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팀 선임연구원 지희정】

국외연수
개요

◎ 추진배경
여성가족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
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정책적 합의 모색.

◎ 연수국가
- 스웨덴, 덴마크(2개국)

◎ 목적
전국 여성정책전문기관의 일.가정 양립 및 출산정려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개요

◎ 연수인원 : 21명
-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10개 회원기관 : 19명
- 여성가족부 : 2명

◎ 연수방법
- 2개국 6개 기관 연수 및 견학(기관당 1.5~2시간)

◎ 연수기간
- 2016. 05. 30(월) ~ 06. 07(화) (7박9일)

국외연수
개요

◎ 공식 방문 기관(6개)
국

가

기

관

스웨덴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스웨덴

평등옴부즈만

(DO;Diskriminerings Ombudsmannen)

유니오넨

(UNIONEN)

3F

(United federation of Danish Workers)

덴마크

덴마크 인권연구소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

(SFI-The Danish 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

방문기관

◎ 스웨덴 보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부】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

방문기관

-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보건사회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예측됨
-

남녀 사회진출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
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al-earner model’
-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방문기관
【보건사회부】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의무적으로 90일 사용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
父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양육지원정책
-가정양육수당은 부모휴가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 지급

방문기관
【평등옴브즈만】

◎ 평등옴부즈만 (Diskriminerings Ombudsmannen;DO)

-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

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

방문기관
【평등옴브즈만】

-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 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 이를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방문기관
【평등옴브즈만】

방문기관
【평등옴브즈만】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 근로조건
1)근무환경
2)일가정양립 환경
3)성희롱.보복 등에 대한 예방(고용주 대상 교육이 많음)
- 채용
1)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2)고용인 성비 50:50권장
3)신입직원 채용시 남녀성비분포 균등하게 하도록
- Matters of pay :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음(능력제).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 분석. 3년에 한번씩 분석하여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방문기관

◎ 유니오넨(UNIONEN)

【유니오넨】

- 세계에서 가장 큰 노조인 유니오넨은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며 남자 55%, 여자 45%임.
- 연봉협상에 대한 상담, 연봉협상 과정 검토, 이력서 검토와 조언,
따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방문기관
【유니오넨】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 유니오넨이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두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실현 △부모친화적인
노동환경(일·가정 양립) 준수임
- 누구도 자신의 경력과 부모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
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부모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
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유니오넨의 일·가정양립 지원 홍보]

방문기관

◎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덴마크 최대 노동조합
3F(United Federation of Danish Workers)

【3F】

- 덴마크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인 3F는 2005년 1월 일반노조인 SID와 여
성노조인 KAD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음
- 3F는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성별 직종 분리 및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업자 지원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음

방문기관
【3F】

 3F(United Federation of Danish Workers)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남성에게 주목되고 있는 육아 휴직 확대 추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양성평등을 위해 가정 폭력, 성희롱 문제 해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포스터]

방문기관

◎ 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인권연구소】

- 1987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 정보, 교육,
문서화(documentation) 등의 기능 수행
- 인권기준, 사회 발전에서의 인권과 역량개발, 인권 취약 집단 보호, 사
회 및 문화적 관습과 인권 등 4개 주요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22개 프로
젝트를 진행중에 있음

방문기관
【국립사회연구센터】

◎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

(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
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
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방문기관
【국립사회연구센터】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 가능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가 방문

△방문간호사(좌) △노인요양시설(우)

현장체험
【토르브할렌】

◎ 토르브할렌

: 상인과 청년 창업이 상생하며 공존하는 재래시장

- 단순한 생활시장이 아닌 훌륭한 품질의 브랜드 상품들이 마켓과 융
합되어 있는 트렌디한 곳으로 생선가게, 채소가게, 정육점 등 식료
품점부터 베이커리와 카페테리아까지 다양한 상점이 있음
- 시장 상인 대부분이 젊은이들로 처음 기획할 때 부터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가게 운영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성 직
업학교로 세워졌음

현장체험
◎ 뇌레브로 지구

: 코펜하겐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디자인
- 코펜하겐의 저소득층과 외국인, 젊은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비행청소년들과 갱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임.
-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 지역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게 되자 지역민들은 서명을 통해 지역발전 및 청소년
교화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가족친화적 공원으로 변화.
- 약 5,000㎡ 면적으로 뇌레브로 공원, 사케트 청소년 센터, 바나나 파
크 등 색다른 청소년 공간을 조성하게 됨

[가족들의 쉼터, 뇌레브로 공원]

현장체험
◎ 스트뢰게트 : 세계 최초의 보행자 전용도로
- 1960년 코펜하겐시는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공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거리와

광장을 조성하기 시작함
- 1962년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시민의 지지를 업고 1962년 11월부터 보
행자 전용거리를 실험적으로 실행하였으며, 1년 사이 보행자수가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실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됨
- 최근 Walk21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실시한 ‘세계의 걷기 좋은 도시’
에서 코펜하겐이 1위의 영예를 차지함.

[보행자 전용 스트뢰게트 거리]

현장체험
◎ 크빈포 : 성평등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젠더 도서관
- 여성의 가시화 및 자료 구축을 위해 1964년 설립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평
등에 관한 조사와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음. 1995년 전문직

여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덴마크에서 고위직에 진
출한 여성 1,0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크빈포에서는 ‘회색자료(gray materials)’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학생들이 젠더에 관해 작성한 논문을 포함하여 UN, EUNGO 등 ISBN이 부여
되지 않은 자료들이 포함됨. 이러한 자료는 찾기도 더 어렵고, 수집․관리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 도서관의 자료는 노동조건, 노동조합, 여성리더십 등 주제별로 분류됨

현장체험

◎ 크빈포
- 소통 채널을 통해 확산되는 성차별에 주목
미디어 등의 정형화된 여성의 이미지가 여성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관심
을 두고 개선하고자 노력

- 여성 ‘사이’ 잇기에 초점
다양성을 지닌 여성들 간의 멘토링을 통한 연결
약 15년간 운영 중, 평균 월 2회의 오프라인 멘토링 실시,

목적에 따라 약 6개월~1년 지속
- 젠더 도서관에서 토론하는 남성: 진화하는 남성성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성들이 토론회 참여, 주제는 ‘커리어
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관리할
지, 나의 남성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

현장체험
◎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 14~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진학 전 진로탐색을 위한 대안교육 시
스템(1년)
- 교과목이 아닌 다른 분야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기숙 학교(인생학교)
- 자유로운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 창의성, 신체활동, 기술 습득 및 단체활동을
중요시
- “에프터스콜레에서 10학년을 이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중등 교
육을 시작하고 완료할 가능성이 더 크다” (덴마크 연구결과)
- 한국의 선진국형 대안학교 ‘꿈틀리 인생학교’

결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제고
-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를 구비
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많은 한계가 있음
- 양육과 가사 노동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이라는 인식을 바꿔, 일하는 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기업 내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근로 환경에서 차별하는 행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결론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자 이외로 확대 적용
-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여 있는 비정규직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의 혜
택을 받을 수 없음
- 덴마크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수당 수급자, 직업훈련을 받은 자 등 북유럽국
가들은 임금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에까지 산전후휴가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