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

내 삶이 행복한 도시

103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신규사업

추진부서

여성정책과(☏440-2691)

최종목표
●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친화도시 지정 점진적 확대 추진
• (2019년) 2개소→3개소(연수구) (2020년이후) 점진적 확대
-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시-군구간 연계방안 연구용역 : 2019년
• 전국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등
- 광역협의체 구성 운영 : 2019년 상반기 이후 지속
• (시기) 연 2회, (구성)공무원, 단체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
(내용) 컨설팅, 사업성과 평가, 정책개선사항 등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운영
• (대상) 신규지정 신청·재지정 군·구 (내용) 사업계획, 과제발굴 등 컨설팅
-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연 1회
• 전문가 특강, 사업공유, 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 발전방안, 애로사항 등 논의
-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비 지원(군·구) : 2019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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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
시 비

2018

2019

2020

2021

2022

300

60

70

80

90

300

60

70

80

90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목표

추진계획

비고(이행률)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

2018

•사업발굴 및 제도개선

발굴 의뢰(시 → 여성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관련

20%

조례개정(양성평등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2개소→3개소, 연수구)

•광역협의체 구성 및
2019

특색사업 지원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운영

•광역협의체 구성 : 전문가 등 20명이내
•여성친화도시관련 원탁토론

50%

- 전문가 특강, 발전방안 논의
•군·구 특색사업비 지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단 운영 : 수시

•광역협의체 정례화
2020

•특색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지속
운영

•광역협의체 정례화 : 연 2회
•여성친화도시관련 워크숍 개최 : 연 1회
- 조성의 의의, 사업공유, 애로사항 등

70%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단 운영 : 수시
•군구 특색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광역협의체 지속 운영

•특색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2021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지속
운영

(연 2회, 필요시 수시)
•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 : 연 1회

90%

•군구 특색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단 운영 : 수시

2022. 6월 까지

•특색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광역협의체 지속 운영(연 2회)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지속

•군구 특색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운영

•찾아가는 현장컨설팅단 지속운영 : 수시

기대효과
●

양성이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성평등 기반 구축

●

성평등 문화에 대한 시민적 관심제고 및 여성권익증진 사회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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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