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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9월 1차 (2019.9.1.~ 9.15)

주요 현안
여가부, 휴가철 불법촬영 합동단속 결과 17명 적발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과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9.09]

서울지하철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관서와 서울지하철경찰대 등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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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수욕장 12명, 서울지하철 5명 등 총 17명 적발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6519

- 해수욕장 3곳 백사장·수돗가 등지에서 12명, 지하철 출구계단·좌석에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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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가족·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장정숙의원 등 13인)

제안일

내용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9-

신속한 원 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및 친권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09-05

중대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개정을 통해 가정보호체계의 핵심
제도로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 강화

201909-10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생추정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909-10

완화 및 자녀 중심의 관점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간명하게 부모를 규정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 구별 및 용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안된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일부개정법률안

09-09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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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9-10

(백혜련의원 등 10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 구별 및 용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안된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일부개정법률안

09-09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일·생활

(장정숙의원 등 13인)

균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일부개정법률안

09-11

(송언석의원 등 10인)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자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용어를 글로벌가족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결혼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9-

지정하는 글로벌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09-02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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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연구자 및 패널전문가 모여 우리사회 여성의 일과 가족, 건강과 삶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참고자료
- https://kwdi.re.kr/plaza/

조망한다

bodoView.do?p=1&idx=1246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경제생활, 가족생활, 건강과 삶의 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술적으로 교류하고 여성·가족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함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

보도일

매체명

제목

링크

09.05

아주경제

여정硏, 6일 2019 여성가족패널조사 학술심포지엄 개최

09.06

매일경제

2019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 개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07907/

09.09

메디컬투데이

기혼 女 우울감, 자녀 보다 남편 영향이 더 크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4468

https://www.ajunews.com/view/20190905095453154

주요 연구자 언론활동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연구자

09.06

여성신문

[여성논단]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꼬마 여성가족부’가 아니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09.06

쿠키뉴스

학교 밖 청소년 성매매 고리 끊으려면…

윤덕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98647

09.09

아시아경제

윤덕경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0911344233725

여성계 "안희정 유죄 확정, 미투 운동 확대·성평등 문화 정착"
기대감

02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864

유관기관 연구동향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육아정책연구소)

참고자료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요구와 선호가 달라질 수 있고, 주거가 양육

- [육아정책 Brief, 2019.09.09.]

만족감과 삶의 질 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유아가구의 주거 현황,

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

주거비 지출, 주거 요구에 기반한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

3_04.jsp?mode=view&idx=28445&start
Page=0&listNo=76&code=etc01&search_
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
scale=10&view_level=0

다문화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어린이집 다문화보육 내실화에서 시작되어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참고자료

서울시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어린이집 다문화보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내실화 방안 모색

- [젠더이슈, 2019.09.]
http://www.seoulwomen.or.kr/
idata/upload/newsLetter/2019/
letter_20190909/
letter_20190909_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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