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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친화도시

정부는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

획(2015~2017년)｣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

게 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근거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

역을 말하며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를 뜻한다. 

마포구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지정 이후 2017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어 ‘2단계 여성친화도

시’에 접어들면서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마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가족친화 환경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형 여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의 제언이 목적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설치되는 마포구 여성센터는 여성·가족 활동 전반을 지

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강화를 위한 거점의 역할이 요구 됨에 따라 ‘양성평등기

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여성시설의 설

치·운영)을 근거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마포구에 적합한 여성센터의 방향과 공간구성, 효율

적인 운영방안과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제도·정책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마포구의 여성

정책 환경과 여성정책 현황, 구민들의 정책요구를 조사하여 구민들의 NEEDS를 반영한 마포구 여성센터만

의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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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여성 정책 환경 분석과 현황

마포구의 여성 인구 비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2019년 기준)이며, 총 인구의 약 53%가 여성 인

구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증감이 있었으나 여성 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여성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2030여성 비율과 여성1인가구 역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마포구에 여성 관련 기관은 취·창업과 평생교육 기반의 생활, 문화, 예술, 체육 관련 프로그램들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여성 네트워크에 기회와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에 여성·가족 관

련 활동 지원 단체가 세밀하게 분야를 나누어 활동하고 있지만 마포구 내 활동보다는 전국단위 활동을 펼

치고 있어 마포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센터 정책요구 및 국내·외 사례

정책요구조사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 공간 기능과 역할 및 확장성을 담보한 명칭, 성인지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 공간, 이용자 중심의 공

간구성, 주민참여방식의 운영 등의 요구들이 제시되었다.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들에선 공간은 센터 고유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어

떠한 사업들을 펼칠 것 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과 이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

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 제언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데이터를 토대로 ‘열린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성인지 관점의 상징적 공간 구성’, 

‘여성 활동 지원 네트워크 허브’, ‘구민이 만드는 프로그램’ 등의 4가지 차별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

성센터 설치 취지에 따라 ‘모두에게 평등한 여성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비전을 세우고 ‘모두에게 평등한 참

여기회부여’, ‘열린 커뮤니티 공간 및 네트워크 지원 거점’, ‘올바른 성평등 문화와 참여의 방향제시’, ‘민·관

이 함께 만드는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운영방향으로 제시한다. 운영방안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여

성 활동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결과로 도출된 운영방안들이 큰 줄기는 형성할 수 있겠지만 운영의 세부사항 들까지 완전하게 귀결시킬 수

는 없다. 여성센터의 명칭, 직영과 위탁운영, 제도적 기반이 될 조례 등 집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여전

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급된 문제들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

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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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같이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완전 위탁, 수탁 형태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논의

하고 만들어 가는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내실 있는 운영방안

과 조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마포구 (가칭)여성센터가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커뮤니티 지원 중심의 공간,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마포구민의 

올바른 성평등 인식과 젠더문제에 대응하는 문화적 기류를 형성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의미하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민·관 협치에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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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배경 및 목적

1)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한국사회에서 여성 상 정책에 주로 사용되어온 용어는 ‘여성정책’

‐ 1980년  중반이전까지 요보호 여성을 위한 ‘부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던 ‘여

성정책’은 1983년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관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행

정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함

‐ 1990년  후반까지 여성을 수혜 상으로 보는 복지적 성격의 정책으로 진행되어 ‘여성정

책’은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신경아. 2016)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 1980년  중반 ‘여성정책’의 문제의식이 형성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은 부녀

계몽정책에서 여성동원정책으로, 다시 여성과 가족 상 복지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성

격이 변화하였음(신경아. 2016)

[그림 1-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

‐ 여성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여성정책의 기본법은 1995년 이래 ‘여성발전’이 아닌 ‘양성평등’을 내건 이

름을 갖게 됨(배은경. 2016)

‐ 정부는 제1차(1998~2002년), 제2차(2003~2007년), 제3차(2008~2012년) 및 제4차 여

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통해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 여성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등 성 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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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여성친화도시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1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5.7.1.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정･보완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2015~2017년)｣을 수립하였음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함

◦ ’17년에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함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

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정책을 

수립하였음

‐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

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처음 포함하였음

(2)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친화도시1)

◦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1항)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

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함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

년, 장애인, 노인에 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임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 뜻함

‐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써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

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이선민, 2018,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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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통해 이루어짐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기준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파트너로 인증하여 컨설팅

과 교육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과 목표에 부응하면서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한 여

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성인지적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 여수시를 시작으로 매년 지정 도시를 확 하여 2019년 

기준으로 92개 도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가 지정됨

3) 여성친화도시 마포구의 여성 관련 거점 마련

◦ 마포구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지정 이후 2017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1항 근거한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는 2012년에 최초 지정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비전으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돌봄과 소통의 마을 공동체 형성, 안전한 거주 여건 조성,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아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음

‐ 2017년 재지정으로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 접어들면서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

친화도시 마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 , 가족친화 환경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형 여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1-2]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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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는 2019년까지 약 78%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 현재 77개

의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와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양성

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 수립 등) 등

을 근거로 ‘2단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2018~2022)을 수립함 

‐ 마포구는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을 통해 ‘2단계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

해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과 성 평등 정책 환경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이를 반영

한 77개 세부사업(2020년)을 진행 중

◦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 접어들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거점구축의 

논의가 구체화됨

‐ 2018년 3월에 발표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적 역할 수행 및 마포구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관(시설)의 건립이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제시됨

‐ 2019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 센터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동년 11월 ‘現 치매안심센터를 활

용한 [가칭]여성 센터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 중

4) 마포구 여성센터 건립에 따른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의 필요

◦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더불어 건립되는 마포구 여성센터는 

여성·가족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젠더폭력 응강화를 위한 거

점의 역할이 요구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여성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근거로 젠더폭력에 응과 양성평등의 삶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플랫폼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함에 따라 타 자치구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

재하는 여성관련 시설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마포구에 적합한 여성센터의 방향과 

공간구성,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제도·정책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마포구의 정책 환경과 여성정책 현황, 구민들의 정책요구를 조사하여 구민

들의 NEEDS를 반영한 마포구 여성센터만의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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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 유사기관 운영방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 관련 제도 및 정책 검토

◦ 여성센터 조성 관련 사전 논의 및 계획 검토

(2) 마포구 여성정책 환경 분석

◦ 마포구 여성관련 공식 통계 분석

◦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를 활용한 현황 분석

◦ 마포구 내 여성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 현황 분석

(3) 마포구민의 여성센터 관련 정책요구 분석

◦ 여성센터 역할에 한 마포구민 정책요구 분석

◦ 서울시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요구 조사 및 분석

◦ 지역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4)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조사

◦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관련 유사기관 사례 조사

◦ 국내·외 관련 유사기관 사례 조사 

(5) 마포구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 제언

◦ 구민, 지역 활동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운영방안 도출

◦ 센터의 기본방향, 공간구성, 역할, 운영방안 제시

◦ 여성센터 조성의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제언

◦ 마포구 여성센터의 단계별 발전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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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여성센터 역할과 기능에 한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관련 유사기관 사례 조사 및 분석

◦ 여성센터 조성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

(2) 마포구 여성정책 및 정책 환경 현황 조사 분석

◦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 관련 제도 및 정책 검토

◦ 마포구 여성관련 통계·사회조사 보고서 활용 현황 조사 및 분석

◦ 마포구 내 여성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 현황 조사 및 분석

(3) 마포구민 정책요구 의견 조사

◦ 여성센터 관련 집담회 및 관련 회의 의견 조사 및 분석

◦ 서울시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요구 조사 및 분석 

(4) 전문가 및 자문위원 의견 수렴

◦ 지역 활동가 및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 조사

‐ ‘COVID-19’로 인한 조사의 한계로 인해 1:1 면과 서면자문으로 조사를 진행

성명 소속 및 직위

구은경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상임이사)

김문선 넥스트챌린지(본부장)

박승찬 자유기업연구소(수석위원)

박주경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윤효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교육공학박사

장미현 젠더공간연구소(소장)

정남기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경제학 박사

[표 1-1] 지역 활동가·관련 전문가·자문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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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여성정책 환경 분석 및 현황

1 ∙ 여성정책 환경 분석

1) 인구

(1) 인구 및 세대 변화 

◦ 마포구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374,035명이며 여성은 197,144명으로 전체 인구의 

52.7%를 구성하고 있음. 총 인구는 2015년 387,643명에서 2019년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

구 중 여성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늘고 있음 

[그림 2-1] 마포구 인구 및 여성비율 변화 (2015~2019)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 세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총 175,023 세 이며 세  당 인구는 2.14명으로 집계됨. 세

수는 2014년 171,480 세  보다 약 4,000세  증가하였으나 세  당 인구는 2015년 2.26

명에서 2.14명으로 감소하였음. 지난 5년 동안 세 수는 증가하나 세  당 인구는 꾸준히 



02 여성정책 환경 분석 및 현황 11

감소하고 있음. 인구에 따라 여성비율은 높아지고 세  당 인구는 감소하여 세  당 구성원

의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2-2] 마포구 인구 및 세대별 변화 (2015~2019)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2)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

◦ 행정동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성산2동 41,236명, 공덕동 39,776명, 상암동 

32,225명, 서강동 25,165명, 아현동 24,856명, 서교동 24,152명, 신수동 23,353명, 도화

동 22,311명, 용강동 21,920명, 망원1동 21,477명, 성산1동 19,769명, 망원2동 19,182

명, 합정동 18,721명, 연남동 15,849명, 염리동 12,495명, 흥동 11,548명 순으로 나타났

으며 여성 비율은 성산2동이 5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16개 행정동 모

두에서 남성보다 여성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세  수는 공덕동, 성산2동, 서교동, 상암동, 서강동, 망원1동, 아현동, 신수동, 합정동, 도화

동, 성산1동, 용강동, 연남동, 망원2동, 흥동, 염리동 순으로 많았으며 각각 세  당 인구

는 2.09명, 2.18명, 1.72명, 2.52명, 2.16명, 2.02명, 2.44명, 2.31명, 1.95명, 2.33명, 

2.12명, 2.39명, 1.83명, 2.29명, 1.62명, 2.18명으로 집계됨. 세 당 인구수가 2인 미만인 

행정동은 흥동(1.62), 서교동(1.72), 연남동(1.83), 합정동(1,95)으로 총 4개 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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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 구 세 대

총1) 남성 여성
여성

비율(%)
구성비2) 세대수

세대 당 
인구3) 구성비

마포구 374,035 176,891 197,144 52.7 100 175,023 2.14 100

공덕동 39,776 18,894 20,882 52.5 10.63 19,030 2.09 10.87

아현동 24,856 11,674 13,182 53.0 6.65 10,191 2.44 5.82

도화동 22,311 10,642 11,669 52.3 5.96 9,584 2.33 5.48

용강동 21,920 10,370 11,550 52.7 5.86 9,160 2.39 5.23

대흥동 11,548 5,603 5,945 51.5 3.09 7,133 1.62 4.08

염리동 12,495 6,046 6,449 51.6 3.34 5,724 2.18 3.27

신수동 23,353 11,417 11,936 51.1 6.24 10,126 2.31 5.79

서강동 25,165 11,985 13,180 52.4 6.73 11,663 2.16 6.66

서교동 24,152 11,152 13,000 53.8 6.46 14,078 1.72 8.04

합정동 18,721 8,712 10,009 53.5 5.01 9,599 1.95 5.48

망원1동 21,477 10,123 11,354 52.9 5.74 10,647 2.02 6.08

망원2동 19,182 9,120 10,062 52.5 5.13 8,383 2.29 4.79

연남동 15,849 7,433 8,416 53.1 4.24 8,672 1.83 4.95

성산1동 19,769 9,328 10,441 52.8 5.29 9,347 2.12 5.34

성산2동 41,236 19,012 22,224 53.9 11.02 18,904 2.18 10.80

상암동 32,225 15,380 16,845 52.3 8.62 12,782 2.52 7.30

자료 : 국가통계포털, DB웹서비스
주1. 총 인구에서 외국인은 제외하였음
주2. 구성비 = 해당 행정동의 인구(세대) 수/마포구 총 인구(세대) 수
주3. 세대 당 인구수 = 전체 인구 수/세대 수

[표 2-1] 마포구 행정동별 인구 및 세대 (2019)
(단위: 명, %) 

(3) 연령별 인구

◦ 마포구 인구 수를 5세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5년 기준 30 ~ 34세 인구 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2019년에는 25 ~ 29세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녀 성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  미만에서는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0-4세에서 성비가 1.07으로 가장 높았음. 20  이후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80  이상에

서 성비가 0.66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5년에 40  인구에서 성비가 1.01

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2019년에는 40 를 포함한 20세 이상의 모든 인구에서 성비가 1.0

이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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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마포구 연령별 인구 현황 (2015, 2019)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성비 = 남성 인구수 / 여성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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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 마포구의 외국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인 11,890명으로 서울시(2.8%)보다 높은 편에 속

함. 이중 마포구의 여성 외국인의 비율은 62.9%로 나타남

◦ 동 별로 살펴보면 흥동의 외국인 인구가 2,02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염리동(7.7%), 연남동(6.5%)순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음 

◦ 여성 외국인의 비율은 용강동(45.3%)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외국인 비율이 높았던 흥동과 염리동에서 여성 외국인 비율이 각각 70.7%와 70.5%로 높

게 나타남. 외국인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강동 70.9%임

전체인구 외국인인구
외국인 

비율(%)

외국인

여성 남성 여성비율(%)

서울시 10,010,983 281,876 2.8 148,210 133,666 52.6

마포구 385,925 11,890 3.1 7,478 4,412 62.9

공덕동 40,509 733 1.8 374 359 51.0

아현동 25,358 502 2.0 267 235 53.2

도화동 22,594 283 1.3 163 120 57.6

용강동 22,441 521 2.3 236 285 45.3

대흥동 13,575 2,027 14.9 1,434 593 70.7

염리동 13,486 991 7.3 699 292 70.5

신수동 23,877 524 2.2 336 188 64.1

서강동 26,163 998 3.8 708 290 70.9

서교동 25,997 1845 7.1 1,219 626 66.1

합정동 19,153 432 2.3 265 167 61.3

망원1동 21,856 379 1.7 223 156 58.8

망원2동 19,386 204 1.1 128 76 62.7

연남동 16,953 1,104 6.5 636 468 57.6

성산1동 20,164 395 2.0 243 152 61.5

성산2동 41,531 295 0.7 196 99 66.4

상암동 32,882 657 2.0 351 306 53.4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동별) 통계

[표 2-2] 마포구 외국인 등록인구 (2019)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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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와 가족

(1) 세대 구성

◦ 마포구의 전체가구는 156,885가구이며 그 중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는 60,850가구로 

전체 가구의 38.7%임. 이는 서울시의 여성 가구주 비율인 35.0%보다 높은 수준임

◦ 마포구의 세 구성별 비율은 2세  가구가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1인가구가 37.8%

로 그 다음 순위를 기록함. 1인 가구 구성비는 서울시의 33.4%보다도 높은 수치임. 특히 

여성 가구 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전체 여성 중 55.2%는 1인 가구임. 이는 

서울시의 수치(50.4%)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냄

구분 전체가구1)

세대구성별 비율

계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서울시 3,896,389 100 16.6 43.9 4.0 0.03 33.4 2.2 

남성
2,530,197
(64.9%)

100 20.4 49.2 4.4 0.03 24.2 1.8 

여성
1,366,192
(35.0%)

100 9.4 34.1 3.3 0.02 50.4 2.9 

마포구 156,885 100 16.1 39.5 3.7 0.03 37.8 2.9 

남성
96,035
(61.2%)

100 20.0 46.7 4.2 0.03 26.7 2.4 

여성
60,850
(38.7%)

100 9.9 28.2 2.9 0.01 55.2 3.8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는 제외되었음

[표 2-3] 가구주의 성별 세대구성별 가구 (2019)
(단위: 가구, %)

(2) 거처 형태

◦ 마포구의 주된 거처 형태는 아파트로 41.7%의 가구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인가구를 제외하고선 아파트가 가장 주된 거처이며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아파트에서 거

주하는 비율이 높음

◦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35.3%로 가장 높으며,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도 

전체 평균인 10%에 비해 높은 19.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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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1)

거처 종류별 비율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2)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체 156,885 100 24.4 41.7 1.8 19.9 2.1 10.0

1인가구 59,248 100 35.3 19.8 1.1 21.3 2.9 19.6

2인가구 39,471 100 22.4 44.8 2.2 22.5 2.0 6.3

3인가구 29,985 100 15.6 59.8 2.3 17.6 1.5 3.1

4인가구 21,930 100 12.6 65.3 2.4 15.9 1.2 2.5

5인가구 
이상

6,251 100 17.1 60.5 2.5 16.0 1.9 1.9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는 제외되었음
주2. 오피스텔 포함

[표 2-4] 가구원 수별 가구형태 (2019)
(단위: 가구, %)

(3) 여성 가구주

◦ 마포구의 여성가구주 가구는 2019년 기준 60,850가구로 2015년의 54,512가구에 비해 

6,338가구 증가하였으며 비율 또한 35.2%에서 38.8%로 상승하였음. 이는 서울시의 35.1%

에 비해 높은 수치임. 마포구의 여성가구주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시 

일반가구 3,784,490 3,784,705 3,813,260 3,839,766 3,896,389

여성가구주 1,199,168 1,221,367 1,264,943 1,311,742 1,366,192

비율(%) 31.7 32.3 33.2 34.2 35.1

마포구 

일반가구 154,981 153,610 152,814 154,940 156,885

여성가구주 54,512 54,891 56,242 58,595 60,850

비율(%) 35.2 35.7 36.8 37.8 38.8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표 2-5] 여성가구주 가구 (2015~2019)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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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인 가구

◦ 마포구는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가구주가 총 33,577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

는 비율이 56.6%임. 이는 2015년 28,560(54.4%)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 한편, 서울시의 1인 여성가구 비율은 52.9%로,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마포구의 1인 여성가

구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구분
2015 2019

1인가구 1인여성 가구 비율(%) 1인가구 1인여성 가구 비율(%)

서울시 1,115,744 571,685 51.2 1,299,787 688,226 52.9

마포구 52,437 28,560 54.4 59,248 33,577 56.6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 일반가구에 한함(집단가구, 외국인가구 제외)

[표 2-6] 1인 가구 현황(2015, 2019)1)

(단위: 가구, %) 

◦ 마포구의 1인가구의 거처 형태는 단독주택 35.3%, 다세 주택 21.3%, 아파트 19.8%, 주택 

이외의 거처 19.6% 순으로 많음

◦ 마포구 1인 가구 여성의 32.0%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 22.0%, 

다세  주택 21.8%, 주택 이외의 거처 20.5% 순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남성

(39.6%)에 비해 낮은 반면 아파트와 다세 주택 그리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

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전체가구1)

거처 종류별 비율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2)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서울시 1,299,787 100 40.4 22.0 1.5 17.2 3.5 15.4

남성 611,561 100 44.0 17.8 1.3 16.2 4.0 16.7

여성 688,226 100 37.2 25.8 1.7 18.1 3.0 14.2

마포구 59,248 100 35.3 19.8 1.1 21.3 2.9 19.6

남성 25,671 100 39.6 17.0 1.1 20.6 3.3 18.4

여성 33,577 100 32.0 22.0 1.1 21.8 2.6 20.5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는 제외되었음
주2. 오피스텔 포함

[표 2-7] 1인 가구주 성별에 따른 거처 종류 (2019)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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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 1인 가구 상으로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아플 때 응급상황 

처’가 33.6%로 가장 높았음

◦ 성별로는 여성(39.5%)이 남성(24.7%)보다 ‘아플 때, 응급상황 처’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으며 ‘식사해결’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율은 남성(20.9%)이 여성(9.9%)보다 높게 

나타남

◦ 40 와 60세 이상 1인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인가구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는 15-29세 가구가 ‘식사해결’(19.9%)을, 30 (22.3%)와 50

(28.7%) 1인 가구는 ‘아플 때 응급상황 처’를 꼽음

◦ 권역별로는 1권역(공덕동, 도화동, 아현동, 용강동)에서 ‘아플 때 응급상황 처’에 한 응

답이 42.4%로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남

아플때, 
응급상황

대처
식사해결

가사 및 
집안일 
처리

이사, 집 
구하기 등 
주거활동

공공
업무처리

문화, 
여가활동

기타
불편한 점

없음

전체 33.6 14.3 13.5 10.6 3.3 1.1 1.0 22.6

성
별

남성 24.7 20.9 16.4 9.3 3.3 1.2 0.6 23.6

여성 39.5 9.9 11.5 11.5 3.3 1.0 1.3 21.9

연
령

15-29세 16.4 19.9 15.4 17.9 5.6 2.4 0.3 22.1

30-39세 22.3 16.0 10.6 14.6 2.2 0.7 0.5 33.1

40-49세 36.6 16.7 11.9 10.7 3.1 1.2 0.0 19.9

50-59세 28.7 9.1 15.0 9.0 2.1 1.1 0.0 35.0

60세 이상 53.6 9.4 13.9 3.1 2.6 0.2 2.3 14.8

권
역
별
1)

1권역 42.4 14.2 17.1 4.9 0.6 0.0 1.9 19.0

2권역 30.3 15.9 14.6 12.8 3.3 0.4 1.2 21.5

3권역 35.0 12.3 10.2 16.5 2.5 1.4 1.3 20.9

4권역 27.9 15.5 13.3 7.6 6.1 1.9 0.0 27.6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주1. 1권역(공덕동, 도화동, 아현동, 용강동), 2권역(대흥동, 신수동, 염리동, 서강동), 3권역(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4권역(연남동, 상암동, 성산1동, 성산2동)

[표 2-8] 혼자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불편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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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부모 가구

◦ 한부모 가구는 2019년 기준 13,596가구(8.7%)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 15,329가구(9.9%)

보다 줄었음

◦ 여성 한부모 가구는 총 9,672가구로 여성 일반가구주 중 15.9%를 차지함. 2015년과 비교했

을 때 여성 한부모 가구 수와 비율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남성 한부모가구주(3,924가

구, 4.1%)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마포구 여성 한부모 가구 중 50 의 비율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40 (22.1%), 60세 이상(20.1%)의 한부모 가구 비율이 높음

2015 2019

일반가구 한부모가구 비율(%)1) 일반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서울시 3,784,490 411,465 10.9 3,896,389 381,342 9.8

남성 2,585,322 125,371 4.8 2,530,197 114,515 4.5

여성 1,199,168 286,094 23.9 1,366,192 266,827 19.5

마포구 154,981 15,329 9.9 156,885 13,596 8.7

남성 100,469 4,611 4.6 96,035 3,924 4.1

여성 54,512 10,718 19.7 60,850 9,672 15.9

연령별(
여성)

15-19세 414 5 1.2 315 0 0.0

20-29세 10,897 309 2.8 13,620 318 2.3

30-39세 12,406 1,239 10.0 13,539 861 6.4

40-49세 9,705 3,111 32.1 10,130 2,239 22.1

50-59세 8,537 3,478 40.7 8,619 3,306 38.4

60세 이상 12,552 2,573 20.5 14,626 2,940 20.1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DB웹서비스 
주1. 비율 =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표 2-9] 한부모 가구 (2015, 2019)
(단위: 가구, %)

(6) 가구 소득

◦ 2019년 기준으로 마포구 가구의 절반 이상이 300만원 미만의 월평균 가구 소득을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소득 계층 중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받는 비율이 19.1%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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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남성 가구주의 소득이 여성가구주에 비해 높으며, 여성 가구주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31.2%로 남성(11.7%)에 비해 수치가 높음. 또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의 월 평균 소득을 받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 역시 20.8%나 되어 20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

을 받는 여성 가구주가 전체 여성의 반을 넘음. 한편 700만원 이상의 가구 소득을 받는 여성은 

7.5%에 불과한 반면 남성은 16.6%로, 고소득 비율에서도의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 성별에 따른 가구 소득 (2019)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7) 혼인 및 이혼

◦ 마포구의 총 혼인 건수는 2019년 총 2,029건으로 2017년 2,294건을 기록한 이래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음. 혼인의 감소 추세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임

◦ 마포구의 조이혼율은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인구 1천 명

당 1.5건을 기록함. 서울시의 인구 1천 명당 1.8건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에 속함

구분
2017 2018 2019

혼인 건수 조이혼율 혼인 건수 조이혼율 혼인 건수 조이혼율

서울시 53,776 1.8 52,005 1.8 48,261 1.8 

마포구 2,294 1.6 2,229 1.5 2,029 1.5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DB웹서비스

[표 2-10] 마포구 혼인건수 및 조이혼율 (2017~2019)
(단위: 건, 인구 1천명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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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계출산율

◦ 마포구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68명으로 서울시의 0.71명보다 낮음. 2015년 이래로 지

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마포구의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30  초반이 64.3명으로 가장 높으나 

2015년 96.6명을 기록한 이래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감소 경향은 2019년 기

준 15.4명을 기록한 25-29세의 수치에서도 나타남. 35-39세의 출산율은 지난 5년 동안 감

소폭이 크지 않으며 2019년 45.9명을 기록함

 

구분
합계출산율1)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시 1.00 0.94 0.83 0.76 0.71

마포구 0.98 0.94 0.80 0.73 0.68

마포구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2)

15-19세 3.1 3.0 2.4 0.7 0.5

20-24세 5.2 5.1 4.2 3.1 2.4

25-29세 38.0 33.8 23.7 17.1 15.4

30-34세 96.6 90.1 76.3 74.4 64.3

35-39세 49.4 51.0 48.8 43.9 45.9

40-44세 6.8 7.0 6.3 7.6 7.6

45-49세 0.2 0.1 0.2 0.1 0.3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동향조사 DB웹서비스
주1. 합계출산율 = 가임기간(15~49세) 여성 1명 당 출생아 수
주2.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 해당 연령의 여자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

[표 2-11] 마포구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15~2019)
(단위: 명)

(9) 가사노동분담

◦ 2019년 기준으로 마포구에서는 가사노동을 ‘아내가 주로 책임을 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다’

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았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는 응답이 26.9%

로 2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공평하게 가사분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마포구에서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은 11.7%인 반면 ‘남편이 전적으

로 책임진다’는 응답은 0.2%였으며, ‘아내가 주로 책임진다’는 응답은 59.8%인 반면 ‘남편

이 주로 책임진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해 전반적인 가사노동분담이 아내의 책임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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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가사노동분담 현황

자료 : 서울시, 2019,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3)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1)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마포구의 총 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37,232개로 2014년보다 2,162개 증가하였음. 

종사자 수는 255,152명으로 2014년 227,966명에 비해 약 27,000명 늘어남 

◦ 마포구의 총 사업체 중 여성이 표자로 있는 사업체의 수는 2018년 총 12,738개로 집계됨. 

지난 5년간 마포구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에는 증감이 있었으나 여성 표자 사업체 수는 

2014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2-6] 마포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14~2018)

자료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사업체현황 통계



02 여성정책 환경 분석 및 현황 23

◦ 행정동별로는 사업체 수가 서교동에서 9,95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덕동 2,778

개소, 용강동 2,520개소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행정동은 염리동으로 704개

소의 사업체가 집계됨

[그림 2-7] 마포구 동별 사업체 수 (2018)

자료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사업체현황 통계

◦ 여성 표자가 있는 사업체 수는 서교동에서 3,333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체 사업체 수의 

33.3%의 비율을 차지함. 염리동은 전체적인 사업장 수가 가장 적지만 여성 표자 사업체 

수의 비율은 39.8%로 가장 높았음. 여성 표자 사업체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은 망원 

2동(39.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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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 2018년의 마포구의 산업 분류별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이 총 8,429개소로 

마포구 전체 사업체의 22.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20.65%)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구분 사업체 종사자 

2018 사업체 수 비율(%)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37,232 100.00 255,152 136,857 118,295 46.4

농업 임업 및 어업 1 0.00 1 0 1 100.0

광업 - - - - - -

제조업 1,317 3.54 5,350 2,772 2,578 48.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 0.03 464 391 73 15.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8 0.08 355 312 43 12.1

건설업 1,029 2.76 14,703 12,306 2,397 16.3

도매 및 소매업 7,655 20.56 35,083 18,130 16,953 48.3

운수 및 창고업 2,987 8.02 12,398 8,859 3,539 28.5

숙박 및 음식점업 8,429 22.64 31,288 14,187 17,101 5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87 6.68 37,909 23,635 14,274 37.7

금융 및 보험업 505 1.36 10,751 4,858 5,893 5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8 5.15 5,932 3,719 2,213 3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32 7.07 20,741 12,531 8,210 39.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69 2.87 34,430 17,139 17,291 5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7 0.15 4,671 2,741 1,930 41.3

교육 서비스업 1,742 4.68 15,637 6,156 9,481 6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84 3.18 10,902 1,816 9,086 8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1 2.85 4,794 2,718 2,076 4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20 8.38 9,743 4,587 5,156 52.9

자료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DB웹서비스

[표 2-12] 마포구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2018) 
(단위: 개소, 명, %)

◦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37,909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 업종에서의 여성비율은 37.7%로 나타남. 여성 종사자는 17,291명으로 서비

스업에서 가장 많으나 여성 종사자 비율은 50.2%이며,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

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3.3%), 교육서비스업(60.6%) 순으로 집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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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 2018년 마포구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180,765명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33,316명(13.1%)으

로 2순위를 차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2.2%는 상용근로자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2.2%인 반면, 여

성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69.3%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1%임. 또한 남성의 3.1%가 

기타근로자이지만 여성은 5.6%로 그 비율이 높음

◦ 직종별로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기타 근로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61.3%로 가장 높으며, 

자영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42.9%로 가장 낮음

구분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근로자

근로자 수 비율1) 근로자 수 비율 근로자 수 비율 근로자 수 비율

총계 255,152 30,242 11.9 180,765 70.8 33,316 13.1 10,829 4.2

남성 136,857 17,248 12.6 98,746 72.2 16,680 12.2 4,183 3.1

여성 118,295 12,994 11.0 82,019 69.3 16,636 14.1 6,646 5.6

여성
비율2) 46.3 42.9 45.3 49.9 61.3

자료 :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DB웹서비스
주1. 근로자수 비율 =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주2. 여성 비율 = 해당 종사상 지위 여성 근로자 수 / 해당 종사상 지위 총 근로자 수

[표 2-13] 마포구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현황 (2018) 
(단위: 명, %)

(4) 구직활동

◦ 2019년 마포구에서 지난 1년 간 구직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9.6%로 나

타남. 이들 중 ‘ 중매체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활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임

◦ 구직활동 경험여부에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여성(32.1%)이 남성(27.1%)보다 ‘ 중

매체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활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남성은 2순위로 ‘민간취업 알선기

관’(25.9%)을 이용하는 반면 여성은 ‘공공취업 알선기관’(26.7%)을 통해 구직활동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분의 연령 에서는 ‘ 중매체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활동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

으나, 40 는 ‘부모, 친구 등 지인의 소개로’(32.8%), 60 의 ‘공공 취업 알선 기관’(45.3%)이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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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직활동 
경험 있음

구직활동 경로

대중매체
구인광고

부모, 친구 등 
지인 소개

공공취업
알선기관

민간취업
알선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기타

전체 19.6 29.8 22.8 21.8 19.7 4.9 1.0

성별
남성 19.5 27.1 24.7 16.3 25.9 4.9 1.1

여성 19.6 32.1 21.1 26.7 14.2 4.9 0.9

연령

15-19세 6.3 77.2 4.0 0.0 4.3 14.4 0.0

20-29세 31.6 34.8 19.9 12.1 21.5 9.2 2.4

30-39세 16.0 24.9 21.2 21.3 28.0 4.7 0.0

40-49세 17.5 30.7 32.8 17.6 18.2 0.0 0.8

50-59세 23.2 31.2 24.7 21.3 17.4 4.4 0.9

60세 이상 15.0 19.3 18.9 45.3 14.0 2.5 0.0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표 2-14] 구직활동 경험 여부 및 주된 구직활동 경로
(단위: %)

◦ 구직활동의 애로사항으로 ‘희망하는 직종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9.1%임

◦ 성별에 따른 애로사항의 큰 차이는 없으나 여성이 ‘희망하는 직종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7.9%로 남성에 비해 1.8%p 높았으며 반면 남성은 ‘임금 수준

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여성에 비해 약 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 에서 ‘희망하는 직종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를 구직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

항으로 꼽았음. 그 다음으로 30 는 ‘임금 수준이 맞지 않아서’ (8.4%)가 많았으며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하다’를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율도 60세 이상은 8.4%, 20 는 8.2%, 50 는

7.6%으로 나타남

구분

희망하는 
직종과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해서

임금 수준이 
맞지 않아서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취업정보 
부족

기타
어려움이 

없다

전체 17.1 6.3 4.9 4.8 3.0 1.9 19.1

성별
남성 16.1 6.4 6.0 4.1 3.2 1.7 21.7

여성 17.9 6.3 3.9 4.4 2.8 2.0 16.7

연령

15-19세 3.4 2.0 0.0 2.2 0.0 2.3 3.4

20-29세 20.3 8.2 4.9 7.8 4.1 1.1 18.7

30-39세 19.2 4.8 8.4 3.5 2.2 1.9 28.9

40-49세 23.7 3.7 4.3 3.0 3.6 1.3 19.1

50-59세 15.6 7.6 5.9 6.1 3.8 1.8 20.0

60세 이상 11.0 8.4 2.6 4.1 2.4 3.0 13.2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표 2-15]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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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 취업

◦ 여성의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해 마포구 주민의 41.1%가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관련교

육지원’을 희망하며 그 다음으로 ‘보육지원’(25.1%)를 꼽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존재

하지 않음

◦ 한편, 정책 당사자인 여성의 연령 별 응답을 살펴본 결과, 10 를 제외한 모든 연령 에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관련교육지원’에 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 30 에서

는 ‘보육지원’에 한 응답이 32.7%로 특히 높았음. 15-19세 여성의 32.8%는 취업정보제공

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관련교육지원

보육지원 취업정보제공
사업체와 

취업연계프로그램
기타

전체 41.1 25.1 21.7 11.2 0.9

성별
남성 40.2 24.7 23.1 11.0 0.8

여성 41.8 25.5 20.3 11.3 1.0

연령별(
여성)

15-19세 32.3 18.8 32.8 13.2 2.1

20-29세 41.4 26.6 18.4 12.7 0.9

30-39세 36.9 32.7 18.1 11.1 1.2

40-49세 39.0 27.9 20.0 12.1 1.1

50-59세 40.5 24.4 22.8 11.1 0.9

60세 이상 50.9 18.7 20.1 9.5 0.8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표 2-16] 여성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해 희망하는 프로그램
(단위: %)

(6) 여성의 의사결정 및 사회참여

◦ 마포구 구의회의원 중에서 여성 비율은 25.0%로 서울 전체 평균인 30.8%보다 낮음. 2018

년 제 7  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한 지역구의원 후보자 중에서 여성은 12명인 37.5%로 서울

시 전체 지역구의원 비율인 29.0%보다 높으나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은 25%로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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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후보자 당선자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제7대 지역구 
의회의원선거

서울 전체 716 208 29.0 369 114 30.8

마포구 32 12 37.5 16 4 25.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DB웹서비스

[표 2-17] 마포구 제7대 기초 지역구 선거 당선자 수
(단위: 명, %)

◦ 2019년 기준 마포구 5급 이상 공무원 총 72명 중 여성 공무원은 19명으로 비율은 26.4%로 

나타남

5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 여성 공무원의 비율

72 19 26.4

자료 : 마포구 내부자료
주. 2019.11.30 기준

[표 2-18]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 현황
(단위: 명, %)

◦ 2019년 기준 마포구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는 총 913명이며 그 중 여성위원은 393명으로 

43.0%임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여성위원수 위원회 여성 비율

913 393 43.0

자료 : 마포구 내부자료
주. 2019.11.30 기준

[표 2-19]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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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및 여가

(1)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마포구 인구의 38.7%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남성이 43.1%, 여성이 34.9%로 남성이 조금 더 건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남

성보다는 여성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큼

◦ 소득 수준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200

만원 미만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는 20%p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8.7 43.1 34.9

연령

19-29세 47.9 53.1 43.4

30-39세 47.3 53.6 41.6

40-49세 32.8 34.7 30.9

50-59세 36.2 41.9 30.7

60-69세 34.3 37.7 32.3

70 이상 26.4 29.7 23.4

소득

100만원미만 23.2 28.1 18.9

100-200만원 미만 31.3 42.7 20.5

200-300만원 미만 43.2 42.9 43.4

300-400만원 미만 37.3 44.0 31.9

400만원 이상 41.1 44.7 38.0

자료 : 마포구 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자료 분석
주1.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수 / 조사대상 

응답자 수) × 100

[표 2-20] 마포구 계층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1)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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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인지율

◦ 마포구민 중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29.6%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를 다소 느끼는 여성이 31%로 남성 27.9%에 비해 높음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9.6 27.9 31.0

연령

19-29세 28.9 29.1 28.7

30-39세 35.8 38.2 33.7

40-49세 33.0 28.9 36.9

50-59세 31.9 28.1 35.6

60-69세 27.8 29.6 26.7

70세 이상 12.9 6.3 19.2

소득

100만원미만 20.9 19.5 22.2

100-200만원 미만 29.7 26.4 32.9

200-300만원 미만 32.0 29.7 33.9

300-400만원 미만 34.6 31.5 37.1

400만원 이상 28.4 27.7 29.1

자료 : 마포구 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자료 분석
주1.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 조사대상 응답자 수) × 100

[표 2-21] 마포구 계층별 스트레스 인지율1)

(단위: %)

◦ 연령별로는 30 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35.8%로 가장 높으며 70세 이상이 12.9%로 가장 

낮음. 40 와 50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36.9%와 35.6%로, 같은 연령 의 남성

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소득별로는 300-400만원 미만 집단의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집단

의 응답이 20.9%로 가장 낮음

(3)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마포

구민은 전체의 7.7%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4.5%로 평균보다 낮은 반면 여성은 10.5%로 높

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10.9%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60 가 10.6%로 높음. 남성은 20

(6.4%), 30 (6.1%)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20 (14.7%)와 60 (14.6%)

에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소득과 우울감 경험률의 상관관계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임. 여성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득의 여성 가구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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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7.7 4.5 10.5

연령

19-29세 10.9 6.4 14.7

30-39세 7.6 6.1 9.0

40-49세 6.8 4.9 9.5

50-59세 5.4 1.8 8.8

60-69세 10.6 3.9 14.6

70세 이상 4.3 3.5 5.1

소득

100만원미만 8.6 0.0 16.2

100-200만원 미만 12.9 13.9 11.9

200-300만원 미만 14.2 13.2 15.1

300-400만원 미만 7.6 1.0 12.9

400만원 이상 5.1 2.4 7.6

자료 : 마포구 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자료 분석
주1.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수 / 조사 대상 응답자 수) X 100

[표 2-22] 마포구 계층별 우울감 경험률1)

(단위: %)

(4) 행복감 지수

◦ 마포구민의 행복감 지수는 전체 7.2점으로 성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로는 50 에서 7.5점으로 가장 높으며, 60 에서 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남성의 경우 60 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지만(6.8점) 여성의 경우는 20 에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됨(6.6점)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7.2 7.3 7.1

연령

19-29세 7.0 7.5 6.6

30-39세 7.3 7.4 7.3

40-49세 7.1 7.1 7.2

50-59세 7.5 7.6 7.4

60-69세 6.8 6.8 6.8

70세 이상 6.9 6.9 6.9

소득

100만원미만 6.8 7.0 6.6

100-200만원 미만 6.6 6.9 6.3

200-300만원 미만 6.7 6.9 6.5

300-400만원 미만 7.0 7.0 7.0

400만원 이상 7.4 7.5 7.4

자료 : 마포구 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자료 분석
주1. 행복감지수 = 행복지수의 총 합 / 조사대상 응답자 수

[표 2-23] 마포구 계층별 행복감 지수1)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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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삶의 질 지수

◦ 마포구민의 삶의 질 지수는 0.945점이며 남성(0.957점)이 여성(0.934점)에 비해 높은 점수

를 기록하고 있음

◦ 부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질 지수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0.945 0.957 0.934

연령

19-29세 0.975 0.973 0.977

30-39세 0.966 0.975 0.957

40-49세 0.955 0.954 0.956

50-59세 0.959 0.975 0.944

60-69세 0.893 0.936 0.868

70세 이상 0.870 0.899 0.841

소득

100만원미만 0.867 0.914 0.825

100-200만원 미만 0.924 0.932 0.917

200-300만원 미만 0.919 0.939 0.903

300-400만원 미만 0.946 0.955 0.938

400만원 이상 0.962 0.971 0.953

자료 : 마포구 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자료 분석
주1. 삶의 질 지수란 건강관련 삶의 질의 5가지 차원(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를 뜻함. 

[표 2-24] 마포구 계층별 삶의 질 지수(EQ-5D Index)1)

(단위: 점)

(6) 지역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 마포구민은 ‘ 중교통 만족도’(94.7%), ‘의료서비스 만족도’(90.5%), ‘전반적인 안전수

준’(87.7%) 순으로 지역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반면 ‘상호부조’에 한 긍정

적 응답률은 26.3%로 가장 낮았음

◦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안전수준’에 해 남성의 긍정적 응답은 91.1%인 반면 여

성은 84.7%로,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웃상호 신뢰감’과 ‘상호부조’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짐. 특

히 ‘상호부조’의 경우 19-29세의 응답(8.2%)과 70세 이상(47.4%)의 응답이 크게 차이남

◦ 한편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서는 전반적인 안전수준에 만족한다는 비율

이 84.1%,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82.4%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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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웃 
상호 

신뢰감

상호 
부조

전반적인 
안전수준

자연 
환경 

만족도

생활 
환경 

만족도

대중 
교통 

만족도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전체 73.3 26.3 87.7 68.3 86.5 94.7 90.5

성별
남성 76.5 26.7 91.1 70.1 89.6 96.2 90.1

여성 70.6 25.9 84.7 66.7 83.7 93.4 90.8

연령

19-29세 53.6 8.2 88.1 64.9 83.9 99.5 92.6

30-39세 66.9 13.9 83.7 59.0 81.4 92.8 85.2

40-49세 82.6 23.8 81.9 67.0 85.6 93.0 88.6

50-59세 80.4 36.8 91.4 69.6 88.7 96.5 94.5

60-69세 80.8 44.6 93.1 73.3 89.4 90.8 92.6

70세 이상 79.2 47.4 93.9 85.1 94.8 93.9 91.3

소득

100만원미만 78.9 28.5 84.1 64.8 79.5 97.1 82.4

100-200만원 미만 76.0 26.2 89.8 71.5 86.2 95.2 98.6

200-300만원 미만 64.3 27.7 79.0 64.2 77.8 96.2 85.6

300-400만원 미만 70.6 28.8 90.7 69.7 88.2 95.1 89.4

400만원 이상 74.8 24.8 88.6 68.7 88.4 93.9 91.0

자료 : 마포구 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자료 분석
주1. 지역의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율 = (지역의 사회 물리적 환경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의 수/ 

조사대상의 응답자 수) X 100

[표 2-25] 마포구 계층별 지역의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율1)

(단위: %)

(7) 사회활동 참여율

◦ 한 달에 한 번 이상 친목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마포구민의 비율은 50.7%로, 친목 활동

에 한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여가 및 레저 활동(49.2%)이 꼽힘

◦ 성별로는 남성은 ‘여가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친목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의 답변 중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3.5%로 전체 평균인 29.7%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임

◦ ‘여가 및 레저활동’은 20 와 30 에서 선호하는 사회활동이며, ‘친목활동’은 40  이상에

서 높게 나타남. 특히 60 에서는 그 비율이 76.1%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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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교활동 친목활동
여가 및 
레저활동

자선단체 활동

전체 29.7 50.7 49.2 7.7

성별
남성 25.4 47.4 52.0 7.1

여성 33.5 53.6 46.7 8.2

연령

19-29세 22.4 35.0 56.8 3.5

30-39세 17.5 32.3 50.0 6.7

40-49세 23.2 51.2 49.4 8.6

50-59세 40.6 66.5 52.4 9.8

60-69세 41.2 76.1 41.2 11.0

70세 이상 47.2 62.5 37.5 9.2

소득

100만원미만 29.7 43.0 38.9 8.5

100-200만원 미만 45.3 52.8 36.1 3.8

200-300만원 미만 36.3 42.9 37.6 7.3

300-400만원 미만 37.2 54.3 45.8 13.5

400만원 이상 23.8 51.3 55.3 7.0

자료 : 마포구 보건소, 2019 지역사회건강통계 원자료 분석
주1. 사회활동 참여율 = (한 달에 한 번(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조사 대상 응답자 수) 

x 100

[표 2-26] 사회활동 참여율1)

(단위: %)

(8)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 현황

◦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경험이 있는 마포구민의 비율은 9.7%이며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수

강료가 저렴해서 41.9%,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37.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11.8%로 남성 7.2%보다 많으며, 이용하는 주

된 이유에 해 여성의 46.9%는 ‘수강료가 저렴해서’를, 남성의 44.1%는 ‘가까운 곳에 위치

해서’라고 응답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민센터(자치회관)의 이용 경험이 늘어나며 60세 이상 구민의 이용경험

이 14.0%로 가장 많음. 1순위와 2순위를 제외하고 20 의 11.5%와 40 의 13.2%는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어서’ 주민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0세 이

상 구민의 10%는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 이용한다고 응답함

◦ 권역별로는 4권역(연남동, 상암동, 성산1동, 성산2동)의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경험이 

10.9%로 가장 많으며, 3권역(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의 이용률이 가장 낮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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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경험 

있음

이용하는 이유

수강료가 
저렴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에 

도움이되어서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전체 9.7 41.9 37.6 8.6 5.9 4.1 1.1 1.0

성
별

남성 7.2 32.3 44.1 8.7 5.5 6.3 0.8 1.6 

여성 11.8  46.9 34.2 8.6 6.2 2.9 1.2 0.0 

연
령

15-19세1) 4,3 50.0 33.3 0.0 0.0 16.7 0.0 0.0

20-29세 4.7 34.6 46.2 11.5 0.0 7.7 0.0 0.0

30-39세 5.5 41.7 44.4 5.6 5.6 2.8 0.0 0.0

40-49세 10.3 52.9 22.1 13.2 2.9 2.9 1.5 2.9

50-59세 10.7 42.2 48.4 4.7 1.6 3.1 0.0 0.0

60세 이상 14.0 38.2 37.1 8.8 10.0 4.1 1.8 0.0

권
역
2)

1권역 10.0  38.5 40.4 11.9 4.6 2.8 1.8 0.0 

2권역 9.0  41.2 45.6 4.4 5.9 1.5 1.5 0.0 

3권역 8.4  39.2 33.8 8.1 6.8 8.1 1.4 1.4 

4권역 10.9  47.1 32.8 8.4 6.7 4.2 0.0 0.8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주1. 주민센터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5-19세 구민은 총 6명임. 
주2. 1권역(공덕동, 도화동, 아현동, 용강동), 2권역(대흥동, 신수동, 염리동, 서강동), 3권역(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4권역(연남동, 상암동, 성산1동, 성산2동)

[표 2-27]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 경험 및 이유
(단위: %)

◦ 한편 주민센터(자치회관)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마포구민의 비율은 90.3%로 높음. 이용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44.6%, ‘관심이 없어서’ 30.6% 순으로 나타남

◦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성이 43.4%, 남성이 46.2%로 가장 많았

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음

◦ 10 와 60  이상에서 ‘관심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0

는 41.5%가, 60세 이상은 39.1%가 관심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함. 한편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40 (53.5%)에서 가장 많았음 

◦ 권역별로는 2권역 주민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1.5%로, 전체 

중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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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경험 

없음

주된 비이용 이유

시간이 
맞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이 
단조로워서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수강료가 
비싸서

전체 90.3 44.6 30.6 11.2 6.7 3.2 1.0 0.3 

성
별

남성 92.8 46.2 31.3 10.2 6.5 3.2 0.8 0.2 

여성 88.2 43.4 29.9 12.2 6.9 3.3 1.2 0.4 

연
령

15-19세 95.7 40.0 41.5 7.4 8.9 1.5 0.0 0.0 

20-29세 95.3 43.8 31.9 12.1 8.0 1.9 0.3 0.2 

30-39세 94.5 48.5 23.3 12.2 11.4 2.8 0.5 0.5 

40-49세 89.7 53.5 23.6 12.3 4.7 4.0 1.0 0.0 

50-59세 89.3 50.0 26.1 8.8 5.4 5.6 1.9 0.4 

60세 이상 86.0 35.6 39.1 11.3 4.8 2.7 0.9 0.5 

권
역
1)

1권역 90.0 45.1 32.5 9.5 7.5 3.4 0.8 0.1 

2권역 91.0 51.5 28.4 8.6 6.1 3.8 0.7 0.0 

3권역 91.6 40.5 31.9 14.1 5.8 3.6 0.9 0.5 

4권역 89.1 42.8 29.2 12.5 7.0 2.4 1.5 0.6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주1. 1권역(공덕동, 도화동, 아현동, 용강동), 2권역(대흥동, 신수동, 염리동, 서강동), 3권역(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4권역(연남동, 상암동, 성산1동, 성산2동)

[표 2-28] 주민센터(자치회관)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9) 여성친화도시 조성 1순위 

◦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9.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돌봄 지원’이 13.5%, 

사회 및 정치참여지원이 10.6%로 집계됨

◦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보육 돌봄 지원’은 30 에서 17%로 가장 높았고, ‘사회 및 정치참여 지원’은 10

에서 13.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은 40 에서 10.3%, ‘지역안전 강화’는 20 에서 

10.0%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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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보육돌봄
지원

사회 및 
정치참여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지역안전
강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여성
대표성 
강화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문화 여가 
체육시설 

제공

도시기반 
공공시설이
용 편의성

전체 49.3 13.5 10.6 9.2 6.5 2.9 2.0 1.9 1.9 1.6 

성
별

남성 50.9  13.0 11.5 8.6 5.8 2.6 2.6 1.7 1.6 1.3 

여성 47.5  14.1 9.6 10.0 7.4 3.3 1.3 2.2 2.2 1.9 

연
령

15-19세 40.1  10.2 13.2 10.2 4.7 5.2 0.8 2.8 6.7 2.7 

20-29세 43.1  12.8 12.2 10.2 10.0 2.8 2.7 1.7 2.1 1.7 

30-39세 46.4  17.0 8.7 9.8 7.9 3.5 1.2 1.9 1.6 1.2 

40-49세 50.8  13.7 10.5 10.3 4.6 2.4 2.0 1.0 2.4 2.2 

50-59세 53.7  11.8 9.8 8.0 6.2 2.6 2.6 2.8 0.9 1.1 

60세 이상 54.5  12.6 11.3 7.7 4.8 2.8 1.4 2.0 1.2 1.6 

권
역
2)

1권역 50.4 17.0 9.0 9.0 5.0 3.0 2.0 1.0 1.5 2.6

2권역 47.7 9.0 17.0 9.0 7.0 3.5 1.0 1.0 3.0 1.5

3권역 53.2 13 8.0 8.0 7.0 3.0 2.0 3.0 2.0 1.4

4권역 46.2 14 10.0 12.0 8.0 2.5 2.0 2.0 2.0 0.8

자료 : 마포구, 2019 마포구 사회조사 보고서
주1. 응답 중 ‘기타’는 제외함
주2. 1권역(공덕동, 도화동, 아현동, 용강동), 2권역(대흥동, 신수동, 염리동, 서강동), 3권역(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4권역(연남동, 상암동, 성산1동, 성산2동)

[표 2-29]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1순위1)

(단위: %)

5) 소결

◦ 마포구 인구는 총 374,035명이며 그 중 52.8%가 여성 인구임. 전체 인구는 지난 5년 간 

증감이 있었으나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마포구의 모든 행정동에서 여성 인구수가 남성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20  이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확인됨 

◦ 외국인 인구는 전체 마포구민의 3.1%로 이는 서울시 2.8%보다 높은 비율임 

‐ 외국인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용강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

음. 이처럼 마포구는 여성 비율이 높은 인구구성이 특징이므로 여성에게 적합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마포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7.8%로 서울시(33.3%)보다 높은 편이며 그중에서도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56.6%로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35.3%) ‘아플 때 응급상황 처’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음. 이러한 어려움은 여성 1인 가구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마포구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및 운영 방안 38

◦ 한편,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38.8%가 여

성 가구주로 집계됨. 그러나 여성 가구주의 월 평균 소득은 남성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 여성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음. 특히 100만원 미만의 소

득의 경우 여성은 31.2%인 반면 남성은 11.7%로 남녀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혼인과 조이혼율, 합계출산율은 서울시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합계출산율은 지난 5년간 

크게 감소하여 2019년 기준 0.68명으로 집계됨. 가사노동을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

하는 비율은 59.8%로 서울시(57.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에서 여성들이 주

로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비율이 71.5%로 나타나 여전히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가사노

동의 책임이 부과되고 있음

◦ 마포구의 총 사업체 수는 2018년 27,232개이며 그중 12,738개는 여성 표자의 사업체임. 

총 사업체수는 지난 5년간 증감이 있었으나 여성 표자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세임. 사업

체 수는 서교동에서 3,333개로 가장 많으며 여성 표자의 사업체 비율은 염리동에서 

39.8%로 가장 높음

‐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마포구에서 가장 많으며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은 ‘보건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3.3%)임. 종사상 지위별로는 ‘기타근로자’에서 여성이 종사하

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61.3%)

◦ 구직활동 경험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었으며, 주로 ‘ 중매체 구인광고’를 통해 구직

을 하고 있었음(29.8%). 다만 남성은 ‘민간취업 알선기관(25.9%)’을, 여성은 ‘공공취업알선

기관(26.7%)’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 남녀 모두 ‘희망하는 직종과 근로조건의 불일치’를 구직활동 시 큰 어려움으로 여기고 있

었으며 여성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관련교

육’(41.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한편 구의회의원 여성 당선율은 25.0%로 서울 전체(30.8%)보다 낮으며, 5급 이상 여성 관리

직 공무원 비율은 26.4%,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43.0%로 정치, 행정부문에서 여

성의 사회참여가 부족한 편임

◦ 마포구민 중 여성(34.9%)보다 남성(43.1%)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성별 차이는 커짐

‐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여성이 31%, 남성이 27.9%로 나타났으며 특히 40 와 50  여성에게 스트

레스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 역시 여성은 10.5%인 반면 남성은 4.5%로 나타났으며 20 에서 

가장 높은 것(10.9%)으로 나타남. 우울감을 느끼는 20  여성은 14.7%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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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맥락으로, 행복감 지수 역시 20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전반적인 삶의 질은 

남성(0.945)이 여성(0.934)보다 높다고 느끼고 있었음

◦ 마포구민은 ‘ 중교통’(94.7%)과 ‘의료서비스’(90.5%)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수준’(87.7%)

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상호부조’에 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낮았음(26.3%). 

‘전반적인 안전수준’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 한 응답이 각각 91.1%와 84.7%로 차이가 존

재함

◦ 마포구민 중 여성은 주로 ‘친목활동’에 참여하며(53.6%) 남성은 ‘여가 및 레저활동’에 참여

함(52.0%).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마포구민의 비율은 9.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7.2%)보다는 여성(11.8%)의 이용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남. 다수의 마포구민은 ‘시

간이 맞지 않아서’(44.6%)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함

◦ 마포구민의 49.3%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는 ‘보육･돌봄 지원’이 13.5%, 사회 및 정치참여지원이 10.6%로 집계됨 

‐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보육 돌봄 지원’은 30 에서 가장 높았고, ‘사회 및 정치참여 지원’은 10

에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은 40 에서, ‘지역안전 강화’는 20 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

어 연령별 정책 요구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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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포구 여성 관련 정책 현황

1) 마포구 여성정책의 중심 여성친화도시

(1) 여성친화도시의 이해2)

◦ 여성친화도시는 1990년  OECD와 UN 등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여

성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여성과 도시문제에 한 논의가 확산되어 

왔음

‐ 여성의 일상적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도시환경, 건설 등 도시 공간 부문에 한 성별 고

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80년 부터 도시정책의 성 주류화 차원에서 지역개발과 도

시건설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의 안전과 여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에 한 요구가 증 됨

에 따라 2009년 익산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친

화도시 조성에 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본격화됨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함 

‐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한 배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임 

‐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

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39조 1항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사

업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통해 이루어짐.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기준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파트너로 인증하여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과 목표에 부응하면서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성인지적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우리나라의 여성친화도시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92개 도시가 지정되었음

‐ 마포구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2017년 재지정 받음 

2) 여성가족부,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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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1단계 (2013~2017)3)

◦ 마포구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당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조성목표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를 반영하여 ‘성평등 정책 추

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돌봄과 소통의 마을공동체 형성’,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의 총 5가지의 핵심 목표를 세움

◦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1단계의 추진과제로는 비전 및 조성목표에 따라 ‘제도적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지원 확 ’, ‘생활환경 개선 강화’를 중심으로 설정함

‐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서는 법 제도의 성인지적 정비, 여성의 참여 제도화, 민관 행

정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주무부서의 위상 강화가 제시됨

‐ ‘인적자원 지원 확 ’에서는 여성의 취･창업 지원 체계화, 돌봄서비스 연계 및 여성 건강 

프로그램 다각화, 여성의 마을리더쉽 증진, 여성문화활동 확산이 제시됨

‐ ‘생활환경 개선 강화’는 무장애 거리 조성, 공공기관 접근성 증진 및 주거지역 안전 향상,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조성, 생태친화적 생활여건 조성 구성이 제시됨

[그림 2-8] 1단계(2013~2017)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자료 : 마포구, 2018,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

3) 마포구, 2018,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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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는 1단계(2013년~2017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로 ‘여성친화도시 법적추진 기반마

련’, ‘여성친화도시 행정 내 추진 기반’, ‘부서 간 협력을 위한 토 마련’, ‘민관 협력체계 기

반마련’을 들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 법적추진 기반마련’으로는 2012년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

례｣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5년 일부 개정함. 이외에도 

2013년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일부 개정했으며 2016년 ｢마
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등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해 왔음

‐ ‘여성친화도시 행정 내 추진 기반’으로는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을 중심으로 2012년 지

정이후 꾸준히 인력보강(3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해 왔

음. 2016년 7월 여성복지팀이 가정복지과 주무 팀으로 승격, 보다 주도적으로 여성정책

을 총괄해왔으며, 2017년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자를 ‘장기근무직위’로 지정･운영함

‐ ‘부서 간 협력을 위한 토 마련’을 위해선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정책 뿐 아니라 일자리, 시

설개선, 공간조성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서 간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마포구 

BSC 성과관리에 전부서 공통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등을 포함하여 정량 및 정

성 평가함 

‐ 전부서 전 직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증진시키고 구정의 주요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

진･개선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사

업의 운영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음

‐ ‘민관 협력체계 기반마련’은 마포구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큰 실적이라 할 수 있음, ‘마포

여성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으로서 마포여성

네트워크의 구성･운영 지원에 한 규정을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28조(여성네트워크)로 명시, 운영에 근거를 갖추었음

‐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공감  형성 및 주민홍보를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을 강조 함으

로써 2012년 처음 공개모집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함. 시민참여단은 마포여성네트워크, 

여성정책 관련 단체, 주부, 공무원 등 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

해 추가 모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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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2단계 (2018~2022)4)

◦ 2017년 정부정책인 여성가족부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이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이 수립되었음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정책수립과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처음 포함하였음

◦ 마포구는 이에 발맞추어 2017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과 함께 ‘2단계(2018~2022) 여성친화

도시’의 비전을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마포”로 제시함

◦ ‘2단계 여성친화도시’의 목표로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 ’, 

‘가족친화 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형 여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5  목

표를 설정함.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행정기반 강화, 민관협력체계 강화, 여성 표성 강화, 

양성평등정책 총괄기능 강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함

‐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 ’는 여성일자리 종합적･체계적 관리, 마포형 맞춤 일자리, 사

회적 경제조직 여성 참여 확  제시함

‐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선 가족친화 문화 확산, 지역사회 돌봄 확 를 추진과제로 제

시하였음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위한 추진과제로는 안전시스템 강화, 여성참여형 안전환경 조성, 

안전한 마포 조성 가이드라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설정함

‐ ‘여성친화형 여가 인프라 구축’은 지역사회 여성참여 확 , 여성 여가･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 생애주기 건강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

◦ 마포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

획의 수립), 제39조(여성친화도시)와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

획 수립),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 수립 등) 등을 기반으로 지역사

회 여건 및 구민의 정책요구를 수렴한 양성평등계획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반영하여 

‘2020년 양성평등정책(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현재 16개 추진과

제 아래 7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4)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마포구 ‘2020년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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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단계(2018~2022)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자료 : 마포구, 2020년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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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는 2019년 16개 과제 64개 사업 중 50개 사업 목표를 달성(78.1%)하였으며, 주요추

진성과로는 다음의 7가지 사업을 들 수 있음

   ❏ 여성 등 신체적 약자가 공공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여성친화 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서울시 최초) 

‐ 도시기반시설(보행로, 공원, 버스승강장)･공공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건축물)에 한 1

차적 기준 마련 

‐ 구민들은 여성 안심 사업으로 CCTV설치, 조명개선, 범죄예방설계 등을 선호(2019 마포

구 사회조사) → 포괄하는 자치구 차원의 권고기준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종합적 추진 위해 부서간 협업이 절실(2018 중장기계획 연구) → 

TF회의(13개 팀)를 통한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부서간 협업 진행

   ❏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가칭)여성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 마포구는 꾸준히 여성증가세이며 여성비율(52.7%) 또한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음 

(2019 행안부 인구통계)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인프라 필요성도 증  

‐ 現 마포구 치매안심센터를 활용, 여성들의 모임･공유 및 배움공간 마련

‐ 지역맞춤형 표사업으로서 여성센터의 역할 고민 (2018 중장기계획 연구) → 관내 여성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화 여성센터 아이디어 발굴 노력

   ❏ 주민과 행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

‐ 지역 여성단체 필요성 72.0%, 각종 모니터링단 필요성 69.4% 

‐ 구민참여단 : 교육 4회, 모니터링 4회 실시 → 마포둥이 모여라 축제, 주민센터 5개소, 

새우젓 축제, 관내 지하철역 5개소 모니터링 

‐ 마포여성네트워크 주도 젠더거버넌스 : 토론･간담회 3회 실시

   ❏ 마포여성이 안전한 ‘여성안심사업’ 운영 

‐ 여성에 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82.0% 응답(여성 88.8%, 남성 75.3%), 특히 여성

의 15.1%는 성추행·폭력 등을 실제 경험

‐ 마포구 2030여성비율(18.2%) 또한 서울시 전체 2위에 해당하므로(2019 행안부 인구통

계), 적극적 여성 안심사업 추진 필요

‐ ‘마포구 여성안심귀갓길’ 종합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 관리(11개 노선)

‐ 여성안심사업 운영 →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행복마을, 여성안심

화장실, 「안심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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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 

‐ 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 행정 내 공감  형성이 가장 어려움 

‐ 공무원 성인지교육 총 731명 실시 → 위탁교육 218명(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여성장

학재단), 자체교육 314명, 사이버교육 199명(서울시인재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성차별적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

‐ 총 140건 성별영향평가 실시 → 사업 28건 : 개선의견 8, 자체개선안동의 18,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 2, 법령 112건 : 개선의견 9, 원안동의 53, 제외 상 5 

2)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2단계 핵심사업 검토

◦ 마포구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 중점 추진분야를 양성평등정책(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강

화를 위한 부서간 협력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  추진,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역사

회돌봄 확 로 설정함

‐ 각각의 분야에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여성 표성 및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속, 취업 

관련 교육 및 정보 지원 사업, 상자별 맞춤 취업연계 지원 사업, 지역사회 돌봄환경 구

축, 아동 육아정책 활성화, 양육정책 강화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 상자별 맞춤 돌봄 확

, 여성친화형 돌봄환경 구축, 여성 안심사업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전년도에 이어 지속 중인 사업 42개에 신규사업 35개가 추가 되어 총 77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며 23개 부서가 참여하여 전체 41개 부서 중 5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앞에서 확인한 바 있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의 5  목표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

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 ’, ‘가족친화 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친화형 여가 

인프라 구축’에 세부사업 내용을 목표별로 나열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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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1.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1-1. 행정기반 강화

사업명 사업 내용

 양성평등(여성친화)을 위한 
부서 간 협력 활성화

- 성과관리 공통지표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부서 간 협력방안 모색 및 주요과제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TF운영

 (가칭)여성센터 설치 - 여성･가족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젠더폭력대응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구축

 여성친화도시 마포를 소개합니다 -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등 제작하여 “여성친화도시 마포” 운영 홍보

1-2. 민관협력체계 강화

사업명 사업 내용

 구민참여단 운영 내실화 - 여성친화도시교육 및 성인지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영역 확대 운영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 마포여성네트워크 및 젠더 거버

넌스 활성화 *신규

- 마포지역 여성 활동가 발굴 및 관계망 구축
- 성평등･ 여성친화도시 관련 월례회의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이슈 발굴 및 공론화, 정책 

제안
- 시민주체 형성, 성인지 정책현장활동, 성인지 정책개선안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
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신규

- 마포지역 청년 활동가 발굴 및 관계망 구축
- 마포구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에 관한 의제 발굴･ 제안

1-3. 여성 대표성 강화

사업명 사업 내용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 확대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 확대
- 여성관리직 공무원의 주요부서 보직 배치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달성

- 부서별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원칙 적용
- 인사･도시계획･건축 등 여성참여 비율이 낮은 부문의 여성위원 위촉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활용하여 위촉 비율 제고

 주민자치회 여성참여 확대 *신규 -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 자발적 참여로 마을의제 선정
- 주민총회 개최를 통한 주민자치사업 및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기 선정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및 주민세 활용 지원사업 실행

1-4. 양성평등 정책 총괄기능 강화

사업명 사업 내용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환류 
강화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별적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및 성인지 예산에 반영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 성인지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외국 성인지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 동향과 사례 
등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 제공

 양성평등 기금 운영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 및 안심환경 구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 
제고

- 기념식, 연구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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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2. 여성의 경제 ･ 사회 참여 확대

2-1. 여성 일자리 종합적 ･ 체계적 관리

사업명 사업 내용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구인구직연계 및 지역 산업연계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인턴십 훈련, 지역 고용네트워크 구축 을 통한 
지역고용활성화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 여성 취･창업 컨설팅 및 여성능력개발 특강
-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 공모사업
-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친화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권익실현
- 마포구 노동실태 연구조사 사업
- 노동 인권 교육사업

- 노동문화 ･복지 사업
- 노동네트워크 구축 사업 

2-2. 마포형 맞춤 일자리

사업명 사업 내용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규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지역자원활용형(1유형), 지역기업연계형(2유형), 지역공간개선형(4유형)

 마포 노인･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신규

-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1인 창조, 중장년 여성기업 지원 
*신규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1인 여성 창업자들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장비, 경영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회 제공

 지역주도형 남녀 청년일자리 사업 

활성화(2기) *신규
- 관내 거주하는 남녀청년 무직자에게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마을활력소 사업 

기획’ 및 ‘새터민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조’ 일자리 경험 제공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신규 -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마포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 마포구 문화 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한 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

 마포 50+ 남녀 행복아카데미 운영
*신규

- 조기은퇴, 노후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직종체험 및 
정보습득의 기회 제공 

 남녀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참여 아카데미 *신규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 및 기존창업자의 경영개선 기회 제공에 더불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 제공

2-3. 사회적 경제 조직 여성 참여 확대

사업명 사업 내용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신규 - 공공구매 종합정보시스템에 여성기업 구매실적 입력･관리 통해 여성기업의 활동 적극 
지원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조성

- 마을공동체 맞춤형 공간 조성
- 여성리더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젝트 
*신규

- 마포구 내 일자리 전담기관 연계 취약계층 여성대상 단계별 맞춤 창업지원
- 컨소시엄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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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3. 가족친화환경 조성

3-1. 가족친화문화 확산

사업명 사업 내용

 양성평등한 건강가족 기업 확산
-서울 가족학교 운영

- 생애주기･가족형태･주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통해 가족 내 소통･공감 증진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의날 운영 -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 운영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속적 유지

3-2. 지역사회 돌봄 확대

사업명 사업 내용

돌
봄

환
경
구
축

 마포 주민을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 
*신규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중장년가구 대상으로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를 비롯한 8대 서비스 제공

 마포남녀 1인가구를 위한 모바일 

안부콜! 안심케어 서비스 추진 *신규
- 안부전화 수신여부 및 직접 방문 통해 고독사 예방 및 효율적 모니터링 시행

 중장년층 남녀1인가구를 위한 

더-이음 사업 *신규
- 민･관･주민 사회연대를 통해 고위험 1인 남녀 중장년가구의 보건･복지･돌봄 연결
-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코디네이터 연결하여 건강검진, 자조모임 등 

제공

영
유
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
동
･
청
소
년

□10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11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 *신규

□12 마포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신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신규

□14 경로당 활용 아동돌봄 추진 -경로당 꾸러기방 *신규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노
인

□1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신규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6 남녀 독거노인 결식예방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 *신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17 여성장애인 돌봄지원

-홈 헬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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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4.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1. 안전 시스템 강화

사업명 사업 내용

 여성안심사업 활성화
-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서비스, 

안심화장실, 안심이앱

-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안심화장실, 안심이(앱)의 여성 안심사업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여성이 안전한 마포’ 조성

 방범용 CCTV확충 및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 방범(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
-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 연대로 지역 안전망 
강화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여성이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주거취약 남녀가구를 위한 

마포하우징사업 *신규
- 긴급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제공
-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4-2. 마포형 맞춤 일자리

사업명 사업 내용

 구석구석 안전지킴이 –시민순찰대 

운영 *신규
-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관내 경찰서와 유기적 협력 수행
-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삶 도모

 여성안심 다님길 순찰대 운영 - 여성단체 중심으로 마을 내 여성이 다님길의 여성안전 시설물 및 여성이용 취약시설 점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노후･불량한 보도블록 및 도로조명시설물의 개량･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 주민의견 반영하여 노후화되고 있는 골목길의 정주환경 개선
-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 추진

4-3. 사회적 경제 조직 여성 참여 확대

사업명 사업 내용

 안전 그물망 마포안전체계 구축 -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재난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 폭염 및 한파 예방 대책 추진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운용 *신규
- 여성을 비롯한 신체적 약자가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기준 

제공
- 여성친화도시 공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의 분석자료로 활용
-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마포구의 공공시설 권고기준 완성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 관내 공공건축물(경로당, 어린이집, 동주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통해 위험요소 
제거 및 불편사항 개선

4-4.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명 사업 내용

 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교육 실시

- 대상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 추진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전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2차 피해 예방 및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관련 지원 시설 등으로 연계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및 피해배상청구 등 법률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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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5. 여성친화형 여가-인프라 구축

5-1. 지역 사회 여성참여 확대

사업명 사업 내용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

- 여성친화도시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 관점에서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방향 제시
- 활동가 양성･역량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실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등 모니터링
- 어린이집 컨설팅 실시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운영 *신규
- 동주민센터 자원봉사캠프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특화 자원봉사프로그램 ‘V-프로젝트’ 

사업 및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운영

5-2. 여성 여가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

사업명 사업 내용

 여성친화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문해자 및 저학력 여성 성인문해교육
-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 등을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
-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함께하는 여성친화형 프로그램 운영

 여성친화 ･ 육아지원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 북스타트와 영유아 대상 생애주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북스타트 연계 여성친화 및 육아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실시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다문화-비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신규

- 다문화와 비다문화 부모대상 교류활동 촉진프로그램 및 자녀돌봄 프로그램
- 참여자 가족 자조모임 활동 지원

5-3. 생애주기 건강 지원

사업명 사업 내용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신규 - 가임기 남녀 사전 예방적 건강지원

 난임여성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일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지원

 출산 준비교실 운영 *신규 -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법,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등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저소득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마포 남녀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신규

- 경제 불황 취업난 등 사회적 요인으로 심리적 어려움 겪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심리적 안전망 구축

 여성친화형 스트레스･우울 

예방교육 및 상담지원 *신규
- 우울증 위험군 여성 스트레스 및 우울증 예방 교육
- 고위험군 여성에게 전문 상담 및 의료비 지원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사업 *신규
- 아동과 학부모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정보 및 생활안전 교육 제공

□10 여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여성 배구교실 및 여성 축구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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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추진과제
(16개)

세부사업
(77개)

비고

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1 행정기반강화

양성평등(여성친화)을 위한 부서 간 협력 활성화 기존

(가칭)여성센터 설치 기존

여성친화도시 마포를 소개합니다 기존

1-2 민관협력 체계 강화

구민참여단 운영 내실화 기존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마포여성네트워크 및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

기존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신규

1-3 여성대표성강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확대 기존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달성 기존

주민자치회 여성참여 확대 신규

1-4
양성평등 정책 
총괄기능 강화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환류 강화 기존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기존

양성평등 기금 운영 기존

양성평등 주간 계기 성평등 의식 제고 기존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2-1 
여성 일자리 종합적 
체계적 관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기존

여성 취･ 창업 지원 강화 기존

여성친화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2-2 마포형 맞춤 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규

마포 노인･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신규

1인 창조, 중장년 여성기업 지원 신규

지역주도형 남녀 청년일자리 사업 활성화(2기) 신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신규

마포 50+ 남녀 행복아카데미 운영 신규

남녀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참여 아카데미 신규

2-3 
사회적 경제조직 
여성참여 확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신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조성 기존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프로젝트 신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3
가족

친화환경
조성

3-1 가족친화문화 확산

양성평등한 건강가족 기업 확산
-서울 가족학교 운영

기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의날 운영 기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기존

3-2 지역사회 돌봄 확대

돌봄환경 
구축

마포 주민을 위한 돌봄SOS센터 사업 신규

마포남녀 1인가구를 위한 모바일 안부콜! 
안심케어 서비스 추진

신규

중장년층 남녀1인가구를 위한 더-이음 사업 신규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존

국공립 유치원 확충 신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존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기존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기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기존

[표 2-30] 2단계(2018~2022)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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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추진과제
(16개)

세부사업
(77개)

비고

아동 
청소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기존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 기존

마포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기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신규

경로당 활용 아동돌봄 추진 -경로당 꾸러기방 기존

노인 
장애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신규

남녀 독거노인 결식예방 및 사회적 관계망 확대 신규

여성장애인 돌봄지원
-홈 헬퍼 서비스

기존

4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4-1 안전 시스템 강화

여성안심사업 활성화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배서비스, 안심화장실, 안심이앱

기존

방범용 CCTV확충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기존

아동여성안전 연대로 지역 안전망 강화 기존

주거취약 남녀가구를 위한 마포하우징사업 신규

4-2
여성 참여형 안전환경 
조성

구석구석 안전지킴이 –시민순찰대 운영 신규

여성안심 다님길 순찰대 운영 기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존

신규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4-3
안전한 마포조성 
가이드라인

안전 그물망 마포안전체계 구축 기존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운용 신규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기존

4-4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교육 실시 기존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강화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존

5
여성친화형
여가인프라

구축

5-1
지역사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 기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기존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운영 신규

5-2
여성 여가문화 콘텐츠 
발굴육성

여성친화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존

여성친화 ･ 육아지원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기존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다문화-비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신규

5-3 생애주기 건강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신규

난임여성 지원 강화 기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신규

출산 준비교실 운영 신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존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기존

마포 남녀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신규

여성친화형 스트레스･우울 예방교육 및 상담지원 기존

건강정보&생활안전체험관 운영사업 신규

여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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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설치

(1) 마포구 여성센터 조성의 개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추진된 여성친화도시에 마포구는 2012년 

최초지정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비전으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2017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어 ‘같이 만들고, 함

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마포’를 비전으로 양성평등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각분야

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임

◦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는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목표인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① 마포구 여성센터 조성 제안

◦ 마포구 여성센터는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를 통

해 제시되었음

‐ 마포구는 2017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 재지정되면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

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 위 연구에서 5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첫 번째 과제 

‘행정기반 강화’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마포구 여성복지센터 건립, 운영’이 제시됨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적 역할 수행 및 마포구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관을 목표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사업운영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역할로서 기관 건립을 

제안함

② 민선7기 공약사업

◦ 마포구 여성센터는 이후 민선7기 공약사업인 ‘성폭력 신고 및 여성권익을 위한 여성센터 설

치’로 맞물리면서 사업에 추진력이 더해짐

‐ 여성센터는 민선7기 공약사항에 전략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도시’의 정책목표

인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설정됨

‐ 민선7기 공약에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여성친화도시 사업운영의 기반 및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성폭력 신고 및 여성권익’으로 방향성이 달라짐

‐ 여성폭력피해(성폭력 포함) 신고는 기존에 ‘여성긴급전화 1366’이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

만의 성폭력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어 신고는 기존 신고센터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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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하되 젠더폭력 상담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성 평등사업을 추진하는 센

터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됨

‐ 마포구 여성센터는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다양한 젠더폭력 응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구

축’으로 사업 목표를 재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

③ 여성센터 설치 계획의 수립

◦ 2019년에 들어서면서 여성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

‐ 마포구는 2019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센터(10개소) 및 타지자체 우수센터 벤치마킹’을 시

작으로 여성가족부네 ‘여성친화도시 공간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내 여성단

체·네트워크 및 여성시설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새로운 곳으로 이전이 예정된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으

로 ‘(가칭)여성센터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됨

(2)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개요 

◦ 여성센터 설치계획이 ‘現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가칭)여성센터 설치 기본계획’으로 명명된 

것은 마포구민에 의견을 반영한 결과임

‐ 마포구청 여성가족과는 여성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마포여성네트워크가 주관한 ‘여성센터

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의 집담회를 참석해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여성센터 조성에 관심 있는 마포구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이 집담회에서 여성센터 명칭에 

한 정책요구가 있었음

‐ 센터의 명칭을 ‘여성센터’로 확정할 시 이분법적 시야에 사로잡혀 성 평등을 위한 시설이 

아닌 문화･교양 강좌로 이루어진 기존의 여성센터와 같은 맥락의 시설로 한계가 생길 것

을 우려해 기능과 역할에 따른 명칭의 필요성이 요구됨

‐ 마포구는 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후 센터 개관에 맞추어 센터 명칭을 공모 하기로하

고 여성센터 설치의 기본계획부터 구민들에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現 치매안심센터를 활

용한 (가칭)여성센터 설치 기본계획’으로 명명함

‐ 구민들의 여성센터 명칭에 한 정책요구는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이 한 종류의 성별

이 아닌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두를 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라

는 것에 기초한 사항으로 사료 됨. 위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기초계획부터 반영한 것은 

주민참여로서 의미가 있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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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제도적 근거

◦ 마포구 여성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와 ‘서울특별시 마

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여성시설의 설치·운영)’이 법률적 근거가 됨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

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는 성별을 이

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는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다양한 젠더폭력 응강화를 위한 거점센

터 구축’을 목표 설치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위 조항들을 법률적 근거로 함

구분 조례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여성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31]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제도적 근거

②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추진방향

◦ 기본계획상에 (가칭)여성센터 추진방향은 사회적 약자에 한 폭력 즉, 젠더폭력 응 플랫

폼과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 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활동 지원 다목적 회합 

장소 제공을 기본 골자로 함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가족 관련 커뮤니티가 아직 부족하며, 특히 여성들이 정치적·문화

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 됨에 따라 ‘양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거점 구축’을 첫 번째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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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 한 폭력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그 범위와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시한 여성, 즉 사회적 약자에 한 폭력에 능동적으로 응하

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젠더폭력 및 가족 문제를 치유하고 양성평등의 삶을 생활 속

에 정착시키는 플랫폼 역할의 신개념 여성가족센터 조성’하고자 추진 방향을 설정함

‐ 주민설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 회

합 장소’의 구성을 추진 방향으로 내세움 

구분 추진방향

배움공간
공유공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거점 구축

상담공간
사무공간

젠더폭력 및 가족 문제를 치유하고 양성평등의 삶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플랫폼 
역할의 신개념 여성가족센터 조성

모임공간 여성·가족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 회합 장소 마련

자료 : 마포구청 내부자료

[표 2-32]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추진방향

③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설치 예정지 현황

◦ 현재 마포구 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여성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짐

‐ 지하 1층, 지상 4층(옥상포함)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여 모임공간, 나눔 및 소통공

간, 배움 및 공유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며, 전문가 및 주민의견

에 따라 시설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에 일방적인 시설조성이 아닌 주민

참여의 창구를 열어두었음

‐ 모임공간은 독서하고 차를 마시는 ‘열린 북카페’와 여성·가족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다목

적 회합실･사무실’을 나눔 및 소통공간에는 젠더폭력 및 가족문제, 여성 일자리에 한 

개인 및 집단 상담이 가능한 ‘상담실’을 설치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였으며, 배움 및 공유공간 구성으로는 성인지·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공간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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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위  치 : 마포구 흥로 122 

◦ 현용도 : 現 마포구치매안심센터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토지면적 447㎡, 연면적 624.2㎡

  [사용승인일: ‘78.10.31. → ’91.4.17.증축(85.7㎡) → ‘08.8.13.증축(85.7㎡)]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정면

사무실 옥상정원 

⧠ 층별 배치계획(안)

구분 연면적 활용 배치(안)

계 624.2㎡ ※ 연면적 624㎡ = 전용면적 480㎡ x 1.3

4층(옥상) 33.02㎡ 옥상 정원

3층 178.82㎡ 배움 및 공유공간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2층 178.82㎡ 나눔 및 소통공간 (상담실, 사무실)

1층 178.82㎡ 모임공간 (북카페, 다목적실)

지하1층 54.72㎡ 창고

※ 층별 배치계획(활용용도 포함)은 의견수렴, 설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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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계획(안)

  시설 구성 : 모임공간, 나눔공간, 소통공간, 배움공간, 공유공간 

◦ 모임공간‐ 여성과 가족이 독서하고 차를 마시는 열린 북카페     ‐ 여성·가족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다목적 회합실·사무실        

◦ 나눔 및 소통공간‐ 젠더폭력 및 가족문제, 여성 일자리 상담실 설치(개인·집단상담)‐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 배움 및 공유공간‐ 성인지·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강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간담회, 토론회, 스터디 등) 공간 

⧠ 사업비

◦ 소요예산(추정) : 1,240백만원(구비)

◦ 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검토

구 분 신축 사업비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비
설계용역비 202,461,000 56,114,000

공사비 3,462,935,000 1,123,721,000

감리비 34,459,000 12,515,000

본인증용역비 및 수수료 15,433,000 0

시설부대비 9,349,000 3,034,000

총 사업비 3,724,637,000 1,195,384,000

  

 □ 주요성과

◦ 운영방안 및 전략 수립‐ 2019. 1 ~ 3월 : 서울시 자치구 여성센터 10개소 벤치마킹‐ 2019. 2 ~ 10월 : 여성시설 관계자 및 관내 여성단체·네트워크 등 의견 수렴‐ 2019. 10. 15. : 고양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및 여성회관 벤치마킹‐ 2019. 11. 1. : 여성센터 역할 관련 마포여성네트워크 집담회 개최‐ 2019. 11. 14. : (가칭)여성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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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성 활동 지원기관 및 단체

1) 공공분야

◦ 마포구의 여성･가족 관련 기관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꽤 많은 수가 존재함. 하지만 이 기

관들은 평생학습, 경제･일자리, 어르신･가족(다문화 포함)･장애인･청소년･아동･돌봄 등의 

복지, 문화･체육･예술 분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운영되고 있음. 여성과 관련한 프로그램들

은 상당수 운영 중이나 여성을 상으로 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 기관은 여성 취･
창업과 일자리, 십 여성건강에 관련 기관만이 유의미한 상황임. 이마저도 마포에서 자체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의 기관이 마포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여성 활동 지

원을 테마로 하는 기관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기관만 면밀히 살펴보고 나머지 기관들은 큰 단위

로 분류해 구분하고자 함

(1) 여성 취･창업 및 일자리

◦ 마포구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 취·창업 및 일자리관련 기관은 마포구 도화동에 소재한 ‘서울

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과 마포구 용강동에 소재한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이 외에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와 마포구 창업복지관 내에 창업보육센터, 고용복

지지원센터, 마포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취·창업 및 일자리 복지

를 지원하지만 여성을 상으로 특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님. 그로인해 거시적 

관점에선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을 의미하는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두를 상

으로 하는 복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①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은 마포구 마포 로 89(도화동, POST TOWER) 7층 에 위치하

고 있으며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 조정, 평가, 지원 기관으로, 일

자리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의 직업능력과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음

◦ 설립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와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

례 제17조(경제활동참여 촉진) 및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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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이며, 설립목

적은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

괄･조정･평가 및 지원,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임

◦ 운영법인은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으로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장하에 기획팀과 사업

팀으로 나누어 기획팀은 ‘광역새일(서울여성새로일하기)’팀을 사업팀은 1:1맞춤 취업상담 사

업인 ‘일자리부르릉’을 맡고 있음. 운영인력은 기획팀 6명(팀장 1명, 과장1명, 주임 3명, 연

구원 1명), 광역새일팀 8명(팀장1명, 사원7명), 사업팀 8명(팀장 1명, 과장 3명, 주임 1명, 

연구원1명, 사원 2명), 일자리부르릉 7명(매니저 2명, 상담사 3명, 기사 2명)으로 총 29명임

[그림 2-10]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조직도

자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 운영사업은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기능으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여성

일자리 거버넌스,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 정보망, 서울우먼업 통합홍보, 여성인재 아카데미

를 더 좋은 여성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서울시 여성일

자리 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 청년여성 원.더.풀(원하는 일로 더 

나은 삶 만들기 풀(POOL) 프로젝트), 서울시 여성 세 별 일자리 수요 조사 및 직업훈련 

모델 개발 연구, 서울시 여성의 교육현황 및 일자리 창출 연계성과 고용유지 현황 등 정책연

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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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기능 더 좋은 여성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 정보망
청년여성 원.더.풀(원하는 일로 더 나은 삶 만들기 풀

(POOL) 프로젝트)

서울우먼업 통합홍보
서울시 여성 세대별 일자리 수요 조사 및 직업훈련 모델 

개발 연구

여성인재 아카데미
서울시 여성의 교육현황 및 일자리 창출 연계성과 고용

유지 현황 등 정책연구

자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표 2-33]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사업

②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민간위탁시설인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운영하고, 서울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합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광역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경력개발형 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새로

일하기센터 24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내에 위치한 서울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시 27개 새일센터의 통합허브임

[그림 2-11] 서울특별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도

자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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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업은 서울시 새일센터 통합·허브의 역할로서 서울시 일자리 관련 기관 전문가 협력망 

구축, 기업 인사담당자 연결망 구축 및 협약, 서울시 27개 새일센터 실무자 협의회 운영하고, 

서울시 새일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새일센터 종사자 아카데미 & 워크숍, 새일센터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사업으로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직장문화개선사업, 

경력단절예방사업 협력망 구축, 경력단절예방 공동캠페인 운영, 서울지역 일자리 수요조사

를 실시함. 새일센터 통합프로젝트는 새일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통합 홍보, 새일센터 우

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지원, 취·창업 우수지역 특화사업 발굴 프로젝트 등을 운영 중에 있음

구분 사업내용

서울시 새일센터 통합·허브
- 서울시 일자리 관련 기관 전문가 협력망 구축
- 기업 인사담당자 연결망 구축 및 협약
- 서울시 27개 새일센터 실무자 협의회 운영

서울시 새일센터 역량 강화
- 새일센터 종사자 아카데미 & 워크숍
- 새일센터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

경력단절예방사업

- 경력단절예방상담·컨설팅
- 직장문화개선사업
- 경력단절예방사업 협력망 구축
- 경력단절예방 공동캠페인 운영
- 서울지역 일자리 수요조사

새일센터 통합프로젝트
- 새일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통합 홍보
- 새일센터 우수사례 공유 및 컨설팅 지원
- 취·창업 우수지역 특화사업 발굴 프로젝트 

자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표 2-34]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③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는 마포구 토정로35길 17(용강동 70-2)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1986년 마포부녀복지관으로 개관하여 1996년 시조

례 제3328호를 통해 중부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행복중심생협연합회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

◦ 여성의 자기성장을 종합지원하는 평생파트너로서 여성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각자의 정신

적, 육체적, 감성적 잠재력의 개발과 다양한 직업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 주기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조화를 모색해 삶의 기반인 지역 안에서 배움이 일이 되고, 취미가 일이 되는, 생활과 밀착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위해 노력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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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위치도

자료 :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 운영은 교육팀, 취･창업팀, 관리팀으로 나누어 교육팀은 정규교육과정 운영(직업교육, 생활문

화교육, 지역복지사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

카드제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미래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취･창업팀은 취･창업, 중장년취

업, 취업성공패키지로 분야를 구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지원, 정규과정 취업지원사

업, 고령자인재은행, 어르신사회활동지원,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며, 관리팀은 회계 및 예산

관리, 인사관리, 총무, 시설관리, 시설물 점검, 환경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을 맡고 있음

[그림 2-13]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조직도

자료 :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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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은 ‘여성과 함께 성장하는 중부’를 슬로건으로 교육팀, 취･창업팀, 관리

팀별 4~5개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 중임. 교육팀은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맞춤 직업교육 개발 및 운영, 서울시 특화사업 운영, 직업교육부터 취창업지원까지 통합 로

드맵 제시,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열린 중부 특강’ 운영, 일하는 여성 지원 강화

사업으로 직무능력교육 확 를 사업목표로 하고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수요에 바탕한 직업

교육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내세움. 취･창업팀의 사업목표는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맞춤 일자

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규과정 취업특화반 및 일자리협력망회의 확 운영, 성장단

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여성의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시스템 확 , 지역 내 여성일자리 중

심기관 역할 강화로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맞춤 취창업지원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하고있음. 

관리팀은 지역홍보 강화, 직업교육 네트워킹 강화, 직무별 역량 강화, 시설 쾌적성 증 를 

사업목표로 삼고 추진전략으로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지원기관으로서 시설 및 조직 역량 강

화를 내세움

구분 교육팀 취･창업팀 관리팀

사업
목표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맞춤 직업
교육 개발 및 운영

-서울시 특화사업 운영
-직업교육부터 취창업지원까지 
통합 로드맵 제시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
는 ‘열린 중부 특강’ 운영

-일하는 여성 지원 강화사업으로 
직무능력교육 확대

-여성 생애단계 유형별 맞춤 일자
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규과정 취업특화반 및 일자리협
력망회의 확대운영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여성의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시
스템 확대

-지역 내 여성일자리 중심기관 역
할 강화

-지역홍보 강화
-직업교육 네트워킹 강화
-직무별 역량 강화
-시설 쾌적성 증대

추진
전략

여성 생애 단계 유형별 수요에 바
탕한 직업교육 강화

여성 생애 단계 유형별 맞춤 취창업
지원 강화

여성 생애 단계 유형별 지원기
관으로서 시설 및 조직 역량 강
화

자료 :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표 2-35]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 국비지원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음.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직업 기초

교육(탐색), 직업교육(전문), 직무능력향상교육(심화), 생활문화교육을 국비지원 교육은 직업

능력 개발훈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서울시 여성 미래 일자리 발굴 및 확

산 사업을 운영 중임. 창업과 취업의 기초가 되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자격증 비강좌, 재직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까지 단계를 나누어 심화 

과정까지 탄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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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내용

교육 프로그램

직업 기초교육(탐색)
취･창업에 필요한 취업의식교육과 기초지식교육으로 
컴퓨터, 직업탐색 및 상담, 소양교육 등의 강좌운영

직업교육(전문)
취･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전문심화 강좌와 자격증 대비강좌 운영

직무능력향상교육(심화)
재직자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이･전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한 강좌운영

생활문화교육
잠재된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고 자기개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식, 기술을 익히는 강좌운영

국비지원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고용노동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재직자 근로자 
카드 발급자 대상 교육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지원을 받아 미취업자 대상으로 
지역 특화사업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

서울시 여성 미래 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

서울시 지원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양질의 현장 맞춤형 교육 
진행 및 취창업 연계

자료 :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표 2-36]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교육프로그램 및 국비지원교육

◦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복지, 취업지원, 창업지원 사업들이 있음. 지역복지 사업으로는 무료 한

글교실, 실버 컴퓨터 교실, 실버 영어 교실, 열린중부특강, 여성코워킹 공간 여를 추진 중이

며, 취업지원 사업은 수강생 취업 지원,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성공패키지, 고령자인

재은행, 노인일자리사업, 체인력지원사업 등을 창업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운영지원,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창업아카데미를 운영 중임

지역복지 취업지원 창업지원

- 무료 한글교실, 실버 컴퓨터 교실, 
실버 영어 교실

- 열린중부특강
- 여성코워킹 공간대여

- 수강생 취업 지원
-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고령자인재은행
- 노인일자리사업
- 대체인력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
제조직 설립 및 운영지원

- 창업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 창업아카데미 운영

자료 :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표 2-37]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주요사업

◦ 교육 상은 서울시 거주 여성을 기본으로 서울시 인근지역 거주 여성 및 남성 모두를 상으

로 함. 일부 강좌는 여성만 가능하지만, 그 외 프로그램은 정원의 20%에 한하여남성도 수강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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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여성센터 내 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상으로 집단상담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인턴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사후관

리 사업, 동행면접 등의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④ 마포창업복지관

◦ 마포창업복지관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 16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039.04㎡(2,132평), 지 2,448.9㎡(742평), 지하1층/지상6층 규모로 2007년 6월에 준

공되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운영 중인 복지시설임

◦ 주요 입주시설로는 고용복지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지역자

활센터가 있으며,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

리 창출 도모를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 등에게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경영 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는 경쟁고용 힘든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자활센터

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 향상 지

원을 목적으로 함

◦ 각 입주시설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고용복지지원센터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취업

기술훈련 및 인턴십사업,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을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사무공간 

여, 창업관련 경영 및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

인 제과제빵, 청소용역, 소독방역 등을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자활역량교육 등을 운영 중임

구분 고용복지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시설
목적

예비 창업자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
고, 경영 지도 등 종합적
인 지원을 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직업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도모

경쟁고용 힘든 장애인들
의 직업재활을 위해 서
비스 제공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 향상 지원

사업
내용

o 예비창업자 사무공간 
대여

o 창업관련 경영 및 
교육지원 등

o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o 취업기술훈련 및 
인턴십사업

o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 등

o 장애인 제과제빵
o 청소용역
o 소독방역

o 자활근로사업
o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o 자활역량교육 등

자료 : 마포구청 홈페이지

[표 2-38] 마포창업복지관 입주시설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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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창업복지관 내 위치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중부여성발전센터와 같이 취업역량강화사업, 일자리연계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복지통합지원사업, 사회경제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여러분야의 취･창업

분야의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음. 마포구가 운영하는 중부여성발전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 상이 여성에만 집중되어있기보단 마포구민을 상으로 고용･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

(2) 여성 건강･생활체육

◦ 공공분야에서 여성만을 상으로 하는 건강과 생활체육 관련 기관이나 시설은 어디서나 찾

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님. 공공기관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건강･체육 관련 시설들처

럼 여성 전용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하

는 건강 관련 시설은 보건소가 표적이나 마포구에는 ‘서울시립 십 여성건강센터’가 서교

동에 위치하고 있음. 십 여성건강을 표방한 이 센터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해 설립되었음

①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 서울시립 십 여성건강센터는 마포구 어울마당로 5길 34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법인 ‘막달레나 공동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이전에는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자

리하고 있었음. 십 여성건강센터의 전신인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기관이었음. 새롭게 개관한 십 여성건강센터는 초점을 십  여성 청소년으로 바꾸어 성폭

력, 성병, 임신, 성매매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십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교육, 

심리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하여 운영 중임

◦ 십 여성건강센터는 무료진료, 심리지원, 성건강교육, 교육연극, 나눔, 소행성, 성건강채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무료진료는 여성의학과, 치과, 체의학과, 예방접종, 성건강상담, 

몸펴기운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지원으로는 정신보건상담, 원예프로그램, 함께 식사

하는 보미밥상을 운영 중임. 성건강교육은 소규모 성건강교육과 찾아가는 성건강교육을, 교

육연극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 교육연극을 공연중에 있으며, 나눔사업으로 여성위생용품지

원, 기초생활물품지원, 안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소행성은 소녀들의 행복한 성

건강프로젝트의 줄임말로 십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을, 성건강채널은 여

성건강과 관련한 F&A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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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내용

무료진료 여성의학과, 치과, 대체의학과, 예방접종, 성건강상담, 몸펴기운동 

심리지원 정신보건상담, 원예프로그램, 함께 식사하는 보미밥상

성건강교육 소규모 성건강교육, 찾아가는 성건강교육

교육연극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 교육연극

나눔 여성위생용품지원, 기초생활물품지원, 안경지원

소행성 십대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성건강채널 여성건강 관련 F&A 인터넷 페이지 운영

자료 :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 홈페이지

[표 2-39]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사업

◦ 십 여성건강센터는 단순히 성폭력 피해 십  여성을 상으로 한정 짓고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십  여성 청소년들에게 스스로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 교

육, 심리적 지원 등 종합적 건강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관이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됨

② 마포구 생활체육시설 및 여성 체육사업

◦ 마포구의 표적인 체육시설로는 마포구민체육센터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망원유수지 체육

시설, 난지천 인조잔디 축구장,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등이 생활체육시설로 자리잡

고 있음

‐ 마포구민체육센터에는 체력을 측정･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스포츠복지 서

비스를 제공하는 마포체력인증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배드민턴, 볼링, 탁구, 헬스, 단체

트레이닝, G.X룸, 농구, 요가/필라테스, 리듬체조, 바른자세척추운동, 댄스교실, 풋살 등

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마포구민 모두를 위한 체육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마포구는 체육사업으로 총 30여 종목에 달하는 생활체육 회를 개최 및 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체육사업 중 하나인 마포여성축구단의 운영은 여성 체육사업의 표라고 할 수 있음. 

1999년 “신문선과 함께하는 마포구여성축구교실”로 개강한 이래 2000년에 창단하여 현

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서울시 여성축구교실 리그전’에서 북

부권역 우승을 차지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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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생활･문화･예술

◦ 여성의 생활･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은 마포구 16개 동주민센터, 마포아트센터,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음.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마포구 평생학습포털 내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강좌검색 및 수강신청

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되어있음. 마포아트센터의 경우 마포문화재단의 운영으로 각종 공연

과 전시, 지역문화행사, 페스티벌, 문화예술아카데미를 비롯한 생활체육까지 강좌를 개설하

여 생활･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그림 2-14] 마포구 평생학습포털 교육신청 

자료 : 마포구청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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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분야

◦ 마포구에는 민간분야에 여성･가족 관련 단체의 상당 수가 여러 가지 분야로 자리하고 있음. 

한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시 안에서 여성 시민들의 활동이 가장 강했던 지역

으로 여성친화도시 초창기에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함

◦ 본 연구에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파악을 위해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성

평등 활동정보란의 ‘우리동네성평등지도’에 등재된 단체들로 범위를 제한함

(1)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우리동네성평등지도’ 에 등재된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는 

서울시에 총 87개의 단체가 20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

◦ 서울시 25개의 구 중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구는 20개 구로써 강남구 4개, 강동구 2개, 

강서구 3개, 구로구 2개, 금천구 1개, 노원구 3개, 도봉구 1개, 동 문구 1개, 동작구 13개, 

마포구 16개, 서 문구 6개, 성북구 1개, 송파구 1개, 양천구 1개, 영등포구 17개, 용산구 

1개, 은평구 4개, 종로구 5개, 중구 3개, 중랑구 1개가 있음5)

[그림 2-15]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우리동네성평등지도 데이터

자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5) 서울시성평등지원센터 성평등 지도 데이터에서 중복 및 오류가 있던 데이터를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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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에 위치한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는 총 16개 단체로 서북삼구로 불리는 서 문구, 

은평구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며, 단체가 활동하는 서울시 20개 자치구 내에서

도 17개 단체가 활동하는 영등포구 다음으로 많은 수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임

[그림 2-16]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현황

① 마포구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 마포구 내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 ,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서

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수수팥떡가족사랑연 , 줌마네, 연

분홍치마, 여성이만드는 일과 미래, 한국성폭력상담소,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한국여성

민우회, 한국여성재단, 언니네트워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비온뒤무지개재단 등 총 16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각 단체의 활동영역은 성소수자, 자기개발, 사회참여, 여성노동, 문화, 여성 정치, 건강, 가

족, 예술, 사회적 경제, 성폭력 상담, 청소년 성교육, 여성인권, 리더십, 미혼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활용가능 자원적 측면에서 위 단체들은 여성･가족 활동 지원에 필요한 훌륭한 구성요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는 분명해 보이나 해당 단체들은 각 단체의 분야에서 지역단위 활동

을 펼치기보단 전국을 무 로 활동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자치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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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활동영역

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인터섹슈얼 등 성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
들이 모여 성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

일하는여성
아카데미

- 일하는 여성들의 자기개발,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서울여성노동자회
- 여성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 성평등노동 실현 및 여성노동자 권리 확보
- 여성노동자 삶의 질 개선 및 여성노동 상담

한국여성노동자회 -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존중받는 평등노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여성과 정치에 관련된 학술적인 조사연구,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권익 신장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 여성문화 활동, 복지증진 및 교육사업 
- 여성 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건강하고 민주적인 가정문화구현을 위한 가족캠프 등

줌마네 - 여성의 자립과 예술적 성장을 돕는 곳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다양한 정체성이 넘나드는 경계 위의 다채로운 삶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삶을 지향

여성이만드는 
일과 미래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생존자 상담, 지원활동
- 성폭력 근절활동을 통한 여성인권 확보 및 성평등 사회 정착

유쾌한 섹슈얼리티 
인권센터

-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의 성교육, 성상담 등 성관련 사업 및 연구를 통해 성문화 변화와 
대안적 관계 모색

한국여성민우회

- 성폭력상담 및 여성인권증진
- 여성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 여성건강, 언론개혁 및 시청자주권

한국여성재단 - 성평등과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활동 및 리더십 함양을 지원

언니네트워크
- 인터넷 환경조성과 사이버스페이스에 여성주의적 공간구축 및 확산 
- 여성에 대한 차별이 종식된, 차이가 인정되는 대안적 공동체구성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사회의 편결과 차별개선, 권리 보장

비온뒤무지개재단 -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

자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표 2-40] 마포구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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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접 자치구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 서 문구 내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는 총 6곳으로 너머서(Beyond It!), 여성인권을지원하는

사람들, (사)탁틴내일, 변화의월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있음

단체명 활동영역

너머서(Beyond It!)

- 서대문지역을 중심으로 풀뿌리여성주의 활동
- 성평등한 마을과 지역사회 구현 및 풀뿌리여성지도력 발굴 및 역량강화
- 사회조직 내부의 성차별 극복과 양성평등 문화 운동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활동

여성인권을
지원하는사람들

- 평화를 옹호하는 남북여성들의 동등한 연대의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활동

(사)탁틴내일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 청소년성교육 및 성상담사업 등

변화의월담 - 다양한 몸들과 함께하는 움직임 연구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미혼모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도의 제정 및 개선을 위한 활동
-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사업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교회 내 성평등한 문화 정착 운동

자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표 2-41] 서대문구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 은평구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는 총 4곳으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의전

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파스모모가 있음

단체명 활동영역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
동조합

- 평등·평화·협동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자, 의료인, 은평구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한국여성의전화 - 가정·성폭력 등 여성 문제 상담 및 여성인권 증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수자 인권옹호 및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피스모모 -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평화교육을 통해 더 평화롭고 덜 폭력적 사회 만들기

자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표 2-42] 은평구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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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단체명 활동영역

강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치유·회복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통합지원
- 위기개입·심리상담·의료지원·법적지원·관계기관연계 등

내일을여는멋진여성 - 장애여성 활동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장애여성인력개발사업

두잉

- 성평등/페미니즘 “학당”으로서 매달 1-4개 특강 및 세미나개최 
- 강남구 페미니즘 도서관: 1300여권의 페미니즘 도서 무료이용 
- 15개의 성평등관련 독서모임 운영 
- 서울시 성평동(성평등한동네만들기) 프로젝트 동부권 특강 주관 
- 전시관으로서 성평등관련 전시회 개최
- 미투운동, 사이버성폭력 반대 시위 등 참여 및 지원

걸스로봇
- 로봇공학 분야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목적함 
- 여성들의 이공계 분야 진출과 성장 지원 
- 이공계 젠더 다양성을 높이는 정책과 컨텐츠 제안

강동

디지털성범죄아웃(DSO) -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 
-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변화 운동

강서

서울강서양천
여성의전화

- 가정·성폭력 등 여성문제 상담 및 여성인권 증진

장애여성네트워크
- 장애여성들의 소통, 장애여성 영역개발 & 교육사업 
- 장애여성의 평등한 권리 확보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 장애인성폭력 상담지원, 
- 의료지원, 자립지원, 교육지원, 법률수사지원

구로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만들기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개선활동 사업 및 여성의 자원활동 사업

금천 라라스쿨
- 누구나 자신의 성주체성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문화 연구소 
- 전생애주기별 성교육 및 관계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

노원

시민모임 발자국
- 아동 성·폭력 방지 및 학대 추방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민캠페인 
-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제도시행에 따른 감시 및 모니터링

노원여성교육센터(舊 
마들서로배우기센터)

- 노원 지역 여성교육기회 확대 및 여성주의 지역사회 확산

마들주민회 - 주민자치와 공동체운동, 저학력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

도봉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여성권익신장사업과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동대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성매매된 여성들의 권익 및 인권보호활동의 전개 
- 성매매 정책의 개선 및 대안제시를 위한 활동

[표 2-43] 서울시 내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③ 그 외 지역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현황

◦ 그 외 서울시 17개 자치구 내 60개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 및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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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단체명 활동영역

동작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 풀푸리 지역여성활동 및 십대 거리상담

위기이주여성
긴급보호쉼터

-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한시적 긴급보호·주거·법률·의료·귀국사업
- 개인·부부·가족 상담 사업

한국한부모연합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가족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권익보호

한국이주여성연합회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해피투게더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엄마와 함께 배우는 바둑 교실” 사업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한국어 교실” 사업

불꽃페미액션 -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여성해방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 그룹

페미 몬스터즈
- 성(gender)을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적, 배타적으로 구성된 법과 제도, 규범에 맞서는 퀴어x페미니즘 
운동 단체

서울특별시
여성단체연합회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복지증진사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영상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 심리상담지원 등 
-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입법 추진 활동 등 제도적·정책적 활동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 풀뿌리 여성활동가 교육 및 훈련, 풀뿌리 여성운동 상담 등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한국YMCA전국연맹”이 운영하는 성매매피해 
생존자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법률, 의료, 자활등 통합적 지원서
비스를 제공 

- 성매매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반성매매 캠페인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결혼이민자여성
평등찾기

- 여성의 권익을 위한 역량강화와 경제세력화 사업 
- 이주여성 인적자원 개발, e리더 양성 프로그램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

-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과 성평등 감수성 확산을 목표로 관악·동작·용산 
지역의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성인식 교육 및 캠페인 등 진행

성북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 등 여성 문제에 관한 피해자. 가해자 상담
-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사업

송파
(사)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
-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건의사업 
-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양천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지역여성들이 생활에서 부딪히는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잘사는 참세상 만들기 
- 교육사업, 생활환경운동, 지역자치운동

영등포

서울여성회
- 여성들의 자아 실현 및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 여성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정책 연구 및 의제 개발 

활동

여성환경연대
-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만들기

여성미래센터 - 여성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의 공간

같이교육연구소
- 성폭력, 성매매, 성별영향평가, 갈등해결과 평화, 젠더와 국제개발, 여성

운동과 여성학 이론, 여성리더십 등의 교육과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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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단체명 활동영역

영등포

여성사회교육원
-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
- 사회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실시 ,보급 등

한국여성연구소 - 여성주의, 여성운동 연구

기독교여성상담소 - 상담원 교육 및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여성신학 이론 연구와 실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활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유권자운동 및 의정감시활동 
- 정책개발 및 여성정치참여 연대활동

한국여성단체연합
-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및 개선사업 
- 평등·평화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 통일, 평화, 인권 관련사업 등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여성노동자 고용평등상담, 법률지원, 교육, 정책연구 등

십대여성인권센터
- 십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 및 상담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전국연대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협의회

- 청소년성문화센터 네트워크

아하 서울특별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 성인지적 성교육·상담과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협의회

- 회원간의 사업협의 및 자료와 정보교환 
-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및 홍보활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여성장애인의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
- 여성장애인과 정책개발, 정책연구 활동 
- 여성장애인의 폭력 근절 활동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여성지위향상 및 국제여성 정치교류협력 
- 취업기회 창출 및 직업교육

종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 외국인여성노동자 상담소운영 
- 성폭력추방위한 사업, 북한어린이 돕기 등

페미씨어터 - 페미니즘 연극제 및 페미니즘 연극제작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 여성의 사회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 
-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등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부부갈등, 위기상황 등에 처해있는 서울특별시 거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 위기를 맞은 이주여성과 동반가족이 입소 가능한 긴급보호시설 운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

히 설 수 있도록 지원, 교육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

중구

서울YWCA - 여성인권, 청소년, 소비자 · 환경, 복지와 나눔, 평화 운동

한국YWCA연합회
- 젊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등,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

연구센터 사람과 사회 - 여성 리더십 & 역량개발 교육과 연구

중랑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기

자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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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포여성네트워크

◦ 마포여성네트워크는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여성･가족 활동 지원 단체들이 모여 마포구 여성

주간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시발점이 되어 201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에 함께 참여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족함 민･관 협력 단체임

① 마포여성네트워크 제도적 기반

◦ 마포여성네트워크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를 

제도적 기반으로 갖추고 있음. 조례에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증진과 정

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명

시하고 있음

조례명 조례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여성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 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성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표 2-44] 마포여성네트워크 관련 조례

② 마포여성네트워크 참여단체

◦ 마포구가 2012년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되면서 실시된 마포구 여성청책 중장기계획 연구에 

참여한 단체를 기준으로 구성된 마포여성네트워크는 2019년 현재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12

개 단체의 구성원들로 운영되고 있음

‐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맨발의 엄마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

포산책마을여행협동조합,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버들바람’,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다정한재단’, 마포산책마을여행협동조합, 한국여성의집, 주)동물의

집 카페엠,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으며 앞서 소개한 전국단위 활

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아닌 마포구 내 여성･가족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단체들로 구성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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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포여성네트워크 활동연혁

◦ 2011년 7월 여성주간행사를 민관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자고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팀의 제안으로 마포관내에 있는 여성관련단체가 모여 기획하고 준비하여 처음으로 

구청 강당이 아닌 월드컵공원 유니세프광장에서 진행이 됨

◦ 2012년 7월 여성주간행사 공동기획, 진행

‐ 201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에 함께 참여하면서 공식적으로 

마포여성네트워크 발족

‐ 2012년 11월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선정

◦ 2013년 7월 여성주간행사 공동기획, 진행

◦ 2014년 자체 회의 시작, 매월 정기모임 시작 

‐ 마포구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학습 시작, 마포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15년 격월 모임 진행

‐ 2015년 마포성평등기금사업 선정 

‐ 5월~6월 마포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니터링단 양성교육, 아동여성안전지역연 사업 모니

터링

‐ 7월 메르스로 여성주간행사 취소, 스웨덴 일 가족 양립 사진전만 전시

‐ 9월 젠더커뮤니케이션 교육

‐ 9월 17일 여성구의원과의 간담회

‐ 10월 23일 여성친화도시 소셜픽션 워크샵 진행

◦ 2016년 마포양성평등기금사업선정, 

‐ 2015년 양성된 시민 모니터링단이 “마주함께”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2016년 

사업은 함께 진행

‐ 6월 ~9월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교육

‐ 8월 ~ 9월 마포여성친화도시 성 평등 정책 모니터링 3회 실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쏠라표지병 설치 사업 

‐ 11월 11일 마포여성친화도시 워크샵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활동 보고, 마포여성구의원

과의 간담회, 워크샵 ‘마포여자친구찾기’

◦ 2017년 마포 양성평등기금사업 선정

‐ 6월 ~ 7월 여성친화도시 시민 역략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단 양성

‐ 8월 ~ 9월 마포구 정책 모니터링 활동 : 마포교육혁신지구사업

‐ 9월 8일~9일 마포여성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샵

‐ 11월 3일 마포주민참여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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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마포 양성평등기금사업 선정

‐ 5월 성평등의제찾기 주제별 포럼 1회 : 돌봄 그리고 마을

‐ 6월 마포여성 역량강화 워크샵

‐ 8월 성평등의제찾기 주제별 포럼 2회 : 여성폭력

‐ 10월 성평등의제찾기 주제별포럼 3회 : 정책 더하기 젠더

‐ 11월 ‘성평등한 마포 만들기’활동 공유회 및 마포여성구의원과 간담회

◦ 2019년 

‐ 2 ~ 10월 월별 회원단체 방문 및 교류

‐ 8 ~ 10월 젠더거버넌스 활동 : ‘버들바람’ 여성정책 모니터링 활동

‐ 11월 1일 집담회 운영 (여성들을 위한 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 11월 ‘성평등한 마포 만들기’활동 공유회 및 마포여성구의원과 간담회

◦ 2020년 마포 양성평등기금사업 선정 (커뮤니티 공간 방문 및 워크샵)

‐ 5 ~ 10월 젠더거버넌스 활동 – ‘버들바람’ 여성정책 모니터링

‐ 9월 ‘공간과 젠더’ 포럼 2회 운영 (마포구청 공동운영)

(3)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6)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성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여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박물관이라는 형태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형식의 여성 관련 기관임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정신 문제 책협의회> 부설기관으로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그 진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움 마당(세미나, 워크숍), 문화 마당(뮤지엄 토크), 체험 마당(전시 참여

행사, 평화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6)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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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위치도 

    자료 : 네이버 지도

3) 소결

◦ 마포구의 여성･가족 관련 활동지원 기관 및 단체는 공공의 시설로서 여성 취･창업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생활, 문화, 예술, 체육과 관련된 시설은 별로도 존재하기보단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차원의 프로그램들로 폭넓게 자리하고 있었음

◦ 민간분야의 단체들은 세밀하게 분야가 나누어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포구 내 활동보다는 

전국단위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활동지원 기반으로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마포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움

◦ 그에 반하여 마포여성네트워크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상징성이 있고, 마포구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여성친화도시를 비롯한 마포 여성･가족 활동지원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꾸준한 활동과 그에 걸맞는 마포구의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거

버넌스의 우수한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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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여성센터 정책요구 및 국내·외 사례

1 ∙ 마포구민 정책요구

◦ 본 장에선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건립에 따른 마포구민들의 정책요구를 파악하고 기 하고

있는 여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정책요구와 부합하는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들을 조사해 마포구에 필요한 센터의 역

할과 기능을 제언하고자 자료들을 분석하였음

◦ 조사 상과 방식은 당초 3개 그룹의 FGI를 계획했으나 COVED-19로 인한 사회환경적 제

한으로 인해 기존에 논의되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마포여성네트워크가 

협치사업으로 제안한 ‘여성센터 함께 만들기’의 숙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여성센터의 역할

과 기능에 한 정책요구를 조사･분석하였음

1) 주민배심원단

(1) 주민배심원단 개요

◦ 주민배심원단은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

이 참여하여 조정공약에 한 변경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주요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공약실천에 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을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보

단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고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

성하며, 3차에 걸친 예비회의와 본회의에 배심원 교육과 공약사업 설명회 및 안건에 한 

토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배심원단 심의 결과와 권고 의견을 해당 구에 전달하여 심의 결과 

공포와 주민배심원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하고 있음. 2019년에도 민선7기 공약이

행 점검을 위한 마포구 주민배심원 회의가 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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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민배심원단 진행과정 

자료 : 마포구청 내부자료

◦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36명이 주민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 

27일(수), 12월 11일(수), 12월 26일(목)에 실시되어 민선7기 마포구청장 공약 조정 적정여

부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가 진행되었음

(2) 주민배심원단 의견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7기 공약사항에 전략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도시’의 정책목표인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성폭

력 신고 및 여성권익을 위한 여성센터 설치’로 명명되어 이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여성친

화도시 사업운영의 기반 및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성폭력 신고 및 여성권익’으로 

제시되었음

◦ 주민배심원단은 해당 사안에 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재능기부의 장: 여성들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재능기부의 장 희망

‐ 성폭력 공론의 장: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성폭력, 성희롱에 한 공론의 장 희망

‐ 모니터링 및 평가: 센터 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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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포여성네트워크

◦ 마포구는 현재 기존 행정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책임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체 

과정(의제설정→결정→집행→평가 및 환류)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하는 행정체계인 ‘협치마포’를 운영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행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고

민과 참여가 필요해 짐에 따라 이를 위한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

참여 방식 도입, 민과 관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등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협치마포의 

주된 목적임

◦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행중이며, 지역사회혁신계

획이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자치구의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

회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전략계획을 뜻함.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정은 다음의 그림

과 같음

[그림 3-2]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및 숙의･공론과정

자료 : 서울특별시,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 마포여성네트워크는 여성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마포 여성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

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 아래 ‘마포 여성센터 함께 만들기’ 협치 사업을 

제안함

‐ 최초 제안 이후 총 4차에 걸친 숙의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마포여성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

의 구성원들과 담당부서 공무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 12명의 인원이 숙의과정에 참여하여 

여성센터와 관련한 FGI방식의 논의가 이루어짐

‐ 그 결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가칭)마포여성센터’ 비전 같이 만들기를 사업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짐

‐ 숙의과정을 거치며 마포여성네트워크, 여성 관련 단체와 개인, 성평등 관련 단체와 개인, 

공공시설 운영 전문가, 마포구 여성가족과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실행단을 개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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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사업 전반을 총괄, 실행, 모니터링, 평가, 환류를 진행하며 

개방성, 신뢰성, 지속성을 기반으로 (가칭)마포여성센터’ 기능과 역할에 한 합의 도출과 

이용자 중심의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이 정해짐

‐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칭)마포여성센터’ 함께만들기실행단의 구성 및 운영과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에 한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 마포여성센터의 기능과 운영방안제안 및 진행 

프로그램제안 등이 제시되었음 

구 분 내 용

사업목표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마포여성센터’ 비전 같이 만들기
• 새로운 공공시설의 이용과 역할 설정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

추진방향

• 민관협력실행단을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실행, 모니터링, 
평가, 환류 진행

• 개방성, 신뢰성, 지속성을 기반으로 ‘마포여성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
• 이용자 중심의 ‘마포여성센터’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민관협력
체계

행정부서 민ㆍ관 민간주체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마포여성센터 함께만들기실행단
◀

마포여성네트워크
여성 관련 단체 및 개인

성평등 관련 단체 및 개인
마포여성센터 관심 단체 및 개인

사업모니터링 기획
집담회 장소 대관 등 행정적 지원

집담회 참여자, 집담회 
기록정리활동가 모집 공고

집담회 운영지원

사업 총괄 기획 및 모니터링, 평가, 환류
집담회 운영 방안 수립

집담회 참여자 모집

집담회 사회자, 발제자 섭외
평가회, 공유회 발제자 섭외
집담회 자료집 기획 제안

세부추진
계획

• ‘(가칭)마포여성센터’ 함께만들기실행단 구성 및 운영
- 마포 여성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민 집담회 기획 및 진행
- 실행과제 정리 및 점검, 평가, 공유

•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집담회 기획 및 운영 및 센터 설립에 적극적 참여

• 마포여성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안 제안, 진행 프로그램 제안 
- 개방성, 신뢰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체계 마련

자료 : 마포구청 내부자료

[표 3-1] ‘마포 여성센터 함께 만들기’ 사업내용

◦ 위 과정에서 조사된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에 한 정책요구는 다음과 같음

‐ ‘성평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계층의 만남과 교육을 제공하는 공간 지원이 필요

‐ 성평등 관련 교육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상시적으로 ‘성평등’주제 관

련 모임과 상담이 가능한 공간, 여성 친화적 공간(여성과 남성이 모두 이용하는)으로 편안

하게 방문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교류의 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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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활동에 한 기록과 공유를 기본으로 ‘성평등’ 관점의 여러 실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여성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담소도 나누고 정책제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채널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역할, 역량강화를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서 지역여성이 센터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경

험하게 하는 곳

‐ 마포구 여성들에게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지원과 마더센터처럼 여성들이 언제든 

쉴 수 있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상담 할 수 있는 안전한 제3의 공간 

‐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고 필요시 동 단위의 주민센터 

또는 유휴공간 활용 연계 

3) 마포구민 정책요구

(1) ‘여성센터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집담회 결과

◦ 여성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2019년 11월 마포여성네트워크가 여성센터에 관심 있는 구민

을 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였음.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된 본 집담회는 활동가, 학

생, 기관, 프리랜서, 정치인, 공무원 등 총 25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음

[그림 3-3] ‘여성센터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집담회 현장

자료 : 마포구 내부자료

‐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센터의 필요성과 여성센터의 역할, 여성센터의 운영 등이 논의되었으

며 각 주제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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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센터 필요성

◦ 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해 모두 동의

◦ 기존 센터와 구별되는 여성센터만의 명확한 역할 필요

◦ 여성만을 성으로 인정하는 ‘여성센터’라는 명칭의 한계를 벗어나야함

‐ 보다 다양한 성평등 감수성을 포함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함

‐ 기능 및 역할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

‐ 성평등센터로 명칭을 제안

② 여성센터 역할

◦ 다양성 추구

‐ 다양한 여성이 함께 돌보고,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

‐ 경계 허물기 (세 를 넘어, 비혼/기혼을 넘어, 한부모/두부모를 넘어, 청소년/1인가구도 

참여)

‐ 다양한 삶의 모습이 교류하는, 꽉 짜여지지 않은 곳

‐ 남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 쉼의 공간

‐ 주민 누구나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 독일의 마더센터와 같은 ‘동네 사랑방’ 역할

‐ 여성의 쉼을 위한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 플랫폼

‐ 여성을 위한 모든 정보의 허브, 연락점 역할

‐ 열린 공간으로 여성의 고민을 논의하는 통합적 플랫폼

‐ 여성들의 동아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곳

◦ 성인지 교육

‐ 고정된 성역할을 지양하는 성평등 문화 교육, 인식개선 플랫폼

‐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 성인지감수성 주민활동가를 육성

‐ 공간 구성도 여성친화적 설계 필요

◦ 일자리를 품은 성평등

‐ 여성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 포클레인 자격증과 같은 실험적 일자리 기회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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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에게 생산적 배움을 제공 → 모임을 통해 일을 창출할 수 있는 곳

‐ 위탁운영을 생각한다면 주체에 한 사전 고민이 필요

③ 여성센터의 운영

◦ 민간 여성들이 주도하는 자치공간 추구

◦ 실적, 예산에 얽매이는 정량지표 평가보단 주민만족도, 역할충실도 등 정성지표 추구

◦ 위탁 주체에 한 고민이 필요

(2) 마포여성센터 함께 만들기 주민의견 수렴 결과

◦ 위에서 언급한 협치사업 ‘마포여성센터 함께 만들기’ 추진과정에 서울시 모바일투표 ‘엠보팅

(mVoting)을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이 2020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12일간 실시됨. 

‘엠보팅(mVoting)’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의견을 쉽고 빠르게 수렴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 모바일투표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투표

정보의 위·변조가 원천 방지되는 모바일 투표서비스임

[그림 3-4] 서울시 모바일투표 ‘엠보팅(mVoting)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총 209명이 참여한 마포여성센터 함께 만들기에 한 주민의견은 총 80건의 의견이 제시되

었으며 주요의견으로는 돌봄･보육 12건, 생애주기별 여성고려 7건, 성평등 4건, 여성 성장 

4건, 이용 제약 낮추기 16건, 취업연계 9건, 취업연계 및 돌봄･보육 3건, 취미･여가 6건, 

그 외 기타 의견이 6건으로 집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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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돌봄 보육
(12건)

- 안심할 수 있는 자녀 돌봄으로 직장 여성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체험 공간
- 부모들끼리 보육과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
- 여성 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도 접근이 가능한 공간

생애주기별 
여성고려

(7건)

- 30-40대 여성 뿐 아니라 늘어나는 노년층 여성, 미혼 여성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센터 
희망. 특히 마포구는 1인 여성가구가 많으므로 미혼 여성들을 위한 취미 공유, 네트워킹 등의 
활동 필요

- 기혼 여성 중에서도 직장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의 욕구가 상이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임산부부터 자녀를 독립시킨 여성까지의 욕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필요

성평등
(4건)

- 올바른 양성평등교육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기를 희망

여성 성장
(4건)

- 여성이 스스로 다양한 의제를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
- 4차 산업혁명과 노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순 취미학습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드론, 빅데이터, 기술자격, 코딩 등) 제공 희망

이용 제약 
낮추기
(16건)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포함한 전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 
- 기존 여성 센터는 30-40대 주부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이용시간이 정해져있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인,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재구성 필요

- 이런 맥락에서 마포‘여성’센터가 아닌 마포 센터로 이름을 변경하여 문턱을 낮출 것 제안

[표 3-2] 주민의견 수렴결과 요약

[그림 3-5] 마포여성센터 함께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견 주요내용

◦ 주민의견 중 이용 제약 낮추기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각 의견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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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취업연계
(9건)

- 재취업 교육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 
희망

- 경력단절여성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부터 은퇴자까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을 고려할 필요 있음

취업연계 및 
돌봄보육

(3건)

- 돌봄 부담으로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보육 공간 마련하거나 다양한 
시간대의 일자리 연계 필요

취미･여가
(6건)

-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 여가 프로그램 마련
- 누구든지 센터에 방문해서 자신의 취미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

그 외 의견
(6건)

- 청소년이나 한부모(미혼, 이혼모)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키즈존 등 공간 구성을 통해 
센터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필요

- 이외에도 성범죄 관련 상담,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희망 등 

자료 : 마포구청 내부자료
주 : 기타 의견 13건은 이 표에서 제외됨

4) 소결

◦ 정책요구 조사 결과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이전에 자리하고 있는 여성 관

련 센터에서 벗어나 개방성, 신뢰성, 지속성 기반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여성센터 명칭에도 기능과 역할 및 

확장성을 담보한 명칭이 되기를 희망하였음. 공간구성 방향은 일반적인 생활･문화･교양 강

좌가 아닌 성인지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 공간과 상과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의 한 요구가 조사되었음. 운영방식에 해

서는 주민참여방식의 운영을 선호하였으며, 위탁운영 시 주체에 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하다는 요구와 함께 센터 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 나아가

야 한다는 요구가 조사되었음

◦ 마포포구 (가칭)여성센터와 관련한 주민들의 정책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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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견 내용

주민
배심원단

• 재능기부의 장: 여성들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재능기부의 장 희망
• 성폭력 공론의 장: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공론의 장 희망
• 모니터링 및 평가: 센터 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행 필요

마포여성
네트워크

• 새로운 공공시설의 이용과 역할 설정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해야할 필요 제기 
및 ‘마포여성센터 함께 만들기’ 협치 사업 제안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 의견 수렴 필요
• 개방성, 신뢰성, 지속성을 기반으로 ‘마포여성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 필요
• 이용자 중심의 ‘마포여성센터’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마포구민

집담회 
결과

• 여성센터의 차별화된 역할과 성평등 감수성을 담아낼 수 있는 명칭에 대한 고민 
필요

• 여성센터 역할 제안
- 누구나 경계 없이 이용 가능한 다양성
- 주민 누구나 쉴 수 있는 쉼의 공간
- 정보공유 등 여성을 위한 플랫폼
- 고정된 성역할 인식개선 플랫폼으로서의 성인지 교육 실시
- 사회경제적 조직 및 실험적 일자리 제공 가능한 일자리 품은 성평등 

• 민간 여성들이 주도하는 자치 공간 추구 

엠보팅
결과

• 여성센터와 관련한 80개의 의견 중 이용 제약 낮추기(16건)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돌봄 보육(12건) 취업연계(9건), 생애주기 여성고려(7건) 순으로 의견이 제시됨
･ 이용제약 낮추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이용, 주부 뿐 아니라 직장인도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 및 이용시간 구성필요
･ 돌봄 보육: 아이 돌봄 제공,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제공, 육아 관련 소통 

정보 공유의 장 희망
･ 취업연계 :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업욕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취업 

연계 제공 희망
･ 생애주기 여성 고려 : 30-40대 여성 외에도 미혼 여성, 고령층 여성 고려 및 

기혼 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욕구 반영 필요

[표 3-3]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관련 정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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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문위원 및 전문가 의견

1) 자문위원 인터뷰

◦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견은 마포구 내 여성 관련 기관장, 여성 활동 지원단체 활동가, 여성･
경제･공간 분야 연구위원 및 연구소장, 교육공학 박사, 경제학 박사 등이 참여하였음. 당초 

자문회의를 계획하였으나 ‘COVID-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1:1 인터뷰와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함

(1) 여성센터의 역할

① 네트워킹 기회와 장소의 제공

◦ 여성센터의 역할에 해선 여성들의 네트워킹의 기회와 장이 부족하다는 것에 자문위원 모

두 한목소리를 내었음. 마포구 내 위치하는 기관에서도 여성들의 네트워킹에 필요한 정보들

을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지만 그 수 자체는 많지 않다고 언급함. 마포구에 거점을 두고 활동

하는 여성･가족 활동 지원 관련 단체는 많은 수가 존재하지만 전국을 상으로 활동하기 때

문에 지역적 자원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임. 여러 단체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포구 여성활동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지역 단위에서 여성들의 네트워킹의 기

회와 장을 만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② 여성센터 정체성의 확립

◦ 여성센터의 역할과 관련해 정체성에 한 의견 또한 제시됨. 센터가 ‘상담기관’인지 ‘교육기

관’인지에 따라 어느쪽으로 정체성을 두어야 하는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직업교육

은 양적으로는 충분하겠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기존의 직업교육이 여성

을 ‘할 일 없는 여성’ 처럼 우하는 시각을 타파하는 것은 직업교육기관의 문제라는 것임. 

일자리 교육이나 문화센터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측

면에서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그 환경에 뛰어드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존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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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센터의 명칭

◦ 여성센터는 ‘구민으로서의 여성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으로

서의 여성센터의 방향설정 필요하며, 마포구에 필요한 여성의 요구를 매칭해서 역할에 따른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들끼리의 네트워크 허브를 중심으로 만들고 기획한다면 강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하였음. 앞서 언급된 역할과 강점을 한곳에 담을 수 있는 여성센터의 

이름이 필요하며, 센터 이름 공모선정 과정역시 구민들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함

◦ 센터의 명칭에 ‘여성’이란 단어를 포함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나 여성센터로 불릴 수

밖에 없는 애매함이 존재하는데 여성센터에서 ‘여성’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센터의 기능이 주

민자치센터와 별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임. 굳이 ‘여성’이 명칭에 

거론되는 이유는 기존의 행정 시설들이 여성에게 편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문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사용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는 젠더이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함. ‘젠더’에 해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여전

히 충돌은 있으나 ‘성별영향평가’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젠더라는 

단어는 행정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음

(2) 공간구성

◦ 여성센터 공간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구민들의 요구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는 점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양한 연령 의 주민, 성별이 참여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센터의 명칭과 맞는 기조는 있되, 커뮤니티 공간

으로써의 센터가 되기를 희망함

◦ 공간을 구성할 때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주요의견으로 제시되었음. 특히 

공간 설계에 있어 세심하게 고민이 들어가야 하며, 만들어 지는 공간 (‘실’)을 유동적으로 생

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유동적이라고 해서 하나의 공간을 자바라와 같은 구분요소로 구분해

야 한다는 것은 아님. 이 경우 소음제어, 집단의 공간활용 등에 장애가 되므로 추천하지 않

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다목적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간구성에 구성요소 

중 하나인 안내판이나 지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표시해 마포여성센터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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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방안

◦ 운영에는 열린 관점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의견이 모아짐. 기본적으로 구민과 함께 운영할 

방법을 고민해야하며, 기존 방식을 따르는 위탁운영에는 우려를 나타냄. 담당 공무원이 책임

을 지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운영해야하고, 초기에 같이 운영하는 팀을 구성하여 완전 

위탁, 수탁 형태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협의과정이 필요함. 특히 

여성친화도시는 이해도가 높고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야 잘 굴러갈 수 있으며, 한 주무관이 

오래 담당해야할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 운영방식으로는 ‘협치’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예산만 쓰는 사업이 아

니라 시민과 행정이 협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위탁운영이 모범답안이나 어

떤 단체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직영은 운영의 자율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우선시 해야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함. 직영으

로 하되, 옆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방안 고려하고, 위탁운영 시 최 한 다양성

을 고려해 운영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4) 프로그램

◦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것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유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이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프로그램 

제안함. 만약 여성센터에서 일자리 관련된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면, 기존 센터와 프로그램이 

겹친다는 이유로 여성센터에서 기피하기보단 중부여성발전센터와 같은 일자리에 특화된 기

관에 협조를 요청해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됨. 여성센터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젠더교육과 올바른 성인지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됨. 젠더교육과 성인지교육은 가능하다면 지역에 작은 단위 커뮤니티에서까지 이뤄질 필요

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에 자문의원 모두 의견을 모음. 또한 이러한 교육은 일상생활

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젠더폭력,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회

가 닿을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음

◦ 여성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음. 여성이 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면 중부여성발

전센터나 마포구고용복지센터에 관심 있는 분야로 연결해 해당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여

성센터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임. 중부여성발전센터와 같이 여성의 직업교육을 취･창업, 고

용유지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곳은 많지 않음. 자치구별 센터보다 권역을 상으로 하

는 센터가 종합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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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의견

(1) 여성센터의 역할

◦ 1990년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사회교육을 위해 복지관, 평

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간이 새롭게 구축되기 시작함. 지방자치시 에 부합하는 여성의 정

치참여가 강조되면서 여성 소모임과 지역여성단체들이 설립되고, 이들 여성공동체와 단체 

활동에 한 지원 요구가 표출되기 시작함. 이에 2000년  초반 여성회관이 시 적 변화를 

담아내는 커뮤니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기능 재정립에 한 논

의가 이루어지면서 커뮤니티 구축에 한 논의로 진전됨

◦ 커뮤니티는 사전적으로 공동체, 지역사회를 의미함. 공동체의 의미에 한 규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커뮤니티는 주변지역 및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지역 주민들이 연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를 토 로 지역사회 주민의 상

호 교류는 커뮤니티 활동에 해당하며, 커뮤니티의 기능은 주민자치활동, 생활정보 교환, 공

동생활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봐도 무방함 

◦ 커뮤니티 기능과 공간을 여성에게 적용한 연구자는 여성커뮤니티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

여와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단

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회의실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임. 커뮤니

티 주체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각 지자체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촉발된 여성 공간 제공 필요에 한 

요구를 수용하여 여성의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

영할 필요가 있음

(2) 공간구성

◦ 여성 상 공간의 시작은 여성회관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70년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

여 확 를 위한 목적에서 다수의 여성회관이 설립되어 운영됨.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여성에

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 사

업 등이 여성회관을 기반으로 진행됨. 여성회관은 여성정책과 시 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현 화된 명칭에 기능과 역할이 변화해 왔지만 공공시설이란 점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임. 공공시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성별이나 연령, 신체적인 

상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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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성에 해 의견을 주신 전문가는 2014년에 발표한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에서 공공기관의 공간 조성과 관련된 젠더 이슈로 접근성, 편

의성, 안전성, 임파워링,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를 도출하고, 법령, 여성친화도시 조례 및 여

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된 공공시설의 시설 기준에 해 성인지적 분석을 수행

하였음. 여성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젠더 관련 공간구성에 있어 반영해야 할 젠더 이슈와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접근성

- 공공기관의 용도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입지
- 대중교통 정거장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성
-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 보행공간의 편의성, 안전성
- 신체적 특성(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진입부 구조

편의성
- 이용 특성(여성, 영유아 동반자,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시설 및 공간 계획
- 돌봄 서비스 공간

안전성
- 보행공간의 안전성
- 대지 내 공지의 안전성
- 시설 안전성

임파워링
-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 활용
-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 설치

의사결정
-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정보 전달 방식
- 공공기관 건축 및 리모델링 시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식
- 위원회 및 전문가 참여시 성별 비율

자료 : 남수현 외, 2014,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 3-4] 공공기관 공간조성의 젠더이슈와 점검내용

(3) 운영방안

◦ 운영방안 관련하여 공간이 자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이용의 규칙 및 매뉴얼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규칙과 매뉴얼을 만드는데 있어 주민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임. 운영방안을 세우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민･관이 함께 하는 운영위원회 및 공동기획단 등의 

구조가 필요함

◦ 운영과 관련해 위와 같은 구조가 구성되어야 센터가 특정한 기관 및 서비스로 축소되지 않고 

공공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임, 직영과 위탁은 운영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로우나 개방성･확장성･유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하는 운영

위원회 및 공동기획단 등의 구조가 필요함. 센터의 지속성을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 역시 포

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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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려면 예약제 및 자유 이용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

하고, 이용절차를 간소화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한다면 센터의 활용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임.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자율성과 확장성을 높여 센터 이용에 참여도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가는 일임

(4) 프로그램

◦ 일본의 여성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이용자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작은 공간이라도 

상담실, 조리실, 보육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골고루 갖추고, 테마별･ 상자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나 시간적, 공간적, 운영

적인 한계로 인해 축소되면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결국 문화센터 같은 공

간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임 

◦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없다면 지역에 위치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방

식과 더불어 센터의 방향성과 일치되는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가져가 기관의 정체성을 확고

히 해야할 것임.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려면 주민참여가 우선시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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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1) 서울시 자치구 여성 관련 기관7)

◦ 마포구 여성복지과에선 여성센터 준비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여

성 관련 기관 10개소를 벤치마킹하였음. 서 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동

문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등의 운영주체, 인력배치, 운영예산, 시설현황, 사업내용

을 조사해 5가지로 요약된 결과를 도출함

(1) 시설현황

◦ 서울시 자치구에 위치한 여성관련 기관은 서 문구, 강남구, 송파구, 도봉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는 각 1개소가 조사되었으며, 서초구와 동 문구는 2개소, 영등포구는 3개소로 나누

어져 운영 중이었음.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2곳에 불과함

[표 3-5] 서울시 자치구 여성 관련 기관 시설현황

자료 : 마포구청 내부자료

7) 마포구청 내부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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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현황

◦ 서대문구여성센터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1명(문화체육회관 운영 직원 겸임, 별도 여성센터만을 위한 직원 없음)

운영예산 - 100백만원(강사료 80백만원, 수선비 및 공과금 20백만원)

시설현황
-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지하1층 사용
- 프로그램실 5개(네일아트, 의상, 피부관리, 요리, 헤어)
- 교육실이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어 회전율 낮음

사업내용 - 문화･교양강좌 운영

기타사항
-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노후하였으나, 여성센터에 대해 구의회 등에서 부정적이어서 

리모델링 등의 투자가 전혀 없음
- 공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외 별도 사업 없음

시설사진

◦ 영등포구 늘품센터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1명(직영 : 담당자 1명, 각 센터에 공공근로 1명씩 배치)

운영예산 - 20백만원(강사료, 공공요금)

시설현황 - 제1, 2, 3여성늘품센터가 있음. 각각 강의실 2개 규모

사업내용 - 문화･교양강좌 운영

기타사항

- 접수는 온라인만 받고, 수강료는 모두 무료(재료비만 별도)
- 접수 우선순위 없이 선착순 접수
- 2018년까지는 여성만 수강 가능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남성도 수강 가능
- 교육 외의 프로그램은 없으며, 직영으로 여성팀 1명 담당자가 타업무와 함께 병행하여 추진

시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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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37명

운영예산 - 4,200백만원

시설현황

- 잠원점 : 사무실, 회의실, 대표실, 강의실 7, 상담실 2, 인큐베이팅룸, 강당, 카페, 주방
- 내곡점(부설 서초심리상담센터) : 상담실2, 치료실 7(인지2, 언어, 놀이, 모래놀이, 미술, 

음악), 집단 프로그램실, 사무실, 휴게실
- 서초점(2019.4.준공), 방배점(2020.12.준공)

사업내용
- 취·창업 교육(강사양성), 문화·교양 강좌, 가족(유아발레 등) 강좌, 아빠 요리콘테스트
- 상담(부모, 가족, 어린이, 여성폭력 등), 양성평등 연구사업

기타사항
- 2021년까지 4대 권역별 설치 예정
- 연구위원 위촉하여 양성평등 연구사업도 수시 추진
- 상담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는 추세임

시설사진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8명

운영예산 - 1,100백만원

시설현황
-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4~7층 사용
- 강의실 3, 정보화교실, 종합실습실, 취업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 요리교실, 바리스타실 

등

사업내용 - 취·창업교육, 문화·교양강좌, 학점은행제, 강사파견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기타사항
- 주로 취·창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주간행사나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 등의 지역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시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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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여성문화회관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29명

운영예산 - 4,062백만원

시설현황
- 경력이음센터, 양재교실 2, 어학실 3, 문화실 2, 미디어실 2, 요리교실, 강의실 4, 건강실 3,
- 아이돌봄센터, 북카페, 사무실

사업내용 - 여성경력이음센터(취·창업지원), 문화·교양강좌, 여성동아리 지원

기타사항
- 성인지의제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나, 오랜기간 교육에만 포커스를 맞춰왔고 정착되어있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규모는 매우 크나, 교육을 위한 장소로만 활용되고 별도 특화사업은 없음

시설사진

◦ 동대문구여성복지관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1명(직영, 동대문구청 여성팀 직원 1명 전담)

운영예산 - 200백만원

시설현황
-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 2개소 운영중임
- 별도 개별 건물은 아니며, 용두문화복지센터 및 동대문구민회관의 일부를 사용중임

사업내용 - 문화･교양강좌 운영

기타사항 - 수강료 무료였으나, 2019년부터 일부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음

시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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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여성센터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6명(새로일하기센터 인원 포함)

운영예산 - 36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강사료 및 시설비용은 수강료 수입으로 충당

시설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건물 사용
- 사무실, 바리스타교육장, 강당, 요리교실, 제빵실, 피부미용강의실, 창업보육실, 취·창업교실, 

소강의실, 헤어디자인교실, 회의실, IT교육장, 북카페, 건강교실, 소회의실 등

사업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화·교양강좌, 지역네트워크사업

기타사항
- 201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되어, 취업교육과 문화·교양강좌를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으나, 협조적인 관계는 어려움
- 요리교실은 비품교체, 청소 등 관리가 어려움

시설사진

◦ 동부여성문화센터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내 용

운영예산 - 287백만원

시설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건물 사용
- 헬스장, 마사지실, 탈의실, 사무실

사업내용 - 헬스, 에어로빅, 요가만 운영하며 별도 사업 없음

기타사항 - 無

시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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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여성플라자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4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 7명 별도)

운영예산 - 387백만원

시설현황 - 강의실 3, 취업상담실, 아카데미실, 멀티미디어실, 바리스타실, 다목적홀, 요리교실, 사무실

사업내용 -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창업지원), 문화·교양강좌, 여성동아리 지원

기타사항 - 새로일하기센터 공간과 같이 사용

시설사진

◦ 성북여성회관

구분 내 용

인력배치 - 6명(성북구민회관 및 여성회관 통합 운영)

운영예산
- 50백만원(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성북문화재단 운영비(11,665백만원)에서 사용

시설현황 - 놀이교실, 유아교실, 피아노교실, 창작교실, 교양교실, 요리교실, 미술교실

사업내용 - 문화·교양강좌 운영, 유아·가족을 위한 교육강좌 운영

기타사항 - 無

시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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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치마킹 결과

◦ 서울시 자치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는 여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사회

적 배경에서 생겨난 여성센터가 부분으로, 주로 취·창업교육이나 문화·교양강좌 제공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현 시 의 정서와 시 적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센터의 형태가 아님. 

서울시 자치구 내 여성센터 중 유일하게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마포구 여성센터가 추구하

는 방향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심리상담” 분야 벤치마킹이 유용하였음

◦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 예정지인 “마포구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가까운 거리에 “마포아트

센터”가 있어, 문화·교양강좌를 제공할 시 중복이 우려되고, 건물규모 상 다양한 교육의 진

행이 불가하므로, 양성평등교육 외의 평생학습 성격의 교육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됨

◦ 젠더폭력과 가족문제 응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과 가족이 치유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동네 젠더교육 등 지역의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내실있는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정체성 및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국내사례8)

(1) 서울여성플라자

① 센터운영 목표 및 취지

◦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을 위한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간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함. 여성시민이나 단체를 위한 공간 여를 기본 사업으로 하고 있어 시설 활용 

외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음

‐ 국제회의장, 아트홀 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 공간 및 연수시설이 구비되

어 있고, 여성시민의 교류공간으로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별난놀이터(시간제보육), 여성

NGO 지원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음

② 공간 구성

◦ 교육회의실은 교육·회의·세미나·워크숍 등을 위한 공간으로, 규모 행사가 가능한 국제회

의장, 아트홀 봄, 회의실이 있으며, 중급 규모 행사가 가능한 시청각실, 소규모 행사를 진행

8) 성남시, 2019,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췌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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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아트컬리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용자는 필요와 용도에 따라 관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공연·전시·연회·웨딩시설에는 국제회의장,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고, 공연이나 전시, 가족행

사 및 결혼식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됨

❏ 여성활동 지원공간

◦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공간으로 입주한 여성단체에 사무공간

을 지원함

◦ NGO 센터는 펼침터와 돋움터로 공간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펼침터는 여성단체의 활동 활성

화 및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됨. 돋움터는 신생 여성단체의 성장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입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열린마당은 등록되어 있는 여성 NGO가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단체들이 사업과 교육을 진

행할 수 있는 전용 여공간으로 활용됨

◦ 동아리 마당은 서울여성플라자에 등록된 자발적인 여성 소모임의 교육과 모임을 위한 전용 

여 공간임

❏ 시민 공유공간

◦ 시간제 보육시설인 별난 놀이터,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등의 성평등 테마공간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3-6] 성평등청책 전문도서관

자료 : 성남시, 2019,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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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손작업자 판매공간

◦ 가죽, 금속, 목공, 액세서리, 패브릭 등 여성 초기창업자의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공

간. 서울여성플라자는 손작업분야 여성 초기창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실습 공간을 지원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림 3-7] 여성 손작업자 판매공간

자료 : 성남시, 2019,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① 센터운영 목표 및 취지

◦ 성평등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성평등 활동에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필요한 

성평등 관련 교육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평등 섹터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차세  성평등 활동가를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성주류화를 촉진하여 성평등한 서울을 구축하

고자 하며, 다양한 성평등 단체, 커뮤니티, 활동가들의 영향력 고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성평등 교육기관인 여성사회교육원이 서울시와 협력 하에 센터 운영을 맡고 있음

② 공간 구성 

◦ 센터 구성은 중소규모 회의 및 교육을 위한 공간인 교육장, 상담 및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상담실, 공용 업무 공간인 코워킹 존, 성평등 활동 단체 및 활동가가 입주 가능한 인큐

베이팅 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평등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에 다

음과 같은 공간을 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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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공간구성

자료 : 성남시, 2019,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③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 센터에서는 기반사업, 인큐베이팅, 교육, 네트워크로 영역을 구분한 4가지 기본사업을 진행

하고 있음. 각 사업에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내 용

기반사업
- 성평등 활동 단체 및 활동가들의 활동 내용과 성평등 관련 기록물을 축적하는 아카이브, 성평등 

활동에 대한 소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활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구축

인큐베이팅
사업

- 성평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개인이나 모임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 설립, 운영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인규베이팅룸, 코워킹 존 제공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교육사업
- 서울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새로운 성평등 활동그룹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성주류화를 위한 젠더 교육을 진행함

네트워크 사업
- 여성단체, 여성주의 커뮤니티, 풀뿌리 단체 등 성평등 활동그룹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여성운동의 흐름을 탐색하고 새로운 사업 의제를 모색

자료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표 3-6]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사업

◦ 이상의 기본 사업 외에도 센터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 글로벌 성평등 트렌드 따

라잡기 교육,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 성평등 활동가들을 위한 세  간 교류 목적의 ‘계보

를 잇다’ 등의 사업을 진행함. 페미니즘 이론 강좌, 교육지원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 등도 운

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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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평등 활동 소식 게시판 운영

◦ 다양한 여성단체의 활동 및 성평등 관련 문화활동 등에 한 소식을 안내하고 공유할 수 있

도록 게시판을 운영함. 게시판은 행사뿐만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하는 채용, 모집, 교육, 공모

와 같은 성평등 관련 사업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함

(3) 고양여성커뮤니티센터 

① 센터운영 목표 및 취지

◦ 고양여성커뮤니티 센터는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확산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친화

적 공간을 표방하고, 성평등한 참여문화를 조성하며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개소됨

◦ 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세 와 계층이 어우러지는 여성(가족)친화적 커뮤니

티 공간을 지향함. 고양시 여성네트워크 공감이 지역사회의 여성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

화 지원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고양시에 제기하였고, 고양시가 이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주

민 및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일산서구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함

② 공간 구성 

◦ 공간은 활용목적에 따라 이음마루와 어울림터로 이원화하여 배치되어 있고,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공간인 가족 휴게실을 포함하고 있음

◦ 이음마루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차별 없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곳이라는 의미의 소통문

화 플랫폼 공간의 취지를 가짐. 이음마루에는 아래와 같은 공간이 배치되어 있음

‐ 세미나실: 성평등 소모임 지원 및 성인지 교육을 위한 공간

‐ 라운지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및 전시회 공간

‐ 소통방: 동아리 활동과 소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

[그림 3-9] 고양여성커뮤니티센터 이음마루

자료 : 성남시, 2019,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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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림터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

지며, 공동체의 활동 공간이라는 목적을 반영하여 이와 같은 명칭을 붙임

‐ 동아리방: 동아리, 소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

‐ 서재 및 자료실: 쉼과 사색을 위한 공간

‐ 유아놀이방: 센터 이용자를 위한 육아 공간

‐ 거울마루방: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신체활동 공간

(4)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① 운영 목표

◦ 수원여성문화공간 휴는 수원시의 여성시민이 가사, 육아, 직무 등 일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일상에서 겪는 정서적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자 구축된 공간임

◦ 휴 설립은 민선 5기 시민약속 사업에서 출발하였음. 공간의 활용 내용과 성격 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원시의 여성단체 및 좋은시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센터

의 명칭을 선정하였고,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과정을 거쳐 2014년 개소하였음

◦ 휴가 진행하는 사업은 휴식, 힐링, 웰빙, 행복 및 창의성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휴 공

간을 찾는 수원시 성인 여성 모두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여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② 공간 구성 

◦ 휴는 전체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사무실, 장난감 도서관, 일시보육시설, 아이

♥맘 카페, 상담실, 유모차 보관실로 활용됨. 1층의 공간 배치도를 보면, 육아 부담을 가진 

여성의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배치가 두드러짐. 아동을 동반하고 방문하는 여성을 고려하여 

1층에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추가하여 일시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집

중 육아기 여성의 센터 이용에 불편을 덜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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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1층 배치도

자료 :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홈페이지

◦ 2층은 강당, 강의실, 상담실 기능을 하는 한울마당, 휴마루, 안다미로, 시나브로, 아로마훈증

방, 족욕실, 토닥토닥방, 마중물실이 배치되어 있음

[그림 3-11]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2층 배치도

자료 :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홈페이지

◦ 3층은 도서실, 체력단련실, 동아리방과 테라스 등의 기능을 하는 도담터, 채움터, 봄을 꿈꾸

는 카페, 오순도순방 두런두런방, 썬베드, 테라스, 샤워실 등의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장

애인의 자활을 돕는 카페가 방문객을 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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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3층 배치도

자료 :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홈페이지

③ 사업 및 프로그램

 ❏ 건강도서관 : 채움터

◦ 건강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도서관을 방문한 여성이 심신의 휴식 

또한 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임

◦ 도서관에는 여성의 건강과 문화에 초점을 둔 서적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신간 등 다양한 

도서가 비치되어 지식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좌식으로 된 가족열람석을 두어 자녀를 동반하고 

방문한 여성도 편안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족욕실

◦ 황토매트와 건식 족욕기를 갖추어 체험있는 공간으로, 족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들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여 생활의 활력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운영하는 

공간임

◦ 수원시의 성인 여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독점을 방지하고 가능한 다수가 이용할 수 있

도록 1인이 1일 1회(50분) 사용하도록 이용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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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력단련실 : 도담터

◦ 체력증진을 위한 근력운동 기구, 유산소운동 기구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에는 

인바디(체성분분석기) 검사를 실시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몸 상태에 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월 15,00원의 비용을 받는 유료 운영 체제임

◦ 낮시간에 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업여성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음

 ❏ 아로마 훈증방

◦ 건초와 편백나무 오일, 발효미네랄 워터를 이용한 훈증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 8회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 내 다른 시설과는 달리 회원중심의 

닫힌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강좌는 감수성, 공감, 빈둥지 시기 

처, 직장 스트레스 처와 같이 스트레스 해소나 관계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룸. 그 외, 도자

기 만들기나 정리수납과 같은 취미 및 생활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며, 나만의 인터

넷 블로그 노하우 만들기,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활용법을 다루는 강좌도 개설됨

 ❏ 심리상담실-休(휴) 운영 

◦ 휴는 수원시 여성을 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상담실-休(휴)’를 운영

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은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음

◦ 전문적인 상담자와 정기적인 만남(주 1회, 50분, 12회)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선택을 돕는 개인상담, 유사한 관심사와 특정 주제로 모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며 공감을 통해 성장을 모색하는 집단상담으로 상담

과정이 구분되어 있음 

 ④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수원지역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 지역 여성 중심의 

10명 내외 동아리로 심리, 문화, 봉사와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지원 상임. 

타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생적 동아리여야만 지원 자격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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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먼라이브러리

① 도서관 설립 취지

◦ 부산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사상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여성중심 공간으로, 여성

들의 소통과 활동, 양성평등 교육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지향하며 2015년 개소됨. 핵심 시설

로 양성평등도서관과 수다공간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상구의 여성 ‘10인 원탁 토론회’에서 여성의 의견과 능력이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매개공간에 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우먼라

이브러리 설립으로 구체화된 것임

② 사업 및 프로그램

◦ 양성평등 도서관 운영 : 양성평등 확 를 위한 도서관 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성평등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음. 도서 비치 외에도 성평등을 확 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관 사업

을 실시하며, 2015년에는 성평등 관련 도서를 저술한 작가를 초 하여‘양성평등 도서 작가

와의 화’를 진행함. 2016년에는 부산지역 여성작가를 초청하여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

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성작가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기도 함. 그 외에도 다양한 여성전문인과

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성평등 인식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 역사 속 젠더 여행 : 2017~2018년, 2년에 걸쳐 진행한 토크 콘서트 사업. 고  신화부터 

근 사까지 역사 속 여성들의 활동에 해 재조명해 보는 프로그램으로‘한국 여성 인물 재조

명’과‘영화 속 여성이야기’이라는 주제로 여성의 역사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 그 외 토론

회,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3] 우먼라이브러리

자료 : NABIS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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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9)

(1) 요코하마 포럼 

① 비전 및 목적

◦ 공익재단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추진 협회는 전신인 재단 법인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는 

1987년 요코하마와 땅에서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살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분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행정·기업·학교·NPO등의 연계 및 협동에 의한 모든 사람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권

이 지켜지고 다양성(다양성)이 존중되는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 남녀 공동 참여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민 사업자, 관계 단체의 남녀의 공동 참여

를 추진하고 지원 육성하여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임

◦ 향후 과제로 성폭력 및 가족폭력상담 건수의 증가 경향, 취업에 관한 남녀 격차 등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에 남녀 공동 참여에 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적을 가진 해당 단체의 기 는 더욱 커지고 있음

② 연혁

◦ 1987년 10월 재단 법인 요코하마시 여성 협회 설립 

◦ 1988년 9월 요코하마 여성 포럼(현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요코하마) 개관 

◦ 1993년 7월 포럼 요코하마 개관 

◦ 2000년 4월 요코하마시 여성 회관 수탁 

◦ 2005년 4월 남녀 공동 참여 센터 요코하마 센터 요코하마 남쪽 관리 운영 

◦ 2005년 9월 재단 명칭 변경 

◦ 2005년 10월 포럼 요코하마 폐관, 남녀 공동참여터 요코하마 키타 개관 

◦ 2011년 4월 공익 재단 법인으로 이행

③ 조직의 운영 

◦ 요코하마 포럼의 특징은 요코하마 전역에 3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재단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형태임

◦ 요코하마시의 남녀 공동 참여 센터 3관을 거점으로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

에 정보의 수집·제공, 조사 연구, 홍보 계발 학습 연수, 상담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9) 고양시청, 2018,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췌 및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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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행정·기업·학교·NPO등과 연계하여 여성 활약 추진, 남녀 공동 

참가 사업 전개로 저출산 고령 사회를 위한 사회 경제 시책과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고, 일하기 편하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사업 방식을 모색할 계획을 밝힘

◦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시 및 관계 단체와의 협

동에 의한 사업의 충실·확 의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서 자주 재원 확충과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녀 공동 참여 사회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린 꾸준한 실적의 축적이 필요하

고, 그것을 실현할 안정적인 체제 마련이 필요함

④ 공간구성 

 ❏ 1층 렉쳐룸 

◦ 면적 약 280평방미터, 객석 194석(전방 54석, 후방 전동 계단석 140석)

◦ 객석과 무 는 이동식. 강연회, 발표회 등에 이용할 수 있음

◦ 부 설비는 마이크, DVD·비디오·CD플레이어, 카세트데크, 조명 설비, 그랜드 피아노 연

단·사회자 탁자, 형 프로젝터, 동시통역 기기를 이용 가능

◦ 무  폭 10.4m, 안길이 4.8m, 높이 7.1m이며 기실이 있음

 

 ❏ 세미나 룸

◦ 이용 목적에 따라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음. 3개의 방 칸막이를 걷어내면 연결할 수 있음(2

실 또는 3개의 연속 사용 가능)

◦ 부 설비는 마이크, DVD비디오 플레이어데크, 프로젝터 등 이용 가능

 ❏ 회의실

◦ 그룹 활동이나 회의·연수에 적합함

◦ 부 설비는 마이크, DVD 플레이어, 카세트데크, 프로젝터 등을 이용

 ❏ 음악실

◦ 정원은 40명. 그랜드 피아노를 갖추고 있음. 피아노나 코러스의 연습에 이용할 수 있음

◦ 부 설비(유료)는 그랜드 피아노, 마이크, DVD비디오 플레이어, 카세트데크, 프로젝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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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스타지오

◦ 기분 좋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마루 공간

◦ 바닥 면적 144m2(8m×18m, 높이 3m). 탈의실(로커 샤워 있음), 건강 만들기를 위한 비품

을 갖추고 있음

◦ 맨발, 양말, 또는 실내용 운동화 등 바닥의 부드러운 신발로 이용가능. 바닥이 단단한 구두를 

신고 댄스 이용은 불가(탭 댄스 플라멩코·사교댄스 등)

 ❏ 교류 라운지

◦ 시민 단체 활동 및 교류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 인쇄실에는 전단지와 회보 등의 인쇄물이 있음

◦ 복사기(유료), 사물함(무료)도 설치되어 있음(사물함 이용은 당일)

◦ 테이블은 그룹 및 소수의 미팅이나 가벼운 작업 등에 무료로 이용 가능

◦ 미니 화랑은 시민 그룹의 성과 발표 전시 등에 이용할 수 있음

◦ 도서 정보 검색 코너는 도서·잡지나 정보 검색 컴퓨터가 있음

◦ 이용시간 : 9:00~21:00(일·공휴일은 17:00까지)

‐ 휴관일은 매월 제4월요일과 연말연시

◦ 센터 주최 사업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있고, 시간 마다 주최 강좌, 개인 이용·전세 

이용시간으로 나뉘어 있음

 ❏ 아이들의 방

◦ 아이들의 방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부모와 자녀의 방 "과 일시보육(시간제 보육)을 

위한 "보육실"이 있음

◦ 벽에는 강좌나 그룹 소개 등 육아 정보가 게시되고 서로 정보를 교류 할 수 있음

 ❏ 생활공방

◦ 생활 공방은 창조와 교류의 자리

◦ 3 의 조리 를 갖춘 조리 코너, 6 의 작업 를 갖춘 작업 코너가 있는 오픈 스페이스

◦ 요리, 수공예 공작 등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인, 그룹 모두 이용 가능함

◦ 진열장에는 평소의 창작 활동의 성과를 전시하는 “생활 코너”, “미니 화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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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화랑

◦ 생활 공방에서 활동하는 시민 그룹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이 많을 경우는 추첨으로 진열. 

이용료는 1주일에 1그룹 3000엔

[그림 3-14] 요코하마포럼 배치도

자료 : 고양시, 2018,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⑤ 사업 및 프로그램

◦ 남녀 공동 참여 센터 3관에서는 남녀 공동 참여를 권하는 협동 사업에 힘을 쓰고 있음. 센터 

및 시내 공공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강좌 · 조사 연구, 교재 개발 등의 기획을 모집하는 "공모

형 남녀 공동 참가 사업", 자조 그룹 지원, 가을의 전관 이벤트 "포럼 축제", 시민 운영 협의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가을 축제(포럼 축제, 포럼 미나미 오타 축제, 아트 포럼 페스티벌)

‐ 공모형 남녀 공동 참가 사업: 매년 1월경 모집, 2월에 결정.

‐ 자조 그룹 지원 포럼 축제

‐ 시민 운영 협의회 

 ❏ 상담 프로그램

◦ 남녀 공동 참여의 관점을 가지고, 개인이 산적한 문제에 해서 상담원이 잘 듣고 해결방법

을 함께 생각. 상담은 무료, 비밀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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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에 한 상담을 받고 종합 상담 창구. 가족 관계, 삶, 

성에 관한 상처를 받은 배우자와 교제 상 의 폭력 등 우선 전화로 상담을 진행함

◦ 상담시간은 매일 9시부터 16시까지 이며, 야간 상담도 주 2회 월, 금요일 18시부터 20시까

지 받고 있음

◦ 지역이나 학교,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희롱), 임산부희롱 을 비롯한 여성, 남성, 섹슈얼 마이

너리티일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받거나 인권이 침해된 경우의 상담·신청을 받고 있음

◦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추진 조례에 의거한 상담 신청 제도의 창구. 성폭력, 성차별, 데

이트 폭력에 한 상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상임

◦ 남성을 위한 상담,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노인 요양과 일과 양립, 한부모, 가정에서 

육아 고민 등의 상담을 받고 있음

 ❏ 취업 네비게이터

◦ 경력 상담

◦ 여성을 위한 복지 및 노동 상담

◦ 미혼모를 위한 취업 상담

◦ 구인 정보 검색 코너

◦ 미니 세미나

◦ 커리어 인사이트

◦ 정보 코너 경력 카운셀링

◦ 여성을 위한 인간 관계·괴롭힘에 한 상담 

◦ 사회 보험 노무사에 따른 여성 노동 지원 상담

◦ 출장 상담(도서관에 출장)

 ❏ 서포트 그룹 지원

◦ 남편, 애인의 폭력을 체험한 여성을 위한 지원 그룹. 성적인 상처 있는 체험을 한 여성을 위

한 셀프케어 그룹

◦ 여성과 일 응원 데스크는 여성의 일하고 싶은 욕구를 지원하는 안심&무료 상담

◦ 상담은 무료이며 보육(예약제, 유료)을 이용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요코하마 시내 거주·재직·재학에게는 보육료가 면제되는 제

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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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조그룹 지원

◦ 삶의 힘듦, 가족 관계의 어려움, 폭력과 성적 피해, 각종 중독 등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당사

자들의 정기적으로 모이고, 마음과 경험, 정보를 나누고 있음

◦ 자조 미팅(셀프 헬프 그룹)의 장에서는 할 말만 하면 되고, 말하지 않고 참가만 해도 됨. 누구

나 미팅에 참가할 수 있고 체험 참여도 환영하고 있음

◦ 2016년도는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센터 3관 총 약 6,500명이 참가함

◦ 자조 그룹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미팅은 누군가가 의견을 강요하는 게 아

니라 서로 귀를 기울이장이라 안심하고, 마음과 경험, 정보를 나누고 있음

◦ 회원제도 아니고 회비도 없음. 다만, 그룹에 따라 복사비와 찻값 등 실비를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성은 없음

◦ 예약은 필요 없으며 공개된 날짜에 미팅 장소로 가면 됨. 보육(예약제)은 유료임

◦ 의사, 상담가 등은 전문직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등한 입장에서 참가하고 

있음

◦ 사생활을 지키는 안전한 장을 참가자 모두 지킴. 익명으로 참여하는 그룹도 있음. 정치 활동

이나 종교 활동, 영리 활동은 금지함

 ❏ 시민단체 지원, 발굴

◦ 공모형 남녀 공동 참가 사업(옛 “시민·NPO가 만드는 남녀 공동 참가 사업”)

◦ 시민그룹 NPO와 협동으로 남녀 공동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강좌 등을 실시함

◦ 매년 1회 모집(1월경), 공개 프레젠테이션(2월경)을 거치며 실시 계획을 결정하고 있음

 ❏ 육아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 육아 관련 단체를 일람표로 링크해서 정보제공함

◦ 애 키우는 아빠 엄마에 도움이 되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강좌나, 부자와 어린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광장을 운영하고 있음

◦ NPO법인 요코하마어린이 응원단과의 협동으로, 일시 보육이나 부자 해방 날을 개최 "아버

지와 아들의 토요 광장"과 이벤트 "목요일 광장(월 1,2회부정기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추천 책의 전시

◦ 정보 라이브러리에서는 "책 전시 기획" 을 실시하고 있음. 추천책 및 전시 자료(북 스탠드 

팜플렛 등 포함)등을 전시용 패키지로 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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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시설 지구 센터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방, 유치원에 추천전시물 여를 하며, 기획이

나 전시 공간에서 함께 상담도 병행함

 ❏ 보육

◦ 개방된 보육실이 있음. 영유아 보육을 실시하는 강좌, 상담도 있음

◦ NPO와의 협동에 의한 일시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보육은 원칙적으로 사전예약이고, 장애가 

있는 아동도 받고 있음. 일정액의 보육료를 받고 있음. 보육은 1년 6개월부터 취학 전 아이

들을 상으로 함

 ❏ 찾아가는 출장강좌

◦ 찾아가는 강사, 출장강좌, 학습마을 허브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 요코하마 시내의 단체, 기업, 학교 등 : 1시간당 강사비는 13,200엔부터

◦ 요코하마 지역 단체, 기업, 학교, 자치체 등 : 1시간당 강사비는15,400엔부터

◦ 요코하마시의 경우에는, 미팅 때문에 강사가 먼저 방문할 때는, 미팅 비용을 받음

◦ 강연료는 개인 지급이 아니라 당 협회에 지급. 1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함

◦ 강사 파견업무는 사무국에 신청을 하면 됨

◦ 센터에서 기획 전시한 내용을 지역으로 배달함

◦ 시내 도서관이나 다른 센터나 병원의 합실 등에서 주제별 전문가가 고른 책이나 자료를 

세트로 빌려줌. 주제는 ‘독신여성의 몸과 성’, ‘차별 의료’, ‘여성의 기업’, ‘여성의 커리어’등 

다양함

 ❏ 정보라이브러리

◦ 남녀 공동 참여 관점을 가진 단체 등의 간행물·신문, 시청각 자료(비디오 DVD), 포스터 등을 

모아놓은 전문 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함

◦ 라이프 스타일, 일(복직·전직·기업 등), 육아, 개호 가족이나 부부관계 ,인간관계, 생활 속의 

고충, 생활의 과제 해결이나 고민에 도움이 되는 실용 책을 중심으로 비치함

◦ 화제의 신간, 여행, 요리, 손 책과 에세이, 소설, 만화, 코믹 에세이도 있음

◦ 그림책을 천천히 읽어주는 어린이 코너가 있음

◦ 소장 자료는 현재 총 66,000권

◦ 계절이나 주제에 맞춘 북 페어·기획 전시, 화제의 작가를 초 한 토크 이벤트‘북 카페’, 앞뜰 

잔디밭에서 그림책을 즐기는 ‘부모와 함께하는 그림책 소풍’등의 행사나 주제별 북 가이드의 

발행

◦ 인터넷 예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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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단체 및 기업과 연계

◦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누구나 학습마을이나, 일본의 시부야 학 프로그램과 유사함

◦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 ‘텔모 생명 과학 예술 재단’과 연계한 “00한 여성을 위한 회복 지원 프로젝트”

◦ “오츠카 제약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여성의 건강 세미나”, “여성 호르몬과 사귀는 방법” 개최

◦ “THE BODY SHOP” 관 연계하여 화장품 제공 및 메이크업 팀 파견

◦ “주식회사 환켈” 과 연계하여 “이과는 재밌어 여자들만 실험 교실” 등의 강좌 실시

◦ 실제적이고 유행하는 테마 등을 발굴하여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실질

적이고 유용한 강좌기획

◦ 젊은 여성들의 호응도가 높음. 여성센터하면 주부나 중년여성의 이미지를 강하기에 시 에 

요구와 젊은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기업들과 적극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실리

적인 프로그램 개발함

 ❏ 적극적 홍보

◦ 홍보와 광고를 동시에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증폭시킴

◦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센터에서는 소셜 미디어에 의한 정보를 발신함

◦ 홍보: 기관지 – 각주요역에도 비치, 요코하마 시내 공공시설이나 주요 역 PR박스, 요코하마 

신용 금고의 각 점포 등에서 배포함

◦ 포럼 통신 광고 매체로서의 강점으로는 여성들에게 직접 정보가 전달됨

◦ 요코하마시 남녀 공동 참여 센터 3관(연간 방문객 수 합계 약 88만명)에서 배가운동을 위해 

각종강좌와 행사 참가자에게 홍보를 권유함

◦ 1회 게재로 4개월간 PR가능, 요코하마 시내의 철도역이나 공공시설, 육아 지원 거점 의료 

기관 등 총 500곳 이상에서 무료 배포함

◦ 직장 여성이 주목하며 읽을 수 있도록 기획. 유명인사의 인터뷰나 코믹 연재가 인기임

(2) 오오타구 에세나

① 오오타구 에세나 개요

◦ ‘에세나’는 스페인어로 스테이지 무 ·광장을 의미하고, 자신의 무 를 시설에서 펼쳐 달라

는 염원을 담아 구민의 공모에서 선정 된 애칭임

◦ 오오타구립 ‘에세나’는 오오타구립 남녀평등 추진센터 근거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센터로

써 조례 제1조에 목적이, 제2조에는 센터의 사업이 각각 명기되어 있음



마포구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및 운영 방안 124

◦ 2004년 4월부터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남녀 공동 참가 

오오타」가 지정 관리자가 되어 에세나 오타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남녀공동 참획사회 기본법」에서는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실현은 일본 사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함. 하지만 현실은 여성에 한 폭력이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성별에 

의한 고정적인 역할 분담과 이에 따른 사회 제도 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진정한 

남녀평등의 달성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남녀공동 참가 오오타」는 남녀가 서로 

모두 등하다는 것을 자각한 가운데 ‘오오타 지역 남녀 공동 참가 추진 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구민 및 단체의 자주적 활동의 지원 등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지역 만들기에 기여하고 남녀가 함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② 연혁 

◦ 1977년 오오타구 지역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 「오오타 구립 여성 

회관」이 설립되었음

◦ 1992년에는 「오오타구립 오타 여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건물의 재건축 후, 2000년에

「오오타구립 남녀평등 추진 센터 ‘에세나 오타’」로 개관

◦ 2003년 7월「오오타구립 남녀평등 추진센터 구민 자주 운영위원회」의 유지에 따라 오오타 

구립 남녀 추진 센터의 관리 행을 위탁하는「자주관리 프로젝트 팀」을 시작

◦ 2003년 9월 「자주관리 프로젝트 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화」에 해 검토

◦ 2003년 11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화에 따라 명칭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 남녀공동 참가 

오오타」라고 결정

◦ 2003년 12월 설립 총회 개최

◦ 2004년 4월 에세나 오타의 지정 관리

◦ 2006년 4월 에세나 오타의 지정 관리자로 재지정

◦ 2011년 4월 지정 관리자로 3기 기간은 5년으로 지정됨

◦ 2016년 4월 지정 관리자로 4기 기간은 3년으로 다시 지정됨

③ 조직 및 운영

◦ 일본에서 지정관리자 제도(일종의 민간위탁)가 도입된 후 여성센터로서 최초로 여성 민간단

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지정관리자제도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앞으로 지정관

리자제도가 세라고 판단한 여성 활동가들이 미리 단체 설립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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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여성들이 NPO법인을 설립하여 지정관리자로 지정되어서 시

설관리를 제외한 운영전반에 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사회변화에 맞게 융통성 있

게 운영하고 있음

◦ 「오오타구립 남녀평등 추진센터 구민 자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으로 의사결정과

정을 통해서 운영함

④ 공간 구성 및 운영

◦ 일본의 여성센터 및 커뮤니티센터는 부분 자율적 운영과 오픈된 공간운영을 주로 하고 있

음. 이러한 자율적 운영과 공간이용에는 시설의 규약을 잘 지키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음

‐ 시설이용 : 이용당일은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지참. 또한 시설의 이용시간은 엄수. 이용 시

간은 원칙적으로 준비 및 뒷정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음. 부득이한 경우 이용

시간의 15분전부터 시설의 열쇠를 건네 줌(종료시간까지 열쇠 반납)

‐ 자동차 이용 : 본 시설의 주차장은 장애인용 (주로 휠체어 사용자)의 것이고 일반이용자의 

주차 공간은 없음. 주변의 유료 주차장 (지도 사무실까지)을 사용권유. 특별한 이유가 있

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무실 문의

◦ 1층에는 다목적 로비가 있어 남녀공동참획에 관한 전시 등을 할 수 있고, 카페와 조리실,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5] 오오타구 에세나 1층 평면도

자료 : 고양시, 2018,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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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은 조리실, 일본식 다다미방, 도서코너, 미팅룸, 담화코너, 전시코너, 공방, 학습실, 사무

실로 구성

[그림 3-16] 오오타구 에세나 2층 평면도

자료 : 고양시, 2018,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3층은 다목적홀과 상담실, 아이들방(보육실), 음악실,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방 등으로 구

성되어 있음

[그림 3-17] 오오타구 에세나 3층 평면도

자료 : 고양시, 2018,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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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 및 프로그램

 ❏ 주요 강좌

◦ 2018.01 나와 지역을 연결되게 하는 방재 강좌 

◦ 2017.12 선호도 상승! 재취업 응원 화장술 2

◦ 2017.11 자아력 향상 세미나 “소소한 과제의 해결법”

◦ 2017.10 가족모두 안심 “텔레비전과 SNS와 잘사귀는 방법”

◦ 2017.10 무료 영화회 "소녀는 자전거를 타고"(일본어 자막)

◦ 2017.09 라이크 멘 아빠 강좌 “설레는 부자 놀이”와 스마트 폰 촬영술 

◦ 2017.09 가정 내 도덕적 괴롭힘을 알자

◦ 2017.09 남자의 삶 학원 

◦ 2017.08 육아휴직 엄마를 위한 파워업 세미나 

 ❏ 상담프로그램

◦ ‘에세나의 민들레 상담’은 여성을 위한 상담 창구임. 나를 만나는 8일(연속 강좌)등의 기획 

강좌도 개최하고 있음. 자신의 인생, 생활 불안, 가족,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취업

과 전직, 내게 알맞은 직업, 경력 관리, 성희롱에 관한 고민 등의 상담을 진행함

 ❏ 재해대비 사업

◦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에 만일의 경우 평소의 마음가짐과 훈련이 중요함. 자기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재 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

는 사업임

◦ 일본에서는 2011년 동북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해에 비하고 예방하는 이른

바“방재”프로그램이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고 있음. 특히 어린이와 노인, 여자들이 “재해약

자”로 드러나면서 여성들에 한 재해 교육 및 훈련도 많이 열고 있음

 ❏ 취업프로그램

◦ 취업프로그램은 오오타구 내 거주·재근·재학의 재취업을 목표로 여성을 상으로하며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아이가 있는 여성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1세 이상 미취학까지

의 자녀를 15명까지 보육 가능한 시설로 1명 600엔의 보육료를 받고 있음

◦ 취업면접을 위한 프로그램 : 호감도가 올라가는 메이크업 방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자세나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하게 되기에 자신다움을 높이는 메이크업 방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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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력 향상 세미나 : 직장이나 지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양성. 같은 입장의 동료와 회의 기술과 리더십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팀을 살리는 힘을 익히는 세미나

 ❏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

◦ 부모와 아이들 소통 프로그램 : 태어났을 때부터 TV와 SNS 등으로 둘러싸여 자라가는 현

의 아이들을 둘러싼 상황을 알고 가족모두 미디어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매개

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이른바 세 이해 프로그램

◦ 아빠와 함께 : 아이의 웃는 얼굴을 좀 더 잘 보고 싶은 아빠를 위한 특별 이벤트. 전문 사진작

가에서 자녀의 베스트 샷 촬영 기술을 배우고, 아이의 미소를 영구 보존함

◦ 경험이 풍부한 보육사들과 함께 손놀이나 부모와 자식 체조, 구연동화 등을 즐길 수 있음.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 아빠들의 토론 시간을 마련해 모임 후 아빠들

끼리의 동아리를 유도함

 ❏ 가정 내 도덕적 괴롭힘을 아는 프로그램

◦ 가족 간의 서로 도덕적 잣 로 괴롭히고 있다는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서로에게 역할이나 높은 도덕적 잣 로 가족을 평가하면서 소통에 방

해가 되는 이른바 설교, 훈육형 교육 등의 가족 내 도덕적 괴롭힘을 인지해가는 과정

 ❏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 남자의 편안한 수다 살롱 : 매월 첫째 수요일 50  이상의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수다

코너, 참가신청 없이 상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 제2의 인생전환을 모색하게 되는 50

 이상의 남성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경험과 고민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주면서 앞

으로의 삶을 좀 더 남녀평등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유토크 프로그램

◦ 은퇴남자를 위한 살롱 :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남성들의 생활자립을 위한 강좌로서 직장을 

그만두고 후 10만 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더 즐겁게, 건강하게 자립하고 충실하기 위한 팁을 

배우는 강좌. 같이 요리를 한 후 음식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실제적 인생설계를 서로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

 ❏ 육아휴가 엄마를 위한 세미나

◦ 육아선배로부터 배우는 직장 복귀 조언과 팁을 알려주는 세미나로 구내 거주·첫 아이의 육아 

휴가를 가진 엄마들을 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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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의 참여하는 엄마들의 보육을 위해 5개월~3세까지의 아이들을 25명까지 보육가능하

며 1인 1회 1,000엔의 보육료를 받고 있음

 ❏ 육아기 부모와 아이를 위한 오픈 자유 프로그램

◦ 누구나 오세요 : 월 2회(매월 제1·제3 목요일 ), 2층 담화 코너에서 어른, 아이 남녀노소 누

구나 자유롭게 참가하는 개방형 프로그램. 주로 이야기 나누기, 그림책보기, 그림연극, 동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장난감으로 놀자 : 1F 회의실 매월 넷째 토요일 13:30~16:00 , 장난감을 가득 준비해서 장

난감을 매개로 부모와 자녀, 다른 가족들과 소통하는 강좌

◦ 자녀와 함께 Be Happy : 월2회 취학 전 아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가족과 만

나는 프로그램. 이를 통해 “나홀로 육아”스트레스 벗어나 함께 육아를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길을 모색

◦ 종이접기광장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계절별 종이 접기 놀이. 당일 참가 OK. 초보자 환영. 

참가비 1회 500엔(재료비별도), 초등학생 이하는 재료비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적인 종이접기를 통해 아이와 부모, 다른 가족들과의 만남을 도모하는 프

로그램

4) 소결

◦ 서울시 자치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는 주로 취·창업교육이나 문화·교양강좌 제

공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현 시 의 정서와 시 적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센터의 형태가 

아님. 문화·교양강좌를 제공할 시 중복이 우려되고, 건물규모 상 다양한 교육의 진행이 불가

하므로, 양성평등교육 외의 평생학습 성격의 교육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함. 젠더이해도

를 높이고 폭력과 가족문제 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동네 젠더교육 등 지역의 양

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간은 센터 고유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어떠한 사업들을 펼칠 

것 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척도가 됨. 이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다양한 계층의 주민

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음

◦ 서초여성플라자와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사업,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여성 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기획에 전반적인 센터 운

영과 프로그램 활용에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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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여성문화공간 휴는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 편의성을 위한 공간 

구성이 두드러짐. 일본의 요코하마 포럼과 오오타구 에세나 역시 이용자들의 보육문제를 위

한 공간구성이 포함되어 있음. 수원여성문화공간 휴의 경우 접근이 가장 유리한 장소에 유아

차 보관 장소를 배치하고,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여 육아기 여성이 돌봄에 한 부담 없이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여성들이 공적 활동에 참여할 때 표적인 장애요인이 돌봄에 한 부담인데, 이러한 여

성의 역할을 고려하여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 편의를 지원하므로 돌봄 

부담 해소와 관련된 사업 운영에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임

◦ 부산시의 사상구 여성라이브러리가 수행한 바 있는 토크 콘서트와 같이 여성사와 여성인물

에 한 재조명 사업도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임. 마포구의 여성생활사를 포함한 여성

생활사, 최근 발굴되고 있는 여성인물들을 모아 장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성평등활동지원센터나 서울여성플라자의 NGO 센터처럼 여성단체 지원사업도 향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업임. 특히 설립 초기 여성단체의 생존과 영페미니스트의 활동에 주목한 점이 

의미 있으며, 이들 기관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 구성, 

차세  여성주의 활동가 발굴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최근 성평등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자생적인 동아리가 다수 생겨나는 현상을 보

이고 있음. 이들 모임들은 모임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상업적 공간을 활용하

는데, 접근이 용이한 성평등 활동 공간 지원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공간건립이후에도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시 의 변화에 민간하게 귀기울이며 융통

성 있게 응해나가는 것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옴. 다양한 상에 맞는 기획 강좌는 시 의 

흐름을 읽어서 다채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

‐ 기획 강좌와 고정강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모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소모임 지원이 모든 센터에서 중요시 여김

◦ 일본의 유사기관들과 같이 이용자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작은 공간이라도 골고루 

공간을 부여하고, 테마별･ 상자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나 시간적, 공간적, 운영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공간과 콘텐츠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이 센터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의사결정과정이나 다양한 자문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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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

1 ∙ 마포구 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 본 연구는 마포구 여성정책 환경과 관련 정책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마포구 (가칭)여성센

터’ 건립에 따른 구민들의 정책요구와 더불어 자문위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음.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들도 검토해 종합한 결과 여성센터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

에 사항들로 귀결되었음

1) 열린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차별화 전략의 첫 번째인 ‘열린 커뮤니티 활동 지원’은 여성센터가 마포구민 누구나 쉽고 편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구민들의 정책요구에서 시작되었음

◦ 여성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여성을 상으로한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서울시 자치구에 위치한 여성 관련 기관들만 보아도 취･창업이

나 문화센터의 역할들이 부분을 차지함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는 이와 같은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센터의 이용 

상을 ‘생물학적 여성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변하는 상징인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

성’과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 받는 ‘남성’까지 모두 포함한 마포구민 전체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마포구에는 이미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존재하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생활･문

화･교양･체육에 관련된 강좌들이 무수히 많은 것에 비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이와 

관련해선 마포구민들과 자문위원 및 전문가들 역시 한목소리를 내었음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는 마포구민 누구나 방문해서 공통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유롭

게 화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함

◦ 센터의 이용자 범위를 마포구민 전체로 확장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무엇이

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마포구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기존의 여성 관련 기관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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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지 관점의 상징적 공간 구성

◦ 차별화 전략의 두 번째는 ‘성인지 관점의 상징적인 공간구성’으로 기초설계부터 지속적인 컨

설팅을 받아 젠더의 관점에서 이용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임

◦ 공간구성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내부에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

이 맞춰져있음. 하지만 성인지 관점에서의 공간구성이라함은 접근성, 편의성, 안정성, 임파

워링 등을 고려해 내･외부 모두를 아우르는 구성이 되어야 함

‐ 중교통편을 고려한 사용사의 접근성, 센터입구 계단, 진입로, 안내판, 보행공간 등 이용

자 특성에 따른 시설 및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 젠더관점의 전반적인 공간 구성에 더불어 ‘상징적인 공간구성’역시 고려되어야함. 마포구에

는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구성된 공간에 시설

물들을 배치하고,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같

은 명패를 부착해 성인지 관점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표시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것 만으

로도 차별성이 확보될 것임

[그림 4-1]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화장실

3) 여성 활동 지원 네트워크 허브

◦ 차별화 전략 세 번째는 ‘여성 활동 지원 네트워크 허브’임. 마포구에는 아래의 [그림 4-2]와 

같이 여러 분야의 여성･가족 활동 단체들이 위치하고 있음. 여성센터에서는 민간부문의 단체

들의 활동영역과 위치, 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뒤 센터에 방문하

는 이용자들 중에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을 원하는 여성들을 관련 단체에 소개해주는 방식의 

‘여성 활동 지원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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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마포구 여성관련 기관 및 단체

◦ 현실적으로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범위에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배치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지역에 위치한 민간부문의 단체들을 최 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이는 센터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구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할 것임

4) 구민이 만드는 프로그램

◦ 차별화 전략 네 번째 ‘구민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센터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배우거나 체

험해보고 싶은 영역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강좌개설 창구를 만들어 신청에 따른 현황을 

개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해당 강좌를 신청하면 센터는 단기 강좌 프로그램으로 해당 강

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음 

‐ 차별화 전략 3번과 마찬가지로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

로 ‘마포구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해 겹치는 강좌는 최 한 배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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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성센터 운영방안 제언

1)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기본방향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는 여성권익을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여성들

의 역량강화 거점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공간구축과 올바른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젠더문제의 응강화를 위해 설치가 추진되었음. 마포구에 설치되는 여성센터는 열린 커

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여성 활동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마포구민 모두의 올바른 성평등 

관련 교육과 젠더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문턱 없는 기관이 되어야 함. 이는 마포구 (가칭)여성

센터 설치의 취지이며 미션이라 할 수 있음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비전을 ‘모두에게 평등한 여성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상정하고, 마

포구의 여성 정책 환경과 정책요구 분석을 토 로 수립한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기본방향

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모두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마포구 성평등 정책의 주요기반 

‐ 둘째,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및 네트워크 지원 거점

‐ 셋째, 올바른 성평등 문화와 참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량 강화 중심지

‐ 넷째,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영의 새로운 모델 

[그림 4-3]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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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중심의 공간 구성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의 공간은 무엇보다 이용자 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선 최

한의 공간을 활용해야 함.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공간은 사무실, 강의실, 다목적실, 

화장실, 수유실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무실과 소통공간을 접목하여 한쪽에는 개방형 사무실이 

상담 창구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같은 공간에 소통공간이 될 수 있는 북카페 

등을 설치해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의 상담실과 카페 등을 참고해 고양여성커뮤니티센터의 

이음마루와 같은 통합형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언함

[그림 4-4] 통합형 공간활용의 예시

자료 : [그림 3-9],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 홈페이지 

◦ 강의실과 다목적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화장실은 수유실과 같은 보육 시설로 기준을 두어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 아닌 육

아를 하고 있는 아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젠더의 관점에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인 역할로 인해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간을 구성해야 진정한 의미에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을 위한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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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중심의 공간이란 센터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중교통 

정거장에서 진입부까지의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고 저층부의 다목적 공간을 활용해 네트

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설치까지 고려해야 함. 또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민･관이 함께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정보전달 방식까지 합의점을 찾아 진행한다면 공

간구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여성 활동 네트워크 지원

◦ 차별화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마포구 (가칭)여성센터에서 이용자들이 요구

하는 모든 범위에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배치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센터에서

는 개인, 동아리 및 공동체, 사회적 참여 등 분야를 구분하여 5인 이상 공동체가 구성되면 

활동을 지원해주거나 지역에 위치한 민간부문의 단체들을 최 한 활용하여 이용자가 관심있

는 분야의 단체나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 수 있음

◦ 센터에선 개방형 공간에 게시판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 중의 공통의 관심 분

야를 가진 사람들은 직접 모을 수 있도록 최 한 간단하게 기반을 만들어주고, 여성활동 네

트워크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4-5] 여성 활동 네트워크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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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의 구성

◦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과 구민 요구에 따라 운영되는 단

기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 기본 프로그램은 성인지 관점 및 젠더의 이해, 젠더폭력 응강화를 중심주제로 하는 정기적 

운영 강좌를 구성해 마포구에 올바른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젠더의 이해부터 시작하는 젠더문

제 응강화를 겨냥한 교육을 진행해야 함

‐ 행정에 있어 젠더는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되면서 성인지 교육과 여성친화 도시 사업의 실

행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편이나 일반 구민에게 젠더와 관련한 문화와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또한 성별갈등의 경우 ‘갈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됨으로서 이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자는 시각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올

바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함

◦ 올바른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젠더폭력의 응강화를 위해선 일반적인 관념부터 새롭게 접근

해야 함. 보통 젠더폭력은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온라인 성폭력 등으로 생

각하기 쉬우나 진정한 의미에 젠더폭력이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바탕으로 양자

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의미함

‐ 젠더폭력은 여성만을 상으로 하는 폭력이 아닌 상황에 따라 약자가 되는 모두를 상으

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함. 따라서 젠더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인권에 한 프로그램이 

선행되면 젠더폭력 응강화는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임

◦ 단기 프로그램은 차별화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배우거나 체험해

보고 싶은 영역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강좌개설 창구를 만들어 신청에 따른 현황을 개시

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해당 강좌를 신청하면 센터는 단기 강좌 프로그램으로 해당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유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센터의 활용도 상승과 주민참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임

‐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마포구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해 겹치는 강좌는 최 한 배제해야 할 것임. 공용PC을 설치

해 ‘마포구평생학습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단기 프로그램에 한 수요파악은 어

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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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종결론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설치에 따라 차별화 전략 및 운영방안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 여성 관

련 정책 환경과 여성 정책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구민들의 정책요구를 조사하고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해 자문위원 및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를 검토해 종합한 

결과 ‘열린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성인지 관점의 상징적 공간 구성’, ‘여성 활동 지원 네트워

크 허브’, ‘구민이 만드는 프로그램’ 등의 차별화 전략을 도출하였음 

◦ 여성센터 설치 취지에 따라 ‘모두에게 평등한 여성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비전하에 모두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부여, 열린 커뮤니티 공간 및 네트워크 지원 거점, 올바른 성평등 문화와 참

여의 방향제시, 민·관이 함께 만드는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운영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여성 활동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의 운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

였음

◦ 운영방안에 있어 위 사항들이 큰 줄기는 형성할 수 있겠지만 운영의 세부사항 들까지 완전하

게 귀결시키기에는 집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함. 여성센터의 명칭, 직영과 

위탁운영, 제도적 기반이 될 조례 등의 중요한 해결과제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음. 이 모

든 문제들에 접근하기 앞서 가장 먼저 전재가 되어야할 사항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임

◦ 여성센터의 명칭은 공모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센터 운영에 한 조례, 위탁운영 기관 

선정, 공간구성 등은 결정된 사항이 없음

‐ 전문가 의견에서와 같이 직영 운영을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운영해야하고, 초기에 같이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완전 위탁, 수탁 

형태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담당 공무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이해도가 높고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과 특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담당해야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이 선행된 이 후 센터 운영에 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그렇지 못할 경우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조례는 나오

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공간구성 역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의견들을 모으고 여성친화도시 공간컨설팅을 반드시 요

청해야함. 성인지 관점에 의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중간보고 혹은 계획 

설계가 나왔을 당시에 해당 설계를 가지고 같이 컨설팅을 받아야함. 다른 단계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계획 설계가 나온 시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평가 있었음. 하지만 보

통의 경우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여성친화도시 공간컨설팅을 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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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라고 함. 이미 다 결정은 끝난 상태에서 시설까지 설계가 전부 끝나버리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임

◦ 마포구 (가칭)여성센터는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서 공통 관심사에 해 이야

기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된 커뮤니티 지원 중심에 상을 제한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마포구민의 올바른 성평등 인식과 젠더문제에 응하는 문화적 기류를 형성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의미하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민·관 협치에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희

망함

[그림 4-6] 마포구 (가칭)여성센터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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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o-gu Women’s Center Differentiation Strategies and 

Operational Solution

Young-Guk You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several policies that are focused on gender 

equality since 2015. The policies aim to promote equality through increasing awareness 

of gender inequality and providing frameworks for creating a gender-equal environment. 

Based on the gender equality legislation, Mago-gu has designated the city as the 

“women-friendly city” in 2012 and has transitioned into the second phase in 2017. 

Therefore, the goals of Mapo-gu are to provide infrastructure for female leisures,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socio-economic activities, to develop a 

family-friendly environment, and to create a safer city. In order to establish the 2nd 

phase of the “women-friendly city,” Mapo-gu will construct the women’s center, and 

its purpose will be to provide general support for the women, and it will be a center for 

fighting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gender discrimin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clear path for the Mapo-gu’s women’s center by differentiating 

the center from other institutions and to analyze the strategies to create sufficient 

management plans. To examine the role of the Mapo-gu women’s center,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urrent Mapo-gu’s policies on women and evaluate other women’s centers 

by reviewing domestic cases and international cases. In addition, the paper will provide 

strategies for differentiation of the center and suggest management plan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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