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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과 윤리경영1)
강 수 돌2)

본 연구는 스웨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경험을 심층 탐구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차
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키워드, 즉 저출
산･고령화라는 사회경제적 도전, 일-삶 균형(work-life balance), 성 평등 증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전체 휴직자의 4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본 연구
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학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 피드
백 차원에 주목,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 질적 방법론을 채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남성들의 높은 육아휴직 참여는 결코 자연
적 현상이 아니라 성 평등 및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한 정부의 제도적 촉진 과정이
주효했다. 1974년 세계 최초의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이후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은 2002년이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도 불가하고 불용 시 소멸되는 60일간
의 육아휴직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
한 것이다. 이후 2016년에 도입한 3개월 할당제는 그 제도적 연장으로 오늘에 이른다.
둘째,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중요한 점은 스웨덴인들의 문화적 촉진 과정이다. 즉, 사
회 전반의 삶에서 성 평등과 가사 및 육아의 분담을 실현하려는 스웨덴 사회의 분위기
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는 직장문화, 즉 노동문화 및 기업문화에서 육아휴직을 당연
시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나아가 사회문화에서도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남성과 여성이
동반자가 되는 풍조가 강했음을 뜻한다. 즉, 제도가 변하니 의식(문화)이 변했고, 의식이
변하니 참여가 촉진됐다.
셋째, 긍정적 피드백 효과 또한 중요했다. 특히 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한 남성들은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아내의 고충을 세심하게 이해하면서, 또 자
신의 삶을 재성찰하면서 향후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성 평등의 실현이 중요함을
체득했다. 스웨덴의 높은 남성 육아참여는 이 다차원의 효과가 결합된 결과라 해석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한다.
핵심어：스웨덴,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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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 경험을 심층 탐구함으로써 윤리경영
의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크게 세 키워드로 압축된다.
저출산･고령화, 일-삶 균형, 성 평등이 그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크게는 한국 사회의 미래, 가까이는 노동시장 문제가 걸려 있다.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는 증가하기에 전 사회적 차원의
도전이다. 일-삶 균형 문제는 남녀 직장인 모두의 삶의 질과 연관되며, 동시에 성 평등 문
제와도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육아 및 가사 노동이 주로 여성의 몫이며, 설
사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도 직장 노동과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고를 겪기 일쑤다
(Hochschild, 2001). 물론 남성은 남성대로 직무 스트레스나 고용불안, 노동 강도,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통을 겪지만,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차별에 더해
독박 육아 및 가사, 그리고 불평등한 가족 관계로 인해 추가로 고통 받는다. 이러한 면들
은 다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흔히 언론에서 ‘라테파파’의 전형적 모델(이사야, 2018)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사례를 학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것이 한국 사회 및 윤
리경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0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성 평등 지수
(취업, 급여, 출산, 육아 등 8가지 지표) 국제비교에서 스웨덴은 100점 만점으로 덴마크 등
다른 7개국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한 데 비해, 한국은 85점으로 보스니아 등 다른 3개국
과 함께 공동 58위를 차지했다(WB, 2020). 이를 반영하듯, 육아휴직 이용자 중 스웨덴 남
성의 비중은 45%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약 20%다. 그나마 한국 남성의 육아참여율은
2016년까지 10% 미만이었지만 최근 들어 2017년 13.4%, 2018년 17.8%, 2019년 21.2% 등
증가 추세를 보여 다소 희망적이다(고용노동부,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물
론 기업의 분위기는 남성 육아휴직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경영진이나 상사는 물론 동료
들마저 육아휴직 신청자를 부정적으로 보기 일쑤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육아휴직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본 연구의 시각과 설계를 제시하고, 실증 연구에서는 현장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스
웨덴 육아휴직 참여 남성들의 경험을 심층 탐구한다. 여기서 탐구 과제는 과연 어떤 사회
적, 조직적 분위기가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증진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결
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스웨덴 사례가 한국 사회 및 기업의 윤리경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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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검토 및 착안점
1. 선행 연구 검토
Rossin-Slater, Ruhm, & Waldfogel(2013)에 따르면 전 사회적인 유급 육아 휴직 제도는
여성의 고용 연속성을 강화, 경력단절과 고급 인력 유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Blau &
Kahn(2013)는 역으로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가족 친화적 법･제도의 부재로 인해
한 때 높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감소했다고 보았다. 또, Bartel, Rossin-Slater, Ruhm,
Stearns, & Waldfogel(2018)은 미국에서 2004년, 주 단위 최초로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
한 캘리포니아 주 패널 자료를 분석, 유급 육아휴직이 남성들의 휴직과 육아 참여 증진 효
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한편, Ray, Gornick, & Schmitt(2008)에 따르면 유급 육아휴직 정책이 잘 시행되면 단기
적으로는 해당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감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성 평등 규범이나 역할
모델에도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최지은･김현경(2019)의 연구 역시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 구성원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특히, 양육 초기에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 이후에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영국의 경험 연구도 있다(Norman,
Eliot, & Fagan, 2014). 이는 육아참여 경험이 그 이후의 성 역할 분담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Duvander & Johansson(2019)은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가 성 평등에 일정한 기
여를 했음을 입증했으며, 특히 Duvander & Andersson(2006, 2012)는 성 평등 정책과 남
성의 육아 참여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했다. 이는 상당히 시사적인데, 저출산･고
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이 중앙 부처 차원에서는 물론 지방 정부에서조차 ‘출산 장려금’으
로 상징되는, 여성의 임신 및 출산 증가에 집중했던 정책이 별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출산 장려 정책으로부터 ‘성 평등’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요컨대, 성 평등 정책과 남성의 육아 참여 증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증가하고, 동시에 노동력을 단순한 인건비로만 바라보는 편협하고 단기적
인 기업문화까지 일정하게 변하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언론이나 학계에서 남성 육아휴직 필요성과 현실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
기해왔다(강윤경, 2017; 이사야, 2018). 김지현･탁영란(2019)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에서 자녀 양육 및 직장 간 균형 유지가 얼마나 힘든지 현상학적으
로 분석했고, 고선강(2019)은 여성관리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나 제도, 기업
문화가 출산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했다. 노호창(2017)은 법적 차원에
서 육아휴직 급여를 검토했고, 박찬웅･조선미･김노을(2018)는 출산휴가 제도와 육아휴직
제도가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했다. 또, 배호중･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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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은 한국노동패널 자료(4차～19차)를 이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신혼
부부의 출산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증명했다. 한편,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직장선택의 선호도를 분석한 이양희･오인하(2019)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대기업을 선호한
반면, 여학생은 육아휴직, 유연근무 가능한 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한국의 남성 청년 집단에서는 여전히 가사나 육아에서 역할
분담 의식이 낮음을 암시한다.
김수정(2006)은 가장 선진적이라 평가되는 스웨덴 가족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비록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스웨덴의 성 평등 정책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라는 삼중
동학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지원(2017, 2018)은 스웨덴 등 북유럽의 가족정책과 양육휴
가 제도가 성 평등, 워라밸, 출산율 등에 긍정적이라 했다(Haas, Allard, & Hwang, 2002).
Persson & Rossin-Slater(2019)의 최근 연구 역시 아빠가 유연한 직장 스케줄로 출산 이
후 과정에 참여 시 아내와 아이의 건강도 좋아짐을 실증했다. 김현숙･정진화(2019)이나 신
윤정(2017) 역시 OECD 국가들의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이 출산율 제고
에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유선우(2019)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영국에서
2014년부터 실시한 부모휴가 제도를 검토한 결과, 도입 4년차인 2018년에 이 제도 이용률
이 단 1%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그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선 스웨덴처럼 소득 대체율이 높
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고원태(2019)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의 도입과 실행 사이엔 일정한 간극
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Edelman(1992)이나 Oliver(2001) 등이 말한 디커플링
(decoupling) 가능성을 지적한다. 즉, 기업들은 정부가 성 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강제
를 시행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척 하지 실질적으로는 별 변화 없이 기존의 관행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는 법과 제도의 측면만 고찰하는 것이 아
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일례로, 안선민･
권보경･이수영(2018)는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는 휴직자 외 다른 직
원들의 초과노동이나 비정규직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쇄효과(trade-off)가 생길 수 있
음을 보였다. 또, 노미영･김대욱(2017)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면접, 육아휴직을 선
택하기 어려운 까닭을 질적 방법론으로 분석했는데, 육아휴직 기피의 범주로 ‘육아휴직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란 시선, ‘업무 복귀의 불안감’, ‘급여의 비현실성’, ‘제도의 사각지대’
등이 도출되었다. 홍승아(2018) 또한 전통적 조직문화가 어떻게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어
렵게 하는지 규명했다. 휴가 신청에 대한 상사의 만류, 생계부양자로서의 부담감, 복직 후
인사 상 불이익 등이 핵심 문제였다.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선 가부장
적 조직문화와 상사의 태도 변화, 사내 규정 제도화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셈이다. 여전
히 남성들이 인사 상 불이익이나 주변의 시선 등 노동환경 때문에 육아휴직 참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기업 내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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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Haas & Hwang(2019a, 2019b)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충분
하며, 기업의 실질적 성 평등 문화가 결정적 중요성을 띤다고 했다.
윤자영(2019)은 육아휴직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효과가 높지 않음에 주목하고, 특
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후지급금 제도 역시 비록 사후지급금을 25%로 높이더라도 유의
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규명했다. 사후지급금제란 육아휴직자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휴직 급여의 15%를 사후적으로 주는 제도다. 결국, 직장-가정 균형(worklife balance)을 유지하는 데는 단순히 소득보전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문화, 노동윤리, 육아
지원, 양성평등 등 복합적 변수들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호길･김광용(2019)의 결과
와도 상통하는데, 호텔 여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은 경력단절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나
아가 원혜연･안선민･이수영(2018)는 공공기관에 여성임원들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육아
휴직 참여도를 분석했는데, 여성임원의 존재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참여는 높이
지 못함을 규명했다. 이는 단위 기업 차원의 리더십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기업문화나 사회
문화가 함께 변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증진을 위해선 개인적 차원의
의식변화 외에도 성 평등 지향적인 기업문화 혁신,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선의 변화 등 다층적 차원의 구조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2. 착안점과 연구의 틀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주요 착안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육아휴직 문제를 개별 기업 차원의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전국 차원의 법적, 제
도적 강제력이 일정 정도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이 법적, 제도적 강제력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디커플링’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문화, 조직문화, 노동문화 차원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기업의 리더십은 물론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 역할이 부각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남성 노동자 자신이 소득감소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가사 및 육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생관
이나 성 평등 감수성, 노동과 직장에 대한 태도 등을 바꿔나갈 수 있는 변화 과정이 대단
히 중요하다.
이런 착안점 위에서 본 연구는 남성 육아참여율은 물론 성 평등 의식이 높은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험은 단순한 개별 기억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문화 및 기업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스웨덴 남성의 높은 육아휴직
참여는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의 영향 변수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파악되며,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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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것이 다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행사함으로써 제도적,
문화적 진화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이 사회
와 기업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와 기업 문화에 대해 일정한 변화 촉진
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이론적 착안점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기본 틀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기본 틀
<피드백>
제도적 차원
남성 육아휴직

성과

문화적 차원
<피드백>

Ⅲ. 질적 연구의 설계
1. 질적 연구의 목적
본 질적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는 법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둘째,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들과의 심
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생각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셋째, 육아휴직 참여의 과정과
결과가 기존 제도의 유지, 발전,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 피드백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스웨덴의 한 소도시인 인구 약 10만 명의 K시에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집중 수행됐다.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법, 제도적 차원 일반에 대해
서는 기존 문헌연구와 스웨덴 관청 홈페이지, 스웨덴 발간 미디어 자료 등을 통해 정리했
다. 또 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초기 심층 면접자를 통해 알게 된 ‘오픈
프리스쿨’(öppna förskolan) 및 공공수영장(Sundstabadet)을 수차례 직접 방문했고, 동시에
각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그런 인프라가 지역마다, 또 전국 곳곳에 편재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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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웨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위해 표본 대상자들을 찾았다.
가장 먼저, K대학 내 연구자 중 육아휴직자와 첫 면담을 한 뒤, 그를 매개로 스노우볼링
(snowballing) 표집법으로 여러 명의 추가 면접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육아휴직자들이
서로 만나는 ‘오픈 프리스쿨’(Tingvallakyrkan)을 수차례 방문했다. 그곳 담당 교사의 도움
및 해당 부모들의 사전 양해 위에,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부모들과 자유 대화를 할 수 있
었고, 마침내 남성 육아휴직자들과의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나아가 오픈 프리스쿨에서 진
행한 ‘베이비리드믹(babyrytmik)’ 프로그램과 야외 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관찰도 진행했
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육아휴직 부모들과 인간적 친밀성을 높일 수 있었고, 육아휴직
참여자의 의식 및 태도 등에 관한 심층면접도 가능했다. 본 연구 심층면접 참여자는 모두
16명이다. 연구 윤리 차원에서 참여자 배려를 위해 이름은 익명(변형된 약자) 처리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외에 심층 면접과 참여 관찰을 통해 스웨덴 남성 육아휴
직 참여자들의 의식, 인식, 태도, 행위, 가치관 등 제도적, 문화적, 피드백 차원을 해석학적
으로 연구하는 질적 방법론을 택했다(cf. Creswell & Poth, 2016; Giorgi, Aanstoos, Fischer,
& Wertz, 1985).
<표 1> 표본 면접 대상자 일반 특성
연령

직종

분야

휴직기간

1. LI

사례

50

교육자

공공

6개월

19세

의사

90%

2. DO

35

박사과정생

공공

16개월(50%)

11개월

교육자

80%

3. MA

45

도서관

공공

6개월

12세

사서

80%

4. ML

55

교육자

공공

3개월

13세

이혼(직장)

90%

5. AL

34

연극인

민간

6개월

10개월

사서

80%

6. NG

27

건설업

민간

8개월

13개월

대학생

80%

7. RH

29

공무원

공공

10개월

11개월

대학원생

80%

8. ME

53

교육자

공공

6개월

11세

교육자

90%

9. RA

32

배관공

민간

7개월

12개월

은행원

80%

10. BO

33

제조업

민간

4개월

13개월

사회보험

80%

11. LE

40

요식업

민간

6개월

18개월

매니저

80%

12. UJ

47

종교인

공공

6개월

29세

교육자

80%

13. JS

38

전기업

민간

6개월

10개월

의사

80%

14. MK

31

측량업

민간

6개월

15개월

사무직

80%

15. PA

30

정보기술

민간

6개월

18개월

간호사

80%

16. KJ

50

정보기술

민간

10개월

17세

교육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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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덴 K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표본 면접자들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심층 면접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한 스웨덴 K시의 아빠 육아 유경험자
내지 육아휴직자들은 모두 16명이다. 그 중 20대는 2명, 30대는 7명, 40대는 3명, 50대는 4
명이었다. 종사 직종은 건설업, 전기, 측량, 배관, 예술, 학술, 제조, 요식, 정보기술, 종교
등 다양했고, 민간부문 종사자는 9명, 공공부문 종사자는 7명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었다. 또,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그 배우자
역시 민간 내지 공공 영역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고, 일부 박사과정생도 있었다. 그리고 모
든 참여자들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소 받는 월 보수의 80% 내외를 보전 받았다고 진술
했다.

4. 질적 연구 - 현상학적 접근법
본 실증연구는 문헌자료 및 인터넷 자료 외에 심층면접의 녹취자료와 참여관찰(오픈 프
리스쿨, 공공수영장) 메모자료를 사용, Creswell & Poth(2016) 및 Giorgi et al.(1985) 등이
제시한 현상학적 접근법에 따라 정리, 분석, 종합했다.
첫째, 본 연구는 면담 자료의 전반적인 의미 파악을 위해 녹취 및 메모 자료 전체를 반
복 검토, 1차 자료의 전반적인 의미와 맥락을 파악했다. 사전에 면담자에게 미리 알린 심
층 면접 주제는 육아휴직 과정에서 경험한 생각과 느낌, 의견 등이었고,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1)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관계를 포함한 육아휴직 관련해 자기소개를 한
다면? 2)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본인이 아는 바를 설명한다면? 3) 육아휴직 과
정에서 아이, 가족, 배우자, 가사 노동, 직장 노동 등과 관련, 본인이 경험한 태도나 생각의
변화를 말한다면? 4) 육아휴직 기간 전후를 비교해, 아이 및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
했는가? 5) 스웨덴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때 겪는 실질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6) 육
아휴직을 선택하기를 꺼리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등이다.
둘째, 녹취 및 메모 자료 전체를 시작부터 꼼꼼히 체크하며 본 연구주제인 ‘남성 육아참
여 경험’의 본질과 핵심을 드러내는데 중요하다고 보이는 주요 진술들을 면밀히 검토, 그
속에서 의미 단위들(meaning units)을 정리, 구분했다. 진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복 통
독하면서 진술자의 표정, 생각, 표현, 고민, 회상, 숙고 등 현상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문장과 단락 단위로 표시하면서 의미 단위를 구분했다.
셋째, 그 뒤 면담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이론적 차원의 언어로 바꾸는
절차를 거쳤다. 즉, 참여자들이 육아 및 가사 노동 참여 과정에서 겪은 생각과 느낌, 경험
들을 주제(themes) 분석을 통해 범주화하는 코딩 작업(thematic coding)을 수행했다.
넷째, 이러한 질적 분석 과정을 통해 변환된 의미 단위들과 범주화한 주제들을 종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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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본질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다섯째, 위 주제별, 의미 단위별 구성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진술 사례들을 선별, 다
시 가다듬었고, 이 최종적 내용을 스웨덴 남성 육아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으로 체계화된
서술에 반영했다.
원래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은, 설문지와 통계분석 중심의 양적 연구방법론과는
달리, 일반화 가능성보다는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통한 특이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Padgett, 1998). 즉, 특정한 사례나 현상을 그 맥락과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Stake, 1995). 따라서 연구 대상의 선정에 엄격성이 요구되
며(Lincoln & Guba, 1985), 사전에 정립된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질
문에 질문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Mason, 2002). 따라서 연구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려
면 직접적 현상을 넘어 그 배경이나 여건, 주체의 상호작용, 과정과 의미 등을 엿볼 수 있
는 다양한 측면의 탐색 및 성찰적 해석이 중요하다(Creswell & Poth 2016).
이런 의미에서 본 면접 중심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다음의 추가 자료 수집을 했다. 첫째,
단순히 남성 육아휴직 중인 사람만을 심층 면접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육아휴직 경험
자 또는 그가 육아휴직 과정에서 만난 네트워크 공간인 ‘오픈 프리스쿨’을 수차례 방문, 현
장 참여관찰을 하고 그 아이들과 부모들의 ‘집단 야외 활동’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했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종종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S 공공수영장’을 수차례
반복 방문, 아이와 아빠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근접 관찰을 했다. 이를 통해 주로
언어로 표현되는 면접 대상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남성 육
아휴직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자료화했다.
셋째, 위 참여관찰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추가 제기했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인 아빠는 오픈 프리스쿨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가?”, “육아휴직 중 남성은 회사로부터 불이익 같은 걸 받는다는 불안감이 없을까?”,
“아이와 함께 수영장에 온 아빠는 아이를 어떤 자세로 대하며 어떻게 소통하는가?”, “아이
가 짜증을 내거나 울 때 아빠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보다 중립적
이고 과학적인 연구자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경계했다. 또
Lincoln & Guba(1985)의 엄격성 기준에 따라 면접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 분야가 비교적
고루 분포되게 감안했다. 윤리성 확보 차원에서도, 면담 내용을 놓치지 않게 녹취해도 좋
다는 양해와 동의를 사전에 얻었으며, 가장 자연스런 분위기로 면담을 진행했다. 자료 정
리 과정에서도 과장이나 왜곡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을 최대한 풍부하게, 즉 관련 내용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도록 기술하
고자 했다.
그 결과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175개의 주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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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출되었다. 또 이 추출된 의미단위들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을 통합하여 총 16개의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도출했다. 그 다음 이 의미 단위들은 다시 3가지의 주제 별로
코딩되었다. 그 주제들은, ‘문화적 차원’, ‘제도적 차원’, ‘피드백 차원’ 등이다.
‘제도적 차원’에는 6개의 의미 단위, 즉 ‘최소 3개월 간 반강제적 남성 할당’, ‘포괄적인
육아 네트워크’, ‘위법에 엄정한 노동법원 존재’, ‘산별 노조의 모니터링과 압력’, ‘충분한 소
득 보전’, ‘여름휴가와 연동 가능’ 등이 포괄되었다. 또, ‘문화적 차원’에는 5개의 의미 단위
들, ‘당연한 것으로 공식화한 육아휴직 권리’, ‘이미 45년 전통으로 관행이 된 육아휴직’,
‘상사의 지지와 격려’, ‘동료의 지원과 협력’, ‘보수나 인사 상 불이익 부재’ 등이 포함되었
다. 끝으로, ‘피드백 차원’에는 5가지 의미 단위, ‘아이와 친밀한 관계 회복’, ‘아내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이해’,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임감 회복’, ‘자아 성찰 및 자기 성숙’, ‘보다 생
산적인 직장생활 의지’ 등이 들어갔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주제 분석 요약
주제(Themes)

의미 단위(Meaning units)

제도적 차원

∙ 최소 3개월 남성 할당제
∙ 포괄적인 육아 네트워크
∙ 위법에 엄정한 노동법원 존재
∙ 산별 노조의 모니터링과 압력
∙ 충분한 소득 보전
∙ 여름휴가와 연동 가능

문화적 차원

∙ 45년 전통으로 공식화한 육아휴직권
∙ 상사 및 동료의 지지
∙ 보수나 인사 상 불이익 부재

성과 및 피드백

∙ 아이와 친밀한 관계 회복
∙ 아내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이해
∙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임감 회복
∙ 자아 성찰 및 자기 성숙
∙ 상대적 저소득층 제도적 배려 필요

Ⅳ. 주제 분석의 내용
1.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 개관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제도(Föräldraledighet, Parental Leave)를
도입,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cf. 송지원, 2017, 2018; 홍희정, 2019; Duv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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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ansson, 2019; Haas & Hwang, 2019a, 2019b). 그 배경은 2차전 후 스웨덴 여성 1인
당 합계출산율이 줄곧 2.4명 수준을 달렸으나 1969년부터 2.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데 있었다. 다양한 사회적 논쟁과 숙의를 거쳐 마침내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총 180일)를 도입했다. 그 자격조건은 갓 태어난 아기부터 만 8세까지의 자녀(입양아
포함)를 둔 (생물, 법적, 입양) 부모다. 1990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450일로 늘였다. 자
녀가 18개월이 될 때까지는 휴직이 가능하고, 18개월에서 8세까지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엄마는 출산 예정일 7주 전부터 출산 후 7주까지는 양육휴가와 무관하게 병가를 내
어 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당시 남성의 육아휴직은 아직 권고사항으로, 여전히 남성의 육
아휴직 참여는 낮았다.
1995년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480일 중 남녀 각각에게 30
일 할당제(양도 불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것이었다. 이
에 남성 참여율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직업 경력과
사회 활동 때문에 꺼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긍정적 변화가 보이자 스웨덴 정부는 이 할당
제를 2002년엔 60일로 늘였고, 이어 2016년엔 90일로 확대했다.
그 이후 남성 육아참여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특히 출산율이 2003년부터 상승 기류
를 탔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스웨덴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명 수준이다. 요컨대 오늘
날 스웨덴 남성의 육아참여율 45%는 한국의 21%3)에 비하면 2배 이상이며, 합계출산율
1,9명은 한국의 0.9명과는 단순 산술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게다가 현재 스웨덴 남성은 출산 직후 10일간의 출산휴가(Mammaledighet)를 쓸 수 있
다. 출산 여성은 그 직후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출산 예정 7
주일 전부터 병가 겸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최초 근
무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권리가 있으나, 고용주에게 최소 2개월 전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년에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고용주와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더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해당 남성이 육아신청을 하고 실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반드시 대체인력
을 고용해야 한다(홍희정, 2019). 육아휴직자로 인한 직원들의 노동부담 전가나 육아휴직
신청 거부 내지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은 결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웨덴
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이 모두의 법적
권리이자 자연스런 과정으로 인식된다.

3) 한국도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최근 들어 급속 상승했다. 2003년 초기엔 1.5%, 2016년 8.5%였으나,
2017년 13.4%, 2018년 17.8%, 2019년 21.2%로 빠른 증가를 보인다(고용노동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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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차원
면접에 참여한 스웨덴의 육아휴직 남성들은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에 관해 비교적 잘
아는 편이었으며, 가사 및 육아 노동 분담은 물론,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그 제도를 충분
히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국 어디나 존재하는 ‘육아 네트워크’는 부모 사이의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 매개체가 됨으로써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최소 3개월 남성 할당제
면담 참여자들은 대부분 3개월 남성(또는 여성) 할당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여기고 있
었다. 1995년 처음 도입 때는 30일이었으나, 2002년에 60일로 늘었고 2016년부터는 90일이
다. 배우자에게 양도 불가이며 쓰지 않으면 없어지기에 면담 참여 아빠들은 이를 “당연히”
활용하고 있었다. 민간･공공 영역을 불문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으로 쓰는 것이 통상적
이라 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부들은 맞벌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 미리 충분한 의논을 해
서 각자 나름의 직장 경력도 유지하고 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잘 조절했다.
“저는 아이가 2018년 4월에 태어났는데, 교사인 아내가 아이 출산 때부터 2주일간 풀타
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하프타임으로 육아휴직 중입니다. 현재 K대학 박사과정 중
인데, 주 2.5일 근무하며 논문을 씁니다. 2016년부터 아빠도 3개월 동안을 풀타임으로 휴직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손해인 셈이죠. 저랑 아내는 480일을 하프타임으로 하면 960일 동
안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DO씨, 박사과정생)
“큰 아이는 2005년생이고 둘째는 2008년생인데, 당시는 아빠들에게 2개월이 주어졌어요.
쓰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썼지요. 저는 6개월 육아휴직을 했는데, 3개월은
풀타임으로 쉬었고 또 3개월은 하프타임으로 쉬었어요.” (ML씨, K대학 교수)
“딸이 2018년 6월에 태어나자마자 아내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 다음을 이어
제가 6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연극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휴직 기간이 지
나면 다시 다른 도시로 갈지도 몰라요. 일단은 아빠로서 3개월 이상은 반드시 아이랑 시간
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AL씨, 연극 배우)
“여자 친구[아직 혼인신고 않은 상태임]가 대학생인 상태에서 2018년 3월에 출산을 했는
데, 출산휴가를 모두 12주일 썼고요, 저는 2주일 썼지요. 그 직후부터 여친이 10개월간 하
프타임 육아휴직을 했고, 이어 제가 9개월간 풀타임 육아휴직을 신청해 쓰고 있는 중이죠.
아이가 만 18개월이 넘으면 마을에 있는 킨더가든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제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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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하고 여친이 다시 4개월간 하프타임 육아휴직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NG씨, 건설회사 직원)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당연한 권리라 생각해요. 저는 환경 분야에
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모두 10개월간 딸아이[알마]랑 같이 지내려고요. 아내는 사회심리학
을 배우는 대학생인데, 제가 아이를 보살피면 아내가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죠.” (RH
씨, 환경･건축 관련 공무원)

(2) 포괄적인 육아 네트워크
한편,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스웨덴 지역공동체(코뮨) 곳곳에는 각종 육아 네트워
크들이 있다. 이곳은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아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인데, 교회 등
종교기관이 운영하기도 하고 시민단체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센터와 부모들의 육아 동
아리, 공원과 놀이터, 도서관, 킨더가든 등이 일종의 ‘육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카페 같은 공간까지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가 수차례 방문한
‘오픈 프리스쿨’ 역시 K시 T교회가 운영하는 육아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내 딸이 10개월 지나면서 이곳(오픈 프리스쿨)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정
도 나오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와요. 처음엔 아이가 어색해 했는데, 나중
엔 다른 애들하고도 친해지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저도 처음엔 엄마들이 많아서 좀 어
색했는데, 차츰 다른 아빠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엄마아빠 가리지 않고 모두 친한 편이
죠.” (NG, 건설회사 직원)
“저는 아이가 좀 어린 상태라 (스톡홀름에 살다가) 일단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 근처
로 이사를 왔어요. 부모님이 봐 주실 때도 있지만, 동네 가까운 ‘오픈 프리스쿨’도 있고,
가끔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과 같이 모이기도 해요. 특정 집에 모이기도 하고 조
용한 카페 같은 곳에서 모이기도 하죠. 공원 놀이터도 좋은 공간인데, 아이가 좀 더 크
면 자주 갈 생각이어요.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합을 잘 하면 아이 키우는
데 별 문제가 없어요.” (AL씨, 연극 배우)
“월, 수, 금요일엔 ‘오픈 프리스쿨’에 오는 편이고요. 마당에 잔디가 있는 친구 집도 인
기 장소죠.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많이 몰려요. 친구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더라
도 그곳에서 또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 서로 어울리기도 해요. 처음엔 서로 낯설
어도 차츰 얼굴이 익숙해지면 대화도 나누죠. (‘라테파파’란 말처럼) 카페 같은 데서 아
이를 데리고 모이는 것은 아이가 아직 어려 분유만 줘도 조용할 때 자주 간 편이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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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서관 내 어린이 코너도 좋고요. 아이가 좀 커질수록 이제는 야외 공간이 더 좋아
요.” (RA, 배관공)
“저는 이제 아이가 13개월째라 오픈 프리스쿨에도 잘 나오고 근처 수영장에도 잘 데
리고 가죠. 수영장에도 어린아이들 공간이 따로 있고 재밌는 물놀이 기구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들이 제법 어울려 놀기 좋아요. 우리 아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꼭 수영장에 가는 편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원 놀이터도 좋아요. 놀이기구도
많고 잔디밭도 좋거든요. 좀 더 크면 아이를 킨더가든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육아
휴직을 4개월밖에 못하는데, 사회보험 담당으로 일하는 아내가 또 이어받아 휴직을 하
면 야외 공간이나 수영장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BO씨, 제조회사 직원)

(3) 위법에 엄정한 노동법원 존재
스웨덴 노동법원(Arbetsdomstolen, Labor Court)은 특별 지위를 지닌다. 노동관련 이슈
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것은 지방법원에서 다룬다. 하지만, 노･사 대표 기구(사용자 연합,
업종･산별 노조)가 당사자이며 노사협약 관련 사안이나 노동법 적용이나 해석 관련 사안
을 다툴 때에는 특별 법원인 노동법원에서 직접 다룬다. 지방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노동법원에 항소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법원의 심판은 최종심 효력을 띤다. 노동
법원은 일반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4명은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각 2명씩으로,
다른 3명은 중립적 재판관으로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다. 결국, 최종 판단은 이 중립적 3명
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식의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것은 거의
없다.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는 셈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회사는 당연히 받아줘야 해요. 제가 다니
는 회사는 민간회사인데도 휴직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앞선 직원들도, 또 주변 동료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만일 회사가 요청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회사
도 다 그런 걸 아니까 아예 처음부터 육아휴직을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죠.” (JS씨, 전
기회사 직원)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상사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는 없어요. 법적으로 위법이니까요. 가끔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회사가 허용해줄 수밖에 없
었죠.” (LI씨,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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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회사들은 육아휴직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을 잘 지켜요. 우선은 노동자 당사자
가 반발하고, 다음은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지막엔 법원에 가지만 결국 법대로 하
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PA씨, 공공분야 IT관련 일을 하는 민간회사 직원)

(4) 산별 노조의 모니터링과 압력
1880년대부터 노조로 조직화한 스웨덴 노조운동은 현재 전국 조직이 크게 세 군데로 나
뉜다. 가장 오래된 블루칼라 중심 조직이 LO(스웨덴 노총)이고, 사무기술직 중심이 TCO
이며, 고학력 전문직 중심이 SACO이다. LO는 산하에 14개 산별･업종별 노조를 두고 있고
조합원이 모두 약 1.5백만이다. TCO는 산하에 13개 노조가 있고 총 조합원이 1.4백만이다.
SACO는 산하에 무려 21개 조직을 포괄하며 약 70만 조합원이 있다. 이들 조직은 최우선
적으로 조합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사
실상 사회민주당과 친화력이 있다. 다른 북유럽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노조는 실업보
험 기금을 직접 관리한다. 각 조직들은 복잡한 스웨덴 노동법을 조합원들을 위해 쉽고 상
세히 설명해준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
을 자세히 홍보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노조 조직은 지역별로 상당수 기업들을 모니터링하
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한다. 노동관련 고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노조 측에 알려
회사와 협의로 해결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신청하기가
어색한 경우엔 노조에 문의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서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SACO 산하의 대학원 연구생 노조
에 가입해 있었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MA씨, 대학도서관 전문위원)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작은 민간기업에 다녔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처음에 관리자
가 좀 힘들다는 식으로 말했대요. 그래서 LO 산하의 금속노조 조합원 자격으로 노조 옴
부즈맨에게 말했더니, 당장 며칠 뒤에 회사 측에서 육아휴직 신청하라고 했다고 들었어
요.” (JS, 전기관련 업체 직원)
“노조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자기 권리 찾는 것만 도와주진 않아요. 해당
지역에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동시에 육아휴직자로
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죠. 한번은 어떤 사람
이 유급 육아휴직 중인데도 몰래 돈벌이 일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노조 옴부즈맨이 그
걸 알아차리고 말린 적도 있어요. 자칫 그 사람은 육아휴직 중에 받은 모든 돈을 다 털
어내고 망신도 당하고 벌금까지 물을 뻔했죠.” (MK씨, 측량토목 관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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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분한 소득 보전
스웨덴의 아빠들은 육아휴직 시 한번에 6개월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총 480
일(1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데4), 이것을 부부가 각기 50%씩 나눠 쓰면 추가 보너스를 받
는다. 이러한 제도의 이면에는 스웨덴 특유의 사회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한다. 일례로, 부
모보험을 관리하는 사회보험기금(Försäkringskassan)은 사용자가 낸 공과금에서 2/3를, 세
금에서 1/3을 충당한다.5) 이를 통해 스웨덴 남성들은 노･사,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을 막
론, 육아휴직을 하면 480일 중 390일간은 (병가수당[SGI]에 준해) 통상임금의 80% 정도를,
나머지 90일간은 하루 당 180크로나를 부모보험 기금에서 받는다.6) 게다가 노사 협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추가 보전까지 받으면 거의 임금의 90%를 보전 받는다.
또 스웨덴 정부는 아이 연령 18세까지 인당 월 100유로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혼한
경우엔 법적 양육권자에게 인당 월 150유로 정도의 양육지원비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면
담 참여자들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육아참여를 꺼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큰 아이가 2007년생이고 작은 아이가 2009년생입니다. 당시는
아빠들이 2개월을 기본으로 쉴 수 있었는데, 저는 첫 아이 땐 6개월 휴직했고, 둘째 땐
3개월 했어요. 아내가 특수학교 교사였는데, 첫 아이 때 3개월만 쉬고 복직을 했거든요.
제가 6개월 쉬는 동안 아마도 아이와 소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죄책감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어요. 그래서 둘째 때는 아내가 좀 더 오래 휴직 하겠다 하더라고요.
부모보험에서 저나 아내나 소득 보전이 기본으로 80% 정도 되고 추가로 학교에서 10%
정도 더 나오기 때문에 모두 90% 정도이니까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었죠.” (ME씨, 대
학 교수)
“스웨덴에서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해도 사회보험 기구에서 기존의 임금 중 80% 가까이 보전
을 받거든요. 또 노조의 단체협약으로 10% 정도를 추가로 받으니 소득수준이 거의 줄지
않는다고 봐야죠.” (LE씨, 식당 매니저)
4) 출산, 법적, 입양 부모 모두 적용됨. 쌍둥이면 660일, 세쌍둥이는 840일까지 쓸 수 있음. 출산 부모와 (이
혼으로) 법적 부모가 동시 존재 시, 한 아이 당 최대 4명의 부모가 480일을 나눠 쓸 수 있음.
5) 이 사회보험 기금에다 고용주는 노동자 임금의 25%를, 자영업자는 순소득의 2.6%를 ‘공과금(fee)’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노동자 퇴직연금, 실업수당, 병가수당, 유족수당, 산재수당,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세금을 보면,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을 약 35%인 반면, 한국은 20% 정도다.
6) 출산 전 8개월 연속 노동 시 80% 보전(일 최대 1,006 SEK) 원칙. 그렇지 않은 취업자는 6개월간 250
SEK 수령, 그 이후 예전 소득 기준 80% 산정(일 최소 250 SEK). 자영업자는 월 수익 기준 산정(일 최
대 967 SEK), 실업자는 취업 당시 임금 수준 기초 산정, 저임금(연 117,590 SEK 이하) 노동자나 학생은
일 250 SEK 수령.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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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소득수준이 꽤 높으면 소득 보전도 충분하지만, 육아휴직 당사자가 학생 신분이
거나 저임금 계층에 속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루에 250크로나, 한 달에 7,500크로나(약 100만원)만 육아휴직 수당으로 나오
거든요. 그래도 아이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걸
생각하면 결코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AL씨, 연극 배우)

(6) 여름휴가와 연동 가능
스웨덴의 노동시간법(Arbetstidslag)과 휴가법(Semesterlag)에 따르면 법정 근무일수는
통상 260일이며, 여기에 주말, 성탄절과 부활절과 같은 휴일은 제외된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기본 휴가로 25일(5주일)의 ‘연가(annual leave)’가 있다. 6-8월의 여름휴가는 4주
연속 쉴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들은 여름휴가를 앞뒤로 이어 쉴 수 있다. 2개월 전에
회사 측에 통보하고 협의하면 된다. 이것 역시 육아휴직 사용에 동기부여가 된다.
“상당수 아빠들은 여름휴가를 한 달 내고 그에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도
해요. 물론, 회사 사정을 보면서 신청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아이랑 함
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모든 가족의 행복도가 높아지겠죠.” (MA씨, 대학 도서관
전문위원)
“저는 쌍둥이 딸만 둘입니다. 2002년 12월에 태어났죠. 둘 다 고교 2년생인데, 아이들
이 태어난 해부터 아빠들이 1개월 더 늘어 2개월씩 육아휴직 할당을 받았죠. 아내는 고
교 국어[스웨덴어] 교사인데 출산 직후에 몇 달 쉬었고, 조금 출근하다가 긴 여름방학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죠. 저는 지금은 IT 관련 사업을 하지만 당시엔 IT 관련 회사 직원
이었는데, 여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10개월까지 했어요. 아내보다 제가 훨씬 많이 한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아빠인 저와도 관계가 아주 친밀해요.” (KJ씨, IT 계통
자영업)
“큰 아이가 1988년생이고 둘째는 1990년생입니다. 둘 다 예테보리 시에서 태어났는데,
첫 아이 출생 때는 제가 좀 바빠 육아휴직을 내지도 못했어요. 대학 교수인 아내가 많
이 고생했죠. 그러나 보니 제가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게 컸어요. 그래서 둘째 때는 제
가 나서서 6개월 휴직을 했지요. 마침 여름휴가에 이어 7개월 이상을 아이들이랑 함께
보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랑 모두 친하게 지내고 소통도 잘 되는 편인데, 그래도 마음
속엔 큰 아이에 대한 미안한 느낌이 좀 남아 있죠.” (UJ, 종교인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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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차원
여기서 문화적 차원이란 생활문화, 기업문화, 노동문화, 가족문화 등을 포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여러 측면의 문화적 차원에
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인지하며 행위 하는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다.

(1) 45년 전통으로 공식화한 육아휴직권
스웨덴에서는 민간, 공공조직을 불문, 또 남성, 여성을 불문, 육아휴직이란 말을 꺼내는
자체가 어색하지 않다. 말을 넘어 ‘실제’ 사용에도 지장이 없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공식 인정된다. 스웨덴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실시된 것은 1974년부터다. 45년 이상의 전통
이 쌓인 셈이다. 처음엔 남성 참여가 그리 높진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
었다. 특히 1995년부터 남성할당 1개월제 시행으로 좀 더 빨리 늘었다. 2002년 2개월제 도
입 이후엔 더 빨라졌다. 2016년 3개월제 도입 이후엔 남성 육아휴직이 거의 정착 단계로
들어섰다.
“제 아내는 좀 큰 기업의 엔지니어였어요. 저도 당시에 같은 기업에서 엔지니어였죠.
2005년, 처음 아내가 출산하자마자 아내가 1년 가까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지극히
당연했죠. (당시 스웨덴 법에서는 아빠들이 총 480일 중에서 기본으로 2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게 권장했는데) 저는 3개월을 풀타임으로, 또 나머지 3개월은 하프타임으로 육
아휴직을 했어요. 직원들이나 관리자나 모두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수용하는 분위
기라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ML씨, 당시 민간회사 엔지니어, 현재 이혼 상태)
“저는 아이가 셋이라 육아휴직을 모두 3번 썼는데, 첫 아이가 1999년생, 둘째 아이가
2001년생, 셋째가 2003년생이어요. 모두 다 제가 박사과정 학생 때 태어났어요. 첫째 때
는 지도교수가 연구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약간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둘째 이후로는
별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첫째 때는 (1995년부터) 기본으로 1개월을 아빠가 써야 했는
데, 아내가 의사라 출산 직후 3개월만 쉬고 일하러 나가는 바람에 제가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했죠. 둘째 때는 아내가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좀 더 길게 쉬겠다고 했어
요. 셋째 때는 아빠 육아휴직이 2달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빠 육아휴직
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LI씨, 현재 대학 교수)
“스웨덴에서 남자나 여자나 육아휴직을 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요(no big
deal). 회사도, 직원도 두루 수용적인 분위기거든요(very accepted to take parental leave).”
(RH씨, 환경 관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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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복직 이후에 같은 일자리 내지 비슷
한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바,
한국 사례들처럼) 육아신청자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일은 스웨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어요.” (BO씨, 민간 제조업 직원)
“제가 원래 1987년생인데 당시 제 아버지도 육아휴직으로 저를 보살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와 관계도 좋은 편이고 또 과거의 기억 또한 좋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그런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아내랑 의논해서 주저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죠.” (RA씨, 민간회
사 직원)
“스웨덴에서는 이미 1974년부터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 중입
니다. 45년이 넘은 전통이죠. 아마도 당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던가 봐요. 그
런데 강제성이 낮다 보니 아빠들은 육아휴직에 잘 들어가지 않고, 엄마들은 긴 육아휴
직 이후에 복직이 쉽지 않아 양성 간 직장 경력의 격차가 더 벌어졌죠. 그래서 국가적
으로 성 평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 95년부터라 할 수 있어요. 2002
년부터는 엄마나 아빠가 각기 2개월을, 또 2016년부터는 3개월을 쉬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부부가 기본으로 6개월 동안 아이를 돌
보게 되죠. 물론 전체 480일을 다 사용하는 부부들도 갈수록 늘고 있죠.” (ME씨, 교육자)

(2) 상사 및 동료의 지지
한국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기만 아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대
단히 용감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심한 경우, 월급 도둑질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회사나 상사가 남성 육아휴직에 대
해 지극히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지지, 격려까지 한다. 스웨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거의
정착단계이기에 회사 측은 물론 동료들조차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감
독이나 노동법률 적용이 엄격하고, 누군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회사 측도 그 빈자리를 메
울 대체인력을 고용하게 되어 있기에, 육아휴직자 주변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안기지도 않
는다.
“2002년 말, 제 쌍둥이 딸 둘이 태어났을 때, 처음엔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니 정말
막막했어요.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요. 당시 저는 IT 분야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당시 상사가 저더러 얼른 육아휴직 들어가야 한다고 권할 정도였
죠.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KJ씨, 당시 IT 회사 직원, 현재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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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로 스턴트맨 역할을 하는 연극인이라 고용불안이 좀 심한 편이죠. 작년 6월
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선배와 단장이 와이프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당장 휴직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6개월 휴직을 신청해
서 지금 아이랑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AL씨, 연극 배우)
“저는 2006년생 딸과 2007년생 아들이 있어요. 당시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지
도 교수께서 하프타임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논문 작업이나 연구 보조 역할을 하라고
하셔서 큰 도움이 되었죠. 하프타임으로 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도 두 배로 길게 쓸 수
있고 좀 힘든 면이 있지만 육아와 공부를 병행할 수도 있어 장점이 있거든요.” (MA씨,
대학 도서관 전문위원)
“스웨덴은 어떤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즉시 대체 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
리 회사 측과 잘 상의하면 회사도 알아서 대체 인력을 보충하죠. 그러니 누가 휴직 들
어간다고 옆의 동료가 불평하거나 (한국에서처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비난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얼른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라’고 박
수를 쳐주죠.” (NG씨, 건설회사 직원)
“제가 회사에서 피카(Fika, 소통과 휴식을 겸한 스웨덴 특유의 커피 브레이크, 홍희정
2019 참조.) 시간 때, 옆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7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모두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죠. 회사 일 걱정은 말라 하고 오히려 아이랑 즐겁
게 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제법 힘들 거라고 영양 보충 잘 하라고 응원하는 분위기….”
(RA씨, 민간회사 배관공 기술자)
“저는 목사의 길을 걷는 종교인인데, 큰 아이가 1988년에 태어났을 때는 일이 바쁘다
는 핑계 아닌 핑계로 돌보지를 못했어요. 대학에 있는 아내에게 상당 정도 맡긴 상태였
죠. 마음 한 구석에 아이와 아내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2년 뒤에 둘째가 태어
났을 때는 제가 나서서 육아휴직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당시 목사님이나 동료들은 저더
러 ‘교회 일은 걱정 말고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많은 격려를 해주었지요.”
(UJ씨, 종교인)
“저는 현재 박사과정 학생인데, 연구조교 일을 하다 보니 일이 많은 편이어요. 그래서
하프타임으로 육아휴직을 하며 기존 보수의 절반 정도만 받으며 육아와 연구 조교, 그
리고 제 논문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어요. 아내 역시 하프타임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어
요. 서로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보니 큰 문제는 없는 셈이죠. 저나 아내나 육아휴직에 들
어가도 전혀 눈치를 보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한국 같은 분위기라면 정
말 힘들 것 같아요.” (DO, 박사과정 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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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나 인사 상 불이익 부재
이미 45년 이상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고, 법 집행이 공정하고 엄격하다 보니 회사 측
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비용 요인을 감안하고 경영한다. 그러니 설사 육아
휴직자가 생기더라도 당사자에게 보수나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문제나 갈등 같은 것이
생길 일이 거의 없다. 혹시 그런 문제 소지가 있다면 이미 노조 옴부즈맨 차원에서 파악이
되고 회사 측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된다. 기업이나 인사 담당자 역시, 우선은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긍정적 기업문화
형성 차원에서도 육아휴직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처음부터 육아휴직이 법에 규정된 대로 운용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도 육아휴직자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 월급이나 승진 같은 문제에서 부당한 대
우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MK씨, 민간회사 측량토목 기술자)
“회사 측에서도 직원이 어떤 스케줄로 육아휴직을 쓸 것인지만 잘 알면, 복직 때가
됐을 때도 특별히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물론, 육아휴직자와 회사 담당자가 잘 협의
해서 복직 뒤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왔던 대체 복무
자는 아예 기간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계약 기간 이후에는 나가게 되죠. (PA씨, IT 회
사 직원)
“저는 주로 밤에 일하는 사람이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인기 좋은 빠-의 매니저죠.
아내도 저 옆에서 보조 매니저로 일해요. 저는 원래 터키 출신이고 아내는 원래 오스트
리아 출신인데, 아들 녀석이 2017년 10월에 태어났어요. 저는 6개월 하프타임으로, 아내
는 12개월 풀타임으로 휴직 중이어요. 스웨덴에선 육아휴직을 해도 보수나 고용 문제에
서 경영진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요. 올해 말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또
휴직에 들어가려고 해요.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거죠.” (LE씨, 요식업 매니저)

4. 성과 및 피드백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이라는 이 양 측면만 잘 살펴도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이 높
아진 까닭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에 참
여한 남성들은 다소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만족”하며 성과가 높은 편이었
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다시 기존 제도나 문화를 강화, 유지, 존속하는 데 중요
한 피드백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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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와 친밀한 관계 회복
부부 내지 파트너가 사랑으로 맺어졌다 하더라도 특히 직장이나 육아가 힘들면 전반적
생활만족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핀 스웨덴 남성들은 육아휴직 과정으로
부터 좋은 결실을 얻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
거나 심화되는 것이었다.
“저도 처음엔 집에서 딸아이랑 함께 있는 게 좀 힘들었어요. 아내가 대학생이라 3개
월 이후부터 학교 공부에 좀 바빴거든요. 그런데 처음이 힘들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때마다 물이나 먹을 걸 챙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치우고 옷도 갈아입히고 하면서 아이가 무척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몸으로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나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RH, 환경 관련 공무원)
“옛날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죠. 형제가 5자매인데 어
머니가 주부였고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직장 뒤에 집에 오시
면 꼭 저희랑 놀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이 많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세대교체가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을 부부가
분담하죠. 저도 아이들이 셋인데, 육아휴직을 하는 도중에 아이랑 많이 친밀해졌죠. 장난
도 많이 치고요. 짜증을 내거나 울면 힘든데, 방글방글 웃으면 너무 귀엽죠. 웃는 모습만
보면 그간 힘든 것도 다 날아가는 듯해요. 그랬는데 벌써 아이들이 20세가 다 되었어요.
이제는 아빠랑 거의 맞먹으려 해요.” (LI씨, 교육자)
“아이가 10개월 넘어가니까 막 기기 시작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곧 날씨가
더 좋아지면 잔디밭 있는 친구 집에 데리고 가서 아이가 땅을 짚으며 기어가게 하려고
요. 기기 시작하다가 또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
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게 아빠가 된다는 것이로
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잘 해요.” (DO씨, 박사과정
연구자)
“저는 아들이 2005년생이고 딸이 2008년생인데, 처음에 민간기업에 다니다가 2001년
부터 대학 교수가 되었죠. 그래서 나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꽤 보냈죠.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아내랑 좀 힘든 일이 있어 약 4년 전 이
혼을 한 상태인데, 법적 양육권을 반반 갖기로 합의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정기적으
로 만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죠. 우리 대학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은 편이어요.” (ML씨,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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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이해
육아휴직 과정은 육아와 동시에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 비해 비교적
양성평등이 보편화한 스웨덴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 평등한 사회가 없고 여전히
가부장적 요소가 남아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육아 및 가사 분담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면담자들은 가사 및 육아 참여를 통해 아내의 고충이나 스트
레스를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육아라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참 일이 많거든요. 기저귀나 먹을 것 등 아이 챙기
는 것도 만만찮은데, 빨래나 청소도, 요리도 모두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내내 그동안 아내가 직장 일 외에도 가사 및 육아 부담이 컸겠다고 더 절실히 느
끼고 있죠. 아내도 은행원으로 일을 하는데, 부부가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으면 정
말 힘들겠다고 생각해요.” (RA씨, 민간회사 배관공 기술자)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아내나 저나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정말
힘들다는 점이어요. 제 아내는 대학원생으로 논문을 쓰는 중인데 일단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내가 좀 더 집중하도록 돕고 있죠. 집도 원래는 좀 더 먼 곳에 있었는데, 최근
엔 아내가 다니는 학교랑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겼죠.” (RH씨, 환경 관련 공무원)
“예전에는 아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뭘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했어
요. 그런데 제가 6개월 풀타임 육아휴직에 들고 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느
끼고 있어요. 아내가 의사인데 집에 와서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만 해줘도 어딘지 눈물
이 핑 돌면서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JS씨, 민간 전기업체 직원)

(3)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임감 회복
이와 연결된 것이 남성 스스로도 더 이상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가사나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몸으로 깨닫는 과정이란 점이다.
본 연구자가 ‘오픈 프리스쿨’ 외에 공공수영장이나 공원 놀이터에서 유심히 관찰했을 때에
도 아빠들 역시 엄마 못지않게 아이들을 자상하게 보살피며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을
했다.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다.
“저는 특히 철도 분야의 측량 일을 많이 해요. 현장 위주로 도는데, 스웨덴만이 아니
라 노르웨이까지 가기도 해요. 이번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동안 파트너(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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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상태)가 정말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아내가 민간회사에서 회계원으로 일하는데
처음에 아내가 1년 가까이 휴직을 했을 때, 특히 제가 멀리 출장을 간 경우 집안일이나
아이 보는 일이 정말 힘겨웠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 육아휴직이 끝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좀 더 많이 분담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MK씨, 측량관련 기술자)
“보통 아이가 어릴 때 부모나 또래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죠. 이런 점에서 제가 풀타임으로 6개월 휴직을
하고 아내랑 번갈아가며 아이를 보고 있는데, 마침내 내가 이제야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어요. 실은 아빠가 된다는 것이 좀 힘들긴 해요.
에너지는 물론 끈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아니 그래서 더 더욱 보람을 많이 느
끼는 것 같아요.” (PA씨, IT관련 직원)
“제 부모님 시절에는 여전히 가부장 모델이 살아 있었죠. 아버지는 돈을 벌고 어머니
는 주부 역할을 하고요. 이제는 대다수가 맞벌이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저
도 꽤 오래 전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부부 간에 가사나 육아를 적절히 잘 나눠 해야 함
을 절실히 느꼈죠. 스웨덴은 이미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봐요. 그런데
(특수학교 교사인) 아내가 자기 언니 집에도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있다며 서로 같이
잘 어울리도록 그 근처로 이사 가자 그래서 오래 전에 그쪽으로 이사했어요. 여기서 1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조금 힘들어도 아예 거기서 출퇴근하죠.” (ME씨, 대학 교수)

(4) 자아 성찰 및 자기 성숙
육아 및 가사 노동에의 참여 과정은 결국 자아 성찰 내지 자기 성숙의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참여 남성들의 시각 자체가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노동 효율이라는 기준을 넘어
보다 넓은 인생 전체 차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때로 일부 참여자들은 육아와 가사에
아내와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나아가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데
대해 나름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저는 여친[아직 결혼식을 않은 상태라 ‘여자 친구’라 부름]이 대학생이라 처음 10개월
동안 여친이 육아휴직을 했어요. 하프타임으로 했죠. 그 뒤 제가 8개월 정도 풀타임 육
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아이랑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
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도 정
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아내랑 양쪽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긴데, 제 아는 사람 하나는 제가 육아휴직 들어
간다니까 ‘집에 가서 뭐 하게?’라는 식으로 냉소적 반응을 보였어요. 거의 일중독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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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결국 그 사람은 15세 딸과도 관계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1년 전에 이혼
을 하고 말더라고요.” (NG씨, 건설회사 직원)
“하루 종일 일(연구, 보조)만 하다가 하프타임이라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
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돼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 셈이죠. 일에서 조금 떨어져
일정한 거리를 갖는 것도 참 좋아요. 제가 하는 일이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
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아이의 표정이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어요. 예사로 지나치지 않는 거죠. 육아휴직을 안 했다면 배우지
못했을 거여요.” (DO씨, 박사과정 연구생)
“첫째 아이 때는 일 때문에 바빠 육아휴직을 못했지만, 둘째 아이 때는 제가 나서서
파트타임으로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죠. 그 때 비로소 삶의 무게중심이 일에서 집으
로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나름의 균형을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왜 진작
그렇게 못했는지 좀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육아휴직을 않았더라면 종교인인 저조차 인
생을 좀 엉터리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UJ씨, 종교인)

(5) 상대적 저소득층 제도적 배려 필요
면담 참여자들은 단지 자기 가족만의 문제로 국한된 인식을 드러내진 않았다. 자기 가
족 문제에서 출발은 하지만 개별적 문제조차 스웨덴 사회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피기
도 했다. 일례로, 여전히 남성 육아 참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특히 저소득
층이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간혹 사회복지 관련,
오남용 사례가 나온다 해도 바로 그것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보다는 오
히려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엔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인
프라 차원에서의 지원도 좀 더 촘촘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LI씨, 대학 교수)
“예전에 방송에서 언뜻 본 것 같기도 한데, 민간기업들 중에서 좀 작고 어려운 현장
에서는 육아휴직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회사가 노골적으로 ‘안 된다.’
는 식으로 말은 못하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노조의 옴부즈맨이나 노동법원에서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DO씨, 박사과정 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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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신문에 육아휴직 보조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해요. 육아휴직에 들어
간다고 신고한 상태에서 부모보험청에서 80% 가까이 돈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또 다른 일을 해서 이중 소득을 얻으려는 경우가 전형적이죠. 물론
철저히 단속도 해야겠지만, 그 사람의 사정도 잘 헤아려서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BO씨, 기계산업 직원)

Ⅴ. 결론 및 시사점
1.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스웨덴 남성의 높은 육아휴직 참여율을 해명하기 위해 1) 제도적 차원, 2) 문
화적 차원, 그리고 3) 성과 차원에서 질적인 고찰을 했다.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을 통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 종합하게 된 본 연구의 중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45%에 육박하는 것은 결코 처음부터 저절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성 평등 및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한 정부의 제도적 촉진 과정과
사회 전반의 삶에서 성 평등과 가사 및 육아의 분담을 실현하려는 스웨덴 사람들의 문화
적 촉진 과정의 결합이 낳은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제도와 문화의 결합효과가 스웨덴 남
성의 육아참여 성과 제고에 주효했다고 본다.
둘째,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 제도적 촉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2002년이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도 불가하
고 불용 시 소멸되는 60일간의 육아휴직을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16년에 도입한 3개월 할당제는 그 제도적 확장
이었다. 게다가, 약 80%에 이르는 소득보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문화적 촉진 과정 역시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것은 직장문화, 즉 노동문화 및 기업
문화에서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나아가 사회문화에서도 육아 및 가사
노동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즉, 제도가 변하니 의식이 변했
고, 의식이 변하니 참여가 높아졌다.
넷째, 긍정적 피드백 효과 또한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측면이
다. 특히 육아휴직에 적극 참여한 남성들은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아내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또 자신의 삶을 보다 깊이 성찰하면서 향후
제도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성 평등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측면들이
결합되어 현재 스웨덴은 육아휴직과 관련,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들에 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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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시사점
우선,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한 바, ‘실효성 있는 제도의 효과’다(고선강, 2019;
박찬웅 등, 2018; 배호중･천재영, 2018; 송지원, 2017, 2018; Bartel et al., 2018; Duvander
& Andersson, 2012; Duvander & Johansson, 2019; Haas et al., 2002; Ray et al., 2008;
Rossin-Slater et al., 2013). 스웨덴 역시 1974년에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했지만, 그 자체
가 남성들의 높은 참여를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2002년 2개월의 남성
육아 할당제는 10% 내외에 머물던 남성 육아 참여율을 불과 몇 년 만에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이었다. 이는 상기 선행연구들의 결론과 통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은 제도나 문화의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하
게 되면 그 뒤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기도 한다. ‘참여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다(조
유성･한창근, 2019; 최새은･정은희･최슬기, 2019; Norman et al., 2014). 그것은 육아휴직
참여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차원을 느끼게 되고 아내의 고충에 대한 공감과 가사 노동 및
육아 노동에 대한 성 평등적 책임감을 상당히 회복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요컨대, 스웨
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한편으로 80%에 이르는 소득보전이나 3개월 남성 할당제 등
제도적 요인과 다른 편으로 성 평등 및 일-삶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적 요인의 결합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또 다른 차원에서 가부장 문화의 잔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이론적 논의와 성찰의 여지를 남긴다(김연진･김수영, 2015; 이양희･오인하, 2019; 임은정･
홍백의, 2019). 한국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평등 문화가 구현된 스웨덴 사회조차 여전히
완전한 성 평등은 지난한 셈이다(Haas & Hwang, 2019b). 이는 이론적 고찰의 문제임과
동시에 생활문화, 삶의 구조의 지속적 변화를 요구한다.
셋째,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 스스로 느끼는,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
아성찰의 기회 및 책임감 회복 등을 통한 만족감은 제도적 차원이나 문화적 차원 모두에
서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육아휴직 참여자가 만족을 많이 느
낄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됨은 물론 그 제도의 존속과 발전을 희구하게 되고, 나아
가 다른 동료나 후배 시민들 역시 자기와 비슷한 생각과 태도로 참여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술한 바, “보살핌의 여성성” 외에 “돌보는 남성성” 역시 가능하다
는, 성 역할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재확인하게 한다(김연진･김수영, 2015; Gregory & Milner,
2008; Hanlon, 2012; Lock & Strong, 2010; Risman, 2004; West & Zimmerma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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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스웨덴의 경험은 한국 사회의 윤리경영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나 기업 관행에 일정한 시
사점을 준다. 기본으로 확인된 점은, 임신과 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포괄적
인 성 평등 정책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윤리경영
은 단지 윤리나 도덕,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우리가 스웨덴
경험에서 배울 점은, 제도와 문화의 결합이 중요한데, 특히 제도가 문화와 의식을 바꾸고
이것이 참여를 촉진하며, 그 결과 다시 문화와 제도가 진화한다는 것이다.
첫째, 육아참여율을 제고하고 성 평등 문화를 더욱 촉진하려면, 특히 남성들의 육아참여
를 높이려면, 스웨덴과 유사한 ‘남성 육아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유선우, 2019). 남
성할당제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총 육아휴직 기간 외에) 부･모 각각 양도 불가능한 3개월
을 부여하되,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간접 강제성을 띤다. 나아가 성별 불문, 자발적 선택을
전제로 한 신축근무제나 재택근무제 역시 성 평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Chung & Van
der Horst, 2018). 물론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노･사를 불문, 위법 행위를 용납
하면 안 된다. 스웨덴 기업들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면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비용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기술이나 경영, 제품 등의 영역에서 차별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업의 적극적 자세는, 특히 한국의 기업 경영이 전근대적 특
성이나 성 차별적 관행을 넘어 윤리경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한 편이다. 선진 육아
휴직 제도 및 문화의 교훈이다.
둘째, 남성이건 여성이건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들에서 직
원들이 육아휴직 신청 시 조건만 갖춰지면 수용하도록 해야 하고 ‘대체인력’ 사용을 의무
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으로 인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
험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육아휴직 당사자의 임금 수준이나 인사
조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아가 장시간 노동관행과 임금 불평등을 고치도
록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노조나 시민 단체의 사회적 압력 역시 중요하다.
셋째,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부모 육아휴직만 촉진할 일이 아니라 지
역사회에서 일종의 ‘육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 공
공 유아 놀이방, 공공 수영장 내 어린이 놀이 공간, 공원과 잔디밭 및 놀이터, 어린이집 및
유아원, 유치원 간의 유기적 연계 프로그램, 부모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카페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한편에서 육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다른 편에서 아직 육아휴직 신청에 머뭇거리는 이들을 위해서도 촉진 효과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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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고찰했다. 특히
그 제도적 차원을 넘어 일상 속에 드러난 문화적 차원에 대한 규명을 통해 어떻게 해서
스웨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도가 높은지를 상당 정도 설명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과 과제를 지닌다.
첫째, 1년 이상의 장기적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가정, 노조 등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
하는지, 특히 기업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제도와 실행 간 ‘디커플링’(고원태, 2019; Edelman,
1992; Oliver, 2001)을 시도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6개
월 이하의 단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포착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가능하다면 보다 장기적인 연구 디자인, 나아가 Huerta, Adema, Baxter, Han,
Lausten, Lee, & Waldfogel(2013)과 같은 국제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록 스웨덴 방식이 남성들의 육아 참여 비중을 45% 수준으로 높이긴 했으나 여
전히 완전한 성 평등을 구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전체 육아휴직자의 55%가 여성
들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한국 남성의 참여율 20%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고 출산율
역시 1.9명으로 한국의 0.9명과는 비교가 어렵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게다가 본 연구는
남성 육아휴직자들만 면담함으로써 기업 입장이나 인사관리 담당자 입장은 간접적으로만
엿보는 데 그쳤다. 향후엔 이들의 입장과 대응 방식을 집중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연구 과제로, 특히 남성, 여성을 불문, 육아휴직 이전과 이후의 노동 생산성
이나 직무몰입, 조직몰입 등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것은 육아휴직이라는, ‘직장-가정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새로운 제도 효과를 세밀히 검증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
의 타당성을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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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Fathers’ experience of parental leave in Sweden and
*
business ethics
7)

**

Sudol Kang

This study aims to obtain some implications for ethical management by investigating
the experiences of Swedish fathers with participation in parental leave for child-care.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lies in three key words such as low birth-rate,
work-life balance, and gender equality.
Sweden is the first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males in parental leave for
child-caring. This study tries to shed light on its background in three dimensions:
institutional, cultural, and feed-back dimension by adopt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 participation rate of Swedish fathers
in parental leave for child-care is not a natural phenomenon but a result of institutional promoting by governmental policies. Especially, the instatement of the exclusive
two-months for each parent (fathers’ months) since 2002 built a turning point.
Secondly, the socio-cultural promotions among the Swedish people also played a
critical role. The societal climate for enhancing gender equality and sharing house
work and child-care was of significance. Workplace culture as well as family culture
was facilitating the male participation.
Third, positive feed-backs of the parents towards policy-makers and cultures were
also important. These accelerated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All these dimensions
combined had positive impact on the high participation rate of Swedish fathers in
parental leave for child-care. In sum, change of institution radically changed consciousness and culture, and this in turn promoted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parental
leave.
Theoretical as well as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ethical management are
discussed.
Key words: Sweden, parental leave, fathers’ months, phenomen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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