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3월 2차 (2019.3.16~3.31)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참고자료

스마트폰 속 개방된 열린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4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29]
http://www.mogef.go.kr/nw/rpd/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 실시.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283

본부 과장급 17.5%,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18~'22) 5개년 계획」(‘17.11월 수립)이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19.]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251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9.03.22]

있도록 「2018 한국의 사회지표」 발간

http://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e
ad&bSeq=&aSeq=373801&pageN
o=1&rowNum=10&navCount=10&
currPg=&searchInfo=&sTarget=tit
le&sTxt=

2018 혼인·이혼 통계

2018 혼인·이혼 통계 주요결과, 전년대비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모두
20대 초반으로 남자 13.3%(-1천 건), 여자 8.4%(-1천 7백건) 감소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9.03.20.]
http://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e
ad&bSeq=&aSeq=373728&pageN
o=1&rowNum=10&navCount=10&
currPg=&searchInfo=&sTarget=tit
le&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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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가족·
돌봄

계류법안
(발의자)

제안일

내용

3.25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

3.21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 모색

3.25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

3.18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

3.25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그 연장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

3.25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
실현

3.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상의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중 대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2인)
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젠더
폭력·
안전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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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조사결과·연구내용 인용
구분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2019.03.19

서울경제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해진다

2019.03.19

메디컬투데이

‘가정폭력 현장서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현행범 체포’ 추진

2019.03.19

이데일리

정치권 '가정폭력범, 피해자 의사 없이 처벌' 추진…가정폭력 근절될까

2019.03.20

쿠키뉴스

가정폭력 근절 발목잡는 ‘반의사불벌죄’ 언제까지…

2019.03.20

문화일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포하면 ‘최대 징역 7년6월’

2019.03.28

서울신문

“유포 전엔 수사 못해요” 피해자 두번 울리는 경찰 성인지 감수성

2019.03.28

서울신문

성범죄 죄의식은 없다… 법망 피할 구멍 공유하는 ‘정준영’들

2019.03.26

노컷뉴스

성폭력 피해자 손 놓는 복지사들 '버틸 수가 없다'

2019.03.31

뉴시스

부모님 부양은 장남?…성인 50% "가족·정부가 부양해야“

연구자명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정성미 부연구위원

2019.03.16

서울신문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시간제근로 비중 크게 늘어

박복순 연구위원

2019.03.25

서울신문

윤덕경 연구위원

2019.03.25

세계일보

강민정 부연구위원

2019.03.25

한국일보

강민정 부연구위원

2019.03.27

뉴시스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2019.03.27

중앙일보

김영란 연구위원

2019.03.29

이데일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NFP0HE0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49198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 방안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구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13126622424960
&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293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no=20190320010316030180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900201
3&wlog_tag3=naver#csidx9ae051e076e87da9b51a5eb6f64697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900201
5&wlog_tag3=naver#csidxcfc89ef569a4f20ad1dd6f9dbeebc2b

https://www.nocutnews.co.kr/news/512339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9_0000604080
&cID=10201&pID=10200

연구자 인터뷰/대외발표

양육거부 부모에게
4년간 404억 받아냈다

자의 반 타의 반…
'몰카' 피해자들에 강요된 '침묵' [뉴스분석]

여성임원 비율 높이겠다는 경제단체들,
구체적 추진계획은 미흡

자동육아휴직 도입 쟁점은?…
저출산위, 육아휴직 활성화 논의

장자연·정준영 사건에 목소리 내는 연예인들
“10년 전과 달라…사회는 바뀌었다”

[이상한 가족]"일도, 집도 불안"…
`나혼자산다`의 화려함은 예능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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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
no=2019031610372417978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26014006&wl
og_tag3=naver#csidx19a4bd06f977515a0153fc3a5b7607d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5584853?OutUrl=naver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251529060567?
did=NA&dtype=&dtypecode=&prnewsid=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7_0000600687&cI
D=10899&pID=10800

https://news.joins.com/article/23423354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0246622428240
&mediaCodeNo=257&OutLnkChk=Y

유관기관 동향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남성 846명과 여성 904명을 대상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교제하는 이성이 없는 미혼 남성의 33.8%와 미혼 여성의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https://www.kihasa.re.kr/web/

32.5%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20.1%와

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

여성의 26.2%는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함

on=001&menuId=44&tid=71&b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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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no=2396no=10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