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10 성남시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명 -명

주관부서 인사행정과 인사행정과장 최영숙, 인사운영팀장 조일호, 담당 김한 ☎ 729-4823

협조부서 - -

협력체계 -

시민참여 성남시인사위원회

□ 정책목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공무원이 능력을 발휘하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 개    요

  ❍ 주요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 공무원 배치

  ❍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를 반영 5급 이상 관리자로 진출 여건 조성

  ❍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용목표 비율 13.9% 15.9% 16.8% 18.6% 20%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추진방침 결정

2019년 연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15.9%)

2020년 연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16.8%)

2021년 연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18.6%)

2022년 연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20%)

2023년이후 지속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지속 확대

□ 재정투입계획(비예산)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20 13.9 15.6 112

2019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20 15.9 16.7 105

2020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20 16.8 16.7 99

2021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20 18.6 19.2 103

2022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20 20 20.1 100.5

□ 공약 이행사항

❍ 직급에 따른 성별 현황

❍ 5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1. 1. 현재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인 원 172 27 15.6 179 30 16.7 180 30 16.7 182 35 19.2 184 37 20.1

❍ 공약사업 이행상황 

(147명)

(461명)
(433명)

(213명) (207명)

(37명)

(총 184명 ) (총 894명) (총 1,022명) (총 592명) (총 601명)

(433명) (589명) (379명) (394명)

(총 20명)

(12명)

(8명)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월: 공약사업 추진방침 수립
◦ 이행상황(여성 공무원 15.6%)
  - 4급 승진 임용: 3회, 여성 2명(전체  9명)
  - 5급 승진 임용: 3회, 여성 8명(전체 39명)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3회, 각2명

2019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이행상황(여성 공무원 16.7%)
  - 4급 승진 임용: 4회, 여성 2명(전체 11명)
  - 5급 승진 임용: 5회, 여성 7명(전체 56명)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5회,  각2명

2020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이행상황(여성 공무원 16.7%)
  - 4급 승진 임용: 4회, 여성  -명(전체 7 명)
  - 5급 승진 임용: 4회, 여성 12명(전체 56명)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4회,  각2명

2021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이행상황(여성 공무원 19.29%)
  - 4급 승진 임용: 3회, 여성  1명(전체 8명)
  - 5급 승진 임용: 4회, 여성 10명(전체 39명)
  - 5급 이상 남성공무원 면직(3명)
  - 교육복귀(4급 남1명, 5급 여1명)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
      4회,  각2명

2022년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이행상황(여성 공무원 20.1%)
  - 5급 승진 임용: 여성 5명(2022. 1. 1.)
  - 공약이행 완료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직렬별 6급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상 여성리더 등재 부족

◦ 기획, 감사 ,총무 ,예산 등 기획부서 근무기회  

   부족으로 경력관리에 어려움 및 저조한  

   성과 발생

◦신규임용 시부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관심 분야, 적성들을 조사하여 근무  

  기회 부여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지속적인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 기대효과 

❍ 주요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여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5급이상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유리천장 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