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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10월 1차 (2019.10.01.~ 10.15)

주요 현안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참고자료

여성가족부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가 28,994건으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01]

전년 동기(같은 기간)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힘. 질병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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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_rpd_s001d.do?mid=news405&bbt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갈 수 없게 된 경우 보호자가 긴급하게

Sn=706553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올해 목표치 조기 달성 전망

참고자료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양성평등위원회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07]

2022)」에 따른 2019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서면심의 결과, 총 12개 중 6개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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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나머지 6개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올해 안에 목표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558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목표달성률) : 국가직 본부과장급(106%)·지방직 과장급 공무원(105%), 공공기관
임원(108.2%), 지방공기업 관리자(107.4%), 교장·교감(100.5%), 정부위원회(106.5%)

2019년 1분기 기준 여성 임원 4.0%, 여성 사외이사 3.1%

참고자료

여성가족부가 기업 내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임원의 성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2019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0.16.]

1분기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전체(2,072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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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임원 비율 4.0%, 여성 사외이사 비율 3.1%로 기업의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여성 선임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583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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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참고자료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9.30.]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함.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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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임.

news/enews/report/
enewsView.do?news_seq=10353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0.07.]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http://www.mohw.go.kr/react/al/sal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힘.

0301vw.jsp?PAR_MENU_ID=04&M
ENU_ID=0403&page=3&CONT_S
EQ=351091

2020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맞춤형 제공

참고자료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0.10.]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

http://www.mohw.go.kr/react/al/sal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0301vw.jsp?PAR_MENU_ID=04&M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임.

ENU_ID=0403&page=3&CONT_S
EQ=35112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2019.10.17.]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 발표

https://www.humanrights.go.kr/
site/program/board/basicboard/vie
w?currentpage=1&menuid=00100
4002001&pagesize=10&boardtype
id=24&boardid=76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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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id=24&boardid=76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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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젠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폭력·

이행에 관한 법률

안전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내용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2019-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10-11

제도가 없어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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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가정폭력

보도일

매체명

제목

링크

10.08

SBS

[마부작침] '부부 살인' 리포트 ③ 58년 함께 살다 '황혼 살인'

10.10

SBS

[마침] '부부 살인' 리포트 - 아내 살해하는 남편, 남편 살해하는 아내

10.12

한국일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없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65
384&plink=ORI&cooper=NAVER

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
0977&plink=ORI&cooper=NAVER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1101303
4541?did=NA&dtype=&dtypecode=&prnewsid=

연구자 언론활동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연구자

10.03

여성신문

육아휴직 다녀오니 사라진 책상… 일자리 위협 받는 여성들

강민정 부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446

10.08

한겨레

성매매집결지 여성친화 마을로…도시재생 ‘젠더’를 입히다

최유진 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382.html

10.10

동아일보

아이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직장인 10년치 연봉 쏟아부어야

김영란 연구위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0/97803147/1

10.10

아시아경제

김동식 연구위원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1014341953932

10.10

동아사이언스

김동식 연구위원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1692

10.15

뉴스1

"사업장 노조 대표자 88% 남성…교섭위원에 여성無 38%"

구미영 연구위원

http://news1.kr/articles/?3744192

10.15

경향신문

민주노총 조직 60%는 여성 교섭위원 ‘0명’

구미영 연구위원

임산부의 날, 배려석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해야" vs "개인자유"
저출산-고령 임신의 시대, 출산과 아기 건강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03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5221
001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