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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여성고용률 제고는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고용률 로드맵에 의거하여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는 여전히 저조하다.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197만명(’13
년 통계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 GGI)는 136개 국 중 111위(경
제참여 및 기회 부문 11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고
용률 제고 및 성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1) 성격차 수준과 원인 진단
2)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목표 수립
3) 목표 달성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추진방법 안내 설명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자료 분석
2) 심층면접조사

3. 연구결과
2006년 첫 발표 이래 우리나라의 GGI 점수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2013년 현재 0.635점로 111위이다. 연도별 점수 추이를 보면 2006년 0.6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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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7년 0.641점으로 높아지나, 2008년은 0.615로 낮아진다. 2010년은 0.643
점으로 상승하지만 다시 감소하였다. 성격차지수로 볼 때, 한국의 성평등은 아랍
에미리트연합(109위)과 바레인(112위) 등 아랍이나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
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GGI 순위가 낮은 이유는 경제참여와 기회영역과 정치권한 영역
에서의 취약함으로 인함이다. 완전평등수준을 ‘1’로 볼 때 각각 0.504점과 0.105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전체 대상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
이다. 경제참여 및 기회영역의 경우 한국과 OECD 회원국 평균차이는 0.190점으
로 나타났고 136개 대상국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0.051점 낮다. 정치권한 영역은
4개의 측정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반면 건강과 생존 영역(0.973점)과
교육성취 영역(0.959점)은 95점 이상으로 평가 대상국 평균에 비해 높고 OECD
회원국은 물론 1위 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해도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성 격차의 주요 원인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과 정치권한 영역의 높은 성 격
차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2013년 기준 남성의 0.72에 불과한 낮은 여성 경제활
동참가율, 그리고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및 전문직 비율 성비, 소득 추정 비율 성
비, 유사직종 임금격차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하지만 유사직종의 성별임금격
차,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통계 등은 측정에서 발생하는 통계 문제도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정치권한 영역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
역이다. 여성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어 향후 2017년까지 계속 상승할 전망이지만,
국회의원의 여성비율과 여성장관 비율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 여성고용 확대, 2) 일･가정 양립, 3) 여성대표성 제고,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 4가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목표치 및 각
영역별 대과제 및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정부와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개 정부 부처 뿐
아니라 기업, 기업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을 확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1) 여성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
충, 여성창업확대, 여성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들이 포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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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임신･출산 전후 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
로시간단축 활성화, 유연근로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조성, 일가양득캠페인 확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지원의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었다.
3)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재발굴 및 양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들
이 포함되었다.
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여성채용시 공정한 기회부여,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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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강조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난다. 20대 여성고용률(57.8%)은 남성(56.5%)을 앞질렀으나 30대로 들어서
면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고용률은 35.0%p 차이로 역전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197만명(’13년 통계
청 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 GGI)는 이로 인하여 136개 국 중 111위(경
제참여 및 기회 부문 11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직종의 하향이동, 저임금화로 인한 소득 손실 뿐
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 활용 면에서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잠재소득 손실 규모는 GDP대비 4.9%(미
국 0.1%)로 추산되는 등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손실을 야기(LG 경제연
구원, ’13.5)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국가와 기업 등이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여성들의 생애주기는 남성과 달리 결혼, 출산, 자녀의 연령대
에 따른 육아부담 등이 상존하며 이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할 경우 노동
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생애주기 뿐 아니라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의
여건들이 또한 주된 원인이다. 장시간 근로, 유연하지 않은 근로방식,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 및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문화조성의 부족,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조직에서 리더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진입 기회 부여,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경력단절시 재진
입 기회, 리더로 성장하는 각 단계별 전략과제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법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제도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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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로 여성고용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시
간선택제 등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종 제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통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저명한 경제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국제기구인 세계경제포럼(WEF)과 경제성장에 양성평등 달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민관협의체 구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각 국의 성 격차(Gender Gap)를 줄이기 위해 ’12년부
터 일본, 터키, 멕시코에서 100명 이내의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테스
크포스 운영을 지원 중이다.
우리나라도 ’14.1월 다보스포럼에서 양자간 협력강화를 위한 MOU를 체
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관협력체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여성인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는 성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상세한 실천방법을 설명하
는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수는 우리나라가 처한 양성평등 현실을 반영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개선을 통하여 양성평등사회를 앞당기도록
하는 과제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민관협력 주체들의 참
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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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째,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정부의 각종 기본계획 및 정책을 폭넓게
분석하였다. 여성 관련 각종 정책의 포괄범위가 매우 넓어 각 정책들을 분
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해외 문헌을 통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국제지수의 산출을 위하여 국내외 통계자료
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민관협력방식으로 각 주체
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각 주체들이 현재
추진하는 과제들의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
된 과제들의 수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성격차 해소를 위하여
현재의 격차 수준과 원인을 진단하고 둘째,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천목표를
수립하며 셋째,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였다. 넷째, 각
과제들에 대한 추진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남녀의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
력의 방법과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발굴된 과제들이 충실하게 수행되
었을 경우 우리나라 성격차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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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차 지수의 개요
가. 개발목적과 특성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이하 GGI)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1)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이다.
WEF는 사회발전이 없는 경제적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발전
이 없는 사회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성평등을 접근하고 있다. 이
런 관점에서 GGI의 성평등은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사회발전단계, 즉 남녀가 그들의 잠재능력
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한다.2) GGI는 경제, 정치, 교육, 건
강에 대한 성 격차를 측정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Levels)’보다 ‘격차(Gaps)’를 측정하고 있다. GGI는 한 국가의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성
별 격차를 측정한다. 따라서 GGI 지수는 자원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 더 작
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부과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
를 기초로 산정한다.
둘째, 성과지표(Outcomes Index)의 차이를 측정한다. GGI는 성과지표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권한 부여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지만, 국가의 프로
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여성 권한(Women’s Empowerment)보다 성평등 정도(Gender Equality)
로 측정한다. GGI는 여성의 권한부여 수준이 아닌 성 평등에 대한 여성들
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 목적은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

1) 세계경제포럼(WEF)는 ‘스위스에 있는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최고 경영자 등
이 모여 세계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임. 글로벌 경쟁력보고
서(GCR)과 성평등보고서(GGGR)을 매년 발표(매년 다보스 포럼 개최)하고 있다.
2) WEF(2005), Women’s Empowerment: Measuring the Global Gend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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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GGI는 여성에
대한 성과와 남성에 대한 성과를 평등하게 한 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제
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
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
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나. 지표구성과 자료원
GGI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정치권한 부여, 건강과 생존의 네 가
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한 격차를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
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된 영역이다.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참여율, 유사 업무의 남녀임금형평
성, 추정소득, 행정･관리직 비율이다. 두 번째로 교육성취도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영역으로, 구성
지표는 문해률과 초･중･고등학교 취학률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건강
과 생존은 건강기대수명과 출생성비를 활용한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남
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면서도 근본적인 개인의 안전과 관련 있는 주제
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한 부여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 대표성을 파
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여성비율과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
반 재임기간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3)
한편 성격차지수의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ILO와 UNDP
자료를, 교육성취도는 UNESCO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CIA의 world Factbook과 WHO자료를, 정치권한 부여
는 IPU와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3) GGI의 경우 보조지표는 국가 순위의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각 국가의 상
황을 설명할 때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지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지표, 교육 및 양성 부문, 고용 및 소득 부문, 사회제도 부문 등 4개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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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하위지수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
권한
부여

지표

자료원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

국제노동기구(ILO),
주요노동시장지표(KILM), 2010년

유사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
(남성 대비 여성 비)

세계경제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2013

남성 대비 여성의 추정소득 비

UNDP 방법론에 따라 WEF에서 산정

남성 대비 여성 행정관리직 비

ILO, LABORSTA DB, 2010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2007년 기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남성 전문･기술직 대비 여성의 전문･
기술직 비

ILO, LABORSTA DB, 2010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2009년 기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남성 대비 여성 문해율

UNESCO 2012년 교육통계지표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
(HDR) 2009년

남성 대비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

UNESCO 2012년 교육통계지표

남성 대비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

상동

남성 대비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

상동

출생성비(여아 대비 남아 출생비율)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orld Factbook, data updated weekly, 2013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2007년 이후 통계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

IPU, 2013년 정치영역의 여성(Women in Politics:
2013), 2013년 6월 선거결과까지 반영

남성 대비 여성 장･차관 (ministerial level)
상동, 단, 통계는 2년마다 갱신함.
비율
(최근 50년 이내) 남성 대비 여성의 국가
WEF에서 산정(2013년 6월 30일)
혹은 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

자료: WEF(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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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수산정방법
GGI는 수준보다는 격차, 정책보다는 성과, 여성권한보다는 성평등 수준
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 성과를 수량화하
는 지수4)로,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 지
수는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9,000명의 기업총수를 조사대상
으로 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인 척도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
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
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 지수는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다.
첫째,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로 변환 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장･차관직 여성참여 비율이 20%(남성 80%)이면, 20/80=0.25가 된다. 이것은
본 지표가 여성의 지위참여 수준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지위 참여의 격차
를 확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위의 계산된 비율들은 “평등 기준점”에서 데이터가 절삭된다. 두
개의 건강관련 변수(출생성비의 경우 평등 표준점의 기준을 0.944로 설정하
며, 기대 수명의 경우 1.06으로 두고 있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의 평
등 지점은 ‘1’로 두는데, 이는 완전평등지점으로 여성과 남성의 수가 동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들을 평등 표준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절삭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을 넘어
서는 나라들에 같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이다.
셋째, 영역별 지수의 계산으로 변수들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지표들의 평균 계산은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
용한다. 가중치는 차원별 점수를 산정할 때 지표에 대해 부여된다. 차원별
가중치 부여 방식은 1%p의 변화에 표준편차 변동으로 구한다. 즉 0.01을 지
표의 표준편차의 값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구한 1%p 변화 값은 각 차원
별로 합한 뒤 각 지표의 비중을 계산하면 이것이 영역별 가중치가 된다. 이
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표준편차나 작은 편차가 있는 지표, 예를 들
4) F. Grieg,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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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초등학교 취학률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성 격차가 거의 없는
지표는 교육 차원 안에서는 큰 편차가 있는 변수보다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된다. 이는 초등교육에 있어서 성 격차가 크게 나는 국가의 경우 많은 페널
티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표 Ⅱ-2>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경제
참여
및
기회

교육
성취

정치
권한
부여

지표

단위

가중치
지표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0.199

유사직종 종사 중인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0.310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추정 비율

0.221

남성 대비 여성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0.149

남성 전문･기술직 대비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0.121

남성 대비 여성 문자 해독율 비율

0.191

남성 대비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
남성 대비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

비율
(ratio)

0.459
0.230

남성 대비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

0.121

남성 대비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

0.310

남성 대비 여성 장･차관 (ministerial level) 비율

0.247

(최근 50년 이내) 남성 대비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 기간

0.443

건강과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 기대 수명
생존 출생성비(여아 대비 남아 출생비율)

0.307
0.693

전체

(0.199 + 0.310
+0.221+0.149
+0.121)
⨉(1/4)

(0.191+0.459+
0.230+0.121)
⨉(1/4)

(0.310+0.247+
0.443)
⨉(1/4)

(0.307+0.693)
⨉(1/4)

주: 하위영역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

넷째, 최종 점수 계산이다.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
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이다. 모든 점수들은 평등과 불평등,
0과 1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GGI의 종합점수는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영역별 단순평균 방식으로 산정된다. 마지막으로 GGI 점수는 비
율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된 점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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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수는 단지 한 나라의 성 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
에 대한 지표로 의미를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WEF의 GGI 지수 특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Ⅱ-3> GGI의 특성 요약
구분

내용

생산기관

WEF

생산년도 및 주기

2006년 이후 매년 발표

지수 측정 관심

- 성취수준의 성별격차

지표구성
측정기준
측정
방법

가중치
지수산정

- 4개 영역에 14개 지표로 구성
- 성비(Sex ratio)
- 지표 : 1%p 변화에 대한 표준편차의 변화
- 영역 : 없음
- 단순평균

지수 유형

- 단순가법형 지수

지수 특징

- GDI와 GEM의 구성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
- 국가의 발전수준과 관계없이 성평등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
수준 측정

지수 한계

-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 수준 측정

자료: 주재선 외(2013),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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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차지수로 본 한국의 현황
가. GGI 종합점수와 순위
GGI는 완전불평등상태인 0에서 완전평등상태 1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
다. 2006년 첫 발표 이래 우리나라의 GGI 점수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연도별 점수 추이를 보면 2006년 0.616점에서 2007년 0.641점으
로 높아지나, 2008년은 0.615로 낮아진다. 2010년은 0.643점으로 상승하지만
다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3년 현재 0.635점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GGI 점수는 뚜렷한 상승추이 없이 정체 현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GGI 순위는 2008년 이래 100위권 밖의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92위로 출발한 한국의 GGI 순위는 2008년 108위,
2010년 104위, 2012년 108위로 하락하고 2013년은 111위로 추락했다. 이는
성격차로 볼 때, 한국의 성평등은 아랍에미리트연합(109위)과 바레인(112
위) 등 아랍이나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림 Ⅱ-1] GGI 지수로 본 한국 성평등수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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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별 수준 분석
이처럼 한국의 GGI 순위가 낮은 이유는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영역별 성격차 점수를 살펴보면, 건강과 생존 영
역(0.973점)과 교육성취 영역(0.959점)은 95점 이상으로 평가 대상국 평균에
비해 높고 OECD 회원국은 물론 1위 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비교해도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과 정치권한 영역은 완전평등
수준을 ‘1’로 볼 때 각각 0.504점과 0.105점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전체 대상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참여 및 기회 영
역의 경우 한국과 OECD 회원국 평균차이는 0.190점으로 나타났고 136개
대상국 평균과 비교해도 0.051점 낮다. 정치권한 영역은 4개의 측정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0.155점 차이를 보이며, 대상국 평균 점수에 비해 0.073점 낮다. 정치권한
영역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대부분 다른 영역에 비해 낮
은 특징을 보이는 영역이지만 한국은 특히 더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Ⅱ-4> 2013년 영역별 GGI 점수 비교
(단위: 점수)
GGI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성취

건강 및 생존

정치적 권한

대상국 평균(A)

0.686

0.646

0.952

0.971

0.177

OECD회원국(B)

0.731

0.694

0.993

0.975

0.260

아이슬란드(1위, C)

0.873

0.768

1.000

0.970

0.754

중국(69위, D)

0.691

0.675

0.988

0.940

0.160

한국(E)

0.635

0.504

0.959

0.973

0.105

(A) - (E)

0.051

0.142

-0.008

-0.002

0.073

(B) - (E)

0.095

0.190

0.034

0.002

0.155

(C) - (E)

0.238

0.264

0.041

-0.003

0.649

(D) - (E)

0.056

0.171

0.029

-0.033

0.055

구분

차이

주: 대상국 평균과 OECD 회원국의 점수는 대상국가의 단순평균 점수임.
자료: WEF(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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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GGI 영역별 2013년 점수 비교

2013년 10위 이내 성평등 선진국은 정치권한 영역에서 0.36점 이상의 높
은 점수를 보이며, 1위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 영역에서 0.754점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0.64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현재 69위로 중간 순위에
위치해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건강 및 생존의 성 격차는 약
간 높으나 이외 영역에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이래 영역별 성 격차의 감소 수준은 미약하다. 2006년 첫 측정과
비교하여 2013년 현재 정치적 권한이 0.038점 상승하여 가장 높고, 경제참
여 및 기회가 0.023점, 교육성취도 0.011점, 건강 및 생존 0.006점 순으로 상
승 수준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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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GGI 영역별 점수 변화 비교

연도별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 및 기회 영역은 2010년까지 증가하는 추이
를 보였지만, 이후 2013년 발표까지 연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
육성취 영역은 2012년 0.959점으로 상승 후 2013년 동일한 점수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과 생존영역은 2010년 0.973점이래 점수변화는 없다. 단, 정치권
한 영역은 2006년 0.067점에서 약간씩 상승추이를 보인다. 2012년은 0.101
점으로 상승했고 2013년은 0.105점으로 소폭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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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영역별 GGI 점수
(단위: 점수, 순위)
2006

2008

2010

2012

2013

2013-2006
차이

GGI 종합 점수

0.616
(92)

0.615
(108)

0.643
(104)

0.636
(108)

0.635
(111)

0.019

경제참여 및 기회 영역

0.481
(96)

0.487
(110)

0.520
(111)

0.509
(116)

0.504
(118)

0.023

교육성취 영역

0.948
(82)

0.937
(99)

0.947
(100)

0.959
(99)

0.959
(100)

0.011

건강과 생존 영역

0.967
(94)

0.967
(107)

0.973
(79)

0.973
(78)

0.973
(75)

0.006

정치권한 영역

0.067
(84)

0.071
(102)

0.097
(86)

0.101
(86)

0.105
(86)

0.038

영역

자료: 주재선 외(2013), ｢2013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다. 지표별 수준 분석
GGI의 14개 지표별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참여와 기회영역
은 경제활동참가율, 유사직종 종사자 임금격차, 소득,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 등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역은 점수로는
정치권한 영역 다음으로 낮고 순위로는 4개 영역 중 가장 낮다. 먼저 경제활
동참가율 성비는 2013년 0.72로 87위를 보인다. 이 지표의 성비는 2006년
0.68(68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성비는 높아지지만 순위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개선이
GGI 대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로, 유사직종 임금격차는 0.52점에 120위이다. 이 지표는 순위로 볼 때 14개
의 측정 지표 중 가장 낮다. GGI의 유사직종의 임금격차는 실제의 임금격차
가 아니라 경영자의견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표는 조사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유사직종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으로 통계의 변동이 비교적 큰 편이다5). 2007년 우리나라의 유사직종 임금격
5) 유사직종의 임금격차는 GGI의 측정 지표 14개 중 유일한 주관지표로, 카이스트
와 KDI가 파트너 기관으로 공동 조사한 경영자의견조사 설문결과를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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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8위(0.82점)였던 반면, 2011년에는 126위(0.51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점수가 0.5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순위는
110위 이하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소득추정비율 성
비는 국내총생산을 성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비농촌 임금성비, 성별인구비율
의 결합으로 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 인구비율은 비슷한 것을 고려
하면 이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성비로 결정되는 통계6)라 할 수 있다.
WEF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추정비율 성비는 2006년 0.48(69위)에서
2013년 0.44(108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로 관리자 및 고위임
직원 비율 성비는 경제참여 및 기회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지표
이다. 이 지표는 2006년 0.06점(98위)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 0.11점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점수변화가 없다. 현재 점수 뿐 아니라 평가대상국가 중 순
위도 최하위수준으로 향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기술직 비율 성비는 2013년 0.69점으로 2006년(0.64점)과 비교하면 약간 점수
상승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점수 상승은 평가대상국가와 비교하여 낮아
서 순위는 71위에서 90위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성취도 영역은 건강과 생존 영역과 더불어 성격차가 많이 해소된 영
역에 해당한다. 측정지표는 문자해독율, 초등, 중등, 고등 취학률 등 4개 지
표이다. 문자 해독률은 현재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는 없는 상태로
WEF는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남녀 문자해독률을 동일하게 보고 1점을 부
여하고 있다. 취학률 성비의 경우 초등교육은 2011년 이래 0.99점을 유지하
고 있고 중등은 2012년 이래 0.99점을 받고 있다. 단 고등교육 취학률 성비
는 2013년 현재 0.72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2013년 대학진학 중 여학
생 비중이 49.3%로 진학자의 거의 절반은 여학생이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고등교육 취학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무병역제도에

있다. 설문조사는 성별 임금격차를 1∼7 척도로 조사하고 있고 유사직종의 개념
을 조사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통계 집계 방
식에 대한 문제점을 WEF에 전달하였고, WEF는 향후 조사에서 척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를 약속 받은 상태이다.
6) 이 지표의 통계 산정 방식은 UNDP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WEF에서 그대
로 받아들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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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 고등교육 취학률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을 고졸 직후 5세 연령
구간 인구로 나누어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남성의 경우 징병제로 인해 약 2
년간의 재학생 인원이 추가됨에 따라 성비가 왜곡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7). 성비는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 증가로 점차 좁혀지고 있으나, 순위는
100위권 밖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과 생존 영역은 건강기대수명과 출생성비로 측정하고 있다. 건강기
대수명 성비는 2013년 여성이 74세, 남성이 68세로 성비가 1.06으로 완전성
평등 상태에 있다. 출생성비(역비) 지표가 우리나라 최근 통계는 점차 개선
되고 있으나8), 국제사회에 제출된 통계에 의하면 성비는 0.93으로 2006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9). 이로 인해 출생성비 순위는 2006
년 발표 이후 110위 이하의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한 영역은 GGI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성격차가 매우 큰 영역
이다. 정치권한 측정 지표는 국회의원 비율, 장관 비율, 최근 50년이내 국가
혹은 정부수반의 재직기간 등 3개의 지표로 측정한다. 정치권한 영역의 지
표는 모두 매우 큰 성격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 비율은 2006년
0.15점에서 2013년 0.19점으로 높아졌으나 순위는 63위에서 85위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상승하지만 GGI 대상
국가에 비해 성 격차해소 속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여성장관
비율은 2013년 13%로 성비는 0.14점이다. 여성장관 비율은 2006년 0.06점과
비교하면 약간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성격차가 매우 큰 지표중 하나이다.
향후 큰 폭의 성격차 개선이 필요한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50년 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기간 성비는 2013년 0.03점이다. 이 지표는 현
재 우리나라가 여성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어 향후 2017년 동안 계속 상승
될 전망10)이다.
7)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의 왜곡문제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WEF에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8) 우리나라 출생성비는 2006년 107.5, 2010년 106.9, 2012년 105.7, 2013년 105.7로
2012년 이래 자연출생성비(105∼106)을 유지하고 있다.
9) 2013년 GGI 산정에 활용된 출생성비의 기준 연도는 2006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2018년은 총리와 대통령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총 6년이 되어 성비는 13.6으로 상
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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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한국 GGI의 영역 및 지표별 점수와 순위 변화
(단위: 점수, 순위)

경제
참여
와
기회

교육
성취

건강
과
생존

정치
권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GI

0.6147
(92)

0.6409
(97)

0.6154
(108)

0.6146
(115)

0.6342
(104)

0.6281
(107)

0.6356
(108)

0.6351
(111)

경제참여와 기회 점수

0.481
(96)

0.580
(90)

0.487
(110)

0.520
(113)

0.520
(111)

0.493
(117)

0.509
(116)

0.504
(118)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0.68
(68)

0.70
(76)

0.70
(77)

0.71
(87)

0.73
(83)

0.73
(84)

0.73
(83)

0.72
(87)

유사직종 임금격차

0.49
(105)

0.82
(8)

0.53
(113)

0.55
(109)

0.52
(116)

0.51
(126)

0.54
(117)

0.52
(120)

소득 추정 비율 성비

0.48
(69)

0.46
(84)

0.40
(104)

0.52
(83)

0.52
(88)

0.41
(113)

0.44
(109)

0.44
(108)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성비

0.06
(98)

0.08
(104)

0.09
(107)

0.10
(114)

0.11
(111)

0.11
(111)

0.11
(104)

0.11
(105)

전문･기술직 비율 성비

0.64
(71)

0.61
(80)

0.67
(80)

0.66
(89)

0.69
(87)

0.69
(87)

0.69
(87)

0.69
(90)

교육성취도 점수

0.948
(82)

0.949
(94)

0.937
(99)

0.894
(109)

0.947
(100)

0.948
(97)

0.959
(99)

0.959
(100)

문자 해독율 성비

0.97
(61)

0.98
(65)

0.98
(70)

1.00
()

1.00
(1)

1.00
(1)

1.00
(1)

1.00
(1)

초등교육 취학률 성비

0.99
(63)

1.00
(64)

0.99
(91)

0.93
(120)

0.98
(99)

0.99
(96)

0.99
(94)

0.99
(86)

중등교육 취학률

1.00
(1)

1.00
(1)

0.94
(103)

0.94
(106)

0.96
(97)

0.96
(97)

0.99
(91)

0.99
(82)

고등교육 취학률 성비

0.63
(89)

0.62
(98)

0.65
(104)

0.67
(106)

0.69
(109)

0.70
(110)

0.72
(112)

0.72
(108)

건강과 생존 점수

0.967
(94)

0.967
(106)

0.967
(107)

0.973
(80)

0.973
(79)

0.974
(78)

0.973
(78)

0.973
(75)

건강 기대 수명 성비

1.06
(1)

1.06
(1)

1.06
(1)

1.06
(1)

1.06
(1)

1.06
(1)

1.06
(1)

1.06
(1)

출생성비(역비)

0.93
(110)

0.93
(120)

0.93
(122)

0.93
(116)

0.93
(124)

0.94
(124)

0.93
(121)

0.93
(119)

정치권한 부여 점수

0.067
(84)

0.067
(95)

0.071
(102)

0.071
(104)

0.097
(86)

0.097
(90)

0.101
(86)

0.105
(86)

국회의원 비율 성비

0.15
(63)

0.15
(73)

0.16
(78)

0.16
(83)

0.17
(78)

0.17
(79)

0.19
(81)

0.19
(85)

장관 비율 성비

0.06
(99)

0.06
(110)

0.05
(120)

0.05
(124)

0.14
(74)

0.14
(75)

0.14
(80)

0.14
(79)

(최근 50년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 기간 성비

0.01
(30)

0.01
(32)

0.02
(28)

0.02
(30)

0.02
(33)

0.02
(40)

0.02
(41)

0.03
(42)

자료: WEF(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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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 격차의 주요 원인
가. 경제활동 영역의 높은 성 격차
앞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GGI 순위가 111위라는 최하위권
에 위치하게 된 주요 원인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과 정치권한 영역의 높
은 성 격차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GDP 기준 세계 15위인 우리나
라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은 118위로 매우 낮다. 이 수준은
OECD 회원국은 물론 GGI 평가 대상국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
로 향후 개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지표들의 수준을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기준 남성의 0.72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성비는 2010년 이후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어 순위는 오히려 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 뿐 아니라 취업자 중 관리직 혹은 전문직 비율의
성 격차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성비는
2013년 0.11점, 108위로 나타난다. 이 점수는 2006년 첫 발표 이래 약간 증
가되었으나 2010년 이후 증가된 값을 변화가 전혀 없다. 이는 전문직 비율
성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013년 성비는 0.69점으로 관리직 비율 성
비에 비해 높으나 136개의 대상국가 중 90위로 매우 낮다. 더욱이 2009년
이래 성비 상승 변화가 없어 순위가 더 떨어지고 있다. 유사직종 임금격차
또한 2007년 0.82점을 제외하고 0.5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 가고
있으며, 순위는 110권 이하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유사직종 임금격
차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국제기구의 통계 DB 자료가 아닌 설문지를 통해
산정되고 있다. 설문지는 7점 척도를 활용하고 유사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
의를 제시하지 않고 응답하도록 하여 다소 문제가 있으나 2007년을 제외하
고 비슷한 점수를 낮은 점수를 이어가고 있다. 즉 한국의 경영자는 유사임
금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득
추정 비율 성비는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격차, 인구성비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다른 경제활동영역의 지
표들이 개선되면 함께 개선될 수 있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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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낮은 여성 정치 대표성
정치권한 영역은 2013년 0.105점으로 성 격차가 매우 큰 영역이다. 우리
나라 GGI 점수가 0.635점인 것과 비교하면 정치권한 영역이 얼마나 낮은
점수인가를 알 수 있다. 정치권한 영역의 지표 중 가장 높은 국회의원 비율
성비는 2013년 0.19점으로 0.2점도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비율 성비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궐선거 결과를 포함하여 변화된 성비로 측정되고
있다. 다행히 이 지표 성비는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4년 주기로
상승하는 폭은 그리 높지 않다. 장관 비율 성비는 국회의원 비율 성비에 비
해 더 큰 성 격차를 보인다. 2006년 0.06점과 비교하여 2013년 0.14점으로
비교적 큰 상승을 보이나 2010년 이후 점수 변화가 거의 없어 순위는 오히
려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50년 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
반의 재직 기간 성비는 대통령과 총리 중 여성이 재직했던 기간을 측정하
는 지표로써 2013년 0.03년으로 나타난다. 이 지표는 현재 여성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 향후 크게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지표이나 2018년까지 총리에
여성이 임명되지 않는 한 0.136점을 넘지 못한다.
정치권한 영역은 정부와 정당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성 격차
개선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다. 국가 혹은 정부수반의 재직기간 성비는 2018
년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으나 이 외 지표는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통해 대
대적인 성 격차 개선이 이루어져야 GGI 순위 개선을 혁신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 통계 문제
- 유사직종 성별 임금격차 측정 방법 문제
유사직종의 성별임금격차 측정문제는 주관적 응답 결과가 객관적 통계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이다. GGI의 유사직종 성별 임금격차 측정은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유사업무에서 남녀임금의 동질성에 대해 질문함으로
써 측정한다. 경영자 설문조사는 현재 카이스트와 KDI가 파트너 기관이 공
동 조사하고 있으며, 설문은 경영자에게 ‘한국에서 유사업무에 대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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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과 남성의 임금은 동등합니까?’를 질문하고 이를 동등정도에 따라 7
점 척도로 응답하게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질문 방식이 유사 업무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경
영자가 자의적으로 체크함에 따라 실제 성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이다. 더욱이 측정 방식이 7점 척도로 체크하다보니, 실제 임금격차
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는 유사직종 남녀임금
비가 고용노동부의 남녀 임금격차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사직
종의 남녀임금비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한 남녀임
금비를 비교해 보면 2007년을 제외하고 유사직종의 남녀임금비가 일반 남
녀임금비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7> 유사직종의 남녀임금비와 고용노동부 남녀임금비 비교
(단위: 성비)
연도

GGI
유사직종의
남녀임금비

고용노동부
남녀 임금비

임금비 차이
(GGI-한국)

GGI 유사직종 남녀임금격차 순위
(전체순위/대상국가)

2006

0.49

0.64

- 0.15↓

105위(92위/115위)

2007

0.82

0.63

0.19↑

8위(97위/128)

2008

0.53

0.63

- 0.10↓

113위(108위/130위)

2009

0.55

0.64

- 0.09↓

109위(115위/134위)

2010

0.52

0.64

- 0.12↓

116위(104위/134위)

2011

0.51

0.64

- 0.13↓

128위(107위/135위)

2012

0.54

0.68

- 0.14↓

117위(108위/135위)

자료: 주재선 외(2013), ｢한국의 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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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 응답자가 유사임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측
정 척도의 문제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본다. 먼저 척도 문제는 여성가족
부가 2013년 양성평등TFT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WEF에게 전달하여 설문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11). 하지만 유사 업
무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유사 업무에 대한 개념
을 설문 전 경영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12) 혹은 설명회를 개최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유사 업무에 대한 정의를 설문지에 포함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통계 왜곡 문제
GGI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성 격차보다 더 격차가 큰 것을 제시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취
학률은 (고등기관 재적 학생수) / (고졸 직후 연령∼5세 연령구간 인구)*100
으로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성 군 징병제13)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써 군 복무 휴학생을 재적학생14)에 포함하여 취학률 성비를 산정하
는 방식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를 과소평가하게 되었다. 2013
년 GGI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는 0.72로 나타
난다. 이는 휴학생 수를 제외한 재학생 수는 여학생 수가 더 많아 성비가
‘1’을 초과하고, 대학 진학률15)도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이다.

11) 이 검토에 대해 WEF는 긍정적 검토를 전달해왔다.
12) 2013년 경영자 조사 시 기재부는 간략한 설명 브로셔를 배치했다. 하지만 유사
직종의 임금격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설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기관
별 요구가 많아 일관 미 배치 방침을 세운적이 있다.
13) 우리나라는 남성의 경우 통상 20세가 되면 입대하여 21개월(육군기준) 동안 군복
무를 한다.
14) 2011년 휴학생 규모는 남학생이 822,109명, 여학생이 218,379명으로 남학생이 여
학생의 3.8배에 달한다.
15) 2009년 남성 81.6%, 여성 82.4%, 2010년 남성 77.6%, 여성 80.5%, 2011년 남성
70.2%, 여성 75%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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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WEF 취학률 성비와 재학생 성비 비교
(단위: %, 명, 성비)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WEF)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현황(교육부)

여성

남성

성비(순위)

여성

남성

성비

2010

79%

115%

0.69 (109)

1,097,412명

1,076,623명

1.02

2011

82%

117%

0.70 (110)

1,122,408명

1,096,060명

1.02

2012

86%

119%

0.72 (112)

1,122,458명

1,097,365명

1.02

이에 여성가족부는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개선에 대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WEF
는 이 지표의 산정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응답해 왔다16).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는 통계의 왜곡이 있는 부분이다. 이에 향후 이
지표는 관계기관과 WEF의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국제기구에 제공된 통계의 최신성 문제
마지막으로 성 격차가 실제보다 큰 이유 중 하나는 통계의 최신성 문제
이다. 이 문제는 성 격차의 근본적 문제는 아니지만 국제기구에 제출되는
통계의 최신성 문제로 인해 한국의 성평등 현황이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GGI 산정에서 관리직 비율 성비는 ILO 자료를 활용하
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황 자료는 2008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이
후 여성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17)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출
생성비는 CIA World Factbook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통계는 2006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자
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생성비는 2012년과 2013년 모두 105.7로 자연출생
성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자연출생성비보다 작으면 성비는 완전평등상태
16) WEF는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교육통계를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아직 수정되지 못하고 있다.
17) 관리직 여성비율(통계청, kosis DB)은 2009년 8.6%, 2010년 9.4%, 2011년 10.1%,
2012년 11.0%, 2013년 11.4%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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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이지만 한국은 0.93으로 119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기획재정부는 OECD에 제공되는 통계･정보의 신뢰성과 정
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OECD 통계･정보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
력이 있어왔으나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국제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통계
까지는 아직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한편 국제사회에 우리나
라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처별로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관리함에 따라 제출된 통계의 범위나 갱신관리, 오류점검 등의 내용도 통
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고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국제기구에 제공된 통
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후관리에도 한층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통계의 최신성과 일관성 등을 위해
주관부처와 협조하여 ‘국제기구 활용 통계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 최신성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관련부처와 함께 통계의 정확성을 모니터링하며 외교
부를 통해 부정확한 통계에 대한 수정요청을 국제사회에 적극 요청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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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영역
성격차 해소에 가장 걸림돌로 인식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진과 대
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하여 경력을 유지하며, 리더로 성장해가는 전 과정에서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Bain&Company와 여성가족부는 네 가지 유용한 정책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 첫째, 공정한 진입기회부여, 둘째,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셋
째, 경력단절시 재진입 기회, 넷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Bain&Company: FFPI
2013년 12월 Bain&Company는 경제활동 주기에 따른 여성 고용 현
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 정부, 민간 및
연구 단체, 정당 및 의회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성잠재력 활용
지수(Female Full Potential Index, FFPI)를 발표하였다.

FFPI는 OECD 34개국 중 24개국 및 중국 등 총 25개국을 대상으로 성평
등 정도를 측정한다.18) 세부 측정영역은 여성의 경제활동 주기에 따라 크게
4가지 영역, 즉 공정한 진입 기회,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재진입 기회, 리더
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 교육,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GGI와 비
18) 지수 측정에 포함된 OECD 24개국에는,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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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FFPI는 세 가지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
여 여성의 경제활동 시작시기부터 리더 양성까지의 full-cycle을 고려한다.
둘째, 남녀 평등관련 정책의 입법화를 통한 지원 정도를 고려한다. 셋째, 국
가 단위에서의 성평등 정도 뿐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의 경제활동 평등 정
도 또한 고려한다.

가. 공정한 진입 기회
공정한 진입 기회 영역은 ‘직업 교육, 사회 초기 진입에 있어 양성에게 공
정한 기회가 제공되는가?’를 측정한다. 이의 핵심 지표에는 20-29세 남녀의
고용률 격차와 20-29세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 등이 포함된다.
해당 영역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북유럽과 서
유럽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영역별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20-29세 남녀 고용률 격차에서 한국은 아일랜드에 이은 2위이며,
20-29세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1위로 나타난다.

나.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영역은 ‘여성(및 남성)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이
라는 생애 단계에 걸쳐 경제활동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
경인가?’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남성 평균 근속연수 대비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 비율, 30-3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국가별 법정 출산 전후 휴가 일
수(FRE Paid), 국가별 법정 육아휴직 휴가 일수(FRE Paid) 등 네 가지 핵심
지표가 포함된다.
해당 영역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서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영역별 국
가 순위를 살펴보면 남성 평균 근속연수 대비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 비율
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25위에 해당하며, 30-3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서도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법정 출산 전후 휴가 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5개국 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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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법정 육아휴직 휴가 일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세부영역들에서는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재진입 기회
재진입 기회 영역은 ‘생애 필요에 따라 경제활동을 중지 혹은 축소한 이
후 재진입할 수 있는 양호한(decent)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는가?’를 측정
한다. 여기에는 40-44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남녀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
간제 근로자의 비중 격차, 정규직 남성 임금 중간값 대비 여성 임금 중간값
비중 등 세 가지 핵심 지표가 포함된다.
해당 영역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유럽과 북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영역별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40-44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25
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녀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격
차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22위로 동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우위에 있다. 정
규직 남성 임금 중간값 대비 여성 임금 중간값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25
개국 중 25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리더 양성
리더 양성 영역은 ‘능력 있는 여성이 기업의 임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
회와 환경이 공정하게 주어지는가?’와 ‘리더십 그룹에 충분한 여성 롤모델
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의 핵심 지표에는 여성 근로자 중 고위 정책가
및 상급 관리자 비중,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
등이 포함된다.
해당 영역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24위를 기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이 상
위권에 있는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하위
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영역별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여성 근로
자 중 고위 정책가 및 상급 관리자 비중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최하위를,

34 ••∙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반면에 미국은 1위를 기록하였다.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2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에서 한국은 25
개국 중 21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나라 현황 및 방향
FFPI의 국가별 종합 평가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23위로 중국보다도 열위
에 있다. 한국은 공정한 진입 기회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영역에서
OECD 주요 국가 대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전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더 양성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 현황에 따른
향후 지향점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Ⅲ-1] 성격차 개선을 위한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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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여성인재활용 및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방향

내 용

공정한
진입기회

교육훈련, 진로선택, 일자리 기회 획득에 있어 양성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생애주기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활동과 가정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마련

경력단절시 생애주기 과업 수행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지/축소한 경우 “괜찮은 일자리(decent
재진입 기회 job)”에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여 생애 후반기까지 남녀 간에 공정한 일자리 기회 유지
중간관리자와 최고경영자(임원급)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남녀에게 공정
리더로 육성 하게 제공
의사결정기구에 공정한 참여(critical mass)

주: Bain & Company(2013). 여성잠재력 활용지수 (Female Full Potential Index) 4대 구성요
소를 채택하여 목표(내용)를 정의하였음.

2. 개선목표의 수립
가. 개선 목표
위의 네 가지 정책영역은 여성의 생애주기인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과
정, 일과 가정의 양립시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관리자로의 성장과
유리천장 극복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생애주기에 따라 설정한 것이
다. 이러한 정책영역별로 도출된 실천과제들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성격차
를 해소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과거 수립된 상당수의 정책 역시 이 정
책영역을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을 통하여 달성해야 하는 가치
를 포함해야 하며 각 주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목표들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4가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성고
용의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의 대표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성격차지수의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포함하는 목표이다.

36 ••∙

성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

<표 Ⅲ-2> 성평등 개선 목표

목표

-

여성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여성대표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주요 지표개선 목표
주요 지표개선 목표를 성평등 개선목표와 연계하여 수립하였다. 각각의
지표 내용과 현황, 2017년 목표치와 산출근거를 포함하였다.
<표 Ⅲ-3> 주요 지표개선 목표
목
표

여
성
고
용
확
대

일
･
가
정
양
립

’17년 목표
(기준점)

연
번

지표
(출처)

’13년 현황

1

여성고용률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GI : OECD기준)

53.9%
(’13년 기준)

61.9%
고용률 70% 로드맵19)
(’17년 말 기준) *OECD 평균 여성고용률
: 57.2% (’12년)
※ 63.4%

2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GGI,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46.4%
(’13.12월기준)

50.0%
양성평등한 상태를
(’17년 말 기준) 반영해 적극적 목표 설정

3

30대 여성 고용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55.5%
(’13.12월기준)

63.5%
(’17년 말 기준)

4

사업체 여성 대표자 비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37.6%
(’12년 기준)

5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자 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90,507명
(’13.12월기준)

110,454명
(’17년 말 기준)

최근 4년간 평균
증가수준 반영,
적극적 목표 설정

6

남녀 육아휴직 사용자 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69,616명
(’13.12월기준)

92,574명
(’17년 말 기준)

2011년 법 개정 이후
증가수준 반영

7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현황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25.7%20)
(’13년 기준)

40%
(’17년 말 기준)

고용률 70%로드맵
추진 전략 중 적극적
목표 설정

산출근거

고용률 70% 로드맵
상승수준 고려

지난 4년간 평균
40.0%
증가추이를 반영(38.5%)
(’17년 말 기준)
하되, 적극적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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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17년 목표
(기준점)

37

연
번

지표
(출처)

’13년 현황

8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체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39.1%
(’12.9월 기준)

관계부처합동으로
제시한 직장어린이집
70%
(’17년 말 기준) 활성화 방안(’13년) : ’17년
70% 이상 설치 추진

9

관리직 여성비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GGI)

11.4%
(’13.12월기준)

15%
(’17년 말 기준)

2009년 이후 증가추이
반영(14.2%)하되,
적극적 목표 설정

10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27.2%
(’13.10월기준)

40.9%
(’17.4월 말
기준)

’17년 확대 목표치
(여가부, 부처 합동)

15.6%
(’13.12월기준)
4급 이상 9.9%
5급 : 18.4%

20.0%
(’17년 말 기준)
4급이상 15.0%
5급 : 22.7%

안행부 ’17년 확대
목표치 추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11
점검 지표)
※ 지자체 공무원
여성비율 별도 관리

산출근거

지난 2년간 평균증가
11.55%
여
추이 반영(14.1%) 하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5.0%
(’12.12월말기준,
성 12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적극적 고용조치
50인 이상 사업체 (’17년 말 기준)
대
점검 지표)
강화21):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
표
비율 평균 60%→70%
성
17.96%
제
지난 2년간 평균증가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12.12월말기준,
고
22.0%
추이(20.0%)와 적극적
500인 이상
13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17년 말 기준)
목표 설정
사업체 평균
점검 지표)
비율)

14

15
양
성
16
평
등

국회의원 여성비율
(GGI)

15.7%
(’12년 총선 기준)

여성 국가수장(총리이상)의
1년
재직기간
(1년, ’13년 기준)
(GGI)

20.0%
(’16년 총선
기준)

’16년 여성당선자 목표
: 60명
22)
(19대 전체 47명)
*OECD 회원국 평균
여성의원 비율: 26.7%,
IPU 평균 여성의원
비율 : 22.6%

5년

대통령재직기간 반영
23)

추정소득 격차
(GGI)

0.44
(’12년 기준)

관련지표 목표를
0.62
근거로 추정
(’17년 말 기준)
(적극적으로 목표가
설정된 경활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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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지표
(출처)

’13년 현황

’17년 목표
(기준점)

산출근거

17

성별 임금격차
(유사직종 임금격차)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점검 지표, GGI )

0.6824)
(’12.12월기준)

0.70
(0.90)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달성목표

출생성비
(GGI)

105
(107, ’06년 기준)

105

’13년 105.3으로
자연성비에 기도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GGI)

0.72(’10년 기준)
* 여:남=86:119

0.78

자연증가 반영

문
화
확
18
산
19

※ GGI 지표인 “장관 여성비율”은 실천과제가 없어 TF목표에서는 제외, 다만 ’17년 GGI
전체 점수 목표치 추산시에는 여성장관 2명(전체 장관 17명)으로 계산
※ GGI 지표 중 기대수명 성비, 문해율 성비는 ’13년 현재 “1”로 이미 완전평등점에 도달
했으며 여성초등취학률과 여성중등취학률도 의무교육으로 남성 성비 차이가 거의 나
지 않음에 따라 TF 목표에서 제외
19)20)21)22)23)24)

19) 고용율 70% 로드맵은 2017년 남성 고용률 78.1%, 여성 고용률 61.9% 달성을 목
표로 하고 있음. 경제활동참가율는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어 고용률에 비해 약간
높음. 이를 반영하여 산정
※ 2008년∼2013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의 경우 여성은 1.3%p∼
1.6%p로 크지 않음. 이에 2017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과의 평균차이
(1.5%p)를 고려해 목표치를 설정
20) 유연근무제도 도입율은 단시간(시간제) 근로제도, 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
제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동근무제, 재량근로시간
제, 주4일 근로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 비율임.
2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50명 이상 공공기관 등 사업체 대상.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13.12.31), 시행
(’14.1.1). 적용 시기는 ’15년부터 적용함.
22) 제19대 여성 전체의원수 : 47명, 여성 지역구의원수 : 19명(7.7%), 비례대표 : 28
명(52%)
지역구 : 서울(7명), 경기(6명), 부산(1명), 대구(1명), 광주(1명), 전북(1명) (강원,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여성의원 없음)
23) 추정소득은 GDP, 경제활동참가율, 비농촌임금근로자성비, 성별인구비율을 통해
산출.
※ UNDP의 성별소득추정방식으로 현재 WEF에서 GGI 지표 산정에 활용되고 있음.
24) ’12년 남녀임금비는 0.68(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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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선정의 기준과 절차
이 네 가지 정책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들은 각 주체별로 매우 많을 수 있
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통하여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쳤
다. 1차적으로 국가 계획들과 각종 정책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국가정책의 기본계획 등
여성가족부(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
여성가족부(2013).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 ‘2015 가족 행복 더하기.
통계청(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노동부･여성부(2009).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기획재정부(2013). 고용률 70% 로드맵.
여성발전기본법(2013).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정부 관계부처합동(2014).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이어서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최근의 정책동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환
경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2014년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생애주기별 경력유
지 지원방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 및 매뉴얼을
비롯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참고하였다.
이어서 민간기업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등과 외국사례를 참조하
였다. 특히 해외 사례 등에서 주로 시행되는 리더십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방 연관효과 확산방안 등이 주
로 검토되었다. 더불어 해외의 민관협력 TF(터키 등)에서의 활동사례 등을
모두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1차 연구진의 초안을 가지고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및 가족정책과의 초
안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 검토 과정에서 과제리스트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
하였다. 과제 선정의 기준은 홍보 및 확산효과가 큰 과제, 제도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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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율이 낮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민관협력의 취지를 살리는 것
으로 하였다.
정책의 영역별로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혹은 분리하여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실천과제를 수행할 주체들은 범사
회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수의 실천과제들이 자발적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각 주체의
여건과 현황에 적합한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을 크게 4가지의 주체로 구분하였다. 민
간 및 공공기업, 정부, 민간 및 연구단체 등 각종 단체, 정당 및 의회와 같은
정치주체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관련 주체는 정부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된 법적 근거와 각종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정부가 담당한다.
정부 정책의 대상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 기업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책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정한 진입기회의 보장이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등도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과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대표성 영역 등 일부 과제들은 정치분야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및 기초단위 의회, 지방자치단체, 중앙행
정기관 단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는 정당 및 관련 정치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활용이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등 연구기관의 참여, 캠페인이나 문
화를 조성하는 NGO들의 참여, 각급 학교, 관련단체나 협회 등의 참여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실천과제에 각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별도로 표기하여 각 주체들이 쉽게 본인들에게 적합한 과제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과 관계부처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참여 주체별 간담회 등을 통하
여 세부 과제를 검토하였다. 민간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
층면접조사,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각 과제의
수행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TF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의 담당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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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수렴은 수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목표에 따라 배열하였다. 위의 정책영역과
는 별도로 민간이 중심이 된 양성평등 실천 민관협력 TF가 추진하는 과제
이므로 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 목록의
배열을 목표그룹에 맞추었다. 목표는 크게 4가지로 여성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여성대표성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다. 크게 네 가지 목표하에 대
과제를 두고 각각의 실천과제를 배열하였다. 과제 목록을 작성하였다.

2. 세부 실천과제
가. 목표 1 : 여성고용 확대
대과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실천과제

1-1-1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강화 훈련
기업, 정부
* 예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게 교육훈련 및 연구비 지원,
(미래부, 여가부),
교육훈련 전담 지원센터 설치(각 협회), 서비스산업 맞춤형 교육
단체
훈련 컨소시엄
1-1-2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실시)
1-1-3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1-1-4 워킹맘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1-2-1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참여 주체

기업
정부(기재부)
기업
정부(고용부)

1-2-2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1-2-3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 가능한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기업

1-2-4 시간선택제 채용 정보 제공
1-2-5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실시

1-2-6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정부(고용부)
정부(고용부)
*노사발전재단
기업, 정부
(여가부, 고용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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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제

실천과제

참여 주체

1-3-1 여성 취･창업 사업 안내 및 연계

정부(여가부)

1-3-2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예 : 여성창업전문분야에 대한 창업교육실시, 여대생 대상 창업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정부(중기청),
단체

여성창업 확대 1-3-3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 예 : 여성CEO대상 경영역량강화 교육,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제도 운영 등

기업, 정부
(중기청), 단체

1-3-4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촉진

기업,
정부(미래부)

1-4-1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
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기업,
정부(고용부)

1-4-2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채용목표제 실효성 강화
여성청년층 및 *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정부투자(연)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
전문인력
기관 대상
고용 확대
1-4-3 新 산업 분야 등에 여성진출 확대

정부(미래부)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1-4-4 중소기업 내 여성 고급연구인력(석･박사) 일자리 확대

기업
정부(산업부),
기업

나. 목표 2 : 일･가정 양립
대과제

임신･출산
전후
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실천과제

참여 주체

2-1-1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부여

기업

2-1-2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허용

기업

2-1-3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기업

2-1-4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기업

2-1-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기업

2-2-1 육아휴직 활용 확대(육아휴직 장려 및 분할 사용 허용, 육아
휴직 기간 최대 3년 활용)

기업

2-2-2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기업

2-2-3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기업

2-2-4 대체인력 채용 확보지원을 위한 DB 구축

정부(고용부)
단체

2-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확립

기업

2-2-6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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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3-1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2-3-2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일家양득
캠페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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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주체
기업
기업, 정부
(고용부)

2-3-3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기업
정부(전부처)

2-3-4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기업
정부(고용부)

2-3-5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퇴근시간 지키기

기업,
정부(전부처)

2-3-6 가족사랑의 날 지정･실천

기업

2-3-7 가족 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기업

2-3-8 기업주, 관리자, 직원 대상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기업

2-3-9 협력사와 본사의 가족친화경영 공유
* 예: 사례 안내 및 권고, 공동 행사 개최 등

기업

2-3-10 가족친화인증 참여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기업, 정부
(여가부), 단체

2-3-1 일家양득 캠페인 추진

기업,
정부(고용부),
단체

2-5-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기업,
정부(고용부)

2-5-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2-5-3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출산 대학(원)생의 권익보장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2-5-4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기업,
정부(고용부),
단체(근로복지
공단)
정부(교육부)
단체
기업,
정부(여가부),
단체

2-5-5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단계적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정부(교육부,
복지부)

2-5-6 고용친화적 자녀양육 추진(맞벌이 자녀의 원활한 어린이집
입소 위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아이돌보미 사용 우선
순위 맞벌이 중심 개선)

정부(복지부,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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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표 3 : 여성대표성 제고
대과제

실천과제
3-1-1 해당분야 여성인재 발굴

기업, 정부(전부처),
단체

3-1-2 여성인재 DB 구축･연계･활용

기업, 정부(여가부
등 전부처)

3-1-3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 실시

정부(안행부)

3-1-4 기업･기관･단체 내 여성인재개발 교육 및 여성리더십
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교육 실시
3-1-5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3-1-6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3-1-7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3-2-1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40% 준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참여 주체

기업, 단체
기업,
정부(미래부)
기업, 정부(여가부),
단체
단체
정부(전부처)

3-2-2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정부(안행부 등
전부처)

3-2-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정부(기재부 등
전부처)

3-2-4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정부(기재부)

3-2-5 교장･교감 임명에 여성비율 목표제 지속 추진

정부(교육부)

3-2-6 국립대학 양성평등 우수사례가 사립대학에 전파되도록
추진

정부(교육부)
단체

3-3-1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여성비율
40% 이상)

기업, 단체

3-3-2 임원･이사 여성비율 제고

기업

3-3-3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여성관리자 비율이 비교그룹의 최소
평균 70% 이상*이 되도록 추진, 남녀간 승진 후보자 대비 승진자
비율 균형 유지)
*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여부 기준

기업

3-4-1 여성의원(국회, 지방),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확대를 위한
캠페인

단체

3-4-2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개발･제안

정부(여가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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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목표 4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대과제

여성 채용시
공정한 기회
부여

실천과제

참여 주체

4-1-1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지침 마련
* 예 : 표준이력서 채택,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외모 언급 금지,
인사담당자-면접관 대상 교육 및 가이드 제공 등

기업, 단체

4-1-2 여성고용비율이 비교그룹의 평균이상(최소 평균 70% 이상*)이
되도록 추진
* 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여부 기준

기업

4-2-1 성별 임금격차 개선
* 예 : 임금격차 개선 캠페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준수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4-2-2 조직 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위원회 설치
* 예 : 시티은행 여성위원회 등

기업, 단체

4-2-3 양성평등한 인사･평가 규정, 조직 운영

기업, 단체

4-2-4 양성평등 근로문화 조성 교육 실시(임원급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 승진시 직무교육에 포함 등)

기업, 단체

4-2-5 조직 내 양성평등 장애요인 해소 활동
* 예 : 직원간담회, 실태조사,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 등

기업, 단체

4-3-1 정책, 법률 제･개정 등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4-3-2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의 젠더분석 도입
4-3-3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 예: 기관의 네트워크, 시설, 광고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정책 앱개발
4-3-4 양성평등 의식 확산 캠페인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

기업,
정부(고용부,
여가부), 단체

정부(여가부 등
전부처)
기업, 정부
(미래부)
정부(전부처),
단체, 기업
단체

4-3-5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개선

정부(교육부,
여가부), 단체

4-3-6 교사･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정부(교육부)

4-3-7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단체

4-3-8 7방송･보도 등 미디어의 양성평등성 강화

정부(여가부)
단체

4-3-9 GGI 관련 통계 개선(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보고서상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유사직종 임금격차 관련 통계 수정)

정부(여가부,
교육부)

4-3-10 가용 홍보채널을 활용한 TF 활동 홍보

기업, 정부
(문화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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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민관협력 TF 참여들이 원활하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과제의
필요성,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예시도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각 참여주체들이 보
다 용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자료를 개발하였다.
단 참여주체가 정부만 있는 과제들은 정부의 정책이며 별도의 설명자료
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설명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각 과제별로 표시된 번
호에 따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여성고용 확대 과제 설명자료
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1-1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강화 훈련

<필요성>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시 산업별･직종별로 전통적인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
○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기업이 필
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기업 수요에 따른 ‘기업 맞춤형 과정’ 개설(’13년
∼)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1인 이상)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
소 등에 대해 교육훈련 및 연구비 지원
○ 서비스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컨소시엄(한국폴리텍대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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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1-2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경력단절여성 인턴제)

<필요성>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떠나 있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준비 기회 부여
○ 기업들은 리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
소하고 활용 경험을 통한 인재확보 가능

<관련 정부 정책>
○ 새일여성 인턴제

<국내외 사례>
○ 골드만삭스(미국)
- 지원대상 : 육아휴직 후 경력 공백이 있는 대학교육 이상의 관리직 고급
여성인력이 중심
- 지원방식 :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인턴십 채용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 여부를 결정함.
○ ‘CJ 리턴십’
- 목적 : 경력단절 여성 채용으로 여성 일자리 확대
○ ‘리턴맘 시간선택제 채용’프로그램(스타벅스)
- 채용 : 경력단절 여성근로자 100여명 채용, 리턴맘들은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고 부점장급으로 채용되어 주 20시간 근무, 기본급여 외 상여금
과 성과급 그리고 복리후생 혜택(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에 차별받지
않음.
○ Torya Industries, INC.(일본)
-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을 위한 등록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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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hi Glass Co., Ltd.(일본)
- 여성 직원의 역량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대기명단 재고용 제도를
실시
○ ‘새일여성 인턴제’(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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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1-4 워킹맘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 여성근로자들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환경에서 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적응하거나 자신의 육아부담을 둘러싼 스트레
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 농후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장기휴가(휴직) 이후 업무 적응
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원스톱 종합상담
○ 자녀돌봄지원 (늘품교실)
○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직장맘 오프 모임)
○ 일･가족양립지원 (찾아가는 직장맘 생(산적인)수(다))
○ 네트워크 사업

<국내외 사례>
○ 리턴십 입사자 사후관리 프로그램(CJ)
- 리턴십 입사자의 사후관리(정시퇴근, 멘토멘티 연계, 성과평가 실시
등)로 재 경력단절 방지
○ ‘리턴맘 시간선택제 채용’프로그램(스타벅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전 휴직제도 시행하고, 육아휴직 복귀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워킹맘 안정화 프로그램 도입
○ Kao Corporation(일본)
- 워킹맘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Toyota Tsusho Corporation(일본)
- 육아휴직 여성들의 순조로운 업무 복귀를 위해 해당 인력과 상사와
인터뷰를 한 달 전에 미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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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2-2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필요성>
○ 육아, 점진적 퇴직, 학업, 건강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다수(“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다” : 84.0%/ ’13,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 기업은 시간선택제를 통해 여성, 장년 등 잠재 인력을 활용해 인력수급
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
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 지원
○ 신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신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국내외 사례>
○ IBK 기업은행은 2013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창구텔러 65명, 사무지원 15
명, 전화상담원 30명 등 총 110명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했음. 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정년보장, 4대보험가입, 자격취득지원 등 복리후생은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고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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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2-3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필요성>
○ 우리나라의 여성경력단절 현상의 완화 및 다양한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
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요에 따른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로,
다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마련이 필요
○ 전환형 시간제 근로의 확산은 양질의 시간제 근로와 차별개선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

<관련 정부 정책>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절차
1단계 전환형 제도 설계: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절차, 전환 후 인사관리 방안 등 사전에 설계
2단계 노사공감대 형성: 전환제도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포함한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
3단계 수요조사와 대상자 확인: 시간선택제 전환수요를 조사, 전환 수요를 가진 대상자 확인
4단계 직무(업무)조정: 전환 대상자의 직무(업무)조정 방안, 대체인력 확보 방안 수립
5단계 운영과 관리: 대상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대체 인력을 채용, 업무에 투입하여 운영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원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국내외 사례>
○ 휴렛팩커드(미국)
- 업무 트렌드가 매우 빨리 변하는 IT업계의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출
산･육아로 휴직하는 경우 업무 능력을 상실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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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함.
○ Oxfordshire County council(영국)
-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시간제에서 전일제 근
무로도 전환 가능
○ Bosch(독일)
- 관리자들의 근무시간을 시간제근로와 재택근무를 통하여 80%수준으로
줄이면서 업무성과는 100% 유지. 시간제근로를 활용하나 궁극적으로
는 특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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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2-6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필요성>
○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형태의 저임금’이라는 인식 존재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
굴하고 확산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우수사례 보급, 언론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우수사례 및 근로자 체험수기 등
홈페이지 배포(’13년, 11월∼)
○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기업의 시간선택제
운영사례, 성공요인 등을 조사･연구하여 전파

<국내외 사례>
○ TV 특별방송 홍보(’13년 12월)
-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의 시간선택제 취업도전기 전파(즉 구직자가
전문가 멘토링, 인사담당자 면접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 생
생하게 전달)
○ Randstad Holdings의 시간제 근로 사례(네덜란드)
- 근로시간은 유연한 시스템으로 운영.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사용자들
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조정 가능. 임금, 고용조건 등에서 어떤 차이
나 차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여성중간관리자들은 주 32시간 근무 혹은 주 4일 36시간 근무가 많고
직원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23∼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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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S(영국)
-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개인적 사정(출산 등)으로 근
로시간 줄이며, 임금, 수당, 출산, 휴가･병가, 그리고 교육훈련 등 어느
조건에서도 전일제 근무자와 시간제 근무자 사이에 차별이 없음. 일주
일에 2∼3일 근무를 하는 형태로 시간제 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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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확대
3-2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필요성>
○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여성의 강점을 살려 여성기업을 우리 산업의 한 축
으로 육성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컨설팅 지원(여성창업보육센터)
○ 교육지원(여성창업보육센터)

<국내외 사례>
○ 다양한 여성창업 지원 프로그램(한국여성벤처협회)
-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사업) 유망아이템 보유 예비 창업자 20명(팀)
을 선정해 협회에서 1인(1팀)당 창업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지식서
비스는 3,500만원) 지급.
- (스타트업start-up사업) 미래의 스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1대1 맞
춤형 창업프로그램. 13개 예비 창업자 팀을 엄선해 협회 산하 13개 선
도벤처 회원사와 연결, 밀착형 창업지원 제공. 스타트업 대상 창업자
에게 총 900만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자금 혜택 제공. 지
원기간은 1년 단위, 우수 팀에게 1년 추가 지원 가능.
- (선배 CEO와 함께하는 합숙 창업캠프) 연 3회 실시, 여성 벤처 창업
교육생 및 예비 창업자 100명에게 선배 기업의 창업 및 경영 노하우를
배우도록 함.
- (여학생 기업가정신캠프 및 여성벤처 창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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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 정신 고양 지원(스웨덴)
- 스웨덴 전체 기업의 25%만이 여성이 경영하며 상장기업 중 4%만이 여
성 CEO를 두고 있음. 정부가 여성이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을 갖도록 정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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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확대
3-3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
위를 향상시킬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시) 운영
○ 실전창업스쿨 운영
○ 여성기업 경영혁신 역량강화
○ 여성기업 판로지원

<국내외 사례>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남은행)
- 내용 : 여성 CEO를 위한 특별자금 1000억원을 마련, 일부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삭감.
○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국민은행)
- 내용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경영과 회계, 외환 등
종합컨설팅 무료제공, 대출금리 최고 1.5%포인트 우대함.
○ 특화상품 패키지 제공(우리은행)
- 여성 CEO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금융상품과 컨설팅이 결합된 특화
상품을 패키지로 제공함.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기술평가
료를 지원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저금리로 자금
지원하도록 함.

Ⅴ. 민관협력 TF 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별 설명 ∙• •

63

○ 특화상품 지원(IBK기업은행)
- 여성벤처협회 패밀리기업대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패밀리기업대출,
IBK여성경영자클럽 전용대출 등 특화상품을 통해 약 250억 원 여성기
업에 지원(’1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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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확대
3-4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촉진

<필요성>
○ 예비 여성기술 창업자 육성･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상업화에서부터 기술
창업지원 및 특허 활용 기술창업 등 창업 준비 관련 지원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여성과학기술인 창업컨설팅

<국내외 사례>
○ WISET 창업지원 컨설팅과 특허출원 지원금 공모 사업
- 정부의 사업공고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와 선정에 따른 해결방안 모
색 및 의견 교류 제공. 일정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컨설팅 계획
- 지원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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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1

4-1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필요성>
○ 여성 청년층(29세 이하)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취와
취업준비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같은 교육수준의 남성 청년층
에 비해 취업성과가 낮으며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 획득 기회는 더욱 낮
은 편
○ 여성 청년층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출 시점이 빠르나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결혼과 더불어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노동시
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

<관련 정부 정책>
○ 2013년 현재 14개 정부부처에서 50개의 청년일자리정책이 추진되고 있
으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과 민간단체도 청년인턴 활용,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파트너로 참여하
고 있음.
○ 여성 청년층을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이 유일. 동 사업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센터” 혹은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을 하며 총 40개 대학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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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4-3 新 산업 분야 등에 여성 진출 확대

<필요성>
○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여성이 많이 진출한
산업분야(교육, 보건 등) 이외에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 분야, 국가적 수
준에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에도 여성들이 활발하게 진출
하는 것이 중요
○ 일･가정 양립부담이 더 큰 여성들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분
야이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성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전략산업 분야에 여성 연구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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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4-4 중소기업 내 여성 연구인력(석･박사) 채용지원

<필요성>
○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크고 여성 석･박사인력은 안정
적인 연구개발 일자리를 찾기 곤란

<관련 정부 정책>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R&D 경력복귀 지원 시범프로그램 신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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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양립 과제 설명자료
2

임신･출산 전후 모성보호
1-1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부여

<필요성>
○ 임신･출산 전후의 모성보호는 아이의 생존유지와 인간존엄을 위한 기본
적인 조건이기에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중요
○ 임신･출산 직후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 및 수유시간 등 모성보호
시간을 보장하여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지원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태아검진시간
○ 수유시간

<국내외 사례>
○ 태아검진시간 허용(삼성자산운용, 대한주택보증, 일신전자통신(주) 등)
○ 수유시간 부여(국민연금공단, 일신전자통신(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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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후 모성보호
1-2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허용

<필요성>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신 중에는 체력의 소모가 증가하여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업무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의 업무에서 배치
전환도 허용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시 배치전환 허용

<국내외 사례>
○ 야간근로제한(포르투갈)
- 임신 중 여성은 20:00∼07:00 취업 제한함.
○ 임신 시 단축근무제(국민연금공단)
○ 출산직원 희망근무지 배치(부산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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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후 모성보호
1-3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필요성>
○ 임신･출산 전후 여성근로자 본인 및 태아･영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모
성보호시설 필요

<국내외 사례>
○ 프랑스
- 여성들의 경력개발에 있어 출산과 가족돌봄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어
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육아실 제공
- 여성들이 집 또는 사무실 근처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육아실(수
유실 포함)을 설치
○ 모성보호실 설치 (국방과학연구소)
- 지원대상 : 임신･출산 전후 여성근로자
- 지원내용 : 연구소 내 모든 건물에 모성보호실 공간 우선 배정
○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 롯데그룹, 동아병원, 벡톤디킨슨코리아(주), 의정부시, 종로구시설관리
공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로투세븐, ㈜신한서브, 안
양노인전문요양원, 일신전자통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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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후 모성보호
1-4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필요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 간 출산휴가는 불균형적
○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들에게는 모두 동일
한 보호휴가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관련 정부 정책>
○ 기간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실업급여 유예신청

<국내외 사례>
○ OECD
- 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 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별도의 적용 여부
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간접적
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고용계약기간의 만
료와 상관없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독일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산전휴가 이전에 만료된 경
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질병급여수준의 산전후 휴가
급여를 의료보험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이 기간만큼 실업급여지급기
간이 유예되며 실업급여는 산전후 휴가 이후에 계속 지급됨. 12주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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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전후 모성보호
1-5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필요성>
○ 출산은 남녀의 공동책임으로써 남성 근로자에도 휴가를 주어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배우자 출산휴가

<국내외 사례>
○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삼성경제연구소, 포스코건설, 늘푸름 보호작업장,
㈜대원기전, ES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대웅제약, 여성
가족부 등)
- 특히 대웅제약은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5일을 제공
○ KPMG AG(독일)
- 출산 휴가 증진 및 남성의 유급휴가를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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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2

2-1 육아휴직 활용 확대(육아휴직 장려 및 분할 사용 허용,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활용)

<필요성>
○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
○ 현재 육아휴직 대상이 8세 미만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분할 사
용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

<관련 정부 정책>
○ 육아휴직 지원
○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추진

<국내외 사례>
○ SK C&C, 롯데그룹 등
- 육아휴직제도를 만 8세까지로 조정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 제도 마련
○ 여군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진급 불이익 최소화 방안 추진(국방부,
’14. 1월)
- 봉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
로 늘림.
- 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휴직기간이 현재 1년이지만 자녀수에 따
라 최장 3년까지로 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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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2-2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필요성>
○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낮아 201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3%에 불과한 실정.
○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므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할 정책
지원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아빠의 달’ 장려

<국내외 사례>
○ 스웨덴
- 육아휴직 180일 중 1개월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제
정하고, 2002년부터는 아빠의 강제할당일을 2개월로 늘려 사용하고 있
음. 현재 남성(60일) + 여성(60일) + 360일(공동사용)으로 총 480일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 노르웨이
- 부모에게 주어진 총 47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14주를 아버지에게 할
당하고 있음.
○ 핀란드
- 2003년 2주간의 부성휴가를 도입함.
○ 아이슬란드
- 9개월의 육아휴직 중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나눠쓰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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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아빠가 3개월 이상을 쓰면 휴직기간을 1개
월 더 늘려주는 방식임.
○ 영국
- 2015년부터 아버지들은 육아휴가(parental leave)를 50주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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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2-3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필요성>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
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데 사실상
장벽이 존재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사실상 배제되는 현행 모성보호 제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비정규직 육아휴직 계속고용금 지원

<국내외 사례>
○ 독일
-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이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부모에게 육아급여를 조세에서 지급하고 있어 비정
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의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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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2-4 대체인력 채용 확보지원을 위한 DB 구축

<필요성>
○ 육아휴직 활성화의 걸림돌로 육아휴직이 발생할 때 업무공백이 지적되
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
○ 빈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바로 채우는 대체인력의 확보가 우선되도록 대
체인력 채용 확보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구축(나라일터 홈페이지 활용, 안전행정부)
○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지원을 위해
DB 구축 및 매칭 지원
○ 사업주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40→60만원, (대기업) 20
→30만원))

<국내외 사례>
○ 새일센터를 매개로 DB 구축 활용
- 공공부문의 대체인력으로 가능한 여성인력 DB를 구축하고, 이때 공공
부문의 퇴직여성 DB와 연계하고 새일센터를 매개로 지원자를 받도록 함.
- 공공부문에 출산･육아 휴직이 예견되는 부서에서 직무의 내용과 역할
을 작성하여 새일센터에 요청하면 업무내용에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
램을 직업상담사가 설계하여 약 3주간은 일반업무에 관련한 훈련을
받도록 함. 그리고 마지막 1주는 현 업무에 휴직할 담당자에게 OJT(직
장 내 교육훈련)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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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확립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
하는 여성 비율도 낮아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미흡한 실정
○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여성근로자가 직장에 계속 다
니는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탄력근로 청구권 확립
○ 육아휴직 및 근로기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국내외 사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명문코리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으로 Asahi Glass Co., Ltd.,
Daido Stell Co., Ltd.,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Nissan Motor
Co., Ltd.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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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2-6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 육아휴직 등 이후 복귀시 인사상 불이익이 빈번하며 경력단절 규모도
여전히 큰 수준
○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이후 업무에 복귀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다양한 지원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
○ 육아휴직 등 지원
○ 대체인력채용 지원

<국내외 사례>
○ 토토기기의 직장복귀 프로그램(일본)
- 휴직기간 중의 정보제공, 직장복귀프로그램 5일간 실시(직장복귀 직후
강습)
○ 직장 재적응 제도(미국)
- 출산 후 여성이 직장에 점차적으로/단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를 거쳐 완전 복귀하는 방식
○ NEC Soft, Ltd.(일본)
- 여성직원들이 육아휴직 이후 직장으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
직문화와 업무방식 변화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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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1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필요성>
○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일･가정 양립
과 남녀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유연근무제도

<국내외 사례>
○ 미국의 IBM, KPMG LLP 및 네덜란드의 ING 등 자율 출퇴근제, 집중근
무제,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직무공유제, 장기휴가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제 실시 중
- 네덜란드(ING)의 경우 시간제 근무제는 근로시간법에 따라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플렉스타임제(Flexible
working hours)와 주 4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는 압축근무제(Compressed
work weeks), 직무공유제(Job sharing), 재택근무제 등을 운용 중.
○ 일본의 파나소닉은 2007년 4월 ‘e-work@home’라는 유연근무제 도입.
- 제도 활용을 위해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 PC와 회사 내선번호와 연결
된 휴대폰 대여.
- 재택근무제 외에도 모바일 근무, 모바일 근무자가 출장시 수시로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오피스인 스폿오피스, 사무실 내 개인좌석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 프리어드레스 오피스 등
과 같은 제도를 동시에 도입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 P&G, KT,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유한킴벌리,
한국공항공사, 삼성전자 등 유연근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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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2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필요성>
○ 관행적인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근로시간계좌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생산의 유연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서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단

<관련 정부 정책>
○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국내외 사례>
○ 바이엘의 선택적 근로시간계좌제(독일)
- 개인의 1일 순(netto) 실근로시간은 5.5시간에서 10시간까지 가능,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잉여근로시간’으로, 미달하는
근로시간은 ‘부족근로시간’으로 계산되고 분기별로 정산함.
- 근로자는 잉여근로시간분만큼 보상휴가(Zeitausgleich), 즉 임금을 지급
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얻을 수 있음.
- 근로자들은 잉여근로시간을 축적하여 일 년에 두 번 3일 연속보상휴
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바이엘의 연간 근로시간 계좌제(독일)
- 2001년 연간 근로시간 계좌제 실시: 법정근로시간을 평균값으로 활용
해 실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제도. 법정 주간 근로시간과 실제 주간 근
로시간 사이에 편차가 발생하면 규정된 시간 내에 계산 정리하여 1년
내에 계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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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3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필요성>
○ 근로자에게 평균 15∼16일 정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나 근로자 연
차유급휴가의 사용률은 46.4%로 평균 15.3일 중 7.1일만 사용 중
○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와 대체근로자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휴가 문
화 개선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상시자율적 휴가사용 권장
○ 연차휴가 활용 촉진
○ 기업에 대한 연차휴가제도

<국내외 사례>
○ 연차휴가 활성화(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경우 0.5일 단위 연차 사용 허가 및 잔여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를 통한 연차휴가 소진을 독려
- 교보생명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장기근속휴가와 연계
하여 신청한 연차휴가의 동일 일수만큼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함.
- 벡톤디킨스코리아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7일∼12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부여
- 신한은행의 경우 전 직원이 동료/상사의 눈치를 안보고 본인 희망 일
자에 연중 10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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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4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필요성>
○ 거시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미시적으로는 업무 프로세
스 단축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개인상황에 따른 근로자들의 유
연한 근무기회를 확보 등 스마트워크의 중요성 대두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가 확충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국내외 사례>
○ 미국
- 수도 워싱턴 인근에 스마트워크센터를 14개 운영 중(’92년부터)
- 총무청은 ’10년까지 원격근무 가능자의 50%를 원격근무로 전환 추진
○ 일본
- 총무성 주관으로 ’10년까지 원격근무자 비율을 취업인구 대비 20%로
확대 추진
- 민간부문 세제지원을 위해 ‘원격근무 환경정비세제’ 제정
- 국토교통성은 아자미노역 인근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08년
10월부터 ’09년까지 실증실험 수행
○ 네덜란드
- ’07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 운영 중
-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격근무자 비율이 높고, 500인 이상의 경
우에는 91%가 원격근무함
-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 및 복지시설 등이 완비된 스마트워크센터 99
개를 공공･민간 공동으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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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5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퇴근시간 지키기

<필요성>
○ 다수 직종에서 지나친 야근 및 업무과중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적 근로형태 및 문
화로 개선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장시간 근로개선 관련 컨설팅 제공(노사발전재단)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통합홍보

<국내외 사례>
○ Deutsche Telekom AG(독일)
- 남녀 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인이 자
유롭게 업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 e-mail 업무를 금지하
도록 하고 있음
○ (주)대주기업
- 교대제로 개편으로 총 26명의 신규인력 채용
- 근로시간 주 64시간에서 51시간으로 단축
- 임금감소분은 회사가 50%보전, 대체근로수당 활용하여 임금보전 수준
확대
○ (주)진유원
- 교대제 개편으로 신규 인력 22명 채용
- 근로시간을 주 72시간에서 주 46시간까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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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6 가족사랑의 날 지정･실천

<필요성>
○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 정시퇴근 장려
○ 직장탐방, 가족친화교육 등 가족배려 활동 마련

<국내외 사례>
○ 롯데그룹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로 선포, 정시 퇴근 장려
- 가족사랑의 날에는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 확대
○ 동양아이텍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로 근로자 전원 참여
○ Asahi Group Holdings, Ltd(일본)
- ‘기념일휴가제도(Memorial leave System)’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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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7 가족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필요성>
○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
을 위한 간병 및 간호를 위한 휴가사용은 여전히 제한적
○ 가족돌봄휴직제의 정착을 통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가족돌봄휴직제도
○ 가족휴가제 도입(’14. 7∼)

<국내외 사례>
○ 프랑스
- 중병이나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개월의 휴가를 부여하고 2회
더 갱신이 가능함.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장기적으로 아픈 아이를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는 장기간 휴가가 있지만 그 외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덴마크: 8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52주 동안 임금의 60%를
보장함.
- 스웨덴: 120일의 휴가와 휴가기간 동안 80% 임금을 보장함.
- 노르웨이: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의 병간호를 위해 1년에 총 20
일간의 휴가 부여함. 노르웨이의 경우 기간은 덴마크에 비해 짧은 대
신 임금의 100%를 보장함.
○ 미국
-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로 12주 동안 휴가 사용 가능.
- 그러나 무급이고 1년 이상의 고용기간과 50이상의 회사 규모 등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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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8 기업주, 관리자, 직원 대상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필요성>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친화 경영을 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교육
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가족친화 직장교육

<국내외 사례>
○ 삼성서울병원
- 가족친화 역량강화를 위한 신입/경력직원OJT(가족친화제도안내) 실시
○ 비알코리아(주)
- 가족친화교육으로 복리후생제도 화상 교육 간호사와 함께하는 금연교육,
멘토링교육, 직급별간담회, 쿨한견학 등 정기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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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9 협력사와 본사의 가족친화경영 공유

<필요성>
○ 가족친화경영 및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 기업의 노하우와 우수사
례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가족친화포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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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연 및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10 가족친화인증 참여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
○ 가족친화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규모에 비
해 아직은 부족한 편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가족친화인증제

<국내외 사례>
○ 우리은행
- 최고 1%(산출금리 기준)금리 우대
- 전략재무･리스크관리･그린경영･회계･외환･세무･법률 등 종합 컨설팅
무료 지원
- 특히 여성오너 기업들에게는 약1000억원의 여신지원과 함께 금리우
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임직원 및 한부모, 조손가족 임직원 금리 우대
○ IBK기업은행
- 1500억원의 특별여신 한도 배정
- 1%p의 대출금리 추가감면 등 대출조건 우대
- 경영･가업승계･세무･회계･법률 등 종합컨설팅 무료 지원
○ KB국민은행
- 최고1.5%의 대출금리 우대
- 경영･회계･외환･법률 등 종합컨설팅 무료 제공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서버를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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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家양득 캠페인 확산
4-1 일家양득 캠페인 추진

<필요성>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하는 방식 문화를 개선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일家양득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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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5-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
○ 여성 직장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
○ 일부 기업들이 예산이나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임. 정부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무상지원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국내외 사례>
○ 참! 좋은 어린이집(IBK 기업은행)
- 추진배경 : 직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기
업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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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5-2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 우수 여성인력들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며 남녀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
성이 필요
○ 일･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충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국내외 사례>
○ 리틀베어(대웅제약)
- 실제 아이를 둔 여성 직원들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비롯해 위탁업체, 보육교사 선정 등 선택권 부여
- 0세∼만5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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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5-3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출산 대학(원)생의 권익보장

<필요성>
○ 대학교원 및 교직원의 보육시설 수요는 물론이고 대학원 석･박사과정과
대학연구소에 여성 연구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수요가 크게 증가 중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나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이 다수 존재

<국내외 사례>
○ 서울대학교
- 입소대상은 같은 학교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자녀로 만 1세∼ 초등학
교 3학년인 아동
- 19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대학원생 자녀
○ 연세대학교
- 교직원 자녀에서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 운영
- 만 6세 미만 어린이 80명 중 40∼50%가 대학원생 자녀
○ 안암병원 어린이집
- 고려대 안암 캠퍼스 내 직장인 보육시설로 만 1세에서 6세까지의 영
유아 47명을 무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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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5-4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필요성>
○ 주민들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돌봄과 정보, 교육을 호혜적으로 주
고받음으로써 가족의 돌봄 요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중
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 지역에서 품앗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결집해내는 기관
의 역할이 아직 부족하고, 비공식적 조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해 초기 지
원의 필요성이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함.

<관련 정부 정책>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내외 사례>
○ 롯데(‘MOM편한’ 공동육아나눔터)
- 여군 및 군인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
○ 삼성생명
- 향후 전국 50개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계획
- 장난감, 도서, 책장 등 교육자재 제공 계획
- 양육전문가 초청강연,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등 육아 관련 교육과정과
함께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재테크 강의 진행 예정
○ 삼성물산(주)(래미안 육아공동나눔서비스)
- 공동육아나눔터와 스마트오피스가 설치된 보육 특화형 아파트 조성에
협력
- 삼성물산(주)는 래미안 강동팰리스 아파트에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가족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컨
설팅 등 행정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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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대표성 제고 과제 설명자료
3

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1-1 해당분야 여성인재 발굴

<필요성>
○ 여성인력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서 중간 관리자급 이하의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고위 관리자급에
여성비율은 정체 혹은 매우 미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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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1-2 여성인재 DB 구축･연계･활용

<필요성>
○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할 때 적합한 여성인재풀이
부족하여 여성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각
분야별로 여성인재풀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필
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여성가족부의 여성인재 DB 운영
○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여성인재 등록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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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1-4 기업･기관･단체 내 여성인재개발 교육 및 여성리더십 교육 실시

<필요성>
○ 기업, 기관, 단체에서 여성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관리직 진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확대될 필요
○ 사회 각 분야의 리더는 아직도 대부분 남성이므로 여성이 관리직이나
의사결정직에 참여할 경우 역할모델이 부족하므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우수 여성인재들을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

<국내외 사례>
○ 여성가족부의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2010년)
- 대상 : 500인 미만 기업의 사원부터 부장급까지 여성근로자 250여명
- 교육내용 : 사전에 기업의 여성관리자, 교육담당자, 임원 등을 대상으
로 여성 관리자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
함. 교육생 개개인의 리더십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자신의 강점
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처방적 교육 실시
○ 포스코의 W-리더십
- 대상 :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이 끊긴 과장급 여직원
- 교육내용 : 리더십 특강, 역량진단, 성장플랜 워크샵
○ 롯데
- 대상 : 그룹 내 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 교육(총 600명, 2013년 기준)
* (참고) 여성가족부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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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1-5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필요성>
○ 과학기술분야는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이므로 주요 의사결정과정이나
보직에 여성을 활용하고자 해도 적합한 여성 리더를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관련 정부 정책>
○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고위 리더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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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1-6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전문지식 못지 않게 네트워크 역량이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가 미흡
○ 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력형성
과 관련한 성공사례 및 경로에 대한 인적 네트워킹 및 정보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여성가족부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국내외 사례>
○ 여성가족부 ‘여성관리자 포럼’ 개최(2008)
- 기업 여성관리자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 해당 포럼의 주제는 ｢기업의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
안｣임.
- 삼성전자, LG전자,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80여명의 기업 여성 관리자
가 참여
○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한 ‘경기여성리더네트워크’ 결성
- 2010년부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도내 여성리더 발굴과 미래 여성리더
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MAP(Management
Advanced Program)’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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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1-7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성>
○ 제19대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이며, 이 중 초선의원의 비
율은 76.1%(35명)로 제18대 국회(65.9%, 29명)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상황
○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2,888명 중 여성 의원은
21.6%(625명)로 여전히 낮은 수준
○ 여성 후보군의 수가 남성 후보군에 비해 적고 경쟁력을 가진 여성후보
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정치인 육성의 필요성 제기

<관련 정부 정책>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제가 도입
○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할 것을 권고

<국내외 사례>
○ ‘2014 지방자치 선거를 대비한 글로벌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2013)
- 2013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2013년 6월과 7월에 진행된 제4기 글
로벌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치아카데미’(2013. 11)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여성후보자나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에 관심이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함.
-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여성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및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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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6 국립대학 양성평등 우수사례 사립대학 전파

<필요성>
○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국공립대학에 양성평등조치를 추진해왔으며 향후
에는 사립대학으로 확산시킬 필요
○ 사립대학의 여교수 비율(23.2%)은 국공립대(14.1%)보다 높으나 박사학
위 취득자의 여성비율(34.0%)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사립대학에도 양성
평등조치를 확대 적용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조치(구, 여성교
수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공립 대학교원의 여성비
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주요 보직 및 주요 위
원회)에 여성참여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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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3-1 조직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남녀 동수 참여(여성비율 40% 이상)

<필요성>
○ 기업, 기관, 단체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다양성의 원리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주요 보직 및 주요 위원회 등)에 여성대표의
비율이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여성을 40% 이상 60% 미만으로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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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3-2 임원･이사 여성비율 제고

<필요성>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1,000
인 이상 기업의 경우 7.37%, 500인 이상 999인 이하 기업의 경우 8.37%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없는 사업체도 전체조사 대상 가운데 66.6%
○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9.1%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없
는 기관도 51.7%

<국내외 사례>
○ 국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특정 성별이 3년 이내에 85% 이상, 5년 이
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이행여부
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발의
○ 2011년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전체 임원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
한다는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인력 발굴을 위한 프로세스 강화, 여성 리
더풀 확대 방안 등을 추진
○ 노르웨이는 2011년 기준 여성임원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벨기에는 2011년 공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30%를 여성에게 배분토
록 할당제를 도입했고 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할당제 법이 통과돼
2015년까지 상장기업, 공공참여 기업과 국유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33%까지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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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3

3-3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여성관리자 비율이 비교그룹 최소평균 70% 이상
추진, 남녀간 승진 후보자 대비 승진자 비율 균형 유지)

<필요성>
○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
간기업의 여성인력활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여성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나 남성 및 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조

<관련 정부 정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국내외 사례>
○ 동부화재(노사발전재단, 2012 AA 우수사례집)
- 여성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직무개발 및 여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
으며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여성 승진을 촉진하는 인사정책을
실시함.
○ 독일
- Deutsche Telekom AG는 여성관리자 할당제를 통해 ’15년까지 여성 중
간 및 고위 관리직 비율 30% 증가 목표를 수립
- Bilfinger Berger SE는 미래의 여성 지도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Targeted training for future female leaders)을 통해 ’20년까지 여성관리
자 15∼20% 달성 목표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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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1 여성의원(국회, 지방), 여성 지방자치단체장 확대를 위한 캠페인

<필요성>
○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제16대 5.9%에서 제19대 15.7%로, 광역의회의 여
성의원 비율은 1995년 5.8%에서 2010년 14.8%로,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95년 1.6%에서 2010년 21.6%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은 수준
○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5.5%(3명),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후보자 비율은 3.5%(26명)에 불과했으
며 여성 당선자는 총 6명에 불과
○ 각종 선거제도를 통하여 여성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확대를 통하여 여성
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제 도입
○ 공직 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할
것을 권고

<국내외 사례>
○ ‘여성 정치참여 확대 결의대회’ 개최(2014. 3. 7)
○ ‘6･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2014. 3. 28)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16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6･4 지방선
거 긴급여성네트워크’는 각 정당에 ‘지역구 여성공천 30% 공천 보장’
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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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2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개발･제안

<필요성>
○ 공직선거법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선출직 여성할당 조항
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서는 권고에 그치고 있어 이의 이행을 위한 정당들의 노력이 미약
○ 제19대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은 15.7%(47명)으로 세계 100위 정도
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부족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각 정당 및 정
치권에 제안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여성할당제는 정당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
여 추진되는 법적 의무할당제
○ 지역구 대표 후보자 공천에 대한 여성할당제
○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국내외 사례>
○ 과거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포함되었던 30% 여성공천 의무할당제를 새
정치민주연합이 승계함. 제8조 ‘성평등 실현’ 조항인 중앙당과 시･도당
주요 당직과 위원회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
의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 프랑스에서 남녀동수법, 일명 빠리테법(la parité)을 어길 경우 정당에 대
한 선거 보조금을 삭감함(김민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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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 설명자료
4

여성 채용 시 공정한 기회 부여
1-1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지침 마련

<필요성>
○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등과 같이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 요인
이 존재
○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기존의 여성채용관행은 여성 개인에게 취업의
진입장벽과 고용의 질 저하를 야기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인임. 이는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저해할 수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2006년 12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발표
○ ｢개방형 표준이력서｣ 제작 및 보급
○ ｢표준면접 가이드라인｣

<국내외 사례>
○ 국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절차에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이력서 이용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2013-2017년)｣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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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용 시 공정한 기회 부여
1-2 여성고용비율이 비교그룹의 평균이상(최소 평균의 70% 이상) 추진

<필요성>
○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
간기업의 여성인력활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여성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나 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음(’11년 기준으
로 미국 62.0%, 독일 67.7%, 한국 53.1%).
○ ’12년 기준 남성의 고용률은 74.9%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53.5%에
불과

<관련 정부 정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국내외 사례>
○ 무림페이퍼(주)(노사발전재단, 2013 AA 우수사례집)
- 진주 공장을 중심으로 여성고용직무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
- 직무평가를 통해 여성고용이 가능한 직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고용
환경의 개선과 고용촉진 방안을 수립
○ 롯데카드(주)(고용노동부, 20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사례집)
- 2012년 롯데그룹은 인사평가지표 중 ‘여성고용 지표’를 신설하여 신입
사원 중 여성 비율 30%와 여성 승진율 25% 이상의 지표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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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2-1 성별 임금격차 개선

<필요성>
○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등으로
의 재취업, 경력단절 등에 따른 승진상의 불리한 여건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편임.
○ 2012년 기준 국내 30대 기업의 성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월 150만원
미만 급여 수준에서의 여성 비율은 약 72%인 반면 월 350만원 이상에서
의 여성 비율은 16.5%에 불과함.

<관련 정부 정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기본계획 2012｣에 ‘동일가치, 동일노동
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실현’ 항목 포함
○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국내외 사례>
○ 남녀간 임금격차를 없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실현(고
용노동부, 20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사례집)
- 롯데카드㈜: 남녀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승진 시에도 상위
직급의 초임호봉을 동일하게 적용
- ㈜에어코리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동일직종,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함.
-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 임금은 입사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사에 의해 결정하고, 연봉 인상률도 회사 목표 달성과 직원 개
인의 성과평가 결과로 결정해 남녀 차별의 요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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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매년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의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기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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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2-2 조직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위원회 설치

<필요성>
○ 조직 내에서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안건을 토론, 심의, 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업과 민간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국내외 사례>
○ 시티은행그룹에 다양성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여성위원회가 있음. 한국
씨티은행에도 다양성위원회 내에 여성위원회가 있음.
○ 한국지엠은 여성 임직원의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고 기업에 대한 공헌
도를 높이기 위해 2005년도에 ‘여성위원회’를 조직함. 주요 활동은 여성
선후배 직원간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한 여성 리더와의 정기적 만남 등
의 프로그램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위원
회를 가지고 있음.
○ 한국건축가협회는 32년 전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1982년에 한국여성건축가협회로 독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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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2-3 양성평등한 인사･평가 규정, 조직 운영

<필요성>
○ 여성근로자는 업무의 배치, 평가,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남성중심적인 조
직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업의 여성 관리자의 경우
업무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음.
○ 2007년 ‘여성인력패널조사-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
들이 직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관한 질문에서 ‘승진이나 승급에서의
차별(43.1%)’, ‘임금 차별’(40.7%), ‘부서나 업무배치 시 차별’(27.4%) 등
의 순으로 나타남.

<국내외 사례>
○ 롯데카드(주)는 2012년 인사평가지표 중 ‘여성고용 지표’를 신설하여 신
입사원 중 여성비율 30%와 여성 승진율 25% 이상의 지표를 책정하였
음. 이에 따라 2011년 대비 2012년 인력증감인원 85명 중 여성이 71명
(85.3%)에 이르고 간부사원 승진자 78명 중 20명(25.6%)에 이름. 또한 공
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코칭매뉴얼’을 배포하고 평가자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사례집).
○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는 여성 인력 33%가 포함된 인사위원
회와 대표의 합의에 따라 직원의 승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와 평
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2012년의 경우 승진자 3명이 모두 여성
근로자였으며 여성근로자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아 여성채용목표제
및 여성승진목표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고용노동부, 2013년 남
녀고용평등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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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4

2-4 양성평등 근로문화 조성 교육 실시
(임원급 이상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 승진시 직무교육에 포함 등)

<필요성>
○ 장시간 노동, 잦은 회식, 출산･육아 시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근로
문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임.

<관련 정부 정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 가족친화 직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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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2-5 조직 내 양성평등 장애요인 해소

<필요성>
○ 장시간 노동, 잦은 회식, 출산･육아 시 차별 등의 근로문화는 여성의 경
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

<관련 정부 정책>
○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행사
○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소개
○ ‘일家양득 캠페인’ 매뉴얼 개발 및 배포(예정)

<국내외 사례>
○ 삼성화재: 모성보호 등 여성 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정서관리를
위해 최고경영자가 여성 간부를 대상으로 정례 간담회를 실시함.
○ ㈜에어코리아: 승진심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여성 참가(고용노동부,
20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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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3-3 양성평등관련 정보 제공

<필요성>
○ 양성평등은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
임. 직장생활, 단체생활, 가족생활의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에 관련
된 정보를 적재 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 양성평등에 관련된 정보부족은 직장, 단체, 가족 등의 구성원들 간에 성
차별, 성희롱에 관한 갈등의 원인

<국내외 사례>
○ 여성가족부가 위민넷을 통해 연령층별(청년여성, 결혼기 여성, 임신･출
산 여성, 보육･육아 여성, 자녀교육 여성, 실버여성)로 여성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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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3-4 양성평등의식 확산 캠페인

<필요성>
○ 양성평등의식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
음.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유리한 주체(비정부기구나 단체)의 협력이 필요

<국내외 사례>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양성평등캠페인 개최
○ 다수의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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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3-7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필요성>
○ 대학은 우리사회의 이끌고 나갈 미래세대와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이므
로 사회 각 분야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
행할 필요
○ 대학교원 및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양성평등 실천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음.

<관련 정부 정책>
○ 교육부 국립대 양성평등조치 : 양성평등조치의 목적은 대학교원의 여성
비율 제고이나 여성교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내 양성평등한 조
직문화 구현 노력을 함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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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3-8 방송･보도 등 미디어의 양성평등성 강화

<필요성>
○ 방송 및 언론보도는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의 양성평
등의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외모지상주의, 성역할 고정관
념, 여성의 상품화 및 성적 대상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선정적 보도 등
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

<국내외 사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울산 발전연구원 여성가족센터는 대중매체의
양성평등 모니터링 월간 보고서를 발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양성평
등시상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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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3-10 가용 홍보채널을 활용한 TF 활동 홍보

<필요성>
○ 여성 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TF는 정부부처, 대기업, 중견･중
소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2014년에
100 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할 것이며 2017년까지 보다 많은 기업/기관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여성고용과 양성평등 이슈에 관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민관협력 TF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외적인 홍보활동을 통
해 TF활동의 성과와 파급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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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외 주요국 사례
1. 영국
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2008년 신용위기 이후, ∙글로벌 대학원 모집 제안
RBS는 유능한 인재 발
목표설정: M&IB는 대학원
굴 및 유지를 위한 과
졸업자의 35% 여성 채용 목
제 직면
표, 여성인턴은 40%목표
∙불균형적인 고용 성차별
(’12까지)
M&IB(Markets
and
The Royal Bank
International Banking)
of Scotland
여성 지원 자 중 학부
생은 54%인 반면 대학
원생은 23%임
여성 대학원생은 22%인
반면 남성은 13% 정도
더 유리하게 고용됨
London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LOCOG)

(not disclosed)

결과

중장기
목표

∙미국과 유럽, 여성 지 ∙ R B S 는
원 수 38% 증가
성별 비
∙대학원 여성 고용비
율 50:50
중이 유럽 5%, 미국
목표 설
32% 증가
정함(’15)
∙M&IB에 여성 대학원
졸업자 비중 유럽
30%, 미국 42%(’12)
∙여성인턴 비중 유럽
16%, 미국 29% 증가
∙유럽, 여성인턴의 43%
가 M&IB 여성임(’12)

∙사회를 반영한 여성인력 구축 ∙여성 대표자 51% 달성
런던 인구를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의사결정
구축을 위한 통합적
LOCOG의 여성대표 46%∼
환경 성취
54%의 목표 설정
포괄적 고용과 개인능력을
장려하기 위해 리더십 프로
그램 시행
∙2007년 여성관리자(46%), ∙훈련 및 지지에 초점을 둔 ∙참가자의 37%는 27%
여성 관리자의 상향이동 지
남성관리자(54%)의 비
의 비참가자에 비해
원 프로그램
율은 비슷했음
수행능력 평가가 증
고위지도자에 의해 시행된
∙그러나 고위관리자는
가함
것으로, 여성 관리자의 잠 ∙참가자의 32% 승진함
여성이 32%, 남성이
재능력을 찾고 해소하기 위 ∙출산후 복귀자의 20%
68%로 큰 차이 있었음
한 목적
여성 관리자 수에 초점
승진함
측정지표
을 둘 필요성 인식
참가자 수
수행능력 평가에 미치는 영향
승진에 미치는 영향

∙고위관리직 여성 대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98%가 이
Standard Chartered의 강점
자가 최근 몇 년 동안
프로그램에 만족함
Standard
기반 접근 및 은행의 전반 ∙참가자 모두 다른 사
20∼22%에 머무르고
Chartered Bank
적인 다양성 및 통합 의제
있음
람에게 프로그램 추
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시행
천의사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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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하기 위해 내부에 아웃소싱 ∙고위 경영자의 역할에
추진
대한 목표 이해 제고
단기측정: 참가자와 경영자
의 피드백
장기측정: 차별화된 수행능
력 평가, 인재 분류 및 승진
London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LOCOG)

Barclays PLC

∙고위직 여성 부재
∙다양성 필요에 대한 리더십 ∙조직의 모든 수준에
서 최소 여성 대표자
이는 잠정적으로 의사
교육
40% 달성
결정을 약화시킴
고용 및 활동 촉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조사에
진행
내부적으로 최고 사례 연구
서 평균보다 높은 만
및 예시 강조(가령, 최초 여
족도 달성
성 스포츠 감독)
∙직원의 52% 여성이지만, ∙Women of the Year Lunch
개최
고위 관리직은 23.7%,
400명의 뛰어난 여성 고객
고위임원은 16.1%에
에 대해 여성 역할 모델 수상
그침

∙고위직에 있어 성별 불 ∙영감 여행(an inspirational ∙RBS에서 고위 여성
직으로 지원하도록
일치
journey)프로그램과 제휴
이끎
∙젠더 불균형은 여성문
폭넓은 인재 발굴 및 다른
제 뿐만 아니라 기업문
조직과 일하기 위한 기회
제임을 인식
제공
The Royal Bank
∙젠더의 균형은 폭넓은
특히 고위 여성 인재 풀을
of Scotland
개발하기 위함
사고를 통해 기업에게
‘영감 여행’ 프로그램은 24
유리하고 행동수행능
개 글로벌 회사에 의해 채
력에 있어서도 긍정적
택됨
이기 때문
London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LOCOG)

∙400개 이상 공급업체 ∙다양성과 포괄 사업 헌장 ∙200개 이상의 공급업
체를 평가하고 성별
실시
에서 시작 시 젠더를
을 포함하여 개선하
무료로 온라인 다양성 평가
포괄하지 못함
도록 장려함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
한 시점에서 젠더와 다른
다양한 측정을 필요로 함

∙영국에서 여성 인구는 ∙여성비지니스 (Women in ∙초기 12명의 여성 비
즈니스 대사가 200명
Business: WiB) 지지
51%이지만, 소기업의
은행 업무의 다른 유형의
14%만이 여성이 이끎
으로 성장
The Royal Bank
혜택을 가져올 것을 인지하 ∙12만 명의 새로운 여
∙RBS에서 소규모 사업
of Scotland
여 여성 기업 및 비즈니스
고객의 21%가 여성에
성이 고객들을 은행
여성을 지지
의해 주도됨
그룹에 참여하도록
모든 고객을 위한 여성 비
∙비즈니스 여성을 위한
이끎

중장기
목표

부 록 ∙• •

기업명

문제점
신흥 연구 제안 필요

사업내용

결과

즈니스 대사 지역 접근 평가 ∙고객을 이끈 여성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여성들
비중은 2007년 21%에
이 비즈니스 고객을 선도하
서 오늘날 25%까지
는지 평가
증가시킴
여성비중의 증가가 여성 고
객을 이끄는지 평가
여성비중의 증가가 새로운
사업 고객을 이끄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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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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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CalSTRS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기업 이사회 구성의 ∙다양한 이사회 데이터베이스 ∙300여명의 지원자를
다양성 부족
구축(3D: Diverse Director
받고, 122명의 등록
단, 러셀(1000)의 4%만
Database)
과정 이수
이 여성 3명 이상의 여
이사회의 신선한 시각 및
성 이사 존재
장기적인 성장을 도울 수
즉, 이사회의 여성비
있는 수백 명의 잠재 지원
율 부족 문제
자 기회제공

Cisco Systems,
Inc.

∙유럽에서 대다수의 여 ∙여성의 고용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JUMP 프로그램 실시
총 5점 만점 중 4.9점
성들이 대학을 졸업하
참가자의 피드백과 여성의
받음
지만, 고용율은 남성
지위를 새로운 역할로 전
에 비해 21% 낮음
∙특히 여성임금은 상당
환시키거나 승진시킬 수
히 낮고, 대부분 시간
있는지에 대한 양적 및 질
제 일자리임
적 결과 측정
∙이는 공적 영역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회사 내
계층 격차(가령, 정규
직-비정규직)는 더 확
장되고 있음

중장기 목표

Daniel J.
Edelman, Inc.

∙다양성과 포괄성으로 좋은 ∙높은 수준의 유지 및 ∙인력을 다
직장 만들기
승진, 좋은 직장 환
양화하기
다양한 훈련 및 교육 프로
경을 만드는데 기여
위한 5개년
그램, 멘토링 시행
계획 수립
이를 통해 조직의 성평등
문화 인식 제고
고위층 여성은 부하여성에
게 멘토의 역할 감당
다양성 훈련 및 교육을 통
해 견고한 팀워크, 높은 생
산성과 이익률, 친화적 근
로환경을 제고

Cisco Systems,
Inc.

∙여성들의 고위관리직 ∙포괄적 지지 프로그램(IAP: ∙IAP 지지자의 77% ∙세계지도자
자질 개발
Inclusive Advocacy Program)
여성, 그 중 30% 다
승진에 대한 기회 부족
∙확장된
문화여성
여성 역할의 다양성
숨겨진 다양한 재능 및 잠
네트워크
인식하기 시작함(다양
재력 개발, 유지, 지지 등 ∙고위관리자와의 연
계를 통해 참여자들 ∙잠재능력
한 재능 발산에 대한
참여자에게 좀 더 나은 기
발굴
의 잠재능력개발 및
기회 부족)
회, 성장, 비전 등을 고취시
∙장기 발전
성장에 조력함
키도록 고위관리직과 연계
하여 지지함

부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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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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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리더십 팀 수 ∙세계 여성의 리더십 의회 ∙채용 성과 증가 및 ∙2015년까지
준에서 여성 인재의
(GWLC) 설립
여성 직업 만족도의
리더십 팀
불균형적인 감소
회사의 경영자로서 성공시
개선
에 여성의
고위직 여성의 수를
킬 수 있는 기반 마련
수 2배 증가
증가시킬 필요성 인지
GWLC의 6가지 전략
목표
리더십 변화
Bain & Company
고용
영감, 강의 및 학습
발언권(voice)의 공유
유연한 전달 모델 및 경력
경로
강도 높은 인재관리

Carlson

Tupperware
Brands

∙여성인구가 많음에도 ∙여성관리자의 진보를 위한 ∙여성의 95%가 멘토링
칼슨(Carlson) 멘토링 시행
불구하고 중간직 이상
교육에 대해 만족함
중간 위치의 여성 및 높은
의 여성 경영관리자의
잠재력을 지닌 여성들의
부재 목도
개발을 위한 멘토링 프로
그램
프로그램 내용
직장생활 균형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개발
자기개발 방법
프로그램 시행 전 사전-사
후 설문 조사 시행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회사 내 전체 여성들을 위 ∙성공적 멘티 발굴
한 지속적인 멘토십 실시 ∙국제적 임무 기회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
지속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이 큰 반면 고위관리
은 20개국에서 등록하고
직에서의 여성의 역할
실시
은 부재한 상황
Tupperware Brands의 가
치를 발휘할 수 있는 180명
의 남성과 여성을 멘토로
선정
Tupperware Brands의 가
치를 포용하고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는 여성 멘티를
선정하여 1년 동안 멘토멘티 참여
4가지 핵심영역
멘토링 네트워크 확장
멘티와의 주제 토론(네트
워킹, 개인 브랜딩, 직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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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등)
멘티의 유지 및 승진
경영수준에서의 여성 대표성
∙기술 작업을 개선하기 ∙인텔 여성 핵심기술자 팔 ∙참석자 중 90%
로우 포럼(WPEFF)
만족함
위한 여성의 기회 제
여성 기술능력에 대한 기 ∙인텔 팔로우의 여성
공 부족
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
수와 여성 핵심 기술
∙이와 관련한 자신의
로 2년 내에 여성 핵심 기
자의 수 약 20% 증가
작업을 발표할 수 있
술자로 승진시키고자 하는
는 프로그램 부재
Intel Corporation
목적 지님
기술 지식 증진 및 자신의
과업에 대한 발표 기회 제공
관련 이해집단과의 상호연
계 구축

Ernst & Young
LLP

∙기업 최고 전문 여성 ∙포괄적 리더십 프로그램 ∙여성 지도자 역할:
(ILP) 시행
의 부재
6%(’99)→15%(’04)
아메리카 이사회 구성원과
여성의 승진기회 필요
→ 21%(’11)
외부코치와의 멘토링 관계
피드백 결과를 토대로 멘
토계획에 수립
연간학습프로그램, 공동멘
토링 그룹 및 기타네트워
킹 기회 제공

Endeavor

∙많은 대기업 시장에서 ∙“나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초기 8%만이 여성
기업가였으나 현재
고영향 기업가를 위한 멘
“고영향 기업가”에 대
18%의 여성 기업가
토십, 기술 훈련, 네트워크
한 남성대비 여성들의
로 구성
접근 등 여성 지원
비율은 불균형적임
여성기업가의 성공적 성공
사례 공유

Kaiser
Permanente

∙경영진 성별 불균형 ∙다양한 리더십발달 프로그 ∙지난 5년간 프로그 ∙다양한 프
램실시
로그램 참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
램의 여성참여율 증
핵심/전략/경영진 프로그램
여를 통해
업으로 인식되어왔던
가: 핵심(평균55%),
위 세 가지 훈련에 점진적
모든 경영
노동력(간호사, 고객
전략(평균 54%), 경
인 참여를 하는 여성의 수
수준에서
서비스)은 77%가 여성
영진(평균47%)
가 증가하도록 초점을 맞춤 ∙2011년 경영진 공석
리더십 역
vs. 경영간부의 경우에
전략/경영진 프로그램의
할을 하는
는 46%가 여성
의 51%를 여성으로
경우 추천제이며 거주를
여성들의
구성(전년대비30%
요하는 등 집중적인 학습
파이프라인
이상 증가)
환경 포함
강화하여
담당부서와 고용인의 매니
경영간부
저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공석에 적
절한 대응
학습강화를 위한 후속활동

부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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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포함
잠재력을 발견하기 위한
재능리뷰 및 평가에서는
젠더와 다양성을 고려

Ernst & Young
LLP

Inclusiveness ∙프로그램의 성공적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Americas
인 결과로, 남미에
Office의 두가지 접근방식
통해 성공을 지원하는
Leadership Matters
Mahzarin Banaji교수 초빙:
포괄적문화(inclusive
를 확장할 계획
중역과 매니저들을 대상으
culture)창조가 요구됨.
로 인간의 내적인 조합들 ∙Global People Survey
∙경영간부들을 최고로
의 여성들의 평가가
이 일상행동에 중요한 역
이끌어내는 포괄적 리
향상되었고, 여성과
할을 하는지 등에 대하여
더가 되는 훈련이 중
남성의 설문조사 결
교육
요하다고 판단
과의 차이가 꽤 줄어
TMC와 Joerg Schmitz와의
듦
협동구축
목표: 개인, 팀, 기관수준별
로 사고전환, 문화적 변화
실천, 책임고취 등 중역들
의 포괄적 리더십 기술증가
활동: 상호문화 지향 평가,
워크숍, 행동코칭활동, 벤
치마킹, 주요사례 공유, 문
제해결활동 등

∙회사 내 전반적으로 ∙‘Extend Our Reach’: 여성 ∙고위여성지도자로
그리고 중간관리자 수
들에 의한 여성 지원(지지)
성장하도록 도움
능력 있는 여성들을 고위
준의 여성들도 많아지
특히 가시성(visibility),
리더자 위치로 갈 수 있도
긴 했지만 능력 있는
기술 및 자신감 향상
록 지지하는 프로그램 실시
여성들이 임원진 수준
시킴
Intel Corporation
여성들의 승진 기회를 연
으로 이동하기에 지지
결시켜주거나 지식을 공유
기반(sponsorship)이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고
약함
위 여성들이 부하 여성들
을 돕는 프로그램

Citi

∙여성들이 고등교육 및 ∙능력 있는 여성들을 고위 ∙참가자들의 95%정
간부로 승진시키기 위한
도 유지하고 있고,
대학 프로그램 등 학
‘Women Leading Citi’지지
70%는 상위 보직으
력이 높지만 역사적으
고위직 여성들의 가시성
로 승진하여 새로운
로 금융서비스부문에
확대
역할 부여받음
서 회사 간부는 단
직업 개발 제공 및 리더십
16%, 상무이사는 15%
능력 강화
에 그침
재능과 유동성(mobility)에
대한 회사의 지원
평가측정
유동성: 역할, 승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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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확대
직원만족도
수행능력평가
인재 및 계승계획(succession
planning)의 지정
보유(retention)
Carlson

∙여성 고위관리자 수준 ∙인재 관리 과정 초점
적음

∙여성들이 고위 역할
로 승진하도록 도움
을줌

The Coca-Cola
Company

∙많은 신흥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성평 ∙고위직 여성 2008년
등 초점
23%에서 28%로 증가
여성 리더자 역할은
시장 및 구매자, 소비자, 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
23%에 해당
객에 대한 외부 초점
고용: 13%(’07) →
∙내부 평가 및 개발노
코카콜라 체계에 가장 적
41%(’11)
력에 있어 구체적인
합한 인재에 대한 접근 권 ∙여성리더십 프로그
젠더 초점 결여
한 보장
램 240명 참여
∙외부채용활동에서도
주요 목표
∙핵심 평가 및 개발
소싱(sourcing) 및 최고
유지: 기존 여성인재 유지
프로그램에서 여성
인재 유치에 대한 구
채용: 조직 내 핵심 역할을
대표 증가: 21%(’01)
체적인 젠더 초점 부족
담당하는 여성 후보의 배치
→49%(’07)
개발: 준비된 여성 동료들
에 대한 개발
문화조성: 초기계획을 지
원하는 적합한 시스템 구축
조직 관여 등

The Coca-Cola
Company

∙수백만의 여성들이 전 ∙The Coca-Cola Company’s ∙현재 4개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작은 규모
활성화 되고 있음(남
global ‘5 BY 20’
의 코카콜라 사업을
아공, 필리핀, 브라
2020년까지 500만 명의 여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질, 인도)
성 기업가를 유치할 계획
있음
초기에는 작은 소매사업 ∙이러한 시장 개입의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여성에 초점
양적 질적 결과는 공
사업 성장 및 성공에
이후 여성농민, 여성재활
적으로 수집 및 공유
있어 제한이 있음
용전문가 및 광범위의 여
되고 있음
비즈니스 기술 훈련과
성 기업가로 확대할 것임
정의 접근 결여
금융서비스 접근 결여
동료 및 멘토의 네트
워크에 대한 접근 결여

중장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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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AG

∙여성 인력의 불균형 ∙KPI 성과지표25)를 통한 여 ∙여성 지도자 31% 증 ∙멘토링, 일･
감소
성리더십 확충 모니터링
가, 그 외 여성 직원
가정 양립
여성지도자 29%, 그 외
2014년까지 여성 지도자
15% 증가(’11)
및 대표성
여성 직원 9%(’10)
27%∼33%까지 증가
제고 노력
전략적 의사결정기구에 여
성 참여 증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GPS
(Global People Survey) 결
과 개선
출산 휴가 증진 및 남성유
급휴가 장려 등

Deutsche
Telekom AG

∙할당제 시행이후, 여 ∙2015년까
∙도이치 텔레콤은 세계 ∙여성 관리자 할당제
성 중간 고위 관리자
지 여성 중
인력 여성 비중 약 30%
체계적인 통제와 모니터링
비중 1년 내 19%∼
간 고위 관
그러나 중･간 고위 관
을 통한 투명한 채용과정
23%이상 증가
리직 비율
및 투명한 인적자원 개발
리자의 여성 비중은
30% 증가
보장
23%임

Deutsche Bank

∙전체 46%가 여성이지 ∙고위직 여성 고용 증가
∙최고위 여성관리직
만, 여성 고위간부는
6%에서 25%로 증가
최고위(the top level) 관리
단 16.5%에 그침(Q. 이
직 현재의 3배 이상 고용 ∙다음 상위 여성관리
직 12%에서 22%로
목표
수치가 독일 전체 기
증가
상위(the second level) 관
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리직 현재의 2배 고용 목표
도이치 은행기업만 의
미하는 것인지 확인
불가)

Bilfinger Berger
SE

∙엔지니어 분야의 인재 ∙미래의 여성지도자 교육훈련
잠재적 여성후보에 대한
부족 현상으로 인해
교육 제공
인재 개선 필요
경영 능력을 제고할 수 있
현재 회사 내 여성 중
도록 여성들을 위한 맞춤
간 관리자는 단 8%에
형 솔루션
그침

∙2020년 여
성 경영 관
리직 15∼
20% 목표

Bilfinger Berger
SE

∙기술직 분야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아동･
여성인재의 부족
노인 돌봄 혜택 실시
보육 및 노인 돌봄을 분리
해서 서비스 정도에 대한
보고서 작성

∙173명 직
원 중 75%
의 참여 목
표 설정

Deutsche
Telekom AG

∙남녀 간 일･가정 양립 ∙시간-장소유연제 실시
∙여성관리자와 유연근
로제를 선택한 여성
근로유연모델 설정(파트타임
이 가능한 기업문화의
비율 증가
업무, e-mail free weekends
필요성 인지
주말 이메일 업무(?) 등 장려) ∙남성들의 육아휴가
여성 관리직 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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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특히 시간-장소의 유
연성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기업문화 조
성이 시급

결과
비율 29%로 증가
∙28명의 관리자는 파
트타임 선택
∙70명 이상 관리자들
은 만족감 표현

∙대부분의 여성직원들 ∙자기할당 근로시간 슬롯 ∙여성직원들의 대부분
제공
이 큰 만족감표현
은 회사의 욕구와 가정
고용주들은 고용자들이 스
의 욕구간 끊임없는 갈
스로 근로시간 슬롯을 계
등에 있어 시간을 관
dm-drogerie
획할 수 있도록 함
리하기가 어려운 상황
markt, Germany
고용주에 의한 할당시간에
특히 전체 혹은 중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일･
관리자 수준에 있는
직원들에 해당됨
가정 양립을 병행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찾게 도와줌

Deutsche Bank

∙직원의 46%가 여성이 ∙ATLAS(유능한 최고지도자 ∙여성의 50%는 새로
발전전략) 시행
운 역할 또는 보다 넓
지만, 고위관리직 여
매년 많은 수의 고위 여성
은 역할을 함
성은 16.5%에 그침
을 선발하여 임원진에 지 ∙4명은 GEC의 구성원
지를 받음
으로 됨
다른 사업과 지역을 대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
원회에서 대략 10%의 여
성 선발
임원진은 좀 더 많은 여성
들이 고위역할로 나아가도
록 직업조언 및 가시성을
제공할 책임을 지게 됨
측정방법
신규 또는 광범위한 직업
에서 여성의 비율
참가자와 GEC(임원진) 간
상호작용의 정도

25)

25) 채용, 근로 구조, 수행능력 개발, 경력개발, 유보 및 보상

중장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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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Renault

∙자동차 판매의 60% ∙르노 판매 직원의 여성 고
는 직간접적으로 여
용 확대
성에 의한 것임
자동차 부문의 여성화 촉
∙전 세계적으로 자동
진, 연구 기술직 및 엔지니
차기업의 여성 비중
어링 분야 장려
은 17%임
여성 기술직 30%이상 고용
르노 회사에서도 낮
목표
은 여성 고용은 성 불
여성 판매직 50%이상 고용
균형을 초래
목표

∙프랑스에서 이미 여성
50%고용 달성
∙Dacia 브랜드 판매직
원의 41%가 여성(’11)
∙르노 소유 대리점의
전시실 판매 28%가
여성
∙여성 멘토 조직

Renault

∙여성의 역할 및 능력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인 ∙멘토-멘티 프로그램
은 여성의 잠재능력을
식 개선
에 대한 기존 고정관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
프랑스, 러시아, 루마니아,
념 및 선입견 잔재
멕시코, 영국에서 자발적인
∙이에 대한 멘토링 경
을 깨고 여성인재 개
멘토와 멘티 53쌍 조직
험의 부족
발 및 유지의 중요성
멘토는 감독을 하고, 멘티
에 대한 인식을 제고
는 27세∼47세 사이의 잠재
시킴
적 여성인재로 구성

Renault

∙여성과 남성모두 여 ∙2010년 Women@Renault ∙르노에서 가장 큰 소
형성:
셜네트워크 형성(’11):
성들의 발전을 위해
목표: 팀 내 성별다양성 강화
9개 국가(3000명 이상
그들의 장벽을 인지
의 회원)
하고 필요한 훈련과
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향상
지원을 받아야할 필
여성들의 직업적, 개인적 ∙정보제공과 이벤트 개
최를 통해 르노 여성
요가 있음.
발전에 기여
인력이 회사전략에 긍
∙전 세계적으로 여성
비즈니스 기능을 위해 자원
이 총 르노그룹 직원
을 제공하는 르노의 전략적
정적으로 기여
수의 17% 차지(러시
야망에 기여
아 최대28%, 루마니
회사와 경제부분에서 여성
아 35%와 일부 유럽
의 역할에 대한 남성과 여성
자회사는 45%이상으
의 사고방식 발전에 이바지
로 구성)
사업계획의 발전･실행하는
여성그룹 W20에 의해 관리
기업의 목표와 각 시장의
특수성과 성숙도에 적용되
는 지역단체를 조직하는 국
제적 규모
여성으로 구성된 팀에 의해
관리: 우선순위별 행동 정
의 및 체계화
정기회의를 통해 각 국가
담당자와 모범사례 공유

중장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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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not disclosed)

∙여성들이 경력개발에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육아실 네트워크 지속
있어 출산과 가족돌
위한 육아실 제공
적인 예약자 증가
봄을 원만하게 수행
아동을 돌보기 위해 육아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하기가 어려움
네트워크를 제공받는 KPMG
긍정적 피드백 도출
여성들이 집 또는 사
부모의 수를 평가함
무실 근처에서 아이
들을 돌볼 수 있는 육
아실 설치 필요

(not disclosed)

∙여성들이 경력개발에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진행 중
있어 출산과 가족돌
위한 문화 조성
봄을 원만하게 수행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을
하기가 어려움
인지하는가에 대한 설문조
사 실시

중장기 목표

∙회사 활동의 특성 상 ∙EllesVMH: 여성리더십 프로 ∙많은 여성들이 멘토로
그램
74%가 여성직원임
참여
여성들이 좀 더 고위 역할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그러나 임원진의 단
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
28%만이 여성에 해
위해 지역 네트워킹
한 문화를 개발하려 함
당함
이벤트 조직
접근방법
이에 35%까지 여성
∙활동을 알리기 위해
측정 및 대상 선정
임직원을 높일 필요
뉴스레터 추진
LVMH Moët
있음
Hennessy Louis
멘토쉽
Vuitton
네트워크
EllesVMH: Women in
Leadership 목표
고위 여성임원 개발
네트워크 기회 제공
EllesVMH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

Sodexo

∙회사 내 전체 여성직 ∙Sodexo Women’s International ∙2007년에서 2010년 사 ∙2015년까
지 여성 고
원은 57%
이 상위 300의 여성
Forum for talent(SWIFt) 실시
위 지도자
∙관리자 40%, 고위관
대표자는 16%에서
젠더 다양성 전략을 모색하
25% 달성
리자 24%, 최고 300
20%로 성장
기 위함
목표
그룹 고위 지도자
챔피언 인식 세션, 멘토링 ∙현재 Sodexo 위원
20%, 임원진 25%, 이
31%가 여성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젠
∙직원 engagement 점
더 네트워크 등
사회 31%가 여성
수 79%에서 8#로 증가
측정방법:
회사의 다양성 및 포괄성
점수카드
채용, engagment, 조직 내
남녀 유지 및 개발
engagement 설문지

부 록 ∙• •

기업명

(not disclosed)

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여성 비즈니스 투어 조직 ∙현재 내-외부적으로
프랑스 내 가장 주요한 15
큰 성공을 거두며 7개
개 지역 투어
도시를 순회함
주로 여성 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우 가시적인
외부 이벤트가 포함됨
평가
각 이벤트의 참가자 수
출석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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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터키
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Eczacibasi
Group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 ∙직원채용과 배치과정의 주 ∙채용의 긍정적 차별
쟁우위 달성, 현대적
요원칙
은 2011년에 실행되
사명의 발전과 건강한
- 일자리에 적합한 역량(지
어, 전년대비 사무직
생활방식의 품질을 높
식, 기술, 가치)을 갖추고
신입여성 고용률이
이기 위해 여성들의
회사문화에 기여한 인재
40%에서 44%증가
역할은 매우 중요함
에게 차별/편애 없는 승진 ∙총 사무직 여성직원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과 고용평등의 기회제공
구성률은 32%에서
여성이 많은 기업일수
- 자리에 적합한 자질을 우
34%로 증가
록 수익성 높고 관리
선적으로 고려
상태가 좋으며 국가적
- 인사팀 지침: 채용과정 내
수준에서도 여성고용
동일한 강도, 특성을 가진
증가가 빈곤 감소에 3
후보 중 여성에게 우선순
배 영향을 미친다는
위를 제공(‘긍정적차별’)
증거가 있음

Eczacibasi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유연(탄력)근무시간(Flexible ∙진행 중
기회 결여
working-time)
- 여성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유연
근무시간 도입
정상근무시간: 08-17-30
핵심근무시간: 09:00-16:30
근무완료조건으로 7시에서
9시 사이 근로 시작 가능

Coca-Cola
Mesrubat
Pazarlama ve
danismanlik
Hizmetleri AS

∙여성직원 만족도 증가
∙여성직원의 만족도
(engagment) 제고?
회사 내 미용실 설치
회사 내 체육관 설치하여
여성전용 운동수업 실시
(필라테스, 요가 등)

∙직장 내 여성인재 유 ∙직장 맘 지원 프로그램
∙여성 직원들의 만족
지를 위한 직장맘 지
도 제고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추가
비용 지원
원 필요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 확보
(냉장고 확보)
Novartis Turkey
휴가사용 없이 아이의 개강
과 종강 시 아이와 함께 지
내게 함
아이의 봄방학 기간 동안
엄마의 직장에서 지낼 수

중장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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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문제점

사업내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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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

있도록 함
아동 국경일에 회사에서 일
부 이벤트 제공

Boyner

Coca-Cola
Icecek A.S.
Turkey
Operations &
Coca-Cola
Mesrubat
Pazarlama ve
Danismanlik
Hizmetleri
Coca-Cola
Icecek A.S.
Turkey
Operations

∙보이너 회사는 터키의 ∙공급망(supply chain)을 이
용하여 민간･공공부문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
여성직원수도 많은 편
성평등 인식의 결여 해소
이고 고위관리자의 비
양성평등을 다룬 UN 글로
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벌 콤팩트에서 출판한 “공
편임
급망의 지속가능성(Supply
Chain Sustainability)” 보고
서 번역하여 성평등 사례
보급
∙고위경영진에서 여성 ∙여성리더십 위원회 설립 ∙리더들이 각 부서
리더십에 관한 욕구가
(workstreams)에 큰
여성들을 위한 근무환경의
강하지만, 이러한 리
공헌을 함
질 증진
더십을 대표할만한 구
여성 간 의사소통 제고
engagment 증진
조적인 플랫폼이 갖춰
여성인재 개발에 초점
지지 않음
∙여성 직원들의 욕구 조사
실시
∙유통경로( d i s t r i bu t i o n
channels)의 증가
여성 대표를 활성화하기 위
한 목표로 유통을 제시
여성 인재를 찾기 위한 과정

∙회사의 성
평등 문화
를 확산하
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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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 주요 기업 사례
기업명

사업내용

결과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IBM)

∙비전 및 제도 수립
여성 인력 확대가 기업 인력의 다양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 기업
이익에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
이를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 도입
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 평가제 기반으로 유연 근무제 정착
관리자에 대한 유연 근무제 인지교육 강화
여성 인력 활용도 및 만족도 제고를 관리자 고과 항목에 반영:
매월 사장이 여성 관리자, 임원, 기술인력, 핵심인재 비율을 부문별
로 검토
∙Women’s Task Force team 구성(’95): 여성 리더 양성 목적
여성 네트워크 구축: 40개 이상의 글로벌 여성 자문회 운영
∙여성의 고위 임원 비중이 2%
‘Women’s Technical Leadership Forum’ 시행
(1980)에서 27% (2012)로 증가
기술 분야 여성 임원과의 멘토링
∙아시아 여성 임원 수는 1명
글로벌 멘토링, 커리어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1995)에서 31명 (2002)으로
∙“Project View” 시행:
증가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
∙Working Mother 지에서 ‘워
1년 내내 1-2일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개최되며, 검퓨터 공학, 경영
킹맘이 일하기 좋은 10대 기
학, 전자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함
업’으로 선정
이를 통해 미국 IBM 여성 등 소수자의 약 50%가 미국 곳곳에서
채용됨
∙“Mindset Workshop” 시행: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프
로그램
IT 회사의 전통적 문화인 남성 중심주의 사고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
여성 지위 향상이 왜 중요한 사업적 이슈인지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방안 논의
90회 이상의 Workshop 진행으로, 여성 직원을 환영하는 조직 분위
기를 구성하며 여성 직원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행동 계획 수립

General
Electric
(GE)

∙비전 및 제도 수립
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를 전사 비전화
이를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 도입
∙전사 여성 인력의 비중이 5%
사업본부자의 평가항목에 ‘여성 인력 승진 및 활용도’ 관련 항목
(1997)에서 27% (2012)로 증가
도입
∙여성의 고위 임원 비중이 9%
여성 인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중간 과제물을 수치화
(1997)에서 24% (2012)로 증가
하여 성과 평가
∙여성 engineer 비율은 28%
여성 인력 활용 관련된 사업부간 우수 사례 공유
로, engineering 여성 학생 비
∙Women’s Network 구축(’97): 롤모델 및 여성 리더 양성 목적
율이 20%임을 감안하면 높
여성 승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
은 비율
‘My Connections’ 시행
여성 고위 임원 한 명이 20명의 high potential 여성 사원들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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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멘토링
‘Mega-event’ 시행
잠재력 여성 리더로 선정된 여성 인력 대상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Columbia Business School과 공동으로 재취업 프로그램인
“Greater Returns: Restarting Your Career” 개최
3일간 집중 프로그램으로 37명의 여성이 참여함
금융, 법, 기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 및 교육
제공
Merrill Lynch
Ernst&Young, KPMG, Intel 등 다양한 회사의 business leaders과의
만남 제공
네트워킹뿐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여성의 자신감을 높여줌
“How to differentiate yourself from competition”, “How to tap into
your ambition” 등의 세션 제공

Union Bank
Switzerland
(UBS)

Abbott

L’ORÉAL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공동으로
재취업 프로그램 “UBS Career Comeback” 개최
2일간 집중 프로그램으로 미국 외에 시드니, 홍콩, 런던 UBS
offices와 해당 도시 명문 business school과 연계하여 진행
명문 business school 교수를 통한 최신 기술, 트렌드, 규제, M&A
관련 정보 제공
대상자는 5년 이상의 직장경력과 2-7년의 휴직 기간이 있는 여성
으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진행
코칭 및 개별 멘토링 등 개별 맞춤 재취업 action plan 제공
임원 및 동료들과 개별적인 네트워킹 기회 제공
∙“Early Discoveries”라는 직장 내 보육원 설립(’01)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 제공
전국유아교육협회(NAEYC)로부터 ‘미국 내 교육 서비스 수준 8%
∙여성 임원 비중이 22% (2001)
이내 유아 교육기관’으로 인증
에서 42% (2011)로 증가
교사의 60% 이상이 교육 전공의 대학 학위 수여자 혹은 전문 교직
∙Working Mother 지 선정 ‘워
자격증 수료자로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교사도 지
킹맘이 일하기 좋은 10대 기
속적인 교육을 받음
업’(2004)
신생아부터 유치원생까지 돌봐주며 학생과 선생님 비율이 7:1로
매우 높은 수준임
이를 통해 우수한 여성 인력의 유지 및 리더 양성을 도모함
∙워킹맘 갈등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프라 구축
회사 내에서 육가 정보 공유 장려하는 시스템
자녀에 관한 문제를 전사 이슈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
자체 인트라넷에서 육아 및 자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별도 섹션
을 만들어 활발히 운영 중
선배 워킹맘의 육아정보 공유
교육 및 심리 전문가가 ‘부모 카운슬링’ 진행
∙뛰어난 출산 휴가 제도: 업계 평균 대비 길고 유연한 유급 출산
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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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까지 출산 휴가 사용 가능
출산 휴가 후 복귀한 워킹맘은 다른 동료의 평균 연봉 인상률만큼
연봉을 올려 받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막기 위함

Google

∙뛰어난 출산 휴가 제도: 업계 평균 대비 길고 유연한 유급 출산
휴가 제공
∙2007년 새로운 출산 휴가 제
5개월 동안 유급 출산 휴가 제공
도의 도입 이후 인력 감손율
(attrition rate)이 50% 감소
원하는 대로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음
7주간의 “New Parent Leave” 제공

YAHOO

∙뛰어난 출산 휴가 제도: 업계 평균 대비 길고 유연한 유급 출산
휴가 제공
육아용품 구매를 위한 예산 제공($500)
여성에게 4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 제공
남성에게는 2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 제공

DELL

∙‘Working Mom of the Year’를 선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공유
DELL 내부 블로그 One Dell Way와 비디오 로그에 feature됨
선정된 워킹맘들은 뉴욕에서 열리는 Work-Life Congress Conference
에 참여

Abstract

Action Plans for Resolving Gender Gap
Jongsoog Kim
Seon-Mee Shin
Jae-Sun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ction plans for resolving
gender gap in Korea. Korea ranks 111th among 136 nations in the world
in terms of GGI (Gender Gap Index) releas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hereinafter, “the WEF”). The poor performance is deemed to be
attributed to Korea's low level of gender equality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As a result,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TF) was formed based on
the shared recognition that it is urgently required to actively formulate
and implement drastic plans to facilitat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increase women's representation in each and every corner of our
society. Leading 100 entities including corporations,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and 17 government ministries to take part in the TF.

This study provides the guidelines to TF members how they play roles.
We analyzed the problem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80 action
plans and corresponding detailed manuals that we developed will
enhance women's empowerment and improve GGI level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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