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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참고자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으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1.22.]

전체 육아휴직자(105,165명) 중에서 21.2%를 차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http://www.moel.go.kr/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임.

news/enews/report/
enewsView.do?news_seq=10686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1.17.]

문화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모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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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사례집’ 발간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817

여성관련 법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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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사례집’ 발간
bbtSn=7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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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우리나라의 난임은 2010년 이래 매년 20만명 이상이 진단되고 있고, 이들 중 상

여성
건강

모자보건법

2020-

일부개정법률안

01-23

(원유철의원 등 15인)

당수는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이는
난임대상 여성의 고령화로 반복유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강도도 점
차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를 의미하는 예비·음모는 이미 실행에 착수한 기수나 미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젠더
폭력·
안전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일부개정법률안

01-20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
팅앱을 이용한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예비·음
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런데,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 따라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및 카메라 등을 이
용한 촬영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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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01.16

매일경제

"성관계는 합의 하에"…미투시대 진화하는 학교 性교육

01.22

연합뉴스

형식적인 학교 성교육 이제 그만…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01.17

내일신문

이정옥 여가부 장관 "성평등 사회로 세대갈등 해결"

01.19

이데일리

[무플방지] "지금 핫이슈는 주진모 아닌 주예지"

기사링크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01/27559/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https://www.yna.co.kr/view/AKR202001
22155700051?input=1195m

http://www.naeil.com/news_view/?id_
art=33813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
2019년 여성연구

sId=01108646625639360&mediaCodeN
o=257&OutLnkChk=Y

4호_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의 성별 효과: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2019년

01.20

세계일보

성차별적 발언에… 男은 '무감정' 女는 '분노'

01.19

중앙일보

“여성 결혼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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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20
0117512000?OutUrl=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685621

인지 그리고 행동

http://www.segye.com/newsView/2020

01.20

세계일보

성차별적 발언에… 男은 '무감정' 女는 '분노'

01.19

중앙일보

“여성 결혼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8점”

https://news.joins.com/article/23685621

01.20

중앙일보

“여보, 올 설엔 싸우지말자”…아내에게 미리 선물 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85865

01.22

문화일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사촌오빠가 상주인가요?”

01.24

중앙일보

“거식증에 45㎏, 폭식증에 83㎏” 마른 몸 원하는 사회의 횡포

01.26

뉴시스

중·고등학생 78.7% "학교 생활지도는 성차별적이다"

0117512000?OutUrl=naver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가부장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

http://www.munhwa.com/news/view.
html?no=20200122010702301280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89693

http://www.newsis.com/view/?id=NISX2
0200123_0000898093&cID=10205&p
ID=10200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

01.26

뉴시스

[그래픽]중·고등학생 78.7% "학교 생활지도는 성차별적이다"

현실과 활성화 방안

http://www.newsis.com/view/?id=NI
SI20200123_0000467568

https://news.chosun.com/site/data/
01.28

조선일보

"학교 생활지도 성차별적" 남학생 83% 여학생 73%

html_dir/2020/01/28/2020012800239.
html?utm_source=naver&utm_
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01.18

세계일보

01.23

서울신문

01.26

서울신문

제목

연구자명

15년 시집살이에도 ‘외국인’ 차별… 하소연할 곳도 가족뿐

김난주 부연구위원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명절이면 가정폭력 50% 급증 “모니터링보다 처벌 강화해야”

이수연 선임
연구위원

끊이지 않는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당신의 단톡방은

이미정 선임

안녕하신가요?”

연구위원

기사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15512895?OutUrl=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
php?id=20200124009011&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
php?id=20200122500148&wlog_tag3=naver

유관기관 연구동향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국회입법조사처)

참고자료

한국의 여성의원 현황과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현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프랑스와
독일의 남녀동수제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 [NARS 현안분석, 2020.01.23.]
http://www.nars.go.kr/brdView.do?
brd_Seq=26971&cmsCd=CM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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