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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Cabinet Training 

Program in Stockholm  

스톡홀름 셰도우 캐비닛 정책훈련 과정  
 

“섀도우 캐비닛은 유럽 각 국 정부의 야당들이 모든 

정책영역의 정책책임자를 임명해 정권재창출을 시도하기 

위한 책임정치의 민주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스톡홀름 예비내각 정책훈련 과정이란 

 스톡홀름 섀도우 캐비닛 정책훈련 과정 

(이하 스톡홀름 섀도우 정책훈련 과정)은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SCIPS, 

www.scips.se)가 운영하는 정책훈련 

교육과정 입니다.  

 

 예비 내각의 해당 정책책임자 들은 정부 소관장관 들과 정책토론, 정책개발, 그리고 

정책이슈화를 통해 정책중심의 정치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입니다. 

 

 스톡홀름 섀도우 정책훈련 과정은 예비내각제도의 틀을 채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예비내각의 일원으로 국내 및 세계이슈의 학습을 통해 폭넓은 관련정책을 

체득하게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스톡홀름 섀도우 캐비닛 정책훈련 과정은 4-6개월 단위로 이수되는 집중 정책교육을 통해 

이론, 실습, 정책이슈를 연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을 개발해 주는 미래인재 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http://www.scip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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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 지도자는 글로벌시각에서 우리를 들여다 보는 

통찰력,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희생과 헌신, 세계문제를 보는 

능력과 지식 등을 고루 갖춘 감성의 인재여야 합니다.”  

교육목표  

 오늘의 세계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환경, 

지구온난화, 절대빈곤, 질병, 물, 에너지,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 및 다문화 갈등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강대국 몇몇 나라의 관심과 노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및 세계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국내갈등 요소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국내지도자는 해외로 나가면 

입이 닫히고, 토론할 능력이 되지 못해 글로벌 지도자의 

대열에 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섀도우 캐비닛 정책훈련 과정은 세계문제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접근법과 이론을 통해 준비된 글로벌 리더를 교육시켜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주의적 시각,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이념과 정치사회이론, 

자유와 평등사상을 균형적으로 어우르는 정치경제 및 사회발전이론의 통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접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권력을 목표로 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보다 사회와 국민, 세계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는 지도자를 키우는데 역량이 집중 합니다.  

 

 북유럽 국가 정당들의 청년조직은 기초정책토론을 통한 훈련과 검증과정을 거쳐 

지방정치에 입문하고, 이후 다시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중앙정치에 입문 합니다. 

중앙정치의 특징으로 정치인에게 부여된 입법연구, 법 입안 등의 노동의 과부화로 인해 

정치가 힘들어 정치판을 떠날 정도로 특권은 없고 봉사를 강조하는 민주적 정치가 

뿌리내려져 있으며, 지방정치의 경우도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내용의 질과 

무급의 정치가 특징입니다. 

 

 스톡홀름 섀도우 캐비닛 정책훈련 과정을 

통해 북유럽 정치의 민주적 절차와 효율적 

정치의 제도적 장치를 체험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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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6개월 25주 과정; 2014년 8월 25일 – 2015년 2 월 13일) 

Period 1: 오리엔테이션 (1주)  

 정책과 국가 사회 세계 

 정책과 정치, 정치지도자 

 정치인의 요건과 자질 (문화적 감성, 

교감능력, 봉사의 정신, 팀웍만들기, 

미래의 비젼만들기와 제시능력) 

 

Period 2-7: 정책심화 (6-8주) 

 예비내각장관선정과 정책영역의 

세분화 

 선택 정책분야의 전문성 제고 

 스웨덴 국회-스톡홀름 지방의회-정당모니터링 

 스웨덴 국회 정책분야의 상임위원장 인터뷰 및 국회상임위원 인터뷰 

 각 정당 원내총무 인터뷰 

 각 정당 정책담당 책임자와의 인터뷰 

 각 정당 청년위원회와 정책이슈에 대한 워크숍 

- SSU (사민당 청년위원회) 

- MUF (보수당 청년위원회) 

- LUF (자유당 청년위원회) 

- CUF (중당당 청년위원회) 

- GU (녹색당 청년위원회) 

 

필수 

- 국가통치 민주주의 (성평등/사회통합/행정안전/정치개혁) 

- 정무 (정치와 행정/입법부와 행정부의 이해) 

 

예비내각장관 선택 

- 외무 (외교국방안보) 

- 재무 (재정조세) 

- 사회 (보건/복지/가족/아동/노인/장애인) 

- 지식 (교육과학)  

- 법무 (법제사법) 

- 농산 (농림수산식품) 

- 미래경제 (산업-무역-정보) 

- SOC (교통-국토-해양-인프라) 

- 인간친화 (환경노동) 

- 삶의 질 (국민행복-문화-체육-관광-방송) 

 

 2 주마다 분야별 토론, 피드백 

 

Semester Break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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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8: 세계 이슈 워크숍 (1-2주) 

 세계문제의 접근 (어떻게 세계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 세계화와 지속적 발전 

- 민주주의 및 인권 

- 민주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혐오, 정치참여 

- 환경 및 기후변화 

- 절대빈곤 

- 질병 

- 이주문제 및 다문화 

- 폭력과 갈등 (종교, 사상, 가치) 

- 인신매매와 인권 (Human traficking and human right) 

- 국제 범죄 (Organized crimes cross borders) 

- 갈등극복과 세계정부론  

- 핵확산과 평화 

- 국제사법 

- 국제경찰 

 

 개인별 자료조사 후 토론 

 

Period 9: 전문가 세미나 (1-2주) 

 좋은 소통법 

 협상과 타협법 

 감성의 연설법 

 

 

 

 

 

 

Period 10. 유럽정치 견학 (선택): 1주 

 브뤼셀 유럽의회, 독일의회 방문  

 덴마크, 노르웨이 의회방문 

 영국 의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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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현지 삶의 질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간 사이사이) 

  

 삶의 질 행복정치: 정치사상 및 이론적 접근 

 현장정치실습 I: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와 정책  

 현장정치실습 II: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와 정책 

 스칸디나비아 삶의 질 체험: 보건/장애자복지/노인/다문화 시설 등 방문 

 정치리더쉽 체험 – 하르프순드 견학(총리여름별장으로 협의정치의 산실), 봄메쉬빅 

견학 (정당여름캠프) 

 

 

Period 11. 매니페스토 미션수행 (10개) (1-2주) 

 정책 매니페스토 구상 

 

Period 12. 평가를 위한 미션수행 (발표) (1-2주) 

 스웨덴 정치, 제도, 그리고 정책의 평가 

 스웨덴 정치, 어떻게 한국과 다른가? 

 한국정치의 개조를 위한 제안 

 

2월 13일: 수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