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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2월 2차 (2019.2.16~2.28)

주요 현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 T/F」 출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위원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성평등 T/F」 출범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9.02.14.]
https://www.betterfuture.go.kr/
PageLink.do#LINK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발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9.02.27.]

최저치 기록

http://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ea
d&bSeq=&aSeq=373361&pageNo=
1&rowNum=10&navCount=10&curr
Pg=&sTarget=title&sTxt=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을 발간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2.27.]
http://www.mohw.go.kr/react/al/sa
l0301vw.jsp?PAR_MENU_ID=04&
MENU_ID=0403&page=1&CONT_S
EQ=347916

여성관련 법안 동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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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계류법안
(발의자)

제안일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201902-15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35인)

201902-18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보육환경 개선

02-22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02-25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9인)

02-28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02-15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 현재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되 총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의 추가적인 확대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도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법·계획

02-28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7년 12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02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 시간의 추가적인 확대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도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1인)

02-28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8년∼2022년
시행되는 기본계획이 2017년 12월에 공표가 되어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 강화

02-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에 이바지

02-15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 피해의 발생 방지

02-26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근절

법·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젠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조사결과·연구내용 인용
보고서/
행사명

날짜

매체명

2019.02.17

서울신문

2019.02.24

연합뉴스

2019.02.15

노컷뉴스

2019.02.15

JTBC

2019.02.15

서울신문

2019.02.25

서울신문

2019.02.26

서울신문

제목

기사링크

‘패륜’이 일상인 남성 중학생..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550014

.두 명 중 한 명 “패드립 경험했다”

9&wlog_tag3=naver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디지털스토리] 10대 성관계,
쉬쉬하는 게 답일까

[팩트체크] '가버나움' 속 유령 아이들,
한국서도 못 막는다

낙태' 줄었다고?…
10년간 포털사이트 '검색' 횟수 보니

https://www.yna.co.kr/view/
AKR20190221183300797?input=1195m

https://www.nocutnews.co.kr/news/5104429

http://news.jtbc.joins.com/html/108/NB11770108.html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여성폭력

OECD 회원국 83%, 사회경제적 이유도 허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50020

69%인 25개국 본인 요청만 있어도 낙태 가능

04&wlog_tag3=naver

[단독] 혼자 한해 1000건 ‘미투 상담’...
“성폭력 상담소 그만 둡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55001
68&wlog_tag3=naver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혼자 年1000건 ‘미투 상담’

“성폭력03
상담소 그만둡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60160
17&wlog_tag3=naver

인식과 경험 조사
2019.02.15

서울신문

2019.02.25

서울신문

2019.02.26

서울신문

2019.02.26

정책브리핑

2019.02.26

아주경제

2019.02.26

한겨레

2019.02.26

파이낸셜뉴스

2019.02.26

서울신문

2019.02.26

경향신문

2019.02.27

동아일보

2019.02.18

한겨레

2019.02.20

여성신문

2019.02.18

국민일보

2019.02.15

뉴스1

2019.02.21

뉴시스

OECD 회원국 83%, 사회경제적 이유도 허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50020

69%인 25개국 본인 요청만 있어도 낙태 가능

04&wlog_tag3=naver

[단독] 혼자 한해 1000건 ‘미투 상담’...
“성폭력 상담소 그만 둡니다”

여성폭력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55001
68&wlog_tag3=naver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혼자 年1000건 ‘미투 상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60160

“성폭력 상담소 그만둡니다”

17&wlog_tag3=naver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프로스포츠 여성 선수 37.7%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
045&call_from=naver_news

https://www.ajunews.com/view/20190226100712079

‘성폭력 피해 경험 있다’

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37.7%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83601.html

“성폭력 경험”

"100명중 14명"...

http://www.fnnews.com/news/201902261238537546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여자 프로선수 37.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70300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08&wlog_tag3=naver

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

“성폭력 피해 경험”

2262152015&code=940202

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38%

http://news.donga.com/3/all/20190227/94307989/1

“성폭력 당한적 있다”

“여성폭력 근절 위해선
‘여성폭력방지헌장’ 제정도 검토할 필요”

‘여성 폭력’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2607.html

http://www.womennews.co.kr/news/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바뀌나

articleView.html?idxno=185892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미투 1호 법안’ 여성폭력방지법이 남혐 합법화?
팩트체크 해보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76235&code
=61111111&cp=nv

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관련 포럼 개최

女정책연구원 "돌봄정책,

http://news1.kr/articles/?354886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21_0000565493

예산 아닌 수요자중심 전면 재설계해야"

&cID=14001&pID=14000

연구자 인터뷰/대외발표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2019.02.17

서울신문

[단독]‘메퇘지’, ‘삼일한’…도 넘는 여성혐오, 처벌커녕 시정도 어렵다

2019.02.25

YTN

[생생경제] “한국 여성 35% 저임금... OECD 가입국 중 1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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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자

링크

이수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

선임연구위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7500071&wlog_tag3=naver

https://www.ytn.co.kr/_ln/0102_201902251638406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