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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폭력방지시설 지원 강화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 명 454명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담당 황을선 ☎ 729-2923
협조부서
협력체계 초·중·고 학교, 여성폭력상담소
시민참여 운영위원회, 설문조사, 연구용역 시민FGI, 폭력예방UCC 공모전

□ 정책목표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폭력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사업 등 각종 예방활동 및 피해자 지원강화 등을 통해
 여성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성남시를 구축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대상: 성남시민, 여성폭력피해자
❍ 관련시설: 9개소(가정폭력3, 통합상담소1, 성폭력2, 성매매3)
❍ 사업내용

    -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
    -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추진근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사업 추진
∘시민인식제고사업 추진(학교폭력예방교육, 캠페인 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 추진

2019년 연    간

∘성남시 성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 연구용역 실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확대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지원
∘학교대상 폭력예방교육 확대 추진

2020년 연    간

∘성남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 수립 연구용역 실시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관련 정책 계획 수립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개소
∘학년별 디지털성범죄예방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배포
∘위기여성긴급보호시설 운영 확대
∘성매매피해자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학교대상 폭력예방교육 확대 추진

2021년 연    간

∘학교대상 폭력예방교육 확대 추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관련정책 계획 수립
∘폭력예방연대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022년 연    간 ∘학교대상 폭력예방교육 확대 추진
∘폭력예방연대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2023년이후 지    속 ∘여성폭력피해방지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여성폭력피해방지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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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9 721 6,867 722 1,591 1,821 1,822 911 911

국비 2,923 238 2,361 238 547 602 649 325 324

도비 1,285 113 1,029 113 241 248 285 142 143

시비 4,291 370 3,477 371 803 971 888 444 444

※ 변경사유: 당초 단위사업인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 예산 전체를 반영하여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만 편성

□ 목표달성 확인지표 :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추진체계 구축(기관 협약)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예방교육 및 캠페인(계속)

25
계획 수립

9개소
학교 및 일반시민

9월 계획 수립(8개 기관)
9개소 지원

교육 및 캠페인 실시
100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25 실태조사

지원사업
12월 실태조사 완료
2개 지원사업 실시 100

202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관련 사업계획 수립 25 실태조사

계획수립
12월 실태조사 완료

신규 9개, 확대 4개 사업 추진 100

2021년 임시 보호 확대
가정폭력 관련 사업계획 수립 25 계획수립 3일에서 7일로 확대

신규 7개, 확대 5개 사업 추진 100

2022년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지속 전개 계속 학교 및 일반시민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 본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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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수립
및 시설지원(계속)

추진계획 수립
9개소(계속)

성폭력 관련 14개
사업계획 수립 추진

가정폭력 관련 12개
사업계획 수립 추진

가정폭력 관련 12개
사업계획 수립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운영

8개 기관 범죄
예방 협약체결

전담인력 배치
609개 점검

전담인력 배치
551개 점검

전담인력 배치
365개 점검

학교폭력
예방교육

88개교
교육 실시

104개교
교육 실시

38개교
교육 실시

62개교
교육 실시

폭력 예방
연대 캠페인 5회 실시 6회 실시 1회 실시 6회 실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확대 운영

예산 2천만원 
시비로 추가증액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확대 운영

300백만원
⇒ 500백만원

위기여성 긴급
보호시설 운영 확대

임시보호 확대
(3일⇒7일)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실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 연계사업 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지원센터 설치



   ∙ 사업추진상황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폭력예방 UCC 공모전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가정폭력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성남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협약식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 협약식 학교폭력예방교육 수업 학교폭력예방교육 줌 수업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사업계획 수립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3~11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5~12월: 폭력예방 캠페인 진행
∘9월: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피해자 지원시설 9개소 운영지원
∘12월: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범죄예방 협약체결

∘88개 학교 참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여
∘경찰서 3곳, 대학교 4곳

2019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성폭력 실태조사 (용역) 추진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퇴소자 자립정착금

∘3~11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5~12월: 폭력예방 캠페인 진행
∘4~11월: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8월: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계획수립
∘7~12월: 실태조사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확대 운영
∘가정폭력퇴소자 자립정착금 확대 지원

∘113개 학교 참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여
∘관련기관

2020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가정폭력 실태조사 (용역) 추진
∘위기여성 긴급보호시설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계획 수립

∘8~12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11월 폭력예방 캠페인 진행
∘4~11월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1~12월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6~12월: 실태조사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실시
∘12월: 위기여성 긴급보호시설 운영 확대
∘6월: 성폭력 계획수립(신규 9개, 확대 4개 사업)

∘전학교 참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여
∘관련기관
∘연구용역 시민FGI

2021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계획수립

∘5~12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3~12월: 폭력예방 캠페인 진행
∘4~11월: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4월: 가정폭력 계획수립(신규 7개, 확대 5개 사업)
∘6월: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협약
∘7월: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 협약

∘62개 학교 참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여
∘관련기관

2022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3~12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3~12월: 폭력예방 캠페인 진행

∘전학교 참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여

2023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3~12월: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3~12월: 폭력예방 캠페인 진행

∘전학교 참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여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관내 초·중·고 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신청 신청한 학교 폭력예방교육 실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경찰서, 교육청, 관련기관 등 회의 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회의 개최

LH주택공사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협약

성남시약사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지킴이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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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7,326 703 96.4 6,623 703 1,571 1,753 1,706 890

국비 96.9 2,519 238 96.6 2,281 238 546 575 629 293

도비 98.5 1,125 113 98.3 1,012 113 240 247 285 127

시비 95.7 3,682 352 95.7 3,330 352 785 931 792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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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5 721 7,253 2,523 841 1,682

국비 2,715 238 2,540 943 314 629

도비 1,177 113 1,141 428 143 285

시비 4,073 370 3,572 1,152 384 768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포스트코로나로 학교에서 필수과목만 수업을
  진행하여 신청하는 학교수 감소

∘예방 매뉴얼 및 콘텐츠 제작, 배포
∘온라인(zoom) 수업 진행방식 추가

폭력예방연대 캠페인
∘코로나 상황이 수시로 변경되어 캠페인 
  진행의 어려움

∘소규모나 온라인 방식으로 캠페인 추진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언론보도 및 SNS를 통한 홍보 강화
❍ 경찰,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한 필요성 강조

□ 기대효과 
❍ 여성폭력예방 및 폭력피해자 지원을 통해 여성인권강화
❍ 여성에게 노출된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