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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7월 1차 (2019.7.1.~ 7.15)

주요 현안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간

참고자료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여성의 모습을 부문별로 조명하는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간

-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1]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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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채용, 책자로 쉽게 확인한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참여 10개 경제단체는 2019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2],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채용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성평등

http://www.mogef.go.kr/nw/rpd/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를 제작·배포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435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4.]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http://www.mogef.go.kr/nw/rpd/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440

공공기관 고위관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매년 증가…부진기관은 176곳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함.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8.]
http://www.mogef.go.kr/nw/rpd/

-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해왔으며,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441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기관장이 99.8%, 공공부문 관리자가 88.1%로 고위직의
참여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장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인 176개 부진기관의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등 관리 강화 예정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팀 구성 및 실태파악 추진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번 사건으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7.08.]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과 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일이

http://www.mogef.go.kr/nw/rpd/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점검 예정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443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참고자료

국가인원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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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7.10.]

bbtSn=706443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참고자료

국가인원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를 수록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7.10.]
https://www.humanrights.go.kr/
site/program/board/basicboard/vie
w?currentpage=1&menuid=00100
4002001&pagesize=10&boardtype
id=24&boardid=7604296

아동권리보장원 출범(7.16.)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 등 규정

참고자료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7.09.]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로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http://www.mohw.go.kr/react/al/sa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사무로 정하였고, 나머지 지원업무는

l0301vw.jsp?PAR_MENU_ID=04&
MENU_ID=0403&page=1&CONT_S

시행령에서 반영

EQ=35008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참고자료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7.04.]
http://www.mohw.go.kr/react/al/sal
0301vw.jsp?PAR_MENU_ID=04&M
ENU_ID=0403&page=2&CONT_S
EQ=3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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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가족·

영유아보육법

돌봄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1907-02

201907-03

내용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 보장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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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가족·

영유아보육법

돌봄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자

(송희경의원 등 27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제안일

내용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2019-07-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02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 보장  
2019-07-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03
2019-07-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정보의 공개를
현행법에 규정
05
201907-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2019-07-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02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2019-07-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08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사전 예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김경진의원 등 10인)

07-10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젠더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이찬열의원 등 13인)

2019- 07-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11
또는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피해자의 처우 개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0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11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 도모

(송희경의원 등 27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27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26인)

2019- 0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 노력
1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2019- 07-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11
도모

04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 2년, 20만 명 이상 동의 얻은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그중 여성폭력 이슈 63%로 가장 많아…약자 대상/권력층 연루 성범죄에 대한 공분 반영

참고자료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에 등장한 젠더 이슈들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짚어보고,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자

- http://kwdi.re.kr/plaza/
bodoView.do?p=1&idx=124351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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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연번

날짜

매체명

제목

링크

1

2019-07-05

경향신문

20만명 이상 동의 얻은 청와대 청원 40%가 젠더 이슈

2

2019-07-05

중앙일보

20만 서명 靑국민청원 40% ‘젠더 이슈’…“여성 폭력·안전 등 현안”

3

2019-07-05

한겨레

20만명 넘은 국민청원, 10개 중 4개는 ‘젠더 이슈’

4

2019-07-05

조선일보

20만 동의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 중 40%가 '젠더 이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
051507001&code=940100

https://news.joins.com/article/23516856#none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0656.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
0193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
aign=news

5

2019-07-05

연합뉴스

"청와대 답변 20만명 동의 국민청원 40%는 '젠더이슈'"

6

2019-07-05

뉴시스

청와대 청원 답변 40%가 젠더 이슈…63% 여성폭력

7

2019-07-05

뉴시스

[그래픽]청와대 청원 답변 40%가 젠더 이슈

8

2019-07-05

뉴스1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만명 이상 국민청원, 40%가 젠더 이슈

9

2019-07-05

이데일리

20만 국민청원 10건 중 4건은 ‘젠더 이슈’…여성폭력 청원 최다

10

2019-07-05

MBN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40%는 '젠더이슈'"

11

2019-07-05

OBS

"청와대 국민청원 40% '젠더 이슈'"

12

2019-07-05

서울경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글 중 40%는 '젠더이슈'"

13

2019-07-05

한국일보

20만 동의한 국민청원 글, 10건 중 4건은 ‘젠더 이슈’

14

2019-07-05

국민일보

靑국민청원 답변 살펴보니…‘젠더 이슈’가 한국사회 핵심 현안

15

2019-07-05

여성신문

‘20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중 40%가 젠더 이슈

https://www.yna.co.kr/view/
AKR20190705062351005?input=1195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5_0000702092&
cID=14001&pID=14000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0705_0000357236

http://news1.kr/articles/?366303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12326622551568
&mediaCodeNo=257&OutLnkChk=Y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
009&news_seq_no=3880236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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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51378752926
?did=NA&dtype=&dtypecode=&prnewsid=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65912&code=6
1172811&cp=nv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1560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성평등 채용

보도일

매체명

제목

07.06

한국일보

[D스토리] '성에 대해 잘 안다'는 중학생, 실제 성 지식은 낮은 수준

05

링크
https://www.yna.co.kr/view/
AKR20190703154200797?input=1195m

15

2019-07-05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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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중 40%가 젠더 이슈

articleView.html?idxno=191560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보도일

매체명

제목

링크

07.06

한국일보

[D스토리] '성에 대해 잘 안다'는 중학생, 실제 성 지식은 낮은 수준

07.02

한겨레 등 11건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래요?”라는 면접질문, 차별입니다!

07.08

머니투데이

"남편 처벌 원치 않아요" 이 말, 외국에선 사라졌는데...

07.09

머니투데이

베트남 엄마의 눈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https://www.yna.co.kr/view/
AKR20190703154200797?input=1195m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0146.html

(수탁)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http://news.mt.co.kr/mtview.php?
no=2019070816147690317
http://news.mt.co.kr/mtview.php?
no=2019070818267670543

주요 연구자 언론활동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연구자

07.01

한국일보

[기고] 성평등 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07.01

연합뉴스 tv

남녀 대학 진학률 격차 최대…고용률 격차도 줄어

김영란 연구위원

07.01

국민일보

07.04

CBS노컷뉴스

판결문에 자꾸 등장하는 '성접대'표현…괜찮은걸까?

김정혜 연구위원

07.07

머니투데이

택배 시킬 땐 '이막춘', 현관엔 남자 신발… 불안한 여성들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07.08

한국일보

결혼 이주여성 폭행사건 왜 끊이지 않나

김이선 연구위원

07.10

한국일보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최윤정 부연구위원

07.10

동아일보

엄마 10명중 4명 “육아로 일 그만둬”

김영란 연구위원

07.11

한국일보

‘가출하면 환급’ ‘섹시한 몸매’ 이주여성 성상품화 광고 버젓이

김이선 연구위원

07.11

여성신문

[세상읽기] ‘경력단절여성법’을 아시나요?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여성노동자 월평균 임금 남성의 68.8% “임금격차 30%

김난주 부연구위원

넘는 건 韓 유일”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300925341726?did
=NA&dtype=&dtypecode=&prnewsid=
http://www.yonhapnewstv.co.kr/
MYH20190701019600038/?did=1825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49638&code=61121
111&cp=nv

https://www.nocutnews.co.kr/news/51770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03124358586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81738097331?did=
NA&dtype=&dtypecode=&prnewsid=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did
=NA&dtype=&dtypecode=&prnewsid=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0/96402854/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01665750149?did=
NA&dtype=&dtypecode=&prnewsid=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63

유관기관 연구동향
청소년 성장지원을 통한 포용사회 실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자료

청소년기 성장 격차 해소를 위한‘지역사회 중심 정책’, ‘소외계층 지원’, ‘ 저출산 대안 마련’
등과 관련된 혁신적인 정책 방안 모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2019.07.08.]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
cleView.do?menu_nix=gN4fmFXZ&brd_i
d=BDIDX_5DhrQ4UgI1Q125lXk1244ld=3
8&bid=21&aid=467&a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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