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27 성남형 여성일자리 대책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계속 장기 35,000명 - 명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담당 박정현 ☎ 729-2924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보육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복지정책팀장 임한택, 담당 이연승 ☎ 729-2823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정책팀장 안상준, 담당 이진교 ☎ 729-2786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담당 신용승 ☎ 729-2905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다함께돌봄팀장 조현경, 담당 박윤진 ☎ 729-2867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역보건팀장 박은영, 담당 윤수현 ☎ 729-3844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지역보건팀장 윤성희, 담당 박종진 ☎ 729-3698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역보건팀장 김선희, 담당 윤희수 ☎ 729-8767 

협력체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여성비전센터, 성남치과의사회

시민참여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그룹, 보고회, 일자리참여자

□ 정책목표

성남형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여성의 경제적 활동 지원

□ 개    요
  ❍ 추진근거: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2018년 ~ 2022년 
  ❍ 사업내용
    ∙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 확충: 2018~2022까지 5년간 35,000명 
    ∙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 강화
    ∙ 성남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9 월 ∘추진방침 결정 및 계획수립
  → 차별없는 성평등 제일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사업 종합계획 수립

2019년 2 월
연 중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 (복지국 각과/보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2020년
2 월
8 월
연 중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 (복지국 각과/보건소)
∘성남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계획 연구용역 추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강화

2021년
2 월
4 월
연 중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 (복지국 각과/보건소)
∘2021년 성남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5대영역 13개과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강화

2022년
2 월
연 중
연 중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 (복지국 각과/보건소)
∘성남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따른 사업 추진 (5대영역 13개과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2023년 이후 지속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 (복지국 각과/보건소)
∘성남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따른 사업 추진 (5대영역 13개과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8,034 1,561 14,523 1,561 3,382 3,551 4,062 1,967 1,950

국비 11,706  887 9,519  887 2,258 2,371 2,688 1,315 1,300

도비  2,450  236 1,955  236  448  470  541  260 259

시비  3,878  438 3,049  438  676  710  833  392 391

※ 재정분담: 국비 58%, 도비 16%, 시비 26%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 제공 50% 6,737명 8,047명 119

2019년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 제공 50% 6,865명 9,024명 131

2020년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 제공 계속 7,003명 10,359명 148

여성인력개발센터(새일여성인력센터)취‧창업 계속 1,924명 2,189명 113

2021년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 제공 계속 7,142명 13,323명 186

여성인력개발센터(새일여성인력센터)취‧창업 계속 2,135명 2,260명 105

2022년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 제공 계속 7,253명 9,561명 132

여성인력개발센터(새일여성인력센터)취‧창업 계속 2,066명 638명 31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5개 영역 13개 과제 발굴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

1.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1-1 신중년 경력활용 특화 『여성 자원순환관리사』 운영(신규)
1-2 『시민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가』 운영(신규)
1-3 가치지향적 시민활동가 『내가 만드는 일자리 공모 사업』(신규)

2. 맞춤형 일경험·직업훈련
2-1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지원(인턴사업) (확대)
2-2 디지털 경제유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확대)
2-3 취·창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확대)

3. 효과적인 일자리·일거리
  연계 서비스 제공 

3-1 경력보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신규)
3-2 근거리 재능나눔 일거리 플랫폼 구축(신규) 
3-3 소셜벤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취업 연계 및 기업 파트너십 구축(신규) 

4. 경력기반 단계별 창업지원
4-1 초기창업자를 위한 역량지원 강화(확대)
4-2 여성창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확대)

5. 경력단절 예방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5-1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신규)
5-2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신규)



     - 사업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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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및 계획수립 공약사업 
종합 계획수립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계획수립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 사업 8,047명 9,024명 10,359명 13,323명 9,561명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강화

5개 사업 
공모 확정

4개 사업
공모 확정

5개 사업
공모 확정

4개 사업
공모 확정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8개 사업 추진 3개 사업 추진

경력단절 여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성남형 여성일자리 창출 포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자원순환관리사

2021. 2. 5
최종보고회
온라인진행

17명

2021.4..8
산성누리

15명

re100에서 
근무하는

모습

디딤돌 취창업 동아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성남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여성인력
개발센터
2021년

취창업 지원

글로벌게임
QA&GM
양성과정

2020. 4월
716.07㎡ 
수정구 

kcc웨차타워3층

    ∙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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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업 추진
-성남시 치과의사회-

치과위생관리원 양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치과위생관리원 양성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차별없는 성평등 제일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민 8,047명

2019년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확충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강화

∘2018년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복지국/보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시민 9,024명

2020년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복지국/보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8월 성남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계획
  연구용역 추진

시민10,359명
전문가 14명
연구원 7명

2021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복지국/보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4월 2021년 성남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5대영역 13개과제 사업 발굴 - 8개 사업 추진

시민 9,259명
전문가 10명
연구원 6명
기업인 2명

2022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복지분야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 확인(복지국/보건소)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5대영역 13개과제 사업 발굴 - 3개 사업 추진

시민 9,561명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
∘취업훈련 및 교육 실시

∘2021년 7개 공모사업 선정
∘치과위생관리원 양성교육 추진 2021

치과의사회 ∘치과위생관리원 취업연계 ∘성남시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병원
  약100명 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2021
~2022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00 16,087 1,561 100 14,526 1,468 3,240 3,486 3,953 2,379

국비 99 10,291  887 99 9,404  818 2,150 2,274 2,616 1,546

도비 100 2,203  236 100 1,967  218  437  467  526 319

시비 100 3,593  438 100 3,155  432  653  745  811 514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1.1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게임QA&GM전문인력 양성사업)

 78,571
(국비)

확정 2019.3.

2019.1.1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빅데이터마케팅전문가 양성사업)

 70,000
(국비)

확정 2019.3.

2019.1.10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사업
105,480
(국비)

확정 2019.3.

2019.1.10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223,600
(국비)

확정 2019.3.

2019.1.21 신한희망재단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
 10,000
(민간)

확정 2019.3.

2020.1.20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사업
108,333
(국비)

확정 2020.3

2020.2.0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시 민간위탁사업
180,300
(국비)

확정 2020.5

2020.1.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게임QA&GM전문인력 양성사업)

 97,940
(국비)

확정 2020.3

2020.1.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데이터·AI융합인재 양성사업)

 80,000
(국비)

확정 2020.3

2020.3.06 성남산업진흥원 SW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0,000

(성남산업진흥원)
확정 2020.5

2021.1.08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135,000
(국비) 확정 2021.1

2021.1.12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사업 112,629
(국비) 확정 2021.1

2021.2.0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게임QA&GM전문인력 양성사업)

73,455
(국비) 확정 2021.2

2021.2.1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공지능서비스기획자 양성사업)

74,160
(국비) 확정 2021.2

2021.3.05 성남산업진흥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SW교육사업  30,000
(성남산업진흥원) 확정 2021.3

 2022.1.10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글로벌게임QA&GM전문인력 양성사업)

 73,455
(도비)

확정 2022.2

 2022.1.10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공지능서비스기획자 양성사업)

 70,000
(도비)

확정 2022.2

2022.1.03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치과 기구소독&업무보조원 양성사업)

50,000
(국비)

확정 2022.2

2022.1.12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사업 110,301
(국비) 확정 2022.2



□ 복지 서비스 직접 일자리 현황 (복지국/보건소 소관)
2022. 3. 31.기준

연번 사  업  명 부서명
2022년 일자리 실적

계 남 여

계 9,561 2,262 7,299

1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장 애 인 복 지 과 69 37 32

2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 장 애 인 복 지 과 29 20 9

3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장 애 인 복 지 과 129 90 39

4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장 애 인 복 지 과 1 0 1

5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국비) 장 애 인 복 지 과 1,530 181 1,349

6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사업) 장 애 인 복 지 과 385 35 350

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보조) 노 인 복 지 과 1,179 108 1,071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전담인력 지원 노 인 복 지 과 40 3 37

9 노인 소일거리사업 노 인 복 지 과 4,300 1,457 2,843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통합) 노 인 복 지 과 355 8 347

11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봄 사업 노 인 복 지 과 12 4 8

12 새일센터지정운영(새일여성인턴) 여 성 가 족 과 50 0 50

13 성남시여성자원순환관리사 여 성 가 족 과 5 0 5

14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보조) 여 성 가 족 과 184 0 184

15
외국인주민복지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여 성 가 족 과 5 0 5

16
외국인주민복지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여 성 가 족 과 1 0 1

17
외국인주민복지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여 성 가 족 과 2 0 2

18 외국인주민복지지원(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여 성 가 족 과 1 0 1

19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
아 동 보 육 과
(3개구 가정복지과)

52 0 52

20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강사 지원 아 동 보 육 과 26 6 20

21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아 동 보 육 과 38 10 28

22 보훈일자리사업 복 지 정 책 과 204 147 57

23 보훈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복 지 정 책 과 1 0 1

24 특화된 전문 일자리 1인가구 돌봄 일자리 복 지 정 책 과 1 0 1

25 자활근로사업 복 지 정 책 과 283 156 127

26 자활사례관리자인건비 복 지 정 책 과 2 0 2

27 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인건비 복 지 정 책 과 1 0 1

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보조) 3 개 구  보 건 소 676 0 676

 ※ 출처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2021년 성남시 일자리공시』추진실적(고용노동과)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18,034 1,561 14,526 15,600 1,950 3,900 3,900 3,900 1,950

국비 11,706  887 9,404 10,400 1,300 2,600 2,600 2,600 1,300

도비  2,450  236 1,967 2,009 259  500  500  500 250

시비  3,878  438 3,155 3,191 391  800  800  800 400

□ 기대효과 

❍ 복지분야 여성일자리 확충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창업 프로그램 

     강화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률을 높이고, 성평등 근로환경 조성으로 

     경력단절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