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가정 정책 및 부모보험 제도
< 한인숙위원>

Ⅰ. 스웨덴 개요
수 도 : 스톡홀름 (인구 약 120 만 명, 2018)
*스톡홀름주 (county) 227만 명
· 면 적 : 450,294㎢ (한반도의 약 2배 대한민국의 4.5배)
· 인 구 : 1,000만명 (2017)
- 평균수명 : 남-80.4세, 여-84.1세 / 인구증가율 : 1% / 출산율 : 1.9명
· 언 어 : 스웨덴어
· 교 육 : 10년제 의무교육 ( 0 학년- 9학년)
· 종 교 : 루터교 (기타 가톨릭, 이슬람교 등)
· 정 체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10개 부처, 22명 각료)
- 국가원수 :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Carl XVI Gustaf)
- 총리 : 스테판 뢰벤 (Stefan Löfven, 사민당, 2014년 10월 취임)
· 국 경 일 : 6월 6일 (National Day)
· 화 폐 : 크로나 (Krona, SEK)
* 유로화 미가입
· 주요경제지표: 2017년 기준
GDP 5400 억불 1인당 GDP 5300 불
실업률 6.7% 물가 상승률 약 1.6%
·

* 주요 무역대상국 : 독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가 70% 차지
*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기계류, 광유(제품), 제지, 의약품, 철강제품 등(출처: 스웨덴 통계청)
* 주요 수입품목 : 자동차, 기계류, 광유(제품), 전자통신장비, 의류, 해산물 등(출처: 스웨덴 통계청)

□ 산업구조
¡ 소규모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 발달
(대외의존도 약 60%)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복지제도 강화로 196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문의 비중 증가
* 주요자원: 구리, 수력전기, 철광석, 납, 은, 목재, 우라늄, 아연
¡ 총생산 대비 산업별 비중 ① 서비스(60%), ② 제조업(20%), ③ 농업(1.4%)
순(2014)이며, 주로 고부가가치의 ICT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점 지원
¡ 유럽 최대의 kista ICT 클러스터및 karolinska institutet 을 중심으로한 생명 공학
클러스터가 스톡홀름에자리 잡고 있씀
□ 한-스웨덴 관계
¡ 고위 인사교류 : 양국 정상을 비롯하여 외교, 통상, 국방, 교육 등 제분야에서 고위
인사 교류 활발
- 2000.12월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2009.7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
- 2012.5월 구스타프 16세 국왕 내외 및 2015.3월 빅토리아 왕세녀가 방한
- 2018년 권인숙 한국여성정책개발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용범 국회 도서관장 방문, 아니카 스트란드핼 사회보험장관,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장관, 빅토리아 왕세녀 방한
□ 경제통상
¡

<한국의 대스웨덴*출처교역: KITA
현황>(단위 : 억불)

양국간 총 교역 규모 : 약 26.6억 미불(2017)
주요 수출품목 : 승용차, 축전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아연도 강판 등(유럽
현지공장으로부터 승용차, 타이어 및 가전제품 반입 증가 추세)(츨처: Kotra)
¡ 주요 수입품목 : 화물차, 승용차, 원동기, 의약품, 합성수지, 기타 철강제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출처: Kotra)
¡ 한국의 대스웨덴 투자규모 : 87건, 1.1억불 (2018년 누적신고액, 한국수출입은행)
¡ 스웨덴의 대한 투자규모 : 268건, 20.7억불 (2014년 누적신고액, 한국수출입은행)
¡ 산업기계,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등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Volvo,
SKF, Ericsson, Envac, Alfa Laval, IKEA, Stena 등 약 70여개의 스웨덴 기업이 한
국에 진출

¡
¡

□ 인적교류

□ 재외동포
¡ 스웨덴 체류 동포수: 약 3,100명 (2016.12월)
¡ 재스웨덴 한인회 (홈페이지: www.koreans.se)
¡ 입양한인 : 약 10,000명
□ 친한단체
¡ 한서협회 (홈페이지: www.koreanska.se)
- 1961년 설립, 한국전 당시 스웨덴 야전병원 근무자, 전 NNSC 요원, 주한 외교관,
입양한인 및 양부모 등으로 구성
¡ 입양한인협회(AKF) (홈페이지: www.akf.se)
- 1986년 설립되었으며 입양한인 및 가족을 포함, 약 200명의 회원으로 구성.

Ⅱ. 스웨덴 가정 복지 정책의 특성
¡
¡

¡
¡
¡

가족 친화적이고 남녀 평등적인 정책
남성과 여성이 삶의 모든 주요한 영역에서 같은 권리 의무 기회를 갖어야 하며
모든 개인은 자신과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가져야하며 남성과
여성은 가전애의 양육과 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목표
성평등의 강화 다름 산업국가 들과 비교하며 여성경재 참여율이 높고 출산율이
높음
스웨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은 양성평등과 아동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
1960~1970년대 초 스웨덴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 이에 성 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이러한 철학을
지지하는 많은 사회 복지 정책이 추진 되었다

Ⅲ. 스웨덴 가족구성의 특징
스웨덴의 가족은 혼전 동거생활의 일반화, 높은 혼외 출생률, 기혼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률, 노인 단독가구의 특징을 가진다.
1)동거생활의 제도화 (SAMBO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형태는 스웨덴에서는 일반화된
가족형태이다.

¡

2) 혼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상분만 100명당 혼외 출생아 비율은 1979년에는 37.6%이었고 1985년에는 동거가
족의 57%에게 자녀가 있었다. 이러한 혼외 출생아도 사회적 낙인이나 손해보는 일없
이 정식으로 등록되고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 사회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결혼으로 인한 이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편부모 가족이 많다.
3)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 스웨덴이 여성경제활동참가를 늘리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은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도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서유럽 국가 가운데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지난 2014년 현재 전일제 맞벌이 부부 비중은 6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OECD 회원국 평균은 41.9%이고, 한국은 29.4%에 불과
¡ 여성경제활동 늘자, 출산율도 높아졌다. 스웨덴 연도별, 세대별 출산율 추이. 스웨덴은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당시
스웨덴 정책의 핵심은 ‘이중 소득-이중 커리어(dual earner/dual career) 가족 모델’의
도입.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도 경제활동을 하고, 직업 경력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게
노동 관행, 복지 제도, 세제(稅制) 등 경제 정책을 바꾸었다.

Ⅳ. 스웨덴 사회복지 보험제도의 체계

Ⅴ. 스웨덴 육아휴직 제도

자녀 1인당 480일이 제공되는 데, 부모 각각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 나머지 300일은
재량껏 나누어 사용한다
¡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사회보장세에서 나오는 데, 근로자 급여의 2.2%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 공공보육 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장시간 근로로 유명했던 근로 시간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단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단체협약을 통해 줄이기 시작했다. 현재 스웨덴은 초
과근로 시간이 연간 200시간, 한 달 5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주 35-37시간
¡ 이 가운데 핵심은 아버지도 가사와 육아에 동참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
의 의무 육아 휴가 제도를 도입한 후 부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면 출현
“아버지 쪽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양성평등이 강화된 원동력”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지자 출산율도 상승.
- 스웨덴의 출산율은 1.85명(2016년 현재)으로 OECD 평균(1.68명)은 물론, 한국
(1.17명)
-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P 늘면 출산율 0.31%P 증가)
- 여성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담이 평등해지면. ‘성
(性), 시간 활용, 출산율 회복’가능
- 남녀간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Ⅵ. 가정 경제 정책
¡

¡
¡

양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
을 병행 할수 있는 재정
적인 기반
자녀가 있는 가족에 경
제적인 재 분배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인
보조

Ⅶ. 가족 복지정책 프로그램
□ 부모 보험
¡ 임신 수당 : 위험시 출산 30일 전부터 월급의 80% 지급
¡ 일시적인 부모 수당 : 0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자녀 질병시 지급
¡ 부모 혜택수당 : 자녀당 480일 90일은 아버지만의 부모 수당
월급의 90% ,단 기업체에 따라 10% 추가

□ 아동수당
¡ 0세 -16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의 부모에게 지불 부모의 수입에 상관 없이
모든 가정에게 지불됨

□ 보육 서비스
¡ 부모 부담이 15% 넘지 않은 실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
¡ 목적 : 일과 가정을 병행해갈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한 케어 에듀 시스템
¡ 현재 스웨덴 아동의 약 95% 이상이 보육기관(förskolan)을 이용함

Ⅷ. 가족 정책으로 오는 영향 및 결과
¡
¡
¡

부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출산율을 증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율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