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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전 부서

협력체계

시민참여 성남여성인재DB 모집 공고 및 홍보

□ 정책목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의원의 여성비율을 40%로 확대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으로 여성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기간: 연중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현황(2018. 8. 31. 기준)
(단위 : 명, %)

구  분
계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위원 현황 1,243 318 25.6 355 19 5.4 888 300 33.8

    ※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2017.12.31. 33.9% → 33.8%로 감소

  ❍ 추진대상: 본청, 사업소, 3개 구청 전부서(각 동 위원회 제외)

  ❍ 소요예산: 비예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 하반기
∘ 차별없는 성평등 제일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사업 종합계획 수립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계획 수립

2019~2022 연  간 ∘ 여성위원 비율 40% 확대ž유지

2023 이후 지  속 ∘ 여성위원 비율 40% 확대ž유지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50 35% 37.3% 106.6

2019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50 40% 42.8% 107

2020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계속 40% 45.3% 113

2021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계속 40% 42.1% 105.3

2022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 계속 40% 41.7% 104.2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2% 37.3% 43.2% 45.3% 42.1% 41.7%

  ❍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현황(2022. 3. 31.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위원 현황 1,772 597 35.4 464 72 15.6 1,308 525 41.7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위원회별 여성참여율 값들의 평균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 비율: 2017.12.31. 34.7% → 41.7%로 증가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종합계획 수립
실천 계획 수립

◦ 2018.  9.  7.: 공약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 2018. 11. 13.: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계획 수립

2019년 여성참여비율 확대 및
이행점검

◦ 2019.  3. 25.: 2018년 각종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
◦ 2019.  7.  9.: 2019년 상반기 각종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
◦ 2019.  9.  9.: 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소관 부서에 사전 예고

2020년 여성참여비율 확대 및
이행점검

◦ 2020.  4.  2.: 2019년 하반기 각종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
◦ 2020.  7. 16.: 2020년 상반기 각종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

2021년 여성참여비율 확대 및
이행점검

◦ 2021.  1. 28.: 2020년 하반기 각종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
◦ 2021.  7. 30.: 소관 위원회 남·녀 성별이 각각 40% 이상 위촉되
                도록 조치 요청

2022년 여성참여비율 확대 및
이행점검 ◦ 2022.  1. 17.: 2021년 하반기 각종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

2023년 여성참여비율 확대 및
이행점검 ◦ 여성참여비율 확대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지속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 해당 분야 여성 전문인력 부족
 ◦ 성남여성인재DB 구축 및 운영(86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전문여성DB 활용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전문여성 인력풀 운영 강화 및 확대

    ∙ 등재정보 연 1회 이상 업데이트 및 신규 여성인력 지속 발굴

□ 기대효과 
❍ 성남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높아져 여성의 대표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