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5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5월 2차 (2020.5.16.~ 5.31)

주요 현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05.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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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bbtSn=70703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제재로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2020.05.20.]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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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했다고 밝힘

bbtSn=707032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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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1.]

(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4월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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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계획을 점검함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33

•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
•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법촬영’과 ‘불법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5.21]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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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묻는 항목을 추가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34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음
• 평생 한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6% (여성은 18.5%, 남성은 1.2%)로 나타남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특별 실시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초·

2020.05.26.]

중·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함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7040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1주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및 ‘성주류화 강화
방안 논의’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9년 5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신설된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을 맞이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양성

2020.05.26.]

평등전담부서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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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bbtSn=70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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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bbtSn=707041

“감염병 위기와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 개최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과 성인지적 영향에 주목하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젠더폭력, 생식/성 건강, 만성질환, 정신건강, 빈곤/실직, 돌봄부담 등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2020.05.28.] http://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포럼을 개최함

www.mohw.go.kr/react/al/sal03
01vw.jsp?PAR_MENU_ID=04&M
ENU_ID=0403&page=1&CONT_S
EQ=3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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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5.16

[마부작침] 불법촬영범 10명 중 9명은 집으로…국민은 성큼, 판결은 제자리

news_id=N1005789183&plink=ORI&coop
er=NAVER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SBS

무고죄를 중심으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5.17

[마부작침] 불법촬영범 4분의 1이 재판도 안 받는 이유

news_id=N1005790084&plink=ORI&coo
per=NAVER

5.21

이투데이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남녀 성폭력 피해 18배 차이

5.21

한국일보

“불법촬영 피해, 성추행보다 정신적 고통 크다”

https://www.etoday.co.kr/news/
view/189727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
d/202005211697713890?did=NA&dtype
=&dtypecode=&prnewsid=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5.21

BBS

국민 대다수, 성폭력 방지 정책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

5.21

EBS

성폭력 막기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 가장 시급

5.23

여성신문

‘성경험 없는데 임신선이 있어요’…10대 성 상담 창구는 지식iN 뿐?

http://news.bbsi.co.kr/news/
articleView.html?idxno=987984

http://news.ebs.co.kr/ebsnews/
allView/20288827/N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9243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5.18

베이비뉴스

[이선행 칼럼] 과거 30년 남녀 취업자의 직종분포 변화

이선행 전문연구원

5.22

여성신문

5.24

여성신문

여자 신발만 보면 결혼 여부 알 수 있다?… 전문가

이수연

“여성혐오에서 비롯”

선임연구위원

기사링크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3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051

03
[여성논단] ‘오거돈 성추행’ 재발 막을 독립기구 필요하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35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5.18

베이비뉴스

[이선행 칼럼] 과거 30년 남녀 취업자의 직종분포 변화

이선행 전문연구원

5.22

여성신문

5.24

여성신문

여자 신발만 보면 결혼 여부 알 수 있다?… 전문가

이수연

“여성혐오에서 비롯”

선임연구위원

[여성논단] ‘오거돈 성추행’ 재발 막을 독립기구 필요하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기사링크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3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05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35

유관기관 연구동향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도래와 사회과학의 대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참고자료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코로나19
관련자료, 2020.05.19.]
https://www.nrc.re.kr/board.es?mid
=a10307000000&bid=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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