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54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 명 255명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담당 박진희 ☎ 729-2927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관,  스마트도시과, 건축과

협력체계 성남시 각 구 경찰서 생활안전과

시민참여 민간전문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 정책목표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범죄 없는 밝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
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성남」구현  

□ 개    요
  ❍ 사업내용: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 안전시설물 설치: 쏠라표지병, LED표지판, 벽부등 등
    ∙ 안심귀갓길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 적극적 홍보활동 추진    
    ∙ 안전지역연대 운영 및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 실시 
  ❍ 추진근거: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전망 구축

2019년 연  간 ∘ 안전시설물 설치(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안전지도 제작

2020년 연  간 ∘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안전지도 제작

2021년 연  간 ∘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및 안전지도 제작 

2022년 연  간 ∘ 다양한 안전 기반 시설 구축

2023년이후 지   속 ∘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안심귀갓길 조성으로 안전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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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19 260 2 63 55 80 60

국비 81 9 72 1 41 30 0 0

도비 5 5 0 0 0 0 0 0

시비 163 5 158 1 22 25 50 60

기타 30 0 30 0 0 0 30 0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안전망 구축 20 계획수립

안전망구축
9월 종합계획 수립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100

2019년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안전지도제작 80 안심귀갓길 조성

안전지도제작
로고젝터 13개소, 솔라표지병 3개소

마을 3개동, 학교 17개교 제작 100

2020년 여성 안심귀갓길 추가 조성
안전지도제작 계속 추가 조성 로고젝터 14개소, 솔라표지병 4개소

마을 3개동, 학교 18개교 모집 100

2021년 여성 안심귀갓길 확대 조성
안전지도제작 계속 확대 조성 안심귀갓길 10개소 조성

(솔라6, 벽부등1, 표지판2, 안심계단) 100

2022년 안심귀갓길 조성
네트워크 구축 계속 안심귀갓길 조성

네트위크 구축 -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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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침 결정 사업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시민협력체계구축 여성･아동
지역연대

여성친화 서포터즈
안심그리미 발대

여성친화 서포터즈
4기 발대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로고젝터 13개소
솔라표지병 3개소

로고젝터 14개소
솔라표지병 4개소

10개소 조성완료
(솔라6, 벽부등1,
표지판2,안심계단)

마을안전지도제작 3개동 제작 3개동 제작 4개동 제작

아동안전지도 제작 17개교 18개교 모집
코로나로 취소 -

    ∙ 사업추진상황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사업계획 
수립

◦ 9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 개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2019년 안심귀갓길 
조성

◦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안전지도 제작   
  - 2019. 4. 10.: 여성안심마을조성을 위한 기획단 회의
  - 2019. 4. 15.: 마을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여성·아동 안심그리미
                발대식 개최
  - 2019. 4. 22 ~ 5.10.: 마을안전지도 대상지 선정(3개동)
  - 2019. 10 ~ : 마을안전지도 책자 제작 및 배부 
◦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강화    
  - 2019. 3. ~ 4.: 2019년도 안심귀갓길 조성대상지 선정
  - 2019. 7. ~ 12.: 로고젝터 13개소 설치완료(수정5, 중원5, 분당3)
                  솔라표지병 3개소 설치(수정1, 중원1, 분당1)
◦ 아동안전지도 제작 추진
  - 2019. 1. ~ 3.: 아동안전지도 제작 학급 모집(18개 학교)
  - 2019. 4. 15.: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여성‧아동 안심그리미
                발대식 개최 
  - 2019. 4. ~ 9.: 아동안전지도 제작 17개교 완료

여성친화 서포터즈 및 
동 주민 등 113명

2020년 안심귀갓길 
조성

◦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안전지도 제작 
  - 2020. 11.: 마을안전지도 현장조사
  - 2020. 12.: 마을안전지도 팜플랫 제작(신흥3동, 상대원3동, 분당동)
◦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강화    
  - 2020. 3.: 솔라표지병 추가 설치를 위한‘발전소(분당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확보
  - 2020. 7. ~ 8.: 여성안심귀갓길 안전인프라 대상지 점검
  - 2020. 9. ~11.: 로고젝터 8개소, 솔라표지병 4개소 설치
  - 2020.12.: 로고젝터 6개소 추가 설치
◦ 아동안전지도 제작 추진
  - 2020. 2. ~ 3.: 아동안전지도 제작 학급 모집(18개 학교)
  - 2020.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취소

여성친화 서포터즈 42명

2021년 안심귀갓길 
조성

◦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강화  
  - 2021. 3. .: 안심귀갓길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부금 예산확보
              (한국지역난방공사 30,000천원)
  - 2021. 6.~9.: 여성안심귀갓길 안전인프라 대상지 점검
  - 2021. 11.~12.: 21년 안심귀갓길 10개소 조성 완료
                 (솔라표지병 6, 벽부등 1, 표지판 2, 별빛안심계단)

◦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안전지도 제작 
  - 2021. 6.~11..: 마을안전지도 현장조사, 인터뷰, 회의 개최
  - 2021. 12.: 마을안전지도 제작(태평3동, 은행1,2동, 야탑3동)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4기 발대 
  - 2021. 10.: 서포터즈 100명 모집 및 발대식 개최
  - 2021. 12.: 서포터즈 1회 전체회의 개최 

여성친화 서포터즈 100명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시 경찰서 ∘ 「안심귀갓길 현장 모니터링」 실시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 추진

여성친화 서포터즈 ∘ 「안심귀갓길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마을안전지도 제작 참여

∘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 추진
∘마을이야기 취재 및 촬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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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18 19  77% 199 2 62 55 80 -

국비 100% 81 9 100% 72 1 41 30 - -
도비 100% 5 5 - - - - - - -
시비  62% 102 5  61% 97 1 21 25 50 -
기타  100% 30 0  100% 30 - - - 30 -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  2. 여성가족부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안전지도 16,000 확정 2019.  3.

2019.  3. 산업통상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5,000 확정 2019.  5.

2020.  1. 산업통상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000 확정 2020.  5.

2020. 10. 지역난방공사 우리동네 안전 귀갓길 조성 30,000 확정 20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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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19 278 120 - - - - -

국비 91 9  82 - - - - - -

도비  5 5 - - - - - - -

시비 291 5 166 120 - 30 30 30 30

기타  30 0  30 - - - - - -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필요지역에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 관련 부서 및 기관 협력 강화로 사업 효과 극대화 

   ∙ 자치행정과: 행복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 재난안전관: 시민순찰대 안심귀가서비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

   ∙ 건축과: 마을안전길 디자인 개선사업(CPTED)

   ∙ 스마트도시과: 마을 위험지역 CCTV 확대 설치

   ∙ 경찰서: 지역 내 순찰 강화, 범죄예방 활동 추진

  



□ 기대효과 
 ❍ 위험시설물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

     밝고 안전한 귀갓길 조성 및 도시 환경 개선.

  ❍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범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귀가 

할 수 있는「안전하고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성남」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