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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18년 12월 2차 (2018.12.31.)

주요 현안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참고자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을 주제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21.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079

➊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성평등 목표」 수립, 노력도 평가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활성화 등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불법 촬영물 삭제 대기시간 단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확대
20·30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 추진
기업 협약을 통한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등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 노력

➋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가족 관련 차별적 법·제도 및 인식 개선
한부모 양육비 지원(월 13만원

월 20만원) 및 대상(만 14세 미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시간(연600
		

150%이하)과

720시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 서비스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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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확대

2019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및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발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24.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090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28.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101

성평등 관점 반영된 보건복지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에 따른 자문으로 성인지적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발족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12.18.
http://www.mohw.go.kr/
react/al/sal0301vw.jsp?PAR_
MENU_ID=04&MENU_
ID=0403&page=4&CONT_
SEQ=347040

20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
기업 중심으로 개편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2.31.
http://www.moel.go.kr/news/
enews/report/enewsView.do?news_
seq=9520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 71.5점

	2017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발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28.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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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전년보다 18% 증가, 3,328개사로 확대

	2018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전년(2,802개사)보다 18% 증가한 3,328개사로 확대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17.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070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점수는 몇 점일까?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 시.도의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2.21.

지수" 를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

http://www.moel.go.kr/news/
enews/report/enewsView.do?news_
seq=9488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퇴출한다

	2018년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18.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 적발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076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는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26.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 설명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091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27.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099

03

똑똑! 책으로 여는 성평등 세상

참고자료

	아동·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 도서’를
선정하고, 도서관과 서점에 ‘성평등 도서존’(zone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평등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12.18

아동도서 및 문화 확산 사업’시작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
do?mid=news405&bbtSn=706075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 (발의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민경욱의원 등 10인)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7인)

내용

제안일

2018.
12.18

2018.
12.27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 강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18.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6

일·생활

(김영진의원 등 10인)

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18.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28

(금태섭의원 등 18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일부개정법률안

12.20

(심재권의원 등 10인)
젠더
폭력·안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일부개정법률안

12.31

(송석준의원 등 10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 수준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육아휴직 신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벌금으로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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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간 MOU 체결 및 포럼 개최

	우리 연구원과 대검찰청은 2018년 12월 19일(수) 여성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당일 오후에는

참고자료
- http://kwdi.re.kr/plaza/bodoView.
do?p=1&idx=122546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115차 양성평등정책
포럼을 개최함.(2018.12.19.)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필요

	한국여성의정과 우리 연구원은 12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토론회는 선출직 남녀동수의 제도화를 위한

참고자료
- http://kwdi.re.kr/plaza/bodoView.
do?p=1&idx=122547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2018.12.20.)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원 학술행사 관련
행사명

대검찰청과
MOU 체결/
제115차
양성평등
정책포럼

보도일
2018.12.19

SBS 뉴스

2018.12.19

뉴스1

실현을 위한
토론회

링크

검찰, 여성 정책 전문기관과  손잡아…여성폭력 범죄 대응 체제 구축
대검, 여성정책硏과 업무협약…여성대상  폭력범죄 대응강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4175&plink=ORI&cooper=
NAVER
http://news1.kr/articles/?3504171

2018.12.19

세계일보

대검찰청·여성정책硏, '女대상 폭력범죄  대처' MOU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19002595

여원뉴스

대검, 여성정책硏과 업무협약…여성대상  폭력범죄 대응강화

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8740&section=sc31#09J9

2018.12.19

연합뉴스

검찰, 여성정책 전문기관과  손잡아…여성폭력범죄 대응체제 구축

2018.12.19

남녀동수

헤드라인

2018.12.19

2018.12.19

선출직

매체명

이데일리

대검, 전문기관과 협력해 여성대상  폭력범죄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검찰, 여성정책연구원과  맞손..여성폭력범죄 대응체제 구축

2018.12.19

여성신문

2018.12.19

한겨레

2018.12.20

TV조선

2018.12.20

아시아경제

2018.12.21

세계일보

2018.12.27

여성신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9082800004?input=1195m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04966619440160&mediaCodeNo=25
7&OutLnkChk=Y
http://www.fnnews.com/news/201812191251271923

‘선출직 남녀 동수 실현’  토론회 21일 개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35

“선출직 남녀 동수 실현“ 토론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094.html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해야"…21일 토론회 열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9/2018121990136.html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2008232236661

한국여성의정·정책연구원,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회
21일 개최
[동수민주주의④] ‘남녀동수’ 헌법  만든 프랑스, 여성 정치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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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000277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76

연구내용 인용
관련 연구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링크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국민 인식 및 실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4/20181214
2018.12.15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얼마짜리 관계일까 축의금은 알고있다

0151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

(여성가족부 수탁과제)

paign=news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 노인의 노후 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2016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 정책  
대응방안 연구
소득주도  성장과 여성 일자리
연계방안
맞벌이 가구의 영아양육을 위한 조부모  
양육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고용노동부수탁과제)

2018.12.17

노컷뉴스

[팩트체크] 미혼모에게 돈주면 낙태가  줄어든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76683

2018.12.18

중앙일보

합의하면 꽃뱀, 안하면 보복…성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16834

2018.12.19

시사IN

2018.12.20

SBS 뉴스

[취재파일] 택시 1만대로 국회 포위하면…카풀 논쟁 끝날까?

2018.12.21

여성신문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은?]방범창·CCTV 원하는데 정책은 ‘여성 분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445

2018.12.29

여성신문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쏙 빠진  ‘2019 여성경제정책’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35

2018.12.31

이데일리

[WAR킹맘] 맞벌이와 함께 늘어나는  황혼육아…등골 휘는 '할마·할빠'

2018.12.21

SBS 뉴스

워라밸' 수준 가장 높은 지역은…서울·부산·대전 순

2018.12.21

TV조선

2018.12.21

노컷뉴스

워라밸' 1등 시도는? 서울-부산-대전 순

http://www.nocutnews.co.kr/news/5078907

2018.12.21

노컷뉴스

충북 워라벨 전국 '꼴찌'… 34.8점 불과

http://www.nocutnews.co.kr/news/5079426

2018.12.21

뉴시스

2018.12.21

매일경제

2018.12.21

머니투데이

2018.12.21

메디컬투데이 지난해 워라벨지수 상위 3개 지역,  서울·부산·대전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

폐지 줍는 할머니의 삶과 빈곤

no=33409

워라밸' 수준 높은 지역은 서울·부산·대전…충북·충남, 낮아

서울·부산·대전 등 대도시 워라밸 수준  높아…충남·북 최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4892
&plink=ORI&cooper=NAVER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1944409
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7183
&plink=ORI&cooper=NAVER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1/2018122
190080.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1_0000509583&
cID=10201&pID=10200

서울·부산·대전 순으로 `워라밸` 수준 높지만 평균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95078

갈길 먼 광주·전남 '워라밸'… 균형지수 전국 하위권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22115228010908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2202

2018.12.21

서울경제

워라밸 지수'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충북·충남 '최하위'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JTYFXI9

2018.12.21

서울경제

전국 워라밸 지수 첫 발표...50점  넘긴 도시 '0'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JVGJ2T7

2018.12.21

세계일보

서울시, 워라밸·1인 소득 전국 최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21003196

2018.12.21

아시아경제

지역별 '워라밸 지수' 발표…1위는  서울·꼴찌는 충북과 충남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2107440146583

2018.12.21 아시아투데이 워라밸 수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충북·충남 꼴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21010013784

2018.12.21

여성신문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37.1점... 서울·부산·대전 가장 높아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97

2018.12.21

연합뉴스

워라밸' 수준 가장 높은  지역은…서울·부산·대전 순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0149500004?input=1195m

2018.12.21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021800011?input=1195m

2018.12.21

이투데이

지역별 '워라밸 지수' 1위는 서울·꼴찌는 충북ㆍ충남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02454

2018.12.21

정책브리핑

2018.12.21

한국일보

2018.12.21

헤럴드경제

2018.12.22

동아일보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점수는 몇  점일까?
달아날 곳은 없다...지역별 일ㆍ생활균형 평가 1위가 서울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
Id=156310117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10935799183
?did=NA&dtype=&dtypecode=

일ㆍ생활 균형 '워라밸' 서울·부산·대전 순으로 높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221000074

‘워라밸’ 서울-부산-대전 높고, 충북-충남 최하위

http://news.donga.com/3/all/20181222/93410129/1

연구자 인터뷰
보도일

매체명

2018.12.15

중앙선데이

2018.12.17

세계일보

2018.12.18

연합뉴스TV

2018.12.19

중앙일보

‘가족친화기업’ 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반영한다는 여가부

김난주  부연구위원

2018.12.21

시사위크

[‘낙태죄’의 낙인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

김정혜  부연구위원

2018.12.21

국민일보

헤드라인

관련 연구자

전문가 7인의 제언 “라떼파파 늘어야 한국 기업이 산다”

강민정 부연구위원

‘원조교제’ 하던 아이들, 흔적 안 남는 앱 이용 ‘또래 포주’로
[탐사기획 - 누가 아이들의 性을 사는가]
“배려석 있으나마나”…임산부 배려 부족  여전

정부, 혼인·혈연·입양이라는 가족 범주에 ‘사실혼’ 추가 방침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17002823

김동식  연구위원

http://www.yonhapnewstv.co.kr/YH20181218013200038/?did=1825m

송효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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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211239

https://news.joins.com/article/23220537
http://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1683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49523&code=111311
00&cp=nv

유관기관 연구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8년 12월 통권 제266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불평등과 정책과제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대근무 및 보수, 단기 대체인력 활용실태 등 처우 개선 정책과제에 대해 진단

참고자료
- https://www.kihasa.re.kr/web/
publication/periodical/list.
do?menuId=48&tid=38&bid=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차별 움트는 성평등 사각지대... 웹툰(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되는 인기 웹툰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참고자료
- https://www.kigepe.or.kr/user/cop/

내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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