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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10월 2차 (2020.10.16.~ 10.30)

주요 현안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2020.10.18.]

개선하였다고 밝힘.

http://www.mohw.go.kr/react/al/sal
0301vw.jsp?PAR_MENU_ID=04&M

•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ENU_ID=0403&page=4&CONT_S
EQ=360338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등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참고자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2020.10.20.]

법률」을 심의·의결함.

http://www.moel.go.kr/
news/enews/report/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여성 근로자’에 대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성평등 노동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01

enewsView.do?news_seq=11534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성평등 노동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참고자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성평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노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초저출생 시대, 2030 여성의 삶 : 노동과 출산에 관한

2020.10.27.]

이야기」에 대한 포럼을 개최함.

https://www.betterfuture.go.kr/
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

• 특히, 2030 여성들의 변화된 인식과 삶의 여건들이 ‘노동 중심 생애’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

eDetail.do?articleId=114

주목하여, 청년 여성들의 노동 여건과 출산 선택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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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
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자녀에

민법

2020-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고, 현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15

기관 위탁이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소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안 제915조, 제924조의2 및 제945조)
가정위탁의 유형(전문, 일반 등)을 구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남인순의원 등 10인)

202010-27

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9조제2호 및 제61조)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202010-27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친권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아동의 권리 강화(안 제18조제1항)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와 분리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202010-27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적응과 건강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부모가 없는 보호
아동의 경우에도 조부모ㆍ형제ㆍ자매 등과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안 제15조의4 신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일부개정법률안

10-19

(김두관의원 등 10인)
일·생활균형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함. 또한‘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허용 예외사유에서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02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족돌봄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10-27

(김성주의원 등 12인)

지원하고, 면접교섭이 보호아동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마련(안 제15조의4 신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
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일부개정법률안

10-19

(김두관의원 등 10인)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육아휴직제’를
도입함. 또한‘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허용 예외사유에서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족돌봄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일·생활균형

(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일부개정법률안

10-27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립 지원(안 제22조의2)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여성노동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010-23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 간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0-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

10-16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제2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젠더
폭력·
안전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일부개정법률안

10-19

(김영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2020-

일부개정법률안

10-27

(이수진의원등11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범행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더 원활한 환수 기여(안 별표 제47호 신설)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ㆍ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8 신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일부개정법률안

10-28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김미애의원 등 12인)

부과(안 제10조, 제11조의2 및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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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10.20

매체명

제목
‘아이 20만원’ 미혼모 비난 이면…
‘홀로 양육’ 고된 현실 드러내다

연구자명
03

기사링크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2052128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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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아이 20만원’ 미혼모 비난 이면…

10.20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20521283?OutUrl=naver

‘홀로 양육’ 고된 현실 드러내다
세계일보

10.21

기사링크

박복순 연구위원
‘홀로 양육’ 고된 현실 들춰낸 ‘아기 판매’ 사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20524982?OutUrl=naver

10.22

여성신문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에 '여성' 빠졌다

김원정 부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 tml?idxno=203328

10.28

일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평등권 위반”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www.ildaro.com/8878

10.30

뉴시스

10.30

연합뉴스

"코로나19 속 여성 취업자 수 감소 폭, 남성의 3배 이상"

10.30

노컷뉴스

코로나로 여성들 고용 줄고 실직 늘어…"집안일 부담 증가"

"8월 재유행 직격탄"…지난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9_0001215932&cID=1020

女 583만명 '집안일로 취업 포기'

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155900530?input=1195m

https://www.nocutnews.co.kr/news/5438422
김난주 부연구위원

10.30

SBS CNBC

10.30

매일경제TV

10.30

서울경제

“코로나 속 지난달 女취업자, 男보다 3배 더 줄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0945?division=NAVER

코로나19 속 여성 취업자 수 감소 폭 남성의 3배 이상…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158340

고용상황 크게 악화

여성에 더 컸던 코로나 충격...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BYUOZC7

9월 여성 취업자 감소폭, 남성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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