이템 개발에서 판매까지 1인 창업훈련을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취업연계 등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4. 추가정보

 ○ 관련 SNS 및 홈페이지 주소 등

기관명 대표전화 ‧ 홈페이지 주소 등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나무’

대표전화 : 010-7788-7947

카카오톡 : good7947(해나무) / moonnamu7947(달나무)

온라인 : http://joeunsesang.org/

시립 십대여성 건강센터 ‘나는봄’

대표전화 : 02-6227-1541

카카오톡 : imbomi

카카오플러스친구 :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온라인 : http://www.imbom.or.kr/

시립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대표전화 : 02-326-1318

온라인 : https://greenschool1318.com/

시립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대표전화 : 02-939-1319

온라인 : http://www.강북늘푸른교육센터.com

 ○ 문의처 : 권익보호담당관 심효진 주무관 (02-213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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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성매매, 시민이 직접 감시하고 신고합니다.”

1-12 / 성매매 감시 및 자활지원 강화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성매매 방지를 위해 긴밀한 민관공조 통해 

관련자를 신고․고발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차단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성매매피해상담건수 10,000 11,455 12,000 14,250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신고 건수 40,000 65,202 53,000 61,892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주체 :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추진절차 : 시(계획수립, 보조금 교부) → 시설(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등)

  - 사업내용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운영(20개소)

     • 시설 입소(이용)자 대상 숙식제공,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 훈련 등 자활지원 등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열린터) 운영(3개소)

     • 상담, 의료․법률, 직업 훈련 등 자활기반 마련

     중․노령층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4개소)

     • 수공예품 제작 등 공동작업 활동, 정서회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및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운영(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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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알선․광고 차단, 관련자 신고․고발 등

    반성매매 시민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3. 2021년도 추진계획

 ○ 지난해 전면 개편한 온라인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성매매 유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성매매 신고 가이드 북」 발간하여 

시민단체 등에 노하우 등을 교육하고 전수함으로써 시민 참여 확산 계기를 마련

 ○ 또한 중․노령층 등 사각지대 성매매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탈성매매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 대안적인 일 경험 제공, 

일상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자립․자활지원을 강화

4. 추가정보

 ○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http://gamsi.dasi.or.kr)

 ○ 문의처 :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오수연 주무관 (02-2133-5335, 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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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하고 균형있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2 - 1 성별 임금격차 개선 추진 및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2 - 2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

2 - 3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30

“성평등한 노동환경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2-1 / 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진 및 노동분야 성차별 조사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서울시 성별 고용률 격차는 감소 추세(’90년 26.2%p →’19년 15.3%p)이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유지(’08년 36.8%→’19년 35.6%)되는 현상과 더불어 잠재돼 있던 

노동분야 성차별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성차별 해소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분에까지 확대되어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19년) OECD중 첫 번째로 높은 32.5%(OECD 평균 12.9%)

2. 2020년도 추진사항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성별임금정보 분석 주요내용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 및 30개 민간위탁기관

분석항목 :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산출 / 직급, 직종, 재직기간, 인건비구성 항목별 분석

주요내용 : 25개 투출기관 성별임금격차는 정원내 직원 기준 약 39%이며, 30개 

민간위탁기관 중 성별임금격차가 15% 이상인 기관은 14개 기관임

 ○ 성별임금격차 개선인식 확산 추진 : 성평등임금공시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0월)

 ○ 차별조사관 제도(성평등 노동조사) 시행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6조

   - 추진절차 : 신고접수 ⇨ 사실조사 ⇨ 심의회의 ⇨ 시정권고·사건종결 ⇨ 이행확인

   - 조사대상 : 서울시, 자치구(시 위임사무 등에 한함), 투자출연기관, 수탁기관(시 위탁사무에 한함)

   - 조사내용 : 성평등·노동관계법령 위반(모성보호제도 및 성차별 금지 규정 등 위반)

   - 조사방법 : 서울시 차별조사관이 서면, 유선, 온라인, 대면 등을 통해 사실조사

3. 2021년도 추진계획

 ○ 서울시 성평등 ‘성평등임금공시’ 추진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본청 

및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대상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추진

 ○ 관행적인 노동 분야 성차별 해소 노력

4.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주연 주무관 (02-2133-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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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직장 내 피해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2020년도 추진사항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설치(’20.06.08.)·운영

   - 위탁법인 : (사)여성사회교육원 

   - 주요 사업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민문화 확산 등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7월~12월)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1종), 홍보용 웹툰 제작(2종)

   -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단 구성·교육 : 경력 5년이상 전문강사 20명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 교육 20개 사업장 409명, 사업주 교육 1회 12명

    고충처리업무 교육 : 5회 84개 사업장 113명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사업(7월~12월)

   -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매뉴얼 개발(1종)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분석연구

   - 컨설팅단 구성·교육 : 성폭력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12명 구성

   -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 5개 기관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기반강화 사업

   -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사업(9.15~12.30) : 16건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고소·고발, 사내 처리사건 지원

    법률 상담, 서면(진정서, 이유서, 진술서 등) 작성, 동행 지원 등(1인당 150만원)

    수행기관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온라인 포럼 개최(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 : 12.11(금), 유튜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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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법률·제도, 피해신고 기관, 처리절차, 판례 및 사건처리 결정례집 등 정보제공

    센터 홈페이지내 시스템 구축, 아카이브 큐레이터 리서치 완료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단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추진
    성폭력 피해지원 민간단체, 고용노동부, 시 관련 센터 등 간담회 6회 31개 기관 참여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 민간 기업 파트너 협약 체결 : 4개 기관(리드릭, 커피에반하다, 이매진, UPS)

   -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슬로건/에세이 공모전(9.15~10.30)
     참가 에세이 사례집<나는 일, 하고 싶을 뿐이었는데> 전자책 발간·배포

     에세이 당선작 웹툰 제작 유튜브 공개 : 5편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대응 핸드북’ 인증샷 캠페인(11.18~12.24)
     핸드북 배포 1,370개 기관 10,600부 배포, 캠페인 참여 100개 기관

리드릭 커피에 반하다 웹툰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 대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 SNS 캠페인(10.28~11.13) : 채워보자, 빈칸! “성평등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상사가/내가/동료가/우리가 (       )면 좋겠어!”

   - 카드 뉴스 제작·홍보(11월~12월) : 궁금했다! 직장 내 성희롱 Q&A

대시민 SNS 이벤트 사례로 보는 성희롱 Q&A 카드뉴스

3. 2021년도 추진계획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20년 6월 개관)」 본격운영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

4. 문의처 :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 류명조 주무관 (☎02-213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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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및 적정한 제도 확립과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하며,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사건을 계기로 특별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과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횟수 80 80 30 3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총 26,824명 이수(※본청 및 사업소 기준, 중복 이수 누계)

     집합 교육 : 직급별·기관별 31회 운영, 총 2,147명 이수

     사이버 교육 : e-성희롱 예방교육 등 총 4개 과정, 24,677명 이수

  - 조직 내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개선 추진

     예방교육 운영 강화 : 강의 가이드라인 제작(12월),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연중)

     시스템 운영 강화 : 사건처리매뉴얼 개정(7월), 피해자 심리지원 확대(50만원→100만

원), 온라인 신고창구 접근성 개선(9월), 실·본부·국별 고충상담원 추가·지정(68명)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인사원칙,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3개월→30일 이내 이수)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 외부기관 신고 사건 즉시 보고

  - 서울시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 관련 지원체계 강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반영(1점) : 예방교육 이수율 및 예방시스템 운영

     민간위탁·계약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 민간위탁 : 표준협약서, 종사자권익보호 이행서약서 반영·관리

     • 일반계약 : 적격심사 평가 반영, 근로자권익보호 이행서약서 반영·관리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수립(12.15.)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8~11월, 8회)

      * 총 15명(외부9, 내부6) 구성, 위원회 회의 8회, 외부위원 별도 회의 10회(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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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직원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구성·운영(8~9월, 6회)

      * 5급 이하 직원 총 20명, 4개 그룹 구성(희망직원), 성차별적 조직문화·제도 등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안 제안, 소관부서 검토 및 피드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 구성

      *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재구성,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강화

3. 2021년도 추진계획

 ○ 사건 처리절차를 일원화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조력 강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고위직 특별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2021년 성과 목표 : 성희롱 예방교육 30회 운영

4. 문의처 :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 최수진 주무관 (02-213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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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2 - 4 서울여성창업허브 ‘스페이스 살림’ 운영

2 - 5 대상별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2 - 6

여성 취·창업 지원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더 아리움 등

2 - 7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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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창업허브”

2-4 / 스페이스 살림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여성 스타트업 창업 지원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생활 혁신을 선도하는 

‘스페이스 살림’ 운영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20.10월 준공, 12월부터 시범운영 개시, 혁신창업가 지원 74개사(당초 목표 65개사)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여성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성장단계별 스타트업 집중 지원
      • 초기 : 공유사무실, 크라우딩 펀딩 지원, 시제품(또는 서비스) 개발비 지원  

      • 성장기 : 전용사무실(편의공간 포함) 제공, 전문가 컨설팅 및 외부 투자유치 지원

    ‣ 역세권 창업매장 입점 지원 → 유통 트랜드 변화 반영, 매출 확대 지원
      • 판매·전시용 매장이 필요한 여성 스타트업 대상 오프라인 창업매장, 컨설팅(마케팅, 영업, 

매장관리, 상품기획), 유통지원(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등

    ‣ 일하는 부모 자녀 돌봄 지원 → 지속가능한 일 환경조성
      •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영유아(3개월~미취학) 시간제 돌봄, 초등 돌봄

      • 일․돌봄 병행이 불가피한 부모를 위한 ‘영유아 동반 공유사무실’ 운영

    ‣ 여성․가족 대상 ICT․미디어 교육 → 기술 분야 성별격차해소
      • 미디어작업장, 디지털작업장 활용 ICT․미디어 교육 및 여성 크리에이터 양성

3. 2021년도 추진계획
 ○ 여성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일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 성평등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등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 ’21년 성과 목표 : 혁신창업가 지원 140개사

4. 추가정보

 ○ 홈페이지 주소 (www.spacesallim.or.kr)

 ○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동기 주무관 (02-213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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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2-5 / 대상별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되지 않고 여성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와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근무하기 좋은 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경력단절 예방상담(2,252명),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2,324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1,765명), 기타 교육(177명), 참여기업체(65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수혜자 인원(명) 6,000 5,109 6,000 6,518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경력단절예방)
  - 사업내용
    ‣ 여성고용유지 지원 : 경력개발·인사 고충·노무관련 상담·컨설팅, 취업자 간담회·직장

동아리 등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 서울시 2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자 및 취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30-40대 여성 대상
      • 직장여성 10인 이상 신청 시 원하는 시간, 장소로 찾아가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지원

    ‣ 직장문화 개선 지원 : 여성친화적인 근로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대상 인사· 노무·경영
컨설팅, 워크숍·교육 등 지원

      •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비롯한 고용중단예방사업을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신청

    ‣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및 인식 개선 사업 : 지역내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

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에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10개소(’20년)에서 14개소 새일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온라인 상담(게시판, 화상원격, SNS채널 등) 적극 진행

    ※ ’21년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수혜자 6,500명 목표

4. 추가정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
 ○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재완 주무관 (02-213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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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woman up! 서울 여성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2-6 / 여성 경력개발 및 취·창업 지원

1. 취지 및 주요내용

 ○ 여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직업훈련,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등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여성 취·창업 인원수 33,805 35,474 24,000 32,002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 교육생 감소로 인한 목표 조정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서

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능력 있는 우수여성 인력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여성인력개발기관 기능 강화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여성

일자리 연계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강화 및 여성

창업 활성화지원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 및 일반구직 취업 지원

      • 수행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 여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 구직활동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여성창업 지원

      • 대상기관 : 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플라자, 여성창업보육센터, 서울여성공예센터

      • 교육에서 창업까지 전문창업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지도를 통한 ONE- STOP 창업지원 

시스템 제공

      • 창업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창업실 입주기회 및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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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및 성장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실시

3. 2021년도 추진계획

 ○ 코로나19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여성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세대별, 현장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진

 ○ 여성창업 성공지원을 위한 총괄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페이스 살림을 적극 활용하여 

예비 여성 기업으로의 창업 성장을 지원

    ※ ’21년 여성 취창업 지원 목표 : 32,640명 

4. 추가정보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02-590-1900 www.seoulwomanup.or.kr (서울우먼업)

 ○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 02-810-5201 spacesallim.or.kr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홈페이지 02-948-1188 seoulcraftcenter.kr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이수, 하혜정, 이단희, 장재완, 윤정현, 손동기 주무관 

(02-2133-5028, 5030, 5029, 5032, 5036, 5008)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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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빛나는 당신, 경력을 잇는 멋진 여성”

2-7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1. 취지 및 주요내용 

 ○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전 현장적응력을 높이고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명) 3,600 3,682 3,500 2,814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891 1,082 858 884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 및 제11조

(인턴취업지원)

  - 사업내용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서울시 27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이용 자격 및 방법 :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상담 구직등록 후 직업교육

훈련 수강 및 인턴십 신청

     추진절차
    <직업교육훈련>

    

1~2월 3~11월 훈련 수료 후 1년간
훈련과정 공모, 훈련과정 

모집 및 선정
⇒ 훈련생 모집·선발,

훈련 과정 운영
⇒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 구직자 특성, 취업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선정 추진

<새일여성인턴>

    

수요 기업 및
인턴 대상자 발굴

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 근무 채용지원금 지급 취업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연중
⇒

연중
⇒

인턴 기간 중 매월 
근무 종료 후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3개월 후

⇒
연중

    * 인턴 수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인턴 3개월 동안 채용지원금을 기업에 매월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고용 유지할 경우 3개월 후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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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추진계획

 ○ 2021년에는 30대 이하, 고학력 여성 등을 유입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맞춤형 

과정 등 유망 직종 전문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확대(1인 총액 

300만원→380만원)로 지속고용을 유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

    ※ ’21년 성과 목표 : 직업교육훈련 3,500명 수료, 새일여성인턴 1,445명 연계 (새일센터별 측정)

4. 추가정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https://saeil.mogef.go.kr)

 ○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재완 주무관 (02-213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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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반 조성

2 - 8
직장맘 3고충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

 - 직장맘지원센터

2 - 9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일·생활 균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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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고민, 이곳에서 함께 풀어보아요”

2-8 / 직장맘 3고충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 - 직장맘지원센터

1. 취지 및 주요내용

 ○ 여성, 노동자, 엄마라는 이름을 함께 품은 것이 바로 ‘직장맘’, 일하는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노동권·모성보호 종합상담 및 분쟁해결(건) 12,000 14,347 12,500 16,464

  

 ○ 사업내용

  - ’12.4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직장맘지원센터 개소(광진구) 후, 금천구(’16.7월~), 

은평구(’17.11월~)에 추가 설립하여 현재는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총 3개소 운영 중

구   분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舊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舊 금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舊 은평)

소 재 지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01호

이용안내

- 전화상담 : 02-335-0101
-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내)
- 이메일상담 :
(workingmom@hanmail.net)
- 찾아가는 상담 (신청)

- 전화상담 : 02-852-0102
-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내)
-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내 

바로가기)
- 내방상담 (사전예약)
- 찾아가는 상담

- 전화상담 : 02-308-1220
-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내)
- 카카오톡 상담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내방상담

    ‣ 노동권‧모성보호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통한 분쟁해결 지원

    ‣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제도 개선 추진)

    ‣ 찾아가는 상담 통해 전문가(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고충해결 서비스 지원

    ‣ 임신․출산․육아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률교육 통한 역량강화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직장맘이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등

3. 2021년도 추진계획

 ○ 취약계층노동자 모성보호 등 권리보호를 위해 3개 센터별로 권역별 특성에 맞게 

종합상담·심리상담,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 캠페인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4.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주연 주무관 (02-2133-5047)

mailto:workingm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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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는 일·쉼·삶, 조직문화부터 바뀌어야 시작됩니다.”

2-9 / 일·생활균형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컨설팅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과 삶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2014년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치

 ○ 2019년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 발굴 및 홍보 진행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컨설팅 추진 건수 440건

서면(262건)
총

440건
528건

기초(279건)
총

531건
신규(96건) 심화(122건)

사후(82건) 모니터링(130건)

컨설팅 매뉴얼 개선 1건 1건 1건 1건

맞춤형 일·생활균형
교육 인원

430명 542명 650명 1,006명

일·생활균형 교육
콘텐츠 개발 건수

1건 1건 1건 1건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간담회 및 시민소통

8건

거버넌스
(4건) 총

10건
12회

간담회(4회)

총
12회

지역추진단 및
확산협의회(3회)

캠페인(3건) 온·오프 홍보(4회)

포럼(3건) 토크콘서트(1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관

- - 28개 30개

 ○ 사업내용

  - 일·생활균형 컨설팅 및 교육

신청
(홈페이지, 이메일)

▶
결격사유

심사
▶

컨설팅 및 
교육

▶
우수사례

추천 및 심사
▶ 시장포창

    ‣ 지원대상 :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심 있는 서울시 소재 기업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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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컨설팅 교육

· 조직(노동자) 특징·요구 확인 및 프로그램 설계 지원
· 일·생활균형 운영방식 검토 및 개선방안 제안

· 일·생활균형 기본교육(개념 등) 제공
· 일·생활균형 심화교육(조직의 다양성, 중간관리자용) 제공

  -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간담회 및 시민소통

    ‣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간담회 운영

    ‣ 일·생활균형 시민참여 이벤트, (랜선)토크콘서트 진행

3. 2021년도 추진계획

 ○ “서울형 강소기업”을 일·생활균형 컨설팅 및 교육의 대상으로 집중하여 일·생활

균형 제도 중심의 컨설팅에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으로 제고

  - 향후 성과 목표 : 일·생활균형 컨설팅 추진 건수 등

  - 월별 추진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준진단 및 매뉴얼 개선 ● ● ● ● ●
컨설턴트 발굴 및 역량강화 ● ● ● ● ● ●
컨설팅 및 교육 진행 ● ● ● ● ●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 ● ● ● ●

4. 추가정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www.seoulworkfamilybalance.or.kr)

 ○ 문의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이보미 과장 (02-810-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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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3 - 1 고품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3 - 2 공동육아나눔터 및 공동(열린)육아방 운영

3 -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속 확충

3 - 4
함께여서 행복한 육아환경을 위해

 - 서울 100인의 아빠단 운영

3 -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복지시설 운영, 양육비·교통비 지원 등

3 - 6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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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믿고 맡기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3-1 / 고품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1. 취지 및 주요내용
 

 ○ 영유아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목표로 어린이집 확충

 ○ 양적인 확충과 함께 신규·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품질까지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 조성

 ○ 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단절 예방 및 일·생활균형 확립

2. 2020년도 추진사항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100 10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3 43.8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00개소 달성으로 2020년부터 성과지표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로 변경 

(’22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50%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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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12조,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신규·전환 등)

⇒

적격심사

⇒

국공립 확충 심의

⇒

보조금 
지원

⇒

설치 및 
위탁체 선정

자치구
(전환:어린이집→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사업내용

     신축‧민간‧가정‧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지역균형 확충을 위해 비강남권 우선 지원, 신규‧전환 어린이집의 공보육 품질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

   - 기대효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이용 수요 충족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주요 성과

  - 직장어린이집 이행 의무 현황

연도 의무사업장
(총계)

이   행
미이행 미회신

소  계 설 치 위 탁

2020년 424 369 294 75 52 3

2019년 404 349 282 67 50 5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 20조

  - 사업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위탁계약(근로자 이용률 30% 

이상)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고,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독려

  - 기대효과 :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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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추진계획

 ○ 자치구별 이용률 및 행정동별 편차를 고려하여 이용률 낮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국공립 이용률 50% 목표)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선, 신규·전환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설문조사 완료(3월), 불응·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5월), 

미이행사업장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6월~)

4. 추가정보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홈페이지 주소

  - 서울시 보육포털 (iseoul.seoul.go.kr)

  - 아이사랑보육포털 (childcare.go.kr)

 ○ 문의처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 서울시 보육담당관 이경복, 이명선 주무관 (02-2133-5101,5103)

  - 직장어린이집 관련 / 서울시 보육담당관 나정일 주무관 (02-213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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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필요합니다.”

3-2 / 공동육아나눔터 및 공동(열린)육아방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육아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가정양육자의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

 ○ 육아상담 및 정보공유, 참여형 놀이프로그램을 통해 돌봄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공동육아나눔터 및 공동육아방 운영 개소 수 70 74 155 89

 ○ 과제 개요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이용대상 ‣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부모 및 자녀) ‣ 만6세 이하 영유아 및 양육자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 (주 40시간 이상 운영) 

 ※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 유연하게 운영

 ※ 평일 저녁 및 주말은 이용수요 및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사업내용

‣ 공간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 육아정보 공유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 놀이활동 지원 (양육 관련 물품 비치 및 참여형 놀이프로그램 운영)

‣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3. 2021년도 추진계획

 ○ 공동육아 취지에 맞게 ‘공동육아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가 확충과 더불어 

각 공동육아방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육아상담, 정보제공을 통해 초보 양육자의 

영유아 육아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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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정보

 ○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 맞춤형 정보서비스 > 원하는 

서비스·자치구 클릭

 ○ 문의처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선동규 주무관 (02-213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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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초등돌봄, 서울시에 맡기세요”

3-3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속 확충

1. 취지 및 주요내용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와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놀며 쉴 수 있는 돌봄공간인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통해 양육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

2. 2020년도 추진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

 ○ 주요 성과

  -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만족도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향상 추진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90% 97% 91% 93%

 ○ 과제 개요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10,040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이용절차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접수(신청인) → 소득

조사(주민센터)→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자치구) → 서비스 지원 신청

(신청인) → 연계(서비스 제공기관)

돌봄서비스 종류 대상연령 이용시간 서비스내용

시간제

(일반, 종합)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2시간 이상

일반형 : 임시보육, 등하교 보조, 학습보조

종합형 : 일반형 + 아동 관련 가사활동

영아종일제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3시간 이상 가정돌봄 활동 제공 지원 등

질병감염아동 만 12세 미만 2시간 이상
법정 점염성(수족구 등) 및 유행성 질병

(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아동

기관연계 만0세 ~ 만 12세 2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의 아동 돌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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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키움센터 >

 ○ 주요 성과

  - 24개 자치구 126개소 공간조성 완료 및 운영(2,540명 아동 이용)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키움센터의 긴급돌봄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누적) 98 103 197 197

 ○ 과제 개요

  - 이용대상 : 만6~12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 이용시간 : 학기중 13:00~19:00 / 방학중 09:00~18:00

  - 이 용 료 : 무료 ~ 최대 월 5만원(프로그램 활동비, 간식비 등 포함)

  - 이용신청 : 우리동네키움포털(iseoul.seoul.go.kr/icare) 또는 방문 신청 

  - 내    용 : 놀이와 쉼이 있는 공간, 급․간식 제공, 돌봄교사 2~3명 배치

  - 출결관리 : 키움센터 등․하원 시 출결관리시스템 활용, 보호자 문자 전송

우리동네키움센터(강남 4호점)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1호) 우리동네키움센터(용산 2호점)

3. 2021년도 추진계획

 ○ 균형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아이중심의 쉼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4. 추가정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www.idolbom.go.kr / ☎1577-2514(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자동연결)

 ○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seoul.seoul.go.kr/icare)

  - 키움센터 온라인 이용 예약, 아동출결관리 등 One-Stop 서비스 지원, 지역‧연령‧기관별 

맞춤형 돌봄시설 추천

http://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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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서 행복한 육아환경을 응원합니다!

3-4 / 서울 100인의 아빠단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남성 육아 참여 확산을 통해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확산하는 여론주도자로서 

함께하는 육아 실천 분위기 확산을 통해 가족문화 개선에 기여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3~7세 자녀를 양육 중인 초보아빠 대상 총 43회 운영(2020.4월~12월)

사업명
2020년

목표 실적

지역 현장 캠페인 8회 13회

서울 100인의 아빠단 운영 22회 24회

지역 매체 홍보 4회 6회

지역현장캠페인(인구의 날 기념식) 100인의 아빠단 ‘쿠킹클래스’ 지역 매체 홍보

 ○ 사업내용

  - 지역 현장 캠페인

    ‣ (공동캠페인) ‘함께육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온·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개

    ‣ (간담회)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저출생에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 (방송포럼) ‘함께육아’로의 인식 확산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 (인구의날) 제9회 인구의 날(7.11.) 기념식 및 문화행사 ‘예비 아빠 도전 육아 골든벨’ 개최

  - 서울 100인의 아빠단

    ‣ (주간미션) 놀이, 교육, 건강 등 미션 수행을 통해 아빠 ‘함께육아’ 확산

    ‣ (참여프로그램)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쿠킹클래스’ 운영

    ‣ (멘토링)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기 위한 육아 경험·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멘토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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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매체 홍보

    ‣ (기고)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  ‘함께육아’ 우수사례 소개

    ‣ (매체활용) 저출생 인식개선 홍보 영상·포스터를 게재하여 사회연대회의 활동 사항 홍보

3. 2021년도 추진계획

사업명 주  요  내  용

지역 현장 캠페인

- 공동캠페인(8회) 

- 간담회 ‘아빠들의 육아톡톡’(2회)

- 방송포럼(1회) [주제: ‘코로나가 바꾼 아빠의 일상’]

- 제10회 인구의날(7.11.) 기념식 및 문화행사(1회)

서울 100인의 아빠단 운영

- 온라인 주간 미션 20주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 참여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하는 쿠킹클래스’ (2회)

- 온라인 멘토링(1회)

지역 매체 홍보
- 기고(4회)

- 매체활용(2회) [인구의 날 계기홍보, 서울 100인의 아빠단]

4. 추가정보

 ○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motherplusall)

 ○ 문의처 

  - 서울시 가족담당관 유하민 주무관 (02-2133-5176)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02-467-8914)

https://cafe.naver.com/motherplu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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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진 사회를 향한 한걸음”

3-5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1. 취지 및 주요내용

 ○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식개선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의료비 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양육비·교통비·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전(全) 방위적인 지원

     ※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상담 및 정보제공
3,500명(월)
 / 5,000건

3,520명(월)
 / 5,187건

3,500명(월)
 / 5,000건

2,293명(월)
 / 4,887건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200가구 363가구 400가구 389가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교통비 등 지원

32,000명 31,989명 30,000명 29,635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50명 235명 200명 204명

 ○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의료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심리검사·전문상담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한 부 모 가 족 복 지 시 설  등 ) ( 전 문 상 담 · 치 료 기 관 ) ( 병 원  또 는  전 문 기 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초기상담, 심리검사 연계

전문상담·치료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병원 또는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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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일·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한부모(저소득층 우선지원)

    ‣ 지원내용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연계를 통한 초기 가정방문 및 상담 및 청소·세탁·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지원

    ‣ 이용방법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참고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교통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자치구별 매월 20일 지급)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

월 2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21년 5월부터 적용

자녀 1인/

월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21년 5월부터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

자녀 1인/

월 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21년 5월부터 적용

자녀 1인/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21년 5월부터 적용

자녀 1인/

월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

연 8.3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연1회

(7월)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월 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교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당

86,400원

대상자

계좌입금
분기별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중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입학금/수업료

50%(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 지원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http://www.seoulhanbumo.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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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자치구별 매월 20일 지급)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월3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검정고시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연154만원 

이내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수시지급

(신청 시)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1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에도 한부모가족이 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리며 자립할 수 있도록 위의 사업 외에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4. 추가정보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www.seoulhanbumo.or.kr)

 ○ 문의처 : 서울시 가족담당관 강현지, 박보배 주무관 (02-2133-5177,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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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3-6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1. 취지 및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취업 및 자녀 학습 지원을 추진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수(건) 400,000 447,021 400,000 566,920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명) 120 124 150 139

다문화 자녀 학습 지원(명) 1,200 1,290 1,200 1,207

 ○ 과제 개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개소) 운영 

    ‣ 센터 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5개 분야 

    ‣ 특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용대상 : 결혼이민자

    ‣ 이용방법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취업상담 예약(02-845-5433) → 직업상담사와 

취업상담 → 이력서 제출·면접 

     ※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또는 My Seoul앱에서 채용정보 확인 가능
4



60

-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 이용대상 : 서울 거주 만3세 ~ 만15세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 / 총 1,200여명

    ‣ 교육기간 : ’20. 4월 ~ 12월 (총 9개월)

    ‣ 지원내용 : 방문교사 1:1 학습지도(주1회 15분 이내)

     • 만3세 ~ 만5세 (미취학) : 한글, 수학, 독서 등 택1

     • 만6세 ~ 만15세 (취학)  : 기초학습과목 (국어·영어·수학·한자 등 택1)

    ‣ 교육비 

     • 지원금액 : 서울시 (1과목당 기준금액 ) 3만원 지원

     • 본인부담 : 0원 ~ 1만원 (교육비 중 지원금 3만원 초과금액)

    ‣ 신청 및 접수 : 매년 2월 한울타리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및 거주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3. 2021년도 추진계획

 ○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및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

4. 추가정보

 ○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한울타리 (https://www.mcfamily.or.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y Seoul)

 ○ 문의처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상원, 한문기 주무관 (02-2133-5070, 5073)

https://www.mcfamil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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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시정의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4 - 1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4 - 2 성평등위원회 운영

4 - 3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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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맞춤으로! 성별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합니다” 

4-1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1. 취지 및 주요내용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실행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의 혜택이 성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

2. 2020년도 추진사항
  

 ○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1개 과제)

  - 평가주제 : 청년정책(서울형 강소기업,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및 1:1 대면 컨설팅 124건 실시

 ○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 자치법규 100개, 계획 2개, 사업 119개, 홍보물 284개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정책개선율 10% 32.3% 10% 58.8%

 ○ 추진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성별영향평가 조례

 ○ 평가대상 : 자치법규(조례·규칙), 계획, 사업, 홍보물

 ○ 추진체계 

대상사업 선정 ⇒ 평가서 작성․제출 ⇒
해당부서에 
검토의견 통보

⇒
개선의견인 경우

반영계획 작성․제출 ⇒ 개선안 이행점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해당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

관  
해당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
관 

3. 2021년도 추진계획

 ○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21.4월~10월)하고 ’20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필요 사업’ 이행점검 및 개선권고(’21.6월,11월)를 추진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영 여부 점검·관리

    ※ 대상과제(’20년도) 108개(자치법규 2, 계획 1, 사업 104, 특정성별영향평가 1)

4.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신옥 주무관 (02-213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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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추진력 강화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 

4-2 / 성평등위원회 운영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서울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 운영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회의 개최횟수 4 9 4 7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제12조

  - 위원구성 :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

  - 추진체계 : 3개 분과 (성평등 교육·문화, 노동·돌봄, 젠더폭력예방·안전)

  - 주요역할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구    분  운 영 내 용
전체위원회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분과
위원회

성평등 교육/문화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노동/돌봄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틈새없는 돌봄정책 자문

젠더폭력예방/ 안전  젠더 폭력예방 및 대응, 안심특별시 정책 자문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2021년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성평등위원회 안건을 발굴하고, 전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증진

4. 문의처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경은 주무관 (02-213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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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추진

1. 취지 및 주요내용

 ○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강화를 통해 성별격차 해소효과 및 성평등 

기대효과를 극대화하여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성별격차가 없는 예산 편성

 ○ 성별수혜 분석 및 성인지 결산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기대효과를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 등 성인지 예산의 질적 개선 추진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 410 333 366 329

  - 신규사업 선정과 대상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6~7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체크니스트 및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신규사업 선정 및 성별

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TF,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

  -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실시(7~10월)

    ‧ 실무 담당자 대상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및 면대면 상담(2회/7.7, 7.9) 실시

    ‧ 성인지예산 작성관련 전문 컨설팅 실시(서면컨설팅 2~3회, 유선컨설팅 수시 병행)

   *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지표 설정 등 작성기준 자문 및 사업별 컨설팅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배부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63조의2

  - 추진절차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통보
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통보
è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è 예산(안) 제출

(행안부 → 서울시) (예산담당관 → 사업부서) (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市 →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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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대상사업 비  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

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0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 2021년도 추진계획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구성·운영(’21.2월~)

 ○ 성인지 예산 지원 강화(’21.5월~)

  - 사례중심의 서울형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보완

  -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강화

  - 성인지 예산 성과 평가 및 환류

  -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 등 성과를 차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반영

  - 성인지 예·결산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4. 문의처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소정 주무관 (02-2133-6828)



66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4 - 4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 및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추진

4 - 5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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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4-4 /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 및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1. 취지 및 주요내용

 ○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성평등 관련 풀뿌리 활동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교육‧컨설팅,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 조성

 ○ 또한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시 소재 다양한 시민단체의 성평등 확산  

사업을 지원

2. 2020년도 추진사항
 

 1)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 주요 성과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시민사회 활동가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만족도 59회 79회 3.5/5.0 4.0/5.0

 ※ 교육 횟수(’19년)에서 교육 만족도(’20년)로 성과지표 변경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42조(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제43조(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기능)

  - 추진체계 :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 사업내용

    ‣ 시민사회 활동가 대상 성평등·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성평등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설비지원 

 2)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 주요 성과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5개 분야, 50개 단체, 977백만원 지원

성과지표
2019년 2020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단체 수 40개 50개 40개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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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0조 및 제39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매년 3월 ~ 10월 (공모사업 선정단체 실제 수행기간 기준)

    ‣ 지원규모 : 1개 단체별 최대 30백만 원 이내

    ‣ 신청자격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지원사업 : 젠더폭력 예방,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단체 공익사업

  -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    고

⇨
사업설명회
개      최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사업심사 
및 선정

⇨

1차 보조금 
교    부

⇨
현장

모니터링
⇨

2차 보조금 
교 부

⇨
사업보고서
제출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3. 2021년도 추진계획

 ○ 성평등 활동을 위한 가장 쉬운 첫걸음을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1년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봉구와 서초구에 

성평등활동센터 2개소를 운영 중으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활동 지원

 ○ 매년 1월부터 추진하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젠더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 조성 ․ 확대에 관심 있는 서울시 소재 다양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정된 단체들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

4. 추가정보

 ○ 서울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02-6258-1010, http://seoulgenderequity.kr)

 ○ 문의처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관련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유보람 주무관 (02-2133-5057)

  - 성평등 기금 공모사업 관련 :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천은진 주무관 (02-213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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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1. 취지 및 주요내용

 ○ 일상 속 성차별 언어와 행동 등 사례를 수집하고 성평등 관점으로 개선하여 생활 속 

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

2. 2020년도 추진사항

 ○ 주요 성과

  - 시민이 편찬하는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제작 : 4편

구분 성평등 명절사전 설편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성평등 명절사전 추석편 성평등 어린이사전

주제
명절 성평등 체감도, 
성평등 명절 사례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적 단어 개선안

코로나 시대 성평등
명절 계획, 명절 응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성차별 언어·행동 개선

참여 591명 638건 제안 782명 1,864건 제안 1,803명 2,135건 제안 1,053명 1,406건 제안

기간 ’20.1.23.~1.30. ’20.8.5.~8.11. ’20.9.11.~9.18. ’20.11.4~11.9.

결과
명절 성평등 점수 70점
공평한 가사분담 36%,
차례 간소화 29% 등

학부형⟶학부모(경찰의식규
칙) 등 성차별 법령· 
행정용어(서식) 개선

명절 일 나눠서 37%, 
만남은 비대면 30%,
차례 간소화 19% 등 

아빠다리⟶나비다리 등 
성차별 언어, 수업· 

놀이·차림 등 행동 개선

공유 설(1.24.~1.26)기념 성평등주간(9.1.~9.7.)기념 추석(9.30~10.2.)기념 세계어린이날(11.20.)기념

성평등 언어사전 다음백과, 어린이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게시

언론 등 미디어 관심 제고 서울 ⇨ 타시도 캠페인 확산

성평등 언어사전 선정 단어 29건, 
성평등 어린이사전 게시(’20.3.11.)

성평등 명절사전, 어린이사전 등 언론, 
방송 보도(YTN, SBS 외)

영주시, 대전 등 성평등 언어, 명절 
캠페인 확산(’20.1.) 

타 기관 성평등 언어 캠페인 확산 서울시 공공언어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조례 성평등 단어 개선

사랑의 열매 회보 등
성평등 언어사전 관련 수록 외 

서울시 공공언어 개선 
우수기관 선정(’20.5월)

미혼, 저출산, 유모차 등 성차별
 ⟶ 성평등 단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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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 등

  - 사업목적 : 서울시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서울시민의 생활 속 성평등 인식 확산

  - 사업내용 :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 성차별 언어와 행동(관행) 등을 성평등하게 

바꿔 나가는 시민 제안 이벤트 추진 및 결과 공유

3. 2021년도 추진계획

 ○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 등 달라진 서울시민의 생활환경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일상 속 성평등 문화를 확산

4. 추가정보

 ○ 기관 홈페이지 및 보유계정 주소 

  - 홈페이지 (http://www.seoulwomen.or.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women)

  - 트위터 (https://twitter.com/seoul_women)

 ○ 문의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협력사업팀 (02-810-5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