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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고령사회의 도전에 직면하여 과소 활용되는 여성 노동력의
고용률 제고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본 연구
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선진국을 4개국 선정하여 이들 나라에서 여성고
용이 높은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였다. 여성고용률이 높
은 원인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 그리고 각
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차이, 여성에 대한 의식 및 문화와 정치
사회적 여건의 차이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 고용의
선진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나라에 여성고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제도들이 완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별로 자신의 노동시장
여건과 사회정책적 제도,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특정한 정책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정책 조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한국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조합을 탐구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이다. 일반
적으로 OECD 선진국을 유형화하면 영미형 국가, 대륙유럽형 국가 그
리고 북유럽형 국가로 나뉜다. 그런데 대륙유럽형 국가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여성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OECD 선진국 중
에서 여성고용률이 높은 것은 영미형 국가와 북유럽형 국가이므로 우
선 연구를 이들 유형의 국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하나의 나라만을 연구하는 것보다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나라
를 비교연구하는 것이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형 국가 중에서 영국과 캐나다를, 북유럽형 국가
중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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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형 모델은 매우 높은 여성고용률과 낮은 남녀 임금격차 수준
으로 여성 고용의 선진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 측
면 또한 존재한다. 북유럽형 모델이 갖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수직적
직종분리와 수평적 직종분리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영미형 모델
역시 대륙유럽형에 비해 높은 여성고용률을 시현하고 있지만 북유럽
형에 비하면 떨어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직적 및 수평적 직종분리
정도가 덜하다.
북유럽형 모델은 고용차별과 연계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측면에서
소극적이다. 영미형 모델과 비교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다소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 북유럽형 국가에서 수직적 및 수평적 직종
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강제적․적극적 조치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
인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
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수십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
에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남녀평등이 달성되었다는 견해가 퍼져 있
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암묵적으로 존
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미형 모델 중에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미국이며 캐나다와 영국은 상대적으로 적
극성의 정도가 떨어진다. 캐나다는 임금형평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확산시키는 데 돋보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북유럽형 국가의 관대한 육아기 휴가휴직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성
의 직종분리를 공고화시키는 효과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영미형 국가에서는 휴가휴직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지만 영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것처럼 유연한 육아기 근무형태를 확산시키는 노력
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자칫 여성의 파트타임화를 고착화시
키는 측면이 있지만 달리 보면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영국과 캐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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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휴가휴직제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관대한 휴가휴직제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지만 보육에 대
한 적극적인 투자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견 없이 지지되고 있다. 북
유럽형 국가의 공보육 투자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데 북유럽형 국가
에서 공보육 투자가 높은 이유는 정책 의지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북유럽형 국가 특유의 노동시장 구조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강력한 노동조합은 평등을 지향하는 임금
정책을 통해 저임금 영역에서 상당한 임금 압축을 달성하였다. 임금
압축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가 높기 때문에 사적으로 생산되는 아동보육비용은 매우 높게 유지되
고 중산층 입장에서 적절한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개입을
통해 적절한 품질의 보육서비스 생산이 요구된다. 영미형 국가의 경우
공보육 투자는 북유럽형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주로 저소득층 아동 중
심의 보육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임금 불평등이 높고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므로 시장에서 값싼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공보육 확충이 영국과 캐나다에서
도 정책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각 모델 내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단시간근로에 대해 관대한 데 비해서 덴마크의
경우 여성의 전일제근로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의 경우 아동이 영아기에 부모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아동권이 중시되는 데 비해서 덴마크의 경우 여성
이 노동시장에서 전일제 노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는 노동권이 강조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 스웨덴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휴직기간이 보장되고 덴마크에서는 비교적 짧은 휴직기간이 가능하다.
부모의 노동권이 아동의 영아기에도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영아
기의 아동을 사회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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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에서는 영아보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높다. 영국과 캐나다의 차이도
분명하다. 영국의 경우 여성 파트타임 근로자가 지배적인 데 비해 캐
나다는 풀타임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영국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조치의 일환으로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
산이 강화되고 있는 데 비해 캐나다는 이 점에서 인상적인 진전은 발
견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성고용 선진국인 4개국의 제도 설계로부터 배울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의 교훈은 모성휴가나 육아휴직에 있어서
휴가휴직급여의 사회적 부담 원칙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연령의 남녀 노동자의 임금에 비례한 급여
세로부터 휴가휴직급여 비용을 조달한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모든 연
령의 남녀 노동자의 개인소득세로부터 그 비용을 조달한다. 영국과 캐
나다에서도 기업 부담은 예외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을 고
용한 기업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 기피를 낳을 위험이 있다. 이
러한 견지에서 산전후 휴가급여의 체계를 개혁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을 시급히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점은 보육정책에서 공보육시설에 대한 취업자우선할당
원칙이다. 전업주부나 실업자, 육아휴직자와 같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보육시설의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원칙이 특히
스웨덴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여성 일반 또는 아동 일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의 보육보조금 제도는 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설계되어 있어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 촉진의 기능을 크게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아동에 대해서는 반일보육의 권리만을 부여하
고 전일보육과 반일보육의 보조금 액수를 차등화시켜 맞벌이 가구 아
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요약ⅴ

맞벌이 가구에게만 한정하여 서비스 이용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고용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를 모두 한국에 이식하는 것은 불가
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정
책 체계와 조화되는 제도들을 선정하여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여
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하
나 주목할 점은 개별 제도의 설계에서 확인되는 합리성이다. 앞서 언
급한 모성 및 양육과 관련된 비용의 사회적 부담의 원칙이나 양육서비
스와 관련한 취업자 우선지원의 원칙은 어떤 정책 믹스를 선택하든지
개별 정책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론1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

한국의 여성 노동력은 과소 활용 정도가 심각한 상태이다. 15～64세 사
이의 인구수 대비 여성 취업자의 비율인 여성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2005
년 현재 52.5%로 OECD 평균인 56.1%와 비교할 때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고령층인 55～64세와 학교에 재학 중인 15～24세를 제외
한 25～54세 사이 연령대의 고용률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58.6%로
OECD 평균 65.1%와 크게 차이가 난다.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
여성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57.5%이지만
OECD 평균은 78.5%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OECD, 2006).
고령사회의 도전에 직면하여 과소 활용되는 여성 노동력의 고용률 제고
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문제 의식하에 본 연구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선
진국을 4개국 선정하여 이들 나라에서 여성고용이 높은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여성고용률이 높은 원인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 그리고 각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차이, 여성에 대한 의식 및 문화와 정치사회적 여건의 차이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고용의 선진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나라에 여성고용률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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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제도들이 완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나라별로 자
신의 노동시장 여건과 사회정책적 제도,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여성운
동을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특정한 정책 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정책 조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한국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조합을 탐구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이다. 일반적으
로 OECD 선진국을 유형화하면 영미형 국가, 대륙유럽형 국가 그리고 북
유럽형 국가로 나뉜다. 그런데 대륙유럽형 국가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등
은 상대적으로 여성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OECD 선진국 중에서 여성고
용률이 높은 것은 영미형 국가와 북유럽형 국가이므로 우선 연구를 이들
유형의 국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하나의 나라만을 연
구하는 것보다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나라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형 국가
중에서 영국과 캐나다를, 북유럽형 국가 중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선택
하여 연구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

경제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여가와 시장노동 그리고 가
사생산(home production)을 둘러싼 선택 문제로 개념화하여 보는 것이 편
리하다. 이때 가사생산은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에 다름 아니며
이것의 기회비용은 시장임금이다. 아내는 남편의 시장임금 및 노동공급
선택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물론 남편도 아내의 시장임
금 및 노동공급 선택에 따라 자신이 행동을 조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
변수적인 행태를 많이 나타낸다. 가사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
육이며 가사노동과 노인 및 환자의 돌봄도 중요하다. 자녀 특히 영유아기
및 아동기 양육의 필요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서론3

OECD 내에서 각 나라들은 여성고용률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전술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짓는 요인들의 차이로부터 설
명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크게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거시적 요인은 사용자의 의사
결정과는 무관하게 국가 차원의 제도와 관계된 요인들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미시적 요인은 주로 노동수요자인 기업과 직결되며 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가 조정하고 타협하고 논의할 사안들을 의미한
다. 거시적 요인에는 조세구조, 사회보장제도, 보육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이 포함되며, 미시적 요인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로제도, 임금차별 등이 포
함된다.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이라는 구분은 기존의 여성고용정책의 구성
요소의 구분 방법과는 약간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논의되는
일․가족 양립정책은 보육정책과 육아휴직 그리고 유연근로제도를 모두
포함하는데, 본 연구의 분류에 따르면 일․가족 양립정책은 거시적 요인
(보육정책)과 미시적 요인(육아휴직, 유연근로제도) 양자를 포괄하고 있
다. 보육 문제는 대체로 노동공급자에 한정된 문제로서 근로자로서의 부
모가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미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비해 육아휴
직과 유연근로제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과 휴가 사용을 두고 사용자
와 직접적으로 상의하고 조정할 일이다. 물론 직장보육시설을 고려하면
보육 문제도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협상할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의 선진국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은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각의 요인들이 여성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자. 아래에서는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설명의 편의 때문에 취한 방법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제
도에서 여성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제도는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이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요리를 하는 등의 가
사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효과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1)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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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하나인 연금제도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
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만이 지급
된다면 전업주부로서의 선택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조세는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시장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므로 조세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시장노동의 매력이 줄어들어 노동공급
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조세율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 공히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조세는 여가와 시장노동 사이의 상대가격
에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득효과를 가지고 있다. 조세가 높
아지면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정상재인 여가의 수요가 줄어든다. 예
를 들어 남성 홑벌이 가구에서 조세율이 높아지면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줄
어들고 이에 대응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일종의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의 소득효과는 여성고용률 논의에서 상대적으
로 주목받지 못했다.2)
여성고용과 관련해서는 부소득자(副所得者, secondary earner)의 실효
세율도 중요하다. 남성이 제1차 소득자로서 이미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여성이 부소득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흔히 관찰
된다. 이때 여성이 부소득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부담하는 실효세
율이 각국마다 차이가 있고 이러한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는 감소할 것이다.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과세인
지 부부합산과세인지 여부, 조세의 누진성 정도, 자녀 및 배우자소득공제
존재 여부 및 공제 액수 등이 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식 보육
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공식 보육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낳고 이에 따라
1)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는 소득효과를 통해 여가에 대한 수
요를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위축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부조제
도였던 아동부양세대지원제도(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이하
AFDC)는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한부모에게 수급조건을 충족할 때 기간 제한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여성의 노동공급을 크게 위축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Smith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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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생산을 통해 스스로 만드는 보육에 비해 공식 보육의 매력을 증대시
킨다. 이에 따라 여성 입장에서는 보육을 위해 가사생산에 투입될 시간을
여가 또는 시장노동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공식 보육에 대한 보조
금을 모든 엄마에게 제공할 경우 전업주부 입장에서 경제활동참가의 매력
이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체로 전업주부는 여가를 늘리고 취
업모는 노동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식 보육에 대한 보
조금을 취업모에 한정할 경우, 취업하는 것의 매력이 증가하여 전업주부
들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미국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탄력성 값은 0.06～-1.24에 걸쳐
분포한다. Blau(2000)에서는 -0.1/-0.2～최대 -0.4의 값을 얻는다. 또한 저
임금일 경우 탄력성이 높고 저숙련 엄마일 경우 탄력성이 높다.
출산과 영아 보육은 보육정책으로 보완하기 힘든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물이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전후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
탈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가 존
재하는데 이 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는 육아휴직후 고용보장(job-guarantee)
여부와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의 수준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
용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육아휴직기간과 급여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미형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휴직기간과 휴직급여 수준이 낮
은 데 비해 북유럽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육아휴직기간이 길고 휴직급여가 높은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
는 데 기여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질에는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휴직기간이 주어질 경우 여성의 승진이 지체되고 인적
자본 축적이 저해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경력단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
여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직업에 여성들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Ruhm(1998)에 따
르면 유급 육아휴직은 여성고용률을 증가시키지만 소득수준에는 악영향
을 준다. Edin and Gustafsson(2001)에 따르면 연장 휴직은 숙련과 경력
경로, 그리고 소득에 악영향을 준다.
다양한 고용 형태의 선택 가능성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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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내 구성원의 돌봄을 위해 단시간근로나 유연
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전일제근로 형태만이 선택 가능하다면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위축될 수 있다.
OECD의 경우 1999년 기준 25～54세 여성의 1/4 정도(23.9%)가 파트타
임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54%이고 호주, 일본, 영국의 경우 40～50%에 이
른다. 이에 비해 미국은 13%로 낮은 편이고 동유럽, 핀란드, 한국, 포르투
갈은 파트타임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스웨덴도 높은 편이 아닌 19%
정도이다.
각국의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요인은
조세구조를 들 수 있다. 북유럽에서는 20세기 말엽에 풀타임으로의 전환이
많이 발생했다. [그림 1-1]은 1981년과 1999년(남편이 APW 133을 벌고 아
내가 0을 버는 경우)에서 (남편이 APW 100을 벌고 아내가 33을 버는 경
우)로 바뀔 때 가구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을 점산도(scatter diagram)로 도
시한 것이다(Jaumotte, 2004). 이러한 가구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은 여성
단시간근로의 조세 인센티브를 보여주며 점산도는 조세 인센티브가 해당
기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등은 조세 인센티브가 0%에 가까
워 가구소득이 동일할 때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 영국, 덴마크, 스
웨덴 등은 조세 인센티브가 3～15%의 값을 가져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
하는 것을 강력히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 단시간근로의 조세 인센티브가 1981
년과 1999년 사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하락했다. 이것이 의미하
는 바는 APW 33을 버는 여성 부소득자의 한계세율이 대폭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 유인이 대폭 감소했음을 보여준
다.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여성 단시간근로가 크게 줄고 전
일제근로가 대폭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단시간근로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을 경우에는 단시간근로가 활성화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남성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너무 낮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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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여성 단시간근로의 조세 인센티브 변화
1999

출처 : Jaumotte(2004).

우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전일제근로를 지향하게 된다.
전일제와 단시간근로는 앞에서 언급한 보육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 육아기 여성의 경우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충분한 공식 보육이 활용 가능해진다면 단시
간근로보다는 전일제근로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Powell(1998)은 캐나
다에 대한 연구에서 보육보조금이 풀타임 고용과 파트타임 고용을 모두
촉진하는데 풀타임 고용을 더 촉진한다고 밝혔다. 보육비용에 대한 풀타
임 고용의 탄력성은 -0.71인 데 비하여 파트타임 고용의 탄력성은 -0.21이
다. Gustafsson and Stafford(1992)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차별정책 역시 여성고용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임금과
승진 기회에 있어서 여성차별이 존재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여성차별은 여성의 직종분리를 야기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차별금지법률을 만들었다. 호주, 영국, 미
국에서 여성차별금지입법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이
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임금교섭이 집중화된 영국과 호주에서 미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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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도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차별금지입법의 효과가 엇갈리는 결과들이 나타난다.
호주의 동등가치정책(comparable worth policy)과 미국 주정부의 근로자
에 대한 연구에서 보듯이 임금격차 시정을 통해 고용이 약간 줄었다고 보
고되고 있다. 반면 Manning(1996)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에는 1970년 동등
임금법, 1975년 성차별법으로 인해 상대임금은 대폭 높아졌지만 고용감소
가 관측되지 않았다.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선호와 그
나라의 문화이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 및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
여성의 고용률이 제고되는 것은 힘들다. 정반대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
지로 전일제근로 형태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해야 하며 양육과 돌
봄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될 경우 여성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전자와 같은 생각을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male breadwinner model)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생각을 맞벌이모델(dual
earner model)이라고 부른다. 맞벌이모델의 이상적인 형태는 여성과 남성
이 모두 전일제근로를 하는 1+1모델(one and one model)이지만 현실적으
로 여성이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위하여 단시간근로를 하는 1+1/2
모델(one and half model)이 흔히 관찰된다.
이러한 선호와 문화는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각종 제도에 영
향을 미친다. 여성운동이 어떠한 모델을 이상적인 형태로 삼느냐에 따라
제도는 다양한 변종을 낳을 수 있다. Sainsbury(1999), Fraser(1994, 1997)
에서는 세 가지 여성운동의 전략을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는 맞벌이 전략
(universal breadwinner strategy)이다. 맞벌이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남
녀 모두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근로 성과에 기초한 사회적 급여를 받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둘
째는 양육자 동등처우 전략(caregiver-parity strategy)이다. 소득창출자
와 비교할 때 양육자도 무급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
를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양육자의 비공식 노동에 아동수당이나 가족
수당을 통하여 보상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 번째 전략은 맞돌봄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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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ner-carer strategy)으로서 남녀의 전통적 성별 분업을 제거하고 남성
도 양육과 돌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아빠의 육아 참가를
촉진하도록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100% 가깝게 끌어올리고 아빠의
육아기간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게 하는 아버지쿼터와 같은 제도가 대
표적인 정책이다.
최근 Jaumotte(2004)에서는 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앞에
서 설명한 다양한 요인들이 여성고용률에 대해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귀분석한 바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입각
한 Jaumotte(2004)의 여성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3)
첫째, 부소득자에 대한 보다 중립적인 조세 부담이 필요하다. 둘째, 배
우자 사이에 시장노동을 공유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
보조금이 필요하다. 넷째, 유급 육아휴직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수당은
소득효과에 의해 여성 참가율을 저해한다. 여섯째, 유급 육아휴직은 단시
간근로보다 전일제근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파트타임의 기회
가 늘어나면 여성 참가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들이 강하게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나라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덟째, 여성의 교육, 유연
한 노동시장, 문화적 태도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결론은 앞에서
서술한 각 요인들의 영향력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 3 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인 서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
구 대상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2장부터 제5장까
지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의 순서대로 각국의 여성고용정책을 검
토한다. 제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나라별로 여성고용에 영향을 미
치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는 체계를 공통으로 취

3) <부표 1-1>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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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나라별 특성이 부각되도록 구성하였다. 나라별 분석에서는 공통적
으로는 여성고용의 현황을 개관한 뒤 거시적 요인, 즉 고용주의 의사결정
과 무관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결정이 중요한 요인들을 우선 설명한다.
거시적 요인은 조세제도와 보육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눌 수 있
는데 이러한 거시적 정책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정책 체계와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사회정책 체계에 대한 설명을 조세제도 앞
에 배치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미시적 요인, 즉 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수
요자와 노동공급자가 조정하고 타협해야 할 사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검토
된다. 이 절에서는 작업조직과 인력관리 문제를 야기하는 휴가와 휴직, 그
리고 유연근로제도, 임금교섭과 인사관리 문제와 관련되는 임금차별과 고
용차별의 문제를 살펴본다. 다음 절에서는 관련 법과 정책추진 체계를 설
명하고 주요 특징을 요약한다. 미시적 요인을 다루는 절의 제목은 주로 고
용차별, 임금차별 등과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장내 고용평
등 제고정책으로 명명하였고, 거시적 요인들을 다루는 절은 조세, 보육,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회정책을 선정하여 사회정책과 여성
고용률 제고정책으로 이름지었다.
제6장은 이러한 국가별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의 여성고용정책의 방향
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제2장부터 제5장이 각 나라별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 비해서 제6장에서는 각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현황과 특
징을 비교한다. 약간은 중복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이러한 양 방
향의 분석이 각국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편리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된
다. 제6장 말미에서는 이상의 비교분석을 기초로 한국에서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조합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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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국의 여성고용정책

제1절 서 론

영국은 공보육 등 여성고용 친화적 복지제도의 발달이 더디면서도 상대
적으로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영미형 국
가이다. 그러나 같은 유형에 속하는 미국에 비해 여성의 단시간근로 비중
과 성별 직종분리 정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정부의 여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아동 및
가족정책과의 밀접한 연계하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아동
의 빈곤문제는 상당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문제로,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 이래 제공되어 온 아동양육보조금은 여성의 고용참여 장벽을 제거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특징은 역시 1997년 이래 영국의 사회정책
의 방향을 이끌어 온 일을 통한 복지의 추구, 즉 근로연계복지(workfare)
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구직을 위한 강
제 면담 등은 영국 여성정책의 주안점이 여성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고용
률의 제고에 맞추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해결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 시
정을 위해, 영국 정부는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하고 또 개선하여 왔다.
가장 영향력 있었던 초기의 법제는 1970년 도입된 동등임금법(Equal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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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과 1975년의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이다. 특히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강제한 동등임금법은 남녀간 임금격차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
최근 실시된 주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은 2006년 도입한 일과 가족법
(Work and Families Act)이다. 2003년 이래 장시간 노동문화를 가진 영국
의 사업장을 개선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기 위해 노력해 온 영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모성 및 부성휴직 권리를 확장하고, 근로시간을 선택
할 권리를 한층 더 유연하게 제공하는 등, 근로가구를 위한 휴직 및 휴가
제도를 더욱 보강하였다.
영국은 또한 여성의 고용참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2000년 이후에도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전개
하였다. 전업주부의 노동시장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비전통적인 남성
지배직무에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격증 및 훈련제도, 저기술 여성의
숙련형성에 대한 관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가족친화적 작업장의 확
산을 위해 기업에 제공한 실질적인 지원책, 그리고 평등 리뷰의 작성이나
적극적 조치의 실시 등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함으로써 사부문에 모범을 보
이고자 하는 정책 등은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주목할 만한 사
례들이다.
제2절에서는 영국의 여성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조세제도,
보육정책 등 사회정책이 영국의 여성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
본다. 제4절에서는 작업장 수준에서 휴직제도와 임금격차 그리고 적극적
조치가 어떻게 구조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녀고용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
는지 살펴본다. 제5절은 요약과 한국에의 함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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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영국의 여성고용 현황4)

1. 여성의 고용률과 고용형태
영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 40%에 미치지 못하
다가 1980년대 중반 60% 이상으로 상승(Crompton et al., 1990)한 후 1984
년 66%에서 2003년 73%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의 여성고용률 증가는
58%에서 70%였다. 역시 같은 시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8%에서
84%로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77%에서 79% 소폭 증가하여, 남녀간 경제
활동인구의 격차는 11%로, 그리고 고용률 격차는 9%로 축소되었다. 2001
년 영국의 여성 인구는 총 3,020만 명이었고, 남성 인구는 2,860만 명이었
는데, 그 중 노동가능인구는 여성 1,750만 명, 남성 1,860만 명이었다. 영국
전체 인구의 8%는 소수민족이며, 노동가능인구의 19%는 장기간 건강 문
제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은 자녀 연령에 따른 영국 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1990년 이래

<표 2-1> 자녀 연령에 따른 영국 여성의 고용률 차이 : 1990/2001년의 1/4분기 비교
1990

2001

전체 여성노동인구 평균

67

69

아동연령 5세 미만

41

54

5～10세

66

70

11～15세

74

75

16～18세

77

80

아동 없음

73

72

82

79

전체 남성 노동인구 평균
자료 : Hibbett and Meager(2003).

4) 이 절의 내용은 주로 Hibbet and Meager(2003)의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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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5세 미만 어린이 양육 중인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아, 1990년에는 41%, 그리고 2001년에도 54%에 불과하
였다. 이는 무자녀 여성의 고용률인 72%와 대조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변
화의 폭을 살펴보면 1990년대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전
체 고용률 증가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에는 출산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여성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9년의 경우, 출산 후 8～11개월
이후에 직무에 복귀하는 여성 비율이 24%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 이 비
율은 67%로 높아졌다. 특히 전일제근로를 하던 여성의 복귀율이 더 높았
다. 1996년 69%의 전일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한 데 비해, 단시간근로
여성의 경우 64%가 복귀하였다. 상대적으로 고령 여성 및 장기근속 여성
(즉 같은 사용자와의 근무기간이 길었던 여성)이 더 많이 복귀하는 추세
를 보였다. 특히 동일 사용자 및 동일 직무에 복귀하는 여성 비율은 1988
년 75%에서 1996년 86%로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종사 여성의
복귀율이 민간부문보다 더 높았다.
영국은 여성의 단시간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5) 이에 따
라 대표적인 영국 가족은 1과 1/2의 임금소득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
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상당수는 단시간고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표 2-2>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2인 이상 자녀를 가진 영국
여성의 단시간 고용률은 29%로, 함께 조사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된 여성 중 57%만이 전일제 노동에 종사
하고 있었는데, 이 비율은 1990년과 동일하다. 남성의 경우 전일제 사용자
수는 1990년 95%에서 2003년 91%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단시간근로 증
가는 주로 남성 노동인구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25세 미만의 청년층과 50

5) 고용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EOC)의 조사에 따르면, 단
시간근로를 하는 과반수 이상의 여성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여성의 단시간근로는 따라서 영국의
고용평등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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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인 이상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지위: 1995년 유럽
(단위 : %)

비 노동인구

단시간 고용

전일제 고용

EU 평균

56

13

31

덴마크

26

14

60

벨기에

36

24

40

프랑스

44

13

43

독일

63

18

19

이탈리아

60

4

36

스페인

70

5

25

영국

49

29

22

주 : * 20～45세 사이 1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실업중인 여성은 제외.
자료 : ECHP(1995), wave; Esping-Andersen(2002)에서 재인용.

<표 2-3> 영국의 유연근로 패턴 : 2000년 및 2003년 1/4분기 비교
근로패턴

여성

남성

2000

2003

2000

2003

유연근무

11

12

8

9

기간제 노동(Term-time working)

7

8

1

1

연간 노동시간제(Annualized hours)

4

5

4

5

직무공유(job sharing)

1

2

-

-

2주간 9일근무/ 1주간 4.5일근무

1

1

2

2

영-시간제(Zero hours)

1

1

1

1

위 해당 사항 없음

75

73

84

82

자료 : Hibbett and Meager(2003).

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중 단시간
근로자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5세 미만
의 아동을 가진 근로여성의 67%가 단시간근로에 참여하였다. 자녀의 연
령이 16～18세로 높아지면 이 비율은 45%로 감소한다. 자녀가 없는 여성
의 경우 이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영국 노동인구조사(Labor Force Survey : LFS)에 따르면, 2003년의 경
우 총 27%의 여성과 18%의 남성이 유연한 근무형태에 종사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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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 유연근로의 패턴은 학교가 개학하여 수업
을 진행하는 동안만 근무하는 학기제(term-time) 노동, 연간 시간제(annualised hours), 직무공유(job sharing), 2주간 9일 근무제 등으로 매우 다
양하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의 확대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
을 반영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총 600만 명의 노동인구가 유연한 근로형태
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2. 남녀간 직종분리 현황
영국은 남녀간 직종분리가 상대적으로 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여성
은 주로 서비스, 남성은 제조 및 생산 부문에 종사하는 추세는 1990년대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41%가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부문
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이 부문에서의 남성 근로자 비중은 15%에 불과하
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나머지 23%는 유통, 호텔, 그리고 급식(catering)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부문들의 남성 참여율은 18%이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점차 증가한 데 반해, 제조 및 생산
부문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여성의 일자
리는 주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부문에서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은
행 및 금융서비스에서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그림 2-1]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영국 여성의 대부분은 행정 및 경영
보조(비서), 개인서비스 및 영업직에 종사하는 한편, 남성은 숙련직종, 공
장 및 기계작동직,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
배 이상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일할 확률이 높다. 여성 관리직은 10%에 불
과하여 남성의 18%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여성의 직종 구성비는 1990
년대 이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표 2-4>에 영국의 사업체패널 조사
(Workplace Employment Relation Survey: WERS)에 기초한 여성고용
실태가 보다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사업장이나 기업체 규모에 따른 남녀
격차는 미미한 반면, 부문 그리고 산업별 여성고용 분포는 상당히 집중되
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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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영국의 직업별 남녀 분포
25
여성

20

남성
15
10
5

단순노무직

기능공

영업서비스

개인서비스

고기술 기능공

행정/비서직

유사전문직/기술직

전문직종사자

기업관리자/고위관료

0

자료 : Hibbett and Meager(2003).

<표 2-4> 영국의 여성고용 실태
(단위 : %)

25～49인

여성고용 비중

과반수 이상
여성 사업장
비중

산업평균 1/2 이하
여성노동력
사업장 비중(%)

55

55

19

50～99인
사업장
100～199인
규모
200～499인

47

51

23

46

50

18

45

46

21

500인 이상

48

47

16

100인 미만

46

44

20

기업체 100～999인
규모 1,000～9,999인

40

31

30

47

52

24

10,000인 이상

52

73

12

공공부문

42

43

23

민간부문

61

77

12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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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의 계속
(단위 : %)

여성고용 비중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통․통신
산업
금융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
기타커뮤니티서비스
전체

26
27
15
54
57
21
58
50
45
68
82
45
48

과반수 이상
여성 사업장
비중

산업평균 1/2 이하
여성노동력
사업장 비중(%)

11
8
3
46
65
13
73
46
51
96
97
50
53

34
55
38
31
3
36
15
26
20
0
1
14
20

주 : 대상은 2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자료 : Cully et al.(1999), Britain at Wor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 임금격차 및 근로시간
영국의 경우 여성의 단시간근로 비중이 높으므로 단순한 임금비교 대신
전일제근로 남녀 및 단시간근로 남녀의 임금을 비교한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 남성이 매우 적고 비정형적 집단이므로 이 경우 비교의 정확성이 떨
어지는 위험이 있어 주로 남녀간 임금격차는 전일제 남녀를 대상으로 이
루어진다.
2000년 전일제 여성은 남성 임금의 82%를 받았다. 2001년 이 비율은
81%로 떨어졌는데, 최고 수준의 남성 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
았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 및 남동부의 경우 임금소득이 높으며, 따라서
격차도 더 크다. 전일제 남녀 노동자들을 비교할 경우 임금격차는 중위값
기준으로 13%이며,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17.1%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일제 여성은 남성 시간당 임금의 87%를 중위값 기준으로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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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균으로는 82.1%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0월 이후, 영국의 전
국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중위값을 기준으로 남녀간 임
금격차를 계산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임금노
동자 대부분이 남성들이어서 통계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녀간 임금격차는 연령, 인종 그리고 자격조건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연령 16～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경우 여성은 남성 임금의 97%를
획득하여 별 차이가 없다. 50～59/64세의 경우 이 비율은 78%로 감소하며,
특히 은퇴연령인 60/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64.5%로 좀더 감소한다.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 여성들의 임금이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아 출신 여성의 경우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위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전일제 여성의 경우 동일 조건의 남성
임금의 85%를 획득하고 있는데, 대학학위 소유자 이상의 여성의 경우 대
학학위 소유자 이상의 남성에 대비한 상대임금 비율은 79%로 더 떨어진
다. 비육체노동의 임금이 더 높지만, 남녀 임금격차 역시 비육체노동의 경
우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직종별로 살펴보면 영업직, 경호서비스, 관
리직, 행정직의 경우 임금격차가 크고, 사무비서직의 경우 격차가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의 경우 여성 노동자는 남성 임금의 97%를 받는 것으로 나
타나, 남녀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성 단시간노동
자는 장애 혹은 학업 병행 등의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므로 남성 근
로자 중에서는 특이한 집단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여성 단시간노
동자는 육아 및 보육비용으로 인해 높은 시간당 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25～34세 사이의 단시간근로 여성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 단시간노동자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단시간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노동시간이
주당 31시간으로 짧은 데 비해, 남성은 주당 42.5시간으로 길다. 영국 남성
의 경우 긴 노동시간을 감내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
하는 남성들의 비중이 24%에 이르는데, 이는 유럽의 다른 남성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OEC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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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령집단과 성별에 따른 영국 전일제근로자 시간당 평균임금 : 2000년.
여성

남성

파운드(￡)

파운드(￡)

임금비
(%)

16～24세

5.49

5.65

97.1

25～34세

8.60

9.57

89.9

35～49세

9.06

11.40

79.5

50～59/64

8.39

10.78

77.8

60/65 +

7.27

11.28

64.5

모든 연령대

8.21

10.04

81.8

자료 : Hibbett and Meager(2003).

제 3 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1. 사회정책과 여성고용정책
가. 사회정책 개관
영국은 Esping-Andersen(1990)의 복지체계 분류에서 자유주의 및 보수
주의 복지국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 만큼, 영국의 사회
정책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적용을 중시하는 북유럽에 비해 저
소득층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왔다. GDP 대비 공공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의 비중은 2001년 기준 23%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
다. 발전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가진 스웨덴의 경우 이 비율은
30% 이상이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Tax to GDP ratios)은 영국이
35.8%이고, 스웨덴은 50.2%이다.
영국의 사회보호체제는 확대되고 있는 중이며, 최근에는 주로 건강과
가족 분야에서 지출이 두드러지고 있다(OECD, 2005). 공공지출이 이 분
야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유는 영국에서 아동의 빈곤, 그리고 아동발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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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 첫 번
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세금공제를 통해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도 한
다. 영국의 2000년 아동빈곤율은 OECD 평균에 가까운 8명 중 1명이다.
영국은 이러한 아동빈곤을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
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며, 특히 2020년까지는 아동빈곤 자체를 없앨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OECD, 2005).
1997년 이후 영국 사회정책을 특징짓는 주요한 추세는 일을 통한 복지
의 추구, 즉 근로연계복지(workfare)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9년 최
저임금제도, 그리고 저임금 가구를 위한 근로세금공제제도(Working Tax
Credit : WTC) 등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가 중요한 복지의 근간(make
work pay)임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2001년 선거 이후 노동당 정부는 복
지확대 및 아동빈곤 퇴치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에 착수하였다. 세금공제 혜택을 중․저소득 가구에 더 확
대하였으며, 강제적인 직업면담(Work Focused Interviews: WFI) 제도를
신설하였다. 직업센터플러스(Jobcenter Plus)가 고용안정기관과 실업급여
지급기관 등의 역할을 통합하여 마련되었다.6)

나. 여성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다른 국가에 비해 영국의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분명하게
남성 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에 근거하여 발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유자녀 상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에 대한 복지증진보다는 오히려 장기간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억제하는
6) 직업센터플러스가 운영되는 방식은 영국의 사회정책이 다양한 민․관 협력체
제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센터플러스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
로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데, 이 기관과 지방정부,
지역발전기관(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학습훈련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 그리고 기타 조직들의 협력을 이끌어낸 지역전략 파트너
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기관은 또한 약
2,000개의 영리 혹은 비영리 조직과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22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방향에서 정책이 실행되어 왔다. 특히 고용정책이 그러하였는데, 예를 들
어 영국은 최근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오랜 기간 법제화된 최
저임금이 없었다. 여성이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는 만큼, 최저임금제는 여
성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부재로 인해 사용자가 저임금
단시간 여성 근로자를 고용할 인센티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고 한다(Crompton et al., 1990). 특히 1970년대 세계경기 침체 이후 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의 고
용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단시간근로자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
지하였다. 여성근로자 2인 중 1인이 단시간근로로 일하고 있다.
여성고용정책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세력에 여성운동과 노동
운동이 있다. 특히 여성운동이 여성의 유급 및 무급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펼치는가가 여성정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국
여성운동의 경우 가족수당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노동 모두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였다(Misra, 1998). 영국의 경우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가족기금위원회(Family
Endowment Committee : FEC), 평등한 시민권을 위한 전국사회연합
(National Union of Societies for Equal Citizenship : NUSEC) 등이 노력
하였다. 여성 노동리그(Women's Labor Leage : WLL)와 파비안 여성모
임(Fabian Women's Group) 등과 같은 여성운동단체 모두 모성수당 지급
운동에 참여하였다. 노동당 내의 여성 및 노동조합총연맹(Trade Union
Congress : TUC) 내 여성 역시 모두 모성수당 지급에 찬성하였다. 그러
나 노동운동 내 모든 여성이 모성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대해 찬성한 것
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성수당의 지급이 여성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 것
이라 우려하기도 하였다(Misra, 1998).
결국 1945년 가족수당 법안(Family Allowance Bill)이 만들어져, 가구의
두 번째 자녀부터 수당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돌
봄 노동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지지는 전혀 없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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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노동참여자로서의 가치를 평가절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참여를 주장하는 여성운동 역시 지지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의 경우 남성 중심적 노동운동과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
로기 사이에서 여성운동의 목표 달성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
었다.7)
영국의 노동조합운동은 기존의 관행상 노동조직의 유연화에 대한 저항
이 심하였고, 1970년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 혹은 기업
에 기반한 분권화된 근로조건 결정으로 인해 여성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즉 장인기술에 기반한 분권화된 영국의 노동
조합운동이 임금조건의 평준화 전략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저
임금 여성과의 부당한 경쟁을 기피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임금격차의
축소 역시 용이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2. 조세정책8)
영국에서는 오랜 기간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구에 기초한
조세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1990년에 과세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인
영국의 개별조세제도가 도입되었다. 개별조세제도에 의해 전업주부가 있
는 가구의 조세 부담이 맞벌이 가구의 조세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졌고 이러한 상대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부수당제도’가 함께 시행되었
다. 이 부부수당은 점차 축소되어 2000년에는 폐지되었다. 세금은 중위소
득의 25% 이상 소득자에게만 부과(4,745파운드 이상)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10%, 22%, 40%의 3단계 조세율이 적용된다.

7) 노동당은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수당 지급이 남성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독
신노동자와 유배우 노동자의 연대를 해칠 것이라 여겼다. 그 대신 노동운동은
적절한 주거, 교육, 학교급식, 무료 우유배급,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건서비스
등을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여성운동은 빈곤층 자녀에
대한 관심을 더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후 영국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한다.
8) 이 절의 내용은 여성평등부(WEU) 부국장 Andrew Dobbie가 제공한 내부자료,
그리고 OECD가 2005년 발표한 Babies and Bosses, Vol 4, Chapter 5에 기초
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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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의 경우 아직도 모든 세금공제가 가족 상황에 따라 이루어
진다. 아동수당은 보편적으로 모든 가족에게 주어지나, 주거보조 등과 같
은 경우는 주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의 기
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세제혜택으로 자녀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 CTC),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
WTC)가 있다.
고용 지위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자녀 1명이 있는 가족은 자녀세금공
제(CTC)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녀세금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2004～2005년 기준 ‘가족지급분’ 545파운드는 총 90%
의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 추가적인 ‘아기지급분’ 545파운드는 아이의 연
령이 만 1세가 될 때까지 받으며, ‘아동지급분’은 아동 1명당 1,625파운드
가 지급된다. 1년간 소득 58,000파운드 미만 가족에게는 이 세 가지 모두
가 완전히 지급된다.
근로세금공제(WTC)는 저소득 성인과 유자녀 가족에게 ―-적어도 1인
이상의 성인이 16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 지급한다. 1,525파운드 지
급을 기초로, 부부나 한부모 가구에게는 1,500파운드가 추가되며, 적어도
주에 30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620파운드가 추가로 지급된다. 공
인된 보육시설에 지출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1인 자녀 가구에게는 최
고 주당 135파운드, 2인 이상 자녀 가구에게는 주당 200파운드가 지원된
다. 이것은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의 보육비용을 상당히 감축시켜 줌으로
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9)
덧붙여, 모든 가구는 2004～2005년 기준 매주 보편적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첫째 아이의 경우 매주 16.5파운드, 둘째 이후는 11.05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기초한 소득지원과 주거지원 역시 가능한데, 이
런 혜택들은 주로 실직자 가구에게 지원된다.
아동수당과 세금공제는 1997년 이후 약 75% 이상 증액되었다. WTC의
보육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2002년 10월 18만 명에서 2004년 4월 31만
7,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지급 금액도 3억 8,000만 파운드에서 7억
9) 2005～2006년에는 대폭 증가하여 1인 자녀에는 175파운드, 2인 자녀에게는 300
파운드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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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로 늘어났다. 영국 정부는 대다수의 가정이 매년 1,300파운드 이상
의 추가소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소득분포 하위 20% 가구의 경우 총
3,000파운드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하위 20%의
가구의 소득이 20% 이상 증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평균적인 소득의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족관련 급여는 총 소득의 11%
에 해당할 만큼 높다. <표 2-6>에 나타나 있듯이, 가정내 부소득자가 평
균소득의 1/3 수준에서 일을 시작할 경우, 영국의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 : METR)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부소득
자의 단시간근로가 가구소득에 주는 혜택이 높음을 의미한다.
만일 주소득원의 임금소득이 적을 경우, 부소득자는 추가적인 임금소득
을 올릴 때 잃게 되는 복지 혜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영국
저소득가구의 부소득자는 아주 조금 벌거나 아니면 평균소득의 45% 이
상을 벌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또한 WTC의 보육비 세액공제 때문에 영국의 육아비용은 임금수준과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올라간다. 평균 소득의 100%를 버는 공동 부양가
<표 2-6> 부소득자의 임금수준에 따른 순소득의 변화
(단위 : %)

임금수준(제1소득-2소득)

중․저소득가구의 순소득
100～0
100～33
100～67 100～100

총 임금소득(평균소득1)의 %)
총 임금 대비 가족관련 급여의 %
총 임금 대비 순소득의 %

100
11
87

133.3
7
86

166.7
5
82

200
5
80

평균 임금의 순소득 %
평균 가족 조세율
추가 소득에 대한 한계유효세율2)

87
20

115
19

137
22

160
23

-

15
15

24
33

27
33

노동시장 진입시
노동시간 증가시

주 : 1) 평균 소득은 제조업 부문의 평균 생산직노동자의 연간 임금을 말함.
2) 추가 소득에 대한 한계유효세율은 부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노동시간과 임금소득을 0%에서 33%, 33%에서 67%, 그리고 67%에서 100%로 증
가시켰을 때의 총 임금소득의 증가와 순소득의 차이에 기초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 OECD(2005a), p.143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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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보육비용 부담이 없지만 남편이 10%를 벌 때 아내가 33%를 버는 가
구는 평균 소득의 9%가 보육비이며, 아내가 67%를 버는 가구는 14%, 아
내가 100%를 버는 가구는 17%이다. 이에 따라 제2소득원의 한계세율은
소득 증가에 따라 점점 증가한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보육을 필요로 하
는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엄마가 단시간근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보육정책10)
보육정책에 대한 최근의 OECD의 연구(OECD, 2002, 2003, 2004, 2005a)
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보육체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요 추동세력
이었음을 보여준다. <표 2-7>로부터 영국은 전통적으로 여타 유럽 국가
보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뒤떨어진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
이 GDP의 2%, 핀란드가 1.1%를 보육에 투자하는 데 비해 영국은 0.4%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8년의 0.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며,
현재 영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상당히 더
증가할 여지가 있는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단순히 여성 노동공급이나 경제성장의 추구와 관련된 목표뿐
아니라, 좀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책적 목적의 추구, 특히 아동빈곤 문제
의 해결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영국에서는 보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전반적인 보육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다른 목표들, 예를 들
어 여성고용의 촉진이나 남녀평등의 제고와 같은 목표들은 부차적인 것
이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전국적 선택 전략(National Choice Strategy)’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고급의 저렴한 보육서비스 확대정
책이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상
10) 이 절의 내용은 여성평등부(WEU), Gender and Diversity Strategy, Susan
Austin이 제공한 자료, OECD가 2005년 발표한 Babies and Bosses, Vol 4,
Chapter 4, 그리고 통상산업부(DTI)의 Smeaton and Marsh가 2005년 발표한
Maternity and Paternity Rights and Benefits: Survey of Parents 2005에 기
초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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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유럽 주요국의 모성보호제도
0～3세 아동을 위한
공공보육(수혜자 %)

유급 양육휴직기간
(주)

덴마크

48

30

스웨덴

29

36

오스트리아

2

24

벨기에

20

27

프랑스

22

36

독일

3

36

이탈리아

5

9

네덜란드

2

16

스페인

3

16

영국

2

7

미국

1

0

자료 : Esping-Andersen(2002)에서 재인용.

당한 액수의 보육 보조금이 투자되었고, 이와 동시에 소득수준에 기초한
아동수당 혜택 역시 아동의 빈곤 문제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확장되었다.
영국에서의 보육지원 확산은 우선 민간부문의 보육 제공자에게 취약지
역에서의 보육지원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한 ‘확실한 출발(Sure Start)’ 프
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후 아동센터(Children's Centers)에
의해서도 보완되면서 확장되고 통합된 가족지원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오
는 계기가 되었다.
슈어 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취약지역 및 취약집
단에 대한 보육제공에 노력을 집중한 결과 나타난 정책으로, 1998년 250
개의 지역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나, 곧 영국의 가장 취약지역에 거주하
는 약 40만 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524개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은 총 3억 400만 파운드였다.
2005년 말까지 모든 ‘확실한 출발’ 프로그램은 아동센터로 바뀌어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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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을 때부터 아동이 학교에 들어갈 연령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조기
교육, 보육, 그리고 건강 및 전반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모두 통
합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경제적인 취약지역에 국한되어
시작되었으나 2010년까지 영국 전체에 3,500개의 아동센터를 세울 계획이
예정되어 있을 만큼 영국 전 지역으로의 확산이 계획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직접적인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통해 3～4세 아동에
대해 1일당 2.5시간의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이 연령대의 전 아동에게 지원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1일당 3시간인 주당 15시간으로 확대되어 1년당 38주를 제공하도
록 확대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영국 정부는 3～11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원할 경우 전일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영국의 보육지원 수준은 1998～99년
의 GDP의 0.2%에서 2003～2004년 0.4%로 증가하였다. ‘확실한 출발’ 프로
그램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영국 정부는 지역 NGO, 부모, 기업과의 파트
너십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보육정책은 주로 민간부문의 주간 보육(day-care) 기관에 의존
하였기 때문에,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과 서비스의 종류가 <표 2-8>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일유아원, 아동센터, 가족
센터, 그리고 교육표준청에 등록된 보모들을 통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있다.11) 세션보육은 주로 2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1일당 4～5시간씩 제
공된다. 전일제 보육서비스는 대부분 민간부문에게 제공되며(75%), 놀이
집단(play groups)은 주로 비영리단체 및 종교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방과
후 보육은 역시 비영리단체나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되는데, 무료 조기교
11)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가 보육등록(registration)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및 표준을 정한다. 자격 및 커리큘럼기관(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과 함께 전국 커리큘럼의 기초단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내는 책임을 진다.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이
보육 제공자들을 등록하는 일을 맡고 있다. 영국에서는 특히 지방기관들이 교
육의 질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모니터하고 향상시킬 의무를 갖는다. 각각의 지
방정부는 보육원, 아동센터, 데이케어서비스, 놀이학교(playschools), 그리고
방과후 시간보육(out-of-school-hours care) 등을 포함한 모든 보육기관과 시
설을 개발하고 기획하며, 또 조율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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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영국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연령집단

제공자

서비스개관

0～5세 아동
전일제 보육
(Full day-care
center)

전일제유아원(영리/비영리)
0～5세 아동센터, 가족센터
유아학교도 3～5세까지 지원

세션보육
(Sessional care)

1일당 최소 4시간 미만의 세
부모가 보살피지 못하는 단시간
션보육 제공 2세션까지 가능.
0～5세 에 한해 놀이집단 등을 통한 보
그러나 주당 5세션 이상은
육 제공
불가능

유아원
(Nursery
schools)
보모
(Childminders)

1일당 최소 4시간 보육 제공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제공.
학기중 오전 9:00～오후3:30
3～4세 공공부문은 무료, 민간부문에서
까지 서비스
도 잔여적 비용만 청구
자영업으로 보육서비스를 1일당
8세까지 2시간 이상씩 본인 집에서 유연 부모의 필요에 따라 제공
하게 제공
5～12세 아동

방과후 보육
여름캠프, 휴일연극, 아침클럽,
(Out-of-school 5～12세
오후클럽(스포츠, 드라마 등)
care)

자료 : OECD(2005a), p.102.

육 프로그램은 주로 해당 지방기관에서 제공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듯이 영국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
용률이 낮은 편이다. 3세 미만의 전체 해당 아동 중 1/4을 약간 넘는 아동
만이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3세 이상 학
령기 전의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90%를
넘는다.
영국의 어머니들은 보육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선택을 했고, 이
로 인해 시간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 2001년 주당 보육시
설 이용시간은 21시간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
구에서 주당 25～31시간으로 가장 많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총 62%인 데 반해
전업주부의 경우는 41%, 양 부모가 모두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23%
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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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학령기 전 아동을 가진 부모의 1/4은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보육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
은 비공식 부문에서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58%)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WEU, 2005), 대부분의 부모인 91%가 매우
좋거나 좋다고 응답하여 보육 및 유치원 교육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
았는데, 1/4 정도의 가구가 지난 1년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지원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영국에서 공식 보육
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노동시장정책12)
가. 노동시장정책의 발전: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13)
영국은 2000년대 이후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평균 2.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으며, 이러한 확장적인 경제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성과도 매우 좋은 편이다. 1997년에 비해 약 230만 개의 일자리가 더 창출
되었으며, 현재의 실업률 4% 역시 유럽에서는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특
히 높은 경제성장으로 여성의 고용참여 역시 증가하였다. 직업센터플러스
와 뉴딜(New Deal)정책은 영국이 통합서비스를 통해 실업자 및 비경제활
동인구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성공적으로 노출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간략히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1970년대 영국은
조합주의적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했다. 조합주의의 전통에 따
라, 1974년 노사정 인력서비스위원회(Manpower Services Commission)
12) 이 절의 주요 내용은 여성평등부(WEU)가 속한 지역지방자치부(Department f
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여성과 일위원회(Women and
Work Commission)의 제안 내용에 기초하여 출간한 정부 액션플랜 보고서,
그리고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 마련한 복지를
위한 뉴딜(A New Deal for Welfare: Empowering People to Work) 보고
서에 기초하고 있다.
13) 이 부문의 내용은 Finn(2005)의 논문을 요약,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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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적절한 산업훈련체제와 인력수급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이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기술센터(skill-centers) 네트워크, 그리고
23개의 부문별 산업훈련위원회(Industrial Training Board)를 관장할 책임
을 가진다.
인력서비스위원회는 새로운 전국 직업센터(Jobcenters)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야 했는데, 이 직업센터들은 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 주
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79년 보수당 정부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위원
회는 점차 실업 문제에 대한 직접적 관리에 관여하게 되었고, 직업센터들
은 급격히 증가하는 임시직 일자리와 훈련 서비스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1981년 산업훈련위원회의 폐쇄 등 보수당 정부의 탈규제정
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1987년 선거 이후 보수당 정부는 실업과 복지, 그리고 경제성장과 삼자
협의기구에 대한 이제까지의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력서비스위원회는 해산되었으며, 그 대신 미국의 민간부문 산업위원회
(Private Industry Council)를 모방한 사용자 주도의 훈련 및 기업위원회
(Trainig and Enterprise Councils, TEC)가 청년 및 성인의 훈련프로그램
에 대한 재정적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1997년 TEC는 정치적 압력하에 소멸되었고, 그
대신 좀더 광범위한 노사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학습훈련위원회가 새로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뉴딜(New Deal)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었다. 정권을 잡은 지 채 몇 주가 되기 전에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청년층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을 수행할 권한을 주었고, 이 기관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하였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상당량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뉴딜 자문단을 도입하였고, 다양한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자발적 조직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및 고용과 훈련 선택권
을 제공하였다.
1997～2001년까지 노동당 정권은 이 기관을 통해 청년층, 장기실업자,
한부모 가구, 장애자, 50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개인 자문단을 활용하여 고용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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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점을 파악한 후 ‘개별화’된 고용지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나.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정책
여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를 통해 수행되었다. 직업센터플러스 역시 근로연금부에 속
한 기구이다. 최근 근로연금부에서는 일하는 남편 있는 전업주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전업주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아동센터 및
도서관 등에서 전업주부들을 면담함으로써, 그들이 고용 가능한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통해 그러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인터넷
역시 근로연금부가 전업주부에 가까이 접근(reach out)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다.14)
근로연금부가 이처럼 여성의 기술수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학업
성취는 여학생이 남학생을 뛰어넘는 데 반해, 아직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 부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여아의 교육 성취도
가 남아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며,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수혜자 중 여성의
비율 역시 더 높다.15) 여성평등부(Women and Equality Unit: WEU)의
업무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여성과 일위원회(Women and
Work Commission: WWC)는 이것이 학교교육에 있어 특히 여학생들에
게 직업적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일관성 있는 틀이 부족한 것이라 파악하
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첫째,
특성화된 자격증을 도입하고, 둘째, 훈련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실시
하였다.
중고등교육에 대한 중요한 개혁의 하나로, 영국 정부는 모든 14～19세
학생들에게 총 14개 부문 중 해당 부문에서 전통적인 교육과 함께 실용적
인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특성화된 자격증 제도를
14) 여성평등부(WEU) 부국장 Andrew Dobbie와의 면담.
15) 그러나 집단으로서의 여성 전체는 남성 전체에 비해 학력과 자격증을 갖출 확
률이 뒤떨어지는데, 이는 고령 여성의 존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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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다. 이 자격증은 보다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한 환경에서 공부하
기를 원하는 청년층에게 중요한 대안적 학습경로로 작용하게 된다. 2008
년부터 5개 부문 ― 건설과 건축환경, IT, 창조 분야 및 미디어, 사회적 서
비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 ― 에서의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2009년에는 추가적으로 5개 부문, 그리고 2010년까지는 나머지 4개 부문
의 도입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 자격증은 취득 분야와 유관한 작업장에서
직접 최소 10일간의 직무 경험이 요구되는데, 특히 성별에 따라 비전통적
영역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권장될 것이다.
훈련생 제도 역시 많은 청년층이 국가적으로 공인된 자격제도를 위해
공부하면서 직무에 기초한 실용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다. 여성과 일위원회는 여성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비전통적 직무와 주제를 택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정부 부처간 훈련생 제도 조정그룹(Ministrial Apprenticeships Steering Group)은 여성 혹은 남성 직업간 훈련생에 대한 전통적 임
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다. 취약여성정책
1) 한부모 가구의 고용률 증진정책

영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한부모 여성의 고용률이 다른 여성들보다
낮은 국가에 속하며, 또한 이들의 빈곤율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이다. 그 이유는 우선 한부모 가구 및 자녀에게 주는 현금지원의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이와 동시에 한부모 여성이 일할 경우 지불해야
할 보육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Kelly and Bradshaw, 1999).
한부모의 고용률은 1997년 이후 상당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56.6%에
이른다.16)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가 없어 소득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구의
수는 많으며,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결혼하여 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인 72%보다 훨씬 처진다. 그리고 이들 한부모 근로자는 주

16) HM Treasury(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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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트타임직에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대부분 빈곤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요한다. 2005년 현재 영국에는 약 180만 명의 노동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한부모가 있다. 소득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는 78
만 7,000명인데 이는 1997년에 비해 23만 명 감소한 수치다. 만약 한부모
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약 30만 명의 아동을 저소득층
에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7).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국보육전략, 최저임금제,
세금공제제도, 그리고 가족친화적 정책들을 작업장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
했다. 특히 2001년 4월, 정부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 IS)를 청구하는
한부모에게 직업과 관련된 강제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약 75만 명의 한부모가 개인 자문단의 도움을 통해 한부모를 위한 뉴딜
(New Deal for Lone Parents: NDLP)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약 41만 명
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은 1998년 10월
부터 시작된 한부모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2005년
10월부터 한부모 대상의 면담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적어도 14세에 이
른 한부모에게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자녀가 학교를 마치게 될 때 고용
으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표 2-9>는 한부모
근로자에 적합한 근로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가장 어린 자녀가 11세
가 된 한부모에게는 강제적인 면담을 매 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이
다. 적어도 1년간 소득보조(IS)를 받고 있는 모든 한부모에게는 현재의 매
년 한 번보다 많은 두 번의 강제 면담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자문과의 정규적인 접촉 외에도 보다 더 강력한 근로인
센티브 제공을 특히 가장 어린 자녀가 11세에 도달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려 한다. 이들 한부모의 현재 고용률은 68%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어린 자녀가 11～16세 사이에 이른 한부모 중 소득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
은 15만 명이다. 특히 2010년부터는 모든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1년
17) 180만 명의 한부모 중 17만 명이 한부모 아버지이며, 이들의 고용률은 7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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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한부모 근로자에 적합한 근로관련 행위 사례
근로행위

사례

초기 근로의욕 고취

근로 시도
구조화된 자발적 근로
자영업을 위한 준비

고용가능성 제고

한부모를 위한 뉴딜(NDLP)
기초 기능훈련
자신감 고취
멘토링
노동시장 지향/사용자에 대한 인지도 제고
건강관리
직무훈련
직업센터플러스와 외부 훈련프로그램 참여

구직지원

개인 고문의 도움
정보, 자문, 지도 제공
외부 기관
독자적 구직활동

자료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06).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혜택을 받을 예정인 만큼, 2005년 2
월 영국 정부는 이들이 어떤 형태이든 근로행위를 할 경우 소득보조 이
외에도 주에 20파운드씩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는 개인 고문과의 합의하에 근로행위를 수행할 때에
만 제공된다. 또한 점진적으로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를 11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에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근로관련 행위 프
리미엄은 현재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국 정부는 한부모 가구의 고용률을 2010년까지
70%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저숙련 여성정책

영국 정부는 저숙력 여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과 일위원
회의 보고 및 권고에 따라,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2006년 8월부터 ‘훈련을 통한 진전(Train to Gain)’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에서 3등급 훈련(Level 3 Training)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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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시작하였다.18) 향후 2년간 총 2,000만 파운드가 저기술 여성에 대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저기술 여성들이
거의 취득하고 있지 못한 3등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은 사용
자와 훈련을 통한 진전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훈련을 통한 진전
은 2006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술훈련 매개기관
(brokers)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술학습위원회(Learnings and Skills Council)와 직업센터플러스
는 2005년 4월부터 8개의 직업센터플러스가 있는 지역에서 기술코칭 서비
스(Skills Coaching Service)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의 수는 특히 저기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16개로 배가될 것인데, 이 목적을
위해 역시 1,000만 파운드가 책정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확률이 직종을 통
제한 이후에도 더 높았다. 보통 나이 어린 근로자가 더 훈련을 받을 확률
이 높으나, 35세 이상의 여성은 같은 연령 이상의 남성의 훈련 수혜율이
유지 또는 감퇴한 것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여성은
동일 사용자와 근무한 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으며, 노동시장 재진입의 경
험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기술훈련의 효과를 보완, 배가하기 위해 여성과 일위원회는
여성들이 보다 더 고임금 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쉽게 해 주는 경력개발
경로(career development pathways)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부문
별 여성과 일 경력개발 이니셔티브(Women and Work Sector Pathways
Initiative)’는 향후 2년간 1천만 파운드의 기금을 사용자에 대한 매칭펀드
로 부문별 훈련위원회(Sector Skills Councils)에 새로운 모집방식과 경력
경로의 개발을 위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의 참여가 낮
고 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부분에서 여성을 모집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약 1만 명
의 여성에게 혜택을 주리라 여겨진다.

18) Women and Work Commission(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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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학력 여성과 단시간근로
여성과 일위원회는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고학력 여성들이 본인 능력
이하의 직업에만 머무는 이유를 양질의 단시간근로 일자리 및 직업의 부
족에서 찾는다. 따라서 위원회는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에게 양질의 단시간근로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권유하며, 또 그
러한 근로문화 변화를 위해 예산지원을 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고급 직업에서의 단시간근로의 확대는 사용자들에게도 더 많은
양질의 인력모집 비용과 보유율을 높일 것이므로 결국 기업가에도 도움이
되는 일로 영국 정부는 간주하고 있다. 고위직과 양질의 직업에서 단시간근
로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는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약 5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
이다. 사용자는 자기 기업에서의 양질의 단시간근로 직무를 늘리기 위해 전
문가 자문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발적 조직체들(voluntary
organisation) 역시 이 예산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지원은 주로 직무공유
서비스(job-share services), 고위관리 및 전문직 여성을 위한 e-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산하며, 또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
용될 예정이다.19) 기금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경영자단체(CBI) 및 노동조
합총연맹(TUC)과 논의하여 협력적으로 결정하기를 권고한다(Women and
Work Commission, 2006).

19) 고기술 전문직이 좀더 단시간근로화하도록 지원하는 전국 양질의 단시간근로
이니셔티브(UK-wide Qualtiy Part-Time Work Change Initiative)의 구체적
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트타임 고위직 역할 모델 발굴; 웹에 기초한
직무 연결- 파트타임 구직자, 고급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자; 직무공유서비스
(job share services); 양질의 파트타임 직무창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 고위 전
문직 여성을 위한 e-네트워크(e-networks);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
직 및 훈련제공; 여성 경력단절 이후 취업자(women returners)를 위한 특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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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1. 성별 임금격차와 동등임금법
영국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강제한 동등임금법(Equal Pay
Act)은 1970년에 도입되어 197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고, 남성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낮은 임
금을 지불하는 것을 불법화하였던 이 법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줄
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부터 1977년 사이에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63%에서 75%로 상승하였다(O'Connor,
1999).
Zabalza and Tzannatos(1985)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여성은 1970년에
도입된 동등임금법제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
영국 여성들의 상대적 임금은 15%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단
순히 여성들이 저임금 부문에 종사하다가 고임금 부문으로 이동한 것만으
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임금인상은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의 근로시간은 18% 이상
상승하였다. Zabalza and Tzannatos(1985)는 영국의 동등임금법이 유사한
영미권 국가인 미국에서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임금결정방
식으로 설명한다. 영국의 단체협상 중심의 임금결정방식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집중적이기 때문에 법 제정의 효과가 단체협상 관행의 수
정을 통해 쉽게 파급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는 별다른 임금격차 개선이 없었는데, 그 이유로 노동조합이 임금평준화
정책을 펴지 않았고, 1980년대에는 단체교섭 구조도 보다 분권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동등임금법은 1983년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로마조약 제119조와
평등지침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된다. 영국의 남녀별 임금
격차를 야기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직종분리이다.20) 유럽재판소 권고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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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시간당 임금 및 생산성격차의 구성요소
남성 대비 여성 수준

격차(퍼센트)

전일제 고용 경험

-7.7년

26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3.2년

15

단시간근로 고용 경험

+4.1년

12

교육

-0.3년

6

직종분리

.34/.70

13

차별 및 기타 요인
전 체

29
100

자료 : Walby and Olsen(2002).

심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사가치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
금제공의 원칙을 확립하라는 것이었다. 만일 서로 다른 직업이라 하더라
도 유사한 가치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직업
적인 성별 직종분리 현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전반적으로 보수당 정부, 장인노동조합, 사용
자 모두가 이 법의 엄격한 적용에 상당히 반대한 바 있다(O'Connor,
1999).
영국 정부는 동등임금법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다음과 같은 개
선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고용평등위원회(Equal Opportunity Com
mission : EOC)에게 고용평등 리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대기
업 사용자에게 배포하였다. 2003년 12월 발효된 고용평등위원회의 동등임
금실행법령은 평등한 임금체계 확보에 가장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등임금
리뷰를 권고하였다. 평등임금 리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꼭 포함되
어야 한다: (i)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대한
비교. 특히 사용자는 유사업무, 동급으로 평가된 노동, 동등가치 업무인가
의 여부를 꼭 검토해야 한다; (ii) 그 다음 임금상의 어떤 격차가 있는지
파악하고; (iii) 근로자의 성별 이외의 다른 근거로 설명되기 어려운 임금
격차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20) <표 2-10>은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분리의 효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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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여 평등임금 리뷰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Women and Work Commission, 2006).
영국 정부는 평등임금 리뷰 작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88개 부처와
기관이 모두 평등임금 리뷰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2008년 4월까지 총 45%
의 대규모 기관과 기업에서 이 평등임금 리뷰 작성을 실시하도록 하는 목
표를 세우고 있다. 통상산업부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니셔티브(DTI Strate
gic Partnership Initiative)는 노동조합총연맹(TUC)에 의해 주도되고 있
는 동등임금전문가패널 팀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
는 총 400명의 노동조합 동등임금 대표를 훈련시키고 있는 노총연맹의 동
등임금 프로젝트(TUC Equal Pay Project)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법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동일임금 제소 해결을 좀더 쉽게 하려 하고
있다. 2003년 4월부터 동등임금 관련 질문지 제도를 도입하였다(Departme
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6).
저임금노동자의 70% 이상이 여성 노동자인만큼, 최저임금제의 도입 역
시 간접적으로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10월 시간당 5.05파운드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약 100만 명의 여성이 혜택을 받았고, 1997년 이래 임
금격차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영국 정부는 16～17세
를 대상으로 3파운드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2. 휴직제도와 유연근로21)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맞벌이 근로가구를 위한 휴직 및 휴가 제도를
보강해 왔다. 1997년 대부분의 여성들은 단 14주의 출산휴가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07년부터는 52주로 3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1997년에 여성
들의 휴가급여는 단 18주 동안 지속되었는 데 비해 2007년 4월부터는 이
기간도 39주로 확대되며, 현 의회의 임기 동안 휴가급여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실시된 모성권 관련 조사에 따르
21) 이 절의 내용은 여성평등부(WEU)에서 제공한 내부자료, 그리고 OECD가
2005년 발표한 Babies and Bosses, Vol 4, Chapter 6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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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전체 어머니의 수는 2002년의 2/3에서 3/4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meaton and Marsh, 2005). 평균 휴직기간 역시
2002년의 4개월에서 2005년에는 6개월로 늘어났다. 또한 급여수준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97년 주당 55.6파운드였던 급여는 현재 2배 이상
인 108.85파운드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부모의 휴
직 선택이 전적으로 출산 후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69%의 영국
여성은 출산 후 10～11개월 내에 직무로 복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여, 2003년 법
적 권리가 도입된 이후 2005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2주 이상 휴가를 사
용하는 비율이 22～3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육아휴직은 그
다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다. 2005년의 경우 11%의 여성들만이 출
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사용자 중 2/3가 1주일 미만을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가진 여성이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사용한 비율이 2005년 기준 25%로 영국보다 높다. 물론 이는
2002년의 8% 사용률에 비해 높아진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타 유럽 국
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수급자격을 가진 아버지
의 경우 역시 8%만을 사용하였다.
장시간노동 문화를 가진 영국의 사업장을 개선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
립을 돕기 위해 영국 정부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연한 근무제를
선택하고 단시간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은 권리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2003년부터 지속해 왔다. Smeaton and
Marsh(2005)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의 47%가 유연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2년과 비교할 때 17%나 상승한 것이며, 이들
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때 사용자를 바꾸는 경우가 2002년 41%에서 20%
로 감소하였다.

22) 또한 영국의 사용자들은 출산과 모성권과 관련되어 많은 행정적 부담 ―일시
적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에 추가하여, 이들은 공고 기간, 모성휴직의 기간 및
휴직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계산 등― 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
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세한 법 개정의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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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모성, 부성, 그리고 부모권 및 그 혜택과 관련한 영국법제의 발전경로
1994년

2000년(4월)

2007년(4월)
일과 가족법

2003년(4월)

정규 출산휴가+추가 출산휴가
지원자격
휴가기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 4 주 + 추가 18주+추가 포 26주+26주 추가 근 26주+ 조건없이 모든 여성이 26주간 추가
포함 총 40주 함 총 40주
휴직가능
무후 추가 26주
출산휴가급여

수혜자격
임금자격

26주 근무
26주간 보험
납부
급여지급기간 18주
지급률(정률) ￡55.7(급여
90%)

26주 근무
26주 근무
26주간 최저
￡30
18주
26주
￡62. 2(급여 ￡100(급여90%)
90%)

39주로 수혜기간 확대
(6주간 급여 90% 지급 + 33주간 정률
￡108.85 지급 (혹은 낮을 경우 급여 90%)

입양휴가 및 급여
지급률

입양부모는 26주간 법정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며 법정 출산휴가급여 수혜기간을 39주로 확대
총 1년간 휴직할 수 있음.
선택적 “연락기간(keep-in-touch days)” 제도

제도의 내용

만일 출산휴가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경우 매 1주 공동합의하에 “연락기간” 동안 출산휴가급
당 1주간의 법정 출산휴가급여 수급기회 상실 여의 상실없이 10일간 근로제공 가능
유연근무

6세 미만 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
성인을 부양하고 간호하는 근로자에게도 같
제도의 내용 는 사용자에게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
은 권리를 보장
용자는 이 요청을 고려할 법적인 의무를 가짐.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수혜자격
지급률
지급기간

제도 없음

제도 없음

26주 근무
￡100(급여 90%)
2주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음. 2주간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이전까지
최대 26주간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수혜가
능.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을 한 배
우자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
한 법정 출산급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육아휴직
휴직기간
급여
자격조건

제도 없음

13주간
무급
1년간 근무

좌동

변화 없음(13주간 무급휴직을 자녀의 5세
생일 이전까지, 그리고 장애아동의 경우 18
주의 무급휴직을 18세 생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

자료 : Smeaton and Marsh(2005), WEU의 Work and Familes Act 내부자료(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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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노력 결과는 2006년 통과된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y
Act)에 반영되어 있다. 이 법은 추가적인 모성 및 부성 휴직권리 확장을
목표로 한다. 모성, 부성 그리고 부모권 및 그 혜택과 관련된 영국법제의
발전 경로가 앞의 <표 2-11>에 정리되어 있다. 구체적인 일과 가족법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관련법제 소개 부분에서 부연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족에 대한 초
기 1년의 모성휴직급여 및 여타 재정지원금은 총 8,000파운드 이상에 달
하게 된다.23) 이는 1997년의 2,610파운드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액수이다.
영국 정부는 “일․생활 도전기금(Work-Life Challenge Fund)”을 통해
기업들에게 가족친화적 작업장 도입의 장점을 홍보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일․가족 양립이 가져오는 혜택을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결성된 일․가족 균형을 사용자연합(Employers for Work-Life Balance)
과 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마련되었다. 2000～2003년까지 이
도전기금은 4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이러한 일․생활 균형조치
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자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도록 1,100만 파운
드를 지원하였다. 2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일․가족의 양립 문제는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제1구협회(First Division Association)는 공무원들의 장시간근무가 단시간근로 여성의 경력개발을 막고 있
음을 지적하여 왔다. 지방정부 인사담당자협회(Society of Personnel Offic
ers in Local Government: SOCOP)도 남성 지배적인 고위관리직 문화가
여성에게 장시간근로를 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
23) 세부적인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39주간의 모성휴직급여(주당 111.55파운드) : 4,350.45파운드
2주간의 부성휴직급여(주당 111.55파운드) : 223.11파운드
52주간의 아동급여(주당 17.45파운드) : 907.40파운드
52주간의 자녀세금공제(주당 56.28파운드) : 2,926.56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모두 합할 경우 총액 8,407파운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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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진출이 저하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24)
영국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제재와 처벌보다는 인센티브에 기초한 약한
수준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와의 공동 노력과 협력을 선호하
는 편이다. 여성과 일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임금격차나 여성의 승진 문제
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도구, 폼을 지원
하는 ‘평등검토(equality checks)’와 같은 형식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하였
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사회적 기업들과 소규모 기업서비스 업체와의 협
력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의 또 다른 적극적 조치의 영역은 미국의 계약준수제와 유사하게,
정부 물품을 조달하는 기업에게 고용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 조달을 통한 고용평등 추진방식에 대한 지침은 정부거래청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에 의해 2006년 2월 마련되었다. 이 지
침은 평등 문제가 평등 임금, 유연하지 못한 근로 패턴, 제한된 경력선택
및 승진기회, 그리고 남녀의 차이를 감안하지 못한 채 마련된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성과 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평등 대표들(union equality officer)이
기업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실시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고 있고, 또 이를 권장하려 한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평등과 다양성과 관
련된 이슈를 제기하고,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해
결책을 찾고 있다. 이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적절한 훈련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여성과 일위원회는 노동조합 현대화기
금(Union Modernization Fund)을 통해 약 500만 파운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동조합 현대화기금은 2004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24) 이 절의 내용은 여성과 일위원회(Women and Work Commission)가 2006년
발표한 『보다 공정한 미래를 위해(Shaping a Fairer Future)』, 그리고 이 보
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가 같은 해 2006년 마련한 정부 행동계획(Government
Action Plan)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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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만들어지고, 통상산업부에 의해 노동조합이 현대의 작업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정부기획기금이다. 작업장에
서의 평등 대표들이 바로 이 기금의 차기 수혜자가 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2005년 평등법(Equality Act)의 개정 과정을 통해 도입된
공공기관의 ‘성 의무(Gender Duty)’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문제와 관련된 성 의무는 사용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공기관의 장들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이
공정한 승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적인 경력발전의 기회들
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직종분리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 가족친화
적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지, 임금구조에 있어 성에 따른 차별은 없는지
검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WEU, 2005).
공공부문은 작업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동등임금 리
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내각부는 소속 부처 및 기관에게 그들
의 임금체계를 매년 검토하고, 그들의 보상정책과 관행을 매 3년마다 평
등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역시 노동
조합의 협조를 얻어 함께 작업할 것이 권장된다. 2005년 11월 이러한 공공
부문에서의 임금과 관련된 전략적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공공부
문 임금위원회(Public Sector Pay Committee)가 마련되었다.

제 5 절 정책추진 체계

1. 정책추진 체계 및 행정기구
영국 정부 내에서 여성평등부(Women and Equality Unit: WEU)는 가
장 대표적인 여성정책 조율기관이다. 그런 만큼, 여성평등부는 다른 많은
부처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경제 및 작업장 규제와 관련된
차원은 통상산업부, 실업과 복지,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과 복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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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이슈 문제는 근로연금부와, 그리고 여성을 위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서는 예산부처와 협력한다.
여성평등부가 속한 정부기관 자체가 여러번 바뀌었다는 점 자체가 이러
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맨 처음 여성평등부는 근로연금부에 속해 있
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각부(Cabinet Office)에 속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 통산산업부의 부서로 존재하였는데, 2006년 여름 다시 한번 지역지
방자치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25) 이 부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인종과
성, 집단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영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성평등부는 정부 외에도 다양한 기관 및 조직과 유대를 갖고 공동 작
업을 수행한다. 여성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대
정부 자문을 행하는 전국여성협의회(Women's National Commission)가
대표적이다. 여성평등부의 주요 업무는 정책을 개발, 조율하고 각 부처의
장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 인지시키는 것이다.26)
또한 고용 문제와 관련된 여성과 평등부의 업무 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2004년 7월 총리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 및 여성고용과 관련된
여러 이슈 검토를 목적으로 한 여성과 일위원회(Women and Work Com
mission)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보다 공정한 미래를 위해(Shaping a
Fairer Future)라는 보고서와 그에 따른 정부의 행동계획을 마련한 후 현
재는 해산된 상태다.27)
또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는 평등기회위원회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와 2007년 10월 설립될 평등인권위원회
(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가 있다. 새로 설립될 평등
인권위원회는 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현 영국 사회의 결정적인 가
치로 추구하며, 모든 차별관련 이슈에 대해 개개인에게 접근가능한 조언
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CEHR Borchure, 2006). 이
처럼 통합적인 새 기구가 발족한 것은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세계화로 인
25) 여성평등부(WEU) Gender Duty Team, Barbara Linsay와의 면담.
26) 여성평등부(WEU) Head, Angela Mason과의 면담.
27) 여성평등부(WEU) 부국장 Andrew Dobbie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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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민노동력의 증가로 인해 좀더 다양한 정체성, 문화, 종교 및 신념에
대해서도 반차별적 인식을 심을 필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성차별 이슈 및 가족 패턴, 그리고 노동시장과 공공서비스에서의 변화하
는 요구에 대해서도 부응할 것이라고 한다.
평등인권위원회 이외에도 평등 제고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조직과
프로그램이 있다.28) 그 첫 번째는 ‘평등 리뷰(Equalities Review)’이다. 이
것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로, 지속적인 불평등의 패턴의 근본
원인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등
리뷰는 검토한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함으로써 정부의 평등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차별법 리뷰(Discrimination Law
Review)이다. 이 조직은 여성평등부 내에 있는데, 현재 반차별법제의 효율
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그 검토의 방향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좀더
효과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보다 분명하고 단순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두 리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평등법
(Equality Act)을 현 의회의 재임기간 동안 완성하는 데 있다.29) 이렇게 법
을 통합하는 이유는 영국 정부가 현재의 법들이 30년 이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와 처방이 격차와 일관성 없는 그리고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조항들의 집합체로 바뀌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여성고용 관련 법제와 최근의 변화
영국의 평등관련 법제의 도입은 약 4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가장
영향력 있던 법은 1970년에 도입된 동등임금법(Equal Pay Act)과 1975년
의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이다.
1970년의 동등임금법은 남성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이 임금이
나 고용조건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제하였다. 이 법은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또 기업규모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강제
28) 여성평등부(WEU), Discrimination Law Review, Nicola Hosfield, CHER
Andrew Van Der Lem과의 면담.
29) 현재의 차별금지법은 여성, 인종, 장애 등으로 세분되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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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97년 이후 영국 정부는 이 동등임금법의 효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개정 조항들을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3년 4월부터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
들에게 왜 그런가에 대해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
록 동등임금질문지(Equal Pay Questionnaire)가 도입되었다. 이 질문지의
핵심은 해당 개인이 동료 혹은 반대되는 성의 동료보다 정말 더 낮은 임
금과 고용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개인과 상대되
는 동료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여부를 밝
히는 데 있다.
또한 2003년 개정을 통해 동등임금법 위반을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을 연
장하였고, 필요한 경우 후속적인 임금 추가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4
년에는 동등가치 여부를 따지는 사례를 위한 새로운 동등가치 재판절차를
도입하고, 재판소가 동등가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1975년 제정되고 1986년 개정된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은 EC의 로마조약(Treaty of Rome) 제119조의 평등 요구사항을 반영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준사법기구인 노동법원(Industrial Tribunals)에서 이
러한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고용평등위원회(EOC)는 원칙과 관련된 문제
가 제기되거나, 고발인이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시키기 어려울 때에만 관
여하였다(O'Connor, 1999).
2005년 5월 평등법안(Equality Bill)은 공공기관의 행정기능에 있어서의
성차별 역시 불법으로 규정, 위법적인 성차별의 개념을 공공기관의 기능
과 역할에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1975년 도입된 성차별금
지법에서 다소 막연하게 규정되었던 공공기관의 차별적 행위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려는 시도에서 실시되었다. ‘성 의무
(Gender Duty)’로 정의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이 새로운 책무는 공공기관
의 정책과 절차가 성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
토, 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이미 2000년 인종관련법의 개정
을 통해 인종간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 부과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6년 12월부터는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 역시 규정하였다.

영국의 여성고용정책 49

성 의무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등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평등을 증진하고 반차별법제를 강제하며, 또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평등인권위원회(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2007년
10월 완전히 조직체계가 갖추어질 예정인 평등인권위원회는 3개의 서로
다른 차별관련 위원회들의 통합체로,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장애인권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그리고 평
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y Commission)가 통합된 기구이다. 이 세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은 서로 조금씩 달랐다.30) 인종평등위원회는 정보
제공과 자문 기능이 컸고, 장애인권위원회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인
고충처리를 주로 하였으며, 평등기회위원회는 조사와 연구 기능이 발달된
상태이다. 이 세 위원회들의 총 연간 예산은 800만 파운드 정도였으나, 통
합된 평등인권위원회의 예산은 현재 1,300만 파운드로 증액되어 있다. 인
권과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종교, 신념, 성적 지향, 그리고 연령에 따른 차
별금지 및 평등업무까지 추가되었으므로, 단순히 예산이 증가하였다고 판
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2006년의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Act)31)은 일과 가족의 양립
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한 차원 높은 균형 잡힌 권한과 책임
을 부여한 법이다. 대부분의 조항은 200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
며, 2007년 4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인 여성들에게 해당된다. 일과 가족법
이전에 휴직제도 및 휴직급여가 근거한 법은 고용기본권법(Employment
Rights Act)이었다.
첫째,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선택권을 더욱 넓혀주기 위하여, 2007
년 4월부터 법정 출산휴가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및 모성수당
(Maternity Allowance), 그리고 법정 입양급여(Statutory Adoption Pay)
기간을 9개월로 연장하였다. 현재 영국 여성들의 평균 출산휴가기간은 6

30) 여성평등부(WEU)의 차별법검토부서(Discrimination Law Review)에 있는
Wally Ford와의 면담.
31)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평등부(WEU)의 해당 법 담당자 Nich French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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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이다. 이 법으로 인해 총 40만 명 정도의 여성이 약 1,400파운드의 추
가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또한 사용자들이 좀더 쉽게 출산휴가 및 급여지급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사용자들이 여성의 업무 복귀를 보다
잘 예측하고 계획하기 위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혹은 늦게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은 기존의 28일이 아닌 두 달 전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모성휴직시 임금지급을 주 단위가 아닌 일 단위
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 유연성도 부과하였으며, 휴직과 임금지급 시
기를 일치시키고, 새로운 계산방식이 포함된 CD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여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빠른 직장 복귀를
위해 출산휴가 및 입양휴직기간 동안 사용자가 휴직 중인 근로자와 필요
한 연락(reasonable contact)을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예를
들어, 연락 기간('Keeping in Touch (KIT) days') 동안 여성 근로자는 출
산휴가 및 입양휴가나 급여지급에 영향 받지 않고 며칠간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여성 근로
자 간에 합의되었을 때에만 실시된다.
넷째, 일과 가족법 시행 이전까지는 단지 6세 미만의 아동 혹은 장애아
동을 둔 부모에게만 사용자에게 유연한 근무를 요청할 권리를 제공하였
다. 일과 가족법에서는 이제 성인을 부양하고 간호하는 근로자에게도 같
은 권리를 부여한다.
다섯째, 일과 가족법 이전에는 아버지들이 2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급
여(출산휴가급여와 동일한 표준에 의해 지급)이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
가만 가질 수 있었다. 일과 가족법에 의해, 아버지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무보수 육아휴직에 더하여, 총 26주간 더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일부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머니는 직장에 복귀해 있어야만 하며, 받지 못한 잔여
모성 휴직기간 및 급여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지급한 휴직급여는 재무
부에서 다시 보상해 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영국 정부는 또한 2006년 보육법(Childcare Act)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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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축하였다: (i) 지방자치단체에게 초기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새로운 의무 부과; (ii) 특히 저소득 및 장애아동에 대한
충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무; (iii) 또한 양육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의무.
영국의 법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영국이 유
럽연합위원회(EU Commission)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6 절 결론과 함의

영국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룩한 공보육 등 여성고용 친화적 복지제도의
발달이 더딘 전형적인 영미형 국가이면서도 같은 유형에 속하는 미국에
비해 여성의 단시간근로 비중이 현저히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후진적인 보육제도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진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우리보다 앞서 남녀간 임금격차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에서 동일임금 성취가 중요한 이유는 남녀간 임금격차가 심할
경우 여성에게 노동시장참여의 기회비용이 낮고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
장참여가 저해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무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
회비용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남편 임금에 대한 여성의 기대임금이며, 두
번째 중요한 구성요소는 보육비용으로 인한 여성 임금소득의 감소효과이
다(Esping-Andersen, 2002). 따라서 저학력 여성은 보육비용이 높을 경우
상당한 고용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의 아동양육 보조
금 혹은 임금격차 감소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해
진다.
그런 점에서, 영국 정부가 동등임금의 성취와 보육의 확충을 동시에 시
도하고 있는 것은 이 양 주요 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염두에 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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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현재 영국은 이전의 전통적 성별 분업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여, 남녀 모두 일하는 이중 임금근로자 모델로의 이
전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아래 <표 2-12>에서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칸에 속한다. 최근 마련된 일과 가족법 역시 이러한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아버지의 부성 휴직기간을 대폭 늘렸고, 돌봄 노동의 범위
역시 확대하였으며, 여성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시켰다.
아직도 영국의 조세제도는 여성이 단시간 일자리에 더 적합하도록 유인
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관리직, 전문직에서의 단시간근로의
확대에 대한 강조를 감안하면 영국 모델은 궁극적으로 네덜란드식의 이중
임금근로자/이중 돌봄노동자 모델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모델과 같이 단시간근로가 모든 직급과 직업에서 발견될 수
있게 만들어도 여전히 남녀 격차는 남는다. 남성 중의 단시간근로자는 학
생이거나 고령자로 부양 의무가 없는 사람들로서 주류 남성들이 아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여성의 완전한 고용평등에 크
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여성도 고
용시장에서의 불안한 위치와 돌봄 노동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
다. 이러한 여성의 비용 부담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남성이 무보수 돌봄노
동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성별 분업의 철폐
는 아직 실행되기 어려운 상태이다(Jepsen, 2005).
하지만 영국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
하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전업주부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
기 위한 방안, 비전통적인 남성 지배직무에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격증 및 훈련제도, 저기술 여성의 숙련형성에 대한 관심, 일과 가정의
<표 2-12> 성별 여성 분업의 다양한 형태
전통적 성별 분업

덜 전통적 성별 분업

이중 임금근로자
남성 생계부양자/ 이중 임금근로자
대체 돌봄 노동
여성 가사노동자 여성 부분가사노동자
(국가 혹은 시장)
자료 : Crompton and Le Feuvre(2000); Jepsen(2005)에서 재인용.

이중 임금근로자/
이중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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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을 돕는 가족친화적 작업장의 확산을 위해 기업에 제공한 실질적인
지원책, 그리고 평등 리뷰의 작성이나 적극적 조치의 실시 등을 공공부문
에서 선도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정책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주목할 만한 사례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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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캐나다의 여성고용정책

제1절 서 론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이는 나라이다.
캐나다의 GDI(여성개발지수)는 0.941로 총 144개국 중 세계 4위이며,
GEM(여성권한척도)은 0.787로 총 78개국 중 세계 10위로 국제기구의 기
준에 따르면 여성 지위가 꽤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캐나다 여성들의 고용
률은 다른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률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니다. 2004
년 현재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58%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고
용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낮은 임금의 전일제근로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은 소위 열악한 직
업(bad job)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관련되어 있다.
캐나다에서 여성고용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여성정책에 포함되지만, 노
동관련 법과 인권법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고용형평성과 임금형평성을 핵
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고용형평성이 노동시장 진입, 승진, 훈련 등과 관
련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라면, 임금형평성은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의
결과로 빚어진 성별 직종분리에 따른 임금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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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형평성을 위해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차별 접근을 취하
면서도 적극적 조치를 혼합한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차별 접근은
1982년 인권법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에서 고용에 있어 평등권과 고
용평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86년에 제정된 고용평등법은 여
성, 소수자 집단, 장애인, 원주민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
용평등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뿐 아니라, 차이에 따른 특별
한 조치 및 조절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인권법의 반차별 접근과 함께 캐나
다의 적극적 조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의 고용평등법은 미국
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 이유는
차별에 대한 개인의 불만 처리를 포용하여 공공기관뿐 아니라 50인 이상
의 사기업 모두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노동법과 고
용기준법에 근거하여 출산휴가(maternity leave),

육아휴직(parental

leave) 돌봄휴가(care leave)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형평정책은 초기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채택하
였으나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한 대안
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 원칙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고용평등정책의 기조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내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이행되어 왔다. 캐
나다의 임금형평법은 연방정부기관에서만 개인 근로자의 이의신청 접근
(complaint model)을 취하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적극적 모델
(proactive model)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의신청 모델에 비하면 매우
적극적인 접근방식이다. 캐나다에서는 임금형평법을 통해 여성 지배적인
직종에서의 임금조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도 비교 가치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과연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 얼마나 효과
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임금형평법은 사후처리 방
식이 주된 특징이어서 불평등한 임금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책임을 사용
자에게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조의 단체협약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평
가도 있다. 특히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나 소규
모 작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여전히 임금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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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성별로 분리된 직종간의 임금형
평을 통해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적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유지되게 된다.
캐나다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2006년부터 공기업에서 도입
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를 공․사 기업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
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이제 50%를 겨우 넘겼지만,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직종․직무 분리 및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발생
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이
있지만 이제까지 선언적인 조항으로만 기능해 왔다. 따라서 캐나다의 임
금형평법과 임금형평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형평 프로그램은 현재의 성별 직종분리를 인정하면서, 그 안
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고용평등이라
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은 매우 논쟁적일 것이며, 만약에 우리사
회에서 도입한다면 충분한 공론화와 정교한 직무분석 도구의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제2절에서는 캐나다의 여성고용 및 임금격차 등의 남녀고용평등 수준
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이 캐나다의 여
성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캐나다 임금형
평법과 고용형평법이 남녀고용평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제
5절은 요약과 한국에의 함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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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캐나다의 남녀고용평등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32)
캐나다의 가구형태는 미국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회민주주의 국
가들과 함께 남성부양자 가구형태에서 맞벌이 가구형태로 전환되었다. 이
미 1994년에 결혼한 10가구 중 7가구는 맞벌이가구였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었
다. 이처럼 남성부양자 가구가 감소하게 된 배경은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연동되어 있다(Michel and Mahon, 2002).
캐나다 여성들의 고용률은 북유럽의 여성고용률에 비하여 높은 편은 아
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높은 질의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
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여성고용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낮은 임금의 전일제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의 대
부분은 소위 열악한 직업(bad job)에 종사하고 있다. 다음에서 여성들의
고용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 현재 캐나다의 전체 여성 인구수는 16.1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
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 194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의 베이비
붐 시대에 출생한 여성은 2004년 현재 3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이며, 캐나
다 여성의 31%를 차지한다. 캐나다 여성의 44%는 35세 미만이고, 17%는
15세 미만이다. 6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3백만 명으로 캐나다 여성의
15%를 차지한다.
2003～2004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출생 비율은 10.4명으로 나타났으며,

32) 본 연구에서 출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통계 자료의 출처는
Women in Canada: A Gender-based Statistical Report(2006), Statistics
Canada이다. 그 외에 국제기구와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에는 별도로 출처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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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5년 동안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출생한 아동의 비율은 1.5
명이다.
캐나다의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여성개발지수)는
0.941로 총 144개국 중 세계 4위이며,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권한척도)은 0.787로 총 78개국 중 세계 10위이다. 2000～
2001학년도를 기준으로 문자해득률이 남성 99.0%, 여성 99.0%(2002년)이
고, 초․고등 교육기관 총 등록률은 남성 93%, 여성 96%이다. 여성 국회
의원 비율은 23.6%(2004),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은 34%이고, 여성 전
문․기술직 비율은 54%이다.
2004년 현재 여성 사용자수는 7.5백만 명으로 1970년대와 비교하여 2배
로 증가되었다. 15세 이상 여성 인구의 58%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
며, 1976년의 42%에서 1990년에는 54%가 되었다.33) 1990년과 비교하여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그다지 증가되지 않은 것은 1990년대 중반까
지의 경기침체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차츰 그 비율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70년대 후반 73%에서
1990년대 초반에 65%로 감소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추이와 대비되는
현상이다.
캐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알버타 주는 다
른 주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64%이며, 매니토바 60%,
온타리오와 사스카치완 59%, 퀘벡이 56%이고, 뉴파운드랜드와 라브라도
는 47%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54세까지의 여성들
의 고용 수준이 가장 높고, 25～44세 사이의 여성 77%와 45～54세 사이의
여성 75%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2004년 현재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73%가 노동시장에 참여하
고 있는데, 1976년의 39%에 비교하면 2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55세 여성의 79%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낮은 것이다.
33) OECD에서는 15～64세 인구 기준의 통계를 발표하는 데 비해 캐나다통계청
에서는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한다.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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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 고용추이 : 1976～2004
(단위 : %)

여성 고용률
남성 고용률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

1976

1986

1996

2004

41.90
72.7
37.1

50.2
69.5
42.8

52.0
64.9
45.4

57.8
67.8
46.8

<표 3-2> 연령별․학력별 고용률 : 2004
(단위 : %)

15～24세

25～44세

45세 이상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중졸 미만

24.8

32.2

40.5

61.5

12.6

25.3

15.8

30.3

고퇴

41.5

43.2

57.5

76.0

27.5

46.8

37.4

52.1

고졸

69.9

71.6

73.7

86.7

47.6

61.7

59.6

73.5

전문대 중퇴 이하

60.3

59.1

73.4

83.5

51.8

59.0

61.7

67.0

전문대졸

76.4

76.7

82.0

89.7

54.4

64.5

69.0

77.0

대졸

75.7

70.2

82.1

89.0

65.2

68.9

75.3

78.8

58.4

57.8

77.1

86.3

43.3

56.4

57.8

67.8

전 체

<표 3-3>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 1976～2004
(단위 : %)

1976

1986

1996

2004

6세 미만 전체

31.4

51.3

58.8

66.6

3세 미만

27.6

49.3

57.7

64.5

3～5세

36.8

54.4

60.3

69.5

6～15세

46.4

61.8

69.7

77.1

16세 미만 전체

39.1

56.6

64.4

72.6

16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55세 미만의 여성

60.9

69.1

72.2

79.4

적어도 16세 미만의 자녀를 하나 둔 직장여성의 3/4이 전일제근로에 참
가하고 있다.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74%가 전일제근로에 종사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는 여성의 전일제근로가 상당 수준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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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 1976～2004
취 90
업
률 80
70
60
50
40
30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16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55세 이하의 여성 연도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2004년 현재 전체 여성 노동력의 6.8%가 실업자이며, 남성의 실업률은
7.5%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의 실업률보다 감
소해 왔다. 전체 여성 노동력 중 15～24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의 실업률은
11.8%로 다른 연령대 여성들의 실업률인 5～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같은 연령대 남성 실업률이 14.9%인 것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실업 여성의 26%는 지난해 일하지 않았다가 다시 구직활동을 시
작한 노동시장 재진입자이며, 10%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신규 노동자
이다.

2. 여성의 고용형태
전체 여성 노동력의 27%는 파트타임 노동자이며, 남성 파트타임 노동
자 비율이 11%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여성 노동자의 29%가 파트타임
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파트타임 노동자의 79%가 여성이다. 15～24세
사이의 여성 노동자의 52%가 파트타임에 종사하고 있고, 25～54세의 여
성은 21%, 55～64세는 30%가 파트타임 종사자이다. 이처럼 여성 파트타
임 노동자의 수가 많은 이유는 육아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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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파트타임 고용 추이(비율) : 1976～2004
(단위 : %)

1976

1986

1996

2004

23.6
5.9
70.1

27.6
8.9
69.8

29.1
10.8
69.2

27.2
10.9
68.8

파트타임 여성 비율
파트타임 남성 비율
전체 파트타임 중 여성 비율

<표 3-5> 성별․연령별 파트타임 이유
(단위 : %)

15～24세
여성
질병

0.6

육아

1.7

개인/가족책임
학업
개인의 선호
그외 자원적으로

남성

25～44세
여성

0.8

남성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7

5.7

6.0

7.8

3.1

3.8

33.7

3.2

4.9

0.8

14.3

0.9

0.8

0.4

4.4

2.0

5.7

1.7

3.7

1.1

70.9

75.0

6.7

17.4

0.7

0.8

24.7

41.9

5.7

4.5

18.6

18.4

56.8

59.7

27.1

23.2

1.3

2.6

1.1

1.6

0.9

1.1

19.0

32.6

50.7

24.9

27.6

26.1

28.0

0.4

기타 비자발적 이유

45세 이상

19.9

[그림 3-2] 연령별․성별 단시간근로자 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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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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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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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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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파트타임 노동자의 26%는 전일제근로를 원하지만 전일제 직업을 구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여성 노동자의 11%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1990년대
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여 13%에 달하였으나, 그 이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 종사자의 34%는 여성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29%만이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전체 여성 노동자의 14%는 기간제근로에 종사하고 있고, 남성은 12%이
다. 15～24세 여성의 30%는 기간제근로에 종사하며, 남자는 11%이다.

3. 성별 직업분리
캐나다의 노동시장에서는 직업별로 성별 분리가 극심하다. 2004년 현재
전체 여성 근로자의 67%는 교사, 간호사, 의료관련 직업, 사무행정직, 판
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분야의 남성 비율이 30%인 것과 비교하
면 상당히 높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2004
년의 67%라는 비율은 1996년과 똑같다. 전체 간호사와 의료관련 치료사
중 87%가 여성이고, 사무행정직의 75%, 교사의 65%, 판매서비스직의
57%가 여성이다.
최근에 몇 개의 직업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의
55%가 여성인데, 1987년에 43%였던 것에 비하면 10% 이상 증가한 것이
다. 그리고 경영과 금융관련 직업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것도 1987년 38%
와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현
재 관리자의 36.6%가 여성으로 1987년에는 30%였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
들은 낮은 직급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2004년 현재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은 22%로 이는 1996년 27%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한 수치다. 자연과
학이나 공학, 수학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소수인데, 2004년 현재 이
분야의 전문직 여성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여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3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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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성별 직업분포(비율) : 2004
고위관리직
관리직 그 외 관리직
소계
경영 및 금융
자연과학/공학/수학
사회과학/종교
교사
전문직
의사
간호사
문화예술
소계
사무행정
판매 서비스
1차 산업부문
무역, 운송, 건설
제조, 가공
전 체

남성 비율
1.0
9.8
10.8
2.7
9.7
2.2
2.5
1.0
1.1
2.6
21.8
7.2
19.6
5.2
26.1
9.3
100.0

여성 비율
0.3
6.7
7.0
3.2
3.0
6.2
5.2
1.4
8.7
3.3
31.0
24.3
29.2
1.4
2.2
4.8
100.0

전체 중 여성 비율
22.1
37.7
36.6
51.3
21.2
71.6
64.6
55.0
87.2
52.8
55.6
74.9
56.7
19.4
7.0
31.1
46.8

여성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극적으로 증가하여 1966년에 여성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이 16%였던 것에 비해 2004년에는 32%로 두 배가 되었다. 이
는 남성들의 노조 가입률이 1960년대에 40%였던 것이 2004년에 32%로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노조조직률은 25세 이상의 여성 노동자
층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55세 이상 여성 노동자의 37%와 25～54세 이상
여성 노동자의 35%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 15～24세 사이의 여성 노동자
의 14%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제 3 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1. 사회정책 개관
캐나다는 10개의 지방정부와 2개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다당제 연방국
가이다.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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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1968～84년까지 자유당
이 집권하였으며, 1984년 이후부터 1993년까지 보수당이 집권하였다. 1993
년 자유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장 크레티앵이 총리가 되었으며, 2004년 6
월 자유당의 폴 마틴이 크레티앵에 이어 총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6년 보
수당이 다시 집권하여 스테판 하퍼가 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캐나다의 의회제도는 장관의 책임과 내각의 연대를 정부체계의 핵심 원
리로 삼고 있다. 캐나다 공무원들은 익명적이고 효율적이며 편견이 없는
행정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사람들은 국가
에 대하여 집권 정부의 성격에 상관없이 왕실위원회, 자문기구 혹은 특별
기구와 같은 관료적 기구를 선택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 문제 또한 관료제를 통하여 해결하고 제도화시킬 수 있
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이는 여성운동과 같은 조직적인 힘이 정부정책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된다. 특히 보육정책의 형성 과정에
서는 여성들의 집합적인 운동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또한 여성운동 활동
가들이 국가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되면서 보다 진보적인 여성관
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은 사회정책 틀의 견지에서 보면 자유주의 복
지국가로 정의된다. Esping-Andersen(1990)은 기존의 양적 접근과 이념
형적 유형론 및 정치사회학적 접근방식을 통합하여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레짐,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레짐 및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레짐이라는 분
류를 도출하였다. 에스핑-안데르센이 구분한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짓는
세 가지 차원은 복지 제공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복지국가의 계층
에 대한 영향, 그리고 사회적 권리의 특징인 시민권과 탈상품화이다.
시장-국가-가족 관계의 차원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레짐의 경
우, 국가보다는 시장이 대부분의 시민들의 복지 요구를 보장한다.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사전 개입보다는 사회적인 실패에 대한 사후 처방을 강조하
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 체제의 프로그램들은 시장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 수준의 보조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으로부
터 배제되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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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레짐은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라는 제한된 형태에 의존하는 소수의 소외층과 복지를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는(사적 연금과 의료계획) 대다수 계층의 사회적
이중체계를 장려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와 노동의 탈상품화는 사회보장 최저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사회보장 평균 급여액의 평균 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기여
연수로 표현되는 급여지급의 자격요건, 전체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에
수급자 기여가 차지하는 비중, 실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률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레짐의 탈상품화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저성장 고실업에 대한 대응을 보면 완전고용을 사회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레짐에서는 정착된 복지제
도가 탈고용화 경향에 대한 완충장치로 작용한 반면, 시장의 자율성에 우
선 순위를 두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레짐에서는 저성장 고실업이 곧 복
지제도 삭감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빈곤계층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은 크레티엥 정부하에서 더욱 두드
러지는데, 사회정책의 방향이 기존 정책방향에서 꽤 많은 변화를 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생산적 복지(welfare-to-work)로의 전환이다. 크레티엥
정부는 집권하면서 <1994 Green Paper>에서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Improving Social Security in Canada)’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생산적 복지로의 사회정책 전환 방향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조를 실현
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1996～97 회계연도에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CHST)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캐나다 부조계획(Canada
Assistance Plan)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지방정부 보조
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HST 시행 2년 동안 7조 달러가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은 지방정부로의 사회이전금액의 40%를 차지한다.
이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지
만, 또 다른 의미는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대상에게 복지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노동시장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특
히 한부모 여성들은 기존의 지원 범위와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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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가정폭력쉼터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온타리오 주는 1997년에 지방정부 중에서는 최초로 CHST를 수용하여
온타리오 노동법(Ontario Work Act)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은 직업훈련
참여자 및 노동시장참여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지원 적격 여부를 지
방정부가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부모 여성들은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일주일에 17시간 이상 공동체 사회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사적
부문에 취업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는 회사의 보증이 있어
야 하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 보육정책
보육 및 아동보호서비스는 모든 복지국가에서 공적 책임의 원칙을 내세
우고 있지만 상당 부분 가정과 공동체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수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복지국가들의 보육정책은 양 극단의 정책 형태가 존재하는
데, 노르딕 국가와 같이 보육을 최대한으로 공적으로 부담하고자 하며, 풍
부하고 만족스런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른 극점은 미국
과 영국이 대표적 예로 보육을 최대한도로 개인의 부담으로 해결하게 하
며, 휴가는 불충분하고 월급을 대체할 만한 어떤 지원금도 존재하지 않거
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는 최대의 사적 부담에 가깝지
만, 미국이나 영국과는 접근방식이 상이하다. 캐나다의 보육정책은 지방
정부의 부담금 비율이 매우 크며, 지원의 정도는 공적 기금에 의해 운영되
는 위원회나 비영리 아동보호서비스센터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가. 보육정책의 변화 과정
캐나다에서 보육(child care)이 여성의 평등권과 보편적인 시민권으로서
다루어진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70년대에 여성운
동은 공공 재원으로 지원된 보편적인 보육시스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육 네트워크가 팽창하였고 여성지
위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도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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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부응하여 연방정부에 국가보육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보육이라는 개념은 과연 모든 어머니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며 선
호하고 있는가라는 논쟁을 낳았다. 1987년에 보육특별정당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자유당과 신민주당은 공보육을 요구하였고, 보수당은 부모가 노
동시장에 참여하였을 때 세금 감면의 형태로 보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보수당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보육에 관한 국가전략
을 제시하고, 캐나다보육법 C-144로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보육운동은 이 법안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것은 1993
년 보수당 선거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7년에 캐나다 정부는 국
가보육전략(National Child Care Strategy)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보육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한 7년간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세금 감면은 고소득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까지
범캐나다 차원의 보육시스템은 절정에 달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보육시설 확충 전략은 1992년 4월에 포기되었는데, 아동
에 대한 육체적이고 성적인 학대, 열악한 영양상태와 건강, 저소득층 아동
에 대한 지원과 같은 과제들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이다.
1988년에 재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보육 이슈를 중시하지 않았고, 자유당
은 양질의 접근가능한 보육이라는 선거공약을 내걸고 1993년에 집권하게
되었다. 1994년 크레티엥 정부가 집권하면서 선거공약(red book)에서 경
제성장을 3% 달성했을 때 육아에 재정지원을 증가시키고 15만 개의 육아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3%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서
공약 이행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자유당의 보육에 대한 관심은 고용, 학습,
사회보장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예산 삭감 의제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고 분권화 접근에 의해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축소되었다.

나. 보육시설 현황
캐나다에서 보육정책이 다른 사회정책 이슈보다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는 하지만 보육시설이 상당히 증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2003년 현재 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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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보육시설이 인가되었는데 이것은 1998년에 비해 59%가 증가한 것이
다. 최근의 보육시설 증가추세를 보면 1990년대에 비하여 두 배가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2001～2003년 사이에 보육시설이 해마다 13%씩 증가하였
다. 그러나 이것은 1982～87년 사이에 해마다 20%씩 증가하던 추세에 비
하면 작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인가된 보육시설은 주 중에만 운영되는 정규 프로그램을 도입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전체 인가된 보육시설의 82%이다. 나머지 18%는
가정보육시설이다. 가정보육시설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2001～2003년
사이에 54%가 증가하였고, 정규 프로그램은 21%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은 비영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현
재, 전체 보육시설의 79%가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21%가 영
리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996～2003년 사이에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
는 보육시설은 87% 증가하였다. 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1997
년 50%에서 2004년에는 16%로 감소하였다.
<표 3-7> 보육 유형에 따른 이용률
(단위 : %)

0～3세 미만

3～의무교육연령

50

34

시설보육
스웨덴
가정보육

50

66

10

10

시설보육
영국
가정보육

90

92

9

10

26
6
10

40
48
14

퀘벡 주
가정보육

시설보육
유치원
기타(보모, 베이비시터)

자료 : OECD(2005a), Babies and Bosses, Vol. 4, p.106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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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 비율
(단위 : %)

0～3세 미만

3～의무교육연령

학령기 아동

퀘벡 주

34

49(6세)

40

스웨덴

65

90(5세)

81

영국

26

82(5세)

자료 : OECD(2005a), Babies and Bosses, Vol. 4, p.105에서 재구성.

대부분의 공공 재정이 뒷받침된 보육정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보육은 권리라기보다는 복
지서비스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영미 국
가들에서 나타나는 사적 부담과 낮은 비율의 국가의 지원이 결합된 다층
적 모델의 특징을 보여준다.
캐나다에서 다른 주들에 비해 보육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퀘벡
주이다. 퀘벡의 영유아는 캐나다 영유아의 22%에 불과하지만 캐나다 보
육시설의 40%가 퀘벡에 자리잡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5세 어린이들은 유
치원에 다니며, 1997년 이후로 GDP의 0.8%가 보육재정에 투자되었으며,
1997년에 0～5세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이 78,864개이던 것이 2004년에
는 179,755개로 두 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
는 어린이는 19%에서 45%로 대폭 증가하였다.

다. 보육정책의 재원과 운영
캐나다의 보육서비스는 조세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34) 캐나
다에는 두 개의 주요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는 육아휴직의 재
원을 제공하는 고용보험이며, 또 하나는 사회보장 플랜이다. 이 프로그램
들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한다. 캐나다 아동세금환급
제도(Canada Child Tax Benefit : CCTB)는 2004년 기준 1년에 최고

34)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의 조세체계는 개인을 기본
으로 하는 데 비해 캐나다의 조세정책은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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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달러, 국가아동급여보조제도(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는
1년에 최고 1,151달러까지 세금을 환급해 주는데, 이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저소득과 중산층 가구를 지원한다. 연방의 보육료 감면제도(Child Care
Expense Deduction)는 모든 일하는 가구에게 적용되며, 보육료의 25%에
대하여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가적으로 CCTB가 1년에 238달러가 환
급된다.
주정부는 캐나다의 사회이전프로그램(Canada Social Transfer)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서비스와 사회지원급여를 제공할 책임이 있
다. 퀘벡 주의 가족급부에 대한 공적 재원의 지출은 1995년 2.6조 달러에서
2004년에는 3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일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가족급부에
대한 재정지출 중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율이 같은 기간에 14.6%
에서 51.8%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경제 구
조조정에 대한 대응이 생산적 복지로 선회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제 4 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1. 휴가제도와 일․가족 양립
캐나다의 연방정부는 노동법과 고용기준법에 근거하여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육아휴직(parental leave), 돌봄휴가(care leave)를 제공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세부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약간의 수정을 통해 실시한다. 노동법
또한 지방정부의 사법 제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법적 권리도 약간씩 다
르다. 이에 따라 기간이나 수급자격이 지방마다 다르다. 이에 비해 휴가에
수반되는 급여는 연방정부에 의해 규정된 원칙에 의해 단일하게 적용된다.
2000년 12월, 휴가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의
10주에서 35주로 늘어났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했던 것을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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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급여의 수급자격도 기존 700시간 기준에
서 600시간 기준으로 완화되었다. 2004년에 특별 돌봄휴가가 도입되었다.
네 가지 휴가제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략 15～18주를 사용할 수 있는
데 대략 출산일 11～17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총 급여일수는 고정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어지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 실제 출산일에서 17주 후와 출산 예정일 11주 전에는 휴가를 받을
수 없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15주는 임금의 55%가 주어지며, 상한은 주당 캐
나다달러 413(한화 기준 33만 원)이다. 처음 2주는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의 의미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퀘벡 주의 경우 대기 기
간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뉴브런즈스윅을 제외
하고는 근로자는 같은 사용자와 12～13개월 일해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진
다. 서스캐처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는 이러한 고용상태가 연속적이어
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된다.
대부분의 자영업 여성은 수급자격이 없다. 퀘벡 주의 경우 자영업자일
지라도 지난 52주간에 캐나다달러 2,000(한화 기준 16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의 경우 18주의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출산 혹은 입양한 아이를 위해 37주간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은 부모가 서로 공유할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신청할 수도 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려면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의 출
산일로부터 시작하여 5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캐나다에서는 입양과 출산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몇 개의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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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차이가 있는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출산 부모에게
는 35주의 육아휴직이 주어지지만 입양 부모에게는 52주가 주어진다. 뉴
파운랜드와 래브라도 그리고 서스캐처원 주에서는 육아휴직에 추가하여
17～18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급여의 경우 35주까지 55%의 소득대체율의 급여가 제공되며 급여
상한은 캐나다달러 413이다. 연소득이 캐나다달러 25,921(한화 기준 2,100
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족부가급여(family supplement)를
받을 수 있다. 휴직 중에는 주당 캐나다달러 50(한화 기준 160만 원) 또는
휴직급여의 25%까지 소득활동을 허용한다. 일부 낙후 지역에서는 캐나다
달러 75 또는 휴직급여의 40%가 허용된다.
2006년 1월부터 퀘벡 주의 경우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다. 그 하나는 처음 25주는 70%의 소득대체율을 갖고 후반 30주는 55%를
갖는다. 또 다른 하나는 40주 동안 75%의 소득대체율을 갖는 것이다.
수급자격은 출산휴가와 거의 동일하다. 학생과 농업노동자, 소규모 사
업체 근로자, 정부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참여근로자 등은 수급자격을 갖
지 않는다. 지난 52주 사이에 혹은 직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 600시간
일한 이력이 있어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수급자
격이 없다.
노바스코샤의 경우, 아동이 1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 우선 엄마는
직장으로 복귀한 다음 아동이 퇴원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추가급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퀘벡의
2003년 조사에 의하면 36%의 노조 대표자와 46%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자신이 회사에서 부가급여 및 추가적 휴가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다. 돌봄휴가(care leave)
9개의 주정부에서는 특별돌봄휴가(compassionate care leave)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26주 내에 심각한 사망 위험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8주간의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6주까지는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급
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2주 사이에 60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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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무 기록이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소진한 사람들이 아픈 자녀나 가
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표 3-9> 고용기준법의 출산 및 육아휴직
최대 휴가기간
지역

자격요건

휴가
모성 부모 총합 가능
기간

연방정부

17

37/37

52

37

알버타

15

37/37

52

37

브리티시컬럼비아

17

35/37

52

37

매니토바

17

37/37

54

37

근속
기간
6개월
연속
52주
연속
규정없
음
7개월
연속

최소한의
통보
4주
6주
4주
4주

휴가
중
근속
연수

휴가 중
보험혜택
여부

증가 가능
현상
명기 안함
유지
현상
가능
유지
명기
가능
안함

뉴브런즈윅

17

37/37

52

37

2주
규정 (산전후휴가);
증가 명기 안함
없음
4주
(육아휴직)

뉴파운랜드와
래브라도

17

35/35

52

52

20주
연속

2주

현상
불가능
유지

북서부/누나브트

17

37/37

52

37

12개월
연속

4주

현상
명기 안함
유지

노바스코샤

17

35/52

52

52

12개월
연속

4주

현상
가능
유지

온타리오

17

35/37

52

37

13주

2주

증가 가능

프린스 애드워드
아일랜드

17

35/35

52

퀘벡

18

52/52

70

서스캐처원

18

34/37

52

유콘

17

37/37

54

20주
연속
규정
52
없음
52주
휴가이
37/52
면
20주
12개월
37
연속
52

4주
3주

현상
불가능
유지
현상
가능
유지

4주

증가 가능

4주

현상
명기 안함
유지

8주

뉴파운랜
드와 2004.12.16
래브라도

불가능

불가능

-

가능

8주

뉴브런즈
2004.4.1
윅

휴직 전의 48
가능한한 빨리
시간

반드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함

가능

사용자는 휴
직장 복귀 15일 이내
직 2주 전에
30일
에 사용자로부터 서
반드시 알아
명을 요구 해야함
야 함.

30일

8주

매니토바 2004.4.1

-

직장 복귀 15일 이내
에 사용자로부터 서
명을 요구 해야함

의료 증명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근속 수당
/건강보험 지불

근속 수당: 가능
가까운 가족 관계중의 한 사람이 26주 이내로 죽음의 위험
건강보험지불:
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불확실

근속 수당: 불확실/
배우자, 동거자, 자녀들(배우자의 자녀 혹은 동거자의 자녀
건강보험 지불
1주 를 포함) 혹은 부모(배우자와 동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가
:불가능
26주 이내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동의없이도)

1주

배우자, 동거자, 자녀들(배우자의 자녀 혹은 동거자의 자녀
근속 수당: 불확실 /
1주～
를 포함) 혹은 부모(배우자와 동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가
건강보험 지불:가능
2주
26주 이내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배우자,자녀,부모,보호자,형제,손자,조부모 혹은 가족으로서 근속 수당: 불확실 /
1주 의 동거인가 26주 이내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 건강보험 지불 :
적 상태
가능

배우자, 동거자, 자녀들(배우자의 자녀 혹은 동거자의 자녀 근속 수당: 가능
1주 를 포함) 혹은 부모(배우자와 동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가 건강보험 지불
26주 이내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가능

돌보는 사람들
휴가
사이의 휴가
나누기
공유

가능

-

8주:
휴직
브리티시
2006. 4.27 기간
컬럼비아
연장
가능

-

신청

필요한 요구사항들.

직장 복귀 15일 이내
가능한 한 빨
에 사용자로부터 서
리
명을 요구 해야함

-

최대
휴가
기간 서비스

8주

시행
일시

연방정부 2004. 4

주

<표 3-10> 캐나다 고용기준법의 돌봄 휴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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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

8주

-

-

3개월

유콘

12주

-

2003.5.1

-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휴직을 하기 전이나
다시 일을 하기 13일
이내로 사용자로부터
서명이 요구됨
가능

사용자의 서명이 요
불가능
구됨

직장 복귀 15일 이내
에 사용자로부터 서
명을 요구 해야 함
사용자의 요구가 있
가능한 한 빨
다면 가능한 한 빨리
리
공급해야 함.
직장 복귀 15일 이내
에 사용자로부터 서
명을 요구 해야 함
사용자의 요구가 있
가능한 한 빨 다면 부재를 정당화
리
할 문서가 공급되야
함.

사용자는 휴직
사용자의 서명이 요
불가능
을 하기전 반
구됨
드시 알아야함.

12주
1995.2.3 ( 경 우
서스캐처원 (개정안은 에 따 13주
2004. .17) 라 16
주)

퀘벡

프린스애드
워드 아일랜 2003.12.16 8주
드

-

-

8 주:
2004.1.29 연장가
능

온타리오

-

8주

2004.4.1

누나브트

3개월

8주

노바스코샤 2004.4.1

배우자, 동거인, 부모 혹은 형제자매가 26주 이내로 죽음의 위
불확실
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배우자, 동거인, 자녀들(배우자의 자녀 혹은 동거인의 자녀를
포함) 혹은 부모(배우자와 동거인의 부모를 포함하여)가 26주 불확실
이내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배우자(종업원의 결혼 밖의 관계에서 동거인):부모, 계모, 계부,
근속수당: 가능
혹은 종업원의 양부모; 자녀, 수양자녀가 26주 이내로 죽음의
건강보험 지불: 가능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배우자, 동거인, 자녀들(배우자의 자녀 혹은 동거인의 자녀를 근속수당: 불확실 /
포함) 혹은 부모(배우자와 동거인의 부모를 포함하여)가 26주 건강보험 지불:가능
이내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종업원의 비용에서)

1주

불확실

배우자, 부모, 자녀(부모의 집에 종업원이 있는 아이들을 포함
하여),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계모, 계부, 조부모, 손자, 수양
아들, 수양딸, 혹은 다른 종업원의 가정에 영구적인 관계가 있 불확실
는 거주인 혹은 종업원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26주 이내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

배우자와 종업원 혹은 배우자의 자녀, 부모, 형제 혹은 종업원
불확실
에게 의존적인 조부모가 질병이나 심각한 사고를 당했을 때

배우자(동거인 포함), 자녀들, 배우자의 자요, 부모(배우자의 부
근속수당: 불확실/건
불확실 모 포함), 형제, 자매, 조부모가 심각한 질병이거나 심각한 사고
강보험 지불:가능
를 당하였을 때

1주

1주

1주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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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우자 출산휴가
총 4일이 부여되는데 출산 하루 전과 출산 후 3일이다. 퀘벡 주의 경우
출산 후 5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연속적인 고용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이 없다.

마. 휴가에 관련된 공통 규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4주 전에 휴가 시작일과 휴가 기
간을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그 내용이 담긴 공지물을 내야 한다. 출산휴가
일 경우에는 의료진단서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종업원의 임신을 이유로 혹은 출산휴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
고, 일시해고 및 정직할 수 없고, 지위를 떨어뜨리거나 징계할 수 없다. 종
업원의 임신 혹은 종업원의 출산휴가 계획은 승진, 교육 등의 어떤 결정에
도 고려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사는 종업원이 자격이 있
다면 휴가 기간에도 교육 기회와 승진 기회, 모든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종업원은 휴가를 갖기 전의 월급과 보험, 같은 지
역의 일자리로 복직되어야 하며, 휴가 기간 동안 이루어진 보험, 수당 등
의 변화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진다. 연금, 건강과 질병보험은 휴가 기간 동안 만약 노동자가 휴가 기간
내에 보험금을 내지 못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종
업원이 보험료를 낸다면 이런 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
의료진단서에 근거하여 임신 혹은 모유 수유를 하는 종업원은 태아나
아이의 건강 혹은 근로여성의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그녀를 다시 배
치하고 종업원의 직업 기능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바탕에서 종업원의 제의를 검토해야 한다. 노동자의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와 위험 때문에 일을 중단코자 요구했을 때, 노동자는 사용자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혹은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이지 않은 정보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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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자에게 주었을 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직무 변경이나 재배치
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사용자는 입증책임이 있다.
재배치되거나 변경된 일을 하는 노동자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
며, 직무변화 전에 받았던 동일한 보험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무
의 변경 혹은 재배치가 합리적이지 못했을 때 노동자는 의료진단서에 명
시된 위험의 존속에 의해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만약 노동자가 일의 필수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대체할 만한
적합한 직업이 가능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신 때문에 종업원에게
휴가를 요구할 수 없다. 노동자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휴
가를 요구받을 수 있다. 임신으로 인해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포함한 24주 사이의 기간 안에, 임신과 모유 수유
로 일이 불가능한 종업원은 의료진단서를 제시함으로써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 중인 노동자는 그녀의 모유 수유 혹은 임신을 이
유로, 근로여성의 태아나 아이 혹은 근로여성의 건강에 위험이 있어서 현
재의 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사직을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위험 여부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히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제의가 있을 경우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다른 직업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근로여성이 재배치되거나 혹은 재배치되
지 않거나 하는 어떤 경우에도 근로여성은 의사가 근로여성의 상태가 위
험한지 아닌지,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재배치를 하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
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보험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바. 휴가 사용 현황
휴가에 따르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결정된다. 여성고용보험 수혜
자는 1980년대 초반에는 전체 고용보험 수혜자의 40%, 1990년대 후반에
47%에서 2004년에는 53%를 차지한다. 여성들의 고용보험 수혜자가 증가
하는 이유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문이다. 2004년 현재 전체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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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성의 40%가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을 받았고, 남성은 단지 2%
정도여서 남성 수혜자들보다 가족관련 보험 수혜를 훨씬 많이 받은 것으
로 나타난다.
2003년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 여성의 66%가 급여를 받았다. 비수급자
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에 포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중에는 자영업, 학생, 전업주부 등이 포함된다. 유급
근로를 하는 여성들은 파트타임 근로를 하더라도 대부분(83%)은 수급자
격이 있다.
2000년의 휴직기간 연장의 제도 변화와 함께 휴가․휴직 사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월 수급자가 30만 1,000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10
만 8,7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휴가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휴가에
따르는 급여도 증가하였는데, 출산급여는 13%, 육아휴직급여는 4배, 입양
휴가급여는 4배가 늘어났다. 유급휴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1년 후 직장
에 복귀하는 여성의 비율이 2000년 8%에서 2002년 47%로 경이적인 상승
을 기록하였다.
또한 배우자인 남성이 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여성의 직장복귀 확률
<표 3-11> 고용보험 수혜 현황 : 2004
(단위 : 천 명, %)

여성

남성

인원수(비율)

인원수(비율)

실업 등 정규수당
부모 및 입양휴가
산전후휴가
직업훈련
병가
일자리 공유
직업창출
자영업 지원
기타

218.4(49.7)
118.7(27.0)
56.6(12.9)
8.0(1.8)
33.1(7.5)
0.9(0.2)
0.5(0.1)
2.8(0.6)
0.9(0.2)

322.4(83.7)
9.5(2.4)
0.0(0.0)
14.4(3.7)
22.6(5.9)
1.9(0.4)
0.4(0.1)
12.4(3.2)
1.6(0.4)

40.4
92.6
100.0
35.8
59.4
33.1
51.4
18.4
36.9

전 체

440.0

100.0

53.3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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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캐나다 휴가제도 요약
휴가제도
태아검진휴가
출산휴가

기간

주요 내용

-

-

15～18주 - 15주까지 임금대체율 55%
(주정부별 - 12～13개월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속해야 자격이
차이)
주어짐.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이 없음.

육아휴직

37주

아버지육아휴직
할당제

없음

입양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돌봄휴가
(가족간호휴직)

-

35주까지 임금대체율 55%
부모간 공유와 각자 사용이 가능
출산휴가와 함께 사용할 경우 52주 초과 못함.
지난 52주 사이 혹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 600시간
근속해야 자격이 주어짐.

없음
출산 및 육아휴직과 동일

4일

- 1년간 근속해야 자격이 주어짐.
- 무급
- 출산 하루 전과 출산 후 3일 부여

- 26주 내에 심각한 사망 위험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것.
8주
- 무급휴가
(퀘벡과 - 6주까지는 고용보험을 통해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서스캐처 있는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2주 사이에 600시간
원 주는
이상 근무해야 함.
12주) - 1주는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음.
- 돌보는 사람간의 휴가 공유는 주별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함.

의료진단서에 근거하여 임신 혹은 모유 수유를 하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근 임신 시작부터 출산까지 24주 혹은 근로여성의 직업기능 변경을
로시간 단축지원 요청하거나 태아나 아이의 건강 혹은 근로자 건강의 위험이 있
제도
는 경우에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 재배치나 단축 근
무 등 업무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이 여성만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를 가
진 여성일수록 짧은 휴가를 이용하고 있다. 남성의 이용률은 2000년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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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4년 9.5%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86%가 여성에게 지급되며, 휴직을 이용한 여성
은 평균 30주를 사용하는 데 비해 남성은 13.8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3.8주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남성은 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사람은 불가피
한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휴가기간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임금격차와 임금형평법(Pay Equity Act)
가. 임금형평법의 의의
임금형평(pay equity)은 피사용자의 성별에도 불구하고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근거하여 임금보상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의 여성들은 저
임금의 여성지배적인 부문에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다. 노동시장참여율, 교
육과 훈련수준, 가족내 지위 등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낮은 평가는 남녀간 임금격차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전통적으로 여성이
집중되어 있어 낮게 평가되는 직업에서 일하는 피사용자들이 성차별이 아
닌 노동의 가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임금형평법안을 만들었다.
<표 3-13> 성별․직업별 연방공무원 분포
직업분류
임원

전체

남성

여성

3,901(2.5)

2,653(3.5)

1,248(1.5)

과학/전문직

21,156(13.4)

12,933(17.3)

8,223(9.9)

행정/해외서비스

63,298(40.2)

26,238(35.1)

37,060(44.8)

기술직

17,097(10.9)

11,971(35.1)

5,126(6.2)

행정지원

33,602(21.3)

5,649(7.5)

27,953(33.8)

사무직

18,456(11.7)

15,403(20.6)

3,053(3.7)

157,510(100.0)

74,847(100.0)

82,663(100.0)

전 체

자료 : Treasury Board of Canadian Secretariat(2003), “Annual Report to Parliament:
Employment Equity in the Federal Public Service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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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형평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과 다르다.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은 같거나 유사한 노동에서 임금차별을 금하지만, 임
금형평법은 동등하거나 비교가치가 있는 노동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한다.
둘째, 임금형평법은 사용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결
정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을 시정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반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에서는 피사용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적용된
다. 다만 연방정부의 임금형평법은 개인 피사용자의 이의신청에 기반하여
법이 적용된다.

나. 임금형평법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
임금형평을 위한 방식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이의신청에 근
거한 모델(complaint model)이다. 이것은 피사용자가 임금차별을 증명하
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수단을 갖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이의신청 모델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는 점
차적으로 적극적 모델(proactive model)을 선택하고 있다. 적극적 모델은
임금차별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
용자가 임금차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 모델하에서
사용자는 자신들의 임금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성불평등을 규명하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 모델에서는 불평등
을 시정하기 위한 시간틀(timeframe)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접
근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체계적
인) 차별에서 결과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법률은 1950년대 이래로 연방정
부와 지방정부에 존재해 왔으며, 이는 1970년 노동규약에 의해 구체화되
었다.35) 임금형평법은 1977년 인권법의 부분으로 적용되거나 법률화되었
35) 1970년 Canada Labour Code 38. 1(1)에 따르면 사용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노력, 책임을 수행하는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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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77년 캐나다 인권법 11.(1)에서는 “사용자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동일 작업장 내에 고용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 간에 임금의 차이
를 두는 것은 차별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5년까지 연방정부와 퀘벡정부만 임금형평법을 시행하였고, 이것은
인권법의 일부로 근로자 이의신청 접근에 근거하였다. 현재 임금형평법을
실시하는 곳은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온타리오, 퀘벡, 프린스
애드워드아일랜드와 연방정부이다. 이 법은 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 적용
되었다. 퀘벡 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이
다. 그러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침이 분명하지 않아
불만 접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온타리오 주는 가장 진보적인 임금형
평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적극적 모델의 접근을 취하
고 있으며 10인 이상의 사기업에도 적용된다. 적극성(proactivity)이란 사
용자에게 차별적인 임금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임금조정 프로그램을 실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적극적 모델을 취하는 임금형평법에서는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임금형평법의 기준에 따라 남성 지배적인 직업군과 여성 지배적
인 직업군을 명시해야 한다. 여성 혹은 남성 지배적인 직업군을 판별하는
기준은 평균적으로 한 성이 특정 직무에 적어도 60%일 때이며, 일의 분야
가 젠더 스테레오 타입(gender stereo type) 때문에 그 직업군이 남성 혹
은 여성의 직업과 연관될 때이다.
둘째,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는 숙련, 기술, 노력,
책임, 노동환경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1986년에 제시된 캐나다 인권법 내
의 동등임금지침은 이 기준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경력, 훈련,
교육, 재능에 의해 획득된 지적․육체적 자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셋째, 임금지급에 있어서 격차를 규명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 지배적인
직업군을 비교한다. 비교의 방법은 직업간 비교방법(job-to-job method),
직에 고용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에 임금에 있어서 차이를 두어서
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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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법(proportional method), 대용법(proxy method) 세 가지이다. 직업간
비교는 여성의 직업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남성의 직업과 비교된다. 비
례법은 남성 직업군에서 받는 임금과 수행된 노동의 가치 간의 관계를 검
토하고 이 관계를 여성 직업군의 적정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 것
이다. 대용법은 같은 회사 내에 여성 직업군과 비교할 남성 직업군이 존재
하지 않을 때 다른 회사의 준거 직업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넷째, 임금 차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아
닌지를 결정한다. 임금 차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는 연공서열체
계, 업적주의, 숙련부족 등을 들고 있다.
다섯째, 임금 차이가 정당화될 수 없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임금형
평이나 협약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때 임금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자
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 3-14> 캐나다의 임금형평법에 명시된 여성/남성 지배적인 직업군의 정의
여성/남성 지배적인 직업군

연방정부

(1) 100인 이하인 조직: 한 성이 최소 70%를 차지
(2) 100～500인인 조직: 한 성이 최소 60%를 차지
(3) 500인 이상인 조직:한 성이 최소 55%를 차지

매니토바

(1) 피고용자가 최소 10인인 직업군에서 같은 성이 최소 70%
(2) 사용자가 최소 500인 이상을 고용한 곳에서는 사용자의 동
의와 교섭회사/피고용자 대표들의 동의를 통해 남성 혹은
여성 지배적인 직업군이 고려

뉴브런즈윅

(1) 피고용자가 최소 10인인 직업군에서
․ 여성이 최소 60% 또는
․ 남성이 최소 70% 또는
(2) 사용자와 교섭회사가 직업군의 역사적인 경험과 다른 비슷
한 기준에 기반을 두어 남성 지배적(또는 여성 지배적) 직무
군으로 다루는 데 동의하는 직업군(s.1(1))

노바스코샤

최소 10인 이상인 작업장에서 같은 성의 피사용자가 최소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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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의 계속
여성/남성 지배적인 직업군

온타리오

(1) 구성원의 60%가 여성이거나 또는 70%가 남성인 직업군
(2) 사용자와 교섭회사가 피사용자가 여성 또는 남성 직업군이
라고 동의한 직업군
(3) 조항(Act)에 의해서 자문관이 리뷰하거나 Pay Equity Hearings Tribunal이 조항을 근거로 여성 혹은 남성 직업군이라
고 결정한 것.
직업군이 여성 혹은 남성 직업군이라고 결정될 때는, 직업군
이 가진 역사적 경험과 작업장에서의 젠더 스테레오 타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성이 60%인 직업군
프린스애드워드 직업군이 여성 혹은 남성 직업군이라고 결정될 때는, 직업군이
가진 역사적 경험과 작업장에서의 젠더 스테레오 타입이 고려
아일랜드
되어야 한다.

퀘벡

(1) 직업군 내에서 60% 이상이 같은 성으로 고용될 때
(2) 직업군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표의 비율 사이의 차이, 그
리고 사용자의 전체 노동력 내에서의 대표의 비율이 고려되
지 않을 때
(3) 기업 내에서 직업군의 역사적 경험이 눈에 띄게 여성 혹은
남성만을 가리킬 때
(4) 작업장 내에서 성별 때문에, 여성 또는 남성의 직업군이 결
정될 때 직업군에서 눈에 띄게 여성과 남성의 일을 정의하
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공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무
와 책임감, 요구되는 자질, 그리고 같은 봉급(즉 배상의 수준
이 동일한 비율이어야 함)

다. 임금형평법 시행의 사례: 온타리오의 임금형평법
적극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주정부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내용을 가지
고 있는 온타리오 주의 임금형평법과 그 노력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온타리오의 임금형평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사기업에까지도 적용된 최초의 적극적 모델에 근거한 법률이다. 이 법은
1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지만 규모와 부문에 따라 이행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500인 이상의 공공부문은 1990년까지 임금형평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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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으며, 100～499인 기업은 1991년까지로 정하였다. 임금조정은 임
금형평계획이 공포된 이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매년 1%
의 비율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모든 공공부문의 임금조정은
1995년까지 완료되도록 했으나, 사기업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임금형평법의 제정과 함께 이를 관장할 기구로 임금
형평위원회(Pay Equity Commission)를 설립하였고, 그 산하에 임금형평
사무소(Pay Equity Office)와 임금형평청문위원회(Pay Equity Hearing
Tribunal)를 두었다. 임금형평사무소는 지침, 훈련프로그램, 정책도구, 정
보와 자료의 제공을 통해 이 법의 이행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주어졌다.
또한 임금형평법하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해결하고 중재하며 조사하는 역
할을 한다. 이에 비해 임금형평청문위원회는 논쟁적이고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한 쟁점을 다룬다.
온타리오 주의 임금형평법은 적용 범위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
이 시행된 초기에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은 여성의 직업과 비교할 남
성 준거집단이 없는 작업장에서 직무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1993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용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용법도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그 문제가 그대로 노정되어
있다. 1996년에 온타리오 주 보수당 정부가 이 방법을 무력화시켰으나,
1997년에 온타리오 주 대법원의 판결 명령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다.
온타리오 주의 임금형평법에는 사용자가 임금형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금형평위원회는 감독기능을
갖고 있으며 1995년에 감독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정부 예산이 삭감되
면서 그 계획도 대폭 축소되었다. 이 점이 현재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라. 임금형평법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임금형평법의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임
금조정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고, 또 다른 평가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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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회사에서는 실질적인 임금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견해이다.
1994년의 ILO보고서에서는 북미 지역의 임금형평법의 시행으로 4～8%
의 임금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 자료에 따르
면 온타리오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0.5～2.2%의 임금조정이 있었다. 온타
리오 주의 최근 평가결과 자료가 부재하여 10년 동안의 이행 결과를 판단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신 비슷한 내용의 임금형평법을 시행하고 있는 퀘
벡 주의 결과를 통해 임금형평법의 이행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퀘벡 주의 2002년 보고서는 여성 지배적인 직업군에서는 임금형평법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6.4～25.4%의 임금조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36) 같은 보고서에서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 임금의 1.5%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조직에서 임금형평법 시행에 드는
행정비용은 10～40인 기업에서는 연간 2,635달러, 100인 이상 기업에는
12,695달러가 소요되었다. 임금형평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65%가 임금형
평법의 시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요약하면 캐나다에서는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원칙을 수용하
였으나, 이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을 수용하였다. 캐나다, 미국, 영국에서도 비교 가치(comparable worth)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과연 남성과 여성 간
의 임금격차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임금형평법은 사후처리 방식이 주된 특징이어서 불평등한 임금격차
를 해소시키기 위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조의 단
체협약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
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나 소규모 작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여전히 임금형평 조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성별로 분리된 직종간의 임금형평을 통해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적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유
지되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남성 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조정은 남성
임금의 인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6) 예를 들어 비서는 8.4%, 리셉셔니트는 8.9%, 재봉사는 6.4%, 보육교사는
25.4%의 임금조정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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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형평법(Employment Equity Act)과 노동시장의 여성
대표성 제고
가. 캐나다의 고용형평법의 특징
고용평등 기회를 제고하는 정책은 크게 반차별정책, 적극적 조치 그리
고 기회의 확장 접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반차별정책은
개별 사용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적극적 조치는 노
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적극적 조치는 성별에 근거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성 지
배적 영역 안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캐나다는 고용
형평성을 핵심 용어로 하는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Mazur, 2002; Bacchi, 1999). 반차별정책과 적극적 조치의 차이는 초점이
개인의 행위인지 체계적인 차별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기회의 확장 접근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경력추구 과정
에 존재하는 장애물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훈
련프로그램, 보육시설 등의 확대이다.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가 성별․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내
용을 법률 안에 반영하고 있지만, 평등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정책의 초점과 시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
주 등의 국가와 비슷하면서 차별성이 있는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은 반차별 접근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
하며,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이 사용자나 조합, 고용사무소 등에 의해 노동
자에게 가해지는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로부터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데 근
거한다. 따라서 적극적 조치는 사용자의 차별행위를 금하는 데 목적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은 케네디와 존슨 정부에서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과 정부 부처들은 적극적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마련해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세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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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 나라가 되었다. 이후 동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를 중심으로 성과
인종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법원에서는 차별행위를 한 사용자
들에게 강제적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
국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정치 및 행정 분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김선
욱․김명숙, 1994).
영국에서는 1975년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과소대
표된 그룹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형태의 적극적 조
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고용분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당 등에도
할당제를 실시하도록 차별금지 법안에 명시하였다.
호주는 1986년에 100인 이상의 피사용자를 두고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사기업들은 적극적 조치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적극적 조치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별도로 정부 부처와 사법기관은 평등기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나. 캐나다 고용형평법의 주요 내용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차별 접근을 취하면서도 적극적 조치를
혼합한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차별 접근은 캐나다 인권법에서 보
장하고 있다. 1982년 인권법에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은 고용에 있어
평등권과 고용 평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반차별 접근은
1977년의 캐나다 인권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고용에 있어서 평등권은 캐
나다 권리와 자유장전에 보장되어 있고, 이것은 고용형평성과 같은 법을
제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연방 왕립고용평등위원회는 1984년 보고서에
서 인권법과 자원적인 적극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장애
물들은 여성, 원주민, 소수자 장애인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적극적 조
치보다는 고용형평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적극적 조치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할당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고용형평이라는 용
어가 선호된다. 1986년에 제정된 고용형평법(Employment Equity A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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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고용형평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이를 반영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정
의한다. 이 법은 연방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1983년에 도입된 적극적 조치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1986년에 제정된 고용평등법은 여성, 소수자 집단, 장애인, 원주민의 4
개 정책 대상에 대한 고용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평등은 동일
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뿐 아니라, 차이에 따른 특별한 조치 및 조
절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인권법의 반차별 접근과 함께 캐나다의 적극적
조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5월에 제정된 고용평등법의 시행
정도를 조사한 특별위원회는 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확장과 아동보호, 직
업훈련에서의 평등을 권고하였다. 정당 특별위원회도 1992년에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육아나 직업훈련 등에 있음을 적시하고, 이를 시
정할 수 있는 조치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1992년에 인권위원회 역시 국회
에서 인권위원회가 이 법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고 법
조항의 불명확한 점들이 있어 고용차별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1995년에 이러한 권고를 반영하여 고용형평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적용범위를 연방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였고 인권위원회에 공사 기
업 모두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공공부문을 관장하
던 적극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한계를 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권고에 근거하여 개정된 고용평등법이 1995년에 통과되었다. 고
용평등법 개정안은 특히 연방정부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피사용자에게
까지 고용평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를 강제집행할 수 없었던 기존 법령에 대한 비판
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고용평등법은 미국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차별에 대한 개인의 불
만 처리를 포용하여 공공기관뿐 아니라 50인 이상의 사기업 모두에 적용
하기 때문이다.

90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다. 고용형평법의 운영: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고용형평법의 적용범위는 크게 4그룹
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Crown 회
사와 사기업 사용자들이다. 이 범위에는 474개의 사기업 사용자들과 29개
의 Crown 회사의 사용자가 해당되는데, 65만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통신, 운송, 은행업이 포함되
고 우라늄광산과 핵융합 산업이 포함된다. 둘째, 연방정부의 기관들인데
Treasury Board가 사용자가 된다. 여기에는 70개 기관의 16만 명의 근로
자가 고용되어 있다. Public Service Commission도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
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재정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있는 Schedule 5 v에 명시되어 있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독립기
관이 포함되는데, 이곳은 보고서를 직접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
군대, RCMP와 CSIS에도 적용된다.
고용형평법에서 기업은 고용형평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그 계획(목
적, 이행 시기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채용, 승진, 해고에 관
한 자료와 4개의 정책 대상 집단의 분포에 관한 자료를 매년 보고서에 포
함시켜야 한다.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사기업과 Crown의 보고서는 캐
나다 인적자원부(HRSDC)에 제출되며, 연방정부기관 보고서와 독립기관
의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어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보내지고 취합된 통합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다. 정보공
개를 요구하면 보고서는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고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차별의 소지가
발견되면 위원회는 캐나다 인권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고용형평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 취하는
접근은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협상과 설득한다. 만약 이행에 의지
가 없고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원회가 고용형평재판소(Employment Equity Tribunal)에 이첩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용평등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계약프로그램(Federa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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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tors Program)이 1986년에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만달러 이상의 계약시, 고용형평성(employment
equity)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HRSCD는 연방계약프로
그램을 “Workplace Equity Program of Labour Standards and Workplace
Equity Directorate”를 통하여 행정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HRSCD 지역사무소에서 다룬다. HRSCD 직원들은 사용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며 고용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용자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준수 검토(compliance reviews)를 수행한
다.37) 최근 연방계약프로그램에 의해 약 936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는 캐나다 전체 노동력의 9.6%를 대표한다. 체결된 계약의 절반이 사업서
비스, 기계부품업, 전기화학, 교육서비스와 교통장비업의 사용자들이다.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이
후의 25,000달러 이상의 계약에서 배제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보다 먼저 1970년대에 지방정부에서
고용형평을 골자로 하는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였다. 밴쿠버와 에드몬튼이
1976년에, 토론토는 1979년, 서스캐처원은 1980년에, 위니페크는 1981년,
퀘벡 주는 1985년에 도입하였다. 연방정부는 이 조치를 1986년에 도입하
였고, 온타리오 주는 1993년에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고용형평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온타리오 주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온타리
오 주는 1993년에 고용형평법을 통과시켜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정부하에서 1994년부터 시행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고용평등법은 연방정부의 법안과 목적과 타깃그룹을 공
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정부와의 차이점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이
다. 우선 주정부의 공무원, 10인 이상의 공공부문, 10인 이상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타리오 주 노동력의 75%가 이 법의 적용 범위이다.
이 법의 준수 여부와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고용형평위원회(Employment
37) 연방계약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용자들은 대표성의 수준을 보고할 의무는 없
다.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연방계약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조직의 노동력에 대한 통계를 생산해야 하지만 보고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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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Commission)와 고용형평재판소( Employment Equity Tribunal)를
설립하였다. 또한 계약프로그램에서 계약 금액의 상․하한선을 두지 않고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그러나 1995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폐지되었다.
연방정부 고용형평법은 1996년 개정을 통해 5년마다 이 법의 이행을 평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검토가 2001년에 시작되어 검토보고서가
2002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 2006년 가을에 2차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2002년 고용형평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특정 직업에서 이 법의 타깃 집단들은 관리직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비전통적인 직업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표 3-15> 고용형평법하의 타깃 집단 노동력 비율
(단위 : %)

타깃 집단/산업부문

1987

사기업/Crown
정부기관
독립기관
기타 공공부문

40.9
42.0

사기업/Crown
정부기관
독립기관
기타 공공부문

0.7
0.7

사기업/Crown
정부기관
독립기관
기타 공공부문

1.6
1.6

1999
여성
44.8
51.4

2004

가용노동력

43.4
53.5
55.1
18.0

47.3
52.2
47.3
47.3

1.5
1.5

1.7
4.2
2.6
2.9

2.6
2.7
2.6
2.7

2.4
4.7

2.5
5.8
4.8
1.8

5.3
5.3
5.3
5.3

13.3
8.1
10.8
2.7

12.6
10.4
12.6
10.3

원주민

장애인

사기업/Crown
정부기관
독립기관
기타 공공부문

가시적인 소수자
5.0
10.5
2.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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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주민은 은행과 통신업에서보다는 운송업에서 비교
적 대표성이 높아진 변화를 보여주었다.

제 5 절 여성정책 체계와 여성운동

1. 캐나다 여성정책과 정책추진 체계
가. 캐나다 여성정책의 특징: 성주류화 전략의 적극적 시행
캐나다의 고용평등정책은 인권위원회와 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에
의해 정부의 고용관련 정책이 여성들에게 평등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와 북미국가 중에서 성주류화
전략을 시행하는 모범적인 국가이며,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UN의 세계여성대회 이후 국제기구들은 성주류
화 전략의 사용을 독려해 왔다. 성주류화는 공식적으로 정책 형성의 모든
수준과 모든 단계에서 젠더 관점이 모든 정책에 통합되도록 정책 과정을
재구조화하고 향상․발전시키며 평가를 수반하게 하는 정책 전략으로 정
의되는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전략이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는 공공 관료제의 도구와 효율성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책 부문들
간의 수직적 관계를 허물고 횡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Woodward, 2001). 일반적으로 평등정책은 그 정책의 담당부처를 중
심으로 부문 정책으로 인식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특
별 조치나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시행되어 온 것이다. 성주류화가 횡단적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전환적 성격을 갖는 이유는 젠더 이슈들을 주변적
인 정책 게토 안에서만 다루는 것을 탈피하게 한다. 젠더 관련 정책이 부
문 정책의 성격을 포함하면서도 횡단적 성격은 모든 부처의 정책들에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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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관점이 통합되어 정책을 보완․제정하게 되는 과정을 동반한다. 성주
류화는 새로운 정책 도구나 대안을 발전시키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혁신적
이다.
1975년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면서 1976년에 여성지위조정관
실이 정부의 독립적인 기구인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 :
SWC)으로 되면서 독립적인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여성지
위청은 행정부 내에 독립되어 있고 제한적인 행정권한만이 주어져 있어서
내각에 입안을 하거나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끼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정책 범
주들이 많지 않고,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제한된 권한은 캐나다의 정책환
경에서 일반정책에서의 젠더 관점을 견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성을 더해
준다. 따라서 성주류화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유효한 정책 전략이
되는 것이다.

나. 캐나다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
성주류화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기구는 캐나다의 여성지위청이며,
이를 위한 주요한 정책 도구로 성별 영향평가(gender-based analysis)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먼저 살펴보
고, 여성지위청의 성주류화 전략을 위한 정책 도구인 성별 영향평가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캐나다의 여성정책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정부기구인 캐나다 여성
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이지만 이 기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쳤다.
SWC는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을
두고 있는 정부 부처 중의 하나로 현재 1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SWC는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다루는 정책과 프로그램
들을 조정하기 위해 각 부처들과 법무 관할구들간에, 또한 정책을 결정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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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사들과 비정부기구(NGO) 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각 부처간 협력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와 같
은 기구를 통해 SWC는 연방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
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3-16>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의 발전 과정
여성 지위에 대한 심의회 보고서(the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발표. 이 발표는 캐나다 정부기구가 여성의 관심사
1970
에 대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
고 있음.
여성 지위에 대한 심의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권한을 갖는 협력
1971 부처로 총리자문기구(the Privy Council Office, 국무 총리를 모시는 정부
부처)내 소부서인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이 설립됨.
성평등을 위해 일하는 여성 단체와 기타 단체들에게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the Women’s Program)이 시행됨(여
1973 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불공평을 경험한 사회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 개발했었던 부처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평등 조처를 옹호하고 표현하는
역량을 개발함).
여성 지위에 관한 캐나다 자문위원회(the Canadian Advisory Council on
the Status of Women)가 설립됨. 위원회는 연방 재정보조를 받지만 연방
1973
으로부터 독립된 단체로 여성의 평등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 의회에
권고하고 연구 문서들을 편찬하는 단체임(1995년 해산되기 전까지).
협력부(the Office of Co-ordinator)를 SWC로 확장함. 여성지위청을 책임
지는 장관과 연방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게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1976
들과 관련한 리더십, 전문지식, 전략적 권고를 제공하는 독립된 정부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임.
여성 지위에 관한 관심사들을 통합하는 정책을 도입함. 이 정책은 정책 형
성의 초기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규
1976 명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각의 연방 부처들과 산하기관들은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부처 또는 고위급 이행체계를 지정해야 함.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지역 기관과 정책연구자료 배포 그
리고 여성 지위에 관한 캐나다 자문위원회의 정책연구 및 자료 배포와 공
1995 공 자료에 대한 책임을 SWC로 통합함. 한 곳으로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SWC가 연방, 주, 지역 관할하의 여성 기관과 다른 평등 추구 기관들과 정
책연구 능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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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위청은 캐나다 정부의 칙령(Order-in-Council 1976～779)과
1976～77년 예산법(Appropriation Action)에 의해 연방정부기관으로 설립
되었다. 여성지위청의 임무는 연방양성평등계획(the 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을 이행하는 것이며, 그 외에 캐나다 헌법(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과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
한 협약(Conven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서 도출된다.
1995년에 <21세기를 위한 도약: 성 평등을 위한 연방계획(The 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2000)>을 수립하여 제4차 UN 세계여성
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이 연방계획은 캐나다 여성지위청(SWC)의 주도하
에 24개 연방부처와 그 부속기관들이 협력해서 만들어졌다.
이 계획에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정책 분석을 실
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연방계획은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기본
계획과 성격이 흡사한데, 그 안에 8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가 연방정부
의 전 부처와 기관에서 성 분석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정책 대
상이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일반정책이 가지는
성별 함의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과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실
시하고 있는 성 분석의 법률적 근거는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인권, 평등,
정의의 가치에 대한 강조,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캐나다 인권강령(Canadian Human
Rights Act),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국내외적 인권조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SWC, 1995).
이러한 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1999년에 SWC 내에 성별 영향평가국
(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을 설립하였다. 이 부서는 연방부처
와 그 산하 기관들이 성별 영향평가를 적용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
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연방부처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1985년에 제정된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 and
Freedoms)’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성 평등을 규정한 법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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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 헌장’ 안에 평등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평등정책의 기반이 강
화되었다. 이 헌장의 15장과 28장은 캐나다의 모든 정부(연방․주․준주
정부)가 정부의 헌법 조항과 진행 순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성 평등
의 기준을 요약하고 있다. 이 헌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사법적 결정과
정책들은 여성과 남성을 같게 보는 것이 양 집단에게 결과의 평등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을 위한 조치와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리와 자유 헌장’의 평등 조항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여성에게 불평
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다른 법들의 모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 및 임금수준, 배우자 부양 지원, 성폭력,
성희롱,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 임신, 연금,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법원의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캐나다 여성들이 재
판 제도를 통해 헌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원의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한 이의신청 가운데 국가 차원
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2. 캐나다의 여성운동
이처럼 캐나다의 여성정책이 진보적인 이유는 캐나다 여성운동의 영향
이 정책 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다당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여성운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1917년에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지기 이
전부터 정치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자유당과 보수당의 하부 기구로 조직되
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화된 여성운동은 정당과는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정당과의 관계는 종종 조율하고 선택하여야
하는 과제가 되기도 하였다(Bashevkin, 1994).
여성 의제의 발전은 ‘여성지위에 관한 전국행동위원회(National Action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 NAC)’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1971
년에 창립한 NAC는 왕실위원회의 여성에 관한 권고 조항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NAC는 캐나다의 조직화된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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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3를 대표하는 30개의 연합체와 600개의 회원 조직을 거느린 중앙조
직으로 구성되어 있다(Vickers et al., 1993). NAC는 친국가적이고 중앙중
심적인 캐나다의 자유주의적 전통 내에서 출발하였다. NAC는 보다 개량
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 점점 기능적인 전문화와 엘리트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NAC의
집행부의 개인 회원들은 다른 주요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 정치가로 등용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연계는 장점일 수 있지만
NAC가 이념적으로 확고한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제한하였
다. 정부는 여성운동 조직들에게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NAC의 회원 조직들이 개량적인 접근을 취하도록 장려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여성운동 조직들이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원에서 충당하
였다(Geller-Schwartz, 1995).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로 20년간의 자유당 정권이 보수당에 자리를
내주고,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NAC는 변화를 겪었다. 이 시기에는 보수
적인 여성 조직들이 내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85～89년에 이
르는 기간 동안에 NAC는 여성들을 동원하여 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면 대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보수당 정부는 여성 연례로비 기간을 거부하고 예산을 삭감했
으며, 특히 1990～92년 사이의 NAC에 대한 예산 삭감은 과도하게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던 회원 조직들의 와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동시에
여성운동 내에서 자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좌파적인 페미니스트들이
NAC 내에서 권한이 강해졌다. 여성 문제의 개념은 평등권과 반차별에서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캐나다의 여성운동은 보다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NAC는 노조, 환경운동, 빈민운동과 결합하였다(Andersen,
1991).
현재 캐나다의 대안적인 정책운동은 정부의 여성정책과 노동정책을 모
니터링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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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과 함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캐나다 사례는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앞으로 차별
관련 입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인권위원회가
고용형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차별 및 고용차별
과 관련한 차별금지 입법 추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원화된 형태로 담
당하고 있다. 노동부에 있었던 고용평등위원회도 폐지되었으며, 여성가족
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도 폐지되었다. 차별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에 대
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국가 인
권위원회의 조직 규모와 새로 만들어지는 인권법의 내용이 얼마나 내실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위는 성차별 사건뿐 아
니라 매우 다양한 사유에 의한 차별 사건을 조사․처리하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노동부는 고용
차별 문제를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전국에 46개 지방노동행정기관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
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장에서의 고용상의 차별 문제를 전담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엘림, 2005).
캐나다는 고용형평법과 임금형평법을 두 축으로 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용형평법이 노동시장 진입, 승진,
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라면, 임금형평법은 노동시장 내
의 성차별의 결과로 빚어진 성별 직종분리에 따른 임금불평등을 시정하려
는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고용형평법에 따라 기업들에게 고용형평을 독
려하기 위한 장치로 연방계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고용형평법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공기업에 대
해 여성고용 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였다.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고하게 되
며, 이 중 여성고용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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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Action Program)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
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만 공공부문에 고용형평법을 적용하고,
상당수의 주정부에서는 공․사 부문 모두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조
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여성 근로자의 비
율에 비추었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의 연방계약프로그램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임금형평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현재 우
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율이 이제 50%를 겨우 넘겼으며,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직종분리 및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심각하고 주로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임금형평법은 개인 근로자의 이의신
청 접근(complaint model)에서 발전하여 적극적 모델(proactive model)을
채택해 가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임금형평법을 통해 여성지배적인
직종에서의 임금조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평
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이 있지만 이제까지
선언적인 조항으로만 기능해 왔다. 따라서 캐나다의 임금형평법과 임금형
평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형평
프로그램은 현재의 성별 직종분리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임금을 조정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고용평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 점은 매우 논쟁적일 것이며,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도입한다
면 충분한 공론화와 정교한 직무분석 도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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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제1절 서 론

스웨덴은 대표적인 여성고용의 선진국이다. 스웨덴 여성(2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의 60%에서 2003년의 79%로 증가했다. 반면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에서 84%로 감소하였다. 스웨덴의 여성고
용률은 유럽 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힌다.38)
비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평등을 누리고
있는 스웨덴이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 취업자 중 1/4 정도가 단시간근로자이며, 이
는 남성의 단시간근로 비율 7%와 대비된다. 단시간근로로 일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하기 위해 단시간근로를 선택한
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 중 더 긴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여전히 유의미한 숫자로 존재한다. 2002년 불완전고용의 69%를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이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성취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높아짐에 따라 연금수혜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없어서
기초연금만을 받는 여성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1983년에 기초연금만을 받는
여성이 39%에 이르렀으나 2002년에는 8% 수준이다. 남자의 경우 1983년에
9%였고 2002년에 2%이다(Statistics Swed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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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정치․경제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였다. 1932년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이래 몇 해만
간헐적으로 우파가 집권했을 뿐 대부분의 시기를 좌파가 집권했다. 1976～
82년 기간과 1991～94년 기간에 우파가 집권했을 뿐 그 외의 시기는 모두
사회민주당이 집권했다. 최근 2006년 9월 총선을 통해 우파가 집권했다.
1976년의 우파 집권은 석유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91년의 집권은
스웨덴의 금융공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집권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
로 가능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가입률은 8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에
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LO)은 스웨덴 최대의 노
동조합으로서 생산직근로자를 대표한다. 절정기의 스웨덴에서는 LO와 스
웨덴사용자연합(SAF)과의 전국적 수준에서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비
롯한 단체협상을 타결지었다. 스웨덴에서는 사용자 역시 전국적 수준에서
조직되어 있었다.
1980년대 전국적 차원의 노사간의 중앙교섭을 근간으로 하는 스웨덴 모
델은 붕괴했다. 1983년 LO 산하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가 금속업사용자연
맹(Verkstadsforening)과 중앙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별 단체
교섭을 체결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이것은 고수익-숙련직 노조가 LO의 평
등주의로부터 불이익을 느꼈고 이들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의 사용자단체
역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별도의 협상을 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스웨덴의 교섭은 산별교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산
업간 경쟁적 임금인상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누적
적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중앙교섭의 전통에 따라 큰 문제 없이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좌파인 사회민주당의 계속적인 집권과 LO의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임금압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임금압축은 성 중립적인 조치였지만 실질
적인 혜택은 여성에게 주어졌다. 여성의 상대임금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유인이 강화되었다. 1970년대 정부 주도
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대폭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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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과연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 때문에 사회서비스가 늘어났
는지, 사회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닭과 달걀의 논쟁이 있다. 논쟁의 결말과 무관하게 사회서비스
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상승 작용을 일으켰음에 분명하다.
본장에서는 스웨덴의 조세정책, 사회안전망정책, 보육정책, 육아휴직정
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 체계의 제도 설계가 어떻게 높은 여성고용률을 가
져다주었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도들이 심각한 직종분리 현
상을 수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거시적 국가정
책을, 제3절에서는 기업경영과 직결되는 임금 문제와 휴가 문제에 대한
스웨덴의 제도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여성고용과 관련된 정책 추진체
계와 법제를 살펴보고, 제5절에서는 전체적인 스웨덴 모델의 평가와 한국
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 2 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1. 사회정책 체계
스웨덴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매우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인구가 동일한 연금 제도하에 포괄된다. 자영업자도 시스템
안에 포괄되어 있고, 실업과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에 대해 보상받는다. 노령, 장애, 산재, 질병 그리고 실업이라는 고전
적 위험에 대해 법정 시스템이 모두 포괄하고 있다. 산재급여와 실업급여
는 특별한 실업기금에 의해 관리되지만 자금조달방식은 사회보장급여와
동일하다.
실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상의 첫 번째 원칙은 위험이 발행하기 이전
의 소득을 대체해 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급여는 80%가 원
칙이다. 추가적인 급여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상병급여의 경우 10%가
추가되어 90%이다. 보험원리가 아닌 급여는 아동급여, 주거급여,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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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 학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 아동급여와 학업급여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주어진다.39) 또 하나의 중요한 보상 원칙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 사회보장 시스템은 급여세(payroll tax) 형태의 사용자 부담금과
개인의 연금보험료로부터 조달된다.40) 2003년 기준 연금을 포함하여 급여
세는 33%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31%이다. 개인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7%이다.41) 개인의 연금보험료(또는 연금기여금)는 정부수입의 일부로 계
산되지 않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급여세는 모두 일반 정부수입으로 분류된
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실업자도 사회보
장세를 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연금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주어진다. 따라
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수급권을 가질 수 없다. 이혼하더라도 수
급권을 나누거나 할 수 없으므로42) 노령기 이혼여성 또는 사별여성의 빈
곤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스웨덴 연금제도에서는 전
업주부 여성에게 기초연금(guarantee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
여하고 있다. 또한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했더
라도 소득비례연금이 기초연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빈곤의 위험에 직면
하는데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정신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연금으로 받
을 수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기간 동안의 경우 소득비
례연금의 수급권이 주어진다. 이때 가상의 소득은 출산 전해의 소득 또는
39) Christensen(2000) 참조.
40) 급여세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징수하는 세
금을 말하며, 급여세에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모두 포함된다. 사회보
장기여금 중 사용자가 낼 의무가 있는 금액이든 근로자가 낼 의무가 있는 금
액이든 모두 급여세에 포함된다. 급여세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정액의 세를 포함할 수 있다.
41) http://www.skane.com/invest/brochures/Labor%20Costs%20in%20Swede
n%20r%C3%B6d_GB.pdf 참조.
42) Regeringskansliet(2005).

스웨덴의 여성고용정책 105

평균 근로자 소득의 75%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 중에서 하나가 선택
된다.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은 이러한 출산크
레디트를 이용할 수 있다. 4세 이전에 아동양육 때문에 여성이 파트타임
으로 일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더 낮은 소득을 벌게 될 경우 이러한 출산
크레디트가 없다면 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산크레디트 제
도하에서는 출산크레디트의 기준 금액에 더해서 추가로 번 소득이 합산됨
으로써 4세 이하 시기에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43)
소득비례연금 중에서 적립 부분(prefunded pension 또는 premium
pension이라고 불린다)에 한하여 부부 사이에 수급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소득이 낮으므로 평등한 연금을 원하는 부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수급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미래소득에 대한 권리
의 양도이며 언제든지 양도를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한 기간 동안에
적립된 것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
1990년에 유족연금이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고용률이 높아져서 여
성도 남성만큼 어렵지 않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사망 후 1년 동안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조정급여(adjustment
pension)만 존재한다. 적립 부분의 경우 유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사
망 시점에서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임시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급여 제도이다. 소득과 무관
하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제도는 1948년에 시
작되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44)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 1명당 2006년 기준 매월 SEK 1,050(한화 기준 14만원)이 지급된다.
16세가 넘더라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계속 매월 SEK 1,050이
지급된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것
43) 과거에는 연금이 소득이 가장 좋았던 15년에 근거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출산
후 영유아기에 여성의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연금액에는 악영향이 없었다. 새
로운 제도에서는 생애 전체 소득에 근거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출산 후
영유아기의 낮은 소득은 연금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육기간
(childcare year)에 출산크레디트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김수완(2006) 참조).
44) 아동수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 제도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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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
(단위 : SEK)

총 아동수

아동수당

대가족 추가수당

전체

1

1,050

-

1,050

2

2,100

100

2,200

3

3,150

454

3,604

4

4,200

1,314

5,514

5

5,250

2,364

7,614

자료 : http://www.fk.se/pdf-broschyr/faktablad/andra_sprak/Barnb_flerb_eng.pdf

은 대가족 추가수당(large family supplement)이라고 불리는데, 예를 들어
두 번째 아이에게는 SEK 100이 추가로 지급되며, 세 번째 아이에게는
SEK 354가 추가로 지급된다(표 4-1 참조).

2. 조세정책
근로자가 납부하는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대표적이다. 소
득세는 2004년 기준 연간 과세표준소득 SEK 291,800(한화 3,960만 원 정
도) 이하일 경우 세금이 없으며, SEK 441,600(한화 6,000만 원 정도)까지
는 20%, SEK 441,600일 경우 SEK 29,900을 납부하며 SEK 441,300 이상
일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한 25%에 SEK 29,9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45) 지방정부 개인소득세는 평균 31.51%가 부과된다. 그리
고 사회보장세는 7%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연금
에 한정되며,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여타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사
용자 또는 정부가 부담한다. 실업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미미한 액수를 부
담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정부가 부담한다.
조세의 경우 여성고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부부별산과세를 하는지이다. 누진소득세율
구조하에서 부부합산과세를 할 경우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소득이
45)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간소득은 2004년 기준 SEK 251,282이다. 누진소득세
가 적용되는 것은 평균 소득 이상의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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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부소득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시장소득이
적은 측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별 과세 제도에 비해 부부합산
과세 제도는 여성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의 경우 개
인별 부부합산과세를 1971년부터 채택함으로써 조세 구조가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였다.
누진소득세율 구조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제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 제도가 존재한다면 남자 혼자
서 생계를 부양할 경우 배우자 공제 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세율이 낮
아질 수 있다. 만약 전업주부가 소득활동에 나설 경우 남성의 배우자 공제
가 사라지게 되어서 남성의 세후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가구 전체의 소득
도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배우자 공제 제
도가 없으므로 여성이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할 때 잃게 되는 소득
이 없다.
누진적 세율 구조에서는 각종 소득공제 제도는 하위 소득계층보다 중상
위 소득계층에게 더 유리하다. 0% 세율 구간에서는 소득공제가 아무런 이
득을 주지 않지만 20% 세율 구간에서는 소득공제액의 20%를 절감하게
되고 25% 세율 구간에서는 25%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에서 피부
양자수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가 없음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가 갖는 역진
적 성격 또한 최소화되었다.
소득공제 제도가 없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적 의미 외에 젠더적인 또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소득공제 제도가 존재할 경우 부부 중에서 많은 소득을
버는 측이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남성
이 더 많은 소득을 벌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공제와 같은 부부 한쪽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활용하는 것이 흔하다. 결과적으로 누진세율하의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남편과 아내의 소득창출능력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46)
46) 가족을 하나의 집합적 실체로 보는 접근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부터의 이
탈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예측력의 측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
다. Chiappori(1992), Apps and Rees(1996) 등에서는 가족 내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협상이나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가구의 의사결정이 분석되고
있다. Apps and Rees(1996)에 따르면 남녀의 소득격차는 가사노동의 분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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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는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스웨덴의 경우 일
찍이 1930년대에 아동수당을 소득공제의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급여의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두 방식을 혼합할 것인지를 둘
러싸고 정책 논쟁이 벌어졌다. 우파는 소득공제 방식을 주장했던 데 비해
사민당은 소득공제 방식이 갖는 역진적 성격을 우려하여 현금급여 방식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1948년 소득조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조건 동일한
액수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그것도 여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3. 보육정책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높은 품질과 보편적 이용권으로 세계적으로 유
명하다. 1～6세의 아동을 위한 국가지원 보육시설의 비율은 1972년 12%
에서 2003년 83%로 급증하였다. 1966년 전일제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보
조금이 두 배로 커지면서 반일제 보육시설보다 전일제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에서 취업한 엄마에 대
한 지원으로 정책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보육의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
었는데 중앙정부는 1970년대 보육에 쓰도록 한정된 정부 보조금을 지방정
부에 지급하였고 1993년에는 특정 목적에 한정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전환
하여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1985년 스웨덴 의회는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 이들의 18개월부터 학령
기 아동이 보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
보육시설은 기대보다 느리게 확대되었다. 1995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부모가 요청할 때 3～4개월 내에 지방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스웨덴에서는 아동양육이 필요한 모든
일하는 부부들은 법적으로 1～6세 사이의 아동을 위해서는 주간보육시설
(pre-school day care centres)을, 7～12세의 아동을 위해서는 방과후 센터
(leisure time centres)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 주간보육시설은 정부 소유
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론은 여성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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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고, 부모들과 사용자의 협력하에 운영될 수도 있으며, 민간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스웨덴이 1970년부터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
왔지만 처음부터 100%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공공보육시설의 이용권리의 할당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공공보육시
설은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이러한 할당 원칙에 따라 초기에는 한부모이거나 가난하며 엄마가 취업
한 가구의 아동에게 우선 할당되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실업자
의 아동에게 공공보육시설 이용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0
년 기준 40%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실직하면 그 아동
은 공공보육시설의 이용권리를 박탈당했으며 1/4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직자 부모에게 공공보육을 공급할 수 있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비경제
활동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은 더욱 엄격했다.47) 2000년 스웨덴 의
회는 보육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실업자의
아동도 공공보육시설의 이용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2002년부터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포함한 모
든 부모의 4～5세 아동에 대해 하루 3시간의 보육시설 이용권리가 부여되
었다. 이로 인해 모든 아동에 대해 무료 보육이 실현되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이 갖는 고용친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
다. 그것은 1994년에 소득과 무관한 정액의 자녀보육급여가 생겨난 것이
다. 1994년은 우파 정권이 수립된 시점으로서 우파 정부는 기존의 보육정
책이, 첫째 가족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둘째 공보육시
설을 활용하지 않는 이들이 손해를 보며, 셋째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학생
등이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모든 자녀에 대한 정액 자녀보육급여를 도입
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은 전통적 성 역할을 온존시키는 퇴행적 조
치라고 비난하였다. 1995년 총선을 통해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스웨덴의 공공보육의 중요한 원칙은 단순히 보육이 공급된다는 것이 아

47) Skolverke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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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쉽게 접근가능해야 하고,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금전적으
로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
는다면 공보육은 다른 선택이 없는 취약집단만이 선택하는 것으로 전락되
고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산층으로부터 공공보육이 정치
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보육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정
자금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스웨덴 공공보육은 높은 접근가능성, 높
은 품질, 낮은 본인 부담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정
치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높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수준을 지속적
으로 높여 왔다. 1990년대에는 낮은 숙련수준의 보육인(child minder)이 많
았지만 지금은 대학에서 교육받은 정규교사(university-trained pre-school
teacher)가 중심이다.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볼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
도 취업부모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넉넉하게 운영되고 있다. 1996～98년
통계에 따르면 90%의 보육시설이 하루 10～12시간 운영된다.48)
1990년대 경제위기와 함께 재정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자체는 부모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부모 소득과 보육료를 연계하는
지자체가 1990년대 말 90%에 달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90년 전체
보육비 중 10%를 부모가 부담했는데, 2000년에는 이 비율이 19%까지 상
승했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공공보육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고 지역별 보육수준의 차이를 불러오는 문제점도 안
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중앙정부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 상한을 제안
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감소하여 현재 전체 보육비 중
9% 수준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어로 맥스탁사(maxtaxa)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보육료 부담 상한
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
의 세전소득의 3%,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세전소득의 2%, 세 번째 아
이에 대해서는 세전소득의 1% 이상 부모 부담 보육료를 매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절대금액에 있어서도 상한선을 두고 있다.49) 절대금액
48) 그러나 야간보육시설은 발달하지 않아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나 전문직 여
성에게 친화적인 보육서비스는 발달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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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스웨덴의 보육료 부담 상한 제도
영유아 보육
아동수

학령기아동 보육

소득비례 상한 절대금액 상한 소득비례 상한 절대금액 상한

첫 번째

3%

1,260

2%

840

두 번째

2%

840

1%

420

세 번째

1%

420

1%

420

자료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2003).

의 상한선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한 명의 아이의 경우 월 기준 SEK
1,260(17만 원) 이상 부모가 부담할 수 없고, 두 명의 아이는 SEK
2,100(1,260+840, 29만 원), 세 명의 아이는 SEK 2,520(2,100+420, 34만 원)
이상 부모가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비례 상한과 절대금액 상한이 존재한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는 <표 4-2>를 참조).
최근 스웨덴 공공보육에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민영보
육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사건은 1990년대
에 영리보육에 대해 공공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우
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1994년 사민당이 재집권한 뒤에
도 바뀌지 않았다. 1990년 5%에 불과했던 민영보육시설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15%, 2002년 17%로 늘어났다. 이러한 민영보육시설의 다수를 차
지하는 것은 1980년대 부모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것에 기초한 비영리조
직이다. 40%가 이러한 협동조합 방식이고 30%가 영리회사 방식이며, 나
머지는 근로자협동조합 등 기타 형태이다.
공보육의 문제는 여성고용이나 양성평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조건을 평등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적 측면이 크게 강조
되어 예전에는 보육이라고 불렀던 것을 요즘은 ‘pre-school’이라고 다들
49) 이러한 스웨덴의 보육료 부담 상한제는 한국의 보육료 가격상한 규제와 다르
다. 한국의 보육료 가격상한 규제는 절대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보육비
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인 데 비해서 스웨덴의 보육료 부담 상한제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적은 보육료를 부담하고 고소득층은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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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고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변화했다. 1990년대에
만 6세의 보육이 학교교육과 통합되었다. 초기에 공공보육은 가난한 일하
는 여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중산층 맞벌이가구가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필수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저임금 근로여성에 한정한 선별주의
적 방식에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4. 사회서비스 확충과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대륙유럽형과 달리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공
급하는 방식이 발달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1]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
부문에서 1960년대 초 15만 명 수준이었던 취업자수는 1960년대와 1970년
대에 급속히 증가하여 4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증가를
주도한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및 여성의 일자리였다.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진 지방정부 여성 취업자 수가 전체
의료부문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였다.
의료, 노인요양, 교육,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여성고용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가
정 내에서 돌보는 것보다 보육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해 집단적으
로 돌보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면 단순히 가정에서 제공될
서비스가 시장화되어 대체되는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돌봄
서비스에 투입되었던 인력 중에서 일부는 돌봄서비스 이외의 영역에 배분
될 수 있고 이것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성고용 자체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계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인서비스 친화적이므로 사회서비스 영역
의 노동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노동공급 확대는 이 시장의 임금률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렴한 비용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림
4-2]에서는 스웨덴에서의 의료부문의 실질임금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는
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문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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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스웨덴의 의료부문 취업자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
――――
      

전체
여성
지방정부내 여성

자료 : Lundholm and Ohlsson(1998).

[그림 4-2] 스웨덴 의료부문 실질 세전 전일제근로자 임금 추이
(단위 : 크로나(SEK))

――――――
――――
      

자료 : Lundholm and Ohlsson(1998).

간호사
보조간호사
병원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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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부문별 스웨덴 여성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주 : ○ 민간부문 근로자 △ 자영업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자료 : Rosen(1995).

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스웨덴의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장애가 되어버린 성별 직종분리의 결
과를 낳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0) 이와 관련하여 현재 스웨
덴에서는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은 노동시장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패턴 파괴프로젝트(Pattern Braker Project)이다. 이것은
고용지원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PES)를 제공하는 고용지원
센터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남성지배적 직종을, 남성 구직자에게 여성지배
적 직종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업알선과 함께 훈련기회의 제
공도 포함한다.
이러한 PES의 활동은 성주류화 정책의 일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덴마
크에서도 스웨덴과 유사하게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저임금, 파트타임, 임
50) 사회서비스 공공부문의 여성 일자리와 휴직 제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여성의 성별 수직적․수평적 직종분리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서는 다음 절에서 추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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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직 일자리가 추천되는 경향이 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여성지배적 일
자리 추천을 줄이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성 구직자에게 남성지배적 직
종을 권유할 때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구직자의 자유이지만,
PES에서 권하는 일자리를 계속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효과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
유를 넘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구직자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즉
예를 들어 남성지배적 직종에 진입하는 여성이나 그러한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을 우대하거나 배려하는 정
책은 거의 없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 중
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노동시장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후에
직장을 옮기는 이들은 실업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직장을
옮기지 않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원직장으로 복귀하면 되기 때문이다. 1974
년부터 시작된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51)의 남녀고용할당제(sex-based
employment qoutas)는 몇 안 되는 특별 조치였다. 이 제도는 신규 채용과
결원 보충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최소 40%가 되도록 할 경우 이 기업에
대해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적 지원를 주는 제도이다.52) 현
재 이러한 남녀고용할당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제도에 대한 현재의
평가 역시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남녀고용할당제는 개발연대, 제조업 중
심의 경제에서 유효한 정책이었으며 지금처럼 서비스 중심 경제에서는 시
행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여성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남성지배적 직종에 많
이 진출했으나 작업장이 남성 중심적으로 편재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다.

51) 지역개발원조 프로그램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공장을 새로 세우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52) Brown and Wilcher(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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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1. 육아휴직 제도
1974년 이전 여성에 한정된 육아휴직 제도만이 있었는데 1974년에 양성
중립적인 육아휴직 제도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양성 중립적인 제도는 서
유럽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비록 사회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
지만 우파를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이 양성 중립적인 이 제도의 도입에 동
의하였다. 좌우파 간에 의견의 대립이 발생한 것은 휴직기간과 같은 부차
적인 것이었다. 1974년 당시 유급휴직기간이 180일이 주어졌는데 그후 점
차 증가하여 1990년에 450일로 늘어났으며 2002년 480일로 늘어났다.
1995년에는 아버지쿼터와 어머니쿼터라는 부모 사이에 양도 불가능한 휴
직기간을 포함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아버지쿼터와 어머니쿼터
는 30일로 시작되어 2002년에 60일로 늘어났다(그림 4-4 참조).53)
스웨덴의 육아휴직법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 최소 7주 전부터 7주 후 기
간 동안에 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휴가를
갖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로 2주의 산전후휴가가 의무화된다. 산전후휴가
는 무급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설명할 유급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스웨덴 여성들은 출산일 전에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나 금
지된 작업으로부터 배치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직무배치 전환
이 불가능한 경우, 1/4 수준으로 작업량을 줄일 권리를 가지며, 만약 직업
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는 임신급
여(pregnancy cash benefit, Havandeskapspenning)라고 불리는데 일종의
산전후급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신급여는 최대 5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80%의 소득대체율을 갖는다.

53) Duvander, Ferrarini and Sara Thalberg(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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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paternity
leave)를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은 80%이고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설명
할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경우 하루 SEK
60을 지급받는다. 약 80%의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즉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다.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0일 중 9.7일
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2001년 이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좀더 유연하게 변화하여 아빠가 없어서 엄마 혼자이거나
아빠가 수급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이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법에 따르면 각 부모는 18개월(1년 6개월)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때 육아휴직은 무급을 의미
한다. 그런데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2: 381)에 따라 유급
으로 총 480일(1년 4개월) 동안 부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
다. 한부모의 경우 480일의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다 쓸 수 있다. 이러한
[그림 4-4] 육아휴직일수의 변화 추이 : 1963～2003

아버지쿼터
어머니쿼터
육아휴직

주 : 아버지의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Nyber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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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휴직은 아동의 8세 생일까지 미루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스웨덴의 육아휴직이라고 말할 때는 아동이 8세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는 480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미한다.
스웨덴은 1995년에 육아휴직 내에 아버지쿼터와 어머니쿼터를 도입하
였다. 1995년 이전에 기존의 450일의 육아휴직기간은 부모가 공동으로 사
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육아휴직을 여성이 사용하는 점이 자녀
양육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것과 불일치한다는 비판에 따라 450일 전
체 일수는 유지하면서 390일은 공유하고 30일은 엄마만이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아빠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엄마가 45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쿼터 도입 이후부터는 아
빠가 30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420일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2002년에 쿼터는 60일로 각각 늘어났다.
수급자격이 있는 이들의 경우 총 480일 중 처음 390일 동안은 소득의
80%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존재하는데 2005년 기준 최대
SEK 295,500(원화 기준 월 3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최소 SEK 180
이 보장된다.54) 나머지 90일 동안에는 매일 SEK 60이 지급된다. 나머지
60일 동안의 지급 액수는 1987년 이래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출산 전 240일(8개월) 이상
고용되었어야 하거나 2년의 기간 동안 통산 12개월 동안 고용되었어야 한
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모는 소
득비례급여는 받지 못하며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를 받는다. 첫 390일 동
안은 SEK 150을, 나머지 90일 동안은 SEK 60을 받는다. 소득비례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의 경우 2001년 이전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인 SEK
60을 받았다. 2002년에 SEK 120으로 높아졌고 2003년에 SEK 150, 2004년
에 SEK 180으로 높아졌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 바 있다.
1974년 소득대체율이 상병급여와 동일하게 출산 전 270일간의 세전소득
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1990년대 경제위기때 소득대체율

54) 2004년 기준 10%의 엄마와 29%의 아빠가 최대치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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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0%로 낮아지고 1996년에 75%, 1998년에 다시 80%로 변화했다. 그리
고 소득격차가 1990년대 스웨덴 경제위기 이후에 커지면서 상한액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55) 이에
따라 소득이 높은 아빠들의 경우 휴가를 쓸 유인이 줄어들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는 매우 유연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8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쪼개서 휴
가를 사용할 수 있다. 풀타임, 하프타임, 쿼터타임, 1/8타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프타임 이틀이 풀타임 하루와 같게 계산된다. 그렇다고 육아휴
직을 반복하여 시도 때도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연속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것을 하나의 기간이라고 볼 때 1
년에 세 번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2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며 이때 사용할 예정 기간을 알려줘야 한다.
부모나 다른 피보험자는 아픈 아동을 돌보기 위해 12세 미만 자녀의 경
우 연간 60일의 유급휴가를 낼 수 있다. 또한 12～15세 자녀의 경우 의사
의 증명서에 근거하여 사용가능하다. 이것은 일종의 가족간호휴가제라고
할 수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일시적 육아휴직(temporary parental leave,
Tillfällig föräldrapenning)이라고 불린다. 통상적인 육아휴직과 마찬가지
로 80% 소득대체율의 급여가 주어진다. 육아휴직에 비해 아픈 아이를 돌
보는 휴직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43%의 휴직이 아빠에 의해 사용되었다.
육아기 동안의 부모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쉽도록 자녀가 8세 또
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정규근로시간을 25%까지 단축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일반적인 경우 두 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임금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사회보장세로부터 조달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인 급여세의 형태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다.
급여 중 2.20%가 육아휴직 관련 지출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 납부된다. 자
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의 2.20%를 납부한다.56) 스웨덴의 경우 연금을 제외
55) Duvander, Ferrarini and Sara Thalberg(2005)
56) http://www.nordisketax.net/main.asp?url=files/sve/eng/i08.asp&c=sve&l=eng&s=1&w=3&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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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특별히 분리된 기금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수입
으로 귀속되고 다시 정부예산으로부터 지출된다. 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세
의 특정 항목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거두어지기 때문에 구분될 뿐 독립
적인 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57)
참고로 스웨덴의 사회보장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스웨덴 사용자는 2005년 기준 임금의 32.82%를 법정 사회보장
비용으로 납부한다. 이와 유사하게 스웨덴의 자영업자는 30.89%를 법정
사회보장비용으로 납부한다.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가 사용자의 사회보장
세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상병보험과 노동시장 기여 부분이다. 세부 항목
은 <표 4-3>과 같다.58) 이와 함께 법정 급여세 외에도 사용자는 단체협
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체협상을 통해 생명보험이나 직역연금 등
의 비용이 지불되며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세는 39～48%가
된다.
육아휴직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연계된 높은 수준의 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97%가 사용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를 받는 기간
에는 사용률이 떨어진다. 전체 기간을 다 사용하는 가구가 60% 수준이다.
8세까지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 2년 사이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나
<표 4-3> 스웨덴의 사회보장 관련 세율 : 2005
항목명

사용자

자영업자

노령연금

10.21

10.21

유족연금

1.70

1.70

상병보험

10.15

11.12

산재보험

0.68

0.68

육아보험

2.20

2.20

노동시장 기여

4.45

1.91

급여 기여

3.07

3.07

32.46

30.89

법정 사용자 부담 급여세율
자료 : Försäkringskassan(2005).

57)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04) 및 Försäkringskassan(2005).
58) Försäkringskassan(2005), p.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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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엄마는 12개월까지 주로 사용하고, 90%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육
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인 출산후 13～15개월 시점에 휴직을 사용한다. 유
연한 사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된 파트타임의 육아휴직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비율은 3% 정도이다.
육아휴직의 주사용자는 여전히 엄마다. 사람수 기준으로 볼 때 1974년
에 3%의 아빠들이 사용했지만 2000년대에는 40% 이상이 사용했다. 1년
안에 총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987년의 경우 아빠가 7%를 사
용했는 데 비해 2005년에는 19.5%로 늘어났다.59)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된
시점에 비하여 아빠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증가에는 1995
년 아버지쿼터의 도입이 큰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5]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아빠의 비율이라든가 육아휴직일수 중 아빠의 비율
에 대한 시계열을 살펴볼 수 있는데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상승하고
있다.60)
특성별 이용 패턴을 살펴보면, 아빠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쿼터
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엄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빠가 아버지쿼
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쿼터를 많이 사용
한다. 하지만 아빠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상한 근처에 이를 때까지만 사용
하고 급여 상한 이후부터는 덜 사용한다. 노동시장과 덜 연계되어 있는 아
빠일수록 아버지쿼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민자들도 잘 쓰지 않는다. 전
체적으로 볼 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엄마가 보육
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고소득에 고학력일수록
맞벌이/맞돌봄 모형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제는 중산층의 제도로 정착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중산층의 제도로 변화한 결과와 유사하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여성고용제고정책으로 손꼽히는 두 제도 모두 결과적으로 최대
의 수혜자가 중산층이라는 점은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것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9) Moss and O'Brien(2006).
60) Duvander, Ferrarini and Sara Thalberg(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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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스웨덴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 추이

육아휴직을 받은 아버지의 비중
육아휴직을 받은 아버지의 육아
휴직 평균일수
전체 아버지의 평균 휴직일수
아버지가 받는 육아휴직
비중

자료 : Nyberg(2004).

Jansson et al.(2003)는 육아휴직의 관대성과 여성 노동시장참가, 성별
분리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관대성
지표로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주 수) × (소득대체율)로 계산되었
다.61) 연구에 따르면 성별 고용률 격차와 관대성 지표 사이에 명확한 음
(-)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육아휴직이 관대한 나라일
수록 성별 고용격차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촉진된다는 것이
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 후에 복직을 보장함에 따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웨덴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래 직장으로 돌아온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할 수 있는 기대는 출산 전의 경제활동 역시 촉진한다. 특히 육아휴직
의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출산 전에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숙련수준
을 높이고 승진하여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61) 이것은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두 변수를 곱
한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라별로 휴직기간은 길고 소득대체율이 낮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짧고 소득대체율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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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육아휴직이 좋은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기간
이 길수록 인적자본 축적이 지체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일을 계속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아져 경력단절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승진의 지
체와 숙련 축적 부족으로 임금상승도 지연된다. 국가별 휴직급여의 관대
성과 성별 직종분리도를 비교해 보면 명확한 양(+)의 관계를 갖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 여성 10명 중 3명이 휴직 때문에 임금상승 기회를
놓쳤고 10명 중 1명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62)

2. 임금격차와 적극적 조치
동일직업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은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적
용되어 왔으며, 양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되어
왔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지
만 평균적으로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적게 번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대
부분은 여성들 사이에 파트타임노동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여성들은 또
한 초과근로수당과 교대근무 보너스에서도 더 작은 몫을 번다. 나머지 격
차의 대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나이, 직업, 교육 및 다른 요소의 분포차에
의해 설명된다. 하지만, 1～8%의 임금격차는 성 이외 다른 요소에 의해서
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되지 않는 소득격차가 차별에 기인할 가
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를 없애기 위해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다.
스웨덴의 성별 임금격차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1960～80년대 초까
지 크게 감소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 감소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임금구조의 압축 현상
을 들 수 있다. 전국적 차원의 임금교섭이 생산직근로자가 주도하는 LO에
의해 이루어지면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임금 압
축이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요공급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스웨덴 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

62) www.jusek.se 19 march 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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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에 따라 비숙련노동의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비숙련노동의 여성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셋째, 1970년대에 단체협상 과정에서 동등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74년 반임금차별
규제가 시행되었고, 1977년 LO/PKT와 SAF 사이의 임금처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동등대우협약이 맺어졌다. 넷째, 여성에 대한 통계적 차별의
근거는 주로 여성이 노동시장 정착도가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었
다. 그런데 1970년대 보육정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육아휴직정책 등이 여
성의 노동시장 정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변화되면서 노동시
장으로부터의 높은 이탈률이 해소되었다.63)
1980년대 이후에는 스웨덴의 성별 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임금격차가 여성 임금의 15～18% 수준이었는데
1990년대에는 20～25% 수준으로 높아졌다. 임금격차 분해 방법에 의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Johansson, Katz and Nyman, 2001) 관측가능한 특
성이 설명하는 임금격차는 전체 임금격차의 절반 정도이다. 남성의 임금
함수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격차를 분해할 경우 1980년대의 경우 6～9%
포인트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고 1990년대에는 10～11%포인트가 설명
되지 않는 부분이다. 관측가능한 특성들이 점점 수렴되면서 성별 소득격
차를 줄이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1990년대 들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임금격차의 수렴의 힘을 압도하고 있다.
1980년 발효된 남녀평등법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평등기회법 제정은 1970년대의 노사간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측
면이 강하다. 평등기회법상의 평등임금 조항은 1994년 개정을 통해 강화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래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매년 남녀임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양성평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 EOO(2003)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성과는 평가할 만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우 그다지 성과
가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11개의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에서
부적절한 임금차별이 발견되었지만 민간사업체에서는 유의미한 발견이

63) Johansson, Katz and Nyma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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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LNU, 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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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LNU(The Swedish Level of Living Survey), HUS(Household Market and
Non-Market Activities).
자료 : Edin and Holmlund(1995).

없었다. 하지만 작업장 수준에서 사용자와 노조 지도자 모두 평등기회법
이 요구하는 임금서베이에 대해 이해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사용자와 노
조의 협조도 미흡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임금격차 해소 노력이 노사의
자율적 단체협상의 전통과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평등기회법에 따라 임금서베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2003년의 경우 500개의 기업 중에서 20개의 경우
에 대해 벌금 부과를 통지했고 이후 2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베
이를 제출했다.
그런데 1980년에 발효된 평등기회법 내의 평등임금 조항이 지난 사반세
기 동안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eyersson, Petersen
and Snartland(2001)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의 축소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 나아가 여성의 경력경로에 유리한 가족 관련 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폭
이루어졌다. 1960년부터 노동조합과 사용자조합은 남녀불평등에 대해 문
제 제기를 시작했고 20여 년 사이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1980년대 이후
남녀 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직종분리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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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에 기인한다.
적극적 조치와 공공조달 연계는 스웨덴의 경우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공공조달에 있어서 반차별 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64) 이것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조달과
연계된 적극적 조치를 스웨덴에서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65) 하지만 지방정부 차
원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스톡홀름 시(市)가 대표적이다.
스톡홀름 시의 경우 2001년 이래로 반차별법에 근거하여 시정부가 구매
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서 반차별 조항을 포함시키고 계
약을 이행하는 동안 성, 종교, 인종과 관련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차별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반차별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01년에는 시정부가 구매하는 서비스 계약에 한
정되었으나 2005년에는 모든 서비스와 물품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반차별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
설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66)
미국의 경우 직종이 설명하는 남녀 임금격차의 비중이 스웨덴에 비해
덜한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 스웨덴의 사법 제도 개입 방식의 차이
로 인해 임금차별이 미국에서 크게 줄었다는 이유가 거론되기도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들은 이에 휩쓸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 때
문에 불공정한 임금차별이 미리 예방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법정 분쟁
이 많다는 것보다 사법 제도의 차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스웨덴의 경우 개인에 의한 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미국은 집단
소송이 발달했다는 것이다.67)

64)
65)
66)
67)

Gonäs(2002) 참조.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s(2004).
Moschitz(2005), Lappalainen(2005) 참조.
Meyersson, Petersen and Snartland(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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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책추진 체계

1. 여성고용 관련 법제
스웨덴에서 성차별금지와 남녀평등을 담은 법률은 평등기회법과 대학
생에 대한 동등처우법이 있다. 스웨덴은 1980년 시행된 남녀평등법(Act
Concern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을 통해 성차별금지와 평
등촉진의 내용을 담았다. 10년 후인 1991년 기존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평등기회법(Equal Opportunities Act)을 제정하
였다. 이 안에는 구직 단계부터 성차별금지, 임금차별에 대한 제소 가능성,
성희롱의 금지 명시, 직접 혹은 간접차별금지, 사용자의 평등계획 작성의
의무화, 평등옴부즈맨의 감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1994년에 평등기회법은 다시 개정되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임금차별
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한쪽 성이 다
른 성에 비해 임금을 차별하거나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2001년 개정을 통해 동등임금 사례에서 동등가치의 노동(work of
equal value) 개념의 정의를 추가하고, 사용자가 매년 임금서베이를 시행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체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금지를 확대했다.
2005년 7월 1일 성차별금지 입법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 평등기회법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성희롱은 성차별로 간주되었고 근로자는 상
대방을 차별하도록 명령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 또한 성차별 행위를
고발하거나 조사 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괴롭힐 수 없으며 근로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성차별금지에 의해 보호된다.
대학생에 대한 동등처우법(Equal Treatment of Students at Universities)은 2002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성, 인종, 장애, 성적 지향에
따라 대학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지되었다. 대학은 학생들 사이
에 있어서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희롱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기회법이 주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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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그리고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는 법이다. 차별금지법도 남녀평등과 관련되는데 2005년 개정된 차별금지
법을 통해 새로이 고용지원 서비스와 고용정책 영역, 사업의 창업과 운영,
사회보험 및 소득이전 시스템, 실업보험 등의 영역에서 성을 이유로 차별
적으로 처우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성차별과 관련된 분쟁은 노동법원(Arbetsdomstolen)에서 다루어진다.
스웨덴에서 우선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조에 가입
하지 않는 근로자나 구직자, 노조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은 평등기회 옴부즈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68)
간접적으로 남녀평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육아휴직법(Parental Leave
Act)과 국가사회보험법이 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육아휴직법에
는 육아기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
축 제도 등이 담겨 있으며, 국가사회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중의 급
여 지급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2. 정책추진 관련 기관
스웨덴에서 성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부정책을 조율하는 양성평등장
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 Affairs)이 1976년부터 임명되었다. 현재
는 이러한 일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내의 통합․양성평등장관
(Minister for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양성평등국(Division for Gender Equality)은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보
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로 1995년에 이관되었고
현재는 산업․고용․통신부(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의 소속이다. 하지만 법무부 내의 통합․ 양성평등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양성평등국의 주요 활동은 첫째, 양성평등장관의 정부정책
조정을 돕는 것으로 평등기회법, 평등기회위원회, 옴부즈맨과 관련된 일을

68) Swedish Institut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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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 둘째 정부의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며, 셋째 각 부처에서 의회
로 가는 문서들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리뷰하며, 넷째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다.
독립적 정부기관인 평등기회 옴부즈맨(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스웨덴 정식 명칭은 Jämställdhetsombudsmannen이며 보통 JämO라고 불
린다)은 남녀평등에 관한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평등기회 옴부즈맨의 중요
한 기능은 평등기회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평등기회
옴부즈맨 역시 통합 ․ 양성평등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35명 정도가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휴직 등의 사유로 3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이러한 30명에는 법률전문가, 사회학자, 경제전문가 등과 함께 행정인
력까지 포함되어 있다. 평등기회법에 의해 10인 이상 사업장의 양성평등계
획(Gender equality plan)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성평등계획
을 독려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평등기회법에 의해 규정된 양성평등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요소
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서베이, 둘째 평등기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평등촉진조치
의 리스트 및 내년도에 시행할 조치 제시, 셋째 지난 해에 제시한 조치의
실행 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이다.69)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임
의로 선정되어 양성평등계획을 평등기회 옴부즈맨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를 어길시 옴부즈맨은 법원에 벌금 부과를 요청하거나, 평등기회위원회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에 사안을 넘길 수 있다.
사용자가 양성평등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벌금 부과를 요
청한다. 이처럼 양성평등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양성평등계획 실
행에는 강제성이 없다. 실제로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이행률은 낮은 편
이다. 1999년 옴부즈맨이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대상 기업
중 25%만이 법에 따른 양성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규제 순응도는 높은 편이어서 75%가 양성평등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69) http://www.eiro.eurofound.eu.int/2004/02/study/tn0402101s.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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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스웨덴 옴부즈맨이 검토한 양성평등계획

출처 : EOO(2006).

양성평등 옴부즈맨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도 조사한다. 노동자나 학
생이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진정을 옴부즈맨에게 접수할 경우, 옴부즈맨은
이에 대해 무료 조사의 의무가 있다. 만약 진정이 타당할 경우 노동법원
(Labour Court)이나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사건을 회부한다. 노동법
원에 사건을 회부하는 기관은 노동조합과 옴부즈맨만이 가능하다.
스웨덴 내에서는 차별과 관련된 네 가지 옴부즈맨 사무소가 존재한다.
그것은 양성평등 옴부즈맨, 장애인 옴부즈맨, 인종차별보호 옴부즈맨, 성
적 지향성 차별 보호 옴부즈맨이다. 최근 스웨덴 정부에서는 이들의 통합
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성이자 레즈비언이고 장애
가 있는 외국 출신자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사람이 네 곳의 옴부즈
맨에 따로따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평등기회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스웨덴어로 Jämställdhetsnämnden)는 변호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노동시장 및 평등문제
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평등기회 옴부즈맨의
신청에 따라 평등기회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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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회법에 따라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다. 1980년 평등기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양성평등 이슈위원회(Council on Equality Issues, 스웨덴어로 Jämställdhetsrådet)는 양성평등장관이 의장이 되어 현재의 이슈를 토론하고 아
이디어를 교환하는 포럼이다. 위원회는 정당과 여성조직, 사회적 파트너,
대중운동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되고 1년에 4번 회의를 개최한다.70)
지역수준에서는 스웨덴의 21개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는 전국적 정책
과 지방정책을 조정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71) 1995년 이래로 각 카운티에
는 양성평등 이슈에 대한 지역전문가가 존재한다. 이들 전문가의 주요 활
동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젠더적 관점의 주류화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노
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5절 결 론

스웨덴 모형은 노동시장에 들어온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
를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다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조세
제도에 있어서 여성이 부소득자로서 부정적 인센티브를 갖지 않도록 최선
의 설계를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영유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대폭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육아휴직 후에
원래 직장으로 철저히 보장된 고용보장 속에서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육아
휴직기간 중에 기존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80% 이상을 급여로 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전에 직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직
위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유인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기업특수적 숙
70) www.un.org/womenwatch/daw/national/swedenap.htm 참조. National machi
nery, action plans and gender mainstreamin in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2002.
71) 스웨덴은 21개 광역지자체(county, 스웨덴어로는 län)로 구분되며 각 광역지
자체는 다시 많은 소규모의 기초지자체(Municipalities, 스웨덴어로 Kommun)
들로 구성된다. 전국적으로 290개의 기초지자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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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후에 여성들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스웨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규모
로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친화적 성격 때문에
여성들에게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다른 한편 가정에서 필요한 가사
생산의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정책적 배려가 갖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그리고 직종분리로 이어지는 연쇄고리이다. 상당히
긴 육아휴직으로 인해 남성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 그런데 스웨덴 노동시장의 특징은 임금 압축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 남성과의 경쟁으로 인해 승진에 실패하거나 지체될 경
우에도 큰 임금 손실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쟁에서의 패배의 비
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이후에 원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에서 도태된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또한 경쟁에서 도태
되더라도 큰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분리를 줄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이행하고, 지식과 창조
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웨덴의 기존 모형은 적응이 필요했다. 제
조업 중심의 시대에 성공한 모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어렵고 이에 따
라 창조성과 지식이 중시되는 시대에 적합한 여성고용 모형의 새로운 창
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웨덴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는 1980년대 초까
지 평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산성에 조응한 소득배분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스웨덴 모형은 사회안전
망에서의 확고한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을 반
영한 유연성 확보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독특한 노사관계나 정치적 전통, 사회문화적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제도만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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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
만을 떼어서 한국에 시행하는 것으로 큰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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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덴마크의 여성고용정책

제1절 서 론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덴마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
다. 출산 및 육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여성고용률이 낮아지지 않으며, 여
성의 높은 고용률이 단시간근로에 의존하고 있지도 않다. 단시간근로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근로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유자녀 가구에서도 부
부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1990년대 중반 이
후 공식적으로 노동유연성을 추구하였으나, 고용불안정이 여성근로자에게
편중되어 나타나지도 않고, 유연안정성의 거시적인 정책 틀 내에서 추진
되었기 때문에 노동이동은 높이되 근로자의 생활은 보호하는 독특한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덴마크는 특히 남녀간 임금격차가 거
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덴
마크는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급 노동시장 근
로를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나 장애가 거의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전체적인 여성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전후로 여성고
용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조합이 덴마크
여성고용을 현재의 모습으로 구축하도록 영향을 주었는지 큰 관심의 대상
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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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는 M자형 고용 패턴을 보이고,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높았던
덴마크가 현재의 여성고용 특성을 갖게 되기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떠
한 정책을 선택해 왔고, 그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본장에서는 덴마크 여성고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의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의 강조점과 특성 및 여성고용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검토
한다. 그동안, 직종분리 해소 및 임금격차 해소, 일ㆍ가족 양립여건 조성
및 남성의 아버지로서의 역할 강조, 그리고 성 주류화 등 다양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이 쟁점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권을 강
조하고 2인소득자 모형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휴직 제도보다는 보육서비
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점이 부각될 것이다. 덴마크의 보육서비스는 높은
공공 재정투자와 생후 6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한 양질의 시설 및 높은 등
록률 등으로 유명하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낮은 기업 부담, 높
은 소득세율을 통한 여성의 고용 유인효과 등이 다루어진다.
끝으로, 미혼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혼여성들이 열악한 주변부 노
동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한국 사회에
덴마크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제 2 절 여성고용 현황

현재 덴마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5～64세 여성은 72～73%
로 노르웨이․스웨덴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이
며, 지난 10년 동안 큰 증감없이 안정적인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확대된 대상은 55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참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20～49세 여성은 자녀 양육자이든 비양육자이든
전일제 비율이 비슷하게 높은 것이다72)(각각 88%, 82%).
덴마크 여성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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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당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율을 보면, M자형 중 오른쪽 봉우리가 낮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출
산양육과 아울러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한 후 복귀를 거의 못하
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차츰 자녀를 둔 가정이 1인 소득원으로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여성이 단시간근로를 택하는 시기를 거쳐 현재에는
전일제 중심의 고용형태로 변화했다. 따라서 지난 25년간 덴마크 여성의
근로시간별 근로형태를 보면, 시간제의 대폭 감소와 전일제의 대폭 상승
으로 크게 특징지을 수 있다.
사실 여성의 단시간근로는 1970년대에는 매우 높았으나 꾸준히 낮아져
현재는 20%가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단시간근로에 종사하는 여성들 대
부분이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과 퇴장 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가
족 양립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가교(bridge) 역할로 인해 단시간근로를 선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단시간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하
며, 노조의 반대 역시 강하다. 스웨덴과 달리 저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낮
은 편이나 그 비중이 높지는 않다.
덴마크는 또한 남녀 임금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고용률의 성별 격
차 역시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은 2006년 현재
4.6%로 덴마크의 최근 기록 중 최저치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에 비
해서도 매우 낮다.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른 노르딕 국가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노동시장 훈련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
찍부터 보육서비스가 발달하였다. 보육시설 이용비율 및 공공재정지원 대
상 아동수 모두 현재 OECD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내부적 특징으로 들어가 보면, 덴마크의 여성고용은 아동과 노인의 돌
봄, 간호, 교육 및 공공행정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고, 노르딕 국가 중
여성 고위직ㆍ관리직 비중이 가장 낮다(21%). 여교수 비율 8%를 비롯하
여 최고경영자 위치에는 1%만이 진출해 있다. 즉 수평적 분리와 수직적

72) 양육자의 경우 영국은 46%, 네덜란드는 22%, 독일은 4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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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수평적 직종분리
(단위 : 개, %)
제조업
건설 및 건축
인쇄
교통․운수
무역
서비스
농업
사회 및 보건
교육 및 연구
금융/관공서 및 행정
민간 사무 및 행정
총 조사수

여성
29
11
38
32
53
56
36
84
62
56
48
2,676

남성
71
89
62
68
47
44
64
16
38
44
52
2,719

사례수
986(100)
292(100)
81(100)
508(100)
263(100)
420(100)
135(100)
981(100)
476(100)
444(100)
461(100)
5,395

자료 : Denmark 2006.

분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덴마크에서 여전히 남녀 직종분리 현상이 지속
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정책의 효과로 공공행정과 무역ㆍ서비스직에서는
남녀간 다소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Csonka(2000)가 3,000개의 공공/민간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3/4 정도의 기업체가 성별 분리현상을 보이고 있다(60% 이상을
격리의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은 압도적으로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에
밀집되어 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주로 남성이 중앙정부에 많이 고용되
어 있는 데 반해, 여성의 75%는 시(市)나 지역 단위의 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현상은 임금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분석에
의하면 경력연수, 교육수준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는 12% 정도
이다(Pedersen and Deding, 2002).
덴마크에서 공식적인 근로시간(official working hour)은 주당 37시간인
데, 이는 남녀별로 별 차이가 없고 0～2세 자녀를 둔 부모도 거의 비슷하
다. 79%의 전일제근로자는 고정시간제(fixed hour)로 일하고, 8.5%는 시
작 시간을 변동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며, 12.5%는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Bonke and Meilbak, 1999). 물론 사업장별로 비공식적 협
약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로시간이 운영되고 있다.

138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표 5-2> 덴마크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특성
항목
실질 GDP성장률 평균(1991～2001)

2.4

고용증가율 평균(1991～2001)

0.3

기간실업률(1991～2001 평균)
실업률(2003)

6.4
5.5(전체) 5.2(남성) 7.3(여성)
연 도
전체

남성

여성

1990년

29.9

27.8

32.0

2000년

20.0

20.1

20.0

전체 실업 중 12개월 이상 장기실업률
비중

덴마크

2003년

19.9

21.8

17.9

전체

남성

여성

중등교육 이하

6.2

4.6

8.1

고졸～대졸 이하

3.4

3.3

3.4

교육수준
교육수준별 실업률(2002)

대졸 이상
3.5
3.6
3.4
인구대비 고용률(2003)
75.1(전체) 79.7(남성) 70.5(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3)
79.4(전체) 84.0(남성) 74.8(여성)
피용인 1인당 급여증가율(1991～2001) 3.4
*
1,597시간(1983년), 1,475시간(2003년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OECD 평균보다 낮으며, 27개국 중 14번째로 김)
주당 평균 근로시간(2002)
36.3시간
단시간근로 비중(2003)
전체 15.8%, 남성 10.5%, 여성 21.9%
국경일이나 휴가로 인한 비근무(2002) 7.4주
병가나 산전후휴가로 인한 비근무(2002) 1.8주
저녁근무 20.9%, 야간근로 6.9%, 토요일근무
비정형근로시간 근로자 비중(2002)
19.7%, 일요일근무 14.7%, 교대제근무 5.0%
60% 3위(1970년), 79% 2위(1980년), 75% 3위
(1990년), 74% 4위(2000년)
70% 이상(1980년), 70% 이상(1990년), 80% 이상
단체협상 포괄률(CBC)
(2000년)
임금결정방식(5=중앙, 3=산별 협상 우선, 70년대 5, 1980년대～90년대 초 3, 1990년대 후반
이후 2
2=산별 및 사업체 협상 병행)

노동조합가입률(TUD) 및 OECD내 순위

고용보호지수(EPL) 엄격성
(임시직, 정규직, 해고절차 등 종합)

해고 후 2년 내 재고용률(1994～2000)

OECD 28개 국 중 10번째로 유연
(미국이 가장 유연, 포르투갈이 가장 경직)
*
취업훈련대상자: 조사대상 12개국 중 5위(81%).
취업훈련 비대상자: 12개국 중 가장 높음(85%)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
에,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독일, 오스트
리아)

자료 : OECD(2004), Employment Outlook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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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정책과 여성고용률 제고

1. 사회정책 체계 개관
덴마크의 경제정책은 전형적인 복지-성장 결합의 케인스주의에 입각하
여 있었다. 1970년대 초반 이후 국제경제적 위기가 도래한 다음에도 복지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유지되고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
수 정당 역시 복지정책의 축소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 수급권
이 점차 사회권(social right)에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권리(discursive
right)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제도나 프로그램상의 변화
는 별로 없으며(Petersen 2005), 세대간 이전(transfer)에 대한 약속과 조
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덴마크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근저에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서 태어나 전 생애를 그 나라에서 보낸다는 전제, 그래서 그들간의 상호유
대(mutual solidarity)가 국가경계 안에서 지켜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앞으로 인구이동이 많아지고 국민국가의 사회계약
에 대한 약속이 약해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덴마크에서는 복지개혁이 진행 중이다. 주로 현재 급여수급권자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과, 중고령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막
는 것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고용률을 증진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연금수급 시기 등 조정을 통해 고령
자의 시장참여를 높이려는 복지개혁(welfare reform) 안(案)이 제안되고
있다.
덴마크는 사회민주주의 레짐(social democratic regime)73)의 높은 현금
급여 전통과 더불어, 노동시장에 자유주의적 유연성(flexibility)을 가미하
73) 사민주의 모형은 모든 시민에 대한 급여 보편화, 전일제고용 추구, 가족을 위
한 서비스 발달, 통합형 사회보험 운영, 강력한 재분배 기능 등을 특징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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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유동성(worker mobility)을 높이고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
하는 독특한 모형으로 발전 중에 있다. 단체협상과 사회적 협약의 중요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높은 실업급여와 강한 고용활성화(activation)를
동시에 추진―높은 조세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에 따라 우선 고용률과 실업률만으로는 비개입 국가
와 유사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불평등도와 빈곤율
이 매우 낮다. 덴마크는 아동과 성인 빈곤 모두 5% 미만의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불리한 환경(disadvantaged backgrounds)에서 자라는 아
동에게 특별한 배려(child-care, social protection)도 이에 기여하였다(그
림 5-1 참조).
복지국가 위기 혹은 재편기를 거치면서도 덴마크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
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그림 5-1] 빈곤율
A. 연간 빈곤율

B. 3년이상 항상적이고 반복적인 빈곤

주 : 이 데이터는 3년(1993～95)에 걸쳐 개인별로 실시된 패널임. 패널 A는 아동과 성
인의 3년간의 평균 빈곤율을 나타내고, 패널 B는 3년에 걸쳐 누적 소득이 동일
기간의 빈곤선 소득의 합계보다 적었던 개인들의 자료임.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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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사회보장기여도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유럽연합 15개국

피용인 기여
2000 (% GDP)
1.9
2.2
1.9
6.1
4.4
4.0
6.5
8.1
3.9
6.2
2.3
3.3
1.9
1.3
2.5
4.0

사용자 기여
2000 (% GDP)
0.3
8.9
11.9
7.2
8.5
11.2
7.3
4.7
3.9
5.2
8.3
5.1
8.6
2.7
3.5
6.5

자료 : Talyor-Gooby(2004)에서 재인용.

[그림 5-2] 사적 사회지출의 국제비교
호주
독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OECD-19

덴마크
스웨덴

주 : 법정, 자발적 민간부담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율임.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프랑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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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부담하는 법정 및 부가급여의 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
저이며, 1990년대 동안 주요 국가에서 발견된 증가폭보다 훨씬 작다(덴마
크, 스웨덴, 영국, 캐나다순). 덴마크의 사용자는 재정적 부담이 적은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급여에서 기업의 부담이 매우 낮은 것과 일맥상통
한다(표 5-3 참조).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급여세 형태의 조세보다는
개인소득세 중심의 조세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2. 조세정책
덴마크는 세원(稅源)에서 개인소득세 비중이 1991년 현재 60.3%를 차
지하고 있고 사회보장세는 3.0%에 그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
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Pedersen, 1993). 이는 기업이 느끼는 노동비
용 부담을 낮추고 일반조세로 정부지출을 충당하려는 구상을 보여주는 것
이라 여겨진다.74)
덴마크는 전형적인 분리조세(separation tax) 체계이다. 이에 따라 부소
득자인 여성이 한계세율이 남성보다 높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덴마크의 세제하에서는 평균 임금을 받는 유자녀 전일제근로자가 평균 임
금의 2/3를 받는 유자녀 단시간근로자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에 전일제근로 선택의 인센티브가 높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보육시설과 더
불어 유자녀 여성의 전일제근로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주소득원의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부소득자의 소득이 부가
될 경우 가구의 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5-4>를 보면, 부소득자가
33% 가량의 추가소득을 취할 때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부소득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그리고 노동시간을 연장하여도,
정부로부터의 현금이전(cash transfer) 급여에는 변동이 없는 구조를 가지
74) 이론적으로 개인소득세 역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된다. 그런데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므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비용은 낮고 이에 따라 저임
금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촉진한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과 같은
급여세는 소득비례적 성격이 짙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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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부소득자의 임금수준에 따른 재정수익
가구의 소득
임금수준(주소득-부소득)

100～0

100～33

100～67

100

133.3

166.7

11.7%

17.4%

20.4%

총 임금소득
총 임금 중 세액 감면(%)
중앙정부 소득세(세금 공제 후)

4.1%

5.8%

9.5%

지방세

21.8%

30.9%

41.0%

정부의 현금이전

6.7

6.7

6.7

순소득(실수령)

69.1

85.9

102.5

자료 : Babies and Bosses 1, pp.147～148 발췌.

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중앙정부 소득세보다 지방세의 비중이 크고 중요
한데, 지방세의 증가율을 보면 1인 소득가구에서 1.33인 소득가구로 변경
시 세율 증가폭에 비해 1.33인 소득가구에서 1.67인 소득가구로 변경시 세
율 증가폭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는 세율이 높지만 세율
의 증가율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동일하게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높은 세율은 부소득자의 수익을 낮추어 취업을 억제하는 요소
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높은 덴마크의 세율이
부소득자로 하여금 전일제로 취업하도록 유인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OECD, 2002). 즉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원하는 생활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 맞벌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덴마크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 비유인(disincentives; 예를 들면 취업가능성 저하나 근
로시간 단축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Smith et als, 2003)된다.

3. 보육정책
경험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바는, 아동급여는 시장노동과 어
머니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보육(보조금)은 여성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06b). 특히 보육
서비스와 보조금은 여성의 전일제 근로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특히 어머니의 노동권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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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성들이 가족-관련
한 요인으로 노동시장참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명시적인 목표를 지
닌다.
덴마크는 공공보육을 통한 고용 지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아동을 자
신이 양육하려는 부모권보다 고용상태를 지속하려는 노동권이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노동권을 강조하는 기조하에서 덴마크 보육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보육에 대한 투자, 특히 영아보육에 대한 집
중적 투자이다. 1999년 현재, 0～2세 영아의 54%, 3～5세 유아의 90%, 6～
9세 취학아동의 75%가 보육시설(방과 후 포함)을 이용한다. 1970년대
20%였던 0～3세 보육 충족률이 2000년대 초 70%로 상승하는 등 여성의
일․가족 양립 여건은 현저히 증진되었다.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저연령층
에서 매우 높아 3세 미만 64%, 3세 이상 91%이다. 그리고 스웨덴보다 공
공 재정지원을 받는 아동비율이 높다.75)
덴마크의 보육의 사회화는 여성고용의 증가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현재 덴마크
는 1.7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덴마크 여성의 90%가 최소한
한 자녀를 갖고 있다. 출산율은 스웨덴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보이
기보다는 매우 안정되어 있고, 초산 시기 역시 타국보다 빠른 편이다.
덴마크에서 보육은 보통 국가와 가족 간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기업으로
하여금 일․가족 양립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다.76) 직장보육시설을 갖춘 곳은 3,000개 조사대상 기업 중 1%에
불과하였다(Hold, 1998).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로
부터 재정보조가 주어지며, 드물기는 하나 민영시설에도 재정지원이 있다.
공급과 비용지원 모두에서 공보육에 대한 투자가 월등히 앞서간다. 보육의
전반적인 목표와 틀은 시에서 관장한다. 보육시설의 설립과 감독․운영은
지방정부가 관할한다. 시설의 2/3 가량은 지방정부의 소유이다.

75) 보육의 사회화를 추진할 때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
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관계는 [그림 5-3]에서 확인할 수 있다.
76) 가족친화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체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다(Hol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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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
이기는 하나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기조는, 노동시장
에 참여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아동수당의 지급은 부모를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하
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1990년대 내내 지속되었는데, 공식적으로 2인 소
득자(dual earner) 모형을 지향하는 덴마크에서, 부모 모두가 되도록이면
전일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조세 납부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
이 사회 전체를 위해 편익이 많다는 입장이 관철되었었다. 세금 수입원이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보육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에 도움이 된
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자유주의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정
책변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77).
<표 5-5> 아동보육 등록아동 비율
연도

아동보육 이용비율
(0～2세 아동 중 비율)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1999
2001
2000
2001
2000
1999
2003
2001
2001
2000
2003
2003
1997
1998
2001

31
13
30
19
1
64
25
30
9
3
6-8
38
12
6
18

한국

2000

7

룩셈부르크

-

-

네덜란드

1997

17

뉴질랜드

2002

40

77) 고용부 정책자문관과의 인터뷰 내용(200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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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의 계속
연도

아동보육 이용비율
(0～2세 아동 중 비율)

노르웨이

1997

40

폴란드

2003

2

포르투갈

2002

22

슬로바키아 공화국

1999

46

스페인

2000

5

스웨덴

2003

65

스위스

2003

28

영국

2003

26

미국

1997

16

주 : 표 안의 ‘-’ 는 자료 이용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함. 숫자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보육
모두 포함하며, 등록 보육은 모든 국가들에서 면허를 받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보
육을 포함함. 공인 보육원이나 주민 보육이 있는 경우 역시 포함됨. 스위스의 경우
0～30개월 아동이며, 캐나다는 6개월부터 5세 아동임. 미국은 Head Start,
pre=school, pre-kindergarten, nursery school, 아동보육센터를 포함함.
출처 : www.LISproject.org

[그림 5-3] 공식 보육이용률과 어머니의 고용률
(단위 : %)
(단위 : %)

어
머
니
의
고
용
률

공식 보육 이용률

자료 : Labour Force Survey data; OECD(2004), Society at a glance; OECD, Babies
and B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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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정책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될 수 없
다. 2000년 현재 덴마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무려 85%에나 달하는데, 이
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78) 이 중 49.2%가 여성 조합원이다. 유럽
국가 중 덴마크는 중앙단위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조합까지 통계에
포착이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국적인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Eiro Online, 2004). 2003년 현재 주요 조직의 성별 분포를 보
면, LO는 여성이 48.6%, FTF는 여성이 66.9%, AC는 여성이 37.3%, LH는
여성이 18.4%로, LH가 가장 남성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깊이 관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정
책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열정적이다. 정치적으로는 LO가 덴마크 사회민
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반해, FTF와 AC는 이에 반대하여 정
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사관계는 우선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도 높은 조
직률을 가진 집중화된 조직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단체협
상에서도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업별 협약 이외에 LO와 덴마크사용자연합
회(Danish Employers' Confederation, DA) 간의 중앙협약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중앙협약에는 임금과 노동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들까지 포함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사관계의 분권화 추세에 따라 노동시간에 대해
서는 산업별 협약에서, 그리고 임금은 주로 지역 지부나 분회 차원에서 다

78) 덴마크 노동조합들의 전국적 상급단체는 덴마크노동조합총연맹(LO), 덴마크
사무직ㆍ공무원연맹(FTF), 덴마크대학졸업자연맹(AC), 덴마크행정관리직연
맹(LH)의 4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주로 숙련 및 미숙련 육체노동자들로
조직된 LO가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산하에 22개 산별노조가 가
입되어 있으며, 2003년 현재 조합원수는 약 143만 3천 명으로 1993년보다
2.6% 감소되었다. 교사, 간호사, 경찰 등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자
들로 조직된 FTF는 2003년 현재 약 35만 6천 명으로 10년 동안 5.3% 성장하
였다.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조직된 AC는 2003년 현재 약
16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동안 13.8% 늘어난 것이다.
가장 늦게 형성된 행정직들로 조직된 LH는 2003년 현재 7만 6천 명 정도로,
지난 10년간 6.9% 성장하였다(Eiro Onli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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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도 한다. 기업 단위에서는 독일의 공동결정제와 유사하게 노사협
의체(joint consultative committee)를 통해 생산성 문제, 후생복지 문제
등 작업장 차원의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랜 노사 자율의 전통에도 기인하지만, 덴마크 의회 체제의 특성에도 기
인한다. 덴마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
지 못하고 군소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왔다. 이에 따라 여러 정치세력
들 간의 합의를 지향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치문화
가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게 만들었다.
1994년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분권화의 증대로 지역노동시장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지역의 당사자들, 즉 지역의 노사단체들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노동시장정책의 모든 권한이 분산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전국
노동시장위원회는 지역노동시장위원회의 목표와 결과 도출을 위한 필수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지역노동시장위원회의 예산을 관장
한다. 이런 의미에서 덴마크의 분권화는 소위 ‘조정된 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1994년 이후 1996년, 1999년 등 세 번의 대대
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원칙은 ①
욕구 지향(needs-orientation) ② 탈집권화(decentralization) ③ 노동자-사
용자의 관여(involvement of the social partners)이다. 주요 개혁의 내용은
<표 5-6>과 같다.
덴마크는 매우 높은 소득보장과 잘 발달된 직업훈련 시스템 그리고 매
우 낮은 고용보호로 유명하다.79)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에 지출하는 정
부재정은 2001년 현재 세계 최고이며, 소극적 정책(passive)과 적극적 정
책(active) 모두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 캐나다, 영국이 모두 1985
년 대비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하향 조정한 데 비해, 덴마크는 오히려 늘렸
다(그림 5-4 참조). 덴마크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2.29로 높

79) Madsen(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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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
개혁 시점
1994

1996

1999

개혁 내용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9년에서 7년으로 줄임(급여수준은 동일), 지역노
동시장의 상황과 개인의 욕구를 감안한 activation, subsidized
employment, tailor-made training 등 도입. 조세에 노동시장 기여분
도입(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5%로 시작하여 1998년 8%까지 올림).
장기 실업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동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
activation전 4년의 수급기간을 2년으로 줄임(전체 수급기간 5년으로
감소).
조기퇴직 조건을 변경, 62세까지 퇴직을 늦출 경우 advantage 부여, 65
세 이후 퇴직할 경우 감면 혜택 부여. job center에서 6주간 실업자가
고른 교육을 연결.

으며(노르웨이 0.55, 스웨덴 1.0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도 1.62
로 높다(노르웨이 0.52, 스웨덴 1.34). 고용보조금에의 여성 수혜가 53.1%
로 타노르딕, 타OECD 국가보다 높다. 아울러 타노르딕 국가보다 노동시
장 훈련지출 비중이 높다(0.86). 그리고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급여
에 대한 조정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덴마크는 지난 10년 동안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늘린 반면 급여기간은 줄이고, 급여의 훈련조건부를 강화하
였다(OECD, 2006b). 지난 10년 동안 임시직 근로에 대한 보호의 엄격성
(EPL strictness)을 현격하게 낮추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치중
하였다(OECD, 2004b). 이는 안정성(security)정책과 결합하여 고용의 불
안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유연안전성정책의 성공으로 인해(표 5-7 참조) 덴마크는 남녀
모두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평생학습 참여인구가 60.1%로 단연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저임금 발생률 역시 5.6%로 스웨덴과
더불어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 안팎을 보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과 크게 대조된다. 1명의 근로자가 있는 가구의 빈곤율도 8.6으로 낮은
편이다.
덴마크 정부는 2000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도
공공고용안정서비스 기관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른 일자리 알선 및 훈

150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련뿐만 아니라 성 역할을 파괴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향후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덴마크 정부는 ① 남아 있
는 비유인(second earner에 대한 조세)을 제거하고 ② 가족친화적 고용관
[그림 5-4]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국제비교(GDP 대비 %)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호
주

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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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database on labour market policies.

<표 5-7> 유연안정성 삼각형 지수 : 7개국 비교
평균근속연수
(2000)
(년)

정규직의
고용보호
지수(2003)

순소득대체율
(2002)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of GDP)
(2000)

덴마크

8.3

1.5

78

1.59

필란드

10.1

2.2

77

1

프랑스

11.1

2.5

72

1.32

독일

10.5

2.7

77

1.22

이탈리아

12.2

1.8

5

0.6

스웨덴

11.5

2.9

77

1.37

영국

8.2

1.1

65

0.36

자료 : Madsen(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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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정착 및 확산시키는 것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2005년 일과 가족
위원회(Family and Working Life Commission)를 설립하여 가족의 요구
에 부응하고 유연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좋은 고용성과를 가져온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합이 노동시장
의 내부자-외부자 분절을 오히려 증대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Kastrissianakis, 2006). 즉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남녀 근로자에
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Jepsen, 2005). 한편, 다양한 고용유
연성의 방안이 일․가족 양립을 위해 강구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에게
새로운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성근로
자에게는 자기 결정, 근로의 다양성, 근무시간 조정 등이 가능한 반면, 여
성근로자에게는 비정형 근로형태가 적용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두
갈래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덴마크 여성고용의 특징은 낮은 단시간근로 비중이다. 단시간근로를 통
해 일․가족 양립과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각국의 시간제
의 자발성 여부, 조세 체계, 육아휴직의 기간, 노조의 조직력, EPL의 엄격
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는 강력한 노동조합은 단
시간근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조세 체계는 전일제를 촉진한다. 그리
고 육아휴직은 스웨덴에 비해 짧은 편으로서 전일제근로를 촉진하고 있
다. 고용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단시간근로를 사용할 유인이 크지 않
다. 그런데 과도하게 단시간근로 및 유연근로가 억제되어 온 측면도 존재
한다.
덴마크는 1998년 적극적 사회정책법(The Act on Active Social Policy)
을 시행했다. 이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에 맞추
어 사회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기존의 법들을
통폐합하여, 적극적 사회정책법, 사회서비스법, 사회부조에관한절차법, 사
회연금법 등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Stiftung, 2006). 그런
데 적극적 사회정책법은 2005년까지 그동안 덴마크 내에서 크게 활용되지
않았던 유연직종(flexjobs)을 3～4만 개 창출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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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여성정책
덴마크의 경우, 여성을 특정하여 펼치는 정책, 나아가 취약여성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부모를 위한 정책도 없으며, 저임금 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도 없다. 우선 저임금 여성이 많지 않고 저임금 함정에 오랫동
안 빠져 있을 확률도 높지 않다.
Eurostat은 전국 중위 월소득의 60%를 저임금(low pay)으로 규정지었
다. 근로빈곤층에 대해 별도의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공식적으
로 저임금에 대한 국가 통계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 통계국의
정의에 따라 산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덴마크 전체 근로자의 7%
(약 17만 5천～18만 명)가 저임금층이다(EIRO, 2002).
덴마크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자체가 높아지고 있지는 않으며,
저임금 상태에 4년 이상 머물러 있는 근로자는 전체 저임금 근로자의
20% 미만이다. 즉 오래지 않아 탈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할 확률은 낮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36%가 남성이고 여성이 64%나 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취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 4 절 사업장내 고용평등제고정책

1. 휴직 제도와 일 ․ 가족 균형
<표 5-8>은 직무환경이 개인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
어본 조사의 결과이다. 성별 구분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와 자녀의 연령
등이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제시된 퍼센트는 일․가족이 잘 양립할
만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남녀간 큰 차이는 없으나, 학령기 자녀를 두
고 있는 경우 편부가 편모보다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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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직무환경이 개인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율
(단위 : 개, %)

일가족 양립
여성

남성

전체

사례수

어린 자녀를 둔 부부

16

19

18

1,283

어린 자녀를 둔 독신

17

17

17

72

18세 이상 자녀를 둔 부부

13

17

15

1,299

18세 이상 자녀를 둔 독신

16

33

20

186

자녀가 없는 부부

12

14

13

1,804

자녀가 없는 독신

18

15

16

1,106

2

2

2

105

14

16

-

5,855

미상
전체

자료 : Danish Work Environment Cohort Study 2000, Kon, Arbejdsmiljo og Helbred
- Arbejdsmiljo in Denmark 2000, p.21, Gender mainstreaming in surveys:
Denmark(2006)에서 재인용.

<표 5-9> 남녀의 생활시간 사용 : 1987년 / 2001년
(단위 : 일일 평균 시간, 분)

1987
전 체
우선적 욕구
총 노동
-총 노동시간
-가사노동
-여가
피용인
우선적 욕구
총노동
- 총노동시간
- 가사노동
- 여가

여성
23 : 55
10 : 15
6 : 21
3 : 18
3 : 03
7 : 14
23 : 57
10 : 05
7 : 22
4 : 24
2 : 58
6 : 24

2001
남성
23 : 52
9 : 51
6 : 23
4 : 45
1 : 38
7 : 28
23 : 54
9 : 35
7 : 21
5 : 45
1 : 36
6 : 48

여성
23 : 57
10 : 54
7 : 40
3 : 53
3 : 30
5 : 40
23 : 57
10 : 34
8 : 19
4 : 45
3 : 34
5 : 04

남성
23 : 57
10 : 31
7 : 31
5 : 02
2 : 26
5 : 57
23 : 57
10 : 13
8 : 28
5 : 58
2 : 30
5 : 16

자료 : Hvad kvinder og mand bruger tiden til, Mette Lausten og Karen Sjorup, SFI,
덴마크 정부(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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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는 1987년과 2001년을 비교하여, 전체 부부와 맞벌이 부부로
나누어 일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남녀별 생활시간 소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맞벌이 부부 통계를 중심으로 보면, 1987년에 여성은 3시간 가까이
가사일을 돌보는 데 쓴 데 비해, 남성은 1시간 36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4년 만에 여성은 36분 증가하고 남성은 거의 1시간 가까이 증가하
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물론 아직도 1시간 가까이 남녀간의 차이
가 존재한다.
본격적으로 덴마크의 휴가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의 휴가(직)가
가능하다. 어머니에게는 출산 전 4주와 출산 후 14주의 휴가가 주어지며,
동 기간 중 아버지는 2주까지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14번째
주 다음에는 10주간의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임신 기간 중 진단 및 검진을
위한 휴가는 여성에게만 주어진다. 공공부문과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근로자들은 대개 100%의 소득을 보전받지만, 민간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단체협상의 내용에 의해 좌우된다.
<표 5-10> 덴마크 양육관련 휴가의 특징
휴가기간
산전후
휴가

출산시
배우자
휴가

육아휴직

출산 전 4주+출산 후 14주=18주, 공공부문은 보통 더 길게 적용

휴가급여

사용자와 협의, 공공부문은 주로 소득대체율 100%

기타

임신관련 진단ㆍ검진을 위한 시간 허용(time off)
산전후휴가가 끝나고 10주를 추가로 쉴 수 있음. 급여는 사용자와 협상

급여 지급자

일반조세 +직종별로 분리된 사용자-피용인 기금

휴가기간

출산 후 첫 14주 내에 2주 동안 사용가능

휴가급여

사용자와 협의, 공공부문은 주로 소득대체율 100%
전일제 기준으로 세전 DKK 641이 상한이다.

명칭

childcare leave

급여 지급자

일반조세(60%)+직종별로 분리된 사용자-피용인 기금

시기

최대 50주(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32주). 사용자와
협상 사항.
2)
부ㆍ모 각자에게 32주 부여(기존의 2주간의 할당분은 폐지되었으나 ,
이러한 이유로 확대휴가제도로 불림). 부모가 동시 사용가능. 단, 유급
휴가는 64주가 아니라 32주임.
이 중 8～13주는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연기(延期) 가능. 아동이 8세
가 되기 전에 사용자가 바뀔 경우 새 직장의 계약에 따름.
2003년 출생아 어머니의 93%, 아버지의 62%가 휴가를 이용.

1)

아동연령 제한 0～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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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의 계속
명칭

child sick leave

급여

소득대체율 100%

급여 지급자

일반조세+직종별로 분리된 사용자-피용인 기금

시기

아동이 아픈 첫날 하루 휴가(공공부문), 연간 아동 1인당 2일까지 가능
(지자체), 단체협상 사안(민간 영역)
아동이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8일까지 유급휴가 가능*.
육아휴직에 이어 자녀가 아프거나 추가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8～14주
까지 휴가 가능(급여는 협상).

자녀
간병휴가

아동연령 제한 0～8세

주 : * EIRO online 2000 “equal opportunities,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 장기요양제도가 발달하여 별도의 가족간호휴가는 없음.
*** 아동 입양시 별도의 규정은 없고, 출산ㆍ육아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1) 고용부 정책자문관과의 면담 내용(2006. 8.24.)
2)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방식이다(1999～2001년 기간 동안 시행, 2002년 폐
지). 폐지 전에 남편의 약 20%가 사용하였다. 2001년에 정권을 잡은 다수당이
보수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할당제가 폐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수준을 높여서 남성의 참여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료 : Consolidation Act on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as regards Access
to Employment and Maternity Leave 2002, Fine-Davis 2004(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법조문에 의거).

<표 5-1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와 부의 평균 휴가기간
(단위 : 주)
스웨덴(1993～98)
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부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휴직을 이용한 아버지의 비중
덴마크(1993～96)
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부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휴직을 이용한 아버지의 비중

첫째 아이
40.2
4.4
77%
첫째 아
30.6
1.3
59%

둘째 아이
42.5
3.8
69%
둘째 아
31.4
1.3
59%

셋째아이 이상
43.1
4.0
72%
셋째아 이상
32.5
1.2
58%

전반적으로 휴가 제도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요구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스웨덴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
용하면서 휴직 함정(leave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도 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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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오래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연공서열(seniority), 연금
권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되는 불이
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0～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육아휴직제도
는 1992년에 도입되었다. 부모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실업에 대한 대응이
자 노동시장 내의 직무전환(job rotation)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
되었다(OECD, 2002). 1990년대 초에는 보육시설의 대기자 줄을 줄이는 방
법으로도 여겨졌다. 1994년에는 권리가 강화되어 실업 중이거나 공공부조
의 대상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휴직하는 피용자이 늘어날
경우 발생할 노동력 부족을 염려하여 그 후 1997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수
당의 소득대체율을 60%까지 낮추었다. 현재는 권리로서의 부분과 협약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 자녀들(0～3세)은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코펜하겐의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덴마크의 어머니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조정할
의사가 낮았고, 양육을 위해 근로를 잠시 중단할 의사는 높았다(어머니
92%, 아버지 62.5%). 현재의 제도와 프로그램하에서 자녀가 본인들의 생
활과 여가시간에 미치는 (부정적인)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적인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 역시 낮
았다.
부모들이 인지하는 일터의 유연성은 4개국 중 가장 높았고, 자녀를 직
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 집으로 전화를 거는 것, 아이와 관련한 사무를 보
는 것 등의 가능성이 높게 보고되었다. 대체적으로 덴마크의 직장이 수용
적이라고 평가된다. 건강, 일, 가족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전반적인 삶 등
에 대한 만족도 역시 덴마크가 가장 높았다.
1991년에는 55%에 그쳤던 배우자출산휴가 이용률이 1999년에는 67%
로 상승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는 큰 변동 없이 72～74%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하는 남자는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인식이
널러 퍼져 있지만, 소득대체가 100%가 되지 않고 경력에 손해를 볼 수 있
다는 판단으로 남성의 아버지 역할이 일정하게 제한되고 있다. 다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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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가족정책과 여성고용률 및 출산율과의 관계
A. 가족친화적 정책과
여성고용률

B. 가족친화적 정책과
총 출산율
총
출
산
율

여
성
고
용
률

일-가족 양립 정책지표

일-가족 양립 정책지표

자료 : OECD(2001)

국가에 비해 평등적이고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덴마크에서도 일․가족
양립은 주로 여성근로자의 몫이다.
스웨덴과 비교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평균 휴가 활용도와
휴가기간을 보면, 대체로 아버지의 휴가 사용률은 덴마크가 스웨덴보다
낮다. 여전히 육아휴직의 이용자 중 93%는 어머니이고, 정치ㆍ정책적 관
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남성의 부성권 행사와 가사참여 등은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중앙단위 육아휴직기금을 조성하여 모든 사업장에 동일
한 급여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다. 단체협상을
거치면서 최대 액수가 달라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Stiftung, 2005).

2. 임금격차와 적극적 조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덴마크 남녀의 임금격차는 블루칼라
의 경우 27%에서 15%로, 화이트칼라는 38%에서 27%로 현저히 줄어들었
다(EIRO, 2002). 그리고 현재는 공공부문은 2%, 민간부문은 12%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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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2001년은 덴마크에서 동등임금법이 제정된 후 25년째 되는 해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측도 남녀의 임금격차가 잔존하고 있는
점에 대해 토론을 지속하고 있고, 2002년부터는 피용자가 10인 이상인 사
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그 관심이 높
은 편이다. 그러나 사용자를 중심으로, 교육부문 선택부터 직종 선택까지
남성과 여성이 다른 선택을 하는 패턴에서 일부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 아니냐는 견해가 존재한다. 즉 차별로 인한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최근 정부혁신(신공공행정 도입)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성과급(performance pay system) 임금체계가 도입되고 있어
서, 이것이 남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새로이 정비한 임금통계관리방식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Pedersen and Deding, 2002), 민간, 중앙, 지방공공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임금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민간 시장이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매우 크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임금격차가 가장 낮다.
[그림 5-7]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고용률 : 20～64세
1)

성별임금격차(%)

2)

여성고용률(%)

주 : 1) 남녀 평균 시간당 임금의 퍼센트 차이.
2) 임금고용(wage and salary employment) 여성의 비중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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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영역별 남녀 임금격차: 남성임금(=100) 대비 여성임금 수준(2002)

민간
Earnings DKK/hourly wage
Earnings DKK/performed working time
중앙정부
Earnings DKK/hourly wage
Earnings DKK/performed
시 정부
Earnings DKK/hourly wage
Earnings DKK/performed

설명
전체
되지
않는 부분

인적
자본

직업

3.5
3.3

0.9
0.7

12.6
12.1

17.0
16.1

4.7
4.9

3.4
3.7

1.6
-1.5

9.7
7.1

6.9
6.5

2.6
2.4

2.1
-3.0

11.6
5.9

주 : HC는 Human Capital.
자료 : Gender mainstreaming in surveys: Denmark(2006).

<표 5-13> 산업별․성별 임금격차 :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수준
농업, 원예업, 임업
건설, 건축
교통 운수

민간기업
76
79

지자체 공무원 중앙정부 공무원
83
79
99
92

체송 및 전송
비즈니스
공공 행정

82
72
99

81

84
93

교육

90

93

85

사회 복지

90

94

98

결사, 문화, 혁신

85

101

93

기타

84

85

81

78

83

91

전 체
자료 : Pedersen and Deding, p.18.

남녀 임금격차를 직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임금을 100으로 볼
때 산업에 따라 여전히 12～9%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행정,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덴마크는 노조조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상의 강제성이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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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4.0 만점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모든 노르딕 국가에서 공통적임). 북
유럽국가 중 임금협상의 분권화를 가장 처음 시행한 것은 1981년의 덴마
크 특히 금속산업 부문에서였고, 세계화가 심화된 후 덴마크가 단체협상
및 3자 협의 제도에서 다른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다
고 분석된다.
1990년대 이후 덴마크의 단체협상 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이
유 중 하나는 단체협약이 유연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80) 그에 따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는 안전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특히
최근의 단체협상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의 임금협상 시스템은 외형적으로는 스웨덴과 유사
해 보이나, 스웨덴과 달리 정부의 중재 또는 의회에 의한 직접적인 임금
설정이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1980년대에 나타났는데 임금협상의 분권화가 스웨덴
에서는 심화된 반면, 덴마크에서는 1990년대 들어 제조업 부문에서 다시
집중화된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남녀 임금격차와 관련한 법률은 1975년 제정된 동등임금법(Act on
Equal Pay)이 있다81). 임금차별과 관련한 불만이나 차별이 발생시, 법정에
서 해결하거나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EIRO, 2002). 1985～2000년 사이에 법정을 통해 사건이 해결된 경우는 45
건이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간 경우는 동일 기간 동안 1건이 유일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 사항에 동등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중재위원회에 넘겨진다. 이 밖에 별도의
양성평등관리위원회(Gender Equality Board, Ligestillingsnaevnet)에서 처
리될 수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별도의 분쟁해결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거
나 의사가 없을 때에만 양성평등관리위원회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양
성평등 장관의 위임에 따라 양성평등관리위원회에서는 임금차별을 받은
자에게 보상(compensation)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
으며, 해고 등을 무효 처분할 권리도 있다.
80) 최저임금(minimum wage)을 정하는 별도의 관련 법은 없다(EIRO, 2002).
81) Article 1, litra 4에 직종 및 직무평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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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임금협상은 1970년대 이후 점차 분권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집
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조정(co-ordination)력 역시 1970년대 이후
거의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섭 과정의 분권화는 로컬 파트너
간의 임금결정 및 사업장 수준에서의 임금결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Kastrissianakis, 2006).
최근에는 법집행이 아닌 단체협상을 통해 근로여건이 달라지는 관행
상, 단체협상 자체가 성평등을 살리지 못하면 차별적인 관행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중요한 안건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평등인지적 협상
(equality-aware bargaining)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다
(EIRO online, 2000) 2004년의 경우 급여, 근로시간, 동등기회(central fund
제안), 훈련 및 기술개발, 차별금지법 개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eiro.eurofound.eu.int). 아직 덴마크에는 동등임금법의
적용을 위한 직무분석(job evaluation)이 공식적ㆍ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O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직무분석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EIRO,
2002).
덴마크에서는 미국에서 실시되는 강력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
(affirmative action)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조약에 이어 차별의 근거를
확대한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차별금지 및 동등임금 분야에서 적용되
고 있다. EC 차원에서 남녀 동등임금원칙은 1957 Article 119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지침을 수립하였고, 동등임금 관련 지침은
1975년 강화된 바 있다. 덴마크 정부 내에 담당 조직으로는 1973년 설립된
국립사회고충처리위원회(The National Social Appeals Board)가 있다. 이
위원회는 사회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회문제와 고용을 포함하여 고충을
처리한다. 유관 위원회로 노동시장고충처리위원회(Labor Market Appeals
Board)가 있으며, 고용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육아휴직, 직업훈련, 고
용계약, 휴가 및 장애급여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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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정책추진 체계

1. 여성고용 관련 행정기구 및 법제
덴마크는 여성고용과 관련하여 국내 중앙부서로서,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내부의 양성평등국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있다. 2005년 말에
만들어진 일․가족 양립위원회의 활동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첫 실태보
고서는 2007년도 발간 예정으로 있다.
고용부에서는 조직도상 명시적인 여성고용 관련 하위 부서를 찾기 힘들
며, 여성고용담당자문관이 있다. 성주류화는 사회부 내의 양성평등국에서
[그림 5-8] 일반 노동시장정책의 전달체계 흐름
의회(국회)
국가노동시장 협의회
(정부의) 고용부서

자문

고용부에 의해 임명된 의장 1명
9개 사용자 연합
11개 노동조합
1개 주협의회 연합
덴마크의 3개 지방정부
코펜하겐과 Fr.Brg의 지방자치제

국가노동시장 당국
통제
관리
행정
통계

정부지출금
목표
조직

14개 지역노동시장협의회

공립 고용서비스
14개 지역센터
77개 지방사무소

연간 4번의
피드백

목표
측정

6개 사용자연합(단체)
8개 노동조합
3개 지역협의회
4개의 지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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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며(현재 1부 2장관 체제),82) 평등국의 다른 업무는 폭력, 성매매등
이다. 한편, 가족(과 소비자)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다.
한편, 덴마크는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지자체 역할의 비
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민․관의 협조를 통한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가 발달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한 노동정
책에서도 지자체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범부처를 아우르는 성주류화 1차 국가계획(2002～2006)이 추진 중
에 있으며, 올해 종료될 것이다. 덴마크의 성평등 관련 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이다 : 남녀평등법(Gender Equality Act), 고용 및 휴직에서 남녀
동등처우에 관한 법(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with regards
to Employment and Parental Leave),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등. 이
[그림 5-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전달체계 흐름
의회(국회)

(정부의) 고용부서

포괄적인 노동시장 협의회

자문

2개의 고용부
1개의 사용자 연합
2개의 노동조합
1개 주협의회 연합
1개 덴마크 지방정부
1개의 장애인 기관 협의회

행정

275개의 지방협의회

지원

연간보고

목표
지방자치 사회서비스
부서

147개의 예방적인 노동시장 측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최소의 1개의
1개의
2개의
1개의
1개의

지방협의회
사용자연합
노동조합
장애인 기관 협의회
국가노동시장 기관

82) 사회부 내에 사회부장관 및 양성평등장관(Minister of Gender Equality)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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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주요 법령 및 내용
법명

남녀평등법

2000년 제정/ 2003년 최
종 개정
동등한 사회통합과 영향
력, 기회 등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의 직간접 차별
을 금지. 간접차별의 정
의 제공. 성희롱 방지와
위반시 보상에 대한 명
시. 사용자와 공공행정조
직의 의무 명시. 주요 위
원회와 협의기구의 남녀
동수 위원 의무화.
주요내용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일
차적으로 사회부 산하 양
성평등장관의 임무. 모든
부처와 정부기관이 양성
평등 보고서를 격년으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주요 내용 명시. 양성평
등관리위원회(gender
equality board)의 구성
과 업무에 대한 원칙 제
시.
제ㆍ개정

동일임금법
2000년 제정/ 2003년 최
종 개정
간접차별의 정의 명시.
근로의 가치평가 및 사업
장 단위 성별 임금통계
제출 의무화(10인 이상
고용사업장). 사용자-피
용인 간 분쟁발생시 피용
인의 권리(보상 포함)와
사용자의 의무 명시. 성
별 임금에 대한 보고는
노동부와 양성평등장관
이 공동담당(3년 주기)

동등처우법
(고용 및 휴가 관련)
1989년 제정/ 2002년 최
종 개정
(1992년 EEC Directive
에 따름)
임신, 결혼, 입양, 기타
가족관련 지위에 따른 차
별 금지. 채용, 전환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재)훈련, 취업지도 등에
서 차별 금지. 단체협약
에 동일(유사)한 조항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이 먼
저 적용.
휴직기간 및 연기(延期)
사용권 명시. 단체협약에
본 권리를 위반하는 내용
이 있을 시 무효.
더 상세한 규칙 제시는
양성평등장관의 권리.
예외조항 명시(예: 업무
특성상 특정 성(性)이 필
요할 때).

밖에도 동등기회법(Law o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and Men)이
있다. 주요 법령 내용은 <표 5-14>와 같다.

2. 덴마크의 여성운동
덴마크 최초의 여성운동조직은 1909년에 결성된 덴마크여성회이다. 그
당시 핵심 이슈는 교육권과 기혼여성의 법적 권리 등이었고, 그 이후 선거
권 획득으로 이어졌다(Dahlerup, 2002). 한편, 여성운동에서는 노동권을
주창하지 않았는데, 이는 1885년에 결성된 미숙련여성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 이미 착취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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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운동에서는 노동권 자체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환경 개선 등
이 쟁점이 되었다. 이렇게 다른 쟁점을 지니고 있던 일반 여성운동과 여성
노동운동측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전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후자는
사회주의적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실히 그 조직 대상이 분리된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소강 상태였던 여성 노동운동
은 1919년 공공부문 남녀 임금평등법 제정, 1921년 목회 및 군대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등 일련의 성과를 거
둔다. 1960년대에는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권이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서 노동공급 부족과 맞물리게 된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보육, 휴직, 고용
평등 등 실질적인 권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동의 역량이 집결된다.
한편, 중산층 중심의 일반 여성운동은 차츰 그 정당성과 대표성을 잃어
갔고, 1970년대와 1980년대 급진적 여성운동이 전개되면서 성역할 논쟁,
레드스타킹(Redstocking)운동83) 등이 좌파운동의 일환으로 움직이게 된
다. 급진적인 색채는 1970년대가 끝나면서 사라지고, 1980년대부터 여성운
동은 전문화 단계로 접어드는데 피임, 낙태, 동일급여, 폭력 위기개입센터,
산전후휴가, 가사분담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사회 여론을 각성시키는 노
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에는 여성운동의 주장이 대부분 성취되었다는 평가가 팽배하
게 되었고, 여성운동도 그 추진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젊은
여성주의 운동단체들은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 등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제 6 절 결론과 함의

덴마크는 독특한 정책조합을 가지고 있다. 2인 소득자 모형(dual-earner
model)에 대한 정책적 지원(조세, 공공보육 등), 공공부문 서비스 분야의
83) Red는 사회혁명을 상징, 스타킹은 교육받은 여성을 상징, 즉 여성해방운동을
일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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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흡수, 시장에서의 평등제고(특히 전일제 중심 고용과 시간제 줄이
기),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 아직도 유효한 중앙수준(peak-level) 협상과
활발한 노․사․정 협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단축 및 노동시장참여 연
계 강화, 높은 개인소득세와 높은 복지지출 유지 등이 그것이다.
스칸디나비아국가 내부의 차이를 분석한 Ellingsaeter(1997)의 연구에
의하면, 노르웨이에 비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일찍이 학령기 전 아동
을 둔 어머니의 노동시장 통합이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남성이 부양 책
임자’라는 개념은 덴마크나 스웨덴에서는 공통적으로 매우 미미하다. 반면
남성이 주요한 책임자이되 여성이 도와주는(소위 women as junior
supporters) 모형의 선호에서는 두 나라에 차이가 나타난다. 덴마크에서는
완전 분담 모형에 대한 선호가 63%이고 도우미 모형 선호는 28%였는 데
반해, 스웨덴은 전자가 55%에 그치고 후자는 36%로 높았다. 이는 단시간
근로에 대한 스웨덴의 선호와 덴마크의 강한 반대라는 차이와 맥락을 같
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정책 모델은 남녀 모두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인소득자 모형을 남녀평등 모형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후 6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통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지난 30년 동안 보육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동안 여성의 단시간근로가 현격히 줄어들고 여성고용률뿐만 아
니라 전일제근로가 크게 늘어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이혼 등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시장노동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음).
특히 나이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이 매우 발달해 있고, 평균 시설
이용 아동 1명당 1년에 6,300달러를 지원하는 커다란 공적 재정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에서 전일제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Babies and Bosses, 2002).
보육 제도의 양육지원 효과, 나아가 일․가족 양립지원 효과의 우수성
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휴직이 자녀가 어릴 때에 주로
국한되는 데 반해 보육시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포함할 때 학령기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둘째, 휴직기간 동안에는 100%의 급
여를 받는 근로자가 드물기 때문에, 소득상실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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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셋째, 남녀평등 측면에서 볼 때, 휴가를 주로 어머니가 사용하
고 그 기간 동안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숙련
손실과 경력악화 및 임금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생
후 6개월부터 보육시설 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휴직을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사용
하고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임금손실 등이 거의 없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Datta Gupta & Smith, 2002; Gornick, 2003).
덴마크는 이렇게 현금보다는 보육서비스에 지출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자녀 양육기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가마다 상이한 입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덴마크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여성고용촉
진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현
금혜택은 여성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유연근무시간이나 재택근무 등은 상대
적으로 미발달한 편이고, 단체협약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것은,
직장의 1/3 가량이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근로자가 자녀를 직장에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Pederson, 1998). 공공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보육에 투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정책을 추진하며,
다른 영역은 노․사 협상 영역으로 맡겨두고 있다.
많은 근로조건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급여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되
는 것에 비해, 보육제도는 공공정책에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휴직 제도의
<표 5-15> 가족정책의 지출 수준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0.2

0.1

0.1

가족 현금 혜택

2.2

1.0

0.7

보육

0.3

2.1

0.2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

-

0.5

0.2

2.7

3.7

1.2

1)

가족서비스(보육은 제외)
2)

전 체

주 : 1) 1998 통계.
2)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는 저소득 가구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 OECD, Babies and Boss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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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부가 일반조세로 지원하는 55～60%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는 단체협상과 직종별 기금(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조성)에서 지
급한다84). 이때 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그 가구의 빈곤을 막고, 가계지출
이 많은 자녀 양육기간에 소득을 유지시켜 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
러한 구조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덴마크
여성의 높은 고용률을 가능케 하고 있다. 기업이 여성근로자를 차별할 동
기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큰 틀을 정부가 규제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공지출을 늘리는 구조,
부모권보다 노동권, 이민자 통합관련 정책으로 지역정부의 관심사가 이동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는 젠더 평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바뀔 조심스런 전
망도 상존한다85).
흔히 고려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인 보육, 휴가, 시간제근무 중 덴
마크는 보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국가이다. 법에서는 최소한의 표준
적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고, 단체협상에서 많은 실질적 내용들이 다루어
진다.
개인 소득세가 높은 조세구조, 실업수당의 높은 수준, 높은 노조조직률
과 단체교섭 적용률, 높은 보육시설 공급률과 재정보조 등 덴마크는 한국
과 대조되는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단순한 정책 수용이 불가
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덴마크 정부가 여성고용률, 특
히 전일제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노
력한 정책적 역사를 통해서는 많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덴마크 노동시장도 남녀 임금격차, 직종분리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남아 있기는 하나, 높은 고용률을 성취하고 전일제 지향의 각종 제도를
정비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단, 사용자가 명시적 차별의 시정에만 관심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유연안정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성 근
로자에게 미칠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덴마크는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회이다.
84)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금속노조처럼 여성근로자가 매우 적은(1～2%) 경우
는 여성이 휴직할 때 매우 불리하다.
85) 코펜하겐 코뮨 통합정책 담당관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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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오랜 전통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광범위한 정부 재정투자와 (집권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
관된 정책 추진은 여성에게 별로 불리하지 않은 노동시장 여건을 창출하
였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히 공공
부문) 임금형평성 확보 노력과 단시간근로 감소 노력으로, 여성에게 중첩
되어 나타나는 불안정고용과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역시 강
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의 대대적인 확충을 준비하는 한국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지점이다.
덴마크는 스웨덴에 비해 휴가 제도나 탄력적 근무 제도 등에서 유연성
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직종분리도 개선되고 있고, 영아
를 둔 여성의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6개
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발달과 정부의 재정보조에 기인하며,
이는 다시 임금격차의 감소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과의 대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공공 영역의 일자리를 통한 여성노동력 흡수라는
큰 맥락에서 성취가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서 최근 남녀 임금격차나 성주류화 접근에 정책적 관
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고학
력 여성의 높은 성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덴마크 고학력 여성은 임금격차,
유리천장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2005년에 설립된 일․가족 양립위
원회에서 양립지원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덴마크 특유의 유연안정성 정책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
는다면,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시장내 동등지위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덴마크 모형의 유일한 단점은 고비용의 시스템이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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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적 함의

제 1 절 4개국의 여성고용 비교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고
용률이 높은 나라들이다. OECD 평균 15세에서 64세 사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5년 기준 60.4%인 데 비해 캐나다는 73.1%, 스웨덴은 76.9%,
영국은 69.7%, 덴마크는 75.1%이다. 고용률 역시 OECD 평균이 57.8%인
데 비해 캐나다는 68.3%, 스웨덴은 72.8%, 영국은 66.8%, 덴마크는 70.8%
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05년 기준 52.5%로 OECD 평균
과 비교할 때는 5.3%포인트 차이가 나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개국과는
17.2%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연령대인 25～54세 사이 고
용률은 19.7%포인트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일반적으로 연령대별 고용률을 비교하면 한국은 M자형 곡선으로 여성
의 출산 및 육아 시기에 고용률이 하락하는 데 비하여, 선진국은 역U자형
또는 고원형으로 출산 및 육아 시기에도 여성고용률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것은 30～34세 시기의 고용률을 25～54세
고용률과 비교하는 것이다. 4개국 모두 비록 30～34세 고용률이 25～54세
고용률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영국이 3.8%로 상대적으로 높고 그 이외는
1～2%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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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량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4개국 모두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다. 그리고 1년 이상 실업상태를 지속하는 장기실업자의 비율
도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한국의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
율은 OECD 평균 및 4개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여성 실업률이 3.6%
로 OECD 평균 7%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며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OECD 평균이 33%인 데 비해 한국은 0.4%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표 6-1> 노동시장 주요 지표 : 한국과 OECD 평균
한국

OECD

1980 1990a 2000 2003 2005 1980 1990 2000 2003 2005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대비)
전체

..

63.3 64.2 65.3 66.3 68.1 70.0 70.1 69.8 70.3

남자

..

77.1 76.9 77.9 78.2 83.9 82.1 81.0 80.2 80.3

여자

..

49.9 51.8 52.9 54.5 52.9 58.1 59.3 59.6 60.4
고용률 (15～64세 인구 대비)

전체

..

61.7 61.5 63.0 63.7 64.2 65.6 65.7 64.9 65.5

남자

..

75.0 73.1 75.0 75.0 79.5 77.5 76.3 74.7 75.1

여자

..

48.8 50.1 51.1 52.5 49.3 53.9 55.3 55.3 57.8

여자, 25세～54세

..

53.0 56.0 56.8 58.6 53.6 61.6 64.0 64.1 65.1

여자, 30세～34세

..

48.7 47.3 48.4

..

52.4 60.2 61.5 61.1

..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30시간 이하) 고용 비율, 15세 이상
전체

..

6.7

9.7

10.9 12.2

9.6

11.1 12.2 14.8 15.4

남자

..

4.4

6.9

7.7

5.2

5.0

여자

..

10.1 13.5 15.6 16.8 15.7 19.5 20.7 24.8 25.5

전체

..

2.5

4.3

3.5

3.9

5.8

6.3

6.2

7.1

6.7

남자

..

2.8

4.9

3.7

4.1

5.2

5.7

5.8

6.9

6.5

여자

..

2.1

3.5

3.3

3.6

6.7

7.1

6.8

7.3

7.0

9.0

5.9

7.2

7.4

실업률 (15～64세 인구 대비)

장기실업자 (전체 실업자 대비)
전체

..

..

..

0.6

0.8

12.7 31.2 31.6 31.0 32.9

남자

..

..

..

0.7

1.0

12.5 30.0 30.2 30.2 32.8

여자

..

..

..

0.3

0.4

12.9 32.5 33.1 31.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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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의 비중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실망실업자들이 대거 발생하여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아예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도적 환경의 차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실업보험 제도가 관대할수록
실질적으로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지만 실업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이의 비중이 높아진다.
4개국이 공히 여성고용의 선진국이지만 국가별로 단시간근로와 관련하
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시간을 기준으로 한 단시간근로 비중의
차이를 보면 영국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여성의
40% 정도가 단시간근로자이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20%, 캐나다와 덴마
크는 OECD 평균인 25% 수준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남
성 단시간근로의 비중은 10% 내외로 큰 차이가 없다.
단시간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와 스웨덴
의 경우 단시간근로를 원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과반수를 넘지만 영국의
경우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와 자녀 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라는 것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 북유럽형 국가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가 발달하지 못해 여성이 가정생산에 투입해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
해 주는 영국의 제도로 인해 사용자측에서 전일제 일자리보다 반일제 일
자리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임시직의 비중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1～
3%포인트 정도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점은 한국의 여성고용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선진국의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여러 주제들에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은 선진국에서 그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다. 여성 비정
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적 해법이 절실하며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
구된다.
이상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
보았는데 이들이 경제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구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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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하다. 제1장(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에 따라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male breadwinner model)과 맞벌이 모형
(dual earner model)이라는 유형으로 구분되며, 맞벌이 모형은 둘다 전일
제근로를 하는 1+1 모형과, 한쪽은 단시간근로를 하는 1+1/2 모형으로 구
분된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둘다 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덴마크와 스웨
덴에서는 매우 높다. 80% 이상의 부부가 둘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덴
<표 6-2> 노동시장 주요 지표 : 캐나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
캐나다

퀘벡
주

스웨덴

영국

덴마크

1980 1990 2000 2003 2005 2003 1980 1990 2000 2003 2005 1980 1990 2000 2003 2005 1980 1990 2000 2003 2005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대비)
전체

71.5 76.6 76.3 78.1 77.8 77.0 81.7 84.6 78.9 78.9

..

74.8 77.8 76.6 76.6 76.1

..

82.4 80.0 79.4 79.4

남자

85.7 84.9 82.1 83.2 82.5 82.3 87.9 86.7 81.2 80.8

..

87.9 88.3 84.3 83.9 82.8

..

87.1 84.0 84.0 83.6

여자

57.2 68.3 70.5 73.0 73.1 71.6 75.3 82.5 76.4 76.9

..

61.7 67.3 68.9 69.2 69.7

..

77.6 75.9 74.8 75.1

고용률 (15～64세 인구 대비)
전체

66.0 70.3 71.1 72.1 72.5 69.9 79.9 83.1 74.2 74.3

..

65.9 72.5 72.4 72.9 72.6

..

75.4 76.4 75.1 75.5

남자

79.6 77.8 76.3 76.5 76.7 74.3 86.2 85.2 76.1 75.6

..

77.4 82.1 79.1 79.3 78.6

..

80.1 80.7 79.7 80.1

여자

52.5 62.7 65.8 67.7 68.3 65.4 73.4 81.0 72.2 72.8

..

54.5 62.8 65.5 66.4 66.8

..

70.6 72.1 70.5 70.8

여자,
55.7 69.7 74.0 75.7 76.5 74.7 81.6 89.7 81.7 81.7 .. 60.3 68.6 73.1 74.1 74.9
25～54세
여자,
56.1 69.5 74.7 75.3 .. 75.1 .. 89.1 80.1 79.2 .. 52.3 64.4 71.3 70.3 ..
30～34세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30시간 이하) 고용 비율, 15세 이상
전체

14.4 17.1 18.1 18.8 18.3 18.4 16.8 14.5 14.0 14.1

..

..

..

..

..

..

..

78.9 80.0
..

..

19.6 20.1 23.0 23.3 23.6

..

19.2 15.7 15.8 18.0

남자

6.9 9.2 10.3 11.0 10.8 11.0 4.9 5.3 7.3 7.9

..

4.2 5.3 8.6 9.6 10.0

..

10.2 8.9 10.5 12.0

여자

26.0 26.9 27.3 27.9 26.9 27.0 29.8 24.5 21.4 20.6

..

41.2 39.5 40.8 40.1 39.3

..

29.6 23.5 21.9 24.9

..

8,5

실업률 (15～64세 인구 대비)
전체

7.6 8.2 6.9 7.7 6.8 9.2 2.3 1.8 5.9 5.8

..

11.9 6.8 5.6 4.9 4.6

4.5 5.5 4.9

남자

7.1 8.3 7.0 8.1 7.1 9.7 2.0 1.8 6.3 6.4

..

12.0 7.1 6.1 5.5 5.1

..

8.0 4.0.. 5.2 4.2

여자

8.3 8.1 6.7 7.3 6.5 8.6 2.6 1.8 5.4 5.3

..

11.6 6.6 4.8 4.1 4.1

..

9.0 5.0 5.8 5.6

전체

5.3 7.2 11.2 10.1 9.6 6.7 5.5 12.1 26.4 17.8

..

46.3 34.4 28.0 23.0 22.4

..

49.3 32.7 19.9 25.9

남자

5.6 7.9 12.2 11.4 10.1 8.5 6.8 12.3 29.3 19.6

..

52.7 41.8 33.7 26.5 26.2

..

55.2 31.7 21.8 29.7

여자

5.0 6.2 10.0 8.4 9.1 4.3 4.4 11.8 22.8 15.3

..

35.7 23.7 19.0 17.1 16.9

..

44.6 33.4 17.9 22.7

- 장기실업자 (전체 실업자 대비)

주 : 1) 한국 = 1990년 대신 1991년.
2) 한국 = 근로시간 35시간이하.
자료 : OECD(2002); OECD(2005a);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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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단시간근로의 이유 : 2001
(단위: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EEA
EUR-12
EU-15

풀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9.7
18.2
14.8
35.9
22.7
11.2
43.9
7.7
9.9
30.4
2.0
8.9
19.7
21.2
23.5
3.1
6.8
13.4
15.2
13.4

풀타임
일자리를
원하지
않아서
16.5
8.6
59.0
22.5
67.0
16.2
36.4
52.5
73.6
28.1
55.5
72.9
62.9
20.0
10.5
52.3
19.8
15.6
32.7
36.1
32.1

교육 또는
훈련
때문에
3.8
0.8
23.5
24.9
5.8
4.6
22.7
13.0
2.8
9.5
17.2
4.1
4.9
10.4
7.1
10.8
7.5
5.6
7.3

질병 또는
장애
때문에
1.1
1.8
2.3
2.4
4.5
2.0
4.5
1.1
1.1
3.0
16.5
7.0
3.0
1.7
2.4
2.4
2.4

기타
25.1
43.8
4.3
13.3
9.8
31.6
15.3
0.9
26.5
50.5
6.2
14.5
19.1
11.1
9.2
11.3

무응답
3.5
2.6
6.0
6.0
7.9
0.9
0.5
0.3
2.2
2.9
2.1

자녀 또는
성인을
돌보기
위해
43.8
26.8
9.6
62.5
12.2
7.5
13.2
11.7
52.1
45.7
30.8
28.7
31.4

주 : 파트타임 근로 중인 여성 중의 비중임.
출처 : Jaumotte(2004).

마크의 경우가 풀타임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1과 1/2 모델의 비중이 덴마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맞벌이
모형 중에서도 1과 1의 모델은 아직은 덴마크 정도의 수준에서 가능한 것
으로 보이고 1과 1/2의 모델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에 가까운 1+0모델이 북유
럽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캐나다와 영국은 여성이 전일제근로
를 하느냐 아니면 단시간근로를 하느냐와 관련하여 극적으로 구분된다.
캐나다는 스웨덴보다 더 전일제근로를 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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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시간제 여성근로자가 매우 많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수준이 스웨
덴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영국의 경우 남성 생계
부양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전일제 여성근로자가 적기 때문이며, 스웨
덴은 여성이 일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와 영국의 맞벌이 비율 60%대와 비교할 때 40%에
불과하여 북유럽형은 말할 것도 없고 영미형 국가보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취업
기혼여성 중 78.7%) 풀타임 일자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1과 1의 모델이 오
히려 영국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점은 단시간근로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여
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성고용에 있어 영유아기 양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존재는 매
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4개국은 모두 M자형 커브를 탈
피하여 고원형 커브를 실현하고 있다. M자형 여성고용과 고원형 여성고
용의 차이는 큰 차이를 낳는 것처럼 영유아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크게 저해한다.
[그림 6-1] 국가별 가족유형 비교
남성-생계부양자(1+0)

M a le - b r e a d w in n e r
80
70
60
50
40
30
20
10
0

남성 전일제,
여성 파트타임
O n e a n d h a lf
(1과 1/2)

D u a l (1과1)
e a rn e r
맞벌이

한국
K한국
o re a

자료 : <표 6-4>를 재구성.

C캐나다
a n캐나다
ada

스웨덴
S w스웨덴
eden

영국
U영국
K

덴마크
Den
m a rk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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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아동이 있는 부부의 경제적 지위

2000
2001
2002
2003
2004
1981
1991
1996
2001
2002
2000
2003
1991
1999

부부 중 한 명만 취업한 경우
부부가 모두 취업한 경우
둘다
모두
모두
한명만
미취업 전체 전일제 시간제 미확인 전체 전일
시간 미확인
전일제
제
제
한국
4.61 56.03 52.25 3.66
0.12 39.36 29.02 9.40 0.47
0.47
3.04 56.25 52.82 3.11
0.32 40.71 29.36 9.77 1.14
0.44
2.31 53.95 51.03 2.86
0.07 43.74 33.61 9.25 0.68
0.21
4.09 61.42 58.53 2.89
.. 34.50 25.84 8.54 0.12
..
4.75 64.49 62.10 2.59
.. 30.56 23.43 6.70 0/43
..
캐나다
5.4
48.1 45.5
1.9
0.7 43.5 26.9 16.2
0.5
3
6.3
33 30.5
1.8
0.7 58.2 39.1 18.6
0.6
2.5
7.7
29.7 26.5
2.4
0.7 60.3 39.1 20.4
0.9
2.3
6.1
27.1 24.5
1.9
0.6 64.6 44.6 19.2
0.7
2.2
스웨덴
2.9
13
8.7
4.3
.. 84.1 39.4 39.1
5.6
..
영국
6.5
26.8 23.2
3
0.7 66.7 27.6 36.6
0.7
1.8
5.6
27.2 23.4
3
0.7 67.2 28.3 36.3
0.8
1.7
덴마크
2.4
10.6
..
..
.. 87.1
..
..
..
..
5.3
17.5
..
..
.. 75.2
..
..
..
..

자료 : OECD(2002); OECD(2005a);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로부터 계산.

4개국의 자녀 연령대별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영유아를 가진 여성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스웨덴과 덴마크는 매우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가 초
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되면 이들 나라의 차이는 거의 사라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은 20% 정도만이 취업하고 있
다. 3～5세가 되면 고용률이 상승하여 32.3%에 이르고, 자녀가 초등학교
에 입학한 이후에는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 된다. 영유아의 출산과 양육
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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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자녀 연령대별 엄마의 고용률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20～2세
years old

3-5 3～5세
years old

캐나다

스웨덴

영국

6-166～16세
years old
덴마크

한국

자료 : OECD(2002); OECD(2005a);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로부터 계산.

<표 6-5>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자녀를 둔 여성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
0～16세
3세 미만
3～5세
6～16세

전체 여성

합계 전체

(출산
시간 (출산
시간 (출산
시간
시간
시간제
휴가 전체 제비 휴가 전체 제 휴가 전체 제 전체 제
비율
중)
율
중)
비율 중)
비율
비율

1981

53.5

27.7

..

한국
..
..
..
..
..
21.6
..
..
캐나다
49.4 34.1
..
39.6

1986

57.1

30.1

..

56.5 36.2

..

49.0

3.3

2000
2002
2004
2005

47
48.4
48.3
4

13.5
14.6
16.1
16.8

..
..
..
..

..
..
..
..
43.7 17.0
..
..

..
..
9.1
..

..
..
..
..

..
..
32.3
..

..
..
17.7
..

..
..
50.3
..

..
..
18.6
..

33.3

..

46.7

36.9

55.4

33.6

34.1

..

54.8

38.8

61.4

36.2

1991

62.6

27.0

1.2

64.1 29.4

54.0

31.2

11.3

61.5

33.7

70.6

27.5

1996 59.4
2001

62.1
66.3

30.7
27.9

1.0
1.9

65.4 31.4
70.5 27.4

32.5
30.4

10.0
22.0

62.5
68.1

34.5
30.2

71.1
76.3

30.0
25.7

1981 31.9
1986 32.4
1991 54.0
1996
2001

46.4
50.1
57.1
57.0
63.4

23.0
26.6
25.0
28.4
25.5

..
..
..
..
..

41.7
50.8
60.4
62.4
70.3

2.7 56.2
5.4 58.7
퀘백 주
29.8
..
37.4
32.1
..
49.0
26.0
..
53.7
26.8
..
55.4
22.1
..
61.1

28.1
29.7
26.0
27.7
23.1

..
..
..
..
..

39.9
50.3
58.2
59.3
68.1

32.8
32.4
27.4
27.4
23.4

44.6
51.9
64.3
66.8
74.8

29.6
33.2
25.7
26.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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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의 계속
자녀를 둔 여성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분)

전체 여성

합계 전체

0～16세

3세 미만

3～5세

6～16세

(출산
시간 (출산
시간 (출산
시간
시간
시간제
휴가 전체 제비 휴가 전체 제 휴가 전체 제 전체 제
비율
중)
율
중)
비율 중)
비율
비율
스웨덴

1980

73.4

46.2

..

78.8 58.3

..

72.6

60.7

..

74.2

64.8

73.3

62.9

1985

77.4

43.7

..

85.5 54.4

..

79.5

58.9

..

83.3

63.4

81.3

61.3

1990

81.0

40.4

..

88.7 50.5

..

82.0

51.2

..

88.7

60.2

85.0

55.6

1995

70.8

40.3

..

77.9 46.3

..

67.5

47.2

..

78.5

53.7

72.5

50.6

2000

72.2

34.9

..

80.7 39.0

..

71.3

41.0

..

80.7

46.0

75.9

43.8

2003

72.8

34.1

2.6

81.5 36.5

7.0

71.9

37.0

26.8

81.3

45.2

76.1

41.1

영국
1995

65.6

39.3

..

58.5 58.0

..

44.4

57.7

..

55.1

65.1

69.5

55.7

2000

69.0

39.4

..

64.0 55.9

..

52.3

59.3

..

60.4

62.7

72.4

52.2

2001

69.3

38.8

..

64.1 55.6

..

51.6

60.8

..

60.0

63.3

72.8

51.0

2002

69.5

38.5

..

64.2 55.5

..

49.9

61.3

..

60.4

63.0

73.3

50.9

2003

69.7

38.6

2.0

64.2 54.8

5.2

49.2

61.6

18.7

59.7

60.2

74.1

50.6

1985 68.3

30.0

..

..

..

..

..

..

..

..

..

..

..

1990 71.6

27.5

..

..

..

..

..

..

..

..

..

..

..

1995 67.2

23.8

..

..

..

..

..

..

..

..

..

..

..

24.3

..

76.5

4.7

6.4

71.4

2.4

20.0

77.8

4.2

77.8

4.2

덴마크

1999 72.0

71.8

자료 : OECD(2002); OECD(2005a);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로부터 계산.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은 전통적으로 둘다 여성고용을 저해해 왔다. 이
중에서 여성고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출산이다. <표 6-6>은 결혼
2년 전과 결혼 5년 후 고용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1～
2년 사이에 초산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 2년 전과 초산 1년 전의
고용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결혼이 그다지 심각한 고용의 장애요
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자녀의 출산은 고용률을 심각
하게 하락시킨다.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북유럽형 국가들이 영미형 국가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성별 임금격차 측면에서
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격차 완화가 북유럽형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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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결혼 전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한국(1995～2004)
미취업자로 될 같은 일자리를
확률
유지할 확률
미취업
취업

0.74
0.73

결혼 2년 전
비중

결혼 5년 후
비중

0.52
0.48

0.73
0.27

0.43

자료 : Kim(2007 forthcoming) 참조.

<표 6-7> 출산 전후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한국(1995～2004)
미취업자로 될 같은 일자리를
확률
유지할 확률

초산 1년 전
비중

초산 5년 후
비중

미취업

0.77

-

0.57

0.70

취업

0.60

0.45

0.43

0.30

자료 : Kim(2007 forthcoming) 참조.

<표 6-8> 자녀수별 여성고용률과 단시간근로 비율
(단위 : %)

한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

2004
시간
고용
제
률
비율

2001
시간
고용
제
률
비율

2003
시간
고용
제
률
비율

2003
시간
고용
제
률
비율

2003
시간
고용
제
률
비율

1

44.1

14.7

70.1

22.8

80.6

30.3

68.5

47.2

..

..

2

44.5

18.9

73.2

27.6

84.7

38.9

66.4

60.5

..

..

3

36.5

13.6

68.4

32.7

75.6

44.8

51.8

63.5

..

..

4+

..

..

58

36.1

..

..

32.1

67.4

..

..

전체 엄마 43.7

17.0

70.5

27.4

81.5

36.5

64.2

54.8

..

..

전체 여성 48.3

..

66.3

27.9

72.8

34.1

69.7

38.6

..

..

자료 : OECD(2002); OECD(2005a);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로부터 계산.

만 수평적 직종분리나 수직적 승진차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북유럽형 국
가들은 영미형 국가들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직적 분리 현상은 상대적으로 스웨덴과 덴마크가 심각하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 중에서 경영관리자의 비율이 2.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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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영국은 각각 6.1%, 10.2%이다. 고위관리직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비
교해 보면 캐나다가 35%를 넘어서고 있고 영국과 스웨덴이 30%를 약간
웃돌고 있다. 이에 비해 덴마크는 2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태로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86)
여성의 수평적 직종분리 현상에서도 북구형이 영미형 국가에 비해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공공부문 취업이 매우 높다. 여성 중 절반이 공
공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공공부
문 취업이 두 배 가까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분포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개국은 임
금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비교적 큰 편이고 스웨덴
과 덴마크는 크게 축소되었다. 풀타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중위값으
로 비교해 볼 때 캐나다의 남성 임금률 대비 여성 임금률 상대비율이 가
장 낮은 수준인 81이고, 영국이 그 다음으로 85로서 OECD 평균 86에 약
간 못 미친다. 덴마크는 임금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93 수준을 나타
[그림 6-3] 고위직종 여성 비중의 국제비교
캐나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
한국

0

10

20

입법관, 고위관리 및 경영자 비중
총 고용 중 여성 비중

자료 : ILO(2004).

86) IL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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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여성의 부문별 고용비중 : 한국과 OECD
한국
OECD
2002 2003 2004 2005 2000 2003
농업 및 임업
전체
10.6
10.0
9.3
8.8
8.1
7.9
8.0 7.2
남자
9.5
9.0
8.4
7.9
7.3
7.2
8.9 8.3
여자
12.2
11.3
10.7
10.1 9.2
8.9
7.6 7.0
광공업
전체
20.4
19.9
19.2
19.1 19.1 18.6 28.5 27.4
남자
22.4
22.0
21.2
21.1 21.3 21.3 38.0 37.3
여자
17.5
16.9
16.5
16.2 16.0 14.9 16.7 15.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전체
69.0
70.2
71.5
72.1 72.8 73.5 63.3 65.2
남자
68.2
69.0
70.4
71.1 71.4 71.5 52.6 54.1
여자
70.3
71.8
72.9
73.7 74.8 76.2 75.7 77.5
직업 집중도 - 최소 75%가 임금근로자인 직업의 수
남자
..
..
..
..
..
..
30.0 ..
여자
..
..
..
..
..
..
19.0 ..
직업 집중도 - 최소 75%가 남녀 임금근로자인 직업에서의 남녀 평균 비중
남자
..
..
..
..
..
..
73.0 ..
여자
..
..
..
..
..
..
70.0 ..
관리자 및 전문가
여자
34.2
32.8
32.7
35.3 35.8 37.5 29.1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체
8.8
9.4
9.7
10.4 10.2 10.6 5.2
..
남자
9.9
10.8
11.2
11.4 11.2 11.3 6.9
..
여자
7.3
7.4
7.6
8.9
8.8
9.5
3.3
..
비정규직
전체
32.9
32.2
33.0
32.2 32.2 31.8
..
..
남자
26.2
25.4
26.5
25.1 25.2 24.9
..
..
여자
42.4
41.7
42.2
42.4 42.2 41.5
..
..
자영업
전체
27.7
28.1
27.9
27.3 27.1 27.0 18.3 17.8
공공부문
전체
3.6
3.2
3.2
3.4
3.4
3.5
..
..
남자
4.3
3.9
3.9
4.4
4.2
4.1
..
..
여자
2.5
2.3
2.2
2.1
2.3
2.5
..
..
2000

2001

자료 : OECD(2002); OECD(2005a);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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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여성의 부문별 고용비중 : 캐나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직업
남자
여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체
남자
여자

캐나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
1990 2000 2003 1990 2000 2003 1990 2000 2003 1990 1998 2000
농업 및 임업
3.4 2.5 2.2 3.3 2.4 2.1 2.2 1.5 1.3
4.3 3.2 2.9 4.7 3.5 3.2 3.1 2.2 1.8
2.3 1.6 1.4 1.8 1.1 0.9 1.1 0.8 0.6
광공업
25.4 23.4 23.2 29.1 24.6 22.7 30.0 25.2 23.3
35.5 33.5 33.4 43.1 36.7 34.7 41.0 36.5 34.6
12.7 11.6 11.4 14.0 11.4 9.9 16.2 12.0 1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71.2 74.1 74.7 67.4 72.9 75.1 67.1 73.0 75.3
60.2 63.2 63.7 52.0 59.7 62.0 54.6 61.0 63.4
85.0 86.8 87.2 84.2 87.3 89.2 82.1 87.0 89.0
직업 집중도 - 최소 75%가 임금근로자인 직업의 수
.. 53.0 ..
.. 31.0 ..
.. 29.0 ..
.. 32.0 ..
.. 20.0 ..
.. 17.0 ..
집중도 - 최소 75%가 남녀 임금근로자인 직업에서의 남녀 평균 비중
.. 71.0 ..
.. 71.0 ..
.. 70.0 ..
.. 68.0 ..
.. 75.0 ..
.. 69.0 ..
관리자 및 전문가
.. 37.8 ..
.. 31.6 ..
.. 33.4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7.7 ..
.. 4.0 ..
.. 14.5 ..
.. 9.3 ..
.. 5.6 ..
.. 18.4 ..
.. 6.1 ..
.. 2.5 ..
.. 10.2 ..
비정규직
.. 12.5 12.5 .. 14.6 .. 4.7 6.0 5.1 10.8
10.2
.. 11.8 12.0 ..
..
.. 3.6 5.0 4.3 10.6
8.7
.. 13.3 13.0 ..
..
.. 6.1 7.1 6.1 11.0
11.7
자영업
9.5 10.7 9.7 9.2 10.3 9.6 15.1 12.3 12.7
공공부문
21.0 18.7 19.0 40.6 35.4 34.7 .. 23.1 23.4
17.3 14.0 14.0 23.9 19.1 18.5 .. 15.9 15.7
25.5 24.2 24.8 57.1 51.5 50.5 .. 31.4 32.4

자료 : OECD(2002), OECD(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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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으며 스웨덴은 90이다. 이처럼 북유럽형 국가에서 성별 임금격차
가 작은 것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노동조합과 이를 통한 중앙 또는 산별수
준에서의 교섭에 의해 남녀를 불문하고 임금격차가 크게 해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수평적․수직적 분리현상이 임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금수준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 20%에서의 임금격차와 상위 80%에서의 임금격차를
비교해 보면 스웨덴, 영국, 덴마크의 경우 하위 20%에서의 임금격차보다
상위 80%에서의 임금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임금계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남녀 임금격차가 없지만 고임금계층에서는 임금격
차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임금계층에서 임금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고숙련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작고 성별 직종분리가 존재하는 것과
기업 내에서 경영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와 비교할 때 캐나다는 임금격차의 유형에서 차이
를 보인다. <표 6-11>에서 보는 것처럼 캐나다의 경우 하위 20%의 임금
격차에 비해 상위 80%에서의 임금격차가 작다. 캐나다는 스웨덴, 영국, 덴
<표 6-11>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
시간당 수입, 전일제 임금근로자

시간당 수입, 전일제 임금근로자

하위
상위
하위
상위
오분위수 오분위수
오분위수 오분위수
평균비 중간비
평균비 중간비
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2002

한국

58

59

67

51

61

56

59

55

캐나다

82

81

81

86

81

78

81

81

스웨덴

86

90

92

84

83

88

91

81

영국

80

85

85

80

75

79

79

76

덴마크

89

93

96

87

89

92

95

88

OECD

84

86

86

85

84

85

86

84

자료 : OECD(2002); OECD(2005a);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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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와 달리 고임금 직종에 여성이 많이 진출해 있고 승진차별이 심하지
않으며 보다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은 Albrecht,
Bjorklund and Vroman(2003)의 미국과 스웨덴의 남녀 임금격차 분석에서
도 지적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만 심각한 직종분리와 함께
고임금 직종으로의 상향이동이 어려운 유리천장의 문제가 존재한다. 1990
년대 이후 스웨덴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하위 임금집단이 아닌 상위 집단
에서의 임금격차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 임금격차를 각 소득집단에서
설명 가능한 것과 설명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보면 상위 집단에서 3/4
이 설명 가능해진다. 그런데 설명 가능한 임금격차의 1/3을 설명하는 것이
직종이다. [그림 6-4]는 남성의 상대임금의 로그값( log (w male/w female ) )
의 백분위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위 임금집단에서는 임금
격차가 거의 없으며 중위 집단에서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85% 수준이
다. 75 분위의 경우 82% 수준으로 떨어지며 상위 10분위의 경우 70% 수
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그림 6-5]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하위 10분위에서는 임금격차
가 낮고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임금격차가 높아져서 중위 집단 이
상에서는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75%에 이른다. 흥미로운 것은 75 분위
이상에서는 임금격차가 다시 감소하여 80%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진과 고임금 직종으로의 상
향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임금격차의 변화에 있어서 스웨덴형에서
미국형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경준(2001)에서 제시된 [그림 6-6]
의 경우 앞선 두 그림과 달리 여성 대비 남성 임금이 아니라 남성 대비 여
성 임금의 상대비율( w female/w male )이라는 점에서 앞선 그림을 뒤집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984년에는 저임금 집단에서
임금격차가 적고 고임금 집단에서 임금격차가 큰 스웨덴형을 따르지만
1999년에는 임금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중위 임금집
단 이후에는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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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스웨덴의 소득수준별 성별 임금격차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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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임금격차=log(wage of male/wage of female).
자료 : Albrecht, Bjorklund and Vroman(2003).

[그림 6-5] 미국의 소득수준별 성별 임금격차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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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임금격차=log(wage of male/wage of female).
자료 : Albrecht, Bjorklund and Vroman(2003) 중 미국 Current Population Survey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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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한국의 소득 십분위별 성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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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임금격차=log(wage of male/wage of female).
자료 : 유경준(2001), p.200.

남녀 임금격차에 있어서 고숙련-고임금 직종에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
진 캐나다의 특징은 기혼 부부의 상대소득을 비교해 볼 경우도 나타난다.
[그림 6-7]은 기혼 부부의 상대소득 분포의 특징을 이용하여 4개국을 비
교하여 그린 것이다. 아내가 남편보다 10% 이상 버는 비율은 10% 미만
버는 비율을 제외한 것으로서 여성의 상대소득이 극단적으로 낮은 정도를
역으로 보여준다. 1.5배 이상 버는 비율은 반대로 여성의 상대소득이 극단
적으로 높은 정도를 보여준다. 최빈값은 10% 미만과 1.5배 이상을 제외한
분포의 최빈값으로 평균적인 분포의 양상을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아내가 10% 미만 버는 비율이 7%에 불과하고 남편에
대비한 아내의 평균소득이 65% 수준이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보다 1.5배
이상 버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캐나다는 30%의 아내가 남
편 소득의 10% 미만밖에 벌지 않고 아내의 평균소득이 남편의 45%인
경우가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아내의 경제활동이 스웨덴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남편보다 1.5배 이상 버는 비율은 12%로 스웨덴에 비하여 4배
많다.
영국은 모든 영역에서 덴마크나 스웨덴, 캐나다와 비교할 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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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상대소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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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2002); OECD(2005a); 한국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로부터 계산.

캐나다와 유사한 영미형 모델을 취하면서도 영국 여성들의 노동시장 성과
가 좋지 않은 것은 파트타임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확대되고 고착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파트타임 중심으로 여성고용이 확대될 경우 경력
초기 단계의 미혼 여성들도 파트타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영미형 노동시장이 갖는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제 2 절 4개국의 주요 여성고용정책 비교

북구형 모형은 영유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출산휴직과 육아휴
직을 대폭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육아휴직 후에 원래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였다. 북
구형 모형의 단점은 여성의 직종분리가 심하다는 것이다. 북구형 모델은
노동시장에 한 번 들어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
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다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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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갖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상당히 긴 육아휴직으
로 인해 남성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
쟁으로 인한 도태가 큰 임금손실로 귀결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특징이 존
재한다. 영미형 국가에 비해 임금 압축(wage compression)이 높으므로 승
진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다른 하나는 육아휴직 이
후에 원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
리가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에서 도태된 여성들을 위
한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쟁에서 도태되더라도 큰 손실
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영미형 모델의 경우 영유아 자녀양육의 국가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짧고 소득대체율은 낮다. 공공부문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률은 높다. 영미형 모델의 장점은 여성의 직종분리가 덜하다는 것이
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는 적극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없다. 하지만 승진 기회가 풍부하고 능력에 맞게 대우
해 주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젊은 여성은 자신의 실력과 생산성으로 경력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받는다. 최
상의 경력사다리 경쟁에서 탈락한 중장년 여성의 경우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풍부한 일자리 기회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므로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경력 초기에 적절한 숙련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저소득 여성
의 경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영미형 모형에서 의도적으로 여성고용을 진작시키는 정책 조합
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성고용률이 높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적극적 조치 제도의 시행이나 반차별법의 사법 제도를 통한 규
제를 통해 입직 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이 많이 사라
졌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사라짐에 따라 승진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의 유인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경력을 쌓
은 여성은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출산이 있더라도
빨리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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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가피한 사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경우라도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외부노동시장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경력과 숙련수준에 적합한
입직구가 많이 열려 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로 인해 약간 손실을 보더라
도 아주 큰 손실을 보면서 최하위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없다. 이에 따
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다.
셋째, 출산과 양육을 대신해 줄 값싼 서비스 및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이민노동자나 유색인종들이 사회서비스의 하층을 형성하고 있
으며,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 압축이 심하지 않으므로 낮은 품질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우 남성의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
시장으로의 배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업주부나 아동을 위한 수당
제도가 발달해 있지 않으므로 일하지 않는 것의 기회비용이 높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차이 외에 4개국을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이러한 유
형별 차이를 넘어선 많은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 체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친다. 부부별산과세 체계인지 아니면 부부합산
과세 체계인지는 부소득자이기 쉬운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든 나라들은 부부별산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에 따라 부부합산과세가 미칠 수 있는 여성고용에 대한 악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단독가구에 비해 부소득자일 경우 세율이 더 높
다. 일반적으로 부부별산과세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에 비해 부
소득자의 세율이 높은 이유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미취업일 때 배우자공
제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배우자공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진적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높다.
APW 67%에 비해 APW 100%일 때 세율이 높은데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하다. 누진적 소득세 구조가 강화될수록 동일한 소득을 맞벌이
로 버는 것이 외벌이로 버는 것보다 유리하게 된다. 1999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적으로 APW 133%를 남자가 외벌이하는 것과 APW 100%를
남자가, 33%를 여자가 버는 것 사이를 비교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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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증가가 발생한다.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한 스웨덴이나 덴마
크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부부별산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고 조세 부담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세구조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조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여성의 경
제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제1장에서 설명한 것처
럼 조세는 가격효과뿐만 아니라 소득효과도 있다. 시장노동의 대가에 대
한 조세가 높을 경우 시장노동을 억제하는 대체효과가 있지만 세금이 높
아서 소득이 부족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부소득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높은 세율을 감안하면 가구
의 가처분소득이 적어서 배우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발생한다.
높은 세율은 또한 보육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세율이 높아서 사
람들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세율이 높으면
시장노동의 가격이 싸져서 가정생산을 늘리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왜곡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조금 줄이는 것보다 보육시장에 정부가 전면
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세율로 줄어든 시장노동의 매력을 보
육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시장노동의 매력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논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청
년기 저소득 가구의 보육 선택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육
보조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복지 의존이 줄어들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한 유럽의 경우 임금구
조가 노동자 개인별 생산성 차이와 비교할 때 압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보육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높아서 보육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고 이에 따라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입장에서 보육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진다. 이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억제한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미국의 경우 임금구조가 압축된 정도가 낮아서 후
자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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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주소득자로서의 미혼 여성과 부소득자로서의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세율
비교
조세체계 유형
(1999)

APW 67% 버는 여성 APW 100% 버는 여성
(2001)
(2001)
맞벌이 외벌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덴마크
한국
한국(2004)
OECD

부부별산과세
부부별산과세
부부별산과세
부부별산과세
부부별산과세
부부별산과세

32
30
24
50
8
8.19
28

21
30
19
41
8
7.40
21

비율
1.5
1.0
1.3
1.2
1.1
1.17
1.4

맞벌이 외벌이 비율
36
28
26
51
10
9.30
31

27
33
24
44
9
8.72
25

1.4
0.9
1.1
1.2
1.0
1.07
1.2

자료 : Jaumotte(2004),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tions in OECD Countries,” OCED Economics Department; 한국의 경
우, 전승훈(forthcoming)의 계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해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임금 압축으로 인한 높은 보육비용을 그대
로 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감소라는 악영향이 초래된다. 임금 압축
이라는 주어진 시장왜곡하에서 보육에 대한 정부개입이라는 추가적인 시
장왜곡은 차선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의 경
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임금구조가 압축된 정도가 낮은 편이고 이에 따라
저임금의 보육교사를 활용한 저품질의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보육보조금 외에 아동수당이 존재한다. 두 제도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보육보조금은 공식 보육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상대가격 변화정책
이다. 이에 비해 아동수당은 소득효과만을 낳는 정책이다. 보육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공식 보육의 이용이 촉진된다. 이에 비해 아동수당은 소득효
과를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나
라들은 아동수당보다 보육보조금이 주를 이루거나 둘다 미미하거나 하여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
보육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200만 원까지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영어권 국가, 즉 보육에 대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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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가족지원의 관대성의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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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Jaumotte(2004).

지출이 낮은 나라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공공
지출의 10%가 이러한 조세지출이다. 이러한 소득공제 제도는 한국의 경
우 면세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는 그다지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보육이 발달한 스웨덴의 경우 공보육 배분 원칙은 저소득 여부를 기
준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만
주어진다는 것이다.87) 최근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실업자 자녀에게도
공보육의 권리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공보육 공급은
빈곤의 기준도 근로의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노동부
가 저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보육서비스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그 제도의 고용친화적 속성을 감안할 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영미형 국가에 비해 북유럽형 국가들이 수급기간
이나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더 관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유형 내
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된다. 북구형 모델 중에서도 핀란드는 휴직
이 관대하고 이에 비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보육지원에 더 많은

87) 이와 함께 부모가 학업 중일 경우와, 장애아동과 같은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
동에게는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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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이 덴마크에 비해 휴직기간 측면에서
비교적 관대하며 단시간근로 등의 유연한 사용을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있
다. 스웨덴이 80% 소득대체율로 13개월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덴마크
는 100%의 소득대체율로 1년 정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휴직
기간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8세가 될 때까지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 비
해서 덴마크는 별다른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덴마크는 앞에
서 확인한 것처럼 맞벌이 모형 중에서 1+1 모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1년이 주어지면서 소득대체율이 55% 정도 수
준이다. 이에 비해 영국은 비슷하게 1년이 주어지지만 6주만 90%의 소득
이 주어지고 20주는 정액급여, 나머지 26주는 무급으로 주어진다. 두 나라
모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휴직 제도의 관대성을 크게 높였다. 영국의
경우 파트타임의 비중이 높고 파트타임 자체를 안정성 있고 품위 있는 일
자리로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연한 근로형태를
육아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전일제근로가 많은 캐나
다의 경우 유연한 육아휴직의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 3 절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정책조합 제언

한국 여성고용의 문제는 크게 가족 주기별로 볼 때 미혼 여성의 고용문
제와 기혼 여성의 고용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양적인 고용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6-9]에
서 보는 것처럼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20여
년 동안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 어떻게 결혼․출산
의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유인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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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고용문제는 양적인 고용률부터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림 6-10]에서 보는 것처럼 기혼 여성들은 20여 년 동안 지
속적으로 전형적인 역U자 모형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
초기에는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의
고용률은 낮다. 양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한국
의 여성고용은 낮은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질 경우 미혼 여
성의 고용률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 정책의 대상은 기혼 여성일 수밖
에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성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갖는다
면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미혼 여성이 주요 정책
대상집단이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의 기혼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내는 것은 노동시장에
서 입직구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하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요망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이들
기혼 여성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영유아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나 출산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출산과 양육의 시기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
터 이탈하는 것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오더라도 기존의 노동시장 경력과
는 관련없는 낮은 임금과 낮은 숙련의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출산 전에 괜찮은 일자리에 있었던 여성의 경우 계속 괜찮은 일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제도를 뿌리내리고
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영유아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유지했을 경우에 향후 직장내 승진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임금이 높을 경우
지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출산 전에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있었던 여성의 경우는 다시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 노동수요자 입장에서도 고용유지를 이행할
확률이 낮은 데다가 노동공급자 입장에서도 경력을 유지했을 경우 기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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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미혼 여성의 코호트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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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혜원(2006).

[그림 6-10] 기혼 여성의 코호트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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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혜원(2006).

금의 상승폭이 낮기 때문에 직장복귀 확률이 낮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경력단절 후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이 적절한 숙련과 경
력을 갖고 있더라도 들어갈 직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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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노동시장 관행에 의한 것으로서 경력직 채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
문이다. 물론 최근 팀제로의 변화나 아웃소싱의 증가로 인해 특정한 숙련
이 있을 경우에 외부노동시장이 차츰 형성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현재의
한국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관행으로 인해 한 번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경우 자신의 경력과 숙련에 걸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 입사하여 밑바닥에서 시작하거나, 기존의
경력과는 무관한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상태 이동과 비정규직
지위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 전 미혼 여성들 대부분이
정규직 풀타임에 근무한다. 그리고 결혼 5년 후에는 대부분이 직장을 빠
져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정규직 풀타임이 과연 진정한 경력을 쌓을 수 있
는 일자리인지가 중요하다.
결혼 전 미혼 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사무직이다. 43%
의 여성이 사무직에서 일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과 준전문직에서 일한
다. 그런데 결혼 5년 후에 사무직은 대거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고 남아
있는 새로운 유입도 많지 않다. 사무직 종사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표 6-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준전문직으로 상향이동
하는 경우도 많으며 반대로 하방이동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비해 다른 직
업에서는 여타 직업으로의 이동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결혼 전 여성 준전문가는 결혼 5년 후에 미취업이 될 확률은 높지만 지
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같은 일을 계속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준전문
가 직종이 계속 일을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는 곳임
을 알 수 있다. 미취업자의 취업 확률이 높지 않고 취업자의 미취업 확률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준전문가 직종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결
혼 전 사무직 취업자가 결혼 후에 준전문가 직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혼 전 미취업자들이 결혼 5년 후에 새로 취업상태로 진입할 경우 주
로 진입하는 분야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이며 세 번째가 전문직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직과 판매직의 비중이 결혼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다.
이상의 분석과 4개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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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혼 여성의 상태이행확률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미혼 여
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고하게 다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정규직이고 풀타임이면서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을 대거 이탈
하는 것은 사무직 등에서 단순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직장 안착률
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13> 결혼 전후의 취업상태별 여성 경제활동상태 변화
취업자가 미취업자의
미취업자로 취업상태별
될 확률
취업비중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풀타임

0.75
0.47
0.73
0.90
0.79
0.79

0.65
0.35
0.69
0.31
0.20
0.80

지속적
취업자 중 결혼 2년전
같은 일을 취업자비중
유지할 확률
0.39
0.68
0.40
0.00
0.40
0.58

0.93
0.07
0.93
0.07
0.06
0.94

결혼 5년후
취업자비중
0.65
0.35
0.78
0.22
0.14
0.86

자료 : Kim(2007 forthcoming).

<표 6-14> 결혼 전후의 여성 경제활동상태 변화 : 직업별 비교

고위관리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어업
기능원
장치조립
단순노무

취업자의
미취업확률

미취업자의
취업확률

0.00
0.54
0.73
0.77
0.68
0.67
0.50
0.84
0.71
0.86

0.00
0.15
0.08
0.12
0.22
0.18
0.01
0.08
0.06
0.09

자료 : Kim(2007 forthcoming).

지속적
취업자 중 결혼 2년전
같은 일을 취업자비중
유지할 확률
1.00
0.00
0.69
0.13
0.64
0.10
0.39
0.43
0.40
0.06
0.15
0.08
1.00
0.00
0.00
0.04
0.14
0.05
0.00
0.10

결혼 5년후
취업자비중
0.01
0.18
0.12
0.19
0.15
0.16
0.03
0.07
0.04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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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처럼 좋은 일자리들이 주로 내부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으므
로 내부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따름이다.
둘째, 자녀양육에 대해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에서는 보육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고,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
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 추진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aumotte(2004)는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세 가지 정책 대안이 여성고
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안은 부소득자에 대한 공평한 과세, 두 번째 대안은 덴마크 수준으로의
보육지원의 증가, 세 번째 대안은 동일한 소득을 벌 때 부부가 나누어서
일하는 경우 외벌이보다 11%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조세 및 급여시스
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소득자에 대한 공평
한 과세가 고용 증가율 효과가 크고 스웨덴의 경우 맞벌이를 유리하게 하
는 세제개혁이 여성고용에 효과적이다. 캐나다의 경우 보육지원과 부소득
자에 대한 공평과세가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여성고용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영국은 보육지원이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제를 여성고용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더라도 그다지 변
화가 없다. 하지만 보육지원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이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홑벌이에 대비한 맞벌
이의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높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보육에 많은 정부 투자가 이루어질 때 투자는 고용친화적으로 재
편되어야 한다. 현행 보육료 수요보조금 지원체계는 가구 단위에서 저소
득이냐 고소득이냐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다. 이것을 엄마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전업주부에게는 반일 보육의 권리만을 주고 근로여성에게는 전일 보육의
권리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반일 보육의 시간당 보조금
보다 전일 보육의 시간당 보조금이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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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근로여성의 자녀를 유치하려는 보육시설의 경쟁이 제고되고 보육서비
스가 개선될 수 있다.
보육료 공급보조금 지원체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소 기준은 저소득 여부가 첫째
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좋은 품질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들은 자녀들이 제대로 된 보육을 받지 못
할 가능성 때문에 항상 일자리를 그만둘까말까를 고민한다. 국공립 보육
시설의 이용아동을 근로여성의 자녀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많지도 않
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근로여성에게 할당하고 점점 커지고 있는 보육수요
보조금의 일부를 전업주부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보조금의 고용
친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육아휴직은 상대적으로 영미형으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필
요하다. 북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하게 긴 육아휴직은 노
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소득
경력직 여성들이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지속
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늘리는 배려보다는 보
육 쪽의 투자를 늘려서 출산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안심하고 노동시장으
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출산 여성이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와
같이 영아기 보육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영아보육지원 제도는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중상위층 여성근로자도 일부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중상위 경력경로를 지향하는 여성근로자의 부담도 일부
덜어주는 것이 향후 필요하다.
다섯째, 육아휴직의 운영방식 역시 여성고용 친화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성 노동력의 수요자는 기업이라는 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이 비용
을 최소화한다면 남성이라는 투입요소와 여성이라는 투입요소 중에서 비
용이 덜 드는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점에서 여성이라는
투입요소가 비용이 많이 드는 존재가 되는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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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 노동력
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임신․출산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비용을 유발하는 대표
적인 사건이다. 정책은 기업이 고용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발생
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임신과 출산
의 비용을 여성이 부담하거나 또는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부담할 것이 아
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함으로써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
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핵심 과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산전후휴가, 육
아휴직 등의 비용은 전액 고용보험이나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여섯째,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각종 유연근로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일하지 않는 여성이 많지만 단시
간근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전일제근로자가 많다. 다시 말하면 단시
간근로의 옵션이 충분하지 않아 이들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규용 외(2004)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
중 45.2%가 시간제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다면 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답
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도 약 28%가 이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육아기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육아기 유연근로제도가 폭넓게 이용가능하다. 영
국에서는 2003년 유연근로제도의 도입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5년 영국에서의 한 서베이에 따르면 엄마의 47%가 유연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과 비교할 때 17% 늘어났다.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때 사용자를 바꾸는 경우가 2002년 41%에서 20%로 대폭 줄었
다.88) 영국의 경우 2003년 4월 6세 미만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18세)을 가
진 부모에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연근로제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
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 사용자의 어려움이나 사정을 감안하는 것
이 필요하며 서로 필요를 느끼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하다. 영국의 경우 사용자는 이러한 요구를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

88) Moss and O'Brie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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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명백한 사업상의 이유(claer business ground)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스웨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줄어든 근로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전혀 없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노
동비용 상승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
유연근로제도의 도입이 여성 전체의 단시간근로 전면화로 이어지는 가
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영국은 이미 단시간근
로가 광범위하게 여성에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시간근로의 품질
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유연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 사용자와 함께 일하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기업특수적 숙련을 기업과 노동자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유연근로제도가 미혼 여성에게 단시간근로가 확산되는 결과
를 빚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올해부터 한국에도 도입된 적극적 조치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본 제도이다.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여성
차별을 줄이고 이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기회비용을 높였다. 이 제도
의 최대 수혜자는 고생산성 여성 노동력이고 1970년대 이전 사무직 여성
중심의 미국 여성 노동력을 커리우 우먼 중심의 여성 노동력으로 재편하
는 데 큰 기여를 했다.89) 그런데 미국에서 적극적 조치가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집단소송을 통한 사법 제도적 보완력이 강력하게 작용했
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보완 요소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지만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덟째,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내에 여성고용 친화적인 요소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조세 부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실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남성의 경제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각종 피부양인 관련 공제 제도를 폐지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스웨덴처럼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도 아니다. 아동수당은 이미 지적했다시피 소득효과를 통해 여성고용 비친

89) Cos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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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필요
한 서비스 욕구를 현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 제도의 경우 전
업주부의 이혼시 수급권 분할 제도나 유족연금수급권 제도 등을 최소화하
는 등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갖도록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업주부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노령기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한 안전
망이 충분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공식 부문에 위치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
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통해 이들을 공식 부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 및 저소득 무급가족종사자, 영세자영업
여성들이 공식 노동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경력단절된 기혼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풍부하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외부경력직 노동시장이 그
다지 발달해 있지 않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바
탕으로 적절한 보수를 받고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관행과 현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지출의 중요성에 대한 사
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각종 돌봄 서
비스의 발전이 기대되는바 이 분야에서 대량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이 스웨덴처럼 반드시 공공부문의
확대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정부의 책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책임
성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할 뿐 정부가 직접적인 공급자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직접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며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
스 일자리 창출에서 유의할 점은 어떠한 일자리든 나름의 경력경로를 가
질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학력 미취업 기혼 여성들이
점점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학력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정착
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막다른 일자리(dead-end job)가 아니라 전망을 가
진 일자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분화․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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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

(25-54세, 1985-1999)

종속변수

모델 1 : 회귀변수
(파트타임)
로그(총 참가율)

로그(파트타임 발생)
로그(평균생산직 임금 67%에서
부소득자에 대한 상대세율)
로그(육아)
로그(유급휴가)
2

[로그(유급휴가)]

0.21
*
(1.77)
-0.22
**
(2.01)
005
*
(1.81)
0.11
*
(1.64)
-0.02
*
(1.84)

모델 2 : 내생변수
(파트타임)
로그
(풀타임 참가율)

-0.29
***
(2.84)
0.05
***
(3.65)
0.17
**
(2.47)
-0.02
**
(2.06)
0.04
***
(4.53)
-0.03
**
(2.46)
0.07
**
(2.60)

파트타임에 대한 세제 유인
아동수당
로그(고용보호 입법)
로그(상품시장규제)
로그(남성 실업률)
로그(여성 실업률)
로그(교육)
로그(여성 1인당 아동수)
로그(혼인율)
관측수
2
Adjusted-R

0.00
(0.17)
0.02
(1.37)
0.03
(1.51)
0.10
***
(2.95)
-0.17
***
(4.28)
0.51
***
(4.00)
-0.18
(0.83)
-0.08
(0.63)
129
0.99

로그
(파트타임 참가율)

0.14
***
(5.34)
-0.21
***
(6.74)
0.74
***
(6.01)

-0.17
**
(2.58)
0.22
(3.64)
-0.31
**
(2.05)
-1.78
(8.57)

123
0.99

256
0.95

주 : 1) 괄호 안은 t-값의 절대값. * = 10%의 유의수준, * * = 5%의 유의수준, *** = 1%
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국가별 고정효과를 포함.
자료 : Jaumott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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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덴마크 여성고용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
주요 쟁점과 정책

1
9
9
7

2
0
0
0

2
0
0
4

직종분리(공공행정, 교육에 여성의 45.7%가 근로 대 남성은 16.5%)
→ 남성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교육훈련 제공
성주류화 원칙 반영: 노르딕 성주류화 프로젝트에 참여, 1차 pilot시도로 휴직, 교육, ALMP, 근로환경에 적용.
임금격차 해소: 동일임금법, 유럽법원, 덴마크중재재판서 등이 관여. 동등지위위원회(이후 양성평등국으로 승격)에서
임금통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남녀차별뿐만 아니라 임금결정ㆍ협상메커니즘이 급여격차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
일․가족양립1)여건 미흡: 기업문화와 관계자의 태도에 초점. 가족친화적 직장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공공보육
지속추진, 부모의 부담이 전체 비용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 아버지의 휴가활용을 위해 특별기금(120만 DDK)
으로 캠페인 착수.
실업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 → 반(半)숙련과 미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체계화, 노동조합과 직업훈련
원이 공동으로 수업 내용 구상하여 공공고용지원서비스에서 활용, 교육기간 중 휴직가능.
동등처우: 1994년 동등기회법의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및 입양으로 인한 해고가 어렵게 됨.
기타: 소수인종의 노동시장 통합 조치
직종분리 완화. 상위직 진출 확대(1983～1992년 기간 동안 3%에서 5%로 소폭 증가) → 채용과 승진에서 성주류화
시행, 남-녀 공히 일․가족 책임 조화 추구, 임금평등 시행 등을 전략으로 채택. 정치인,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계속. 여성 매니저들의 네트워크 구성.
저임금 직종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분포 →비숙련 실업자 고용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고용부와 여성노동자
연맹에서 함께 추진.
단시간근로 축소 지속(1970년대 여성의 46.1% → 1998년 17.9%)
새로운 젠더 역할과 남성의 변화를 주제로 동등지위위원회의 회의 개최
AA에 대한 논쟁 지속: 여성 내부에서 지지도가 매우 낮음.
14개 지역 공공고용지원서비스에 평등자문관을 29명 배치하고 자문 제공.
임금격차 지속: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자료 비교분석.
동등처우: 채용, 전환배치, 승진, 근로조건, 취업 및 계속교육 등에서 평등 문건화.
일가족 양립: 휴직, 휴가, 재택근무, 유연근로시간제 등 선택 다양화. 주로 여성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 제고
성주류화를 국가정책의 목표로 선정하는 법 개정, 양성평등장관 도입
성평등을 덴마크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규정, 직종분리 완화, 임금격차 완화, 일․가족 조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
2002년 제정된 동등처우법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하는 간접차별에 대한 정의를 규정
2002년 남녀평등법 개정으로, 지방정부도 고용분야 성주류화를 위한 계획서와 보고서를 격년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
남녀평등이사회를 구성, 차별에 대한 고충처리 및 보상조치 권한 부여. 대중에 홍보 중.
2002년부터 연구개발을 위한 양성평등연구소를 로스킬드대학 내에 설치, KVINFO에서 여성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2001년부터 범정부 성주류화 기획단 활동 개시
아버지로서의 남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 고조. 여성이 주로 휴직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경력 차이에 주목.
여성의 단시간근로 2002년 17.5%(학생과 55세 이상이 주류2)로 감소3), 남성은 12.6%
상위직 진출확대를 위해 2003년 EU 프로젝트에 가담, 여성관리자를 위한 잡지 발간.
일․가족 양립 제도화: 일환으로, 일․가족 commission을 구성. 노인요양(elderly care)도 다루기는 하나 주요 과제는
아님. 요양서비스는 이미 많이 사회화되어 있어서 가족의 의무가 크지 않기 때문.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주요 정책의
대상. 위원회의 임무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다양한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양립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 그 영향
과 결과를 사정하는 것. 11명의 멤버와 의장으로 구성되며, 11명에는 관계 전문가, 노동조합, 사용자 대표, 관련 부처
의 공무원이 포함.

주 : 1) 덴마크에서 공식 문건에 일․가족 양립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사회
부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에서 처음 찾을 수 있음.
2) 2002년의 경우, 30～34세 여성 중 단시간근로자는 4.4%, 35～39세는 4.1%,
40～44세는 5.6%였음. 이는 16～19세의 82.6%, 20～24세의 42.3%, 67세 이상
의 89.5%와 큰 대조를 보임.
3)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것으로, 전일제 고용을 통한 남녀평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덴마크 정책의 누적된 효과로 볼 수 있음. 한편, 단체
협약의 59%는 노동시장에 입직하는 신규인력만 시간제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
을 담고 있음.
자료 : UN, CEDAW Report 각 연도에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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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ECEC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 간의 관계
ECEC의 사회보급도
(공급/비용에서의 가용성)
0～2세

3～5세

아동으로 인한 모성 취업에의
불이익(penalty)1)
모성취업 감소
(자녀 0～2세)

모성취업 감소
(자녀 3～5세)

사회민주주의 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고/고
중/고
중/고
고/고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중/고
중/고
저/저
저/저
저/저
저/저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저/저
저/저
저/저
저/저

고/고
중/고
중/고
고/고

0%
0%
-29%
0%

0%
0%
-27%
0%

0%
0%
-25%
n.a.
0%
-25%

0%
0%
-117%
n.a.
0%
-21%

-35%
-15%
-45%
-22%

-15%
-10%
-31%
-15%

보수주의 국가
고/고
고/고
중/중
고/고
고/고
고/고
자유주의 국가
중/중
중/중
중/중
중/중

주 : 취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퍼센트 포인트 감소(penalty)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모
들 가운데 결혼 상태, 자녀 수, 엄마의 나이와 교육 정도, 기타 가계 수입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 Meyers and Gornic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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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OECD국가간 노동시장 성과 비교
호
주

남 최근 85.0
고 성 10년 -0.5
용
률 여 최근 67.8
성 10년 5.0

오
스
트
리
아

벨
기
에

캐
나
다

체
코

덴
마
크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
이
슬
란
드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일
본

한
국

- 86.5 85.4 89.7 88.7 84.7 88.1 87.5 88.8 79.5 95.0 88.7 85.5 92.8 88.0
- -2.5 1.7

-

1.9 -1.0 -1.4 -2.9 -1.5 - -0.2 9.0 -1.3 -3.2 -5.1

- 66.4 74.3 74.3 80.1 78.2 70.8 72.2 53.0 66.9 86.2 64.1 52.8 64.1 57.0
-

9.5 5.4

-

0.8 -4.1 4.5 5.2 8.7

장기 최근 1.3 - 3.1 0.4 4.0 0.9 2.0 2.5
실업률 10년 -0.7 - -1.2 -0.3 - -2.1 1.2 0.0

-

5.4 23.8 8.8 0.4 3.3

-

4.9 2.5 0.3

-

5.1 1.0 0.1

-

2.1

-

0.8 0.7 0.0

-

0.2

성인중
식자능
최근 46.1 - 43.1 44.7 44.7 33.0 40.4 - 42.9 - 69.8 - 59.5 력 부족
비율
평생
학습 최근 41.4 - 26.0 40.6 32.7 60.1 64.8 참가율

-

-

-

- 25.5 - 26.2 28.4 -

-

근로가
능인구 최근 14.3 13.5 7.3 20.9 15.1 5.6 5.9 14.9 17.0 - 22.0 - 21.1 6.1 14.7 23.8
중
저임금 10년 -0.3 - - - - - - - -8.8 - 4.6 - - -1.0 -2.9 발생
근
로
가
정
중
빈
곤
율
산
재
빈
도
(*)

1
노
동
자
2
노
동
자
치
명
적

7.9 8.8 7.9 17.3 -

8.6 8.4 7.5 8.1 14.1 -

-

- 17.1 -

-

3.8 0.7 0.6 3.4

0.6 1.7 2.0 0.7 4.4

-

-

-

-

4.0 4.5 5.4 7.1 4.9 2.0 2.1 4.5 3.1 6.2 4.0

-

4.2 7.0

- 29.0

-

-

-

최근

비 최근
치
2.1
명
적

-

-

3.1

-

-

1.7 3.0 4.4 4.0 0.9 0.7

4.5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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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
셈
부
르
크

멕
시
코

네
덜
란
드

평

분

균

산

93.2 94.6 91.9 87.6 88.9 75.5 90.4 79.0 85.9 86.6 95.3 79.5 87.6 87.9 87.5

4.8

-1.2 -0.7

3.3

2.4

뉴
질
랜
드

2.4

노
르
웨
이

1.7

폴
란
드

-

포
르
투
갈

-2.0

슬
로
바
키
아

-

스
페
인

0.8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4.8 -1.7 -9.4

영
국

0.2

미
국

0.4

-0.8

63.8 44.6 71.7 71.5 81.2 63.1 74.7 70.7 52.8 82.5 76.6 26.2 73.6 73.5 67.4 12.6
13.5

7.8

0.5

0.0

0.1

-

-

16.6

6.6

5.3

-

6.0

-

-

0.7

0.2

-

-1.3 -0.8

14.5 -5.7

4.9

-7.4

5.4

3.4

5.9

6.7

7.4

1.5

9.3

4.0

0.9

-

0.1

-

-3.2

0.6

-

2.0

1.2

0.2

2.2

2.4

-

-0.4 -0.9 -0.2 -0.3

1.2

-

37.9 51.2 30.5 79.0 84.8

-

-

25.5 49.2

-

51.3 48.3 49.0 15.7

-

-

42.9 51.4 53.5 19.0 15.7

-

-

59.2 45.3

-

53.7 48.1 40.8 14.9

19.0

-

14.6 17.7

-

-

-

-

25.8

-

-

18.7 16.9

-

18.3

5.3

13.1

-

19.3 24.5 15.4

5.8

-0.1

0.0

2.6

-

-

-

-

-

-

-0.6

-0.5

3.6

7.6

-

4.4

-

-

-

-

12.7

-

16.7 15.2 26.9 12.6

6.5

16.0

1.0

-

0.1

-

-

-

-

0.8

-

13.4

2.6

6.0

3.7

4.5

-

14.0

-

-

2.5

5.2

8.7

4.3

9.2

1.5

2.3

24.6

0.9

5.9

6.7

6.7

-

3.6

-

-

-

-

5.5

1.1

7.5

1.0

2.6

-

0.6

-

2.9

1.9

1.5

◈ 執筆陣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주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은영(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발행연월일

2007년 7월 5일 인쇄
2007년 7월 10일 발행

▪발 행 인

최영기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대표 (02) 782-0141 Fax (02) 786-1862
▪조판․인쇄

새한문화사 (02) 713-5649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등 록 번 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7356-6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