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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적인 사회 발전을 이룬 한국은 서구사회에서 100여 년에 걸쳐 진

행된 인구구조 변화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 전반의 미래 대응력을 키우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 특히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

면서 기존 인구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우

려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대

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인구 고령화는 일정 범

위에서 예상 가능하고 여러 국가들이 시차를 두고 일어나므로, 한국은 인

구 고령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선험국가의 정책을 참고할 수 있는 기

회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전 지구

적 현상이 된 배경에서 국제사회의 인구 고령화 대응 논의와 독일, 핀란

드, 일본의 앞선 경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기획되

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의 대응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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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have an overall under-

standing of the discussion on responding to population ag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

lyzed the key points of the countermeasures over time by em-

ploying an evidence-based approach. Additionally, this re-

search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ging 

policies in line with the tim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research employed literature review, text mining analysis, case 

studies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Our analysis of relevant official documen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wed active roles of older adults in each area 

of society, particularly the integration of the labor market, 

were emphasized. The results of the text mining analysis of in-

ternational organizations’ aging response documents showed 

the overall volume of reports and the types of themes have 

steadily increased as aging has advanced. 

Based on the core recommendations of the above in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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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organizations, the cases of Germany, Finland, and Japan 

were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for aging. The re-

sults confirmed that both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social lev-

el played roles in responding to population aging. First of all, in 

the old-age income security policy, Germany, Japan, and 

Finland have pursued reforms to share the burden and cost of 

subscribers and beneficiaries with concerns about the sustain-

ability of the pension system due to population aging. Second, 

the employment policy provided incentives to both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labor market to expand employment of old-

er adults, and a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was on the 

spot.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the employment of mid-

dle-aged and older adults, the model in which learning and 

training were linked with work performance was being 

promoted. Finally, in medical/long-term care policies, diverse 

devices for cost reduction were arranged. For example, the sys-

tem was reorganized to focus on disease prevention. Also, the 

care system was reorganized into community service in order 

for older adults to receive services according to their needs in 

community. Based on the aforementioned findings, im-

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policies. 

*Key words: population ag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rmany, 

Finland, Japa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평균수

명 연장과 전대미문의 저출산 현상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이지만 시차

를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며 대응전략을 구

사할 수 있다. 이에 국제기구는 개별국가와 협력하여 인구 고령화에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

럽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본격적으

로 고령사회를 의제로 한 공동 논의와 대응이 이어졌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인구 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시기에 따라 대응 전략의 핵심 사항을 근거 기반 접근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국제기구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생산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이 개별국가에 적용되는 양상에 주목하

여 시대적 과제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령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

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텍스트마이닝 분석, 해외 사례 연구, 전문

가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2. 주요 연구 결과

국제기구의 관련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 각 영역에서 노인의 

적극적 역할과 특히 고용시장 통합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중고령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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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충교육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연금제도와 의료·장기요양정책

에서는 재정 안정화, 비용 효과성 확보, 개인의 기여 확대 등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포용적 

성장’, ‘수직적·수평적 세대 간의 정의’ 등 연대성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한편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관련 문서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

과,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관련 보고서의 전체적 양과 주제의 종류가 꾸

준히 증가해 왔다. 1990년, 2000년대는 주로 연금 및 연금 개혁과 관련

된 단어가 키워드로 포착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연금관련 키워드와 별

개로 노인 건강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주제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

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다. 시기별 토픽구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80년

대는 잠재기, 1990년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 활성화기, 2000년대

는 논의의 다원화기, 2010년대는 돌봄 정책 강조기로 변천되어 왔고, 핵

심 주제는 노후소득보장, 고용, 의료·장기요양정책으로 분류되었다.

국제기구 핵심 권고안을 중심으로 고령화 대응의 선험국가인 독일, 핀

란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구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개인적, 사

회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기책임성 

강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정책(노후소득

보장, 고용, 의료·장기요양)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에 대

응하여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의 역할이 모두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

다. 특히 개인의 역량 강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 시

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노후소득보

장정책에서 주요 선험국가(독일, 일본, 핀란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

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에 다양한 재정안정화 수단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보장성 약화로 이어졌다. 대신 안정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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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차원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단기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를 대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었고, 육아, 수

발 등으로 인한 비근로 기간에 연금크레디트가 부여되었다. 고용정책에서

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에 모두 유인을 제

공했고,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또한 중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

해 업무 수행과 함께 학습 및 훈련이 연동되는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의

료·장기요양정책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대표

적으로 질병 예방 중심의 제도 개편, 장기요양보험 자기부담금 확대가 이

루어지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재가 중심으로 돌봄 체계가 정비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노후

소득보장정책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 연기와 실효성 있는 정년연장 방안 

마련, 다층 보장체계 확립,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과 양육·돌봄크레디

트 도입 등이 요구된다. 고용정책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전 생애에 걸친 경력 개발이 가능하

도록 고용, 교육 정책 개편을 주문하였다. 또한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장기

요양정책에서는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의 제도 개편, 커뮤니티케어 모델 

정착,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인구 고령화, 국제기구, 독일, 필란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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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세계는 전례 없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 고령

화는 세계 인구 변화에서 가장 가시적인 변화로,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되고 있다. 2018

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가 5세 이하 아동 인구수를 

넘어섰고, 8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억 43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3배에 달하는 4억 26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United 

Nations(UN) Homepage, 2019. 6. 17.). 특히 한국은 평균수명의 연

장과 전대미문의 저출산 현상으로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일본

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가 넘어 유엔 분류에 따른 ‘고령사회’에 진입했

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

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노년기의 연장과 함께 사회 전체의 새로운 도전

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와 그와 연관된 사회적 변화는 사회정책적 토론

에서 핵심적인 화두이다. 특히 노년기의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가 어떻게 

보장하며,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 다양한 영역의 

‘적응’ 필요도를 높인다. 실제로 대부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근거하며, 현재의 인구구조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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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혁은 불가피하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

의 노동시장, 전통적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노인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작동, 운영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개혁은 도전에 대한 해답으로 경제, 사회 변화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고되는 사회 여러 영역의 비용과 부담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및 책임 분담이 요구된다.

여기서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이지만 경향성과 맥락성을 가지므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인구 고령화는 개별 국가마다 

진전 수준과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의료기

술 발달 등의 조건에서 발생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발생하므

로 일정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며, 그 같은 예측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구

사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개별 국가와 협력하여 인구 고령화에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사회 발전의 산물로 저출산 현상과 평

균수명 연장의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므로 이를 경험하는 국가들이 

공유하는 경향성이 있다. 국제기구는 개별 국가의 고령 정책에 기금 지

원, 정치적 어젠다 세팅을 통한 대중 인식 환기,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다. 국제기구 단위의 인구 고령화 대응은 개별 국

가의 고령 정책을 선도하는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1982년 유엔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고

령화 현상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게 되었고, 1990년대부터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를 의제로 한 공동 논의와 대응이 이어졌다.

국제기구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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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응 방안을 의결하여 권고로 제시하는 등 개별 국가의 정책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인구 고령화 대응에서는 연령 차별주의에서 

벗어나 노인을 사회에 통합하고 다양한 형태와 맥락의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수동적, 의존적인 노인관에서 적극적, 

독립적인 존재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의 인식 전

환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공

론화를 통해 변화 과정이 추진력을 가지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자 아직 경험한 바 없는 중대한 도전

으로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개인과 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

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에게 부여된 능동적 

역할에 주목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어젠다와 대응 기제

의 경향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담론

을 바탕으로 고령사회 대응의 선험 국가인 독일, 일본, 핀란드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역량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내용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자 도전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선진국들의 

고령화 대응에 대한 현황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각국의 사례를 살펴

본 연구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이나,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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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적 노화, 유럽 국가의 활동적 노후 정책 관련 정책적 대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준영(2010)은 일본과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비교를 분석

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두 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일본은 특정 연령 집단이나 연도에 초점을 

두고 고령 집단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핀란드는 고령화 정책에 대한 중장

기적인 대응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고령자의 일자리 제공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었으나, 핀란드는 사회경제 시스템 자체를 고령친

화적으로 변화시키고,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주력하였다.  

다음으로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이수연(2011)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호주, 독일,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고령화 

현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보호서비스, 사회 참여 

활성화에 대한 각 국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미래 전망을 도

출하였다. 국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복지국가로서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책 영역이며,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국가별 

고령화 속도 수준, 가족 형태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여가 및 시민사회 참여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적절한 노후소

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뿐만 아니라 근로 환

경 개선과 연동되어야 하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확보가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호서비스 부문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절한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노인의 가족을 포함한 포괄적인 체계를 마

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

해 노동시장의 변화, 공공정책의 근로 유인성 강화, 연령 차별적 관행 철

폐 등 점진적인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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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여가활동을 위해 교육 

수준 향상, 자원봉사 활성화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진일, 박경훈(2017)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대책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현황 분석에는 연금제도, 고용정책에 대

해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연금제도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고령층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연금과의 연계도 고

려하고 있다. 고용정책으로는 고령층 대상자의 구직이나 직업 교육 서비

스에 대한 비중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우

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민간연금과 

연계하도록 해야 하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정책으로

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분업과 함께 연령대별 맞춤형 고용정책이 

지원되어야 하고, 특히 고령층 중심의 고용서비스 강화뿐만 아니라 기존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을 강조한다. 

한편,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정경희, 이윤경, 이소정, 이은진, 조혜현(2008)의 연구

에서는 유엔의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주요 내용과 이행 전략

을 검토하여 한국의 고령화 대응의 현황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MIPAA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 

과제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현 세대 노인과 미래 세대 노인도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과 발전, 건강과 안녕, 지원하는 

환경 확보 관련 노력이 미진하고, 정부조직, 시민사회,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노인의 통합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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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이 낮고 노화와 노인의 긍정적 태도 고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한편 정경희, 정은지, 남현주, 최혜지(2012)에서는 제2차 마드

리드 국제행동계획 이행 점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권고 행동에 대한 정책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내용의 구체성

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 평등, 세대 간 

평등과 연대성을 제고하며, 취약 노인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가원, 황정임, 김해람(2017)는 제3차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대응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고용산업과 같은 구조 개편을 장기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위 영

역인 노인과 개발 영역에서는 기초연금제도나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정책에 대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노

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는 노인 의료비의 보장성이 확대되었으며, 장기

요양등급체계 개편이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노인의 지

지적인 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및 돌봄

을 제공하고 있음을 성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노인의 참여는 저조한 실

정으로, 특히 시민사회 참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노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목표

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한편 선우덕, 김세진, 모선희(2012)는 EU 국가들의 고령화 대응 정책

을 고용 부문, 지역사회 참여 부문, 건강노화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고용 부문에서는 법적 은퇴연령이나 공적연금 개시 연령을 상

향 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였다. 이는 더 나아가 

노인의 빈곤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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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노인의 사회 참여 범위를 여가 및 문화 활동 수준을 넘어 시민

권,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영역을 넓히고

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

발되었으며 노인의 사회 참여 정책이 점차 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특

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건강노화 부문에서는 질병 치료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 금연 및 

절주 습관 향상, 사회적 네트워크 전략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영란(2013)에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EU 국가들의 정책 패러다

임을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활동적 노화의 패러다임은 생산적 모델

에서 통합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정책의 기본 방향은 현실과는 

아직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에서 통합적 관점의 모델로 활

동적 노화 어젠다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

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이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

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으로 고령화 대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이 꾸준하게 다뤄져 왔지만 대표 어젠다 또는 캠

페인 활동 소개 차원에서 다뤄지는 등 선언적 의미 파악 또는 사례 소개

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관련 정책 분석 또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

의 맥락성 속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된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 정책 

관련 담론을 검토하고, 인구학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전을 확인하고

자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에서의 핵심 영역과 접근에 기초하

여 개별 선험 국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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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을 분석한다. 우선 인구 고령화 현

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사회적 도전 요소를 검토한다. 이어 

UN, OECD, WHO, EU, ILO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나아가 국제기구 고령화 관련 담론의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주요 보고서 내용을 요

약하고,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고령사회 대응의 주요 토픽과 

핵심적 접근에  기초하여 주요 선험 국가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

는 주요 선험 국가 사례로 선정한 독일, 일본, 핀란드의 고령사회 대응 정

책을 다룬다. 각 국가별로 고령자 대상의 소득보장·연금정책, 고용정책,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의 최신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

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기구별로 

고령화 대응 관련 대표적 공식 문헌을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또한 독

일, 일본, 핀란드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소득보장, 고용, 의료 및 장기요

양 정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 간행물, 정책보고서, 연

구논문, 언론 보도 등이 활용된다. 

둘째, 1982년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에서 채택된 ‘고령화 관련 행동계

획’ 이후 발표된 OECD, UN, WHO, EU, ILO의 고령화 대응 관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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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시행한다.  텍스트 마

이닝 분석은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 키워드 분석,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으로 순으로 진행되며, 국제사회의 고령화 대응 전략의 방향

성을 시계열로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주요 선험 국가로 선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화 대응 현황을 

전문 지식을 가진 현지 집필진을 구성하여 저술을 의뢰한다. 현지 집필진

을 통해 국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고, 고령사회 대응의 최

신 경향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비

교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전문가 및 선행연구 집필진과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기

구의 고령사회 대응과 주요 선험국의 대응 방안 및 정책 결과를 논의한

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국의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선험 연구와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한국 고령사회 대응을 위

한 정책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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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연구 추진 체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주요 국제기구(OECD, UN, WHO, EU) 

고령사회 대응 관련 공식 문서 

- 요약·정리

- 텍스트 마이닝 분석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석(독일, 일본, 핀란드)

고령사회 대응 정책 분석: 연금, 고용,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 관련 

- 문헌 연구(정부간행물, 정책보고서, 

연구논문, 언론 보도 등)

-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

�

한국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사점 도출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인구 고령화 현상과 

국제기구의 고령화 공동 대응

제1절  인구 고령화 현황

제2절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전략

(UN, OECD, WHO, EU, ILO)

제3절  국제기구 고령화 담론의 경향성 분석:

텍스트 마이닝

2제 장





제1절 인구 고령화 현황

  1. 세계 인구 고령화 현황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인구 변화는 평균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

로 설명된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 19

세기 말 위생의 혁신, 영양 상태 개선으로 인해 영아, 유아 사망률이 감소

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항생제 보급 확대 등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

로 성인 연령대의 사망률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20세기 말 기대수명 연

장은 결정적으로 만성질환 치료 기술 발전에 기인한다(Richter & 

Hurrelmann, 2016). 따라서 평균수명은 국제 비교에서 국민 건강 상태

와 건강 지원의 질, 생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해된다. 한편 출산율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발전 수준이나 전쟁, 경제위기 

등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여성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

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건 지식의 보편화에 따른 안전한 피임 방법의 보급 등과 같은 

사회의 발전 결과로 설명된다. 또한 여성의 지위 향상, 교육 수준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또한 저출산 현상에 기여

하는 등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인구학적 변화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인구 변화

인구 고령화 현상과
국제기구의 고령화 공동 대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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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인구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그림 2-1-1] 참조)은 산업화가 일찍이 진행된 선진국에

서 나타났던 인구 변화 현상을 도식화한 것으로, 경제 및 사회 변화를 인

구학적 변화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

가 인구 변화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인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1-1〕 인구 변화 모델 

자료: Thompson & Roberge, (2015), p. 225. 

첫 번째 단계인 전산업기에서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았다. 이 시

기의 생산 모델은 농경제산업이었고, 도시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았다. 사망률의 경우 계절의 영향 또는 전염병이나 전쟁 

등을 전후하여 큰 변동이 있었다. 출산율 또한 사망률과 같이 증감을 거

듭하여 인구 증가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일어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아와 전염병이 줄어들고 생활 조건이 개선되면

서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 위주로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사망률 감소

는 의료기술 발전과 위생 수준 개선, 생활수준 향상에 기인한다. 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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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출산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가 발전하였고,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망률에 이어 출산율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

작했다. 사망률 감소, 출산율 감소가 특징적인 2, 3단계를 지나면서 세계

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어진 네 번째 단계는 현재 우리 사회

가 지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에서 크게 증가한 인

구층이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연령대별 인구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유엔 추정 연령대별 인구(세계)

자료: Our World in Data Homepage. (2019. 10. 28).

[그림 2-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인구는 꾸준하게 증

가해 왔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이후 의

미 있는 변화들이 확인된다. 2005년 25~64세 인구수가 25세 미만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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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미만 아

동 수를 압도했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억 8094만 명인 

데 반해 5세 이하 인구는 6억 7887만 명이 되었다(Our World in Data, 

2019. 5. 23.).1) 인구 전망에 따르면 5세 이하 인구는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에는 15억 

5000만, 2060년에는 18억 20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는 이후

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75년에는 15세 이하 인구수 또한 넘어설 전

망이다.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다른 연령대에서는 인구가 현재 수

준에 머물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 또한 확인할 수 있다(Our World in 

Data Homepage, n.d, 재인용).

〔그림 2-1-3〕 연령별 세계 인구 1950-2100 

자료: United Nations(UN). (2015),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18), 

p. 20에서 재인용.

1) 5세 이하 아동의 수와 65세 이상 노인의 수의 비교는 출산율과 영아사망률, 평균수명 등

을 반영한다.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을 경험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역전 현상이 더 

일찍 일어났고(미국: 1966, 스페인: 1970, 한국: 2000), 출산율이 높고 기대수명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교차점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인도: 2028, 남

아프리카공화국: 2036)(자료: Our World in Data.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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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로 분류되는 20~64세 인구는 1950년

부터 2015년 사이 13억 명에서 42억 명으로 늘어났고, 2050년에는 54

억 명, 2100년에는 60억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18, p. 20). 65~79세 이상 인구는 더욱 급

격하게 증가하여 1950년부터 2015년 사이 1억 3천만 명에서 6억 1천만 

명으로 증가했고, 계속해서 증가하여 2050년까지 2.5배 이상, 2100에는 

다시 두 배 증가하여 총 32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8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2050년에는 4억 3천만명, 2100년은 9억4천

만명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 

chung, 2018, p. 20).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Naegele와 Tews는 이를 ‘트리플 에이징’으로 표현했다(Naegele & 

Tews, 1993).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절대수 증가

�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상대적 비율 증가 

� 후기 고령인구 비율 증가

노인 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관련 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러한 65세 인구 증가 속도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더 빠르게 나타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omepage, 2019. 6. 12.). 한

편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비율 증가는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출산율 감

소에 기인하며, 사회적 부양 부담을 높여 공적 사회지출의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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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한다. 또한 후기고령인구의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상당 

기간 진행된 일본과 서구 선진국에서 특히 증가 속도가 빠르며, 이는 의

료, 장기요양보험 정책 방향 설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확인되면서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엄청

난 도전이 되고 있다. 

  2. 한국의 고령화 현황 

전 세계적인 인구 변화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

는 가운데 한국은 여러 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첫째는 인구 고령화 속

도이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1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고령화 현상

을 30년도 안 된 시기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고령

인구가 14%를 넘어 유엔의 분류에 따른 ‘고령사회’에 편입되었고, 2026년

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로 분류될 예정이다. 

9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빠른 변화로,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

본보다도 빠른 수준이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속도는 한국전쟁 이후 나타

났던 베이비붐 현상과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해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의 감

소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두 현상이 동시

에 진행되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정홍원 외, 2012,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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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인구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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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의 인구 피라미드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그대

로 반영한다. 이는 총인구에 대한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

로, 현재 한국은 중장년층이 세계 인구 평균보다 두텁고, 저출산 현상으

로 유소년 인구 규모가 적은 다이아몬드 형태를 보인다. 2067년에는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데 반해 중장년층이 고령 및 후기고령인구로 편입

됨에 따라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의 중위 인구 변화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18년 기준 대부

분 OECD 국가는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었으며 독일은 46세, 일본은 

47.9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위 연령은 42.6세이지만 2050

년에는 56.4세가 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그림 2-1-5] 참조). 

〔그림 2-1-5〕 중위 연령의 변화 

자료: OECD, (201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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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완화되고, 2014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급격한 인구 고령화

와 저출산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한국 사회는 2012년을 기점으로 생산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56.3%, 2067년에는 45.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국가 성장 동력 약

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은 현재의 인구 

규모와 구성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보장 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그림 2-1-6] 참조)

〔그림 2-1-6〕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9. 2.).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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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전략
(UN, OECD, WHO, EU, ILO)

  1. 국제사회와 고령화 대응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핵심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더 길어진 노년

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있다. 노

년기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노화’, ‘노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표 2-2-1>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시각 변화

구분 내용

1940~1960년대 분리이론, 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노화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짐

1970~1980년대
고령화가 경제 및 고용 이슈로 주목됨. 노년의 긍정적 경험이 홍보되고, 

의존담론과 질병 및 쇠퇴 위주 시각에 대한 반론이 제기됨  

1990년대부터
고령화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세계의 서로 다른 실행을 배우는 단결된 

노력이 요구됨

자료: Phillipson & Baars, (2007), Zaidi & Howse, (2017), p. 5에서 재인용, 재구성.

<표 2-2-1>과 같이 1940~1960년대에는 노화, 노인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노인 관련 분리이론, 의존의론 등에 대

한 반론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연령 통합적 시각이 주목받

기 시작했다. 노화와 노후 생활에 대한 시각 변화를 바탕으로 긍정적 의

식이 확산되는 배경에서 실제로 1982년 처음으로 인구 고령화가 국제사

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제화되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고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적 

대응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국제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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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어젠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국제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비전과 가치기반을 

제시해 왔다. 고령화 대응에서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고령화와 

노인 관련 정책 문서는 이슈와 공공정책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어

디까지나 소프트 로(soft law) 형태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선언, 성명, 

실행 계획 등은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 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따라서 미이행 시 제재할 수단도 없다(Doron, 

Brown & Somers, 2013, p. 167). 개별 국가는 회원국으로서 논의 과

정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노인의 생활 사정에 주목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인구 고령화 공동 대응의 구심점으로서 

어젠다 세팅을 통해 대중의식을 환기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관련 행

위자들의 의견 교류를 도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

다.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을 분석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

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확인하고 개별 국가의 대응 방안이 갖는 

맥락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는 국제기구별로 고령화 대응 전

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2. UN2)

이 절에서 분석할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 관련 권고는 각국 정부에 

조언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국가들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

2) 본 절의 내용은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2019)에서 저자가 서술한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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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유엔은 빈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 국제사회의 고령

화 대응에 핵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선진국의 고령사회 대응: 빈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VIPAA)

가장 대표적 국제기구이며 범세계적 기구인 유엔은 지금까지 국제사회

의 고령사회 대응 담론을 주도해 왔다. 유엔 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노

인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배경에서 1982년 제1차 세계고령

화총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빈 고령화 국제행

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VIPAA)이 의결되었다. VIPAA는 신체적 쇠약, 기능 저하와 더불어 사회

적 역할이 감소하는 노년기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

을 바탕으로, 노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엔 인권선언의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모든 노인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하는 인

도주의적 배경에서 체결되었다. VIPAA는 노인, 노화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고령화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라

는 인식 아래 연령 통합 사회를 추구한다. 노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

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며, 또한 직접 영향을 받는 정책 형성 관련 

논의와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VIPAA의 행동을 위

한 권고항은 ‘보건과 영양’, ‘노인과 소비자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 안정과 고용’, ‘교육’으로 분류된다(UN, 1983). 

‘보건과 영양’ 권고에서는 질병 예방, 조기 진단 등의 노력과 함께 노인

의 잔존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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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돌봄에서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과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자택에 거주하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항은 무엇보다 현재 노인 돌봄과 주거 

지원에서의 최선의 지침으로 알려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개념이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노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주거와 환경’ 권고에서는 거주지가 단순 휴식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므로 주거 정책에서 노인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감안하여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

고 노인들이 스스로 주거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영역에서

는 가족을 지원, 보호, 강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세대 및 가족 통합적 정책 

접근을 주문했다.   

‘소득 안정과 고용’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보장과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근로소득 성취를 강조했고, 또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

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 목표에서는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사회 주체와 노인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처럼 VIPAA는 고령자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고령사회 대

응 방안으로서 제도적 정비는 물론 노인에게 적합한 공간 및 물리적 고

려,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인식적 변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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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인 VIPAA가 의결된 후 10

년차가 된 시점에서 UN General Assembly(GA)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

엔원칙’을 의결했다. 1991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

칙’에서는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촉

구하고, 회원국이 이 원칙을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Andrews & 

Clark, 1999, p. 8). 

이 원칙들은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진 요소에 근거하여 구

성되었으며, 전 세계 노인의 지위가 다양하므로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함을 

고려한다(Andrews & Clark, 1999, p. 8). 특히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

인 인권선언이 없는 당시 상황에서 노인 인권보장의 가이드라인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였고, 이후 활동적 노화

(Active Ageing) 어젠다, MIPAA 권고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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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구분 내용

독립

적절한 식량, 식수, 휴식처, 의복 및 보건 이용 

소득 활동 기회 보장

자신의 퇴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적절한 교육, 교육 프로그램 이용 

안전하고 개인적 선호에 부합하며 적응 가능한 환경에 거주

가능하면 자택에 거주

참여

사회에 통합, 자신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형성과 이행에 참여 및 젊은 

세대와 자신의 지식, 기술을 공유

사회에 기여할 기회 부여

노인 단체, 협회를 형성

돌봄

각 사회의 문화, 가치에 따라 가족 및 사회로부터 돌봄과 보호 받음

복지와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보건제도 이용

자율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서비스 이용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사회 복귀와 임파워먼트를 위한 제도적 

보호 이용

시설거주 상태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자기 결정권 보장받음

자아
실현

자신의 잠재력 실현할 기회 추구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휴식 자원 이용

존엄성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한 생활. 신체적, 정신적 침해로부터 자유로움

연령, 성별, 인종 및 민족적 배경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 받음. 노인의 경제적 

기여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음

자료: United Nations(UN) Human Right. (1991. 12. 16).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재구성.

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은 세계고령화회의에서 빈 고령화 국

제행동계획이 의결된 이후 20년이 지난 2002년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

에서 채택되었다. MIPAA는 21세기에 일어나는 인구 고령화의 기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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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UN, 2002, p. 5). 인구 고령화가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고, 앞으

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

의 준거틀로 활용되고 있는 MIPAA는 노인의 적극성과 자립성을 강조하

는 인식 전환을 반영한다. MIPAA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고 존엄한 

상태에서 나이 들고,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광의의 목표로 하며, “주요 방향(priority direc-

tion)과 구체적인 목표(specific objectives)”가 포함된 권고안을 제시한

다(Doron, Brown & Somers, 2013, p. 168). 

이런 배경에서 MIPAA는 노인 인권, 안정성 확보, 노인의 역량 강화, 

자아실현 기회 제공, 폭력과 차별의 철폐, 성 평등, 사회개발, 보건의료 

지원 등 아래의 11가지의 주제를 설정하였다. 

① 모든 사람의 인권과 모든 노인들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

② 노년기의 빈곤해소라는 목표 및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대한 재확인을 통한 노후 안정성 

확보

③ 노인들이 소득 활동과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의 역량 강화

④ 노인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노후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자기 개발, 자아실현 및 복지의 기회 제공

⑤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와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의 철폐

⑥ 성차별의 철폐를 통한 노년기의 성 평등 달성

⑦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가족, 세대 간 상호의존성, 연대와 호혜주의의 중요성 인식

⑧ 예방 및 재활관련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보호의 제공

⑨ MIPAA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전환함에 있어 정부, 시민사회, 민간 영역, 노인 간의 협력

관계 촉진

⑩ 개도국의 과학적 연구와 전문적 지식을 강화하고, 특히 고령화가 개인, 사회, 건강 분야에 

갖는 영향력에 초점을 둔 기술적 잠재력 구현

⑪ 노화 과정에 있는 노인 고유 상황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노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료: 정경희 외(2012),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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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참여, 자조, 주류화 등이 강조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

된 가운데 합의된 MIPAA는 노인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

요하게 생각한다(UN, 2008). 이러한 변화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현대적 

시각을 가지고 노인을 변화의 대상이나 수혜자가 아닌 변화의 기여자로 

바라보아, 그들이 동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

는 근본적 권리를 강조한다. 

MIPAA는 노인과 노인을 위한 사회정책 영역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MIPAA의 기본 방향은 ‘노인과 발전’, ‘노

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2-3> MIPAA의 방향성과 세부 행동계획 

방향 과제

노인과 발전

사회적 발전에 적극적 동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농촌 개발, 이주와 도시화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세대 간 연대

빈곤 해소

소득보장, 사회보장 및 빈곤 예방

긴급상황하의 노인 보호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복지 
증진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증진과 안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노인과 HIV/AIDS

보호 제공자와 보건전문가 훈련

노인과 정신건강

노인과 장애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주택과 주거환경

보호와 보호 제공자 지원

노인 유기, 학대와 폭력

노인 이미지 개선

자료: United Nations(UN) (2002), pp. 19-5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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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발전’ 부문에서는 사회적 발전에 노인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

고,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

는 계획을 제시한다.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빈곤 해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이 재해나 비상사태로 위험에 처할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

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주문했다.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복지 증진’ 목표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이 일시적

인 현상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건강 행동의 결과라고 전제하므로 생애

주기 전반의 질병 예방 노력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 일차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 노인 HIV/AIDS 예방과 치료 방안 마련, 노인 정

신건강보호서비스 제공 등이 권고되었다.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고령친화적 조성, 노인의 독립적 생활 지원이 강조된다. 또한 노인에 대

한 보호서비스 제공과 보호자 역할 지원 방안 마련이 권고되었다. 유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노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MIPAA는 삶의 기회와 삶의 질을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노화를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

하고, 따라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경

계한다. 나아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위기적 접근 대신 이를 사회 발전에 

따른 긍정적 이행 단계로 이해하며, 따라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행 단계

에 맞춰 사회가 적응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VIPAA 발표 당시와는 

다르게 MIPAA가 합의된 시점에는 인구 고령화가 보편적 현상이 되었으

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3) 이에 MIPAA는 경제, 사회 발전 담론에 인구 고령화를 통합하

3) VIPAA의 가치와 한계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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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려했다(UN, 2008).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개발적 접근은 노인을 국제 

및 국가 개발 계획 및 정책 전 영역에 주류화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무엇

보다 노인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사회 

발전의 기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따라서 노인이 사회

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된다.

지역 단위의 이행 전략 또한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UN-ESCAP(유

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 상하이 이행전략은 MIPAA 결의 이후 아시아태

평양지역만의 이행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3년 결의되었다. 

UN-ESCAP의 지역 이행전략은 MIPAA 고령화 대응의 방향성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이행과 리뷰’를 추가하여 네 영역으로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맞춰 조정되었다. 

한편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는 MIPAA 주기와 같이 5년 단위로 

고령화 각료회의를 열어 고령화 대응 관련 공동 의제를 의결했다. 

MIPAA가 의결된 2002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1차 UNECE 고령화 각료

회의에서는 지역 이행전략(RIS: 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이 채택되었다. UNECE는 MIPAA와 큰 틀을 공유하면서도 자체 고령화 

대응 정책을 수립했다. 2007년에는 UNECE Working Group on 

Ageing을 만들었고, 2012년 빈에서 열린 제3차 UNECE 각료회의에서

는 ‘활동적 노화와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한 유럽의 해(European Year of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를 공표했다.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고령사회 대응 방안이 중요한 사

회적 화두가 되었던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었

고, 따라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U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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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의 평가 단계

MIPAA는 회원국들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함과 동시에 권고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마련했다. 5년 주기로 이

루어지는 MIPAA 모니터링 과정은 지금까지 각각 2007, 2012, 2017년

까지 세 번의 이행 실태 및 평가를 완료했다. 2020년에는 4차 평가를 위

한 과정이 시작되어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평가는 MIPAA와 연

관된 정책 방안들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개별 국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자기 평가, 자기 보고 형식으로서 강제

성은 없다. 실행, 모니터링, 리뷰와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아래로부터

의 참여적 접근이 핵심이다(UN, 2006, p. 17). ‘아래로부터’ 평가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 단위에서부터 국가, 대륙, 전 지구 단위로 일련의 

상향식 진행을 추구한다. 개별 국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주요한 책임이 

있고, 노인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민간 분야를 포함하는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각 회원국은 MIPAA 권고가 지역 단위에서 달성되는

지를 점검하며, 평가와 보고 과정에 정책 대상자인 노인과 시민단체 또한 

참여하도록 했다(Sidorenko & Zaidi, 2018, p. 144). 이러한 확대된 참

여 주체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평가과정에 반영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어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위원회), UNECE(유엔유럽경제위

원회), UNECLAC(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등 대륙·지역 차원에서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지역별 평가 과정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역사적·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주변국 간의 이행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자체 평가 단계를 거쳐 지역별 보고서가 발간된다. 지역별 

점검은 전 유엔 회원국 점검 절차로 가기 전 지역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

을 점검하는 중요한 중간 단계이다. 지역별 전체 회원국의 이행 점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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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여러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함으로써 서로 이행 단계를 비교

하고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경험을 공유하도록 했다. 

평가 및 점검 프로세스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조건에서 가입국

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

다. 이처럼 MIPAA의 이행 점검은 정부, 지역 기구, 시민사회가 모두 참

여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단위의 파트너십을 

추구한다(Steinmayer, 2019, p. 10). MIPAA와 VIPAA의 이행 점검 과

정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2-2-4>와 같다. 

<표 2-2-4> MIPAA와 VIPAA 평가 차이

구분 VIPAA MIPAA

주기 4년 5년

주요 접근 방법 정의되지 않음 아래로부터(bottom-up)의 참여

초점 개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 영역
고령화 차원을 국가 개발 전략으로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

지표 정의되지 않음 제안됨(다양한 세트)

집중화 수준

중앙집중화: UNPoA는 R & A 

조직 및 수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약한 집중화 수준:  UN 

지역위원회는 지역 차원에서 R & 

A를 수행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맡음. UNPoA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함. UN 

사무국의 다른 부서와 UN 시스템 

및 국제 NGO 조직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며, 이는 R & A 

프로세스에 기여함 

자료: Sidorenko & Zaidi, (2018), p. 144에서 재구성. 

MIPAA는 VIPAA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추구한다는 접근방법

을 제시했고, VIPAA의 이행 점검이 개인의 노화에 대한 관심 영역을 중

심으로 한다면 , MIPAA는 고령화 차원을 국가 개발 전략으로 주류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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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VIPAA와 달리 MIPAA는 다양한 

세트의 지표를 통해 노인생활 관련 포괄적 주제를 다룬 조사 항목이 적용

된다는 점에서 분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VIPAA의 이행 점검이 

UNPoA(노인에 대한 U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MIPAA

는 지역과 NGO 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다. 

마. 지속 가능한 사회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젠

다 2030(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2030년까

지 전 세계를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는 서로 

다른 인구학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담론을 의제화하는 노력으로 마련되었다. 선진국은 산업화

와 인구 증가를 거치며 환경 파괴가 누적되었고, 저발전국가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발전이 최우선 가치이므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표

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당면한 욕구를 충족

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며(WCED, 1987),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차원에

서 개발과 환경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개념은 환경정책과 개발 담론에 “수평적, 수직적 세대 간의 정의”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김미자, 2005, p. 171). 사회정의

에 부합하는 발전을 추구하므로 취약계층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발전은 

완전하지 않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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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 behind)’ 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부터 지원(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하는 목표를 내세운다(UNDP, 2018, p. 3). 

SDGs의 주요 목표는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 발전 어젠다를 제시

하고,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추구하는 MIPAA 권고와 상당 부분 교

집합을 이루고 있다.4) 전체론적 의제인 어젠다 2030이 사회구성원 모두

를 포함시키는 발전 원칙을 제시한다면, MIPAA는 행동계획이다

(Steinmayer, 2019). 노인들은 노쇠로 인한 기능 제한, 소득 감소, 사회

적 역할 축소 등을 경험하므로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각 국

가는 MIPAA를 이행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두 어젠다를 연

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고령자 정책 추진에서 다양한 차원의 연대성을 확

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OECD 

OECD는 ‘세계 인구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OECD, 2015a), 인구 고령화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연금, 건강, 장기요양, 사회, 복지 이슈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뤄 왔다. 198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권고를 제시하였

다. OECD 권고의 핵심은 정부지출 감축과 고용확대를 통한 사회보장제

도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각각 1996년과 

1998년에 발간된 「Ageing in OECD Countries: A Critical Policy 

4) 자세한 내용은 Steinmayer(2019)와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Homepage (n.d.)의 “MIPAA and the 2030 Agenda”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44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Challenge」,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를 들 

수 있다. 먼저 「Ageing in OECD Countries: A Critical Policy 

Challenge」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고령화가 연금, 건강정책, 장기요양정책, 노동,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영

향을 점검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영역의 개혁

이 불가피함을 전제하고,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재정적 효과를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였다(OECD, 1996).  1998년 발간된 보고서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에서는 연금, 고용, 의료·장기요양 

영역에 걸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권고했다.5) 이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에 대비하여 ‘활동적 노화’ 관련 정책을 독려하며, 무엇보다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정책에서 비용을 절감을 우선순위에 두는 효율적 운영을 할 것

을 주문했다(OECD, 1998). 같은 맥락에서 2000년에 발간된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또한 인구 고령화가 국가발전, 연금수급권 등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개

혁할 것을 권고하였다(OECD, 2000).

고령화 관련 여러 정책과 논문을 발간해 온 OECD는 특히 생애주기별 

관점(Life Course Approach)을 기반으로 노인인구의 생산성 및 가능성

5) 보고서의 주요 권고는 아래와 같다(OECD, 1998). 

   1. 공적연금제도, 과세제도, 사회적 이전 프로그램은 조기퇴직 유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 

   2.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함

   3. 연금급여 하향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화 및 공공부채 감축

   4. 퇴직소득을  사회적 이전 시스템, 펀드, 사적 저축, 소득 등으로 다원화. 이는 위험을 

분산하며 세대간 부담을 균형있게 하고, 퇴직 결정에 융통성 부여.

   5.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의 비용효과성 제고, 의존성 감소에 중점을 둔 의료지출과 연구, 

허약노인을 위한 정책에 중점

   6.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금융시장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전적립 연금

제도 개발

   7. 각 조치들의 조화와 효과적인 집행: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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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Greengross & Hodin, 2011). 또

한 노년의 불평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쌓여온 점에 주목하여 노년기 불평

등 예방, 완화, 대응정책을 선보였다(OECD, 2017). 아래에서는 OECD

의 대표적 보고서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연금정책

연금제도는 OECD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개별 국가에 지침을 제공하

는 영역이다. OECD는 연금정책 위기(Pension Crisis)에 대비한 연금개

혁의 필요성과 일자리 정책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연금개혁과 관련

하여, 연금수령 연령의 연장, 조기은퇴를 장려하는 보조금의 중단을 통한 

연금기여기간(contribution)의 연장, 세금 감면을 통한 개인저축의 장려 

등이 권장된다(Greengross & Hodin, 2011). 대표적으로 1998년 발간

된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에서는 인구 고령

화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연금제도와 관련해

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조기퇴직 유인을 제거하고, 급여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룰 것을 권고했다. 또한 퇴직

소득을 다원화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전적립 연금제도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OECD, 1998).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발간하는 「Pensions 

at a Glance 2013」에서도 연금 개혁의 기준을 ‘가입대상’, ‘적절성’, ‘지

속가능성’, ‘근로유인’, ‘행정효율성’, ‘다양성/안전’, ‘기타’ 로 구분하고 

관련 내용을 점검하였다. 이는 OECD가 연금개혁에서 제시하는 목표로 

의무가입과 임의 가입대상을 모두 확대하고, 노후소득의 적절성을 갖추

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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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는 근

로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오랜 시간 고용상태에 

있도록 하며 행정적 효율성을 갖출 것과 노후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13a, p. 18) 

OECD는 한국을 포함한 개별 회원국의 경제적 상황과 인구구성을 고

려한 구체적인 연금권고안 또한 제시해오고 있다. OECD에서 발간하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에서는 한국의 

연금제도 운용에 관한 권고안을 확인할 수 있다.6) 1999/2000년도에 발

간된 경제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

환하고 민간금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

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할 것, 또한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2001년에는 국민연금을 소득비례방식의 확정급여로 하되 소

득대체율을 20%로 낮추며, 대신 조세로 지원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

입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에는 공적부조제도를 점진적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시킬 것과, 보험료-급여 간 모수개혁을 주문하였다. 기

초연금과 관련해서는 2010년대 기조전환을 이루어 2012년 이후 권고안

에서는 저소득노인을 중심으로 수급대상을 축소함으로써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성과 세대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

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갖출 것을 일관되게 주문하고 있다.

6) 아래의 내용은 주은선, 권혁진, 김우창, 유희원, 원종현, 이은주, 이재훈, 정해식(2017, 

pp. 52-53)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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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자 고용정책

2006년 OECD 보고서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기(Live longer, 

work longer)」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대부분의 회원

국에서는 연금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고용시장 참여

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유소년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근로자의 퇴직이 증가하면 노동인력

이 급감하고, 이는 공공재정을 압박함은 물론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

게 된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적 

방해요인을 지적하면서 중고령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지양하고,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안하였다(OECD, 2006).

2015년 발간된 「OECD 고령화 일자리 위원회의 권고 정책(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보고서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정책 및 이에 따른 세부정책을 권

고했다(OECD, 2015b). 

1. 노년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근로를 확충하기 위한 유인책(incentives) 강화: 

  - 수명연장과 맥락을 같이하여 은퇴를 늦추도록 장려하는 노년기 연금 시스템 

확충 

  - 공적 지원을 기초로 한 조기은퇴구조 금지

  - 연령 및 지위와 상관없이 전 노동자에 대해 실업 및 장애 수당을 비롯한 사회

보장제도 접근성 보장 

2. 고령노동자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정책 강화: 

  - 연령 차별법 금지 및 사회인식 개선을 통해 연령을 기반으로 한 고용불평등 

완화

  - 고용보장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정립

  - 노사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퇴직연령의 폐지 및 금지

  - 노사협의를 통해 고령노동자 유지 및 채용을 위한 메커니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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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OECD 권고의 정책안은 개별국가들이 중고령자 노동력을 확보하

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수요와 공급측에 다양한 제도적,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인적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정책이 강조되었다. 특히 인적역량 개발

을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과 훈련 기회 확대를 권고하였다. 

2015년 보고서를 근간으로 비교적 최근 발간된 보고서인 「나이에 따

른 더 나은 노동(Working better with age)」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 

주요 문제를 분석하고 고용촉진, 고령노동 수요 및 장려, 전반적 고용률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권고 정책을 제시했다(OECD, 2019a). 또한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는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회원국의 고령

자 고용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였다. 「나이에 따른 더 나은 노동: 한국편(Working better with 

age: Korea)」을 통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도전과제 및 한국 고령

자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한국 내 고령노동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 고령노동자 고용 및 유지 방안, 고령 노동자 내 빈곤문제 및 고

용가능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OECD, 2018). 그 예로 정년

제도 폐지, 기초연금 수급기준 강화, 중소기업의 연금제도 실행 장려, 임

금피크제(wage peak system) 도입 장려, 임시노동자 노동권 강화 등을 

  - 다른 연령대 간 기술 및 경험 공유 등을 장려하여 다양한 연령이 근무할 수 

있는 우호적 근로분위기 조성 

3. 고령기 직업 기회 강화를 통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증진: 

  - 전체 고용기간 동안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훈련 참여 장려

  - 구직자를 위한 효과적인 고용지원정책 공급

  -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수립 등 일자리 질 및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노동여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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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한편 OECD Education Working Paper인 「연령, 고령화와 기술

(Age, Ageing and Skills: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에서는 연령으로 인한 능력저하에 근거기반으로 접근함으로써 업무수행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고령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

뤘다(Paccagnella, 2016). 이 보고서는 PIAAC(국제성인능력측정프로

젝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고령자가 업무수행의 핵심적 능력인 정보

처리능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능력

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입방안은 첫째, 초기단계의 역량이 높을 경우 

장기적으로 숙련도 감소가 낮다는 점에 근거하여 생애주기초기 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로 교육과

정 이후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도 개인은 물론 기업에게 역량 강화를 위

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 현장과 외

부에서의 교육과 훈련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Paccagnella, 2016). 

다. 고령화와 보건정책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은 

OECD 보건정책의 주요한 관심사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건재정을 지

속가능하게 유지할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앞서 살펴본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에서도 고령사회 대응의 7대 개혁원

칙으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부분에서는 비용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

에 취약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 하였다(OECD, 1998). OECD는 

2001년 보건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50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왔다(OECD, 2011a).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2011년 발간된 대표적인 보고서 「Value for Money in 

Health Spending」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건지출 대비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

하는 만성질환 치료의 비용대비 가치향상을 위한 방안과 ICT를 활용하여 

보건진료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투자대비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OECD, 2011b). 

한편 2013년에는 고령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복합상병환자

의 증가에 따른 대응하는 방안을 다룬  「Health Reform: Meeting the 

Challenge of Ageing and Multiple Morbidities」를 발간하였다.  복

합상병 환자의 증가는 전체 질병 스펙트럼을 변화시켜 전반적인 보건, 의

료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고령시

대에 건강하고 활동적 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개혁 방안과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는 재원조달 문제를 다뤘다(OECD, 2013b). 

최근에는 OECD의 여러 보건정책 중 고령화와 관련하여 특히 장기요

양(Long-term care)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인력 부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장기요양 관련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저임금, 높은 이직률, 파트타임을 들 수 있으며, 장기요양은 여

전히 비선호 영역이다. 여러 국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가족 및 친구 등 

비공식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최근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의 공동 보고서에서 

장기요양 분야가 미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주요 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

다. 고령화사회는 필연적으로 장기요양 분야의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지

게 되므로, 적절히 수반된 정책과 선결 과제 해결을 통해 장기요양 분야

는 괜찮은(decent) 노동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ILO & 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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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장기요양 분야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서비스·인

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모두가 빈곤 위험 없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험 적용, 사회보장체계와 같은 재정 메커니즘의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개선, 적정 근무시간 보장 등 전반적 노동환경 개선, 노동

자의 효율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ILO & OECD, 2019). 또한 OECD는 치매와 관련

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 「치매를 다루다: 

OECD의 대답(Addressing dementia: The OECD response)」에서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4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보건

체계나 사회서비스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공동체 및 건강, 요양 체계의 확

보, 치매 연구와 요양의 진일보를 위한 규제 및 유인 구조 개혁, 치매 요

양과 치료 관련 지식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필요

함을 강조했다(OECD, 2015a). 

라. 21세기의 고령화와 불평등 관련 정책

OECD는 GCOA(the Global Coalition on Aging)와의 2014년 공

동보고서에서 실버경제(silver economy)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

히 21세기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개혁의 성

공은 고령화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불평등 개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 혁신이 새로운 시장의 형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배달, 새로운 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며 고령

자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고, 새로운 재정 모델 및 유동적인 직업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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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모델은 사적 투자의 증가와 장기적 미래 계획, 높은 생산성과 일자리 

증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적 기업이 실버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 & GCOA, 2014, p. 1). 

나아가 2015년 공동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서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강조하며, 고령화와 기술혁신의 융화

를 통한 미래 일자리 형성 및 새롭고 유동적인 직업 모델과, 고령친화적

인(age-friendly) 노동·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할 것으

로 기대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는 전 생애에 걸친 기술 재습득

과 지식·기술 접근성을 모두에게 가능케 하는 새로운 학습 플랫폼의 정비

를 요할 것이다. 사생활 및 안전에 대한 강력한 지침 개발을 통한 신뢰 및 

인구 고령화 관련 데이터 공유 기법과 서비스 증가 또한 기대된다. 마지

막으로 활동적 노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 및 실버경제 진척 정

도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 및 학문 간 교류가 필요하다(OECD & 

GCOA, 2015, p. 1). 

한편 최근 OECD는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된 고령화의 불평등 현상에 

주목하며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2017년 보고서 「불평등한 고

령화의 예방(Preventing ageing unequally)」에서 고령화 불평등과 관

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완화 및 예방책을 기술했다.7) 구

체적으로,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속화 되고, 소득 

불평등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 건강, 교육, 고용, 소득 등 전 생

애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 노년기 소득 불

평등의 연금 불평등에의 전이는 국가 간 차이를 보이며, 성별 간 불평등

은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에 맞서 OECD는 고령화 불평등에 대해 

방지, 완화, 대응책을 제시했다. 고령화 불평등 예방책으로 유년기 등 생

7) 아래 내용은 해당 보고서(OECD, 2017a)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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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초기에 불평등에 대한 개입을 시작하고, 순조로운 노동시장 진입을 구

축하며, 사회경제 불평등과 건강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함을 제시했다. 

고령화 완화책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전략

을 개발하고,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건

강한 노화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실업에 대응해야 하며, 고령 노동자의 직업의 질 개선 및 고용 유지 

및 증진에의 장애물 제거 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불평등 대응

책으로는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연금 차이 제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통합적인 연금체계의 필요성, 비공식 돌봄 노동자 지원을 통한 불평등 감

소 등을 강조했다. 

  4. WHO 

WHO는 유엔과 함께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한 국제기구 중 하나로, 다양한 건강 관련 이슈와 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

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여러 정치 영역을 아우르는 창구로서 역할

을 했다. WHO는 특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담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2007년에는 이를 실현하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구체화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WHO에서는 2002년 발간된 「Active Aging: A Policy Framework」 

보고서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최신의 논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보고

서로는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에 처음 

발간한  「고령화와 건강에 관한 세계보고서(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WHO, 2015),  「2016-2020 고령화와 건강에 관한 글로

벌 전략 및 행동계획(2016-2030 Global strategy and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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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geing and health」(WHO, 2017a),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보고

서(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WHO, 2017b),  「국제 치매공

동대응 계획(WHO 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

sponse to dementia 2017-2025)」(WHO, 2017c),  「고령친화적 도시

와 지역사회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The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WHO, 2018) 등을 들 수 있다. 

가. Active Ageing

1990년대 WHO가 주도적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프레임워

크를 개발했다. ‘활동적’(active)의 뜻은 신체적으로 활동성을 유지하거

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영적, 시민 활

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WHO 2002, p. 12), 노인

의 신체적 노쇠, 기능 제한, 결핍에만 주목하는 보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WHO는 활동적 노화 담론의 기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Active Ageing – A Policy Framework」 보고서에서 활동적 노화를 

“고령에도 건강, 사회 참여, 안전의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

진하는 것”(WHO, 2002, p. 12)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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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Active Ageing 정책 프레임워크

자료: WHO, 2002, p. 45

‘건강’ 영역은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이 핵심으로 개인의 건강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 증진 요인을 극대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신

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안녕 또한 WHO에서 주목하는 건강 

영역으로서 활동적 노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WHO, 2002). ‘참여’ 

영역은 ‘활동적’ 생활에 전제가 되는 목표로, 고령자의 소득 활동을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며, 자원봉사, 교육 등 다양

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활동적 노화는 노인의 적극적 행동과 주체적인 생활을 권장하는 

개념이지만, 노인의 권리로서의 사회적 보호 기능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다. 활동적 노화의 세 번째 축인 ‘안전’ 영역은 노인생활의 사회적, 경제

적,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 이 개념이 노인 인권에 대한 인정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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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그림2-2-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적 노화 개념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가

장 잘 끌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 정책 개발에서 최선의 지침으로 활용되

고 있다. Walker에 따르면 자신의 잠재력과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활동

적 노화는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커뮤니티 참여와 연대를 확대하

며 세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은 물론 모든 연령대에 유익한 전략이다

(Walker, 2002, p. 137). 

활동적 노화 접근은 노화에서 생애 과정과 노인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문화와 성별의 교차 요소, 건강과 사회 시스템, 행동 및 개인적 요인, 물

리적,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요인 등 노화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전체

적 접근을 중요시한다(WHO, 2002, pp. 19-32). 건강, 사회보장 정책 

등 다양한 차원의 활동적 노화를 추구하지만,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노인의 고용 활동 확대’로 모든 논의가 수렴되는 경향

을 보인다. 활동적 노화 담론이 고령사회에서 노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재

구조화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볼 때,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에 근거하여 살

펴보면 노인 고용 확대 분야는 이 개념이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 분야라

고 볼 수 있다. 8)

8) WHO와 함께 OECD, EU 또한 활동적 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해 왔

다. 국제기구별로 활동적 노화에 대한 시각과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HO가 “고령에도 건강, 사회 참여, 안전의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WHO, 2002, p. 12)이라고 정의했다면, OECD는 노인의 생산성에 주목하

여 “고령에도 사회와 경제 안에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OECD, 1998, p. 4). 이러한 활동적 노화에 대한 다른 정의와 이해는 정책 제안과 권고

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OECD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생산성 약화, 성장 동

력 약화를 우려하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긴축재정을 독려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활동적 노화에 접근해 왔다(이윤경 외, 

2019). 반면 WHO는 ‘참여, 건강,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축으로 한 활동적 노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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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화와 건강

WHO에서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노인의 건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보고서는 드물다. 2015년 발간된 「고령화와 건강

에 관한 세계보고서(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는 그 중 하

나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긴 다양한 기회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

이나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작되었다(Beard, 

Officer & Cassels, 2016, p. 163). 고령화에 대한 공공보건행동

(public health action)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건강

노화(Healthy Ageing)’를 위해 노화에 대해 만연한 오해를 바로잡고 공

공보건의 틀을 세우고자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 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다양성에 주목한 정책적 대응이 강조되었

다. ‘건강노화’는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주된 관심은 전 생애와 노년기에 “어떻게 최적

의 기능적 역량과 능력을 유지하는가”에 있다(Beard, Officer & 

Cassels, 2016, p. 164). 보고서는 이러한 건강노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보건 시스템을 노인 인구의 욕구에 부합하게 개편하는 방안, 장기요양 시

스템의 발전과 고령친화적 환경 구축 방안, 측정·점검·연구 분야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WHO, 2015). 

이어 2015년 5월 ‘제69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에서는 회원국들이 건강노화를 위한 전략 목표와 실천 계획을 논의한 결

과, ‘고령화 및 보건에 대한 글로벌 전략 및 행동계획 결의안’을 채택하였

를 발전시키며 노인의 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사회적 방안, 또한 

전반적 사회적 안전망 확보 등을 균형 있게 다뤘다. 한편 EU는 활동적 노화 담론을 고령

자의 고용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대’,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의 논의와 연결 지으면서 

개념의 질적 발전에 기여했다(이윤경 외, 2019). 해당 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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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진아, 2016). 결의안은 ‘건강하고 활동적 노화’를 추구하는 방향성

을 강조하였고, 보건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예방, 의료 서비스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장 등을 주문하였다. 이후 2016년 5월 열린 세계보

건의회에서 194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고령화 및 보건에 대한 글로벌 

전략과 행동 계획(Global strategy and action plan on ageing and 

health)이 확정되었다. ‘노인의 장수와 건강한 생활’  비전으로 하여 다음

의 5개의 핵심 전략 목표를 설정했다(WHO, 2017a, p. v).

� 모든 국가에서 ‘건강 노화’에 대한 행동 약속

� 고령친화적인 환경 개발

� 보건체계를 고령인구의 욕구에 맞추기

� 장기요양 제공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체계 개발

� ‘건강한 노화’에 대한 측정, 점검, 연구 개선

행동계획에는 ‘건강노화’와 관련해서는 개별 국가가 자체의 프레임워

크를 확립하고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노화’에 대

한 인식 개선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노인들이 자율성을 발휘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양질의 개별화된 보

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숙련된 보건전문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케어인력지원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해 장기

요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노화에 대한 

연구역량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거기반 접근을 적용해야 

한다(WHO, 2017a). 이러한 조치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건강노화 실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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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봄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보고서」(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는 노인의 내재적 능력(intrinsic capacity)의 감소를 

다루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WHO

에서 개발한 지침서이다.9) 실제 현장에 종사하는 보건 전문가들은 노년

기의 손상을 파악하고 다루는 훈련이나 지침이 부족하므로, 이에 노인들

의 내재적 능력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 건강 돌봄 수준에서의 개

입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

공하고자 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보건 전문가를 위한 실증 기반 

지침서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감소를 감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접근을 제공하고,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공한다. 지침 외에도 개인 중심의 돌봄 목표를 설정하고 통합 돌봄 계

획을 개발하고 자기관리지지(self-management support)를 제공할 수 

있는 실행 지침을 함께 제공한다(WHO, 2017b, p. vii).10)

한편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인구 또한 급증하는 것은 전 세

계적인 현상으로 개별국가의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바,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범국가적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9) 「고령화와 건강에 관한 세계보고서」(WHO, 2015)에서는 내재적 능력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합성물”이라고 정의하였다(WHO, 2017b, p. vii). 

10) 지침과 실행 지침은 모두 아래와 같은 세 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보고서’(WHO, 2017b, p. vii)를 참고할 수 있다. 

     · 모듈1: 이동성 상실, 영양실조, 시각 장애 및 청각 상실, 인지 장애 및 우울 증상 등을 

포함한 내재적 능력 감소

     · 모듈2: 요실금 및 낙상 위험을 포함한 돌봄 의존과 관련된 노인 증후군

     · 모듈3: 돌봄 제공자 지원: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개

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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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p. 3). 이에 2017년 5월 제70회 세계보건총회에서는 국제 치매공

동대응 계획인 「WHO 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

sponse to dementia(2017-2025)」를 발표했다. 치매공동계획은 치매 

환자와 가족, 공식·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치매가 지

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WHO, 2017c, p. 4). 또한 WHO는 국제 치매공동대응 계획과 치매 관

련 정보 및 지식 교환 플랫폼인 ‘Global Dementia Observatory’를 수

립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각자의 치매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주기적 평가

와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8, p. 3). 

라. 고령친화도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개념을 주도적으로 정립하고 확산시켜 

인구 고령화 대응의 핵심 어젠다로 발전시켜 온 WHO는 활동적 노화 담

론을 기초로 하여 「글로벌 고령친화도시: 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를 제안했다. WHO의 글로벌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활

동적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WHO, 2007

).11) 고령친화적 환경에서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 생애기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능력이나 기능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가치 있게 생각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WHO, 2018, p. 1). 고령친화

11) 여기서 제시된 고령친화도시의 8대 영역으로는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인적 자원의 활용’, ‘의사

소통 및 정보’, ‘의료 및 지역 돌봄’이 있다(WHO, 200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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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추진하는 데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 이하 

AIP)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AIP는 노년에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개념으로, 노인들은 익숙한 지역사회

에 거주하면서 잔존능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이러한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

인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기여할 수 있다. 

WHO는 이러한 고령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전지구적 참

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WHO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고령친

화도시 국제 네트워크’(WHO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 프로젝트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WHO 회원국과 개별 도시들은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험을 공유

하고, 상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글로

벌 고령친화도시 가이드의 주요 영역과 점검 내역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

우고 이를 점검받는 과정을 거치며, 일률적인 정량적 평가가 아닌 해당도

시의 특성을 고려하고 강점을 더욱 극대화시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지지하는 발전적 과정을 추구한다. 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는 

총 76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18년 9월 기준)(WHO, 2018, p. 6),  

194개 회원국 중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20%에 해당하는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WHO, 2018, p. 8). 

  5. EU 

EU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위해 결성된 지역 기구로,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물적, 인적 자원의 교류, 이동권 보장 등 열린 사회

를 지향하고, 하나 된 유럽을 추구한다. EU 회원국은 각종 정책적 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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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주권국가로서의 주권에 이르기까지 소속된 국제기구에 상당한 구속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EU는 초국가적 국제기구로 분류된다(윤계형, 현준

원, 2014, p. 12).12) EU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각 회원국에 모든 연

령대의 잠재력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요구한다. 특히 Active 

Ageing 정책의 전략은 사회 각 단위의 자기 결정, 공동 결정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노인에게도 일자리 제공, 단계적 은퇴, 건강 지원 방법 등이 활

용된다. 특히 자신이 원하고, 또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노인들이 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직장의 인력 매니지먼

트와 노동시장이 변화될 것을 요구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가. 노인 고용과 세대 간의 연대 

EU는 고령자의 고용률 확대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하고, 1990년대부터 이어진 다양

한 권고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1993년 발표된 ‘유럽 노인의 해와 세대간의 연대(European Year of 

Older People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는 고령자의 경

제활동, 적극적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확대하고 세대 간 연대

의 개념을 고령사회 정책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Homepage, 1993. 1. 15). 1999년 발간된 

「모든 연령을 위한 유럽을 향해(Towards a Europe for All Ages)」는 

유럽 국가의 번영을 도모하고 세대 간의 연대를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고

용정책, 퇴직제도 및 연금정책을 재정비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방안

12) UN, WHO, ILO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국가 간(Intergovernmental) 국제기구’로 

분류된다. 이 국제기구는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구성되며, 회원국들이 국제기구에 대한 

통제와 감독 권한을 가진다(윤계형, 현준원, 201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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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를 최대한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노동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평생학습과 탄력적인 근무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제공과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 노동

자들이 조기퇴직 대신 새로운 형태의 점진적 퇴직을 택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 또

한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정책에서는 노인 관련 기초, 의학, 기술 관련 연

구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공중보건 도구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개발할 

것이 권고되었다(European Commission, 1999). 

고령화 관련 중요한 EU 정책의 이니셔티브는 2000년부터 공론화된 

‘리스본전략’이다. 리스본전략은 유럽의 번영을 위한 고용률 진작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연대 등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추구한다. 고용증진, 

경제개혁, 사회통합, 연구혁신을 비전으로 하여, 전체 취업률 70%를 달

성하며(준고령자(55~64세) 목표: 50%), 경제개혁을 이루며, 사회통합 차

원에서 절대빈곤층을 2010년까지 감축하며, 연구와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GDP의 3%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European Parliament, 2010). 이는 전 회원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하나된 유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

요한 이정표가 되는 합의이다. EU 차원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뿐만 아니

라 사회정책 차원의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하나 된 유럽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 것이다.

2010년 제시된 ‘EUROPE 2020 전략’은 리스본 전략을 계승, 발전시

킨 것으로 55~64세 고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

만, 2020년까지 20~64세 전체 EU 인구 고용률이 75%에 도달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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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0). 새로운 10년

의 성장 방향을 제시한 ‘EUROPE 2020 전략’은 ‘스마트한 성장’ 방안을 

제시하여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도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 EUROPE 2020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EIP-AHA Active and Healthy Ageing에 대한 유럽 혁신 파

트너십(EIP-AHA)은 2020년까지  유럽의 고령화사회를 더 낫게 만들고, 

유럽 사람들의 건강수명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추구한다(European 

Commission, 2010). 또한 EU는 MIPAA 10주년을 맞이하여 ‘European

Year 2012’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2012년을 ‘Active Ageing과 세대 간

의 결속을 위한 해’로 정하였다(2010년 결의). ‘European Year 2012’

는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든 연령을 위

한 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구체화했고,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주체 

모두의 역할을 강조했다(European Union, 2015). 

나. 연금,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회원국 간의 긴밀한 상호 공조 관계를 추구하는 유럽연합은 산업, 경

제, 정치, 사법 등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영향

력을 확대해 왔다. 1990년대 초반 유럽 단일시장을 현실화하고, 단일통

화를 추진하는 등 경제공동체로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사회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며 개별 국가의 재정적자 및 공공채

무를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강화되는 배경

에서 개별 국가의 재정 불안은 다른 국가, 나아가 유럽 경제 전체에 부정

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교정적 조치와 예

방적 조치로 이루어진 안전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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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감시와 조정을 강화하였다.

EU 안전성장협약은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내에 회원국의 장기적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령화 워킹

그룹(Ageing Working Group)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2001년 스톡

홀름 유럽의회(Stockholm European Council)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 평가를 권고하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

용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연금·건강·장기요양 시스템의 개혁을 주문했

다(European Commission Homepage, 2001. 3. 23). 연금·건강·장

기요양 시스템은 인구 구성 변화가 부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

구 고령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전반적인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정기적으

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2001년 처음으로 인구 고령

화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을 담은 「고령화보고서(Ageing Report)」를 작

성하였고, 이후 3년 주기로 이어져 온 결과 2018년 6번째 보고서가 발간

되었다. 

고령화보고서는 연금, 의료 장기요양, 교육, 실업급여에 대해 EU 회원

국의 정부 기준 지출을 전망한다. 2009년부터는 조사 방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정전망추계의 방법론에 대한 보고서를 따

로 발간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점검의 거시적 틀로 활용되는 고

령화보고서는 연금, 보건·장기요양제도 등 세부 정책 영역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연금 적절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연금적절성보고서」와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체계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에 관한 합동보고서(Joint Report on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systems & Fiscal Sustainability)」는 고령화 보고서의 진단을 토

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제도의 적절성과 접근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혜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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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거시적 틀 내에서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고령화보고서 외에도 부

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Debt Sustainability Monitor」 보고서를 발간하여 고령화보고서와 함

께 다층적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안정성장협약에 따른 조정 및 점

검 절차를 거쳐 국가별 정책 권고로 연결된다. EU의 주기적인 감시 시스

템으로서 일련의 절차들은 회원국의 잠재적인 재정적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언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ECFIN, 2019).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에서 시작된 EU 차원의 

재정지출 점검 시스템은 1988~2017년 기간 동안 정부 부채 비율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U 재

정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경

기 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European Commission, 

2019b). 비록 EU 차원의 이러한 협약과 규율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는 않지만, 개별 국가는 이에 동참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되며, 이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유럽사회 전체의 인구 고령

화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 실버경제와 R&D

EU를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증가

에 치중한 담론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시

도되었다. 이전 노인세대보다 강화된 구매력과 다차원적 욕구를 가진 베

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령인구 진입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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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실버경제’가 개념화되었고,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는 실버경

제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실버경제와 관련하여 건강, 고령친화적 환경, 성장, 

연구와 혁신 영역을 주목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인

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는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해결 가능하

다는 전제 아래 혁신적 의료 기술과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시스템 및 돌봄 기술 등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수요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로 분류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5). 유럽집행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의 저변 확대는 물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U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CT 기술 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서 

왔다. ICT 기술이 발전되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삶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었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일상에서의 의사소통 개념 자체가 변

화되고 있다. 유럽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유럽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ICT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

게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CT 관련 연구와 투자는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을 통해서 이루어졌다.13) EU는 

ICT 기반 연구·개발을 ‘Ambient Assisted Living(AAL)’ 어젠다를 추진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AAL 어젠다는 AAL-Joint 

Program으로 구체화되어 2008~2013년 기간 동안에는 154개의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2014년부터 시작된 AAL-Joint Program2가 

13)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하고자 1984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84년부터 2006년까지 3~4년 주기로 6차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2007~2013 기간 동안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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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AAL-Joint 

Program2는 Horizon 2020(제8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

행되며, 민관 협력 사업인 만큼 총 6억 유로의 예산 중 절반은 회원국과 

EC가 공동으로 지원한다(European Commission Homepage, 2019. 

8. 26).14)

이처럼 EU는 지금까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혁신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이루는 첨단 기술 개발은 인구 고

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고령자의 자립성을 높이고 가족 및 돌봄 인력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6. ILO 

1919년에 창립된 ILO는 노동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 왔지만 노동

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여 인간다운 생활

을 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제시해 왔다. 2019년 설립 100주년을 맞은 

ILO는 지금까지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를 채택하였고(ILO 

Homepage, n.d.), 가입국들은 국내적 절차에 따라 협약을 비준함으로

써 입법화한다. 노후소득보장은 일찍부터 ILO의 주된 관심사로, 1952년

에는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편적 기준을 제시

함과 동시에 노후 빈곤이 중요한 사회적 위험임을 천명하였다. 1964년에

는 산업구조상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 근로자들을 배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122조). 이어 1967년에는 ‘장애 노령 유족연금에 

14) 7년간 이어진 7차 프레임워크가 종료되고, 2014년부터 시작된 제8차 프레임워크 프로

그램은 ‘Horizon2020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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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128호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수립에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박태정, 권금주, 이서영, 2015, p. 43). 이

처럼 ILO는 노동과 소득보장 분야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개별 국

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왔다. 아래에서는 ILO가 제시하

는 고령자 대상 노동시장 정책과 연금 개혁을 주요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

룬다. 

가. 퇴직 연령

1954년에 발간된 보고서 「퇴직 연령(The age of retirement)」에 따

르면 노화, 퇴직 연령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빠르게 내리기 어려우나 ILO

는 노화를 인구통계학적 개념, 사회경제적 개념과 관련지어 다뤄 왔다. 

우선, 퇴직 연령이라는 것을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연령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퇴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으로 정의하기도 하는 등 개인이나 

그가 속한 그룹이나 위치에 따라서 퇴직의 연령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고령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자질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ILO, 1954). 

퇴직은 노령연금과도 관련이 있다. 노령 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면 연금 수

급에 제한을 받는다. 1982년에 발간된 보고서 「탄광산업 종사자의 퇴직

연금 및 퇴직급여(Age of retirement and retirement benefits in 

coal mines)」에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유연화를 법제화할 것을 강

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 고용주, 근로자가 취해야 할 접근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ILO, 1982). 이후 ILO는 퇴직 연령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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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 수급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에 근거하여 정의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96년에 ILO에서는 1950년에서 1990년 사이

의 산업국가에서의 퇴직 연령과 퇴직 기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OECD 24개 국가의 퇴직 연령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 퇴직 연령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현상과 관련

하여 은퇴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ILO, 1996).

나. 퇴직연금과 퇴직급여 그리고 연금 개혁

ILO는 적정한 연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ILO 협

약 102호, ILO권고 202조 등). 1997년에 발간된 「연금제도(Pension 

schemes)」 보고서에 의하면 연금에 대해서는 공공연금과 민간연금, 연

금의 가치, 연금 자격 조건과 자격 기간에 따른 급여 계산, 연금 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

에 비례하는 연금의 성격상 저임금 근로자는 노후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

받기 어려우므로 최저 연금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 연금은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 수준의 변동에 따라 조정 비율

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ILO, 1997). 

이후 1998년에는 연금 개혁에 관한 보고서가 연달아 발간되었다. 우선 

연금의 운영 체계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금의 개인 보장 

수준 확대(An operational framework for pension reform: 

Extending personal coverage of pensions, 1998a)」,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An operational framework for pension reform: 

Governance issues, 1998b)」, 「연금 개혁의 적절성과 사회 보장 원칙

(An operational framework for pension reform: Adequa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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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principles in pension reform, 1998c)」, 「더 나은 연

금 전략을 위한 포괄적이고 정량적인 모델( An operational frame-

work for pension reform: Comprehensive quantitative model-

ling for a better pension strategy, 1998d)」, 「연금제도의 위험(An 

operational framework for pension reform: The risks of pen-

sion systems, 1998e)」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개인적 보장 수준 확대

에 대한 논의는 사회보장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하였다. 연금

은 고령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재택근무 근로자 등을 포괄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ILO, 1998a).

두 번째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에서는 제도에 있어 의사 결정 과정, 

협의 과정, 제도적 준비 및 사회 보장 시스템의 구현과 감독, 관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보험과 공적보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는지를 보기보다는 정부, 경영자, 보험회사가 균형 잡힌 방식

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현실

에 맞게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재의 연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

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ILO, 1998b).

세 번째 연금 개혁의 적절성과 사회보장 원칙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회보호 전략과 연금 개혁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는 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ILO, 1998c). 네 번째로 포괄적이고 정략적인 모델에서는 연

금은 기여자와 수혜자와 재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가용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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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민

감성, 공공 재정에 대한 사회적 조치의 영향과 함께 사회보호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즉, 사회보호 시스템 안에서의 

재분배가 누구에게 혜택이 되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에 대한 부분

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합

의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의 단계이며, 잠재적 재정, 경제적 재분배, 분

배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ILO, 

1998d).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의 위험에 대해서는 출생과 사망에 대한 인구학

적 위험, 경제적 위험, 정치적 위험, 제도적 위험, 개인적 위험에 대해 고

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구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퇴직자의 혜택에 대한 약속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는 퇴직 

연금액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시

해야 한다. 제도적 위험에 대해서는 정치적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교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적 

위험에 대해서는 장기간 실업 상태나 직업 경력 단절과 같은 위험이 발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ILO, 1998e). ILO는 이 외에도 연금 개혁

에서 젠더적 관점을 견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노동조합의 역할, 연금 

개혁에 있어 정부와 근로자, 고용주가 사회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ILO, 2004,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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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과 양질의 노동

ILO에서는 고령화 대응에 대한 연령 정의와 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 보

고서 이외에도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슈, 건강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1999년 발간된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고령화 및 노동시장

(Ageing and labour markets for older workers)」 보고서에서는 세

계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더 높아지고 수명도 더 늘어남에 따라 노

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과 고령으로 인해 발생

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직장 내 고령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관행을 검토했다. 나아가 고령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특히 여성 노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지적하였으며, 조

기퇴직보다는 유연한 퇴직 모드를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고용 형태 중 일부는 고령자가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은 고령 근로자를 차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롭게 형성된 고용이라는 목표

를 가지고 고령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퇴직 연령을 연장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연금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받아들여 모든 구직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이 촉

진되어야 하고 그들의 개발되지 못한 잠재적 노동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

다. 고령 노동자에게도 훈련과 투자를 해야 하며, 고용주들은 고령 노동

자가 훈련을 받은 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을 고

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ILO, 1999, p. 33).

한편 2002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세계고령화의회에도 ILO는 

「고령화 인구를 위한 포용 사회: 고용과 사회 보호 과제」라는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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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고령 근로자가 원하면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생활에서 점진적인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전환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

록 하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경

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사이에 고령화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공

유하고 사회적 이전 시스템에서 재정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유지되도록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관리를 증진하여야 한다(ILO, 2003, p. 4).

2012년에는 ILO는 유럽 국가 노인들의 건강과 장기 요양의 재정적 부

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Can the European elderly afford 

the financial burden of health and long-term care: Assessing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보고서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건

강과 장기적인 치료에 대한 공공 지출 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의료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정적 상황을 악

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건강한 노

인은 건강하지 않은 노인보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이는 건강 불

평등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 중에서도 취약 계층에 있는 노인의 

경우 효율적인 사회 건강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건강 및 장

기치료의 지원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하고, 서비스의 경제성, 가용성 및 제공을 보장하고, 필요한 노인에게 적

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품질을 개선해야 하며, 보호자도 사회보장 시스템

에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ILO, 2012,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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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결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을 핵심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함으로써 소

결을 갈음하고자 한다.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담론은 인구 고령

화의 잠재력을 개인과 사회가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발전된 접근 방안으

로 인정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적 노화

(Active Ageing)가 공론화되면서 노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어젠다가 되었다. 활동적 노화 개념에 

대해서는 WHO, OECD, EU 등 국제기구별로 다른 접근을 보였다. 

WHO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데 반해 OECD와 EU는 근로활동 장

려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발전시켰다. WHO는 이 개념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차원의 사회 참여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보장 강화 또한 강조하

였다. OECD는 고령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해 적합한 일자

리를 개발하고, 전 생애에 걸쳐 기술을 재습득하고 지식과 기술 접근성을 

위한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EU는 나아가 활

동적 노화 담론을 고령자의 고용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대’, ‘사

회적 지속가능성’ 등의 논의로 발전시켰다.  

연금 개혁 논의는 재정 안정화 입장이 지배적이다. OECD, ILO, EU 

등 국제기구는 지금까지 개별 국가에 연금 수령 연령 연기, 유연한 퇴직 

모드 설계, 조기 은퇴 유인 차단 등의 다양한 방안을 권고하며 재정 안정

화를 촉구해 왔다. 개혁 프레임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ILO와 OECD는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크레디트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을 권고하였다. 

인구 고령화는 국제사회의 성장 전략에서도 핵심적으로 고려되고 있

다. 유럽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안된 EU의 리스본전략에서는 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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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 취업 증진, 절대빈곤층 감축, 연구와 혁신 투자 확대에 구체적인 달

성 목표를 제시했다. ‘EUROPE 2020 전략’(EU)에서는 스마트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 또한 고령자 

고용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리스본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합의이

다. 한편 가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

한 어젠다 2030’에서도 가입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에 주목하며, 발전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부터 지

원’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수평적, 수직적, 세대 간의 정의를 강조했다. 이

러한 국제사회의 성장 전략에서는 경제와 사회 전반의 발전과 함께 빈곤 

완화, 포용적 성장 등 사회 연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서비스

의 비용효과성 확보 및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감축이 OECD, WHO를 중

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생활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건강에의 자기 책임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시설요

양의 수요를 재가 요양으로 전환하는 정책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비공식 돌봄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

와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WHO를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다.  특히 후기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대응 체계 구축은 시

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WHO, OECD는 각각 「국제치매공동대응계

획(WHO)」, 「Global Dementia Observatory(WHO)」, 「Adressing 

dementia: OECD의 대답’(OECD)」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치매 환자

와 가족, 그리고 공식·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과 

질병 관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 및 관련 연구개발을 장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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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제기구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과정에서 노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노

인들이 고용시장에 통합되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 기간 연장과 자

아실현을 위한 중고령자 재교육, 보충교육 확대 또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

로 제시되었다. 또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을 주

문하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기,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사적 노후 

대비 강화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효과성 확보와 치매로 대표되는 노

인성 질병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제3절 국제기구 고령화 담론의 경향성 분석: 
텍스트 마이닝

  1. 분석 개요

본 분석의 목적은 국제 사회의 고령화 대응 전략이 시기에 따라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를 전반적인 수준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요 다섯 개 국제기구인 OECD, WHO, UN, ILO, EU에서 생산한 고령

화 대응 관련 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의 구축을 위해 1981년부터 2018까지 총 38년간을 조사 범

위로 하여 앞서 언급한 다섯 개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공식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고령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보고서를 수집하였으

나, 전자문건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일부 보고서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아울러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실제 분석에는 보고서 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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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서론, 요약, 결론 부분

을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

에 대한 기술 통계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분석 대상 보고서의 기구 

및 시기별 분포를 중심으로 이를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 분석을 다룬다. 본 분석에서는 키워드 추출

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TF-IDF(term fre-

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텍

스트 마이닝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타의 키워드 추출 방식과 마찬가지로 

TF-IDF 방식 또한 특정 문서에서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와 해당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고유하게 출현하는 수준을 함께 활용해 특정 단어의 고유

성을 계측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먼저 시기 및 국제기구

별 키워드의 차이를 각각 검토하여 고령화 관련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주

요 키워드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본 분석에서는 연구 목적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키

워드인 참여, 책임, 지원, 통합 관련 단어의 시기 및 국제기구별 출현 양

상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참여와 관련성이 있는 단어로 ‘active’, 

‘participation’, ‘participate’를 선택했으며, 책임과 관련된 단어는 

‘responsibility’, ‘obligation’, ‘duty’를, 지원과 관련된 단어는 

‘support’, ‘aid’, ‘assist’, ‘help’를, 통합과 관련된 단어는 ‘inclusion’, 

‘integrate’, ‘integration’, ‘include’를 선택하였다.

분석의 세 번째 단계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다. 토픽 모델

링은 분석 대상 텍스트의 단어 출현 구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인 토픽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이라는 토픽이 있다면 관련 단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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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불평등’, ‘건강’ 등의 단어가 다른 텍스트에 비해 높은 수준으

로 함께 제시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인 자살’이 주제인 텍스트가 있다

면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함께 출현하는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은 이와 같이 하나의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단어들의 빈

도 구조에 드러나는 패턴을 바탕으로 토픽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토픽 모델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잠재디리클레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잠재 구조를 다루는 분석의 특성상 가장 적합한 유형 수를 특정하는 방

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유형 수를 3개부터 20까지 순차적으

로 변화시켜 결과를 검토하여, 의미상 타당성이 높은 모형을 선택하는 시

도를 하였다. LDA를 통해 도출되는 각 토픽의 고유한 의미를 드러내는 

핵심어와 특정 토픽에 속하는 전형적인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토

픽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추출된 토픽의 시기적 분포 변화를 검토하여, 시기에 따른 노령 

관련 주제의 변동을 관찰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과정을 통해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고령사회 대비 전략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2. 분석 결과

가. 기술 통계

<표 2-3-1>은 분석 대상 문서의 시기별 분포를 전체 및 국제기구별로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보고서는 총 831건이며, 보고서 가운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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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OECD로 분석에 총 312건의 보고서가 활용되

었다.15) ILO는 총 216건으로 두 번째로 분석 대상 보고서가 많았다. 이

들 두 국제기구가 상대적으로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나 복

지국가의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져 왔다는 점이 보

고서 빈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경우 분석 대상 보고서

가 가장 적었으며, 총 45건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3-1> 분석 대상 문서의 시기별 분포
(단위: 건)

15) 본 분석에서는 OECD, UN, WHO, EU, ILO의 공식 문서 중 ‘인구 고령화 대응’ 관련 

주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을 제공하는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공식 문서를 

제공하는 각 국제기구의 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 제목에 ‘ageing’, ‘age’, ‘elderly’, 

‘pension’, ‘long-term care’ 등의 문구가 포함되는 문서를 수집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의 목표는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기조를 확인하

는 것이므로, 핵심적 내용이 강조되는 요약, 서론, 결론 부분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

서의 분량이 적거나(15페이지 이하) 요약, 서론, 결론 등이 구분되지 않는 문서는 전문

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편의상 전자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문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전자자료 제공이 보편화된 2000년대 이후 자료들이 분석대

상에 더 많이 포함된 것을 분석의 한계로 밝힌다. 

연도 전체 OECD UN WHO EU ILO

1981 8 1 0 7 0 0

1982 6 0 1 4 0 1

1983 2 0 0 2 0 0

1984 1 0 0 1 0 0

1985 1 0 0 1 0 0

1986 4 0 1 3 0 0

1987 5 0 1 4 0 0

1988 3 0 0 3 0 0

1989 8 2 1 4 1 0

1990 2 0 0 2 0 0

1991 4 1 0 2 1 0

1992 4 0 4 0 0 0

1993 7 1 0 5 1 0

1994 6 0 0 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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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그림 2-3-1]은 분석에 활용된 보고서의 시기별 빈도를 제시한 것이

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분석 시기 전반에 걸쳐 관련 보고서의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는데, 특히 2008년을 기점으로 빈도가 급

증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2012년에 출현 빈도가 정점을 찍으면서 이후 

다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 전체 OECD UN WHO EU ILO

1995 11 3 0 6 1 1

1996 8 1 0 6 0 1

1997 12 5 2 3 1 1

1998 24 6 0 7 3 8

1999 21 2 1 7 9 2

2000 31 5 0 11 12 3

2001 33 5 5 8 13 2

2002 40 3 1 12 22 2

2003 35 5 0 6 21 3

2004 32 9 0 6 16 1

2005 30 8 0 8 14 0

2006 30 10 1 3 16 0

2007 47 20 5 6 15 1

2008 55 18 0 13 22 2

2009 43 22 3 3 13 2

2010 40 9 0 3 27 1

2011 38 13 2 3 19 1

2012 63 13 2 14 31 3

2013 31 6 3 5 16 1

2014 34 9 2 10 12 1

2015 33 14 2 4 11 2

2016 30 7 2 11 8 2

2017 22 4 4 9 5 0

2018 33 6 8 10 5 4

합계 831 312 45 207 5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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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기

였으며, 2012년은 유럽의 재정 위기로 촉발된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산되

던 때이다. [그림 2-3-1]에서 2008년과 2012년에 관련 보고서의 빈도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성의 상승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는 노후 세대의 빈곤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재정적 압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 전략이 활발하게 도

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3-1〕 분석 대상 보고서 수의 시기별 변화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그림 2-3-2]는 분석 대상에 속하는 모든 자료에서 주요 빈출 단어를 

뽑아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표현한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특별

한 의미가 없는 문법 성분이나 전체 출현 빈도가 20번 미만인 단어는 제

외하였다.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폰트를 크

게 하고 중앙에 위치하게 처리하였다.

[그림 2-3-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중앙에 위치한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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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 ageing, population, pensions, retirement 등의 단어

가 주요 빈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분석의 대상이 국제기구가 생

산한 고령화 관련 보고서라는 특징이 포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3-2〕 분석 자료 전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그림 2-3-3]은 국제기구별로 나누어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특성에 따라 주요 빈출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OECD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대상 보고서의 양이 

많았는데, 주요 단어의 분포를 볼 때 노후 보장과 관련한 포괄적인 논의

가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금성 사회보장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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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pensions)과 서비스 보장과 관련한 내용(care) 등이 함께 중

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면서, 공공(public)과 민간(private)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의 경우는 ‘population’, ‘order’, ‘ageing’과 같이 인구학

적 변동을 뜻하는 단어들이 빈번히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

엔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동 및 고령화의 진행과 관련한 내용이 보고서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WHO는 ‘health’, ‘care’, ‘life’, ‘dementia’와 같은 건강 관련 단어

가 주요 빈출어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HO는 기구의 성격상 

고령화와 관련해 주로 고령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고령화와 유관한 유럽 사회의 변동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이슈와 관련된 단어들이 주요어로 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European’, ‘pensions’, ‘employment’, ‘care’ 등의 단어가 중

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체계의 확립에 관심이 높은 ILO의 경우 노후 

보장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성이 높은 ‘social’과 같은 단어가 최빈출 단어

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security’, ‘protection’, ‘benefit’과 같

은 사회보장의 수급권과 관련된 단어가 주요 빈출어로 포착되는 것은 기

구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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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국제기구별 워드 클라우드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지금까지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 대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검토 방법인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았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분석 대상 보고서 전

체의 핵심 빈출 단어를 검토하고 탐색적인 수준에서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빈출 단어가 달라짐을 확인했다. 

그러나 단순히 단어의 출현 수준만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

다. 단어의 출현 수준도 중요하지만 단어가 지니는 상대적 고유성을 함께 

다뤄야 해당 텍스트의 키워드를  타당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어지는 키워드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시기 및 국제기구

별 키워드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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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워드 분석

  (1) 시기별

<표 2-3-2>는 자료 수집 대상 시기를 10년 단위 총 4개로 나누어 시기

별로 해당 자료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TF-IDF 값이 큰 순으로 

단어를 나열하였다. 키워드의 성격을 높게 지니는 단어들의 조합을 통해 

시기별 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령화 관련 보고서의 양이 적은 1980년대의 경우는 뚜렷한 의미

를 지닌 단어가 포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어지는 1990년대에는 

주로 연금 및 연금 개혁과 관련된 단어가 키워드로 포착되는 양상을 보인

다. 이 시기에는 ‘pensions’와 아울러 ‘market’, ‘reform’, ‘capital’ 등

의 단어가 키워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단어는 고령화 수

준의 심화에 따른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

혁과 시장의 역할을 더불어 강조하는 정책 기조(capitalization)를 살펴

볼 수 있는 조합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단어가 주요어로 포착되는 것

은 2000년에 들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2010년대에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연금 관련 이슈가 제시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 노인 건강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주제어가 새롭게 등

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을 의미하는 ‘LTC’나 

‘Alzheimer’s’ 등이 중요한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고령화의 심화와 기대 여명의 연장 등으로 기존의 현금성 보장 체계인 연

금과 별개로 의료, 돌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시기적 특성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기별 키워드 비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소 상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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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기구를 한꺼번에 다루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OECD와 같이 분석 보고서의 다수를 구성하는 국제기구의 특성이 반영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3-2> 시기별 주요 키워드 비교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handica
pped

0.00225
intellect

ual
0.00128 pensions 0.00143 ltc 0.00128

manpow
er

0.00095 pensions 0.00089 market 0.00076 pensions 0.0012

unite 0.00091 seminar 0.00079
investme

nt
0.00067

remuner
ation

0.00067

fiji 0.00078 reform 0.00079 shall 0.00054 tax 0.00066

censuses 0.00074 market 0.00063 reform 0.00050
alzheime

r1
0.00062

smokele
ss

0.00065 savings 0.00051 average 0.00048 july 0.00058

tabulatio
ns

0.00065 capital 0.00049
commiss

ion
0.00046 market 0.00051

subjects 0.00061 funded 0.00048 article 0.00045 across 0.00050

marital 0.00052
investme

nt
0.00041 assets 0.00044 relief 0.00048

countrie 0.00048 assets 0.00037
projecti

on
0.00043 low 0.00048

eb69 0.00048 debt 0.00036 july 0.00042
stakehol

ders
0.00047

senile 0.00048 partial 0.00035 defined 0.00042 officials 0.00047

ia 0.00035 paper 0.00035 low 0.00040
contract

ing
0.00046

thirty 0.00035
psychiat

ry
0.00033 paper 0.00037 article 0.00045

urged 0.00032 saving 0.00033 effect 0.00036 scheme 0.00044

world’s 0.00028 pay 0.00032
insuranc

e
0.00036

challeng
es

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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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2) 국제기구별

<표 2-3-3>은 국제기구별로 나누어 키워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

타낸다. 앞서 [그림 2-3-3]의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살펴본 국제기구 간 

비교는 출현 빈도에 기반한 것이지만, TF-IDF의 경우는 출현 빈도의 상

대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엄밀하게 상대적인 고유성이 

높은 주제어를 포착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pension’, ‘ageing’과 

분석 대상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히 노출되는 단어의 경우 고유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연금 주제를 다루더라도 세부

적인 차원에서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가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OECD의 경우 <표 3-3-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령과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biomedi
cal

0.00026 low 0.00031
projecti

ons
0.00036

coverag
e

0.00042

nation 0.00026 scheme 0.00031 abuse 0.00036 shall 0.00042

oral 0.00026
insuranc

e
0.00030 scheme 0.00035

dementi
as

0.00042

plenary 0.00026 model 0.00030
expendit

ure
0.00035

investme
nt

0.00041

gerontol
ogy

0.00025
coreside

nce
0.00030 tax 0.00033 access 0.00040

census 0.00024 defined 0.00029
occupati

onal
0.00033

expendit
ure

0.00040

courses 0.00024 tax 0.00028
remuner

ation
0.00033 update 0.00040

says 0.00024 latin 0.00028 across 0.00032
commen

tary
0.00039

smokers 0.00024 markets 0.00027 funded 0.00031 staff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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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어려움을 뜻하는 단어들(‘dementia’, ‘debt’, ‘clinical’, 

‘resident’)과 이에 대한 개입 전략과 관련된 단어(‘tax’, ‘annuity’, 

‘scheme’, ‘bonds’)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 

빈도로 보았을 때도 OECD 보고서는 현금, 서비스 급여나 전달체계의 혼

합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포착되었는데, 키워드 분석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경우 지역과 관련된 단어(‘pacific’, ‘asia’, ‘caribbean’ 등)가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으며, 인구학적 이슈나 가족 구성 혹은 돌봄 등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들(‘fertility’, ‘familial’, ‘birth’, ‘caregiver’, ‘tfr 

(total fertility rate)’)이 주제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엔의 경우 구체화된 정책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인구구조

의 변화, 가족의 변화와 같은 큰 틀에서 고령과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WHO는 기구의 설립 목적상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가 신체 및 정신 건

강, 건강 행동 등과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고유어 수준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인 ‘dementia’, ‘oral’, ‘intellectual’, ‘noncommuni

cable’ 등은 모두 특정 건강 영역이나 질환의 특성을 드러내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nongovernmental’, ‘community’, ‘maltreatment’, 

‘caregiver’ 등은 의료서비스나 관련 전달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단어인 

것으로 보인다.

EU는 워드 클라우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와 관련되어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 주제어가 포착되기보다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

요 주제어로 포착되었다. EU 보고서에 드러나는 고령화 대응 전략의 방

향성은 좀 더 세부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령화와 

관련한 키워드가 명확하게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은 EU의 고령화 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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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여타의 사회정책과 아울러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성이 짙다는 

함의를 준다.   

ILO는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전통적인 정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자의 정책 참여와 권리 보호와 관련된 단어가 주요 핵심어로 포착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tripartite’, ‘union’, ‘dialogue’ 등은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수립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성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표 2-3-3> 국제기구별 주요 키워드 비교

OECD UN WHO EU ILO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dement

ia
0.00205 pacific 0.0011

dement

ia
0.0037 directive 0.00186

privatiz

ation
0.00217

annuity 0.00075 dividend 0.00102 oral 0.00187
remune

ration
0.00177 tripartite 0.00206

liabiliti

es
0.00071 asia 0.00075

intellec

tual
0.00176 servants 0.0015 partial 0.00164

annuiti

es
0.00071 madrid 0.00069

nonco

mmuni

cable

0.00128 brussels 0.00142 dialogue 0.00094

debt 0.00069
caribbe

an
0.00068

palliati

ve
0.00102

correcti

on
0.00141 scheme 0.00090

tax 0.00067 fertility 0.00064 elder 0.00096
weighti

ngs
0.00134

actuari

al
0.00078

resident 0.00061
affiliati

on
0.00058 disaster 0.00089

coeffici

ents
0.00128

organiz

ations
0.00072

fees 0.00059 familial 0.00052

nongov

ernmen

tal

0.00083
propos

al
0.00101 unions 0.00069

asset 0.00059

instituti

onaliza

tion

0.00052 cancer 0.00079 finances 0.00101
prepar

atory
0.00067

contrac

ting
0.00058

spendi

ng
0.00048 smoking 0.00076 scenario 0.001 debts 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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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OECD UN WHO EU ILO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comme

ntary
0.00048 america 0.00048

organiz

ations
0.00075 shall 0.00097 imf 0.00064

assets 0.00048
caregiv

ers
0.00048

commu

nity
0.00072

supplem

entary
0.00097

assemb

ly
0.00063

portfolio 0.00048 migrants 0.00046
maltrea

tment
0.00067 annex 0.00094 partners 0.00061

scheme 0.00047 latin 0.00046 healthy 0.00065 eurostat 0.00092
paradig

matic
0.00060

clinical 0.00047 migrant 0.00045 dental 0.00063 belgium 0.00085
account

holders
0.00056

scenario 0.00046
organiz

ations
0.00045

multise

ctoral
0.00061

luxemb

ourg
0.00082 sassa 0.00052

investo

rs
0.00046 children 0.00044 pacific 0.00058 officials 0.00076 timor 0.00052

bonds 0.00045 world1 0.00043
caregiv

ers
0.00056 july 0.00075

controv

ersy
0.00049

return 0.00044
coresid

ence
0.00042

assem

bly
0.00056 debt 0.00074 ilc 0.00049

spendi

ng
0.00043 asian 0.00042 western 0.00056 parities 0.00072

maced

onia
0.00049

employ

ee
0.00042 births 0.00041 clinical 0.00056

spendi

ng
0.00070

reversi

ng
0.00049

profici

ency
0.00042 live 0.00040

advoca

cy
0.00053

projecti

on
0.00069 tier 0.00047

equities 0.00041
commu

nicable
0.00039 diseases 0.00053

applica

ble
0.00068 sweden 0.00046

net 0.00041 tfr 0.00039 geneva 0.00052
allowan

ce
0.00063

mauriti

us
0.00045

saving 0.00041
recogni

ze
0.00038 director 0.00051

budget

ary
0.00062 software 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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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픽 분석

  (1) 토픽 추출 결과

지금부터는 LDA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잠재 구조를 다루는 토픽 모델링 기법의 특성상 

모형(토픽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석에서 중요한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픽 수에 변화를 준 결과 토픽 수를

9개로 했을 때 의미상 타당성도 있으면서 비교적 안정된 결과가 도출되

었다. 토픽 수를 8개로 했을 때, 의미가 상이한 내용이 하나의 토픽에 포

함되는 경우가 생겼으며, 10개로 했을 때는 유사한 내용이 별도의 토픽으

로 나눠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분석은 토픽수를 9개로 설정한 결

과이다.

[그림 2-3-4]는 토픽 수를 9개로 했을 때 각 토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주요어를 제시한 것이다. 막대그래프의 길이는 해당 단어가 특정 토픽에 

속하는 고유성을 의미하는 베타(beta)값을 의미하며, 빈도수가 높은 순으

로 정렬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베타값과 빈도는 정적 상관이 있으

나, 그 관련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단어가 토픽

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정도와 출현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유의미성을 검

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토픽의 구체적인 의미는 주요어의 구성과 더불어 아래에서 제

시할 각 토픽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텍스트의 내용 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

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각 토픽의 의미는 해당 토픽과 관련성이 높은 보고

서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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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토픽별 상위 주제어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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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는 각 토픽별로 관련성이 높은 보고서의 제목을 다섯 개까

지 제시한 것이다. 관련성이 높은 보고서는 각 토픽에 속할 수준을 의미

하는 감마(gamma)값이 가장 높은 보고서를 토픽의 주제를 드러내는 전

형적인 사례로 간주하였다.

먼저 토픽1의 경우 연기금 운용과 관련된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2-3-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픽1에서 가장 고유성이 높으면서 빈

도 수준 또한 높았던 대표적인 단어는 ‘fund(s)’, ‘investment’, ‘assets’ 

등이었다. <표 2-3-4>에 제시된 보고서의 제목에서도 연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주요하게 포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픽2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주제로 보인다. 토픽2의 경우 

상위 주제어가 ‘member’, ‘European’, ‘social’ 등으로 주제를 명확하

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보고서 예시를 통해 볼 때, 연금을 둘

러싼 주요한 정책적 이슈, 그 가운데서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3은 고령자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토픽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픽3

의 상위 주제어는 ‘care’, ‘health’, ‘WHO’, ‘service’ 등이었는데, 이는 

WHO를 중심으로 노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가 여

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픽4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4의 주요어는 

‘care’, ‘health’, ‘dementia’, ‘ltc’ 등이었으며, 실제 보고서의 내용도 

주로 장기요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예제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토픽5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및 관련 예산 추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픽을 구성하는 주제어 검토에서 ‘popula 

tion’, ‘expenditure’, ‘increase’, ‘projection’ 등이 주요하게 포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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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는 토픽5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박과 관련 변화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전형성을 드러

내는 보고서 또한 인구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토픽6은 연금의 기여 및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픽6의 주요 주제어는 ‘tax’, ‘remunera 

tion’, ‘contributions’였는데, 이는 연금의 재정 원천과 관련성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토픽7은 사적연금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요도

가 높은 주제어로 포착된 ‘retirement’, ‘financial’, ‘private’ 등이 해

당 토픽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픽7은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다층적(multi-pillar) 보장 체계의 구축과 관련성

이 높은 토픽이라고 할 수 있다.

토픽8은 특정한 주제라기보다는 노후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주제어도 ‘older’, ‘ageing’, ‘age’ 등

으로, 특정한 내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 토픽 모델링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의 주제로 특정하기 어려운 토픽이 포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해당 경우는 하나의 독립적인 토픽으로 다루기 어려운 군소 논의나, 선명

성이 낮은 일반적 논의로 구성된 텍스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큰 의

미가 없을 수 있다. 

끝으로 토픽9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주제인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 주제어 가운데 ‘workers’, ‘work’, ‘labour’, ‘employment’ 

등 노동과 관련된 단어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보고

서의 내용 또한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나 노동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주

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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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토픽별 주요 보고서 예시

토픽 감마 제목

1 0.9999 Trends in Large Pension Fu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1 0.9998 Sovereign wealth & pension fund issues

1 0.9998 Sovereign Wealth and Pension Fund Issues

1 0.9966
Pension Fund Demand for High-quality Long-term Bonds : 

Quantifying Potential “Scarcity” of Suitable Investments

1 0.9876
Pension Fund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Results from 

an ALM Optimisation Exercise

2 0.9997

Speech: Closing address,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 (CEIOPS) Conference 

2007 ‘View from the Top’

2 0.9952
Press Release: Pension taxation: Commission tackle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pension  funds in six Member States

2 0.9745
Press Release: Sustainable pensions : Commission launches 

plan to modernise pensions in Europe

2 0.9572 Speech: Sustainable Pensions for Europe  the  need for action

2 0.9409
Press Releas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key to responding to 

demographic ageing

3 0.9997 First report of Committee A (A65/50, 2012)

3 0.9996
Strengthening of palliative care as a component of integrated 

treatment within the continuum of care 

3 0.9996
Strengthening of palliative care as a component of 

comprehensive care throughout the life   course 

3 0.9996

Summary report on the intercountry workshop on ageing and 

health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Cairo, Egypt, 2022 

September 2011 

3 0.9995 Second report of Committee B: (draft) (A58/58, 2005)

4 0.9995 Integrating care for the frail elderly

4 0.9993
Measur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in Institutional and 

Community Settings

4 0.999
Public reporting in health and long-term care to facilitate 

provider choice 

4 0.9989 Addressing Dementia : The OEC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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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감마 제목

4 0.998
Working Group on Health Care of the Elderly, Manila, 

Philippines, 18-24 August 1981 : report 

0.9999
The 2012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5

5 0.9998

The 2009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for the EU-27 Member States 

(2007-2060)

5 0.9998
The 2015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 Methodologies

5 0.9997 Pensions in Europe: expenditure and beneficiaries

5 0.9953 Social protection in Europe: expenditure on pensions

6 1.0000
The tax treatment of employees’ contributions to foreign 

pension schemes

6 0.9999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djusting the correction 

coefficients applicable to the remuneration and pensions of 

officials and other servants of the European Union

6 0.9998

Report on data pertaining to the budgetary impact of the 2017 

annual update of remuneration and pensions of the officials 

and other servants of the European Union

6 0.9998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data pertaining to the budgetary impact of the 2016 

annual update of remuneration and pensions of the officials and 

other servan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correction 

coefficients applied thereto

6 0.9998

Report on data pertaining to the budgetary impact of the 2018 

annual update of remuneration and pensions of the officials 

and other servants of the European Union

7 0.9996
Coverage of Private Pension Systems : Evidence and Policy 

Options

7 0.9995
Decomposing Notional Defined-Contribution Pensions : 

Experience of OECD Countries’   Reforms

7 0.9993
Private pensions and the financial crisis : How to ensure 

adequate retirement income from DC pension plans

7 0.9819 Coverage of Funded Pension Plans

7 0.9474 Life-Expectancy Risk and Pensions : Who Bears the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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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2) 토픽의 시기별 분포

지금까지 전체 분석 기간을 대상으로 출간된 보고서의 핵심 토픽을 검

토하였다. 여기서는 추출된 토픽이 시기에 따라 어떤 비율 변화를 보이는

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는 9개 토픽에 대한 개별 보고서의 감마

값 가운데 가장 큰 수치를 보이는 토픽에 해당 보고서가 포함된다고 보았

다. 이는 요인 분석에서 가장 큰 요인부하(factor loading) 값으로 연결

된 잠재변수에 특정 문항이 연결된다고 가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단, 특

정 보고서의 감마값이 전체 감마값의 평균보다 다 낮은 수준인 경우 어느 

토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2-3-5>는 토픽의 시기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각 셀은 토픽과 

토픽 감마 제목

8 0.999 Ageing of the latin american population

8 0.9884
Living arrangements and support among the elderly in 

South-East Asia: An introduction

8 0.9786 Census data for studying elderly populations

8 0.9707

The demography of Asian ageing: Past accomplishments and 

future challenges for Asia, population ageing lies almost 

entirely ahead

8 0.9698
Fertility transition and population ageing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9 0.9999 Sustainable work and the ageing workforce

9 0.9994 What does age have to do with skills proficiency?

9 0.9946
Working and ageing: Emerging theories and empirical 

perspectives

9 0.9845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of different ages

9 0.9801
Working and ageing: The benefits of investing in an ageing 

workforce



제2장 인구 고령화 현상과 국제기구의 고령화 공동 대응 99

시기별 보고서의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간별 토픽 비율을 퍼센트로 관

호 안에 표기하였다.

1980년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픽은 고령 집단의 건강 관

련 이슈(토픽3)이었다. 다음으로 고령화 관련 일반적인 이슈(토픽9)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

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양이 적고 토픽의 구성 또한 명징한 시기

적 특성을 보여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보고서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의 경우 연기

금 운용과 관련된 주제(토픽1)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해당 토픽은 같은 기간 전체 토픽 가운데 약 23.3%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서비스에 대한 토픽(토픽3) 또한 이 시기에 

21.7%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토픽2)가 2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2가 이전 시기에는 큰 비

중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부터는 각 토픽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연기금 운영(17.7%), 의료서비스(13.9%), 사적연금(10.5%) 등의 주제가 

순차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시점인 2010년대는 고령화 관련 대응의 다원성이 더욱 공고

해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연기금 운용에 대한 토픽 비율이 낮아지

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제가 이전 시점보다 비중이 늘어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의료

서비스(토픽3)와 장기요양(토픽4)의 비중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 최근에 국제기구의 고령

화 대응 전략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타의 토픽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토픽8의 비중이 커진 것 또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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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와 관련한 새로운 주제들이 이 시기에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토픽 구성을 중심으로 시기별 차이를 검토한 결과 명확한 변화 구조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전반적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을 총량적 수준

과 내용적 수준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총량적 수준에서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관련 전략이 보고서의 전체적인 양과 주제의 종류 양 측면에

서 꾸준하게 증가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1980년대의 

잠재기, 1990년대의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 활성화기, 2000년대의 논

의의 다원화기, 2010년대의 돌봄 정책 강조기로 대응 전략이 변천되어 

왔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5> 시기별 토픽 구성
(단위: 건, %) 

토픽
시기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1
(연기금 운영)

5
(12.2)

30
(23.3)

69
(17.7)

14
(4.9)

2
(연금 지속성)

0
(0.0)

10
(7.8)

79
(20.3)

49
(17.2)

3
(의료서비스)

14
(34.2)

28
(21.7)

54
(13.9)

58
(20.4)

4
(장기 요양)

3
(7.3)

7
(5.4)

18
(4.6)

27
(9.5)

5
(추계)

0
(0.0)

8
(6.2)

37
(9.5)

17
(6.0)

6
(기여 조정)

6
(14.6)

5
(3.9)

29
(7.4)

20
(7.0)

7
(사적연금)

1
(2.4)

8
(6.2)

41
(10.5)

39
(13.7)

8
(기타)

9
(22.0)

19
(14.7)

26
(6.7)

34
(11.9)

9
(고령자 고용)

3
(7.3)

14
(10.9)

37
(9.5)

27
(9.5)

전체
41

(100)
129
(100)

390
(100)

285
(100)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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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본 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섯 개 주요 국제기구의 고령화

와 관련 보고서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은 크게 키워드 추출과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시기별, 국

제기구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

을 바탕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의 성격이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전략

을 제시하고 있는 두 국제기구는 OECD와 WHO였다. OECD는 고령사

회 대응과 관련해 현금, 서비스, 복지 혼합 전달체계와 관련된 비교적 포

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WHO는 의료, 장기요양과 같은 서비스

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ILO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운영

에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인구학적 변동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령화 관련 논의를 진행

해 온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EU는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여타의 사회제도와 더불어 고령사회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된 논의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총량적인 수준에서 도출되는 전략의 

양적 수준이 19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내용 측면에

서도 주제의 다원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정

책 수요가 커지는 상황과 기대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현금 

중심의 고령 정책에서 포괄적인 생활 보장 정책으로 전환되는 상황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의 전통적인 돌봄 수행 역량이 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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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황에서 돌봄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성이 갈수록 요구되는 상황과

도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략의 다원화는 연금과 같은 현금성 

보장과 의료, 장기요양과 같은 서비스 보장의 차원, 그리고 국가의 책임

과 시장 혹은 개인의 책임을 혼합하는 차원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것

으로 보인다.

셋째, 본 분석은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고령화사회 대응 전략의 양적 

팽창과 복잡성의 증가라는 흐름 가운데서 관련 전략의 시기적 구분을 탐

색적 수준에서 다뤘다. 즉, 국제사회의 고령사회 대응 전략은 잠재기

(1980년대), 활성화기(1990년대), 전략 다원화기(2000년대), 돌봄 강조

기(201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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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선험 국가 분석의 틀

현재 국제사회의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인 활동적 노

화(Active Ageing)는 노인들이 가진 자원과 잠재력에 최우선 가치를 부

여한다. 수동적, 의존적 노인상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노인상으로 대체

되고, 노동시장은 물론 사회 다양한 영역의 노인의 참여가 적극 권장된

다. 인구정책의 목적이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문제의 미래 

대응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은 세대 간, 

세대 내, 개인과 사회 등 가능한 모든 주체를 활성화시키고, 각 단위의 책

임성 또한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주로 사회정책의 수혜자였던 노인

들이 경제, 정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자기 운명의 개척

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이런 배경에서 노인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

여할 수 있는 존재로 주목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령’ 그 자체보다는 개인

이 가지는 욕구와 특징에 주목하는 ‘연령 통합성’이 중요한 사회 구성 원

리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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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연령 분절과 통합

자료: Riley & Riley. (1994). p. 111.

연령 분절적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노동, 여가의 분절적 이

행 단계를 거쳤다면, 연령 통합적 사회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유효하지 않

다. 활동적 노화 개념에서는 위 그림과 같이 생애주기 전반을 재구성하는 

변화를 요구한다. 개인적 영역 가운데서도 자기 자기개발과 사생활의 영

역이었던. 건강, 교육, 소득 활동 등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정

책적 개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은 이제 새롭게 계속

해서 배워야 하고, 스스로 운명과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오랫동안 유지

해 온 습관, 사고를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즉, 현대 사회는 노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체적 노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서 적극적인 생활을 할 것과 건강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런 배경에서 Kruse와 Wahl은 고령화가 개인과 사회에 가져오게 될 결과

로서, 노인의 자기 책임성이 강화되고, 노인이 사회적 과제와 역할을 부

여받으며, 노인 스스로 자신들의 노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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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Kruse & Wahl, 2010).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적 노화 담론’은 물론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관련 권고는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이 적은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보호 기능 또한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노인정책에서 개인의 책임성 

강화와 동시에 사회의 연대적 책임 강화는 여전히 동등하게 관심을 가져

야 할 요소이다(Backes & Amrhein, 2011).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장기

요양 필요가 있는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

망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갈수록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자원

과 잠재력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자

기책임성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강조되며, ‘연대

성’과는 상호보완적 개념으로 활용되거나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 결정적, 자기 책임적 행동은 사회와 

환경이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전제조건이 된다(Oschek, 2007). 사회

정책에서 주된 수혜자였던 노인에게 자기 책임성이 강조된 것은 오래되

지 않았다. 노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자기 운명의 책임자로서 사

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여를 하고, 역량과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것이 요

구되고 있다. 유의할 것은, ‘자기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개

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의 개인화로 귀결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의 개인화 경향은 현재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

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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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으로 개인의 자기 책임성과 적극적 기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

것이 사회적 보호 기능의 중요성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존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이 존엄성을 유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진

행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 기능은 사회 연대적 

의식에 기초한다. 연대성 개념은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연대공동체에서 

발전해 왔으며, 상호의존성에 근거하여 연대 책임을 지며 상호 원조를 제

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Oschek, 2007). 연대적 행동은 개인의 이익

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도 이해되며, 시민권의 발전과 함께 개인적으로 타

인에 대한 연대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Oschek, 2007). 이는 복지국가적 연대성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객관적 법적 근거에 따른 조건

을 갖추면 인정이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 및 다양한 사회적 지원은 결국 사회가 고령

화 대응 체계 구축 과정에서 연대성에 근거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

로, 변화되는 욕구에 따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역할 설정은 세대 내, 세대 간의 합의에 근거하

는 만큼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고령사회 대응에서 개인과 사회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강

화되는 경향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 

문서의 핵심 주제로 확인된 ‘연금 및 소득보장’, ‘고용’, ‘의료 및 장기요

양’ 정책으로 분류하여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OECD와 EU를 중심으로 연금의 적정 지급 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조화가 강조됐다. 기존 인구 고령화 대응 관련 논의가 연금 지원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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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지만, 갈수록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고려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

금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선진국들

은 세대 간의 연대에 기반한 부과 방식의 공적연금체계를 구축하였다. 인

구구조 변화 속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

행되고 있다. 재정 안정성에만 주력하는 연금 개혁은 연금급여의 적정성

을 확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 또한 주목

받고 있다. 연금제도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Grech 

(2015)는 ‘빈곤 문제의 완화’, ‘소비의 평활화’, ‘세대 간의 형평성’, ‘지속 

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Grech, 2015).

인구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은 1980년대 이후 크게 주목받

기 시작했으며, Active Ageing 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생산연령대 인구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노동 인구는 고령화

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당면해 있으므로 고령인구 고용 확대 정책은 출산

율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드는 초입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정책

은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특

히 능력과 자격 수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

에서 최대한 오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지식과 기술 수준을 습

득하기 위한 재교육, 보충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 및 장기요양 영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고령사회에

서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분류된다. 의존성이 높아지는 후기 고령인구

의 증가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재정 안정

화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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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득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

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험 국가의 고령사회 대응 분석틀을 도식화하

면 [그림 3-1-2]와 같다. 이어 각 분석 내용을 차례로 검토한다. 

〔그림 3-1-2〕 선험 국가 분석을 위한 틀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표 3-1-1> 선험 국가 분석 내용

구분 노후소득보장 고용 의료·장기요양

분석 
내용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연금 수급 개시 

연령, 자동안정화 조치)

- 사적 노후 대비 확대 

정책

- 사각지대 해소 전략

- 중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수요, 공급 유인)

- 중고령자 직업 역량

강화

- 고령자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 재정 안정화 전략 

(보험료율, 자기부담금 

조정)

- 개인적 질병 예방, 

건강관리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확대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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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소득보장

①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

원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필요성이 권고되었고,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률

적인 연금 개시 연령을 제시하는 대신 이를 유연화하여 조기 연금 수급에

는 지급액을 삭감하고, 연기 시에는 연금지급액에 보너스를 제공하여 지

급 연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거시경제지표에 

연금산식을 연동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 또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

면서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주요 선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② 사적 노후 대비 확대 정책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권고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공적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를 전제로 하는 

부과식으로 운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로 소득대체율 하락이 불가피하

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대체제인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고자 한다.

③ 사각지대 해소 전략

ILO와 OECD에서는 사각지대를 사회적 보호나 사회보장이 미흡하거

나 부재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김원섭, 2013, p. 8).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국민연금

의 사각지대는 협의로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또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적절한 가입 이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광의로는 짧은 가입 이력으로 인



112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한 저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정인영, 2015, p. 35). 대표적인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사유에 따라 비근로기간을 가입 기간으

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 돌봄, 군

복무, 직업훈련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대한 가치 인

정 또는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실업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기간 연금

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간을 보상하기도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2. 고용

④ 중고령자 고용 확대 전략(수요, 공급 유인)

최대한 오래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계속적인 근

로활동이 사회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핵심적인 접근 방안은 고령자의 퇴

직을 최대한 늦추거나 실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공급 측에는 근로 유인, 수요 측에는 채용유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실제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⑤ 중고령자 직업 역량 강화

시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이 다르므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보충교육이 필수적이

다. 근로자가 노동 능력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업 수

행과 동시에 교육이 연동되는 모델이 요구되므로, 현재의 교육, 직업훈련 

시스템 전반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⑥ 고령자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중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고령자 친화적 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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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속 가능하게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유지하

기 위해 제도적, 인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3. 의료 및 장기요양

⑦ 재정 안정화 전략(보험료율, 자기부담금 조정)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장기요양 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인상과 서비스에 대한 자기부담금 인상이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활용되

고 있다. 

⑧ 개인적 질병 예방, 건강관리 지원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 및 돌봄이 국

제기구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건강에서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은 근로활동기의 성인들이 노동 능력을 갖추고 최대한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게 할 수 있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과부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⑨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강화(치매 지원 확대)

인구 고령화로 의존성이 높아지는 노인이 증가하는 반면 가족 내 돌봄 

자원은 계속 감소하면서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특히 후기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

매 유병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분석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 핀란드이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에 이어 고령화율 진전이 두 번째로 높으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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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Active 

Ageing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행해 온 국가로, 사회정책 전반에서 ‘활성

화 정책’ 관련 경험을 축적하였다. 

일본은 고령화율 진전이 가장 높고, 한국과 사회·문화적 공통점을 가진

다. 특히 후기고령인구 증가로 대표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기업문

화, 산업구조, 고용정책 등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았으므

로, 국내 고령사회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선험 국가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권고의 핵심 기조에 방점을 두고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핀란드는 1997~2002년 기간 동안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Finish 

National Programme for Aging Workers(FINPAW)’가 고령 노동자

의 노동 능력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고용 유지를 이끌어냄으

로써 고령자 고용 확대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평가받았다. 특히 매우 빠

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한국과 같이 2010년을 전후하여 급속한 고령화 진

전 속도를 보여 한국의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바,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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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1. 독일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가. 독일의 고령화 현황

독일은 유럽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독일의 고령의 고령화 

현상은 평균수명 연장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그림 3-2-1〕 연금 수급 연령과 평균수명(1960~2015년)

자료: Demografie-Portal Homepage(n.d). Renteneintrittsalter und Lebenserwartung, 

1960-2015

[그림 3-2-1]은 평균 연금 수급 연령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법적 기

준, 65세 인구의 평균수명을 나타냈다. 이 그림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고, 1970년대 조기퇴직 경향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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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정체 또는 감소

하다가 2000년대 이후 2015년까지 계속 오르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 폭이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평균 기대수

명은 2010-2012년 기준 신생아의 경우 여아는 82.8세, 남아는 77.7세

에 이르고, 보수적 추정에 따르면, 2060년까지 남성은 7세, 여성은 6세

의 추가적인 기대수명 연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5, p. 8).

〔그림 3-2-2〕 연령 그룹에 따른 인구 비율(1950~203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Homepage(2018.3.28.), BMAS, 2018a, p. 19 재인용. 

한편 현재 정책적으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

가 퇴직 연령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31년까지 독일에서는 

1300만 명이 퇴직하게 되며, 이는 현재 생산인구의 37%에 해당한다

(BMFSFJ Homepage, 2015. 6. 30). [그림 3-2-2]에 따르면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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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넘지 않았던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7년 21%를 넘었고 2030년

에는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세 

미만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된 생산연령에 속하는 20~65세 인구는 2017년 61%였으나 이후 계속해

서 감소하여 2030년에는 5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연

령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성장 동력을 약화시

킬 수 있으며, 여러 사회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림 3-2-3〕 독일의 1950, 2017, 2050년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

자료: UN. (2017a), p. 11

한편 1950년 2.1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1.5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계속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8%

를 차지할 전망이며, 특히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남성 6%, 여성 8%로 

2017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UN, 2017). 이처럼 후

기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 연령대에 진입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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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며, 이러한 변화는 건강상의 이유로 의존성이 높아지는 인구 비율

이 늘어남을 의미하여 의료, 장기요양 정책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다.

나. 독일 정부의 고령화 대응16)   

  1) 인구전략(Demografiestrategie)

독일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에 대응하는 국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1990년대부터 있었

지만, 본격적인 인구정책이 시작된 것은 2011년 이후이다. 독일이 지금

까지 인구정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1940년대 나치의 유대인 말살 행

위가 ‘인구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졌던 사실과 관련 있다. 인구정책

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이 전체주의 시대의 과오를 연상시키며, 이를 되

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저하던 독일 

정부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해지

자 오랜 토론 끝에 새로운 접근 방식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의 인구전략은, 인구학적 변화는 국가, 사회, 개인이 당면한 조건

들을 재구성하는 전방위적 변화로, 여러 영역을 두루 포함하는 만큼 단편

적인 정책을 구사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한다. 따

라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여성, 영유아, 가족 등

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정책 외에도 교육, 고용, 도시개발, 행정의 혁신, 국

가 균형발전 등의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인구전략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

존 인구학적 측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기업문화, 행정체계까지 인구구

조 변화에 최적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이룬다.

16) 본 절의 내용은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2019)에서 저자가 서술한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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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독일 인구전략 발전 과정

연도 내용

2011 인구학적 변화와 중장기적 결과에 대한 인구보고서(Demografiebericht) 발간 

2012

1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2. 10. 4.):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Jedes Alter 

zählt)’는 슬로건의 인구전략 발표

10개의 분과 그룹 출범

2013
2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3. 5. 14.): 인구정상회의에서 분과 그룹별 인구전략안 

제시

2015

연방정부 내각 결의에서 인구전략 발전안의 기본 방향과 절차 결정(2015. 1. 14.)

인구전략의회(Strategiekongress Demografie) 개최(2015. 9. 22.): 인구전략

안의 발전된 안 제시. 인구전략의 제목을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로 정함

2017
3차 인구정상회의 개최(2017. 3. 16.): 지금까지 작업 결과의 향후 협동을 위한 

목표를 소개하고 토론함. 

자료: Demografie-Portal Homepage. (n.d). Demografiegipfel und Strategiekongresse 에서 

재구성. 

독일 정부는 2011년 독일 인구 변화와 중장기적 영향을 서술한 인구보

고서를 제출했다. 2012년에는 포괄적인 인구전략이 ‘모든 연령은 중요하

다’라는 슬로건으로 의결되었다. 또한 인구전략 논의를 위한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연방, 주정

부, 지자체, 재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분과 그룹에서 각 주

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인구전략이 구체화되었

다. 목표는 다양한 인적 구성의 분과 그룹원들이 두루 동의할 수 있는 공

동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5년 정부는 발전된 인구전략을 의결했다. 인구전략의 목표를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로 구체화시켰고, 가장 최근인 2017년 열

린 제3차 인구정상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작업된 인구전략안의 결과가 발

표되었고, 발전된 방안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방정부는 계속해서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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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인구전략 체계

자료: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5), p. 9.

이처럼 독일은 단편적인 인구 구성과 규모를 다루는 정책이 아닌 사회

(Gesellschaft)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는 인구전략 보고서(2015)를 참고하여 고령화 대응 관련 과제를 요약하

여 제시한다.17)

‘국내외 전문인력 잠재적 활용’ 과제는 고용률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

표로 일·가정 양립, 교육 및 재교육 기회 확대, 이주 노동자 활용 등을 원

칙으로 한다. 특히 ‘근로 능력 장기간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일자리, 

상담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과 발견을 통한 생산성’ 과제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속 가

능한 경제와 에너지, 혁신적 노동 공간,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등의 우선

17) 이 내용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2015)을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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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있는 미래 과제를 설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4차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노년의 자기 주도적 생활’ 과제는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주택 내·외부, 환경을 노인의 활동에 적합

하게 조성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질병·요수발자·치매환자 건강 지원과 치료’ 과제에서는 예방과 건강 

증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수발 서비스 확충 및 기술혁신 방

안을 마련하고, 또한 원격 의료를 강화하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도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안정화-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공적 지출의 우선순위 마련,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 세제 

시스템 개선, 예산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연방주의 강화를 위한 연방-주정부 간의 재정관리체계 재정비를 제안

했다. 

‘사회보험의 신뢰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 건강보험, 수발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책개발을 위해 마련된 10개의 개별 분과에서는 기존 정책에서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시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 전략은 

따라서 당장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격적인 인구전략을 추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주체

와 포괄적이고 항시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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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인보고서(Altenbericht)

독일은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노인정책’이라는 개념 아래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 대신 연금, 고용, 의료, 장기요양 등 서로 다른 정책 영

역에서 노인 대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의 대다수가 노인인 연

금, 장기요양 등의 정책 또한 ‘노인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지는 않지만, 독

일 사회의 고령화가 특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이라는 집단을 

이해하고, 늘어나는 노인 집단의 생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요

구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1993년을 시작으로 연방가족·노인·여성·청

소년부(BMFSFJ) 주도로 매 의회 임기마다 ‘노인보고서’가 발간되어 왔고 

2016년 7차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노인보고서는 노인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노인생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며 관련 지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정부는 

노인정책에서 핵심적 이슈를 선정하여 주제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전문

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업해 왔다. 전문가 위원회는 정부 기관

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주제에 따라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의 다양한 주체

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관련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

한다. 특히 노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국적 포럼을 개최

하는 등 대표성 있고 실행 가능성 있는 정책 권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노인의 생활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향후 노인정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노인보고서는 <표 

3-2-2>와 같은 주제를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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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노인보고서(Altenbericht) 주제 

발간 차수(연도) 주제

1차(1993) 노인의 생활상

2차(1998) 노년의 주거

3차(2001) 노인과 사회- 독립적, 활동적, 생산적 노화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

4차(2002) 후기고령자의 위기, 삶의 질, 지원 –치매를 중심으로

5차(2006) 경제와 사회에서의 노인의 잠재력 –세대결합에서의 노인의 역할

6차(2010) 사회의 노인상(노인에 대한 이미지)

7차(2016) 지방자치단체의 우려와 공동 책임-미래 대응력 있는 사회 조성과 유지

8차(진행중) 노인과 디지털화

자료: BMFSFJ (1993, 1998, 2001, 2002, 2006, 2010, 2016)에서 재구성.

통독 직후에 발간된 1차 보고서는 구동독과 구서독 노인의 생활상 차

이를 중심으로 다뤘다. 1998년에 발간된 2차 보고서는 인구학적 변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현상이 가족, 건강, 주거,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했고, ‘노년의 주거’ 현황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3년 후 통독 10주년을 

맞은 시점에 발간된 3차 보고서는 인구통계 자료와 노인 건강 및 의료 실

태를 분석하고 21세기 노인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2002년 발간된 4차 

보고서는 후기고령인구의 증가에 주목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

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경제와 사회 분

야의 노인 잠재력’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발간된 5차 보고서는 고용, 

교육, 가족과 개인적 네트워크 등에서 노인이 가진 잠재력을 분석하여 제

시했다. 노인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이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2010년 발표된 6차 노인보고서는 기존 

의존적, 수동적인 노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현대적, 현실

적, 미래지향적 노인상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2016년 발간된 7차 

노인보고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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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뤘다. ‘노인과 디지털화’라는 제목으로 준비 중인 8차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인의 생활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두루 활용하

고 효용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가. 독일 연금제도 개관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해 왔다. 1750년대 광부공제조합에서 첫 연금 형태가 생겨난 이후 여러 

제도적 시행착오를 거쳐 1889년 사회보험의 일부로서 연금보험이 정식

으로 도입되었다.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과제를 가진 연금제도는 수차

례의 개혁, 개정, 조정 작업을 거치며 발전했다. 독일의 공적 노후소득보

장체계는 피고용자를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며 여러 직업군의 추가적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역, 산업분야 등에 따라 차별화된 연금제도 

또한 갖추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연금, 공무원연금, 광원연금 등은 

기본 소득보장 차원에 더해 추가 보장으로서의 의미 또한 함께 가지고 있

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분리주의, 자치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발전한 독일의 연금제도는 현대

에 와서도 전통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발전시켰으나 한편으로는 보장성

을 강화하고 제도 간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산된 연금제도를 국민연

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서 수공업자 연금이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2005년에는 따로 운영

되던 사무직 근로자와 육체노동자의 연금을 합쳐 일반 국민연금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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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특수 직역의 연금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특수 직역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전문직 종사자 연금, 농민연금제도 

등이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 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특히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보장 수준을 가진 특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직에 종

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문직 종사자 연금은 국민연금 재정

과 완전히 분리되어 자치 운영되는 형태로 높은 연금액을 보장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며 보장 수준이 높고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다. 

한편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 및 육체노동자가 적용받는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 소득대체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의미는 적어지고, 기업연금과 리스터연금 등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정부 또한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

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적립식의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다층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은 개인연금과 기

업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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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독일 다층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3층 

부가

연금
임의가입

공적연금
개인연금 인증제 개인연금(Riester Rente)

2층 

보충

연금
광부

연금

국가보조 퇴직연금 공공부

문퇴직

연금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

1층 

기본

연금

자영자 

직능

연금

농민

연금

자유

직업자

특별

연금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적 연금

포괄

계층

자영업자

직능

단체

가입자

농민

예술가

등  

일부

자영자

광부 생산직․사무직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근로자

민간부문 공공부문

자료: Schmähl(2004), p. 156, 이태호, 김원식, 김재현, 신성환(2011), p. 142 에서 재인용.

나. 연금제도 개혁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금 개혁은 통일 직후 1992년 단행되었

다.18) 당시에는 근로기간 연장보다는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춰서 연금 수급 

기간을 줄이는 것에 정책적 관심이 있었다. 1992년 연금 개혁에서 60세

였던 조기퇴직 연령을 63세로 조정하고, 기존 남성 63세, 여성 60세였던 

18) 1980년 말에서 1990년 초까지 연금 개혁은 독일의 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단위의 

구조조정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후반의 연금 개혁은 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많아지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1990년 통일을 이룬 독일은 체제 통합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제정비가 필요했다. 당시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점으로, 연금 개혁 작업에 매진하고 있던 

서독 정부는 동독으로의 시스템 확대까지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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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령을 65세로 통일하였다. 또한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5세

가 되기 전에는 연금 수급액을 월 0.3%씩 감액되도록 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정 안

정화 차원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OECD는 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고, 개인연금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이러한 권고

를 대부분 실제 정책에 적용하여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2-3>와 같다. 

<표 3-2-3> 연금 개혁 연혁

연금 개혁 내용

1992
- 조기퇴직 연령 상향 조정

- 부분연금제도(Teilrente) 도입

1997 성장과 근로지원법
(Wachstums- und 

Beschäftigungsförderungs
-gesetz)

- 교육 기간의 연금 납입 기간 인정을 최장 13년에서 7년

으로 조정함

- 재활조치의 생활지원비용을 축소하고 자가부담금 상향 조정

1999

- 장애연금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

- 기대여명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금액 조정 계산 적용

- 여성, 실업자, 장애인에 대한 조기 연금 수급 혜택 폐지

2000 
예산정비법(Haushalts
-sanierungsgesetz)

- 미니잡(Mini-Job)에 대한 연금 수급권 재규정

- 연금 조정을 임금이 아닌 가격 변화에 연동

2001
노인재산보충법(Alters

-vermögensergänzungs
-gesetz) 

- 기업연금 확대

- 개인연금(리스터연금) 도입

- 연금액 조정 산식 변경(보험료 부담 부분)

- 유족연금 60%에서 55%로 감축

2002
노인재산법(Alters

-vermögensgesetz)
- 리스터 지원 도입

2002/2003
보험료율보장법(Beitrags
-sicherungsgeseetz)

- 보험료율을 19.5%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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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eniorenbedarf Homepage(n.d.). 일부  재구성

1992년 연금 개혁에서는 조기퇴직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부분연금

(Teilrente)을 도입하면서 근로 상태에서 퇴직으로 가는 과정을 부드럽

게 하여 중간에 소득 손실이나 노동시간 단축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개정

된 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 조기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대신 감액된 부분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분

연금을 수급할 경우 제한적으로 소득 활용이 허용되고, 개인의 선택에 따

라 1/3, 1/2, 2/3의 부분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각 단계마다 소득상한선

(종전 근로소득 대비 80%, 60%, 40%)이 결정된다.  

1999년 개혁에서는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산식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에서의 기대여명을 고려하는 인구학적 요소를 포함하면서 결과적으로 연금 

지급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정권 교체로 실행되지 못했다. 

2001년 개혁에서는 연금보험료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리스터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의 본격 도입을 결정하여 다층화 연금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 증가가 

연금 개혁 내용

2004 
연금보험지속성법(Renten

-versicherung
-nachhaltigkeitsgesetz)

- 연금액 조정산식 변경(지속가능성 계수 도입)

2007
연령제한조정법(Alters
-grenzenanpassungs

-gesetz)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결정

2013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시작됨

2014 - 연금조항 변경(모성연금, 63세 장기가입자 연금)

2017 - 순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2018 - 기업연금 추가 확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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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시 19.1%였던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는 20%, 

2030년까지는 22%를 넘지 않게 하는 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연금

보험제도에서 현 세대의 부담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

된다. 급여 삭감 또한 불가피해졌다. 한편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연금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

후 소득보장을 위한 보충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도입되었다. 리

스터연금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추가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독일 정

부는 리스터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

로써 가입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2001년 개혁을 통해 기존 사회정책 

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기업연금 또한 공식적 노후 보장체계로서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를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기업연

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 시스템과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 제도

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임금전환(Entgeltumwandlung)을 요구하

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2004년 개혁에서는 새로운 재정 안정 장치로서 연금산식에 ‘지속성계

수(Nachhaltigkeitsfaktor)’를 도입하여 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2004년 지속성계수 도입으로 연 연금 조정은 연

급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의 비율로 결정된다. 이는 1999년 고려되었다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 ‘인구학적 요소’를 다시 연금산식에 정식으로 

도입한 것이다. 

2007년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결정되었고,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19)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은 연

금 지출 확대와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인구

19)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 개시 연령은 한 달씩 연기되며 1958년생의 경우 66세가 

되어야 감액 없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금 개시 연령이 매해 두 

달씩 연기되며 따라서 1964년생은 67세가 되어야 완전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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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안정화시켜 현 세

대의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되, 한편으로는 연금급여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Krause, 2012).

2014년 개혁에서는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모

성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는 새로운 연금제도나 어머니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자녀 출생연도(1992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1년과 2년으로 구

분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통일하여 1992년 이전 출생자녀도 이후에 태어

난 자녀와 같이 자녀 양육 인정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한 조치이다. 

한편 2014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경향과 반

대되는 제도 개혁이 단행되었다. 현재와 같은 건강 및 노동보호가 없었던 

시기부터 장기간 연금재정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4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는 감액 없이 63세에 조기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덧붙여, 2017년에는 조기퇴직을 위해 근로자가 납부하는 

추가보험료 납입금 상한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완화하였다(OECD, 

2017c, p. 26).20)

조기연금 제도와는 별도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연금

제도의 개혁은 계속되었다. 2016년에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파트타

임 근로와 노령연금을 혼합한 유연연금법(Flexi-Rentengesetz)이 통과

되었다. 이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연화 조치를 적용

한 것으로 법정 연금 수급 연령 전에 부분연금과 임금소득의 결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법정 연금연령 도달 전에 부분연금 또는 완전연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미래 연금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2017년 1월부터 공식 은퇴연령 이후에도 근로할 경우 계속 연금보

20) 이러한 조기퇴직의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단행된 두 차례의 개정은 장기근로자

에 대한 우대의 의미가 있지만,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해 온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조에 

반하는 조치로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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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납부하여 기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부터

는 저소득 고령 근로자의 근로를 더욱 확대하고자 소득 조사 규정을 완화

하여 연소득이 6300유로 미만인 고령 근로자는 삭감 없이 전액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연소득이 6300유로 이상인 고령 근로자는 추가 

소득의 40%까지 연금지급액에서 차감된다(Spiegel Homepage, 2016. 

9. 14). 이와 함께 2017년에는 순수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었고, 

2018년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의 30%에 대해 소득

세 공제를 적용받도록 했다(OECD, 2017c, p. 25). 

2019년 1월 1일에는 보장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이 단행되

었다. 첫째로,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최소 48%까지 보장하고, 보험

료율은 2025년까지 20%를 넘지 않는 이중 보장 장치를 도입했다. 이중 

보장 장치(doppelte Haltelinie)는 보험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 모두를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연방재정을 투입할 예정이

다. 또한 2014년에는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크레

디트가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추가로 6개월이 

가산되어 자녀당 최대 2년 6개월의 양육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정치적 수사로 ‘모성연금’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92년 이전에 

자녀를 양육한 연금 생활자는 반년의 자녀 양육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액 

인상이 이루어졌고, 아직 연금 수급자가 아닌 가입자는 6개월의 연금 가

입 기간 가산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급

여를 인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의 조정 영역(Gleitzone)인 소득 구간 

450~850유로에 속하는 근로자는 인하된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더 많은 근로자가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 450~1300유로에 속하는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덧붙

여,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인하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향후 연금 

수급 수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BMAS, 201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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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의 다층화: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2000년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

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림 3-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90년 55.0%, 2000년 52.9%였으나 

2018년에는 48.2%가 되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2032년 44.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의결된 연금급여 개선·안정법은 2025년까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8% 이하로 떨어질 수 없게 했다. 또한 연금보험료

는 20%를 넘을 수 없다. 연금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 소득대체율이 48% 

이하로 떨어질 경우 연금 가치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2030년은 최저

선을 43%로 정했고 그 이후에는 제한이 없다. 이로써 공적연금은 생활수

준 보장의 기능을 계속해서 잃게 되며 은퇴 후에도 근로기간 동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졌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개혁 이후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리스터

연금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개인연금에 납부하

는 보험료에 대해 보조금 또는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리스터연금은 저소

득층,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전년도 소득의 4% 이상

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기본보조금과 자녀추가보조금을 수급할 수 있다

(Bank, 2015, p. 3, 5). 정부는 특히 개인연금 확대를 위해 규격화된 상

품 소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관련 정보 제공 기관을 개설하는 등 

상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개인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

하고자 했으며, 소비자 친화적 국가 보조 개인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6,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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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세전 연금 수준 변화(1990~2032년) -

세전표준연금(Netto-Standardrente) 소득대체율 수준

자료: Sozialpolitik-aktuell Homepage. (n.d.a) 

한편 추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개인연금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연금 또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역할이 강화되

고 있다. 현재 30%의 연금 생활자들이 기업연금을 받고 있고, 현재 근로

자 중에는 57%가 가입하고 있다(Bundesregierung, 2018.1.1.). 기업

연금은 고용주 단독 또는 근로자와 함께 납입하며,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2001년 전에는 기업별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었던 기업연금은 

2001년 연금 개혁을 통해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면

서 사회정책의 한 영역이자, ‘3층’으로 이루어진 독일 다층 연금체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Bank, 2015, p. 3). 

기업연금의 유형에는 ‘직접보조 및 지원금고’, ‘직접보험’, ‘연금금고’, 

‘공공부문 추가보장’, ‘연금기금’이 있다.21)

[그림 3-2-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연금 수급권 사례 수

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업연금 확대가 결정된 200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

했다. 2015년에는 2040만 건의 수급권 사례 수를 기록했다. 가장 큰 폭

21) 기업연금의 유형별 운용방식에 관해서는 이태호 외(2011, p. 146)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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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한 연금유형은 ‘연금금고’로, 2001년 140만 건에서 2015년에

는 480만 건까지 증가했다. 

한편 기업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공적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경우 가입률이 높지 않다. 기업연금의 강화 차원

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가입률 차이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중

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요구된다. EU에서도 젊고 이동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려하여 직장 이동에 따른 기업연금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6, p. 86).

〔그림 3-2-7〕 기업연금 수급권 사례 수(2001~2015)

(단위: 백만)

자료: BMAS (2015a), Sozialpolitik-aktuell Homepage (n.d.b)에서 재인용.

2017년 8월 17일에는 노동법, 사회법, 세제법을 모두 개정하여 적립

식 노후 보장 수단인 기업연금을 특히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

으로 확대하는 조치인 기업연금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업연금의 사회적 파트너 모델’을 도입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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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파트너가 임금협약에서 고용주의 보증(Haftung) 없이 기업연금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연합은 적절하고도 

비용효과적인 기업연금 모델을 만들어 갈 새로운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개혁에서는 한편 기업연금과 리스터연금 등의 추가 소득이 저소득 근로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부조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인정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도 있다. 월 2200유로 이하 소득자를 고용

하는 사용자가 최대 2200유로 소득에 대해 연 480유로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부로부터 144유로를 보전받을 수 있다(BMAS Homepage, 

2018. 1. 1.).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자의 기업연금 기여금 지

급을 강제하는 2단계 기업연금이 시행되었다. 

라. 기초연금 논의

OECD 가입국 중 공적연금 시스템 내에서 기본, 최소연금제도가 갖춰

지지 않은 국가는 다섯 국가이고, 독일이 이 중 하나이다(Koehler- 

Rama, 2018).22)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는 논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찾

지 못하고 있다. 당시 기민당은 보조금연금(Zuschussrente), 사민당은 

연대연금(Solidarrente), 녹색당은 보증연금(Garantierente) 등 다른 

명칭의 기초연금안을 제안했지만 주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

나 연금 지급 대상, 지급 수준, 소득 조사 여부 등 세부 사항 조율 과정에

22) 독일에서 현재 논의되는 기초연금은 다른 국가들의 기초연금과 다른 점이 있다. Koehler-

Rama는 기초, 기본연금이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세금을 통해 재정지원된다는 조건을 

가진다고 볼 때 현재 새로운 대연정에서 추진하는 기본연금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급 수준 또한 평균임금의 4분의 1에 불과해 빈곤 수준을 벗어나기에 

크게 부족하다(Koehler-Rama, 2018). 



136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다. 2013년 기민, 기사, 사

민 대연정 협상 당시 보조금연금과 연대연금 사이의 타협점을 제시한 연

대적 생애업적연금(solidarische Lebensleistungsrente)이 합의되었으

나 실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8년 다시 기민, 기사, 사민 대연정에서 기초연금안이 연정계약에 

포함되었지만, 새로운 연금 개혁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9년 여름부터 

새로 시작된 논의 결과, 지난 9월 장기간 근로하거나 자녀를 양육한 연금 

가입자에게 사회부조 수급액 이상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이 합의한 상태이나, 현재 소득 조사 의무 조건을 

삽입하는 문제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독일의 기본연금은 2021년부터 35년 이

상 연금 기여금을 납입한 저연금 수급자로 소득 조사 여부에 따라 총 

200~300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전망이고, 연금지급액은 

사회부조의 기초보장 수급액보다 10%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Der 

Tagesspiegel Homepage, 2019. 9. 23). 

  3. 독일 고령자 고용정책

독일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이 주목받게 된 것은 역사가 길지 않다. 

1980년대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사회로의 산업구조 전환기에 제한된 일자

리로 인한 실업의 우려가 대두되었을 때, 독일은 ‘노동 없는 복지’로 대응

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는 조기퇴직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가 작동하고 있었다. 1985년에도 58세 이상의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인 구직 노력을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조기퇴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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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정책 기조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된 1990

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특히 조기퇴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실제

로 본격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자,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

장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조기퇴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

책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2006년 9월 13일 ‘Initiativ 50Plus’, 2006년 9월 29일 

‘67세부터 연금(Rente mit 67)’이 연달아 의결되었다. 이 두 정책의 시

행은 인구학적 변화가 독일에서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된 시기와 일치한

다. [그림 3-2-8]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의 고용률은 증가했다. 

독일은 2004년 이후부터 고용률이 매년 유럽 국가 평균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

에는 못 미치지만 2000년 이후 유럽연합의 고령자 고용 확대 권고를 가

장 충실히 이행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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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55~64세 유럽 국가 고용률 비교

자료: Eurostat database, Knuth (2014), p. 22 에서 재인용.

〔그림 3-2-9〕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고용률 2000년, 2018년 비교

자료: Demografie-Portal Homepage. (n.d). Erwerbsbeteiligung von Älteren und Frauen 

nimmt zu. 재인용



제3장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139

또한 [그림 3-2-9]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2000년

과 2018년 사이에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두드러진

다. 2000년 20% 미만이었던 60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8년에는 70%가 

넘었다. 남성의 경우에도 55세 이상 인구층에서 18년 동안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퇴직 연령대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고령자 고용 확대는 상당 부분 연금과 노동 개혁의 결과로 해석된다. 

아래에서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다.

가. Initiative 50Plus

독일의 고용정책에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하르츠 개혁

이다. 근로 능력에 따라 이원화된 실업자 대책을 골자로 하는 하르츠 개

혁은 노동시장 현대화를 추구한다. 이는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고용지원

과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의무를 복지급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한 독일식 ‘노동연계복지’의 상징적인 개혁이다. 하르츠보고서는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23)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하르츠보고서에서 언급된 정책 방향은 구체적 

실현 방안을 갖추어 2006년 ‘Initiative 50Plus’로 제안되었고, 2007년

에는 새로운 고령자 고용 확대 어젠다의 법적 근거로 ‘고령자 고용 기회 

23) 하르츠보고서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선 고령실업자(55세 이상)가 이전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면 부족분을 보조금(Kombilohn)으로 보충해 주며, 고용주에게도 채용장

려금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고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업보험료를 면제하고, 단기간 근로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고령자 

고용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교량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자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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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이 발효되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조기퇴직을 줄이고 

고용자 근로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모두 유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Krause, 2012, p. 105). Initiative 50Plus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중고령자의 근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다. 또한 ‘근로하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업들의 사

고 전환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연방고용공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억 

3000만 유로를 책정했으며, Initiative 50Plus의 주요 목표는 4가지이

다. 첫째는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을 50%까지 높이고, 

2012년에 유럽에서 가장 높은 노인 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55세 이상 또는 고령자의 조기퇴직률 감축이고, 셋째는 고령자를 위한 결

합임금제도(Kombilohn)의 도입과 고용보조금 지원을 통한 고령 실업자

의 노동시장 재진입 확대이다. 넷째는 근로자의 능력 향상 요구에 맞추어 

직업교육 참여율을 확대하는 것이다(BMAS, 2006, p. 18).

결합임금제도는 퇴직 당시 높은 임금을 받은 중고령 노동자들이 재취

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하여,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할 때, 임금 격차의 차액분을 정부가 최대 2년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첫해는 50%, 둘째 해는 30%). 이는 중고령 근로자들의 재

취업 진입 단계에서 기대와 다른 임금으로 인한 자발적 실업을 방지하고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고용주에 대한 지원으로는, 50세 이상이

면서 지난 6개월간 실업 상태였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3년 동안 임금

의 30~50%를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다. 조건은 1년 이상 고용 관계를 유

지할 경우이다. 또한 만 52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회사

는 일정 기간 고용장려금 형태로 임금 및 교육훈련비를 보전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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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방고용공단은 또한 직업 계속교육, 재교육을 제공하며, 실업 상태

인 고령자는 훈련 바우처를 받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고연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 또한 구축되

었다. 연방고용사회부가 주도하는 ‘노동의 새로운 질 이니셔티브(INQA: 

Initiative Neue Qualität der Arbeit)’는 파트너십을 통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서비스 플랫폼이다. INQA는 기업이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 과정에 

길잡이가 되고, 상담을 제공하며, 기업들 간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쟁

력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INQA의 파트너 네트워크로는 ‘인

구학 네트워크(ddn)’, ‘인구 전문가(DEx)’ 등이 연방 전체와 지역에서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다. 인구학 네트워크는 “3D 전망변화(Perspektivwechsel

3D)-인구학적 변화, 디지털화, 다양화” 라는 모토로 기업이 인구학적 변

화와 노동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한

다(BMAS, 2018a, p. 74).

이니셔티브 50Plus 어젠다가 추진되는 가운데 일명 ‘Perspektive 

50Plus’라고 불리는 ‘고령자 지역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24)

중고령자(만 50~64세) 장기실업자의 고용 기회를 개선하고, 고령자가 노

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 고령실업자 대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고안되었다. Perspektiv 

50Plus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에 지역의 높은 자율성을 부여

했다는 점이다. ‘지역 주도’로 최적화된 고용 패키지를 만드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지역 정책 수립 단계에 참여시켜 이

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각 

24) 아래 내용은 Perspektive 50plus Homepage(http://www.perspektive50plus.de/)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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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체 고용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혁신적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Perspektive 50Plus’가 추진되면서 77개 지역에서 고용 협약을 이루

어 지역별로 고용 패키지가 완성되었다. 이전의 재정지원은 실업률이 높

은 지역 위주로 우선 지원되었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부 부처, 서비

스 제공자들이 협약한 목표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프로

그램 3단계에 들어가서는 목표 달성 정도가 후년도 재정지원에 연동되도

록 하였다(BMAS, 2015b, p. 15). 또한 각 지역별로 스스로 활성화 방법, 

조직구조, 제3의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된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대다수는 기존에 활용되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특정한 목표 집단과 

지역의 사정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다(BMAS, 2015b, p. 

16). 2005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각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인구 고령화 진

행에 따른 시민의식 개선, 시민 참여 유도 등 3단계 발전 과정을 거쳤고, 

2015년 종료되었다. 각 단계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4> Perspektive 50Plus 사업 실행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2005~2007년
사업 시작 단계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고용기회 향상을 위한 지역 네트워

크 구축, 기업 직접 대화

2단계
2008~2010년

사업 정착화 단계

개별적인 집중 지원을 통해 개선된 서비스 지원, 실업자 

19만 명 지원, 노인 장기 실업자 5만 6000명을 취업시킴. 

3단계
2011~2015년 

지원 대상 지역의 
확대 및 전국 운영

전 지역으로 확대, 전국적 프로그램 운영. 전체 기초사회보

장기관의 95%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노동시장정책정

책의 필수 요소가 됨. 

자료: Perspektive 50 Plus Homepage.(n.d.)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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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림 3-2-10]에서는 1979년부터 

2016년까지 50~64세 재교육 참여율이 세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층과 중고령층의 계속교육 참여 격

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0〕 연령에 따른 보충교육 참여(1979~2016년)

자료: 1979 bis 2007 Berichtssystem Weiterbildung (BSW), 2007 bis 2016 Adult Education 

Survey (AES), BMAS, (2018a), p. 40 재인용

이처럼 계속교육의 기회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중고령

자의 교육 참여 비율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대기업, 고학력 근

로자 위주로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따라서 

2006년에는 고연령, 저숙련, 저학력 근로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한 고연령 또는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계속교육(WeGebAU)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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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시행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진행된 경기부양책에서도 고령

자 고용 확대가 과제로 포함되었다. 이는 고령자와 저숙련 근로자들이 경

기침체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령자 계속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 또한 최근에 이루어졌다. 연

방고용사회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법전 3권 노동지원법의 개정

을 통해 자격기회법(Qualifizierungschancengesetz)을 시행했다. 자격

기회법의 취지는 교육 수준, 연령,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교육의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자격 취득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다. 특히 현재 업무 자동화, 디지털화 등으로 업무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

원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개정 전 직업계속교육은 사회법전 3권 81조 1항 1

호에 따라 실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데 필요할 경우, 또는 

근로계약 종료, 직업훈련 요건 미충족, 계속교육 미이수 등으로 실업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지원되었다. 자격기회법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통

해 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실업자가 아니라도 계속교육

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는 지금까지 사회법전 

82조에 따라 계속교육 비용을 전체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을 통해 지원 수준이 높아지고, 대상이 확대되었고, 특히 45세 이상 근로

자를 우대하여 이들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IBOB, 2019,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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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자격 취득을 위한 더 나은 기회

자료: BMAS (2018b).

종사자 1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는 계속교육 비용을 100% 보전받고, 

교육 기간 임금은 75%까지 보장된다. 종사자 250명 미만의 중소규모 회

사는 계속교육 비용을 최대 50%까지 보전받고, 임금보장 또한 50%까지 

받을 수 있다. 4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소규모 회사에서와 같이 교

육 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종사자가 250명 이상인 중견회사의 

경우에는 계속교육 비용 보전이 최대 25%, 대규모 회사는 최대 15%로 

제한되는 등 지원 수준이 낮아진다. 

자격기회법을 기초로 작업하여 2019년 6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 

재교육 전략(Nationale Weiterbildungsstrategie)’은 독일에서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국가적 재교육 전략이다. 실행 가능한 전문 역량 확보 및 

경력 개발을 목표로 하며, 연방노동사회부, 연방교육연구부(BMBF), 연

방경제에너지부(BMWi) 등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노동조합과 공

공기관 등이 협력하게 된다(BMAS & BMBF, 2019). 국가 재교육 전략은 

국제 노동 시장 이동성을 배경으로 유럽연합과 OECD의 자격 전략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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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일 평생교육 시스템에서 계속교육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행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계속교육 기회 및 계속교육 제공의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

2. 지원자금 격차 해소, 새로운 인센티브 설정, 기존 보조금 시스템 조정

3. 포괄적인 평생 계속교육 상담 및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자격상담 강화

4. 사회적 파트너의 책임 강화

5. 평생 교육 과정의 품질 및 품질 관리 검토 및 강화

6. 직업교육 및 훈련에서 획득한 근로자의 역량을 인식하고 인정

7. 연수교육 및 계속교육 과정 개발

8. 전문적으로 직업 계속교육을 위한 우수 센터로서 교육 기관을 전략

적으로 개발

9. 직원의 계속교육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자격

10. 전략적 관점을 강화하고 계속교육 통계를 최적화

(BMAS & BMBF, 2019, p. 6-22).

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

현재 산업구조가 4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새로운 능력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에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대표적 현상인 

디지털화,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 15%였으나 2016년 

25%로 높아졌다(IBOB, 2019, p. 7). 연방고용사회부는 자격기회법을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이 계속교육을 통해 자동화, 디지털화되는 노동환경

에 발맞춰 진화할 수 있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변화의 시대에 기회보

장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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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동구조와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

되자 독일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산업

구조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산업 4.0’(Industrie 

4.0) 비전을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국

제적으로 큰 관심사였지만, 독일은 이 비전이 노동환경에 가져올 영향에 

주목하여 ‘노동 4.0’(Arbeit 4.0) 논의로 발전시켰다. 현재 독일 노동사회

부(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에서 주도하는 노동 4.0 어젠

다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재편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의사결정구조를 다원화하는 것을 포

함한다. 

노동 4.0의 핵심은 노동자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 패턴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 구축, 노동유형 다

양화, 노동의 질 개선, 정부, 공공, 노사의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전반을 재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근로기간 동안 노동자들

의 근로 경험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조기 퇴장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신체적·정서적 과부하를 완화하여 더 건강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노동 유형의 다양화와 시공간의 제약 없는 

노동환경은 신체적 노쇠를 경험하는 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다(BMAS, 2017). 

노동 4.0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식이 빠르게 변화하

는 데 주목하여 업무 수행과 함께 학습 및 훈련이 연동되는 모델을 추구

한다. 노동 4.0 녹서에서는 2012년 재교육에 고학력(대학졸업 이상)에서

는 64~68%가 참여하지만, 저학력(직업학교 졸업 이하) 노동자의 경우 

교육 참여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직장의 규모, 업무 숙련

도, 전문성과 관련 없이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충, 재교육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BMAS, 2015c,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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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독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구학적 변화 대응 방안인 인

구전략(Demografiestrategie)에서는 노동정책의 목표로 ‘의욕적이고, 

능력을 갖추고, 건강하게 일하기’라고 정하였다. 이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노동력, 특히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접근되었다. ‘노동분

과’의 작업 목표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질병이 있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받아 최대한 노동 현장에 빨리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

동환경과 조건이 고령자에게 적합하게 조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적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GDA Homepage, 2018. 9. 18).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정보통신사회에 필수적 능력이 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컴퓨터와 통

신기기를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정보

를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BMAS, 2015c, p. 61). 

OECD의 조사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60%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25%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BMAS, 

2015c, p. 62). 특히 노인과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이러한 디지털화

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3-2-12〕 연령대별 인터넷 활용 

자료: Kubicek, (2018), p. 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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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 경험이 낮

아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 [그림 3-2-12]을 보면, 2000년대 이후 계속해

서 인터넷 활용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인터넷 사용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정

보화 사회가 예고되면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적절

한 교육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Kubicek, 2018, p. 1).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현격한 정보 격차를 가져와 사

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활용 능력

이 전문, 사회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1%에 달했다

(Dirks, 2016, p. 8). 중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활동하게 하

고,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적극

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4.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

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 우선 정책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보험, 장기요양 비용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질

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

여가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WHO, EU에서 주도적으로 의제화시킨 ‘건

강한 노화’ 어젠다는 개인과 사회정책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인의 건강은 생산적 자원으로서 조

기퇴직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

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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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행동 특히 영양, 운동,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교육 위주로 예방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의료 세팅에서는 포괄적인 

생활 스타일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예방, 건강 지원 

서비스는 주로 보육시설, 학교, 직업학교, 요양원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

진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2015년 예방 교육은 요양원에서 이루어진 1244번의 교육

이 전부였다. 교육에 참여한 수발수요자 노인은 4만 8687명에 불과하여 

2015년 기준 전체 수발수요자의 2%에 불과했다(Steinhaussen, 2019). 

대신 대부분의 예방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노인 

대상 교육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학교교육이나 직장생활 등

의 공식적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어 교육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Steinhaussen, 2019).

노인 대상의 질병 예방 노력은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적

은 편이나, 노인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젊은 층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건강보험법의 1차예방(독감예방)과 조기진단(건강검진, 

암 조기검진)은 고령자의 급여 이용이 더 많았다. 예를 들면 적십자연구

소(RKI)의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1.1%가 독감 유행기에 예

방접종을 했다면, 젊은 층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건강검진의 경우 

65세 이상은 4분의 1 정도가 완료했다면, 급여이용이 가능한 35~40세

는 14.6%만이 이용했다. 암 검진의 경우 여성은 80세 이상에서 10% 이

하로 떨어진다. 반면 남성의 경우 70세 이상까지 이용이 계속 증가하여

3분의 1 정도가 이용하고, 그 후에 떨어진다(Deutscher Bundestag, 

2012. 7. 16).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 의식적으로 건강행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정책 전반이 예방 중심, 건강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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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연방, 연방주, 지자체, 보험

공단, 협회 등이 모두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한다. 2015년 7월 17

일 의결되고 2016년 발효된 예방법은 관련 관계자들을 보다 더 잘 조정

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또한 수발지원 관련 여러 사항들이 합의

되었다. 노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 수발등급 산정 시 

사회법전 5권(의료보험법) 20조 1항 관련 예방지원에 대한 상담이 필요

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 콘퍼런스’를 4년 단위로 개최하여 국

가의 예방 전략을 작업하고 ‘예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수발공단은 

요양기관에 있는 수발수요자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는 수발수요자와 수발기관의 협조를 통해 건강 상태 개선과 잔

존능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2016년 수발공단은 전 수발보험 가입자마다 30센트, 전체 2100만 유로

를 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건강보험과 수발보험에서 새로운 예방강

화를 목적으로 5억 유로를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Deutscher 

Bundestag, 2016. 12. 15). 덧붙여, 2018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복부대동맥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초음

파 검사를 1회에 한해 제공하도록 했다. 복부대동맥류는 여성보다 남성 

환자에게 특히 많은 질병으로 조기 진단 시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Homepage, n.d).

한편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해 특히 독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은 

제도 수립 당시부터 가입자들의 재활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

다. 독일 국민연금공단은 가입한 지 15년이 지난 가입자들에게 재활급여

를 제공하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한다. 연

금보험에서의 재활급여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는 사고나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직업 및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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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급된다. 독일 

공적연금은 매년 56억 유로 정도를 재활급여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 

40억 유로는 의료재활급여에 해당한다(Horn & Schuchardt, 2015, p. 

16).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전국적으로 22개의 재활센터(Reha-Zentren)

와 재활병원(Reha-Kliniken)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Deutsche Renten- 

versicherung, 2018, p. 4). 위의 22개의 재활센터와 재활병원 외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방의 지부에서도 재활병원을 운

영하고 있다.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이외에도 외래진료를 시행하는 재활

기관까지 모두 합치면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총 93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공단과 계약을 맺고 개인이 운영하는 100

여개의 기관까지 더해 공단을 중심으로 독일 전역에서 재활서비스를 제

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Deutsche Rentenversicherung 

Homepage, n.d).

일부 국민연금 지역 본부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활서비스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연금보험 베스트팔렌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재가재활센터와 협력하여 뮌스터시에서 45세 이상 건강검진을 시범사업

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 검진과 함께 이 시범사업은 개

인의 직업적 업무 부담이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한 건강 문

제가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한다. 의료 전문가 중

심의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여 신경학, 종양학, 정형외과 등의 신체적 검

사는 물론 심리적, 감정적 요소도 검사에 포함한다. 검진 과정에서 문제

나 불만이 발견될 경우 의사가 피검진자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추천

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건강과 직업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최종적으

로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활과 질병 예

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다(Ihre Vorsorge Homepag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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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에 무리를 주는 직업군과 문제 요소를 발견하

고, 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나. 수발보험 개혁과 보장성 강화

독일의 수발보험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의 필요는 늘어나는 

데 반해 가족의 돌봄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자, 사회적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부조 재정이 과부하에 걸려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1994년 독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수발보험은 지난 25년간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의료보장과 노인복지 전반을 질적, 조직적 측면에서 변화시켰다. 수

발보험법에서 수발 제공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는 것으로 정의되며, 수

발보험공단은 물론이고 지자체, 수발 제공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제공해

야 한다.

수발보험은 도입 시기부터 급여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급여 도입과 부분지원이다. 현재 독일에

서는 전체 수발보험 수급자의 3분의 1 이상이 현금급여만을 수급하고 있

다. 현금급여는 비공식 수발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수

발수요자들의 생활보장 및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가족 수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설 수발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또한 수발보험은 도입 초기부

터 의료보험과 달리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지원 형태를 유지하

고 있으므로, 특히 시설 수발의 경우 수급자의 본인 부담이 상당하다. 본

인부담액을 현재 수급하는 연금이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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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법의 수발부조(Hilfe zur Pflege)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림 3-2-12]과 같이 2017년 기준 전체 340만 명에 이르는 수발등급

자 중 76%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4%가 시설 수발을 받고 있다. 자

택에서 재가 수발을 받을 경우 현금급여 단독수급 또는 현물급여, 또는 

혼합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비공식 수발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발수요자는 50% 이상이 수발등급 2등급 이하로 비교적 수발 요

구도가 낮았다. 반면 시설 수발 이용자 중에는 3등급이 가장 많았고, 4, 5 

등급 수발수요자도 고르게 분포했다. 

〔그림 3-2-13〕 2017년 수발 형태 구분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19), Sozialpolitik-aktuell.de(n.d.c)에서  재인용  

이 외에도 수발등급을 받을 경우 단기수발, 대체수발, 주거환경개선보

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내역은 지난 10년간 개

혁을 거치며 재가 요양 위주로 급여가 확대된 것이다. 2008년 수발재발



제3장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155

전법 이후 이어진 수발보험 개혁은 실제로 재가 수발 이용 경향을 확대시

킴으로써 수발보험의 재가 우선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였다. 

독일 전역에 수발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발지속발전법(Pflege- 

Weiterentwicklungsgesetz)(2008년) 도입 이후 수발수요자와 가족은 

적절한 수발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수발지속

발전법에서는 또한 수발휴가법을 도입하여 가족 요양 지원을 강화하였다. 

수발재구축법(Pflege-Neuausrichtungs-gesetz)(2012년)은 대안적 

주거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요양의 단점을 보

완한 대안적 주거 형태를 확대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또한 수발지원센

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수발수요자와 예비수요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의무 강화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수발필요(Pflegebedürftigkeit)’ 개념 재정의에 대한 요구와, 이

로 인해 인지장애 노인들이 등급 산정에서 신체장애 노인에 비해 불이익

을 받는다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발강화법이 2014년부

터 2016년까지 의결되었다.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진 일련의 개혁들은 

수발수요자와 가족, 의료 및 수발 서비스 제공자의 생활 또는 근로 여건

을 개선하고, 신체 기능 장애 외에 인지장애도 고려하고자 한다.

1차 수발강화법(2015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수발자에 대한 수발

휴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발지원 수당, 가족수발휴가법이 도입되

었고, 수발로 인해 노동시간이 단축된 데 따른 임금손실까지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요양시설의 돌봄 인력을 확충하였다. 수발강화법 

시행으로 인한 추가 지출은 24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지원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수발보험법의 보험료도 인상했고, 베이비붐 

세대의 수발필요 시기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료의 

0.1%를 수발예방기금(Pflegevorsorgefond)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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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유로의 자금을 조성하여 연방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발예방기금을 통

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5, p. 22). 

2차 수발강화법(2016년)에서는 ‘수발필요’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수발등급 판정 도구를 전면 정비했다. 이로 인해 치매 등 인지장애를 가

진 노인들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거나, 새로 수발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이전에는 신체활동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었다면, 

2017년부터 개정된 이후에는 신청 대상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

력이 등급 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사회법전 11권 14~15조). 판정 

기준은 제14조 2항에 규정된 6가지 영역(이동성,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 

행동 및 심리적 문제, 자기관리, 질병관리를 위한 독립적 대처 능력, 일상

생활 계획 및 사회적 활동)에 따른다. 결과적으로 개혁을 통해 치매 환자

에 대한 지원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25)

3차 수발강화법(2017년)은 수발보험의 지원 내역과 지역사회 네트워

크 강화, 수발가족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 법의 발효 이후 지

자체는 수발 상담 내용, 수발교실과 수발지원센터 설립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25) ‘수발단계1(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정도가 경미한 수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개정 

이전에는 등급외로 분류되어 사회보험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7년 개정 이후 ‘수발단

계1’의 판정을 받는 사람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서는 제외되지만 부담경감지원액과 

시설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발등급을 받으면 수발관련 상담(사회법전 11권 7

조), 의료 및 수발 보조기구 지원(사회법전 11권 40조), 주거개조를 위한 보조금(최대 

4000유로)(사회법전 11권 40조) 등을 수급 받을 수 있다. 



제3장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157

<표 3-2-5> 재가 수발과 시설 수발의 증가 비교

구분 1999~2007 2007~2015

재가 수발 증가 7% 35%

시설 수발 증가 24% 1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Zacher, (2017). p. 31 재인용.

<표 3-2-5>에서 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수발수요자 또한 크게 

증가하는 배경에서 재가 수발과 시설 수발 이용자는 1999년부터 2015년

까지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재가 수발 이용이 

시설 수발에 비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가정 내 돌

봄 자원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배경에서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제도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ICT 활용과 치매 지원 강화 

2016년 1월부터 ‘보건분야의 안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용을 위한 

법(E-Health법)(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E-Health-Gesetz)’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정

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사

생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노력의 일환이다. 

2019년에는 디지털케어법(Digitale-Versorgung-Gesetz)이 제정되

었다. 디지털케어법은 의료인의 처방과 치료에 건강 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편의 기능 또한 제공하도록 했다. 이러한 

건강 앱을 실제로 의료보험체계 안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합의되

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법적 체계가 정비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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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자의 실증을 거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

이다. 또한 E-Health법의 연장선에서 ‘텔레매틱스 인프라’ 확장을 추구

하는 디지털케어법은 전자 환자 파일을 약국과 병원은 물론 조산사, 재활

시설, 물리치료사까지 확대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포괄적인 질

병 및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일

련의 개혁을 통해 ICT와 의료기술의 융합을 증진함으로써 원격 의료 인

프라를 구축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원

격 의료를 통해 치료받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다(Covington Digital Health Homepage, 2019.  7. 15). 

한편 치매 지원 또한 강화된다.26) 연방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

원하기 위해 연방과 500개 지역에 치매협력연맹을 구성했다. 지역에 위

치한 치매연맹은 치매 환자가 기존 거주 공간에서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연합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해 모두 함께’라는 어

젠다를 작업했으며 환자와 가족의 생활 사정을 개선하고 국가 치매전략

(Demenzstrategie)을 수립하였다. 자기 결정과 치매 노인의 참여는 가

장 핵심이 되는 원칙이다. 이 어젠다는 실천 분야로 ‘치매 관련 연구개

발’, ‘사회적 책임 강화’, ‘치매 노인과 가족 지원’, ‘치매 지원시스템 구

축’을 제시했고, 여러 실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지원 방안이 마

련되었다. 또한 독일알츠하이머협회에서 구성하고 연방에서 지원하여 치

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90분의 코스를 제공하고, 수료 후에는 ‘치매 

파트너’로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고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티그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나아가 ‘DemNet-D’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전국의 13개 지역과 치매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

26) 아래의 내용은 BMFSFJ(2017, pp. 14-16) 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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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담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BMFSFJ, 2017, pp. 14-15).

라. 지역사회 돌봄 강화

독일 노인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노인보고서(7차)에서는 ‘건물에서 

근린환경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 적합적 주택과 근린환경 조성을 주

문했다(Heinze 2016). 이러한 새로운 요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

근되고 있다. 첫째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인의 욕구에 맞춘, 보다 넓은 

범위의  통합적 지원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포괄적인 지역 지원 모델은 

행동반경이 제한되는 노인의 욕구에 맞춰 근린환경에 쇼핑, 의료, 수발 

지원 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이 필요한 신체, 가사 수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게 하고, 이

웃 간의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 

공공기관과 중심 상권의 접근성 등이 노인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으

로 만들어 내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다(Heinze, 2016).

둘째는 지역사회 주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최근 주택 내부

의 장애물을 없애는 작업만큼이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공간을 구성하

고, 이웃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는 모델을 정착시키

지 않으면 초고령사회가 요구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배경에서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화하여,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

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자체가 네트워크 성공을 위한 전담직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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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직접 조정 역할을 하며,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네트워크를 지원하고자 한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7, p. 55). 이는 노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지는 모델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업에는 연방주도로 총 2억 유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진

행되고 있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9. 12. 19).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멀티 

제너레이션 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멀티 제너레이션 모델은 연방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델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서로 다른 세대가 주거공동체를 이뤄서 상호 협력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멀티 제너레이션 주거모델은 연방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하였다. 1차(2006~2011), 2차(2012~2016)에

서 각각 450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프로젝트(2017~2020) 차원에

서는 이전보다 100여 개 더 많아진 540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각각 

연방정부로부터 3만 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만 유로를 지원받는다. 

이들 주거공동체에는 4년간 총 8640만 유로가 지원된다(Mehrgenera 

tionenhaus Homepage, n.d.). 현재 민간, 자자체, 비영리복지협회 등

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연방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는 이 모델은 각 사업단마다 규모와 중점 사업이 다르지만, 

평균적인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13]는 2018년 4월 539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력 현

황과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평균치를 제시한 것이다. ‘인구학적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이민

자 출신 가족,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문화, 예술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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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중점을 두는 분

야는 다르며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자

원봉사자 외에도 전담 직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현재 주거공동체 내·외

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

로 성장해 온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는 아직까지 프로젝트로 한시적으

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장차 공적 지원이 종료된 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3-2-14〕 평균적인 멀티 제너레이션 하우스

자료: BMFSFJ (2018). 

  5. 소결 

독일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이

루고자 포괄적인 ‘인구전략’을 제시했다. 인구전략의 핵심은 이전에는 인

구정책 차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교육정책, 도시개발, 지역 균형발전, 행

정체계 개편 등을 인구 변화에 최적화된 사회구조 구축을 위해 같이 고려



162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 어젠다 개발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시도

하여 각 분과별로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조성하여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협업하며 인구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정책 영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또한 독일 사회의 중요

한 과제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

나이고, ‘노인정책’임을 명시한 정책은 실행되지 않아도 연금보험, 수발

보험, 사회부조법 중 노인부조 등은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조정,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

다.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 핵심에는 연금 개혁이 있었다. 독일의 연금제도

는 부과식의 공적연금제도와 적립식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로 구성되

었다. 독일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는 아직 전체 연금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낮고, 기대만큼 확대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독일 정부는 계속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일관된 두 

가지 방향이 유지되었다. 첫째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오랜 논의 끝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

고 있다. 또한 조기퇴직에 대한 정책적 유인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다. 연금 개혁으로 계속해서 공적연금

의 소득대체율은 하락하는 대신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을 정책적으로 활

성화시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가입자의 더 큰 

기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적 노후소득보장대책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자녀를 양육한 여성에게 지급하는 모성연금을 확대하고, 장기간 

근로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액 없는 조기연금을 제공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혁도 추진되었다.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독일에서는 비교적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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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작되었다. 1970년대 실업 방지를 위해 조기퇴직을 장려하던 독일 

사회였지만, 인구학적 변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우려되면서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하르츠 개혁, 이니셔티브 50Plus, Perspektive 

50Plus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모두 고령자 고용 연장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연금 수급 연령

이 되어서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게 제도가 최근까지 조정되고 

있다. 또한 고용을 연장하는 재교육, 보충교육이 확대되면서 고령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고 이 또한 고령자 고용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 한편 고용주는 고령자 채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기업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

이 효용이 있고, 그래서 고령 노동자에게 적합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유

인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과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들은 

연금 개혁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독일의 고령자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의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은 치료와 질병관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으며, 치매, 노동환경 변화 등 인구

학적 변화로 인한 문제를 의제화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형태로 대응이 이루

어지고 있다. 고령화 진행으로 계속해서 수발보험재정의 과부하가 예상

되는 바, 수발보험의 재가 중심 개혁을 통해 시설요양 대신 재가 요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돌봄자원의 부족 문제를 ‘지

역사회’ 역량과 공동체 역할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결과적으로 사회

보장재정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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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핀란드

  1. 핀란드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가. 핀란드의 고령화 현황

핀란드 통계청(Statistics Finlan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

월 31일 핀란드 인구는 551만 7919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20만 483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1.8%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Finland's Databases, 2019). 2010년 17.5% 수준이었던 핀란드의 고

령인구 비율은 8년 사이에 4%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26%, 206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에 기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2년까지 매년 3.0명을 넘었던 핀란

드의 출산율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75년에 1.50명까지 떨어진 후, 

한 동안 2.0명 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0년부터 다시 급격히 감소

하여 2018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41명을 기록했다(Statistics Finland, 

2019).

핀란드의 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속한 감소로 나타나

고 있다. 2010년 약 354만 6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8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2018년 약 343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핀란드 통

계청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약 5만 

7000명 더 감소하여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60%로 줄고, 2050년에는 

58%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165

〔그림 3-3-1〕 핀란드 연령별 인구 비율 추이 및 전망

주: 2018년부터는 추정치. 

자료: Statistics Finland (2019).

〔그림 3-3-2〕 핀란드 출산율 추이

자료: Statistics Finland (2019).



166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나. 고령화 대응 관련 정부 기본계획 소개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노인과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확대하기 시작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2010년에 수립되었다. 이는 1991년부터 시작된 핀

란드 경제위기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핀란드는 역사상 최

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1990년대 후반까지 실업률은 10%대 후반을 

유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을 펼

치며 경제 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졌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관심

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고령화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은 2004년에 발간된 「모

든 연령을 위한 핀란드(Hyva yhteiskunta kaikenikaisille)」라는 보고

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핀란드의 중도좌파 연립정부는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핀란드 의회에 제출했다.27) 이 

보고서를 통해 핀란드 정부는 광범위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적시하고, 향후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후 핀란드 의회

는 핀란드의 고령화 양상을 예측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당시 

고령화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핀란드 고령화 정책의 한계와 개

선점을 제안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2009년에 출간된 「고령화보고서

(Ikaantymisraportti)」를 통해 정리되었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핀란

드 사회보건부(Sosiaali- ja terveysministeriö)는 2010년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핀란드 2020(Socially Sustainable Finland 2020)」이라는 

핀란드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7)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의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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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며, 건

강과 신체 기능을 지원하고, 구성원들이 요청하는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를 뜻한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0, p.4). 고령화 속에서도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표로 첫째, 

“복지를 위한 견고한 기반”, 둘째,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 셋

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등이 설정되어 있다.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 전략은 <표 3-3-1>과 같다. 위 기본계획은 또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 및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방의 공공조직, 노동시장단체, 보건복지 

부문,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 지식에 기반을 둔 의

사결정, 정책 대상 집단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강조한다

(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0, p.4).

<표 3-3-1> 핀란드 고령화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목표 개별 전략

복지를 위한
견고한 기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건강과 복지 고려

직장에서의 웰빙을 통한 근무기간 연장

다양한 삶의 영역 간 균형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보호재정 운영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

복지와 건강 격차 축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새로운 서비스 체계와 운영 방식 구축

사회적 소속감 고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주거환경 개선

예외적인 상황 변화에도 기능하는 사회 구축

자료: 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10), p. 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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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들어 사회보건부는 「단결된 사회, 지속 가능한 웰빙(A cohe-

sive society and sustainable wellbeing)」이라는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8a). 사회보건부는 이것을 고령화 기본계획의 새로운 버전

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략은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건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

전 그리고 임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핀란드가 추진할 사회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략의 제목이 나

타내고 있는 것처럼 핀란드 사회정책의 비전은 단결된 사회와 지속 가능

한 웰빙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평등(equity)’, ‘용기(courage)’, 

‘투명성(transparency)’을 중심 가치로 다룰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

리고 앞으로 핀란드 사회정책 관련 중앙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사람

들이 일하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요청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8a).

  2. 핀란드의 노후소득보장 정책28)

가. 핀란드 소득보장제도 개관

핀란드는 국민들이 빈곤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상당히 견고한 현금

급여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는 

Kela에 의해 지급되는 다양한 현금급여, 실업보험기금이 제공하는 소득

비례실업급여, 연금보험사가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28) 본 내용은 핀란드의 Kela Homepage(https://www.kela.fi)를 참조하였다.



제3장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169

pension)급여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29) Kela는 생애주기별 욕구

와 사회적 위험에 따라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장애수당, 학업수당, 주

거수당, 기초실업수당, 노동시장보조금, 국가연금(national pension)급

여 등을 지급한다. 

다양한 종류의 급여들 가운데 노후소득보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급여는 Kela의 국가연금급여와 연금보험사의 소득비례연금급여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금은 은퇴연령 전 노동 기록이 없거나, 소득비례연금

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된다. 소득비례연금은 고용

자, 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그 급여액은 개

인의 노동기간과 연금기여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연금 외에도 저소득 연금 수령자는 별도의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급여 역시 노후소득 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연금 수령자를 

위한 주택수당급여의 금액은 주거비용과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최

저소득층 노인은 주택비용에서 기본공제액(월 50.87유로)을 뺀 금액의 

85%를 주택수당으로 받는다(Kela, 2019a).” 예를 들면, 최저소득층에 

속하는 연금 수령자가 혼자 월세 700유로의 집에 살고 있다면, 주택수당

으로 매월 551.8유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 수령자를 위한 요양수당은 장애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은퇴자

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자

29) 핀란드 노동자들은 실업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업보험기금이 운영하는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되면 소득비례실업급여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되면 Kela가 제공하는 기초실업수당이나 노동시장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의 연금기금은 산업 부문별로 민간조직인 연금보험사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급여 역시 연금보험사에 의해 지급된다. 이 연금보험사들은 법률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것이고, 민간연금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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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거 1년 이상 혹은 앞으로 1년 이상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요양수당 지급 수준은 돌

봄의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2019년 현재 간병인, 가족, 친

인척, 지인 등이 노인의 일상적인 위생 유지나 외출을 돕기 위해 간헐적

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최저 금액인 월 70.52유로, 거의 매일 규칙적으

로 방문하여 노인을 돌볼 경우에는 월 153.63유로, 거의 24시간 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월 324.85유로가 지급된다. 이 

수당은 연금 수령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고,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된다(Kela, 2019b).”

나. 핀란드 국가연금제도

핀란드는 모든 은퇴자와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금은 그 급여를 받

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16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들

에게는 장애연금의 역할을 하고, 1962년 이전에 출생한 조기퇴직자들에

게는 조기노령연금이며,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다. 2019년 핀란드 국가연금급여 월 상한액은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월 557.79유로, 혼자 사는 경우 628.85유로인데, 이 금액은 

월 소득이 55.54유로 미만일 경우에 모두 지급된다(Kela, 2019c).” 따라

서 연금 수령자가 기존에 소득비례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바탕

으로 은퇴 후 소득비례연금급여를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국가연금급여액

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핀란드는 보장

연금(guarantee pension)을 통해 노인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

다. 보장연금은 모든 핀란드 거주 노인들의 연금소득이 2019년 기준 최

소 월 784.52유로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금액과 연금 수령액의 차액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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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주는 연금을 의미한다(Kela, 2019d).

[그림 3-3-3]은 국가연금, 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개인에게 지급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

는 65세 이상의 은퇴 노인이 수령하는 소득비례연금급여액이 월 784.52

유로 이상이면 국가연금과 보장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는 이 사람의 

소득비례연금급여액이 100유로이고, 국가연금액이 606.6유로인 경우에

는 보장연금급여액 77.92유로가 추가로 지급되어 총 연금소득액이 월 

784.52유로가 되는 것이다.

핀란드 국가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급여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보장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구 중심으로 국가연금과 보장연금

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파트너의 정기적인 소득 혹은 

연금액에 상관없이 연금 연령에 도달한 개인이면 누구나 자격을 얻는다.

〔그림 3-3-3〕 국가연금, 소득연금, 보장연금 구성 예시(2019년)

자료: Kela(20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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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5년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제도 개혁

핀란드 국가연금은 은퇴 이후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수령자 규모와 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제도적으로 큰 변

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비례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들이 연결되어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

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 제도는 약 10년

에 한 번씩 크게 수정되고 있다.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제도는 1961년 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도입

되었고, 1970년부터 농부와 자영업자들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

다. 이후 빈번한 제도의 수정이 있었지만, 핀란드 연금제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은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평

균 퇴직 연령을 2~3세가량 늦추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현실에 맞게 연금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사

용자 단체는 2001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9월에 최종 타결을 이

루었다.

2005년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개시 연령을 

다변화한 것이다. 기존에 일반적인 은퇴연령은 65세였지만, 2005년 개

혁은 이 연령을 63세부터 68세 사이에서 연금 수령자가 결정할 수 있도

록 했다. 둘째, 조기퇴직연금(early retirement pension)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당시 1944년 이전에 출생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1947년 이전 출생자들에게

만 조기퇴직연금이 허가되었다. 셋째, 소득비례연금제도 가입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다. 이전에는 만 23세에 얻은 노동소득부터 소득비례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았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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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연금급여액 계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수

당, 상병수당 등도 연금급여액 산출 과정에서 소득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섯째, 기대수명계수가 도입되었다. 1947년 이후 출생자부터 

62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기대수명계수가 매년 결정되어 소득비례

연금급여액 산정에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령 노동자의 연금기여금이 

증가하였다. 2005년 연금 개혁에 따라 53세 이상 노동자의 연금기여금

은 53세 미만 노동자보다 약 30% 증가하였다(Eläketurvakeskus, 

2019d).

라. 2017년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제도 개혁

2005년에 시작된 개혁이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9월 새로운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9월 노·

사·정 협의체는 201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 과정

에서 노동자 단체들 사이에 연금 수령액 계산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

만, 다수의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동의한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까지는 만 63세가 되면 은퇴가 가능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

었지만, 이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에는 최소 만 65세가 되어야 

은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1955년생의 은퇴연령은 63세 

3개월로 바뀌었고, 이후 출생연도가 1년씩 늦을수록 은퇴연령은 3개월씩 

늦춰지고 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노

동자들의 최소 은퇴연령은 변함없이 63세가 적용된다. 둘째, 임금 노동자

의 연금 가입 최소 연령을 만 17세로 낮추었다. 기존 연금 가입 최소 연령

은 만 18세였다. 셋째, 2017년부터 연금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연금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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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accrual rate)을 연 1.5%로 고정하고, 기준 임금은 ‘총 노동기간의 평

균임금’으로 결정했다. 2016년까지는 매년 다른 연금적립률이 각 연도의 

임금에 적용되었다. 다만 기존 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연금 개혁 이후에도 2017년부터 2025년까지 53세에서 62세에 

해당하는 연금 가입자에게는 1.7%의 연금적립률이 적용된다. 셋째, 은퇴

연령 이후에도 연금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연금급

여액이 증가하고, 연금을 일찍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급여액이 감소하

도록 제도가 수정되었다. 즉, 은퇴연령 후에도 추가적으로 기여금을 납부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1개월마다 0.4%씩 1년에 총 4.8% 증액되는 것이

다. 반면, 만 61세부터 예상 연금급여액의 25% 또는 50%를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대신 이 경우에는 은퇴연령 후 연금급여액이 

사전 수령기간 1개월마다 0.4%씩 감액되어 지급된다(Eläketurvake- 

skus, 2019e).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민간 부문의 연금기여금을 근로자 소득의 

24.4%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기준으로 만 53세 미만 또는 63

세 초과의 근로자는 임금의 6.75%, 만 53세 이상 63세 이하의 근로자는 

8.25%만을 기여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표 

3-2-2>는 2019년 산업 부문별, 직종별 연금기여금 비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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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핀란드 산업 부문별, 직종별 연금기여율(2019년)

구분
총 임금에 대한 
연금기여율(%)

근로자/자영업자의 기여율 (%)

53세 미만
및 63세 이상

53세 이상
62세 이하

민간 산업 부문 24.4 6.75 8.25

선원 20.0 6.75 8.25

공공 부문 28.35 6.75 8.25

중앙정부 24.4 6.75 8.25

교회 28.96 6.75 8.25

자영업 23.10 24.10 25.60

농부 및 
보조금수령자

-
최소 13.014

최대 24.10

최소 13.824

최대 25.60

   주: 농부 및 보조금 수령자의 기여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자료: Eläketurvakeskus(2019a), Mela(2019)

마. 연금 수령자 규모 및 연금액 수준

기본적으로 핀란드 시민권, 영주권이나 거주허가증을 가진 은퇴 노인

은 누구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핀란드 연금 수령자 규모는 꾸준히 상

승하여 2003년 약 120만 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149만 명에 이

르렀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약 62%는 소득비례

연금만 받고 있고, 약 33%는 소득비례연금과 국가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

다. 나머지 5% 정도는 국가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민간금융기관에 의

해 운영되는 민간연금도 존재하지만, 핀란드에서 민간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공적연금이 연금소득의 약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연금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Eläketurvakeskus,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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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핀란드 연금 수령자 규모 추이(2002~2017년)

자료: Eläketurvakeskus (2019b).  

핀란드에 거주하면서 핀란드에서의 경력만을 바탕으로 연금을 수령하

는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680유로다. 평

균 연금 수령액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월 1,898유로인 반

면 여성은 약 400유로 적은 월 1,499유로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연간 2,800유로 정도 낮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다. 평균 연금 수령액 구성을 보면 남녀 모두 소득비례연금이 총 연금액

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은퇴자의 평균 국가연금액은 140유

로로 남성 은퇴자 평균인 107유로보다 높았다.

2018년 연금 수령액 분포를 살펴보면, 핀란드 정부가 보장하는 가장 

낮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 남성과 여성 은퇴자는 각각 2.4%와 4.3%였

다. 남성 은퇴자 가운데 월 750~999유로를 수령한 집단이 14.9%로 가

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여성의 경우 월 1,000~1,249유로를 수령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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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20.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월 3,000유로 이상을 수령하는 연금 

고소득 집단은 전체 은퇴자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월 2,000~2,999유

로 수령자는 남성 은퇴자의 23.6%, 여성 은퇴자의 14.5%였다. 월 

1,000~1,999유로 수령자는 남녀 각각 47.4%와 58.1%로 나타났다.

<표 3-3-3> 핀란드 연금 수령자 평균 연금 수령액(2018년)

구분 남 여 전체

평균 월 연금 수령액 1898유로 1499유로 1680유로

소득비례연금 1770유로 1345유로 1538유로

국가연금(보장연금 포함) 107유로 140유로 125유로

기타 연금 21유로 14유로 17유로

자료: Eläketurvakeskus (2019c).

〔그림 3-3-5〕 핀란드 총 연금 수급액(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Eläketurvakeskus (20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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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핀란드의 고령자 고용정책 

가. 핀란드 노동시장 개관

핀란드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 간에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전

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upo라는 노·사·정 

협의기구를 통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큰 틀이 정해지는 것도 이러한 

전통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핀란드는 1968년 이후 국가수준에서 노·사·정

이 협상에 참여하는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을 2년에 한 번씩 열어 국가 단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2016년 이후, 사용자 측인 핀란드산업연

맹이 국가수준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

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만, 2019년 4월 핀란드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수립되면서 조만간 국가수준 단체교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의 단체협약의 내용은 국가수준, 산업수준, 지역수

준(사업장)의 3단계 단체교섭을 거치면서 구체화된다. 즉, 산업수준 단체

협약은 국가수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수준 단체협

약은 산업수준 단체협약과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그 내용이 정해져야 하

는 것이다. 다만 2017년에는 국가수준 단체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수

준 및 지역수준 단체협약만 체결되었다. 핀란드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 

이러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핀란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약 70% 수준으로 집계된

다. 1990년대 초반 85%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

이지만 여전히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조

합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중앙집중적인 단체교섭 전통과 더불어 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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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ent)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실업보험제도가 높은 노동조합 가

입률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실업보험은 의무 가

입이고 공공기관이 그 기금을 관리하지만, 겐트시스템하에서는 노동자 

개인이 실업보험 가입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노동조합과 연계된 조직이 

실업보험을 관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실업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현재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

크와 스웨덴만이 겐트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겐트시스템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실업보험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있다. 실업보험에 가입했던 노동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최장 400일(1주 

5일, 총 80주) 동안 일반적으로 직전 임금의 약 60%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실업자의 경우, 최장 400일 동안 1

일 32.4유로의 정액 실업급여를 받는다.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

는 경우, 실업급여는 자녀 수에 따라 조금 더 오른다.

핀란드에는 법정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않는 것도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다. 이는 2년마다 체결되는 국가수준과 산업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별, 직종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핀란드 단체협약법

(Collective Agreements Act)은 비노조원들도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

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00년대 고령 노동자를 위한 정책30)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핀란드 노동자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이 

59.8세, 여성이 60세 수준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

30) Piekkola. (2004). Active Ageing Policies in Finland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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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 당시 이미 핀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시작된 상태였고, 2010년

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됨에 따라 1990년

대 말부터 핀란드 정부는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 시기를 늦추기 위한 다양

한 「활동적 노화 정책(Active Ageing Policies)」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Piekkola, 2004, p.1). 

활동적 노화 정책을 위한 국가 주도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FINPAW)」였다. 당시 세계화와 자

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21세기 들어 핀란드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상당

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렇게 변화된 노동시장에서 고령 노

동자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핀란드 사회보건부, 노동부, 교육부가 공동으

로 FINPAW를 수립·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45세 

이상 64세 이하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은퇴연령과 55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었

다. 세부 정책 목표로는 관련 “연구개발 활동의 확대”, “부분적 연금급여 

지급 방안 활용”, “유연한 노동시간 모델 도입”,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

별적 태도 해소”, “평생학습 및 성인교육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FINPAW가 추진되는 동안 핀란드 조기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iekkola, 2004, pp. 20-21).

한편 FINPAW가 진행되는 동안 2000년에 두 번째 활동적 고령화 정

책 프로그램인 「National Well-being at Work Programme」이 시작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노동자의 소진(burn-out)과 따돌림을 

방지함으로써 직장 내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소진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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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과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고령 노동자들이 경험하기 쉽고,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조기 은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노동

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

해서는 직장 문화와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사회

보건부, 노동부, 교육부 외에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자영업자 단체, 농

업종사자 단체, 스포츠 단체, 교회 등 다양한 직종의 대표자들이 이 프로

그램에 참여했다(Piekkola, 2004, p. 23). 직장 내 웰빙 증진의 모범 사

례 발굴 및 홍보, 관련 연구 결과의 활용, 직장 문화 개선 컨설팅 및 자금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등 네 가지 접근법이 활용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홍

보자료들이 발간되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되었고, 직장 내 웰빙 관련 전문

가들이 직접 개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 프로그

램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직장 내 웰빙의 중요성과 개선 방안을 알리기 위

해 매년 10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Piekkola, 2004, p. 25).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핀란드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ecurity and Health Act)과 직장보건서비스법

(Occupational Health Care Act)이 마련되었다. 2003년까지 4년 동

안 지속된 이 프로그램에는 약 75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Piekkola, 2004, p. 24).

2003년부터 핀란드 정부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증진을 위해 「VETO」, 

「NOSTE」, 「KESTO」 등 3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핀란드

어로 ‘끌어당김’이라는 뜻을 가진 VETO프로그램은 고령 노동자들이 최

대한 오래 고용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의 직장 내 웰빙과 재활에 초

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서 2007년까지 추진되면서 산업안전보건 및 직

업재활 관련 기관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VETO프로그

램은 FINPAW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Alasoini, 2016). 200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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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행되었던 NOSTE프로그램은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

동시장에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목표에 알맞게 핀란드어로 ‘들어올림’을 뜻하

는 NOSTE가 프로그램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

터 활용 능력을 비롯해 각종 기초적인 사무 능력에서부터 개인 창업에 필

요한 지식까지 폭넓은 내용의 강의와 훈련이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지

속시킴’을 뜻하는 KESTO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은 고령화사회에서 업무 

능력 증진과 노동시장 및 사회 참여 독려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고령화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과 경영 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7년까지 운영되었다. VETO프로그램은 

사회보건부가, NESTE프로그램은 교육부가, KESKO프로그램은 산업보

건연구원이 각각 담당했다.  

1996년부터 3기에 걸쳐 2010년까지 진행된 「National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 역시 핀란드의 활동적 고령화 정책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산성과 직장생활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별 사업장들의 작업 과정, 직

장 편성, 관리감독 업무, 직장 공동체, 작업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프

로젝트가 수행되었다(Alasoini, 2016). 이 프로그램의 1기는 1996~ 

1999년, 2기는 2000~2003년, 3기는 2004~2010년에 진행되었는데 전 

산업 부문에 걸쳐 약 1800개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고, 약 35만 명의 노

동자가 참여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이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동안 총 1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Alasoini, 2016,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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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orking Life 2020 프로젝트(2013~2019) 

2000년대 말부터 고령 노동자에게 주된 초점을 맞추었던 핀란드 활동

적 고령화 정책들은 좀 더 포괄적인 고용정책의 일부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넘게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활

동적 고령화 정책이 추진된 점과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

향으로 핀란드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핀란드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급등하여 

2009년과 2010년에는 25%에 육박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핀란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시작했다. 당시 노동

장관이었던 Lauri Ihalainen을 위원장으로 「직장생활발전국가전략

(National Working Life Development Strategy)」 수립위원회가 

2011년 11월에 활동을 시작했고, 이 위원회에는 관련 부처의 전문가, 사

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의 대표, 노동시장 및 산업보건 관련 연구자 등 

다양한 조직을 대표하는 인력이 참여하였다. 2012년 5월에 그 내용이 최

종 확정된 직장생활발전 국가전략은 2020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수준 높

은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첫째, “혁신과 생산성”, 둘째, “신뢰

와 협력”, 셋째, “직장 내 건강과 웰빙,” 마지막으로 “능숙한 노동력”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하였다. 이 전략은 당시 핀란드의 직장생활을 평가하고 

미래 노동환경의 변화를 예상한 후, 개별 중점 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중앙정부,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

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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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수립된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핀란드 고용경제부는 2013년부

터 2019년까지 ‘Working Life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

로젝트는 노동조합연맹과 사용자 단체를 비롯해 노동시장 쟁점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 80개가 참여하는 중앙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앞서 

수립된 직장생활발전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개별 사업장에 직장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보, 도구,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생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내고 직장 구성원들 간 공

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앙협력네트워크는 독자적으로 ‘발

달경로테스트(Development Path test)’를 만들어 각 사업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는 15개 지역협

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력네트워크는 고용경제부

의 지역 단위 하위 조직인 15개 경제개발·운송·환경센터(Elinkeino-, 

liikenne- ja ympäristökeskukset)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지

역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 부문별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Working Life 2020 프로젝트는 직장생활 개선을 보여 주는 좋은 사

례를 발굴하여 다른 사업장에 알리고 그것이 적용되도록 돕는 일에도 중

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별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동안 수집된 직장 내 

리더십과 신뢰에 관한 훌륭한 사례와 정보들이 각종 행사를 통해 발표되

고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핀란드 정부가 직장생활 발전과 관련하여 이렇게 지속적이고 큰 노력

을 기울이는 또 다른 의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하고 효과적인 직장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매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핀란드 산업계가 필

요로 하는 세계적인 인재를 유치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의도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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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스타트업(start-up)을 지원하는 핀란드 공공기관인 비즈니스 핀란

드(Business Finland)의 ‘Talent Boost’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들 중 하나는 인재 유치를 위해 핀란드 노동시장을 

더욱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하나의 브랜드로 홍보하는 것이다.

Working Life 2020 프로젝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

해 핀란드는 ‘직장생활지표(Working Life Barometer)’를 개발하여 노

동자들의 직장 환경과 직장생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핀란드 통계청이 수행하는데 매년 15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직장의 고용 및 재

정 상황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실업 가능성 및 재취업 경쟁력, 직장에서

의 기술 훈련 기회, 동료와의 관계와 협력,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의 직장생활지표와 그 결과는 ‘생활·노동조건개선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이 유럽 국가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라. 산업보건연구원의 고령 노동자 관련 서비스 및 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핀란드에서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에 초점

을 맞춘 국가 단위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핀란

드 산업보건연구원은 꾸준히 산업 현장에서 고령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보건연구원의 「시니어 커리어 코칭(Työn imua uran senior-

ivaiheeseen)」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직장

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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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산업 분야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 노동자들을 대상으

로 2~4회의 모임을 통해 전문가의 코칭을 제공한다. 사업장의 요청에 따

라 산업보건연구원은 시니어 커리어 코칭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해당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나 산업보건 담당자들에게 교육하기도 한다. 이 프

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관련 연구를 

위해 활용된다(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2019a).

산업보건연구원이 최근 고령 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는 연

구는 2019년에 시작한 「건강한 노화와 작업 능력을 위한 적응 가능 환경 

및 대화 시스템 기반 접근 (Adaptive Environments and Conversational 

Agent Based Approaches for Healthy Aging and Work Ability: 

COADAPT)」프로젝트다.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환

경 변화는 고령 노동자들의 생산성 유지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연구 프로젝트는 고령 노동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활용의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스케줄이나 

업무량 등 노동 시스템 자체를 고령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적합하도

록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

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와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

working)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ICT 기술과 프로그램이 활용될 것

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는 핀란드, 이탈리아, 벨

기에의 대학교와 기업 등 8개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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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핀란드의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 

가. 핀란드 보건사회서비스 개관

핀란드의 보건사회서비스는 보건서비스법(Health Care Act)과 사회

복지법(Social Welfare Act)에 따라 지방정부(municipalities)가 기획

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보건서비스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마

다 보건소(terveysasema)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서비스, 1차 

의료서비스, 치과 치료, 전문의 진료 등을 제공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상담, 긴급돌봄서비스, 재가서비스, 주거서비스, 시설보호, 

가정돌봄서비스, 재활서비스, 아동 및 가족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돌

봄서비스, 약물남용방지서비스 등 지역 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5년 현재 핀란드 317개 지방정부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 인구 비

중이 20%를 넘는 지방정부는 2곳, 17.5~19.9%인 곳은 9곳에 불과하지

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30년에는 7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7.5% 이상인 지방정부가 175곳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고

령화에 대응하여 보건사회서비스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핀란

드 지방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8b, p.14). 

핀란드의 보건서비스는 영국과 같이 조세로 그 재정을 대부분 충당하

지만, 최근 보건서비스 남용을 막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일부 보건서비스에 정액의 이용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재정 역시 대부분 조세를 통해 마련되지만 보건서비스와 

비교하면 이용자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핀란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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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서비스지원법(Disability Services and Support Act)」에 따르면 모

든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이용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장애인과 거동이 불

편한 노인에게 최소 월 18회 이상의 택시이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

부분의 지방정부는 지역 내 버스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 부담금

으로 정하고, 이 택시이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택시

이용서비스 한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두 이용자 본인

이 부담한다.

보건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고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과 달리 사회서비스 제공에는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

관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예를 들면, 최근 보육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접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 관할 지역에서 각종 사회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허가해 주고, 바우처나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주민들의 민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확대하

고 있다.

보건사회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반면, 서비스의 가이드라

인 수립 및 제공, 보건사회서비스 인력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서비스에 대

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핀란드 사회보건부가 보건

사회서비스 제공의 가이드라인과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지방정

부에 제공하고, 교육문화부는 보건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교육을 담당

하며, 보건사회서비스 인력 자격증 관리는 국립보건복지감독청(Sosiaali- 

ja terveysalan lupa- ja valvontavirasto; Valvira)이 전담한다. 그리

고 보건복지연구원(THL)은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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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이후 핀란드 보건산업부문의 한 가지 특징은 보건복지

기술 연구개발에 혁신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관련 산업은 발전시키

고 보건복지서비스의 비용은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핀란드의 

계획은 「Health Sector Growth Strategy for Research and 

Innovation Activities」에 잘 나타난다. 2014년 교육문화부, 사회보건

부, 고용경제부가 함께 수립한 이 전략은 보건복지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예방, 진단, 모니터링, 치료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2014, p.21). 이 전략의 목표는 성공적인 보건복지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구축하

는 것으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었다(Finnish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2014). 이후 관련 산업분야의 혁신

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와 지원은 핀란드 혁신기금을 관리하는 공공조

직인 Business Finland의 「Health and Wellbeing」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지원하는 「Smart Life Finland」,  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Personalized 

Health」, 외국의 보건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Health Touris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Business Finland, 2020).

나. 보건사회서비스 제도 개혁 노력

핀란드 보건사회서비스는 현재 약 300개에 달하는 지방정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비효율과 고비용을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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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 간 상당한 서비스 품질 격차와 예산 편성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핀란드의 낮은 인구밀

도 때문에 발생한다. 핀란드의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3.3배에 달하지

만, 인구는 대한민국의 9분의 1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큰 도

시들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오래전부터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기 때문에 핀란드는 지난 네 번의 정권에 걸쳐 보건사회서비

스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부가 바뀌

었다.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집권했던 Juha Sipilä 내각은 비록 

실패하긴 하였지만, 매우 광범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보건사회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담할 18개 카운티(Counties)를 만들고 카

운티 의회 구성을 위한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보건사

회서비스를 지방정부보다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단일 기구가 관리·

감독하게 하여 지방정부 간 서비스 품질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 공급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 명시적인 의도였다. 이러한 보건사

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큰 개편 외에 Sipilä 내각의 보건복지서비스 개혁안

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담고 있었다. 첫째, 고객 지향적인 조직을 구

축하여 효과성, 효율성,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보건사회서비스를 통합한

다. 둘째, 보건사회서비스를 위해 조세 외에 다양한 재원 활용을 용이하

게 법과 제도를 바꾼다. 셋째, 영리 및 비영리 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참여

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넷째, 보건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 공급자들 간 정보 공유를 확대시킨다. 

다섯째, 보건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여 정부의 재정 부

담을 줄인다. 여섯째, 의사결정 및 운영 과정을 현대화함으로써 고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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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보건사회서비스 제공을 현실화한다(Finnish 

Ministry of Finance, 2019).  

위 개혁안의 추진을 위해 Sipilä 내각은 2018년에 카운티 의회선거를 

실시하여 18개 카운티 정부를 구성하고, 2019년 초에 최종 개혁안을 의

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법률안의 위헌성과 적절성 여부를 평

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Law Committee)

가 예상보다 긴 기간에 걸쳐 보건사회서비스 개혁안을 심의하게 됨으로

써 일정이 지체되면서 2018년에 카운티 의회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그

리고 2019년 2월 23일, 헌법위원회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 자격,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재원 조달 방식 등 개혁안의 많은 부분들

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큰 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개혁안이 관료, 정치인, 정보통신 전문가

들 중심으로 수립되었고 현장 실무자와 국민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임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

은 Sipilä 내각이 물리적으로 최종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음

을 뜻하는 것이었다. 결국 2019년 3월 8일 Sipilä 총리는 보건사회서비

스 개혁안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2019년 4월 14일에 있었던 핀란드 의회선거에서 위 개혁안에 적극적

으로 반대했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이 원내 제1당으

로 올라서고, Sipilä 총리가 이끄는 중앙당(Centre Party)은 제3당으로 

내려앉게 되면서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 의해 새로운 개혁안이 수립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Sipilä 내각은 이전 정권들보다 더욱 적

극적으로 보건서비스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또 한 번의 실패로 이어지

고 말았다. 대다수 핀란드 국민들이 보건사회서비스 제도 개혁의 필요성

에는 공감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핀란드는 하나의 합의된 개혁안을 도출



192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수립했던 개혁안은 실패하였지만, 핀란드의 보건사회서비

스 제도 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5월에 출범한 중도좌파 연립내

각은 평등하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

안 수립에 착수했다(Sote-uudistus, 2020). 핀란드의 고령화는 보건사

회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시키는 반면 경제성장은 둔화시킬 것으로 예측

되고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

문에 보건사회서비스 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Noro, 

2016). 지난 정부가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민간제공자 참여 확대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달성하

고자 했던 반면, 현 정부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향상시킴으로써 평등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용효과

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노인복지정책 주요 동향

핀란드 보건복지서비스 개혁은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와중에

도 노인복지정책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입법을 통해 꾸준히 새롭게 진

화하고 있다. 1993년에 보건사회서비스 공급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

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부터 지방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과 

서비스 공급이 핀란드 노인복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화두가 되었다. 

지방분권화 초기에는 지방정부 간 노인복지서비스 품질 격차가 발생하

고, 일부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핀란드 사회보

건부와 핀란드 지방정부연합회(Suomen Kuntaliitto)는 노인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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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품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첫 가

이드라인은 2001년에 발표되었고, 이후 2008년과 2013년에 새로운 가

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최근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의 1차적인 목적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자와 정치적 지도자들

이 노인복지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노인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들이 활동하는 과정에도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7년에 발표된 노인복

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노인의 기능적 능력(functional capacity) 보장,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상담 시스템 구축, 서비스 인력 관리, 고령친화적 

서비스 체계 구축, 최신 기술의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8b).

핀란드 정부는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2012

년에 「노인 인구의 활동 능력 지원 및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건서비스에 

관한 법률(Act on Supporting the Functional Capacity of the 

Older Population and on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핀란드 노인복지정

책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기조에 따라 노인들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소화

하기 위함과 동시에 고령이 된 후에도 자택에서 생활하기를 선호하는 핀

란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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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기요양서비스와 비공식케어 지원 확대31)

핀란드의 보건사회서비스 제공 의무는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장기요

양서비스 역시 지방정부가 제공한다. [그림 3-3-6]는 노인들이 지방정부

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보여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보건사회서비스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마련되고, 특정 서비

스만을 위한 목적세나 사회보험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

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의뢰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재가복지서비스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 외에 병원, 노인주택,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요양서비스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설보다는 노인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핀란드에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

자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Kalliomaa-Puha & Kangas 

(2018)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15년까지 시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

스 이용자는 5만~6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3-7]은 핀란드

에서 중증장애로 인해 병원 및 요양시설에 머무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양로원, 노인주택,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본 내용은 저자가 서술한 ‘신영규. (2016). 비공식케어 지원을 위한 핀란드 법률과 프로

그램들. 복지이슈 Today, 39, p. 17’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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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핀란드 노인을 위한 의료 및 요양서비스

자료: Noro, A., (2016)

〔그림 3-3-7〕 시설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

자료: Kalliomaa-Puha & Kangas(2018). p.6.



196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핀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주로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제공되는 경

향이 강해지면서 장기요양서비스에서 가족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나 친인척 등이 상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식케어(informal care)가 증가하고 있다(Kalliomaa-Puha & Kangas, 

2018).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공식케어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핀란드 정

부는 비공식케어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핀란드

에는 약 35만 명 정도의 비공식케어 제공자가 있고, 이 가운데 6만 명 정도

는 상당히 부담이 큰 케어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The Central Association 

of Carers in Finland, 2015, p. 6). 

2005년 핀란드 정부는 「비공식케어지원법(Act on Support for Informal

Care)」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비공식케어 제공자들을 위한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이들에게 케어수당(care allow-

ance)을 지급해야 하고, 이들이 휴가를 원할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The Central Association of Carers in Finland, 2015, 

p. 14). 2016년에 「비공식케어지원법」이 수정되면서 지방정부는 매년 

비공식케어 제공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케어수당 금액을 결정하게 되었

다. 가장 큰 지방정부인 헬싱키(Helsinki)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현재

까지 돌봄서비스의 강도에 따라 비공식케어 제공자들에게 매월 1,699유

로, 784유로, 432유로를 지급하고 있다(City of Helsinki, 2019). 

비공식케어 지원은 지방정부와 케어 제공자 사이의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계약은 구체적인 케어 및 서비스 계획을 포함하고, 케어 

제공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미를 명시한다. 계약 체결 및 개별 

비공식케어 지원 여부에 관한 판단은 지방정부 소속의 노인정책이나 장

애인정책 담당 사례관리자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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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주택 개선 사업32)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탈시설화의 기조에 따라 핀란드는 노인들의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노인들의 다양

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비공식케

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다 긴밀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노인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75세 이

상 노인 가운데 자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90% 이상

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

여 2016년에는 7.3%를 기록했다. 반면 시설 거주 노인 비율은 2011년 

4.4%에서 2016년 1.7%로 감소했다(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2019).

<표 3-3-4> 주거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75세 이상 노인 비율(%)
(단위: %)

주거 및 서비스 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택 거주 89.5 90.0 90.3 90.5 90.6 90.9 -　

재가서비스 12.2 11.9 11.9 11.8 11.8 11.3 11.3

유급 비공식케어 4.4 4.5 4.6 4.5 4.7 4.7 4.8

서비스주택 거주 5.9 6.1 6.5 6.7 7.1 7.3 -

시설 거주 4.4 3.8 3.1 2.6 2.1 1.7 -

자료: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2019).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핀란드 보건사회서비스 

제도 개혁의 일부로 「Improved Home Care for Older Persons and 

32) 본 내용은 저자가 서술한 ‘신영규. (2018). 핀란드 커뮤니티케어 현황과 동향. 복지이슈 

Today, 64, p. 14’ 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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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Informal Care in All Age Groups」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노인을 비롯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들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기존 서비스와 비공식케

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커뮤니

티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6).”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핀

란드 보건사회서비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 시스템을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까지 파일럿 시험이 진행

되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9년 4월 핀란드 의회선거를 

앞두고 Sipilä 내각이 보건사회서비스 제도 개혁의 실패를 선언하면서 전

국적으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2019년 5월에 새롭게 구성된 중도좌파 연립내각이 조만간 이 정책의 존

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개혁 시도와 별도로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케

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담당 공무원들

은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과 주변 사람

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질병

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 역시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니즈

에 따라 가정간호, 재가서비스, 기타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가정간

호의 경우, 다른 서비스들로는 충분한 케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을 때만 제공된다(City of Helsinki, 2020).

앞서 소개된 「노인 인구의 활동 능력 지원 및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건

서비스에 관한 법률(Act on Supporting the Functional Capacity of 

the Older Population and on Social and Health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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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lder Persons)」에 따라 사회보건부는 2030년까지 75세 이상 노인

들 가운데 92% 이상이 일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매년 1,500~2,000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

으로 예측된다(Finnish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13, p.5). 이

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노

인들을 위한 주택 개선 프로그램 (Housing development programme 

for older population)」을 시행하여 ‘국가 주거 정책에 노인 주거환경 

개선 관련 내용 검토 및 반영’,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리 및 접근

성 개선’, ‘주택의 질 개선 및 다양한 주거 방안 제시’, ‘기능성을 고려한 

주택, 서비스, 주거환경의 종합적 설계’ 등을 추진하였다(Finnish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13). 

바. 재활서비스

핀란드에서 재활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기관

인 Kela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핀란드 거

주자라면 누구나 의사의 진단서와 추천서를 바탕으로 재활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서비스는 Kela가 직접 제공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Kela가 서비스 의뢰인에게 지방정부, 보건소, 종합

병원, 민간의료기관, 산업보건서비스기관, 연금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적

절한 서비스를 안내해 준다. Kela가 제공하는 재활서비스 대부분은 무료

이고, 외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면 Kela가 그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 준다(Kela, 2019e). 

Kela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재활서비스는 직업재활(vocational re-

habilitation), 재활·적응훈련과정(rehabilitation and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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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s), 재활심리치료(rehabilitative psychotherapy), 집

중의료재활(intensive medical rehabilitation), 개인종합재활(multi- 

disciplinary individual rehabilitation), 신경심리재활(neuropsy- 

chological rehabilitation) 등 6가지이다. 우선 직업재활은 교육훈련비

용 지원, 청년 대상 직장생활 코칭(coaching) 프로그램, 직장인 대상 업

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보조장치(assistive devices)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재활·적응훈련과정은 서비스 의뢰인과 그 가

족들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변화에 적응하고 재활의 성공을 돕

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재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대처 방법 및 관련 공동

체에 관한 정보들이 훈련과정에서 제공된다. 다음으로 재활심리치료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개인, 집

단, 가족, 커플 등 다양한 형태로 1년간 최대 80회, 3년간 최대 200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집중의료재활은 65세 미만의 환자에게 질병이나 장

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물리치료, 직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신경심리치료 

등을 집, 학교,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

어 개인종합재활은 시청각장애, 근골격계장애, 척수손상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활서비스시설에 최장 15일 동안 머물면서 필요한 모

든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신경심리재활은 주

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난독증, 복합적인 발달장애 등을 겪고 

있는 16~67세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1년씩 최대 3년간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이다.33)

33) 재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Kela(2019e)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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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가 기억장애 대응 프로그램

2012년 기준으로 핀란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 이상이 중증 기

억장애를 겪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노인이 기억장애 진단을 받고 있

으며 더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은 탓에 알코올성 

기억장애 진단을 받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3, p. 7-8).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보건사회서비스의 새로운 대응을 필요로 하고, 관련 정책을 위한 

재정적 부담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12년 사회보건부 산하에 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 

차원의 기억장애 대응 프로그램인 「National Memory Programme 

2012–2020: Creating a ‘memory-friendly’ Finland」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의사결정자와 정책책임자들이 두뇌 건강 증진, 기

억장애 치료,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목표와 제안을 

담고 있다. 핀란드 국가 기억장애 대응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는 기억력 

친화적인(memory-friendly)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억력 친화적인 

사회는 “두뇌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지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는 

사회로서 인지 문제나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치료, 돌

봄, 재활의 기회를 얻고, 환자 자신이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를 의미한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3, p. 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첫째, “국민들의 두뇌 건

강 증진”을 강조한다. 두뇌 건강 증진에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점과 보건복지서비스 외에도 주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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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교통, 교육, 경제 등 모든 사회적 요인이 두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보여 주면서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서 두뇌 건강을 위한 통합적 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기억력 친화적

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두 번째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장애

와 그와 관련된 질병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

회적으로 기억장애에 대한 열린 분위기가 없이는 기억장애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와 서비스의 효과성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프

로그램은 “시의적절한 지원,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지방정부

의 정책적 대응”을 권고한다. 예를 들면, 인지 문제 혹은 치매를 앓고 있

는 환자들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 지방정부는 이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기억장애와 관

련된 연구 및 교육 강화를 강조한다. 기억장애와 관련하여 아직 다루어지

지 않았던 연구 주제들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

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3, pp. 9-18). 

기억장애 대응 프로그램이 제시된 이후, 많은 지방정부의 보건소들은 

임산부, 아동,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기존 건강검진서비스

에 두뇌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공

동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두뇌 건강의 중요성과 두뇌 건강에 관한 정

보를 홍보하는 행사도 빈번히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알츠하이머협

회(Muistiliitto)와 재활 및 공중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민나실

란파재단(Miina Sillanpään Säätiö) 등과 같은 민간조직은 두뇌 건강 증

진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과 게임을 개발하여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지방정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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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결 

핀란드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은퇴한 노인은 누구나 최

저생계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국가연금과 보장연금을 지급받고, 소득비

례연금제도 수정은 철저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핀란드의 노인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 연

금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은퇴연령 후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누구나 최소 약 780유로의 연금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관대한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핀란드가 보편주의 복지국가(universalist welfare states)

를 지향하기 때문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노인들의 생존기간

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연금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적 지원은 노인들의 삶의 질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

사·정 협의체의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핀란

드 사례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과정에 개방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

적 합의 절차가 더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질과 직장생활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핀란드의 고용정책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고령 노동자의 노동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노동생산성과 직장생활의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고령화 대응 사례는 현행 보건복지서비스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연속된 보건복지서비스 개혁의 실패에도 불구하

고, 인구 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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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핀란드 보건복지서비스 개혁안이 합의되고 추진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화사회 대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수립·추진되고 있는 

것은 25년 이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역

량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

다. 고령화사회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인들의 다양

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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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

  1.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

가. 일본의 고령화 현황 

일본의 2017년 기준 총인구는 약 1억 2671명으로 그중에서 65세 인

구는 3515명, 고령화율은 27.1%이다. [그림 3-4-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일본의 총인구는 장기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령화율은 

급격히 상승했는데, 1970년에 벌써 고령화율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

입하였고 1995년에는 고령화율이 14.6%(고령사회 진입)였으며, 2010년

에는 23%였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34)가 65세 이상이 되

는 2015년의 고령화율은 26.6%였으며,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단카이세대가 75세 

이상 후기노인이 되는 2025년35)을 대비하여 각종 고령사회 대책들을 제

시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36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42년 3935만 명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a).

34) 제2차 세계대전 직후(1947~1949년)에 태어난 세대로, 제1차 베이비부머를 말한다.

35)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 노인이 되는 2025년은 일본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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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일본 인구 변화와 고령화율 

자료: 総務省(2017). 人口推計.

일본에서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

는데, 첫째, 연령조정별 사망률36) 저하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

가하고, 둘째,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 식

생활 및 영양 상태 개선, 의료기술 향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

하고, 평균수명 역시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8년 기준 여성의 평균수명

은 87.32세로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 85.7세보다 높다. 남성의 평균수명

은 81.25세이다(厚生労働省, 2019b). 노인 인구의 사망률 저하가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19b)에 따

36) 노인이 많은 경우 사망률이 증가하므로, 연령 구성을 조정한 후(인구의 연령 구성에 변

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률을 살펴봄으로써 연령 구성이 서로 다른 집단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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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일본의 합계출산율37)은 제1차 베이비붐 시기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93년에는 1.46, 2005년에는 1.26이었다가 2010년에는 1.39로 반등

하였지만 출산율 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감소

하여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역세대의 부양 부담은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와 현역세대(15~64세)의 인

구 비율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고령인구 1명당 현역세대가 12.1명이

었으나, 2015년에는 고령인구 1명당 현역세대 2.3명으로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향후, 고령화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현역세대의 비율은 계

속해서 감소하여 2065년에는 고령인구 1명당 현역세대 1.3명의 인구 비

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세대의 인구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출

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65년에는 출생아 수가 56

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0~14세의 경우 2056년에

는 1000만 명, 2065년에는 898만 명으로 현재의 절반 정도가 감소할 전

망이다. 이 같은 출생아 수의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인 현역세대에도 영향을 

미쳐 2029년에는 현역세대가 6951만 명으로 7000만 명을 밑돌고, 2065

년에는 452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厚生労働省, 2019b, p. 5).

나. 일본의 고령화 대응 관련 정부 기본계획: 고령사회대책대강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연금, 의료, 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급부비의 증가이다.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사회보장비용통계(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

37)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을 합계한 것으로,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

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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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所, 2017b)에 따르면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

금, 노인의료·돌봄, 노인복지서비스, 노인고용계속보조금 등의 노인 관련 

급부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사회보장급부비는 114

조 8,596억 엔으로 전년대비 증가액은 2조 6,924억 엔으로 2.4% 증가했

으며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57%에 해당한다. 그중에서 의료, 

연금, 복지 및 기타로 구분했을 때, 의료는 사회보장급부비의 32.8%를, 

연금은 47.8%를, 복지 및 기타는 19.3%를 나타내었다. 

사회보장급부비의 증가는 사회보장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

정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38)와 사회보장급부비

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고령사회 대책들이 제시되었다. 또 

1994년에는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1995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고령사회대책대강이 

수립되었다.39)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은 1995년에 성립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

한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内閣府, 2019)은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사회의 

급변이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에 적

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공정한 

사회, 활력 있는 사회, 자립 및 연대 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 풍부한 사회 

38)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의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노인 관련 

급부비의 증가로 이어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17b)

에 따르면 65세에서 69세까지의 1인당 의료비는 46만 9000엔이지만 75세에서 79세가 

되면 79만 3000엔으로 증가한다. 즉,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해 1인당 의료비가 약 

2배 이상 필요하게 된다.  

39)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국민의 의식수준과 사회 시스템의 대응이 늦고, 고령사

회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들은 급증하므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고용, 연금, 

복지, 의료, 교육,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 각종 사회 시스템을 고령사회에 맞게 정립하려 

하였다(内閣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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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제2조). 이 법은 특히 취업과 소득, 

건강과 복지, 학습과 사회참가,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

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대강40)(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고

령사회 대책에 관한 중장기 지침을 설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해당)을 정

하고(제5조),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제15조). 또 정부는 매년 국회에 고령사회대책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고령사회대책대강의 실시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고령사회대책대강의 분야별 기본시책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된다(内閣

府, 2018). 첫째, 취업과 소득이다. 이는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

경 정비,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건강과 복지이다. 이는 건강한 사회 실현, 지속 가능한 개호보험제

도(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개호서비스 충실(개호종사자 이직제

로 실현), 지속가능한 노인의료제도 운영, 치매 노인 지원 시책 추진, 인

생 말기의 의료 방향성 설정,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

축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학습과 사회참가이다. 이는 학습활동 촉진과 

사회참가활동 촉진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생활환경이다. 이는 다양하고 

안정된 주생활 확보와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역사회 조성 및 종합적 추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재해 등으로부터의 보호, 성년후견제도의 이

용 촉진 등으로 구성된다. 다섯째, 연구개발 및 국제사회에의 공헌이다. 

이는 선진기술 활용, 노인을 수요층으로 하는 시장 활성화, 연구개발 등

의 추진과 기반 정비, 해외 각국과의 과제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여섯째, 

모든 세대의 활약 추진이다. 이는 모든 세대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고, 또 정책

40) 고령사회대책대강(고령사회 대책의 지침)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근거해 1996년 제정

되었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그 기본이념, 국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5년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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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1억 총활약 플랜(2016년 6월 결정), 일하

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2017년 3월 결정),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와의 

연계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사회대책대강은 크게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고, 최근 

2018년 개정에서는 노인을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

나(노인 정의 조정),  연령을 정하지 않고 70세 이상인 사람도 의욕을 가

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41)을 주장한 것이 특징적이다. 

핵심적인 변화로는 근로인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이 계속해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노인의 재취업, 겸업 및 부업, 창업 촉진),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선택적 조정(현행 연

금 수급 연령은 65세, 조기수급은 60세, 70세가 넘어도 연금 수급 연령

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조정), 사적연금제도 보급 및 충

실, 케어로봇 개발 및 보급, 치매 노인 지원 시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전 대강들과 비교해 저소득 노인의 저연금·무연금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줄어든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41) 70세가 넘어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을 얻는 것을 전제로 사회보

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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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고령사회대책대강 변천

구분 고령사회대책대강

연도 1996년 책정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8년 3차 개정

고령
화율

15.1% 18% 24.1% 27.8%

기본
방침

- 노인 자립, 참가와 

선택 중시

- 국민의 생애에 걸친 

정책의 체계적 추진

- 지역 자주성 존중

- 관계행정기관의 

연계

- 의료와 복지, 정보 

통신 등에 관한 

과학기술을 활용

- 획일적 노인상 수정

- 예방·정비 중시

- 지역사회 기능 

활성화

- 남녀 공동 참여 시점

- 의료·복지, 정보 

통신 등에 관한 

과학기술 활용

- 노인상에 관한 의식 

개혁

- 노후에 안정된 생활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지역력 강화와 

긍정적 지역사회 

실현

- 안전·안정적인 

생활환경 실현

- 청소년기부터 인생 

90년 시대를 대비 

하기 위한 제반 정비 

및 환경 실현

- 연령에 따른 획일화 

재검토, 전 세대가 

희망에 따라 의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 없는 사회 

실현, 전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비

- 지역 생활기반 정비,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노년기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건설(고립 

방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기술혁신의 성과로 

장애를 가진 노인의 

능력 발휘를 

지원하는 새로운 

고령사회대책 지향

정책
내용

취업소득 취업연금 취업소득

1. 노인고용·취업 

기회 확보

- 65세까지 계속 고용 

추진

- 다양한 형태의 

고용과 취업기회 

확보

2. 근로자 일생을 

통한 능력 발휘

- 장기간에 걸친 직업 

생활과 능력 개발

- 여유 있는 직업생활 

실현

- 고용·취업에의 여성 

1. 노인고용·취업 

기회 확보

- 지식, 경험을 

활용하여 65세 까지 

고용 확보

- 중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및 촉진

- 다양한 형태의 

고용과 취업 기회 

확보

- 노인창업지원

- 연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1. 전원참가형 사회 

실현을 위한 노인 

고용·취업대책 

추진

-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실시

-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 기회 

확보

- 노인재취업 

지원·촉진

- 창업지원

- 지식, 경험을 

1.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 재취업에서 나아가  

부업·겸업의 보급· 

촉진, 재교육 확충

- 노년기 창업지원, 

공무원 정년 연장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2. 공적연금의 안정적 

운영

- 연금 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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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발휘

-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대책 추진

- 다양한 근무 형태 

환경 정비

3.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4.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자조노력 

- 기업연금제도 

안정적 운영

- 고령화 등에 대응한 

퇴직금제도 개선

- 노년기 자산 형성 

촉진 

2. 근로자 일생을 

통한 능력 발휘

- 근로자의 전 직업 

생활 기간에 능력 

개발

- 여유 있는 직업생활 

실현

- 여성노인 능력 발휘 

(고용·취업)

- 다양한 근무형태 

정비

3.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공적 

연금제도의 확립

- 공적연금제도의 

일원화 추진

- 개인 생활스타일의 

선택에 따라 

중립적인 공적연금 

제도 구축

4. 자조노력에 의한 

노인 소득 확보 

지원

- 기업연금제도 정비

- 퇴직연금제도 개선

- 노년기 자산 형성 

촉진

활용한 65세까지 

계속고용 확보

2. 근로자 일생을 

통한 능력 발휘

- 근로자의 모든 

직업생활 기간을 

통한 능력 개발

- 여유 있는 직업생활 

실현

- 직업생활과 가정 

생활의 양립지원 

추진

- 다양한 근무형태 

정비

3.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 

제도 확립

- 저임금·무연금 문제 

대응

- 일하는 방식과 

라이프코스 선택에 

있어서 중립적인 

연금제도 구축

- 연금기록문제 

대응·업무운영 

효율화

4. 자조노력에 의한 

노년기 소득 확보 

지원

- 기업연금제도 정비

- 퇴직연금제도 개선

- 노년기 자산 형성 

촉진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 가능하게 검토

- 노인의 직업생활 

다양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구축 

3. 자산 형성 지원

- 사적연금제도 보급, 

노년기에 적합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

- 인지능력 저하에 

대응한 고령 투자자 

보호

건강·복지 건강·개호·의료 건강·복지

1. 건강 만들기 

종합적 추진

- 생애  기반 건강 

만들기

- 건강 위한 시설 정비

2. 보건의료복지 

1. 건강 만들기 

종합적 추진

- 생애  기반 건강 

만들기

- 건강 위한 시설 정비

- 개호예방 추진

1. 건강 만들기 

종합적 추진

- 생애  기반 건강 

만들기

- 건강 위한 시설 정비

- 개호예방 추진

1. 건강 만들기 

종합적 추진

-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대응, 스포츠 

활동 추진

2.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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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충실

- 지역에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제 

정비

- 재택서비스 충실

- 시설서비스 충실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자립지원정책 

종합적 실시

- 노인성치매에 관한 

종합적 정책 실시

3. 개호기반 정비를 

위한 정책 종합적 

실시

- 노인돌봄 제공인력 

양성·확보 대책 

추진

- 복지용구 보급 촉진

- 국민이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 제공 

체제 종합 정비

2. 개호보험제도 실시

3. 개호서비스 충실

- 필요한 개호서비스 

확보

- 개호서비스 질 향상

- 치매 노인 지원 대책 

추진

4. 노인의료제도 개혁

- 대상연령·공적 부담 

재검토

- 환자 부담 재검토

- 의료비 총액 성장의 

적정화

- 노인의료제도 창설

- 의료제공체제 개혁

5. 양육지원정책 종합 

추진

2. 개호보험제도 실시

3. 개호서비스 충실

- 필요한 개호서비스 

확보

- 개호서비스 질 향상

- 치매 노인 지원 정책 

추진

4. 노인의료제도 개혁

- 고령자의료제도 

재검토

- 지역에서 포괄적 

또는 지속적인 

재택의료와 

개호서비스 제공 

5. 주민 중심의 

지역상호부조 

시스템 만들기 

촉진

- 지역상호부조에 

의한 생활지원 추진

- 지역복지계획 책정 

지원 확보

개호보험제도 운영

-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심화

3.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확보(돌봄 종사자 

이직제로 실현)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노동자 확보, 

재가서비스 충실, 

시설 정비 

- 개호서비스 질 향상 

(사업자 정보 공개, 

ICT(정보통신기술)

를 활용한 케어 부담

경감, 1인실화를 

통한 노인존엄 확보)

4. 지속 가능한 노인 

의료제도 운영

- 신오렌지 플랜에 

근거해 시의적절한 

치매의료, 돌봄정책 

추진(치매 노인에 

대한 계몽, 치매 

초기 집중지원팀 

설치, 치매의료 

센터 정비)

5. 종말기의료

- 종말기 의료상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정보제공

6. 지역 공생사회 

실현

학습·사회참가

1. 평생학습사회 형성

- 평생학습 추진체제 

및 기반 정비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근로자 학습활동 

1. 평생학습사회 형성

- 평생학습 추진체제 

및 기반 정비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근로자 학습활동 

1. 사회참가활동 촉진

- 노인사회참가활동 

촉진

- 「새로운 공공」인재 

활동기반 정비

2. 학습활동 촉진

1. 학습활동 촉진

-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 저출산고령화로 

유발되는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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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 사회참가활동 촉진

- 노인사회참가활동 

촉진

- 노인봉사활동 기반 

정비

지원

2. 사회참가활동 촉진

- 노인사회참가 활동 

촉진

- NPO 활동 기반 

정비

2. 조사연구 기반 정비

- 연구추진체제 정비

- 인재 양성

- 체계적인 학습기회의 

제공과 기반 정비

- 장소와 관계없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 근로자 학습활동 

지원

형성을 위해 

사회보장교육 촉진

- ICT(정보통신기술) 

지원체제 정비

- 소비자 교육 촉진

2. 노인사회참가활동 

촉진

- 고립 방지를 위한 

봉사활동 기회 확대

생활환경

1. 안정된 주생활 확보

-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 다양한 주거형태 

대응

- 자립지원 및 돌봄이 

가능한 재가환경 

정비

2. 유니버설 디자인에 

근거한 지역 형성

- 종합적으로 노인을 

배려한 지역 만들기 

추진

- 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화, 보행공간 

형성, 도로교통 환경 

정비

- 건축물, 공공시설 

개선

- 복지정책 연계

3. 교통안전 확보, 

범죄 및 재해로부터 

보호

- 교통안전 확보

- 범죄, 인권침해, 

악질상법으로부터 

보호

- 방화정책 추진

4. 쾌적하고 활력 있는 

생활환경 형성

1. 풍족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차세대 계승 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 순환형 주택시장 

실현

-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2. 유니버설 디자인을 

생각한 지역 만들기

- 노인을 배려한 

지역환경 조성 

종합적 추진

- 공공교통기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화, 보행공간 

형성, 도로교통 환경 

정비

- 건축물, 공공시설 

개선

3. 교통안전 확보, 

범죄, 재해로부터 

보호

- 교통안전 확보

- 범죄, 인권침해, 

악질상법으로부터 

보호

- 방화정책 추진

4. 쾌적하고 활력 있는 

생활환경 형성

1. 풍부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확보

- 리버스 모기지 

(reverse 

mortgage) 보급, 

노인임대주택 공급 

촉진

2. 고령사회에 적합한 

마을 만들기 추진

- 장벽 없는(barrier 

free) 마을환경 정비

- 축소사회(집약사회) 

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3. 교통안전 확보 및 

범죄, 재해로부터 

노인 보호

- 운전면허제도 

재검토 등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대책 

추진

- 안전운전 지원이 

가능한 차 보급·개발

4.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

- 지역연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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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도시 환경 

형성

- 활력 있는 농어산촌 

형성

- 쾌적한 도시 환경 

형성

- 활력 있는 농어산촌 

형성

조사연구 등 추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시장 활성화,

조사연구

연구개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등

1. 각종 조사 연구 

추진

- 노인질병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 유니버설 디자인 

생활용품 연구개발

- 정보통신 활용에 

관한 연구 개발

2. 조사연구 기반 

정비

- 연구추진체제 정비

- 인재 양성

1. 각종 조사 연구 

추진

- 노인질병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 유니버설 디자인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 정보통신 활용에 

관한 연구 개발

1. 노인을 위한 시장 

개척 및 활성화

- 의료, 개호, 

건강관련 상업의 

강화

- 불안 해소, 즐거운 

삶을 위한 의료 및 

개호서비스 기반 

강화

- 노인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실현

2.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및 기반 정비

- 의료개혁 추진

- 노인의 특유 질병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 노인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 정보통신 활용에 

관한 연구 개발

- 고령사회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1. 선진기술 활용 및 

노인 대상 시장 

활성화

- 케어 로봇 개발, 

무인 자동운전 이동 

서비스 보급

2. 연구개발 추진 및 

기반 정비

- 저출산 고령화로 

직면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의 데이터 활용 

촉진

3. 해외 국가와 과제 

공유

- 일본식 케어를 

학습하고 

종사하고자 하는 

아시아 인재 

확대(외국노동자 

활용 확대), -일본식 

케어를  국제사회에 

전개, 과제 공유 및 

연대 강화

모든 세대 활약 추진

1. 전원참가형 사회 

추진

- 청년고용대책 추진

- 여성능력 발휘 

추진(고용, 취업)

1. 일본 일억총활약 

플랜, 일하는 방식 

개혁 계획에 

근거해 성별, 연령, 

장애 및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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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内閣府.(각 연도). 高齢社会対策大綱와 前田(2012)를 보고 필자 정리.

  2. 일본 노후소득보장, 연금정책

가.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구조 및 재정 체계

  1) 공적연금제도 구조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세대 간의 연대에 기반한 ‘부과 방식’을 기본으

로 운영되며([그림 3-4-2] 참조), 경제 변동으로 인해 연금급여 지급에 지

장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료 수입 이외에도 과거에 적립한 연금 적립금, 

세금이 활용된다. 공적연금은 20세 이상이면 공통적으로 가입하는 국민

연금(1층)과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2층)으로 이루어진다. 1층은 국

민연금이며 자영업자와 같이 국민연금에만 가입하는 사람(제1호 피보험

자)은 매달 1만 6260엔의 정액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소득과 관

계없이　은퇴 후의 연금 수급자인 고령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

공을 목표로 한다. 2층은 후생연금이며 회사원과 공무원과 같이 후생연

금 및 공제연금에 가입한 사람(제2호 피보험자)은 매달 정률인 17.828%

구분 고령사회대책대강

-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 대책 추진

- 아동, 육아 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관계없이 가정, 

직장, 지역 등 모든 

장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

2. 저출산사회대책 

대강(2015년 3월 

수정)에 근거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각 단계에 

적합한 대책 

종합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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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전업주부(제3

호 피보험자)는 제2호 피보험자(예를 들면 회사원인 남편)의 후생연금제

도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모든 사람이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노령기초연금에 더해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림 3-4-2〕 공적연금제도 구조

자료: 厚生労働省.(2019d). ライフコース別にみた公的年金の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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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체계

일본은 제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금 재정 프

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재원의 범

위　내에서 급부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연금액의 가치를 자동 조정하는 

구조인 ‘거시 경제 슬라이드’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현역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7년 이후 

보험료 수준을 고정했으며, 기초연금 급여비용의 국고부담 비율을 2분의 

1로 하였다. 또한, 대체로 100년간 재정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재정 

균형 기간 종료 시 급여비 1년분 정도의 적립금을 보유하기로 하고 적립

금을 활용하는 세대의 급여에 충당하며, 재원 범위 내에서 급여와 부담의 

변동에 따라 급여 수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한다.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5

년에 한 번 이상 확인하도록 한 이 재정 검증 시스템은 중장기적 지속 가

능한 제도 운영에 기여할 전망이다(厚生労働省, 2019c, p.3). 

〔그림 3-4-3〕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재정 체계

자료: 厚生労働省.(2019c). 2019(令和元)年財政検証関連資料.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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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적연금제도의 과제 및 연금개정 연혁

  1) 연금개정 연혁

지금까지의 연금제도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표 3-4-2>과 같이 제도 

창설, 제도 충실, 고령화 대응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

서도 고령화 대응에 해당하는 일본의 고령기의 고용 및 연금에 관한 주요 

개혁은 1985년, 1994년, 2000년, 2004년, 2012년, 2016년, 2017년으

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표 3-4-2> 주된 연금제도 개정 연혁

구분 연도 연금제도 개정 내용

제도 
창설

1942년 노동자연금보험법 발족(1944년에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1954년 후생연금보험법 전면 개정

1961년 국민연금법 전면 시행

제도 
보충

1965년 급여 수준 개선, 1만 엔 연금 실현, 후생연금기금제도 창설

1969년 2만 엔 연금 실현

1973년 5만 엔 연금 실현, 물가슬라이드제 도입, 표준보수(임금) 재평가 

고령화 
대응

198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연금제도 창설(1986년 도입)

1990년 피용자연금제도 간의 비용 부담 조정 사업 개시

1991년 20세 이상 학생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 개시

1994년 후생연금(정액 부분) 지급 개시 연령 상향

1997년
기초연금번호 도입, 후생연금으로 삼공제(JR공제, JT공제, NTT공제)를 

통합

2000년
후생연금보험법 개정, 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재정 후의 연금액의 개정 방법의 재검토(물가 슬라이드)

2002년 농림공제를 후생연금에 통합

2004년
보험료 수준 고정 방식 도입(상한을 고정한 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거시 경제 슬라이드 도입, 기초연금의 국고부담 비율 인상 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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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厚生労働省.(2018b)를 참조하여 재구성.

현행 연금제도 체계는 쇼와시대인 1985년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쇼

와(昭和)의 모델’이다. 1985년 개정에 의해서 후생연금, 공제조합 및 국

민연금이 분립된 채 모든 제도 공통의 급여로 새롭게 기초연금이 창설되

었다. 기초연금은 자체 재원을 가지지 않으며 각 연금에서 부담하는 거출

금으로 충당된다. 한편, 1985년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임의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했던 전업주부(아내)의 가입을 의무화해서 여성의 연금권을 

확립하는 등 당시의 현황과 과제에 부응하였으나, 제3호 피보험자 구조

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 비정규직과 같이 파트타임의 일을 하는 주부를 중

심으로 취업 행동을 왜곡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이는 세대 단위의 시점이 

아닌, 피부양자의 주부를 우대함으로써 기혼 여성이 피부양자의 범위에

서 일할 것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연수입을 

피부양자의 범위내로 억제하는 일본의 특수한 피부양형 파트타이머 증가

는 남녀 임금 격차의 요인 중 하나로 이어졌다(塩田咲子, 2000, p. 

135-139).

1994년 개정에서는 후생연금(정액 부분)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추어졌

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1961년 출범 때부터 65세였으나, 전쟁 

구분 연도 연금제도 개정 내용

2009년 임시적인 재원을 이용한 기초 연금 국고 부담 비율 2분의 1 실현

2012년

소비 세수(税収)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 부담 비율 2분의 1 영구화, 

특례 수준 해소, 피고용자 연금 제도의 일원화, 후생 연금 적용 확대, 

연금 수급 자격 기간 단축, 저소득 및 저연금 고령자에 대한 복지적 

급여 

2015년 피용자연금제도 일원화법(공제연금을 후생연금에 통일)

2016년
거시 경제 슬라이드 재검토(미조정분 이월), 임금 및 물가 슬라이드 재

검토(임금 변동에 따라서 개정)

2017년 노령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간을 10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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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시작된 후생연금의 경우 당시 55세였던 것이 단계적인 개정에 의해

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그림 3-4-4] 참조). 1994년 개정 전의 연금

은 60세부터 후생연금(정액 부분42) 및 보수비례 부분43))을 지급하였다. 

이를 1994년 개정을 통해서 60대 전반인 60세부터 64세까지 노령후생

연금을 특별지급하고 이 중 정액 부분을 2001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올

리면서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었다. 단, 여성은 남성보

다 5년 더 늦게 실시된다(厚生労働省, 2011a, p. 3).

〔그림 3-4-4〕 1994년 후생연금(정액부분) 지급 개시 연령

자료: 厚生労働省.(2011a). 支給開始年齢について. p. 5.

42) 연금액이 후생연금 보험 가입 기간 중의 보수 및 가입 기간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65세

부터 지급되는 노령후생연금은 보수비례 부분과 같이 계산된다.

43) 연금액이 후생연금 보험의 가입 기간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생년월일에 의한 단가×가

입월수×물가 슬라이드율’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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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정에서는 후생연금보험법 개정, 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 지

급 개시 연령 상향과 함께 연금액 개정 방법이 재검토되었다(물가 슬라이

드). 60세부터 64세까지는 노령후생연금이 특별 지급되고 정액 부분과 

마찬가지로 보수비례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

세(여성은 5년 늦게 실시)로 늘렸다. 또한, 현역세대의 임금 상승률을 연

금액에 반영시키는 임금 슬라이드를 수급 개시 후인 65세 이후에는 실시

하지 않고 물가 슬라이드에 연금액의 개정 방법이 재검토되었다(厚生労

働省c, 2018, p. 5).

〔그림 3-4-5〕 2000년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

자료: 厚生労働省.(2011a). 支給開始年齢について.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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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

구 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한편, 고령자를 지지하는 현역세대 인구 비율은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시 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하였고 기

초연금 국고부담의 비율 인상을 법정화하였다(厚生労働省, 2019g, p. 3). 

‘거시 경제 슬라이드’란 현역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고정한 다

음, 현역세대의 감소나 수명 연장에 따라, 물가나 평균 임금의 성장을 일

부 공제해 연금 급여의 수준을 조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이전에는 급여를 

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그대로라면 보험료

가 계속해서 오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래의 현역세대의 부담이 과중

해지지  않게 보험료 수준에 상한을 정하여 고정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이나 물가에 의한 개정률로부터 현역 피보험자의 감

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산출한 ‘슬라이드 조정률’을 공제하는 방

식으로 연금의 급여 수준을 조정하며, 거시 경제 슬라이드의 구조는 임금

이나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임금이나 

물가의 성장이 크지 않고 작을 경우 연금액의 개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임금이나 물가의 성장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임금이나 물가의 하락분만 연금액을 하향 조정한다. 예를 들면 물가 변동

률이 0.8%, 거시 경제 슬라이드 조정률이 ▲1.0%인 경우 조정은 0.8%만 

행하며 연금액의 개정률은 0.0%가 된다(厚生労働省, 2018a, p. 9).

한편, 이러한 ‘거시 경제 슬라이드’는 2004년의 연금 개혁에 의해 도입

된 제도이지만, 임금과 물가의 변동이 적을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아 

2018년 이전까지 실시된 것은 2015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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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명목 하한 조치 ‘거시 경제 슬라이드’

자료: 厚生労働省.(2018a). 雇用の変容と年金(高齢期の長期化,就労の拡大․多様化と年金制度). p. 17. 

1994년 이전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60세 정년보장을 노력의무로 

하여 60세 정년이 관행화되어 있었으나, 1994년 개정에서 이를 의무화

하고 65세까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계획의 작성을 지시하였다. 

2000년에는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도입하면서 노력의무화를 

하였으며 2004년에는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최근 2012년 개정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청년, 여

성, 고령자, 장애인 등 근로 가능 인구 전체의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 사회

를 지지하는 전원 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고령자의 취업 촉진의 일

환으로서 계속 고용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 사업주가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내실화하는 등의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가 노사협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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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준에 의해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한할 수 있

는 구조를 폐지한다. 둘째, 고용창출제도상 계속고용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가 고용되는 기업의 범위를 그룹기업까지 확대하는 구조를 마련한

다. 셋째,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의무에 관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업의 

기업명을 공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넷째,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실시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의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째, 

후생연금(보수비례 부분)의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이후의 자를 대상으

로 기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12년 경과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규

정을 정비한다. 이는 공적연금(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에 따

른 고령자고용제도는 2013년에는 60세 정년 이후 계속해서 고용을 희망

한다고 해도 고용되지 않고 또 연금도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소득이 발생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厚生労働省, 2012). 

일본은 2016년 12월 14일 제192회 임시 국회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6년 법률 제114호), 연금개혁법을 성립하였다. 이 개정에서는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장래 세대의 급부 수준 확보 등을 도

모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 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보장 기능

의 강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금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조

직인 ‘연금 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을 재검토하였다. 특히 이 재검

토에서는 전년도보다 연금액이 떨어지는 조정을 하지는 않지만, 물가 및 

임금이 오를 때 과거의 미조정분도 이월하여 조정을 실시하는 시스템인 

캐리오버 제도(2018년 4월부터 실시)를 도입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시간 근로자의 피고용자 

보험 적용 확대를 촉진(2017년 4월 시행)한다. 500명 이하 기업도 노사 

합의에 의거하여 기업 단위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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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부터 501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시작했다. 둘째,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산전 및 산후 기

간의 보험료를 면제한다(2019년 4월 시행). 차세대 육성 지원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산전 및 산후 기간 보험료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엔 기초연금을 전액 보장하며, 이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100엔 정도 인상한다. 셋째, 연금액의 개정 규칙을 재검토한다.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장래 세대의 급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2015

년에 처음 실시되고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거시 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실시한다. 연금의 명목 액수가 전년도를 밑돌지 않는 조치를 유지하면서 

임금 물가 상승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까지 미조정분을 포함하고 조정한

다(2018년 4월). 또한, 임금 변화가 물가 변동을 밑돌 경우 임금 변화에 

맞추어 연금액을 개정한다(2021년 4월). 넷째,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

립행정법인(GPIF) 조직의 재검토(2017년 10월 시행)를 실시한다. 합의

제의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 포트폴리오와 같이 중요한 방침에 관

한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집행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을 실

시하고 연금 적립금의 운용에 관해 리스크 관리 방법의 다양화 등 운용 

방법을 추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섯째, 일본 연금 기구의 국고 납부 

규정을 정비한다(厚生労働省, 2018b, p.13).

2017년 8월 이전까지 노후 연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수급 자격 기간

이 25년 이상 필요했으나 노인의 무연금 또는 저연금의 구제 조치로 인해 

2017년 8월부터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간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

었다([그림 3-4-7] 참조). 여기서 수급 자격 기간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또는 면제한 기간, 회사원으로 근무한 기간, 연금제도에 가

입하지 않아도 자격 기간에 합산이 가능한 기간(학생으로 인해 면제 등)

을 합산한 기간이다. 수급 자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낸 기간만이 아니라 

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도 합산44)되어 특례 기간이 포함되지만 종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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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25년 이상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였고, 이 25년이라는 기간은 

일정한 연금액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다.45)

〔그림 3-4-7〕 수급 자격 기간의 예

자료: 厚生労働省.(2017b). 年金ニュース.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보류되어 2019년 10월까지 연기되었다. 그 후

에 2016년 8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경제 정책’에서 결정된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사회 전체의 소득과 소비의 향상’이라는 항목에 “무연

금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이며,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

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2017년 중에 확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厚生労働省, 2018b, p. 22). 

이를 통해서 2016년 11월에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7년 8월부터 노령

44) 수급 자격 기간에는 합산 기간 대상으로 포함되지만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45) 수급 자격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 것은 원래 2012년 8월에 성립한 ‘공적연금제도 재

정기반 및 최저 보장 기능 강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2년 법률 제

62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 재원은 소비세를 10%로 올렸을 때의 증세분에서 확보

하는 것이었다. 수급 자격 기간이 부족하거나 무연금인 사람을 위한 대책 및 구제 조치

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2012년 당시 소비세율이 10%로 올랐을 때 연금 수급 자격 기간

을 25년부터 10년 단축한다는 내용의 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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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자격 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수급 자격 기간의 단축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노령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회사원이 가입하

는 후생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노령후생연금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가

령 20세에서 30세까지 회사에 근무하는 10년 동안은 후생연금에 가입하

고 퇴직 후 60세까지는 국민 연금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경우라도 수

급 자격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2017년 8월 1일 이후 연령 요건을 충족

하면 노령기초연금과 노령후생연금 수급권도 같이 발생하게 된다.

2017년에 실시된 연금개정은 무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령

자를 배려하면서 장래에 연금을 받는 현역세대의 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다. 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현역세대의 연금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 현역세

대가 안심하고 연금제도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실시하

였다(年金・日本年金機構関係).

  2) 4년 만에 실시되는 2019년 ‘거시 경제 슬라이드’

2019년 1월 18일 후생노동성은 2019년도 연금액을 2018년 기준  

0.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厚生労働省, 2019h, p. 1). 2015년 이후 

4년 만의 연금액 인상이다. 또한, 공적연금 피보험자 수의 변동률과 평균

수명의 증가율 0.3%(정률)에 근거하여 ‘거시 경제 슬라이드’도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된다. 위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래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안심할 수 

있도록 보험료 수준을 고정하고 급여와 부담의 변동에 따라 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구조인 거시 경제 슬라이드를 

2004년에 도입하였으며 2015년 실시 이후 4년 만인 2019년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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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은 그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나 물가의 변동률

에 따라 매년 개정되며, 앞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할 때의 연금액은 

임금 변동률에 따라, 수급 중의 연금액은 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된다. 

2019년도는 연금액 개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의 물가 변동률(1.0%)이 

‘명목 실수령 임금 변동률’46)( 0.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양측이 동시에 

플러스로 물가 변동률이 명목 실수령 임금변동률을 상회할 때에는 신규

재정연금, 기재정연금 모두 명목 실수령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개정하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0.6%가 이용된다. 이어 2019년도는 명목 실수

령 임금 변화율(0.6%)에 거시 경제 슬라이드에 의한 2019년도의 슬라이

드 조정률(▲0.2%)로 2018년도에 이월된 거시 경제 슬라이드 미조정 분

(▲0.3%)이 이용되므로 개정률은 0.1%이다. 연금지급액 인상에도 불구

하고 거시 경제 슬라이드에 의해서 인상 폭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厚生労働省h, 2019, p. 2). 

  3.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가. 고령자 고용안정 촉진

고령사회대책대강의 변천 과정을 통해 고령사회 관련 각종 대책들이 

서비스 대상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벗어

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 연령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존의 고령화 대응 정책들에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움

46) 전년의 물가 변동율에 2년 전부터 4년 전까지 3년도 평균 실질 임금 변화율과 가처분 

소득 비율 변동률(▲ 0.2%)을 곱한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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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은 일본의 노인 고용 관련 정책에서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노인 관련 고용정책은 1986년에 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이하, 고령자고용안

정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당시 사업체의 정년이 55세였으

므로 이를 연장하는 노력의무를 명시한, 정년을 직접규제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이라 할 수 있다(森戸英幸, 2014). 

고령자고용안정법의 목적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자의 안정적 고용 확보를 촉진하고, 재취업 촉진, 정년퇴직자와 고연

령 퇴직자에 대한 취업 기회 확보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하고 

고령자 등의 직업안정과 그 외 복지 증진 및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이 법에서 고령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조). 제4조에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고령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작업 시설 개선, 그 외 여러 조건을 

정비하고, 또 고용된 고령자 등의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의욕과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것을 책무로서 규정하였다. 

제8조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

하였다.47)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설정한 경우, 사업주는 고령자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9조). 정년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설

정한 사업주는 고용하는 고령자가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

록 ①‘정년 연장’(65세까지 정년을 연장), ②‘정년 후 계속(재)고용제

도’(65세까지 고령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계속고용 가능한 제도 도입), ③

‘정년 폐지’ 중에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중고령 이직자를 

위한 재취업 역시 지원해야 하는데, 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고 등으로 

47)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령자가 종사하기 어렵

다고 인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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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예정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종사자가 희망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직자 활동지원서를 작

성하고 이직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17조). 또, 사업주는 

1개월 이내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자 5인 이상을 해고 등에 의해 

이직시킬 경우, 사전에 ‘다수이직서’를 헬로워크(워크넷, 공공직업소개

소)에 제출해야 한다(16조).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변화에 대해 <표 3-4-3>에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

법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년제도에 

근거해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상향과 

함께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정년도 늘리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55세 정년을 60세 정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단계

적으로 65세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조성금 지원)하여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에서 오는 간극을 줄이

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연금 개혁과 고용안정(정년)제도가 조합되어 변화해 

왔다. 이는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에서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주장한 연금 개혁(수급 개시 연령 조정), 노인이 원하면 계

속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합치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년제에 근거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은 정년 전 노동자를 해

고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년제

와 함께 고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 연장, 계속(재)고용, 정년 폐지)를 실

시·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고령자고용확보

조치 미실시 기업 공표, 헬로워크 등을 통한 지도·감독, 고령·장애·구직

자고용지원기구에 의한 사업주 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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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에 근거해 일본의 2018년 고령자 고용 상황 추진 현황을 살펴

보면, 65세까지 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99.8%였

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79.3%, 정년을 연장한 곳이 

18.1%, 정년제를 폐지한 곳이 2.6%였다. 65세 정년인 기업은 16.1%였

고, 그중 노동자가 31~300인 기업이 16.8%, 301인 이상인 기업이 9.4%

였다. 66세 이상인 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기업은 27.6%, 

70세 이상인 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기업은 25.8%, 정년제

를 폐지한 기업은 2.6%였다(厚生労働省, 2018b, p. 2, 4). 

<표 3-4-3> 고령자고용안정법 변천

연도 1986년 책정 1990년 개정 1994년 개정

내용

사업주에게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하지 않는 

노력의무 부과

- 60세 정년제도 보급

- 65세까지 계속고용 

노력의무 규정 신설

- 60세 미만 정년 폐지 

(60세 정년 노력의무 규정 

강제(1998년 시행))

배경
인구 감소에 따라 정년

연장

- 1994년 공적연금제도 

개정으로 노령후생연금 

(1층 해당)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합치시키려 함

연도 2000년 개정 2004년 개정 2012년 개정

내용

- 60세 정년 후 재고용 

노력의무 확대

- 고령자고용확보조치로 정년 

연장, 정년 후 계속고용, 그 

외 필요한 조치 강구와 같은 

사업주 노력 의무화 도입

- 고령자고용확보조치로, 

기존의 정년 연장(60세→ 

65세), 정년 후 계속고용48)

에 정년 폐지를 추가

- 사업주 노력의무에서 

의무로 승격

-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에서, 

고령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계속고용제도 

확대·규제강화49)

48) 이 당시의 계속고용제도는 노사협정(사업장 협정)에 근거해 계속고용 대상이 되는 노동

자를 일정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49) 2013년 이후에도 노사협정에 의해 계속고용이 선택되는 경우, 노동자는 해고권 남용 법리 

적용에 의해 재고용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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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0년 개정 2004년 개정 2012년 개정

배경

-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에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정년제도에만 착목하여 

고령자 고용을 추진한 

정책에 한계 발생하여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도입

- 연급 수급 연령을 65세로 

늘림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제도 도입 필요성 

증가 

- 2014년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2층 부분)이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과 연금 

수급 시기 간 격차를 확실히 

줄일 필요성 대두

- 정년 후 노사협의에 의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추진했던 기존 조치에서 

고령자 희망에 따른 

계속고용으로 확대

자료: 柳澤武(2015). 高年齢者雇用の法政策; 森戸英幸(2014). 高年齢者雇用安定法; 高年齢者等の雇

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의 전문을 참고로 필자 재구성.

60세 정년 후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

와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노동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동자(노인) 노동시장 참여 유인책 

1995년에 ‘고연령 고용 계속 급부금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60세 

이상 노인이 정년 후에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줄어든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향상시키고 

65세까지 원활히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장려하기 위해 60세 도달 

시점과 비교해 임금이 75% 미만으로 저하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에

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50) 고연령고용계속 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

상 65세 미만의 일반 피보험자로 60세 이후 임금이 60세 시점과 비교해 

50) ‘고연령 고용 계속 급부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고연령고용

계속급부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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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미만으로 저하하여야 한다. 신청51)은 사업주를 통해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60세 시점 임금이 월 30만 엔, 60세 이후 월 임금이 18만 엔인 

경우, 60% 저하했을 때 월 임금 18만 엔의 15%에 해당하는 2만 7000엔

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간은 피보험자가 60세에 달한 달부터 

65세에 달하는 달까지이다. 단, 60세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달부터 이 급부금

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 재취업 지원 정책으로 생애 현역 지원 사업, 고연령 퇴

직 예정자 경력인재뱅크 사업,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사업, 노인 

스킬업 취직 촉진 사업 등이 있고 자세한 내용은 <표 3-4-4>와 같다.

이어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관련 유인책인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

본방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이 65세 이후에도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13년 후생노동성고

시 제558호(平成24年厚生労働省告示第559号)(厚生労働省, 2013)를 통

해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연령에 관계없

는 고령자 고용을 위해, 정부와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노력들에 대해 기

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1) 피보험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수속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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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노인 재취업 지원 사업

사업명 내용

생애 현역 지원 사업

* 전국의 주요 헬로워크 240개소에 생애현역지원창구를 설치하고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구인 개척 

등 실시

* 지자체에 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인취업촉진 사업 추진

- 고령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 관련 사업 소개

- 고령자에 대한 직업생활 설계에 관한 세미나 개최

- 기업에 생애 현역 촉진 세미나 개최

- 고령자 고용 취업에 관한 합동 세미나 개최

- 고령자 고용, 취업에 관한 욕구조사 및 분석 등

고연령 퇴직 예정자 
경력인재뱅크 사업
(2016년 신규사업)

공익재단법인 산업고용안정센터에 고연령 퇴직 예정자의 경력 등

의 정보를 등록하고, 그 능력 활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

노인 스킬업 취직 촉진 
사업

사업주단체, 공공직업안정기관 등과 연계해 기능 강습 및 면접 실시 

등을 통해 노인의 재취업을 촉진

자료: 厚生労働省(2019a).  高年齢者雇用対策에서 재구성.

  2) 고령자(이하 노인)가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조성: 사업주 의무52)

① 모집·채용에 관한 연령 제한 금지

고용대책법은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노동자 구인(모집)·채용에 연령 제한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인 고용 촉

진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을 모집·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상한 연령

을 설정할 경우 고용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2에 따라 구직자에게 그 이

유를 설명해야 한다. 

②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노인이 지닌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직업능력을 개

52) 厚生労働省. (2013). 高年齢者等職業安定対策基本方針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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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작업 시설 개선

작업 보조구 도입을 포함한 기계 설비 개선, 작업 평이화 등의 작업 방

법 개선, 조명 등의 작업 환경 개선, 복리후생 시설 도입 및 개선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배려함으로써 체력 등이 저하된 노인이 직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직업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역 확대

노동자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직무를 재설계하여 신체 기능 저하로 인

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인의 능력, 지식, 경험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노인의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배치·처우 

노인의 의욕 및 능력에 따라 고용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의 직

업능력을 평가제도, 자격제도, 전문직 제도 등에 의해 정비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⑥ 근무시간제도 탄력화

노인의 체력 저하, 희망하는 취업 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시간 근

무, 격일 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의 탄력화를 도모한다.

⑦ 고용주 간 공동 대처

노인 고용 기회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일 산업이나 동일 

지역의 사업주와 노인 고용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직업능력 개

발 지원, 직업능력 평가제도 정비, 고용관리 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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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주에 대한 지원53)  

①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특정 취직 곤란자 코스)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자를 헬로워크 등54)의 

소개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다. 단, 

조성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65세에 도달하기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조성금은 대상 노동자의 유형과 기

업 규모에 따라 <표 3-4-5>와 같이 1인당 지급액이 결정된다. 

<표 3-4-5>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지급액

대상 노동자 지급액 조성 기간 지급대상기별 지급액

단시간 
노동자

노인(60세 이상 
65세 미만)

40만 엔

(30만 엔) 

1년

(1년)

20만 엔*2기

(15만 엔*2기)

중도장애자 등을 
포함한 신체, 
지적장애자

80만 엔

(30만 엔)

2년

(1년)

20만 엔*4기

(15만 엔*2기)

단시간 
노동자 
이외의 
노동자

노인(60세 이상 
65세 미만)

60만 엔

(50만 엔)

1년

(1년)

30만 엔*2기

(25만 엔*2기)

중도장애자 등을 
제외한 신체, 
지적장애자

120만 엔

(50만 엔)

2년

(1년)

30만 엔*4기

(25만 엔*2기)

중도장애자 등
240만 엔

(100만 엔)

3년

(1년 6개월)

40만 엔*6기

(33만 엔*3기)

   주: 1. (   )안은 중소기업 이외의 곳에서 노인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금액과 조성 대상 기간임.

        2. 6개월 단위로 1기는 첫 6개월, 2기는 두 번째 6개월을 말함.

        3. 단시간 노동자란 1주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함.

자료: 厚生労働省,  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特定就職困難者コース) 홈페이지에서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중에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발췌해 정리하였음.

53) 厚生労働省,  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特定就職困難者コース)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

하였다.

54) 헬로워크(공공직업소개소), 유료·무료 직업소개소 중 후생노동성대신의 허가를 받은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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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생애현역 코스)

65세 이상 노인을 헬로워크 등의 소개로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이 

확실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이 고용보험의 고연

령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한다. 

<표 3-4-6>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지급액(생애현역 코스)

대상 노동자 지급액 조성 기간 지급대상기별 지급액

단시간 노동자
50만 엔

(40만 엔) 

1년

(1년)

25만 엔*2기

(20만 엔*2기)

단시간 노동자 이외의 노동자
70만 엔

(60만 엔)

1년

(1년)

35만 엔*2기

(30만 엔*2기)

   주: 1. (   )안은 중소기업 이외의 곳에서 노인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금액과 조성 대상 기간임.

        2. 6개월 단위로 1기는 첫 6개월, 2기는 두 번째 6개월을 말함.

        3. 단시간 노동자란 1주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함.

자료: 厚生労働省, 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生涯現役コース）홈페이지에서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 중에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발췌해 정리하였음.

③ 65세 이상 고용촉진 조성금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거나 노인 고용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경우 

혹은 유기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조성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7>과 같다. 

<표 3-4-7> 65세 이상 고용촉진 조성금 

종류 수급요건 수급 요건 지급액

65세 
이상 
계속
고용
촉진
코스

65세 이상 
노인을 
계속 

고용할 때 
지급 

(사업주당 
1회 지급)

1~3 중 하나의 제도를 실시할 때 지급
1. 65세 이상 정년 연장
2. 정년 폐지
3. 희망자 전원을 66세 이상의 

연령까지 계속고용
- 위의 제도를 규정한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함
- 위의 제도 실시를 위해 경비가 

소요되어야 함
- 노인고용추진원 선임 및 노인고용관리

1. 65세까지로 정년 연장한 경우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1~2인   일 

때, 65세까지 정년 연장한 경우, 
60~64세까지는 10만 엔, 65세는 
15만 엔

2. 66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한 경우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1~2인일 

때, 66세 이상 정년 연장한 경우, 
65세 미만은 15만 엔, 65세는 
20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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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厚生労働省, 65歳超雇用推進助成金 홈페이지에서 특정 구직자 고용개발 조성금 중에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발췌해 정리하였음.

종류 수급요건 수급 요건 지급액

관련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제도 실시일의 과거 1년 전부터 

조성금 신청일까지 고령자고용안정법 
제8조와 9조1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 조성금 지급 신청일 전일까지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60세 이상 노동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함

3. 정년 폐지한 경우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1~2인일 

때, 20만 엔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의 

인원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4. 희망자 전원을 66세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1~2인일 
때, 66세에서 69세까지 
(6~68세는 5만 엔, 69세는 10만 
엔, 70~74세까지는 10만 엔, 
75세 이상은 15만 엔

노인
평가
제도 
등 

고용
관리
개선
코스

1-2에 
근거해, 
노인의 

고용관리
제도 

정비에 
관한 

조치를 
노동협약 

혹은 
취업규칙
에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
게 일부 

비용 보조

1. 고용관리정비계획 인정
노인을 위한 고용관리제도 정비를 
위해 고용관리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독립법인 고령·장애· 
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이사장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을 것

2. 노인고용관리 정비 조치 실시
위의 고용관리정비 계획에 근거해 
동 계획의 실시기간 내 
노인고용관리 정비 조치를 실시할 것
(노인의 직업능력 평가 방법과 
그것에 근거한 임금·인사제도 
도입, 개선/노인의 희망에 따라 
단시간근로와 격일근로 등을 도입, 
개선/노인의 근로에 도움이 되는 
지식 및 연수제도 도입, 개선/법정 
외 건강관리제도 도입 등)

- 생산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75%조성
   : 중소기업 외 사업주에게 60%  

조성
- 생산성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60%조성
   : 중고기업 외 사업주에게 45%  

조성

노인
무기
고용
전환 
코스

50세 이상 
혹은 

정년연령 
미만의 

유기계약 
노동자를 
무기계약

으로 
전환하는 

경우 
1-2에 
근거해 
지급

(노동자 
1인당 
지급)

1. 무기고용 전환 계획 인정
무기고용 전환 계획서를 작성하고 
독립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 이사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을 것

2. 무기고용 전환 조치 실시
위의 계획서에 근거해 해당계획의 
실시기간 중 노인 유기계약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

- 생산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60만엔 

조성
  : 중고기업외 사업주에게 48만 엔 

조성
- 생산성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중소기업사업주에게 48만엔 

조성
  : 중고기업외 사업주에게 38만 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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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령 차별 금지 규정55)

2001년 고용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고용 상황에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 채용할 때 연령을 차별해

서는 안 되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한다(厚生労働省, 2019j). 하지만 이는 노동

자의 채용과 모집 상황에 한정해 연령차별을 금지시킨, 연령차별이라는 

이념만을 도입한 규정에 불과했다(柳澤武, 2015). 이에 2007년에는 노동

자 채용 시 사업주에게 연령차별 금지를 의무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력의무에서 강제의무로 변화)(厚生労働省, 2019j). 개정의 배경에는 

인구감소에 따라 생산가능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또 취직 빙하기(버블붕

괴로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에 취업이 어려웠던 프리터들이 연령제한으

로 계속해서 취업이 어렵게 되자 기업에 노동자의 채용과 모집시 연령차

별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柳澤武, 2015).56)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은 고용정책 전반에 정년제도를 폐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령차별 금지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또 고용대책법이 규제하는 모집·채용단계의 차별을 노동자가 

인식하기 어렵고,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는지 노동자가 확인하

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모집 단계의 연령차별 금지규정의 실효성에 의문

이 제기된다(柳澤武, 2015). 연령차별로 채용을 거부당한 증거가 없으면 

재판상 구제도 어렵기 때문이다(柳澤武, 2015). 

55) 柳澤武 (2015)., 高年齢者雇用の法政策: 歴史と展望, pp. 72-73을 토대로 재구성 하였

다.

56) 일본 대기업은 대학 신규졸업자를 주로 채용하는 ‘신졸자 채용’문화가 있으며 연령이 증

가할수록 취업이 어려워진다. 취직 빙하기때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들이 니트족으로 전

전하는 것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사업주에게 노동자 채용 시 연령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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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 평생교육·재교육 시스템

인구 고령화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노인 학습 및 재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참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인클럽, 노인대학 등 고령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1) 노인 평생교육·사회참가 관련 법

노인 평생교육 및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법에서 그 필요성

을 인지하고 정책화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생애학습

지원 시책추진 체제 정비에 관한 법률’(生涯学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

進体制等の整備に関する法律,이하, 평생학습진흥법)과 고령사회대책기본

법을 들 수 있다. 

① 평생학습진흥법(生涯学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に

関する法律, 1990년 법률 제71호)

이 법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학습지원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국민

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고 평생학습 정책으로 직업능력 개발·향상 및 사

회복지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② 고령사회대책기본법(高齢社会対策基本法, 1995년 법률 제 219호)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11조에는 노인의 학습 및 교육과 관련한 내용

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정부가 노인의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

회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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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조 1항에는 국가는 국민이 삶의 보람을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보하고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고, 11조 2항에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노인

의 사회 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노인 봉사활동을 위한 기반을 정비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사회교육법(社会教育法, 1949년 법률 제207호)

이 법은 노인의 학습 활동의 거점으로 공민관57)을 지정하고 시정촌(지

자체)에 공민관의 설치 의무와 수행해야 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2) 노인 평생교육·사회참가의 필요성

2012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가 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의 건강·의료·복지·고용·교육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江澤和雄, 2013). 또 평생교육, 재교육 

등의 학습 지원과 이를 통한 사회참가·사회공헌으로 노인이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문부과학성(文部

科学省)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목적으로 생애학습 방향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2012년 ‘장수사회의 평생 학습 방향성: 인생 100세. 배움이 있

는 행복 사회’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超高齢社会における生涯学習の

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2012). 이 보고서는 생애학습을 통해 새로운 노

인상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학습을 통한 노인 사회 참여, 지역

공헌으로 세대 간 교류를 강조하였다. 또 평생학습을 학습자가 자발적으

로 실시하는 자유롭고 광범위한 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취미·교양활동, 사

57) 한국의 마을회관과 유사하다.



제3장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243

회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인 평생교육과 사회참가는 지역의 

과제를 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

이 되는데,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17a)은 일본의 60~69세 노인은 

71.9%가 일을 하고 있거나 봉사활동, 지역사회활동(청내회, 지역행사 

등) 등에 참가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약 47.5%가 사회활동 등에 참가하

고 있다고 하였다. 60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 지

역사회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3) 노인 평생교육·사회참가 시스템

가) 노인 사회활동 참가 촉진

① 노인 사회참가 촉진

노인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노인클럽과 노인대학 사업이 추진되었

다. 노인클럽은 1952년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진되었으

며, 1962년에는 전국노인클럽 연합회가 설립되었다(江澤和雄, 2013, p. 

13). 노인클럽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의 자주적 활동조직으로 건강

만들기, 취미·문화, 레크리에이션, 세대교류 및 전승, 환경·생산·리사이

클 활동 등이 실시되고 있다. 노인클럽 수는 1995년 134개소(회원수 

8,803명)까지 계속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04개소(회

원수 5,906명)였다(内閣府, 2017). 노인대학은 당시의 후생성이 추진한 

노인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 1989년 수립)에 근거해 설치

되었고, 각 현(광역시)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江澤

和雄, 2013,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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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 보람 및 활동 촉진 사업(高齢者生きがい活動促進事業)

기업을 퇴직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유상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일정

한 수입을 얻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

록 장려하는 사업이다(内閣府, 2017). 

③ 노인 해외지원 활동 추진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풍부한 지식, 경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외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노인이 해외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

상국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内閣府, 2017).

④ 노인 여가시간 등 충실

텔레비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2017년까지 방송에 자

막을 부여하고, 대규모 재해 등 긴급 방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자

막을 부여하도록 행정 지침을 내리는 등 방송국의 자주적인 대응을 독려

하고 있다(内閣府, 2017). 

⑤ 노인의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ICT 활용촉진

초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새로운 정책과제(고립 방지, 건강수명 제고, 자

립도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모델로 ICT 활용 가능성을 강

조하고 있다(内閣府, 2014).  ‘ICT 건강 모델(예방) 만들기 사업’은 ICT

에 노인의 의료·돌봄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이 적시

적소에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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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인 평생학습 지원 정책

문부과학성은 초고령사회 평생학습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에서 노인 평

생학습 관련 현상과 과제에 대해 정리하고 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초고

령사회 대응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회(超高齢

社会における生涯学習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2012, p. 18-23)에서 

보고된 평생학습 내용과 각 주체들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합적 평생학습 추진체제 정비

－ 학습자 참가에 의한 협동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역사회 

알기 프로그램, 지역 특성에 입각한 지역 공헌, 지역사회 참여를 위

한 학습 프로그램 등을 행정기관, 대학, 민간, NPO, 학습자가 협동

(컨소시엄)하여 협동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 성과 활용 방법 구축: 표창제도, 학습이력 등록, 인재뱅크, 학습 자

원봉사 등록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대응을 실시한다.  

－ 코디네이터 등 인재 육성: 노인 평생학습이나 사회참가를 조율, 연

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학습상담체제를 정비한다.

－ 정보 발신과 수집: 우수 평생학습 사례 수집과 제공, 평생학습 및 지

역사회 참여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플

랫폼 만들기를 추진한다.

－ 학교 중심의 지역 만들기: 노인을 활용한 학교 교육 지원, 아동 양육 

지원 등 제도상의 정비를 실시하고 노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학교(빈 교실)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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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주체의 역할

－ 지자체: 학습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평생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

제를 정비하고, 또 지역주민, 학교, 고등교육기관, 기업 등의 연계를 

촉진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광역자치체: 지역의 우수 모델 보급, 개발을 위해 연구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 간의 대책에 대해 격차 시정의 관점에서 지자체에 

정보 제공 및 조언을 수행한다.

－ 국가: 향후 방향성과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교환, 관계기관 및 제도의 연계를 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정책

일본의 노인 인터넷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総務省, 2017, p.1), 2016년 

6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75.7%, 70대는 53.6%, 80세 이상은 23.4%로 

2010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60대의 인터넷 이용률

은 약 10% 증가하였고, 70대 이용률은 약 13% 증가하였다. 이처럼 노인

층의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인터넷 리터러시 정책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넷 리터러시 

정책은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는 능

력을 배양하고,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개인정

보 누설 등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内閣府, 

2018).  

한편, 초고령사회에 이웃과의 관계, 의사소통 등이 소원해지고 노인의 

고립·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의사소통 활성화의 도구로 ICT(정보통신기

술)의 유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총무성은 노인이 ICT를 활용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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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ICT 사용 방법 학습 및 상

호 교습의 기회(공민관·학교 빈 교실 등) 제공, ICT 서포터 배치, 노인봉

사자의 ICT 강습회 개최 등이 그것이다(総務省, 2013). 또 <표 3-4-8>처

럼 ICT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실증연구를 통해 ICT 리터러시가 세대 간 

교류, 이웃과의 관계 형성, 지역사회 참가에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성공사

례를 수집하여 전국에 전개하는 등 노인의 ICT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사

업을 펼치고 있다. 

<표 3-4-8> 노인 ICT 리터러시 향상 사업

사업명 내용

리터러시 육성 콘텐츠 작성 및 
검증 사업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보급됨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을 

전제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능력 육성에 관한 콘텐츠 

제작, 배포

강사 배치

각 지역마다 ICT 리터러시가 높은 노인봉사자 등을 발굴, 

배치하고 정기적인 강습회를 개최.

지역마다 협의회 등을 조직하고 ICT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획적,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체제 정비

실증 가능한 필드의 확충 공민관이나 학교의 빈 교실 등을 이용한 배움의 장 확충

자료: 総務省(2013).ＩＣＴリテラシー向上のための取組の推進.

하지만 노인이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선 다음의 

4가지의 장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① ICT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저

항감, ② 사용 방법의 미숙함, ③ 단말기의 문자가 보이지 않는 것, ④ 비

싼 이용료(総務省, 2013). 노인의 ICT 리터러시 향상은 노인과 타 세대와

의 교류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

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립, 이웃관계 

단절,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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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

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2000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각국의 건강수명을 발표하

고 있다. WHO가 2000년에 제창한 개념인 건강수명에 대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은 사람의 수명에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정의하였다(厚生労働省, 2014a, 

p.135). 

일본이 초고령사회인 만큼 건강수명은 일본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은 OECD 국가 중 장수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건강

위험의 비율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2016년 기준으로 84.1세(남성 80.98세, 여성 87.14세)이며, 이

는 OECD 평균 80.8세보다 4년이나 높다. 또한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이고, 알코올 소비량도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처럼 건

강위험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건강위험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

니다. 예를 들면 평균 흡연율은 OECD평균을 밑돌고 있지만, 남성 흡연

율이 매우 높고 매일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30.2%로 OECD 전체 23.0%

보다 약 7.2%가 높다. 이처럼 일본은 장수국가이면서 건강위험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건강위험성도 갖고 있는 초고령사회이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고, 이후에도 고령화율은 급격히 상승

하여 1994년에 고령사회, 그리고 2007년엔 초고령사회에 돌입하였다

(OECD, 2019b).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21세기 국민 건강 만들기 운동(이하, 건강 일

본 21)’ 1차를 추진하였다. 건강 일본 21은 건강에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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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건강 만들기 운동을 종합적이고 효과

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각층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근거한 건강 만들기

에 관한 의식 향상 및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건강수명은 확실히 늘어났지만, 2007년 초고령

사회로 돌입하는 등 건강수명보다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 건강하지 못한 

기간은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22년을 목표로 평균

수명 증가를 뛰어넘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2013년에 ‘건강 일본 21’ 

2차를 추진하였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돌입한 후 11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9월 16일 

총무성(総務省)이 발표한 추계 인구(15일 시점)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가 

전년 대비 100만 명 늘어난 2618만 명(20.7%)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2017년부터 70대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総務省, 2018, p.3 ).

〔그림 3-4-8〕 ‘건강수명 연장 계획’의 3가지 대응 방안

자료:厚生労働省.(20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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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018년 10월부터 설치된 ‘2040년을 전망한 사회보장·

근로 방식 개혁 본부’는 국민 모두 더 오래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전 세대형 사회보장을 구축하는 방향성으로 ‘건강수명 연장58) 계획’을 마

련하였다. 특히, 급여와 부담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회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①고용연금제도 개혁, ②건강수명 연장 

계획, ③의료·복지서비스 개혁 플랜의 3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그

림 3-4-8] 참조). 아래에서는 건강수명 연장 계획과 의료·복지서비스 개

혁 플랜을 차례로 분석한다.

  1) 건강수명의 연장

일본의 건강수명은 후생노동성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 기

초조사’(대규모 조사)에 있어서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일상생활에 지장

을 줍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주지표와 부지표를 산출

한다.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기간’을 주지표로 하며 ‘자신이 건강하다

고 자각하고 있는 기간의 평균’을 부지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건강수명의 연장 목표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설립한 ‘건강수명의 방향성에 관한 유식자(有識者)연구회’에 따르면, “건

강수명의 연장 목표는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평균

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건강하지 못한 기간)가 단축되도록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기간’의 지표)보다 한층 더 건강 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건강수명

의 규정요인의 새로운 탐색이나 그 성과를 살린 효과적인 시책 실행이 불

58) 1차 ‘건강 일본 21’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었고, 2차 ‘건강 일본 21’은 

2013년부터 2022년을 목표로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다.



제3장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화 대응 251

가결하다”고 밝혔다(厚生労働省, 2019d).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현행지표

인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기간’의 과제를 보충하고, 한층 더 건강한 상

태인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서 보완적 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3-4-9〕 건강수명과 보완적 지표를 나타내는 범위

자료: 厚生労働省. (2019d). 

또한, 2040년까지 건강수명을 2016년 대비(2016년 기준 남성 72.14

세, 여성 74.79세) 3년 이상 연장하여 남녀 모두 건강수명 75세 달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차세대를 포

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②질병예방·중증화 예방, ③개

호예방․프레일(Frailty)59) 대책, 인지증 예방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인센

티브의 강화, 넛지 등을 활용하여,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포함하여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보험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자연스럽게 

59) 고령과 함께 심신의 활력(운동기능 및 인지기능)이 저하한 ‘허약’인 상태를 가리켜, 건강한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의 중간 상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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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 만들기’, ‘행동변화를 촉구하는 장치’ 등 새로운 방법을 활용

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에 따른 주된 대

응 방안을 살펴보면 [그림 3-4-10]과 같다.

〔그림 3-4-10〕 건강수명 실적치와 추계치의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2019f). 

① 넛지를 활용한 건강검진 장려

차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추진

하고 있다. ‘영양(N4G)서밋(Summit)2020’60)을 계기로 한 음식 환경 조

성 산학관 제휴 프로젝트 본부를 설치하여 식염 섭취량을 8g 이하로 감소

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행동경제학이나 행동과학 분야에서 

사람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인 넛지(nudge)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2022년까지 건강 만들기에 힘쓰는 기업 및 단체를 7000개로 늘

릴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건강진단 결과 및 복약 이력 등의 건강 정보를 

전자 기록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건

60) 2012년 5월 WHO 총회: ‘Global nutrition targets 2025’:모자(母子) 영양개선 목표

(2025년), 2015년 9월 유엔 총회: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영양개선 목표(2030년), 

2016년 4월 유엔 총회 ‘영양에 관한 행동의 10년’: 2016년~2025년을 ‘영양에 관한 

행동의 10년’으로 선정한 것 등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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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록(PHR:Personal Health Record)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검

토회를 설치하고 2020년에는 정보의 범위나 형식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

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건강 만들기 지원을 포괄적으로 실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후생노동과학연구(厚生労働科学研究)

에 의해 여성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여성

의 라이프 스테이지를 고려하여 건강 교육 지도 텍스트 및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2019년 안에 건강 지

원 교육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임신 전 및 임신 후 임산부 건강 만들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저출생 및 저체중아의 비율 감소를 목표로 2020년 말

까지 전국적으로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넛지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넛지 이론을 활용한 핸드북(사례)을 통해서 특정 건강진

단, 보건지도에 대해 선진 및 우수 사례를 전개하고, 실시율 향상으로 이

어지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셜 마케팅을 활용

한 암검진 진단을 권장하고 있다. 암검진에 대하여 국립암연구센터가 개

발한 ‘유방암검진 진료권장 엽서(무료 배부)’를 통해서 효과적인 진찰 권

장을 지원하고 암검진 진찰률이 향상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43개 도도부현 내 194개 시정촌에서 이러

한 검진 장려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암검진 진료율이 2배에

서 4배 정도 향상되었다(厚生労働省, 2019e, pp. 45-51).

② 암검사 방법인 액체생검 연구·개발

질병 예방과 함께 중증화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특정 건

강진단 실시율을 70% 이상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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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한 사람들도 본인이 즐겁게 무리 없이 건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조성하는 넛지 이론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를 권장

함으로써 암 연령을 조정하고 사망률을 저하시킨다는 계획이다(厚生労働

省, 2019e, p.52). 

③ 전국적으로 만성신장병 진료연계 체제 전개

2028년까지 신규 투석 도입 환자를 3만 5000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2017년 4만 959명), 만성신장병(CKD) 진료 제휴 체제가 구축된 도도

부현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방 및 건강 조성을 추

진하기 위해 의사 및 신장 전문의료기관이 연계하여 만성신장병 환자를 

조기에 적절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만성신장병 진료연계 체제를 구축하

고 선진 사례의 전개를 통해서 질병 예방 및 중증화 예방을 추진하고 있

다(厚生労働省, 2019e, p. 53).

④ 보험자 인센티브 강화

2019년 여름을 목표로 보험자 노력지원제도의 평가지표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가감산(加減算) 제도에 대해서 

중간검토(지표 및 배점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2019년과 2020년 2

년간 새로운 제도 적용 상황을 분석하고 사례 수집을 하면서 보험자와 보

건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2015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있어서 각 보험자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는 관점에서 시정촌 국민건강보

험에 대해서 보험자노력지원제도를 창설하고, 당뇨병 중증화 예방에 대

한 대응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였다(2016년부터 조

기 실시 검토). 또한, 건강보험조합이나 공제 등 후기 고령자 지원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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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감산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건강진단·보건지도 실시 상황뿐만 아니라 

암검진과 사업주와의 연계 등의 대응을 평가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

다(2020년부터 시행)(厚生労働省, 2019e, p. 54).

⑤ 의학적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을 일체적으로 제공 –행동변용을 촉진

의학적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을 일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표로 표

준적 프로그램을 책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 연령과 성(性)별로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운동시설 표준 프로그램을 책정한다는 목표 

아래 의료기관과 보험자·민간사업자의 연계를 진행하고 인센티브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자를 운동 프로그램에 연결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병의 발병이나 중증화 위험

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 외에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조합해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厚生労働省, 2019e, p. 55).

〔그림 3-4-11〕 각 주체 연계 이미지

자료: 厚生労働省.(20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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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초수급자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 2021년 1월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피보호자(被保護者) 건강관리 지

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보장제도는 피보호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특히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립 및 사회생활 자립의 

측면에서도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피보호자 대부분은 의료보험

자가 실시하는 보건사업 대상이 아니며, 다양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와 생활의 양면에서 건강관리 지원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의 건강 관련 정보를 참고로 복지사

무소가 데이터에 근거해 생활습관병의 발병 예방 및 중증화 예방을 추진

한다(厚生労働省, 2019e, p.56).

⑦ 치주염 등의 대책 강화

신체건강과도 관계가 있는 치주염 대책 강화를 통해 60대 저작(咀嚼) 

양호자 비율을 2022년까지 80% 이상으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

테이지 특성을 토대로 평생에 걸쳐 끊김 없는 치과구강 보건 시책을 전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구강건강과 신체건강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

다는 점에서 평생에 걸쳐 치과 건강진단과 보건지도를 충실히 실시하고 

치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

일본은 치과 건강진단 및 보건지도를 통해서 치과 의료기관의 진료를 

촉진하는 등 신체 건강과 연결되는 치주병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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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치과 건강진단 추진 사업(2018년부터 실시)을 활용하여 치과 검

진의 좋은 사례를 수집하고 문헌을 검토하며, 치과 건강진단 및 보건지도

에 대한 파일럿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치과 건강진단 및 보건지

도의 표준적 모델을 제안한다. 둘째, 충치와 치주병에 관한 워킹그룹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각각의 대책을 검토한다. 셋째, 연구 결과나 치주병 

등의 대책에 관한 검토 상황 등을 토대로 하여 신체건강에도 연결되는  

치주병 예방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 검토

해 나간다(厚生労働省, 2019e, p.57).

⑧ 개호예방61)과 인지증 예방 및 프레일62)대책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중증의 요개호 

상태가 되어도 정든 지역에서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와 간호, 

예방, 주거 및 생활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제인 지역포괄관리시

스템 구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포괄관리시스템은 대체로 30

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권역(구체적으로는 중학교

구)을 단위로 상정한다. 향후 치매 고령자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

역에서 치매 고령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보험자인 시정촌이나 도도

부현이 지역의 자주성이나 주체성에 근거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둘러싼 환경에

도 초점을 맞추어 ‘지역 만들기’와 같이 ‘출입의 장’을 확대하는 것을 추

61) 고령자가 요개호, 요지원 상태가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개호 상태가 되어도 상태가 

그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령자가 재택에서 자립한 생활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62) 고령으로 심신이 노쇠해진 상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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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책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생활습관병 대책 및 프레일 

대책(의료보험)과 개호예방(개호보험)이 각각 별개로 전개되며, 의료보험 

보건사업은 75세를 기점으로 담당하는 보험자 및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은 도도부현별로 관내에 모든 시

정촌으로 구성되는 특별 지방 공공단체이며,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

어서 시정촌으로부터 직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전문직(보건사, 관리영양

사, 간호사) 배치 곤란 등 체제 정비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그림 3-4-12〕 75세를 기점으로 담당하는 보험자 및 사업 내용 

자료: 厚生労働省.(2018c). 

이에 따라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힘들었고 각 고령자가 자각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찾은 결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매우 높고 여러 가지 복합

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국민생활기초조사

(2016) ‘인구추계 및 개호보험사업상황보고월보’에 따르면 75세를 기점

으로 일상생활 제한이 많아질수록 요개호 인정률도 높은 추이를 보이는 

등 고령자 생활 기능은 75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저하되었다(厚生労働省, 

2018c,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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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고령자 생활 기능의 저하

자료: 厚生労働省.(2016). 

이와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레일 대책 및 개호예방 생활습관

병과 같은 질병 예방, 중증화 예방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보건사업과 개호예방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며 2024년

까지 모든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4-14〕 고령자보건사업과 개호예방의 통합적 실시

자료: 厚生労働省保険局(20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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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인지증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최대한 익숙해진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지증 고령자에게 친절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인지증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 및 개호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

라 인지증 이해를 돕기 위한 광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

으며, 청년성 치매인 초로기(初老期) 치매의 시책 강화를 위해서 팸플릿 

배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지증 본인과 가족의 시점을 중시하며 개호

자를 지원하고, 인지증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 재활치료, 개호모델 연구

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며, 인지증 대책을 위한 관민(官民) 연

계 실증사업을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기술평가지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9e, p. 63). 

고령으로 인해 심신이 노쇠해진 상태인 프레일 대책으로 체조나 다과

회, 취미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출입의 장’을 추진하며, 이러한 ‘출입

의 장’은 개인의 개호예방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 만들기’로도 이어

진다. 이러한 개호예방에 이바지하는 ‘출입의 장’의 참여율을 2020년 말

까지 6% 이상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25%의 시구정촌(市

区町村)에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 또는 배식 서비스를 활용하여 적절한 

영양관리에 근거한 건강 지원형 배식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는 지역 고령

자의 저영양 및 프레일 예방을 효과적으로 도모한다(厚生労働省, 2019e,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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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지역 고령자 공식(共食)의 장 ‘건강 지원형 배식 서비스’ 활용

자료: 厚生労働省.(2019e). 

  2) 의료, 복지서비스 개혁

2025년 이후에는 현역세대가 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의료 및 개호 현장의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인력을 투입해도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経

済産業省)은 2040년에는 모든 노동 인구의 약 5분의 1이 의료 및 개호 현

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経済産業省, 2019, p. 16).

이러한 의료 및 개호 현장에 있어서의 노동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 후생노동성은 ①로봇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실용화 추

진, 데이터 헬스(Data Health)63) 개혁, ②태스크 시프팅(Task shiftin

63) 건강진단이나 의료비 청구서와 같은 건강의료 정보는 2008년의 특정 건강진단제도 도입

이나 의료비 청구서의 전자화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존에 어려웠던 건강의료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료보험자가 이러한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실시

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보건사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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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4), 시니어 인력 활용 추진, ③조직 매니지먼트 개혁, ④경영의 대규모

화・협동화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

을 도모함으로써 적절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체적인 개혁은 다음과 같다.

① 로봇, AI, ICT의 실용화 추진 및 데이터 헬스 개혁 실시 

후생노동성은 2040년 미래의 의료복지 분야 수요에 대비해 도입하는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전망되는 사회 및 지역

의 변화나 기술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 협의회,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추진 협의회, 차세대 의료 

ICT 협의회를 주축으로 미래 이노베이션 워킹그룹(WG)을 설치하였다. 

미래 이노베이션 WG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文部

科学省)과 연계하여 2040년을 대비한 로봇 AI 연구개발을 통해 실용화를 

추진하고 건강수명 연장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및 개호서비스 제

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데이터 이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이터 

헬스 개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헬스 

개혁의 실현은 게놈 정보 활용에 의한 개인 맞춤형 치료(개별화 의료), AI 

기술 활용으로 자립지원 효과가 증명된 개호서비스,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방법 개발(게놈 정보, AI 기술의 이익 활용), 화상(画像) 진단지원 AI의 실

현으로 질병 조기발견, 스마트폰으로 건강 정보를 열람하거나 예방 접종 

알림 등의 예방 및 건강 만들기의 장점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개호 분야에서 업무 구분, 건강한 고령자 활약, 로봇 센서 ICT의 

활용, 개호 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0년부터 

64) 보건의료 인력 안에서의 권한 이양, 의사 행위의 일부를 다른 직종으로 이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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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보급하고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 구분이란 전문적인 케어 

업무와 간접적인 업무를 구분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케어는 개호 전문직

이 실시하고 간접적인 업무인 침대 메이킹, 식사 배식, 케어 기록 입력 등

은 건강한 고령자(취업 또는 유상 봉사활동)와 로봇, 센서, ICT(야근 업

무, 기록 입력의 효율화)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厚生労働省, 

2019e, p. 74-80) .

② 태스크 시프팅과 시니어 인력 활용 추진

태스크 시프팅이란 보건의료 인력 안에서의 권한 이양, 의사 행위의 일

부를 다른 직종으로 이양하는 것을 일컫는다. 후생노동성(2019)이 발간

한 「의사의 업무 방식 개혁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의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직종으로의 태스크 시프팅(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무로서 처음 진료 시의 예진(予診), 

검사 순서의 설명이나 입원의 설명, 약에 대한 설명이나 복약 지도, 정맥 

채혈, 정맥 주사, 정맥선 확보, 요도 카테테르의 유치, 진단서 등의 대행 

입력 등이 있다. 또한, 팀 의료를 촉진하기 위한 인재 육성으로 2023년까

지 외과 등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특정행위연수를 수료한 간호사를 1만 

명 육성한다. 이 같은 태스크 시프팅은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단축 등의 효과가 전망된다(厚生労働省, 2019i, p. 43).

시니어 인력 활용이란 시니어층을 개호 조수로서 참가시켜 고령자 취

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니어층을 개호 조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2021년

까지 연수를 통해서 개호 시설과 매칭된 사람의 수를 2018년부터 15% 

이상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수 수강자를 대상으로 직장 체험 또는 

인턴십을 추진하여 ‘개호 입문자 스텝업 육성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복

지 및 의료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시니어층에게 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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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개호예방 및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효과

가 전망된다(厚生労働省, 2019e, p. 82). 

③ 조직 매니지먼트 개혁 추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의식개혁과 태스크 시프팅의 추진, 업무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ICT의 활용 방책 검토 및 보급을 도모하며 개호 분야에서는 

로봇 및 ICT의 활용, 업무 프로세스의 구축 등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 향

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조직 매니지먼트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식개혁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노동시간 단축 및 복지 분

야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보급하며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현장의 효율화를 위해 실적평가를 확충 하는 

보수(報酬)제도를 재검토한다(厚生労働省, 2019e, p. 83).

④ 경영의 대규모화 및 협동화 추진

현행의 협동화에 관한 상황이나 관계자 의견 및 현장 니즈를 수용하면

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각각의 경영 통합, 운영 공동화 방안 또는 의

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협동화에 의한 제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각각의 합병에 관한 2019년도 우수 사

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인의 경영 통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2019년 우대융자

자본 제도를 창설하여 202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厚生労働省, 2019e,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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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보험 개혁65)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특히 의존성

이 증가하는 후기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는 노인 돌봄이

라는 과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

다. 기존 노인복지 및 노인의료 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돌봄,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개호보험 도입 전 문제로 

지적되었던 내용은 <표 3-4-9>와 같다. 

<표 3-4-9> 개호보험제도 도입 전 문제점

구분 노인복지 노인의료

대상
서비스

∙ 특별양호노인홈

∙ 홈헬프서비스, 데이서비스 등

∙ 노인보건시설, 요양형병상군, 

일반병원 등

∙ 방문간호, 데이케어 등

문제점

∙ 시정촌(市町村)이 서비스 종류 및 제공 

기관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

비스를 선택할 수 없었다.

∙ 소득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이 수반된다.

∙ 기본적으로 시정촌(市町村)이 직접 또

는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

문에  경쟁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서비

스 내용이 획일적이었다.

∙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수입에 따른 이용

자 부담이었기 때문에 중·고소득층의 

부담이 컸다.

∙ 중·고소득자층의 이용자 부담이 복지

서비스보다 낮았고, 복지서비스의 기

반 정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개호를 

이유로 일반병원에 장기입원(이른바 

사회적입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보건시설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의료비가 증가

했다.

→ 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 요양하는 장소로서 부적합하였다.

(예: 거실 면적이 좁고, 식당이나 욕실

이 없는 점 등)

자료: 厚生労働省(2018d).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p.9. 

65) 厚生労働省(2018d),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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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제도에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

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의료제도는 장기요양을 위한 공간으로는 부적

합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개호 기간 또한 

장기화되는 등 개호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핵가

족화의 진전과 개호를 부담하는 가족의 고령화 등 개호 가족을 둘러싼 문

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호보험이 

창설되었다(1997년 개호보험법 통과,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이후 개

호보험제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표 3-4-10>과 같다.

<표 3-4-10> 개호보험 개혁

개정・시행연도 개정 내용

2005년 개정
↓

2006년 4월 시행

∙ 개호예방 중시

   : 요지원자 급여를 개호예방 급여로 변경,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는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실시, 또한 개호예방 사업 및 포괄적 지원 사업 등

의 지역 지원 사업 실시

∙ 시설급여 재검토

   : 식비 및 거주비를 보험급여 대상 외로 변경, 소득이 낮은 자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급여 제공(2005년 10월)

∙ 지역 밀착 서비스 창설, 개호서비스 정보를 공표, 구체적인 부담 능력을 

반영한 제1호 보험료 설정 등

2008년 개정
↓

2009년 5월 시행

∙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의 업무 관리 체제를 정비하

고, 휴지(休止) 및 폐지 사전신고제, 휴지(休止) 및 폐지 시 서비스 확보 

의무화 

2011년 개정
↓

2012년 4월 시행

∙ 지역포괄케어 추진, 24시간 대응하는 정기순회와 수시대응 및 복합형 

서비스의 창설, 개호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 창설, 개호요양병

상 폐지 기한 유예(공포일)

∙ 개호 직원에 의한 흡입(석션) 실시, 유료노인홈에서의 선불금 반환에 관

한 이용자 보호 실시

∙ 개호보험 사업 계획과 의료서비스, 거주지에 관한 계획과의 조화 실시, 

지역 밀착형 서비스 공모·전형에 의한 지정이 가능하게 개정, 각 도도부

현의 재정 안정화 기금의 철거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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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厚生労働省 (2018d). 公的介護保険制度の現状と今後の役割. p.24. 

개호보험의 도입 이후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는 개호보험법 

시행 때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단카이 세대가 개호보험을 이용

하게 되는 2025년 전후에도 이 제도가 유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었다.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와 보험

료 수입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면

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개호예방 중시와 시

설급여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2008년에는 사업자의 법령 준수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지정 취소 사

안 등의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 또는 입주자의 보호

와 개호사업 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개혁은 기존 

제도에서는 각각의 사업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조정

하는 등의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고, 소규모 다기능형거택개호의 

개정・시행연도 개정 내용

2014년 개정
↓

2015년 4월 시행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화(재택의료·

개호연계, 치매시책 추진) 실시

∙ 전국 일률적인 예방 급여(방문개호·데이서비스)를 시정촌(市町村)이 실

시하는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행해, 다양화 실시

∙ 저소득 제1호 피보험자 보험료 경감 비율 확대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용자의 자기부담을 인상(2007년 8월 

실시) 

2017년 개정
↓

2019년 4월 시행

∙ 모든 시정촌(市町村)이 보험자 기능을 발휘하여 자립지원·중증화 방지

를 위해 노력하는 구조의 제도화 실시

∙ ‘일상적인 의학 관리’, 호스피스케어·터미널케어의 기능과 ‘생활시설’

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개호의료원 창설

∙ 개호보험과 장애복지제도에 새로운 공생형 서비스를 실시

∙ 특히 소득이 높은 층의 이용자 부담 비율의 재검토(2할→3할) 실시, 개

호납부금에 대한 총보수 할(割)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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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료 니즈가 높은 고령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고령자가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

료, 개호, 예방, 거주지, 생활지원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했다. 2014년 개혁은 2012년 8월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법이 

성립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다. 또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제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의

료법을 정비하고,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관계 법

률에 대해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7년 개혁은 고령자의 자립지원과 요(要)개호 

상태의 중증화 방지, 지역공생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했다(参議院, 2011; 厚生労働省, 2009; 厚生労働省, 

2011b; 厚生労働省, 2014b; 厚生労働省, 2017c).

  5. 소결

일본의 고령사회정책은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참가, 생활환

경 등 분야별 시책을 전개해 왔고, 이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에

서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

책(고용과 노동, 소득보장, 건강과 복지 증진, 노인이 생활하기 쉬운 생활

환경 정비 등)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연령기

준으로부터 벗어난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세

대 간·세대 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연금 수급 수준을 조절하고, 수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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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상향하는 등 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해 왔다. 이 외에도 돌봄의 정책

화(개호보험제도 도입), 인프라 확장(공급기관 확대, 돌봄 종사자 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연금 

개혁은 현재의 고령자를 배려하면서 장래에 연금을 받는 현역세대의 연

금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대 간의 연대를 전제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의 특

성상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가

중된 부담을 현역세대와 은퇴세대가 분담하는 차원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기해 왔다. 1994년 후생연금 

정액 부분, 2000년에는 후생연금 보수비례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을 차

례로 늘렸다. 현역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2004년 거시 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였다. 2016년

에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결정했고, 2017년에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25년에서 10년으로 줄여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으며 기업

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개정을 단행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

다.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정년 연장, 폐지를 규정하고, 2012년 개정

에서는 공적연금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된 만큼 연금 수급 시기 간 격차

를 줄이는 방안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기까지 근로할 수 있는 모

델의 현실적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

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침을 개발하

였다. 이 외에도 연령 차별 금지 규정, 평생교육, 사회참가 관련 내용도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에서도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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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현하기 위해 지표를 구축했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2005년 도입된 개호보험도 ‘예방’을 제도의 

핵심으로 정하고 출범하였다. 2011년에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을 단행하여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와 개호의 유기적인 연계는 일본 보건정책의 

중요한 난제로, 특히 노인의 질병 예방,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추

진체계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별개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어 일본 

정부는 2024년까지 고령자보건사업과 개호예방을 모든 시구정촌에서 포

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5절 독일, 핀란드,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 분석

독일, 핀란드,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제기구 공식 

문서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령화 대응의 담론과 

의제가 다양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응의 주체와 

분야의 다양화로 나타난다. 우선 고령사회 대응의 주체로 국가와 개인뿐

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부각

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 기능 외에 이전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 노인들

이 연장된 노년기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 사회, 가족에 기여하는 것

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더해 고령사회 대응에서의 지역사회

의 역할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대응의 분야 또한 다양해지면서 소득보장 중심에서 노인

들의 다차원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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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었던 개인 차원의 노후 대비, 재교육·보충교육 등의 개인 역량 강

화 노력, 질병 예방 노력, 비공식 수발(케어), 주거공동체 구성, 이웃 원조 

등이 인구 고령화의 배경에서 사회정책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공적 영역에 

편입되었다. 이제 국가는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요구하는 노인 재교육, 

보충교육 등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 및 장기요양 근거지의 재편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한편 후기고령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치매 등 만성질병 돌봄과 노

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재활, 자택 기반 건강관리, 원격 의료 및 지속 가능

한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ICT 활용 등으로 관심사가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 일본, 핀란드의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실시된 기본계

획, 연금, 고용,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을 차례로 분석한다. 

  1. 기본계획

독일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 가능한 사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2

년부터 ‘인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전략은 노인생활 지원, 아동·가

족정책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행정체계 개편, 국가 균형발전 등을 아우

르는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편을 이루고자 한다. 인구전략은 정책 개발 단

계에서부터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여러 관련 부처와 정책 영역별 전문가, 

시민사회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일본은 고령사회정책의 종합적 지침인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대

책대강에는 노인생활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며, 개정을 통해 전 세대를 

포괄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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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해 온 일본은 고령자의 자립적 생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해 왔

으며, 특히 최근에는 노인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의 고령화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대응 담론을 지속 가능한 사

회 구축을 위한 사회 발전 방안으로 연결하였다. 고령화 기본계획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표로 복지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을 추구하며 건강, 근로, 사회서비스, 주거 분야를 아우르는 개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변화 상황에도 적응하고 기능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

였다. 

<표 3-5-1> 독일, 일본, 핀란드 인구정책의 슬로건

국가 제목 또는 핵심 슬로건

독일
‘모든 연령은 중요하다’(2012년 인구전략)

‘모든 세대의 번영과 더 나은 삶의 질’(2015년 인구전략안)

일본 연령 없는 사회(2018년 고령사회대책대강)

핀란드
모든 연령을 위한 핀란드(2004년 핀란드 정부 고령화 대응 보고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핀란드2020(2010년 핀란드 고령화 기본계획)

자료: 제3장 2, 3, 4 절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

<표 3-5-1>과 같이 분석된 세 국가 모두 ‘연령 통합’을 고령사회와 인

구구조 변화 대응의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다. 독일의 인구전략은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추구하고, 일본 또한 2018년 개정된 고령사회대책

대강에서 ‘연령 없는(ageless) 사회’를 추구하며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사

회보장 개편을 주문했다. 핀란드 또한 ‘모든 연령을 위한 핀란드’, ‘사회

적으로 지속 가능한 핀란드 2020’이라는 목표로 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웠

다. 전반적으로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탈노인정책’의 경향을 읽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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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인구 고령화 대응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구성원의 역량과 잠재력

을 결집함으로써 인구구조에 적응 가능하도록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개편

하고, 세대 내, 세대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한다. 

  2. 노후소득보장 정책

독일, 일본, 핀란드의 1990년 이후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세 

국가에서는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자의 기여 수준과 가입 기간을 상향 조

정하는 반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공적 연금의 보장성을 약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가.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

첫째,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

다. 독일은 1999년 장애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여성, 실업자, 

장애인에 대한 조기 연금 수급 혜택을 폐지하였으며 2001년 유족연금을 

삭감하였다. 2007년에는 연금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하

였다. 일본도 1994년 후생연금 정액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

했고, 2000년에는 후생연금 보수비례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

정했다. 핀란드는 2005년 개혁에서 조기퇴직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

였고, 2017년 개혁에서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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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산식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였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조정이 불가피하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되어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소모가 큰 연금제도의 특성상 자동 조정 장

치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1999년 연금산

식에 기대여명을 고려하는 ‘인구학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개혁을 추진하

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고, 2004년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의 비율을 고려

하는 지속가능성 계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자동 조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같은 해 현역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을 고정한 상태에서 인

구, 수명,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거시 경제 슬라

이스를 도입하였다. 핀란드는 2005년 연금산식에 기대수명계수를 도입

하여 급여 산정에 활용하였다. 

한편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도 불가피했으나, 현재 근로세대의 부담

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과도한 상승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독일은 2002년에 보험료율을 19.5%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고 2030년까

지 22%를 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일본의 거시 경제 슬라이스 도

입 또한 현역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을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고령자 고용률 제고를 통해 기여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연금 생

활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래 연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공

하는 것이다. 독일, 일본, 핀란드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퇴직 연령 후 저

임금 근로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에 연동되지 않도록 했다. 독일은 67세, 일

본은 70세 이상 근로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 또한 면제하였다.66)

66) <각주표 1> 연금 페널티, 보너스의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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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재정 안정화 전략 비교

구분 독일 핀란드 일본

수급 개시 

연령 조정

65세(2013년) 

→

67세(2029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유연화(63~68세)

(2005년) → 65세(2027년)

60세(2010년) 

→

67세(2025년)

급여 자동 

조정 장치
지속가능성계수 기대수명계수 거시경제 슬라이드

보험료율

19.5%(2000년) → 

18.7%(2015년) → 

22.0%(2030년)

고령 노동자(53세 이상) 

대상 이하연령 대비 30% 

증액(2005년), 

2017년에는 24.4%로 인상

16.5%(1994년) → 

13.9%(2004년) → 

18.3%(2017년)

자료: 최장훈, 강성호(2018). pp. 6-7 재인용에서 수정·보충하여 활용.

나. 사적 노후 대비 확대 정책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대안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독일은 2001년 리스터연금

을 도입하여 정부가 인증한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

원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종류를 확대

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

으로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일본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개인 확정기여형 퇴

국가
공식

은퇴연령
조기은퇴연령 페널티 보너스

독일
65세 5개월(45년 
납부 시 65세)

63 3.6% 6%

일본 65 60 6% 8.4%

핀란드 65 63
4.8%

(국가노령연금)

7.2%
(국가), 4.8%

(68세 이후 ER)

       자료: OECD, 2017b, pp. 80-83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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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연금에 대한 진입장벽을 폐지하여 전업주부, 공공부문 근로자도 연금

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핀란드는 개인연금이 일부 고소득자 위

주로 발달되었으며, 아직 사회정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 사각지대 해소 전략

핀란드는 연금 가입 경력이 없더라도 은퇴연령 이후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국가연금과 보장연금을 합쳐 최소 780유로의 관대한 연금급여

를 제공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저연금 수급자에게는 주택수당, 요양수당 

등이 지원되는 등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

과 독일은 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임금수준

에 따른 지급액 편차가 큰 편이며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액 차이 또한 매

우 크게 나타난다. 이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전반적으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배경에서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2017년부터 기존 연

금 수급 또는 가입이 어려웠던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가

입하여 노후 준비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 자격 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줄임으로써 단기 경력 근로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했다. 독일은 2019년 35년 이상 연금 가입에도 불구하고 저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한 것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적 노력이다. 이는 근로기간 중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경력단절 기간으로 

인해 저연금 또는 무연금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 또는 

무소득 기간 인정 방식에 관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우선 독일은 첫째, 

근로불능, 질병, 재활 기간, 둘째, 임신과 육아 기간, 셋째, 실업 기간, 넷

째 학업을 사유로 하는 경우 연금 크레디트를 부여한다. 2017년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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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돌봄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수발 크레디트를 도입하기

도 하였다. 일본의 기초연금 크레디트로는 법정면제제도, 신청면제제도, 

학생납부특례제도가 있으며 후생연금 크레디트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기간 보험료 면제제도가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핀란드의 크레

디트 제도 또한 2005년 개혁을 통해 갖추어졌다. 인정 항목으로는 학업, 

육아, 질병 및 재활기간 등이며, 최대 5년간 기여를 인정하고 비용은 정부

의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라. 소결

복지국가의 상징적 보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은 대부분 세대 간의 연

대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당시의 인구구조에 최적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된 상황에 따른 개혁이 불가피하다. 실제

로 부과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온 주요 선진국은 재정 안정화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연금 개혁은 세대 

간의 형평성 확보와 사적 노후 대비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독일, 일본, 핀란드의 연금 개혁을 검토한 결과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현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연금의 보

장성 약화로 이어졌다. 대신 안정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사적 노력

을 요구하게 되었고, 일본과 독일은 이를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연금제도의 개혁 요구 또한 생산인구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고령자 고용 확대를 통한 연금 기여 기간 연장은 어

느 정책수단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독일, 일본, 핀란드는 공통적으로 연

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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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함으로써 연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소득보장에서 자기 책임성 강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사회 연대적 

차원의 보장성 강화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일본, 핀란드는 단기 근

로자,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

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각각 육아, 실업 크레디트 등을 공

통적으로 적용하는 등 연금 기여 기간 산정에서 비근로 인정 요소를 확대

하고 있다. 육아 크레디트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감소에 대

한 보상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실업 크레디트는 실업 기

간이 현재는 물론 미래의 기대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연대적 차원의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고용정책

가. 중고령자 고용 확대(수요, 공급 유인)

독일, 일본, 핀란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고령자 고용률 진

작을 효과적으로 이뤄냈다. 정부는 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시

장에서 최대한 오래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고령자 고용을 확

대하는 방안으로 독일과 핀란드는 정책 패키지를 개발하여 성공을 거두

었고, 일본은 1980년대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독일과 핀란드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 및 채용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기반과 특히 교

육제도 마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선 핀란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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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

(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 FINPAW)’을 시행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부분연금 지급, 유연한 노동시간 모델 도입, 고령 노동

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 해소, 평생학습 및 성인교육 확대를 포함하는 대

단위의 사업이었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후속 조치로 고령자들의 고용 

증진을 위한 웰빙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VETO), 저학력 성인 대상의 

교육과 직업훈련(NOSTE)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

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단 기간에 상당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7년부터 시행된 독일의 Initiative 50Plus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

급 측에 모두 고용 확대 유인을 제공했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 일환으로 

고령자 ‘지역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고령자 고용을 위해 ‘지역 

주도’로 최적화된 고용 패키지를 만들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지역 정

책 수립 단계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일본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에 모두 적절한 유인을 제공함으

로써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는 

것은 수요 측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공급 측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

록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1995년부터 근로활동을 하는 고령자에 대한 보조금인 ‘고령자 계속고용 

급부금’ 제도를 시행하여 근로 유인을 제공했다. 1986년 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201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고령자 고용지

원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년 상향 조정, 고령자 계속 고용, 정

년제 폐지에 이르는 일련의 고령자 고용 확대 조치가 마련되었다. ‘고령

자고용안정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

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 미이행하는 

기업을 공개하고 헬로워크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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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99.8%의 기

업이 고령자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나. 중고령자 직업 역량 강화

사례로 검토한 국가들은 고령 노동자에게 변화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역량을 갖추도록 재교육, 보충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한 것이 고령자 

노동시장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독일과 핀란드는 고령자 보충교

육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으며, 일본은 노

인 교육 관련 법적 체계를 갖추어 발전시켜 왔다. 

독일은 고용주들이 고령자 대상 계속교육을 실시하면 정부가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였다. 2019년부터는 4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 비용을 종사자 250명 이하 회사의 경우 정부가 100% 보

조금으로 지급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같은 해 ‘국가 재교육 전략’을 

시행하여 전문 역량 확보와 경력 개발을 위한 재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노인 보충·재교육 지원 방안 또한 생애학습지원법, 고령사회대

책기본법 등 관련 법적 체계를 갖추어 발전시켜 왔다. 또한 핀란드는 고

용주들이 고령자 교육과 훈련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핀란드는 고

용주를 대상으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혁에 주력했다. 인사권, 계

속교육 관련 결정권 등을 가진 경영진에게 고령 노동자 채용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가지도록 힘쓰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계속교육, 인사관리 등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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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령자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일본은 2013년 후생노동성 고시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을 통해 고령자가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제시했다. 즉 모집 및 채용 시 연령 제한 금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배려하는 작업 시설 개선, 근무시간 탄력화 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했다. 

EU를 중심으로도 연령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된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특히 핀란드에서는 FINPAW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직장 건강’ 관련 

연구와 논의를 발전시켰다.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건강 수준, 개선 방

법 등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연구 결과 확산을 통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나아가 핀란드

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Working Life 2020’ 프

로젝트는 민관과 노사가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여 직장생활 개선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독일 인구전략(Demografiestrategie)에서는 고령자 고용 확대

를 위해 노동환경을 고령자에게 적합하게 조성할 것을 권고한 한편 고령

자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적 요구에 적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전반적 노동정책 개편 노력에서 고령자 친

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노동4.0 어젠다이

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주도하는 노동4.0 어젠다는 산업구조의 고도

화에 따라 노동환경, 노동 유형, 노동의 질, 의사결정제도 전반을 개혁하

고 있으며,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 패턴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령 노동자의 계약, 근로조건에도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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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며, 노동 유형의 다양화와 시공간의 제약 없는 노동

환경은 신체적 노쇠를 경험하는 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라. 소결

인구학적 변화에 대비한 고용정책은 중고령자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책

임을 부여하는 능동적 존재로의 인식 전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근

로-은퇴로 이어지는 연령 분절적 모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인구 고

령화는 중고령 근로자들도 계속해서 업무 관련 지식을 쌓고 현장에서 활

용 가능한 기술을 습득하며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

하고 유지하는데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

자 관점에서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고령자는 노동 활동

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고, 인생에 주도권을 가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

으며, 나아가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려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

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다. 

일본, 핀란드, 독일은 이러한 고령자 근로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뤄 낸 

바 있으며, 고령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인식

적 차원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고령자의 근

로기간 연장이 개인적 역량 강화, 근로 의욕 고취 등 자기책임성에 대한 

요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상 재교육, 보충교육을 통한 노동 능력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용정책과 교육, 직업훈련제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 물론 노동, 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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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전반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의 변화 또한 

개혁과 적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노동환경

과 문화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공서

열 중심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인사,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사례로 검토한 세 국가에서는 모두 고령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수

요, 공급 측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세 국가는 고령자에게 근로자로서 역

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지원체계를 장기간에 걸쳐 구축

하였다. 노쇠로 인해 기능상의 제한이 있거나, 누적된 고강도 노동 등으

로 인해 건강 기능상의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나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

를 위한 재활서비스 또한 지원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며, 다른 연령대의 실업자, 예비 취업자, 근로자와 

비교하면 우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독일과 일본은 고

령 인력 확보를 위해 아직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고령자 우대 정책이 유지

되고 있으나, 이미 비교적 성공적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이룬 핀

란드는 이제 이러한 제도적 유인 대신 전체적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고령

자 고용이 추진되고 있다. 

  4.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

가. 재정 안정화 전략 

의료 및 장기요양 정책에서는 독일, 일본, 핀란드가 서로 비슷한 방향

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독일, 일본, 핀란드는 의

료, 보건 서비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인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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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로 질병이 만성화되는 경향에 주목할 때, 돌봄, 장기요양에 대한 수

요 급증이 예상되는바,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최대한 

시설요양을 지양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 개혁에서는 이러한 비용 절감 노력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시설 이용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식비, 주거비를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은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개호보험 이

용자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은 부

과 식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수발보험 체계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대

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적립식 제도 운영이 공론

화되었다. 그 결과 1차 수발강화법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의존성이 높

아지는 시기를 대비하여 수발보험료의 0.1%를 수발예방기금으로 조성하

기로 했다. 또한 장래에 공적 돌봄 체계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무

자녀 가입자(25세 이상)에게 장기요양보험료에 0.25%를 가산하는 조치

를 단행했다. 한편 핀란드는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한 개혁안이 수차례 부결되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

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제공되는 보건사회서비스의 지역별 품질 격차와 

비효율과 고비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새로운 개혁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핀란드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혁신적인 보건복지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서비스 비용을 

감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또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적 연구개

발 관리와 지원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디지털화

와 세계화, 이용자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등에 주력하여 경제

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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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 질병 예방, 건강관리 지원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

료비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독일, 일본, 핀란드는 국민들이 건강에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건

강수명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행동으로 실

천하도록 촉구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개혁

에서 1차 개정에 ‘개호예방 중시’를 과제로 명시했으며, 4차 개정에서는 

예방 급여를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양하여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독

일은 2016년 ‘예방법’을 제정하여 의료정책 전반을 예방 중심, 건강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핀란드는 복지 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통해 질병의 예방, 진단, 모니터링, 치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 확대(치매 지원 강화)

장기요양서비스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의 돌봄 자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할 때 보장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독일, 일본, 핀란드 사례에서 확인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노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물론 의존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기존 

생활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장려하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eing in 

Place) 개념은 노인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잔존

능력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설요양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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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장 재정 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다. 

일본과 핀란드는 각각 지역포괄관리시스템과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노인

들이 돌봄,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도 기존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필

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추진해 왔다. 독일 또한 주거지를 중심

으로 노인의 욕구에 맞춘 통합적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근린환경에 

의료, 수발 지원서비스 등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주민 간 연대성을 강화

하여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

한 재가 요양 중심의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자

택에서 최대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적합적 주택 개조를 위한 지원

도 강화했다. 

독일과 핀란드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다시 ‘가족 돌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각 수발보험의 재가급여, 비공식케어지원

법을 통해 비공식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

근 이러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

공식 돌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휴가제도, 상담, 건강 지원도 도입

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돌봄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족의 돌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가족에 대한 현금, 시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다. 한편 독일, 일본, 핀란드 모두 전 국가적인 치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치매 극복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

여하는 거버넌스(Demenz-D)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 체계

를 마련했다. 일본은 ‘인지저하 고령자에게 친절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자가 인지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오래 거

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가기억

장애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 전반에 두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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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하고,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정부 또한 프로그램 제공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고 있다. 검토한 세 국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 소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비용 증가 우려

에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건강한 습관 형성을 통한 질

병 예방에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급증

이 예고되면서 특히 시설 이용의 자가 부담이 확대되었다. 이는 비용 절

감의 목적과 함께 시설요양을 지양하고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 모델을 구

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실제로 시설요양의 기회비용이 커

지는 대신 재가 요양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세 사례 국가에서 공통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모델 구축’ 

또한 이러한 경향성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모델은 자립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최우선 목

표로 삼고 있다.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 케

어는 자택을 중심으로 의료, 장기요양, 생활지원, 여가·문화 서비스가 유

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처럼 의료, 장기요양 영역에서는 재가 중심 요양 체계로의 개편을 통

해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잔존능력을 활용하

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에서는 노인 돌봄에서 최대한 가정 내 자원을 활용하고자 비공식 

수발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핀란드 모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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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합적 주택 개조를 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개인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지던 주택 개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된 것은 주거 공간의 구

조와 설비의 최적화를 통해 노인들의 재가 요양 기회를 확대하고, 요양시

설 이용을 최대한 연기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웃,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사회 연결성 강화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고령자의 역할과 기여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후기고령인구의 증

가로 치매 노인 대상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

으며, 사회 전반에서 인지건강 지원체계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는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치매 노인 급증에 따른 가족의 돌봄 부

담을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분담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나가며

인구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과정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작업으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국제기구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

며 노인과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고령화라는 전지구적인 도전에는 사회 각 단위가 책임과 역할을 공

유하며 각자의 역량을 최선으로 발휘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구고

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자원과 잠재력이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자기책임성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을 

노후소득보장, 고용, 의료·장기요양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후소득보장 정책에서 핵심적인 연금제도는 개인의 책임성과 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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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의 원리가 적절하게 결합된 제도로, 제도개혁 또한 두 원리를 조정하

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구고령화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급여 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더 긴 가입기간과 높은 기여수준을 요

구하며, 사적 대비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연금개혁은 노후소득에서

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 근로세대와 

후속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연금재정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근로기간 

연장, 즉 고령자 고용 확대이다. 고령사회는 고령자가 최대한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정책에서 풀어야할 과제이

다. 고령자는 소득활동을 통해 가족이나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

에서 자기책임성을 가지게 되나, 이를 위해 중요한 전제는 근로능력 유지

와 향상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

자들이 전반적으로 더 오랜 기간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

하고 향상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 연대적 차원에서 제도적, 

인식적 인프라가 고령자 고용에 적합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적 

업무환경,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

책적 노력이다. 

의료·장기요양 분야에서도 정책적으로 건강노화가 강조되고, 예방적 

노력을 생활화하여 개인 건강에서 자기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

다. 또한 기능제한이 생기는 시점에서도 병원과 시설보다는 노인들이 최

대한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의존성이 높은 후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돌봄 관련 재정, 인력의 과부하는 피하기 어렵다. 

사회 전반에 노인 부양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에서 서구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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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봉사활동, 이웃에 대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확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작은 단위에서의 연대성 또한 정책적으로 주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와 주요 선험국가는 인구고령

화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장수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더 오래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고령사회 대응정책에서 고령자의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주목할 점은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서만 책임성을 부

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의 개인화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다. 사회 각 단위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 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연대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연대성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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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의 고령화 대응과 국제기구 권고 이행: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MIPAA)67)

한국은 UN 회원국으로서 주기별로 MIPAA 이행 점검을 수행하고 있

다. 아래에서는 각각 MIPAA 이행 점검 2차와 3차 결과를 분석한 정경희 

외(2012)와 정가원 외(2017)의 연구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한국의 이행 

상황을 제시한다. 

  1. 제2차 MIPAA 이행 점검 결과 분석68)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경희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앙과 지자체

의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총괄적으로는 MIPAA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사항 중 약 2/3는 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측면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과 노인복지법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부분의 권고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MIPAA) 관련 내용은 본 연구의 2장 2절 유엔 관련 내용

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68) 이 부분은 정경희 외(2012)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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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본 방향별 이행 점검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인과 발전이라는 기본 방향에서 14개의 권고행동 중 12개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복지

법 이외에도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초노령연

금법과 국민기초보장법, 각종 연금관련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

다. 이어 농촌지역 개발과 주민에 대한 권고행동도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의 수립을 통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밖에 

지식·교육·훈련에의 접근에 대한 권고행동도 평생교육법, 방송법, 방송

통신발전 기본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발전과정에서의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나 긴급 상황하의 

노인 보호 등의 권고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이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방향인 노인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에 대해서는 13개의 권

고행동 중 7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치매관리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과 같은 법에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총괄

분석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HIV/AIDS와 관련된 부분과 노인과 장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화로 인한 장애,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 방

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방향인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에 대해서는 8개

의 권고행동 중 7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유일하게 마련

되지 않는 법적 근거는 장애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독립적인 생활과 주택,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적 대상

자의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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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보호와 보호 제공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

리나라는 권고행동에 대한 법적, 정책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보강되어야 하며 적용 범위에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노인 참여에 대한 부분, 젠더에 대한 부분, 세대 

간 평등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높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밖에도 취약 노인, 특히 장애노인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어야 한다. 3가

지 기본 방향에 대해 제안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과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에서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양상 차이를 반영한 정책, 소

득보장, 사회보장, 빈곤에 대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

다. 두 번째,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에 대한 기본 방향에서는 노

인장기요양보호 체계에 기반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노

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

니라 정신건강과 노인의학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 체

계 구축, 노인 이미지 개선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2. 제3차 MIPAA 이행 점검 결과

2016년 유엔 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는 제3차 주기 MIPAA 이행 실

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지를 회람하였다. 설문지는 국가정책 및 마드리

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의 이행 기반, 노인과 개발,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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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세부 문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정책 및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

획 기반 영역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 국가 수준의 

연구 및 조사, 예산에 대해 평가하고 MIPAA 이행을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내용,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어려움 등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로 노인과 개발 영역에서는 노인 참여, 노인의 사회에 대한 기

여를 인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사회보장체계, 노인 고령 기회, 노인의 

재난구호, 퇴직 연령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노인의 건강

과 복지 증진 영역에서는 노인의 건강 증진,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

한 정부 노력, 의료서비스에서의 차별 철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부

의 노력, 정신건강, 장애노인 지원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 영역은 주거지원, 이동성 

확보,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개선 노력, 노인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노인 학대,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가원 외(2017)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토대로 이행 실태 등의 자료를 점

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69)

먼저, 국가정책 및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이행 기반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

터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추진 실

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령화 대응에 대한 사회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노인과 개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에 

69) 아래에서는 정가원 외(2017)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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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금제도가 모두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기

준 완화를 통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대

를 통한 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세 번째,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영역에 대해서는 노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구강건강 사업 지원,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치

매특별등급 신설 등을 통하여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에 부

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영역인 노인에게 

지지적인 환경 조성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비 경감을 위한 대책 발

표,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 환자 가족 상담 및 돌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아직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가장 부족한 부분은 노인 참여이다. 정책 모니터링과 MIPAA 이행 점

검 시 시민사회 참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노인의 참여가 아직 

저조하다는 것이다. 노인과 노인단체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교육과 경제 수준이 높은 노인만

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세대 간 통합이

라는 목표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 국가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분석

하였다. 인구 고령화라는 전 지구적인 도전에 사회 각 단위가 공동으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며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기제

로서 현재 인구구조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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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

의 정책에 어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이 개별 

국가의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 제언

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도 이미 선진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도

입한 주요 제도를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국

제기구의 권고와 선험 국가의 정책을 충실히 모방하여 구조를 갖췄지만, 

한국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많다는 비

판이 있다. 핵심은 특정 제도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의 

제언을 제시한다. 

  1. 노후소득보장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성장기에 이미 높은 수준의 연금제도를 구축하였

다. 당시 인구구조에 최적화되었던 보장 수준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노후소득보장에서 가입자들의 더 오랜 기여와 사적 대

응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보장성 약화 또한 불가피했다. 반면 한국은 

1988년에야 처음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가 성숙하기도 

전에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6.5%로 OECD 국가 전체의 12.5%에 비

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 도입 시기가 늦어 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이고, 제도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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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당한 수준임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노후소득보장체계

를 내실 있게 구축하는 과제와 함께 인구학적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

도 안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인구 

고령화를 배경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논의의 시작점이 완전히 다

른 만큼 사회연대적 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앞서 분석한 사례 연구

에 기반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선험 국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과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기하

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점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다. 주목할 사항은 선진국에서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한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치는 고용정책과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이

다. 현재 한국의 공식 은퇴연령은 60세까지 연장된 상태이나, 문제는 연

금 수급 연령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 산업 영역에서는 대부분 해당 

연령까지 근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절벽

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은 근로기

간 연장 논의와 연계되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최우선적으로는 공식 

은퇴연령을 전 산업 영역에서 현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

의 은퇴연령까지 계속고용을 법제화한 일본의 사례와 일찍부터 기업을 

중요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해 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는 서로 설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층 보

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이 불가

피한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강화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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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했고, 핀란드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은 3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각각의 보장 기능이 취

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약화를 보완하

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은 

저축 여력이 있는 중·고소득층 위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고, 가입에 따

른 세제 혜택은 저소득층의 가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층과 한계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요구되며,  독일 리스터연금과 같이 인증된 개인연

금에 대한 세제 혜택 외에도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한국형 리스터연금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본과 같이 비정규

직과 일용직은 물론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2016년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중 50%에 불과한 퇴

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

무화한 관련 정책안이 마련되었으나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상태이다. 다

층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제도인 만큼 더 적극적인 입법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에서 사회 연대적 차원

의 단기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 2008년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2단계의 

공적연금 체계를 갖추었고,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나 

이는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독일에서는 연금제도의 개혁으로 전반적인 보장성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일부 가입자층에서는 보장성

이 강화될 수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며, 사회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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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과부하를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 한국은 평균 고용률이 낮고, 영

세 자영업 비율이 30% 내외로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특징이 있다(석

재은, 지은정, 이은아, 2011). 자영업자는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연금제도 설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

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비전형근로자, 장기 

실업자 등을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양육 크레디트, 돌봄 크레디트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제도를 통한 출산과 양육 또는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임과 동시에 저출산과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

재 한국에서 둘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디트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시행

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핀란드 등과 비교하면 인정 수준이 매우 낮다.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재구성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2. 고용

독일, 일본, 핀란드는 고령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 유인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연금제도의 개혁과 연계된 점

진적 은퇴 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연금 수급과 동시에 근로를 종료하

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경우 현재는 물론 미래 기대소득

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과 직업 매칭에 주력하여 노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자발적 근로 유인을 제공

함으로써 고용 확대를 이루었던 선험 국가와 달리 한국 노인의 활동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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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생활은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가장 높은 노인 고용률이라

는 지표로 나타난다. 이미 많은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도 빈곤율이 높은 현실은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당면한 

중요 과제로 인식하게 한다. 아래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외 선험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시사점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한국 노인집단의 다차원성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하는 것이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소득, 교육 수준 격차가 어떤 연령 집단

보다 크다. 특히 이제 이전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소비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편입되는 만큼 공공 영역 일자리

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노무직 외에도 새로운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산업, 노동 수요공급의 특성이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지역 단위의 

전문성과 결합되어야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 독일의 Perspektive 

50Plus 프로젝트와 같이 지역별로 현장을 잘 아는 주체가 주도하여 각자

의 고령자 고용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비교함으로써 다

양한 일자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고령자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구분

하여 설정하되 함께 추진해야 한다. 사례로 살펴본 주요 선험 국가들이 

고령 노동자의 재교육, 보충교육을 통해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경력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

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현재 상황에서

는 여전히 공공 섹터의 보호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높은 노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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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로 인해 고령자 고용정책이 기초소득보장 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불

가피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저임금 근로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정책

의 단기적 목표는 보호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참여 기회 또한 확대함

으로써 고령자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쇠, 건강상 

기능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득 활동이 불가피한 고령자를 구분하여 고용

정책이 아닌 다른 기초소득보장제도 지원으로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장기적 목표는 전 생애에 걸친 경력 개발을 통해 고령에도 기존 

직장에서 업무를 유지하거나 전문성과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을 구

축하는 것이다. 앞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은 더욱 빠른 속

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 생애에 걸친 경력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근로-여가활동이 생애주기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

는 통합적 모델 구축을 핵심적 가치로 삼고, 우선적으로 고용, 교육정책

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보충교육, 재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고령에도 계속해서 전문성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험 국가 사례에서는 교육, 재교육의 기회가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독일에서는 2019년 재교육의 기회가 중소기업에도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혁하였다. 한국에서도 전 생애 경력 개발을 

지원하되, 관련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노동환경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독일과 핀란드는 고령자 고용률 제

고와 함께 노동환경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핀란

드는 활동적 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장 문화 개선, 직장에서의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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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out)을 방지하는 방안, 직장생활의 복지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시행

했다. 또한 고령자들이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

제 작업 현장에 적용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친화적 노동환경 조

성을 위해 이러한 사례들의 국내 적용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다. 

넷째,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민간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독일, 핀란드, 일본 모두 기업이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

업을 위주로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일찍이 

기업과 정책개발 단계부터 상호 지원하며 인구 변화에 공동 대응해 왔다. 

반면 한국의 민간기업 또한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인구 고령

화, 인구학적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정책 

추진에서는 수동적 역할만을 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노동환경을 안전하

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변화와 참여가 요구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을 고용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

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험 국가 사례

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토론하는 

공동의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의료 및 장기요양

수명이 연장된 만큼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수명 연장이 

필요하다. 건강수명 연장은 단기간의 노력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건강행

동과 습관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므로,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예방 노력을 통해 건강

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고령인구가 급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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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면서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적 사회’,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등

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및 장기요양 재정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검토한 독일, 핀란드, 일

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에의 자기 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

으로 의료 및 장기요양시스템의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의 재편이 필

요하다. ‘예방’ 중심의 의료 및 장기요양 시스템 개편은 독일과 일본에서 

시도되었다. 일본은 2040년까지 건강수명을 3년 연장하는 목표를 세우

고 건강 습관 형성, 질병 예방, 개호예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의료, 장기요양 단계에서 ‘예방’적 

관점을 진료와 의료상담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

도 자가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관점을 전 국민 대상의 의료 및 장기요양 

체계 전반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작업은 단기간 내에 

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공보건체계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

어야 하며, 특히 의료와 장기요양의 유기적 연계를 이루는 모델을 구축해

야 한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특히 후기고령인

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병 등 만성질병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

전의 시설 중심 모델은 늘어나는 의료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재

가 요양과 서비스 중심 전달체계로의 근본적 전환을 추구한다. 일본은 선

도적으로 지역포괄케어를 통해 의료, 개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일상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데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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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골자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2019년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정책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등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

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현재 지역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

정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 대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요소는 의료와 장기요양의 유기적 연계를 이루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와 장기요양 시스템 연계와 

협업은 요양서비스의 질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나, 앞서 분석한 

독일, 일본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 영역을 시스템

에 통합시키는 데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비공식적 돌봄자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가족 돌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커뮤니티 케어 도입과 장기요양제도 개혁 과정에서 재가 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가족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독일과 핀란드

는 가족 지원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가족 돌봄

에 대한 현금 지원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단기보호, 돌봄 휴가제,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관리 등의 서비스

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였다. 이러한 비공식적 돌봄 지원제도는 가족 돌봄

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자 보상으로, 재가 요양 중심의 모델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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