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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11월 1차 (2019.11.1.~ 11.15)

주요 현안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참고자료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
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한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발표

- [통계청 보도자료, 2019.11.06]
http://kostat.go.kr/portal/korea/
kor_nw/1/1/index.board?bmode=r
ead&bSeq=&aSeq=378479&page
No=1&rowNum=10&navCount=10
&currPg=&searchInfo=&sTarget=tit
le&sTxt=

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발표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본원에 의뢰해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 (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11.06]

- 조사 결과, 학생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은 일반학생의 1.7배, 성관계 요구·강간 피해는

https://www.humanrights.go.kr/
site/program/board/basicboard/vie

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공적 피해구제

w?&boardtypeid=24&menuid=001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

004002001&boardid=7604726

모든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 실행방안 모색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성인지 교육 전문가,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13.]

중앙·지자체 교육운영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공무원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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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대상이‘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서‘국가 및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nw_rpd_s001d.do?mid=news405&

확대됨에 따라, 현장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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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tSn=706636

모든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 실행방안 모색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성인지 교육 전문가,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13.]

중앙·지자체 교육운영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공무원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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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대상이‘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서‘국가 및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nw_rpd_s001d.do?mid=news405&

확대됨에 따라, 현장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방법을

bbtSn=706636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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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내용

2019-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수당도 어린이

11-11

집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비용 지원

가족·
돌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

양립 지원에 관한

2019-

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1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정은혜의원 등 11인)

의 양립 지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
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

젠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폭력·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정은혜의원 등 10인)

201911-11

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
법」에 따른 형 감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
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하며,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
동·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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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

참고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장 마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13.]
http://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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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지원 방안 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 개최

_rpd_s001d.do?mid=news405&bbt
Sn=706634

참고자료

마을 주민이 함께 자녀 돌보는“공동체 돌봄” 확대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13.]
http://www.mogef.go.kr/nw/rpd/nw

통해서 발굴된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방안을

_rpd_s001d.do?mid=news405&bbt

모색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연수회(워크숍) 개최

Sn=706635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http://snaptime.edaily.co.kr/2019/11/20%eb%
8c%80-%eb%82%a8%ec%84%b1%ec%9d%b4-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11.01

이데일리

20대 남성이 말하는 페미니즘, 전문가에게 물었다

%eb%a7%90%ed%95%98%eb%8a%94-%ed%8e%98%
eb%af%b8%eb%8b%88%ec%a6%98-%ec%a0%84%eb
%ac%b8%ea%b0%80%ec%97%90%ea%b2%8c%eb%ac%bc%ec%97%88%eb%8b%a4/

2018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11.04

한겨레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제언

11.07

세계일보

“매일 맞아요”… 초중고생 선수 31%, 언어·신체·성폭력 노출

11.07

매일경제

“맞아야 정신차려”…폭력에 멍드는 학생선수

11.14

머니투데이

여성·아기·학생…靑 국민청원 27개월의 이야기들

초중고 스포츠 인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 n/915748.html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7508914?OutUrl=
naver

실태조사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919526/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9111314522462824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11.04

한국경제

제목

연구자명

[글로벌 인재포럼 2019] 차 산업혁명 시대, 기성세대도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90년대생’과 함께 배우고 성과내야

‘82년생 김지영’에 2030男, 왜 분노하는가
11.04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1043564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4000225

헤럴드경제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82년생 김지영’ 젠더 이슈…“양성평등으로 가는 과도기 증상”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0400043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5_0000820484&cID=1

11.06

뉴시스

남녀 임금차 좁혔지만…’대졸·10년근속’도 20% 격차

정성미 부연구위원

11.07

매일경제

“맞아야 정신차려”…폭력에 멍드는 학생선수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1/919526/

11.08

내일신문

“스포츠분야 성폭력, 절반 이상 학교체육서 발생”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1061

11.14

한국일보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전환’ 지원 확대한다

정성미 부연구위원

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31622027880?did=
NA&dtype=&dtypecode=&prnewsid=

유관기관 연구동향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참고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가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를 주제로 개최한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수록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간자료,
2019.11.07]
https://www.stop.or.kr/multicms/multiC
msUsrList.do?category=pd&srch_menu_
nix=nFog4N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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