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의풍부한경험과숙련된기술로부터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령 노동인력을 노

동시장에확보하는것은큰혜택이있다고분석

하 다.

출처: 노르웨이노동사회통합부홈페이지

http://www.dep.no/aid/english/068101-

090014/dok-bu.html

아동기지원서비스패키지

뉴질랜드 사회개발직업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Employment) 장관 David

Benson-Pope는 2006년 9월 18일, 아동들에게

보다나은인생의첫출발을가능하게하기위하

여마련된서비스패키지에대해 7백만뉴질랜

드 달러(약 43억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

다.

아동기 지원 서비스 패키지는 7개의 아동기

지원 서비스 본부를 두고 10대 부모와 그 자녀

들을지원하기위한코디네이터들을배치할예

정이다.

Benson-Pope 장관은“취약한 가구와 그 자

녀를초기부터지원하는것은장기적이고도폭

넓은 차원의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는“아동들의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 한편 아

동이폭력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고장기실업

을 해소하며 아동학대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

하 다.

이 패키지는 기존의 가족 및 아동 대상 서비

스토대위에구축될것이다. 7개의아동기지원

서비스본부는관련서비스들간연계를강화하

고, 취약가구의서비스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

그필요가가장시급한지역에설치될것이다.

서비스의 내용은 임산부 검진에서부터 부모

지원 및 교육까지 망라할 것이다. 10대 출산율

이높은지역에는10대부모서비스코디네이터

가배치되어10대부모들과자녀의수요를파악

하고, 지원기관과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출처: 뉴질랜드사회개발직업부홈페이지

http ://www.msd.govt .nz/media-

information/press-releases/2006/pr-2006-

09-18.html

Global Social Security Today >>> 103

Global Goings-on

102 <<< 국제사회보장동향

소·

식·

광·

장

소·

식·

광·

장

Global Goings-on

노동시장과사회통합정책

노르웨이의Bjarne Hakon Hanssen 노동사회

통합부장관은노르웨이의가장중요한재산은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의 사회로의 통

합과, 노동시장에서의 건강과 사회보장이 필요

하다고주장하 다.

Hanssen 노동사회통합부장관은노르웨이에

는오일, 가스, 수력자원등많은천연자원이존

재하지만, 인적자원이 노르웨이 자산 가치의

90% 가까이를차지하고있다고하 다.

그러나 장관은 노르웨이의 노동가능인구의

25%가노동에참여하지못하고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10%이상의 노동가능인구가 노동시장

에서 원히 제외되었음이 통계적으로 드러났

다고밝혔다. 이에덧붙여, 노동가능일수의7%

가병가로소실되었음도지적했다.

장관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노르웨이의

노동생산성이 유럽국가중 최상위에 속하지만,

노동가능인구의 높은 비율이 노동시장에서 제

외되거나병가로인해 향을받는현재의상황

은큰문제라고보았다.

Hanssen 장관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제외

된사람들중높은비율이다시일을하고싶어

하지만, 사회전반적으로팽배한생산성에대한

압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은 사람들

은노동시장에다시참여하기힘든것이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장관은 보다 사회통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를위해

서는 첫째, 사회통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법적

으로보장해야하며, 여기에는노동자들의건강

과안전을보호하는법적장치도포함된다고밝

혔다.

둘째, 정부와조합간의긴 한협력이필요한

데,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1) 병가

로인한생산성감소를막기위해노력하고, (2)

평균퇴직연령을높이는데힘써야하며, (3) 장애

가있는사람들의노동시장으로의진출을장려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Hanssen 장관은 주장

하 다.

장관은 사회통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고령 노동인력들을

배제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 높은연령이

일을하는데장애가되는사회분위기가조성되

어서는안되며, 빠르게변하는사회구조하에서

노르웨이

뉴질랜드



따라서 정부는 조기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하는정책을펴왔으며, 실업수당수령가능

기간을감소시켰고, 2012년부터법적퇴직연령

기준이현재기준연령보다상승할예정이다. 또

한58세조기퇴직정책은2007년부터폐지될예

정이다.

50 플러스 계획안은 노사간 협력 및 통합적

정부정책으로구성된다.

본계획안의4가지목표는다음과같다:

2010년까지 50세 이상 인구의 취직률을

55%로증가시킨다.

55세이상인구의조기퇴직률을억제한다.

통합급여및새로운통합보조금에의해고

령실업자의재취업을증진시킨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의참여율을증대시킴으

로서 고령인구의 기술개발 및 노동시장의

요구에부응하는자질향상을도모한다.

<통합급여>

정부가고령노동인구를위해제안하는통합

급여란이전직장의급여수준보다감소된급여

를 제공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될 때 정부에서

제공되는부분적인보상금을말한다.

재취업첫해동안정부는이전순월급과현재

순월급간의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재취업자에게지급하게된다. 2년차동안본보

조금은 차액의 30%로 지급되며, 재취업 2년간

연금부담액의90%가지급될예정이다. 본통합

급여 프로그램은 시범기간을 거쳐, 앞으로 3만

명정도의고령노동자에게지원이될예정이다.

<노동자를위한보조금>

고령노동자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고용주를

위한 급여보조금 정책인 통합보조금 정책은 1

년~3년 동안 급여비용의 30%~50%에 이르는

보조금을고용주에게지급하는정책이다. 본보

조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각사업체에고령노

동자를대상으로한일자리가적어도일년간지

속적으로제공되어야한다.

본정책은연간5만에서7만정도의고령노동

자고용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직업훈련프로그램>

또한50 플러스계획안은고령노동자를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근로자250명이상의사업체에속한45세이

상근로자들은공인된직업훈련코스를등록하

여 다닐 수 있도록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을 받

을수있게된다.

이러한여러가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정부, 노동계 및 사업체 등의 협력이 시급하며,

인구변화와관련된도전과제에대한적극적인

토론이요구된다.

출처: 독일 인터넷 정보포탈 http://www.

bundesregierung.de/ 9월12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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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의회, 보건제도개혁을위한
합의도출

독일연방의회가 합의해 낸 새로운 보건제도

의 개혁안은 보건 분야의 비용효율, 경쟁력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제도개혁안으로,

전국 아동의 무료의료보험제도 등 보건제도의

구체적개혁방안을포함하고있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전국아동 무

료의료보험계획안을골자로하고있는본개혁

안에따르면, 앞으로독일아동의의료서비스는

사회가 직접 책임지는 형태를 띄게 될 예정이

다. 이러한 아동 무료의료보험제도는연방재정

예산으로운 될예정이며, 본재정을충당하기

위하여2008년30억유로및2009년15억유로

의 연방예산이 의료보험기금에 투입될 계획이

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현재 총

임금의 14%정도로 납부되고 있는 의료보험료

에 추가로 월 급여의 0.25%를 의료보험기금에

납부해야한다.

그간 독일의 보건제도는 비대한 관료제도 및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

의대상이되어왔다. 따라서새로운보건제도는

의료보험사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독점

및 특권을 금지하 으며, 의사와 의료보험사간

의개별협상및계약체결을허용하고있다. 이와

같은의료보험사간의경쟁은독일국민들이보다

나은보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데기여

할것이라고예상되며, 경쟁력있는의료체계는

보험사, 제약회사, 판매자및약사들에게도긍정

적인파급효과가있으리라예상된다. 또한보건

제도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본개혁안은, 의료

보험사가환자들에게직접보험료부과세부내역

을공개하도록하는규정을포함하고있다.

출처: 인 터 내 셔 널 헤 럴 드 트 리 뷴 지

http://www.iht.com/ 7월3일자 보도

출처: 독일 인터넷 정보포탈 http://www.

bundesregierung.de/ 7월4일자 보도

고령인구의고용가능성제고

2006년9월13일독일내각은50 플러스계획

안(50 plus initiative)을승인했다. 본계획안의주

내용은통합급여계획, 통합보조금및직업훈련

을위한자금보조등이다.

본계획안의목표는고령노동인구의고용기

회증진및고용가능성제고에있다. 본계획안

의실행에따라서앞으로고령노동자의근로기

간을연장할뿐아니라고령실업자에게재취업

의기회를줄수있을것이라고기대되고있다.

현재 독일에는, 55세에서 64세의 국민 중 단

45%만이직업이있으며전국50%정도의사업

체에50세이상근로자는찾아볼수없는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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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것”이라 밝혔다. 이동이 불편했던 고령자

들에게 아웃리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고령자

들의사교및정보공유를위한센터들이설치되

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것

이다.

LinkAge Plus 시범지역은 국 정부의

‘Opportunity Age Strategy for Older People’과

고령자의사회적고립을막기위한정부간협력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

역은 고령자 및 중앙·지방 정부, 민간기구와

파트너십을구축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다.

출처 : 국 노동연금부홈페이지

http://www.dwp.gov.uk/mediacentre/pressrel

eases/2006/jul/pens063-030706.asp

청년실업을 줄이는 블룸보너스 프로그램
의연장승인

2006년8월8일각료회의에서연방정부는기

존의 블룸보너스(Blum bonus)프로그램을 2007

년 6월 29일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했다. 본 프

로그램은 2006년 8월말까지의 시한으로 운

되어온견습근무제도이며, 앞으로1년간2007

년정부예산으로연장지원될예정이다.

연방 상원의장 Wolfgang Schussel, 부의장

Hubert Gorbach 및 노동부장관 Martin

Bartenstein은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블룸보너

스로인하여청년실업이반전되는결과를목격

해왔다고밝혔다. 현재, 13,400명의견습생이본

제도에의해지원을받고있으며, 정부의지원은

추가 견습근무원을 확보하는 기업체에 제공 되

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첫해에는견습근무

원1인당월400유로가각기업체에제공되며, 2

년차에는 200유로, 3년차에는 100유로가 제공

된다. 견습근무원1인당총지급가능한재정보

조금은8,400유로로, 제도실행첫해동안정부는

5천9백만유로를지원하 다고밝혔다.

최근 7월 노동시장 보고서를 언급하며,

Schussel 의장은 일자리 숫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지적하 다. 또한Schussel 의장은“이러

한긍정적추세는확정적이며우리는역사적인

340만 일자리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추

세는전년도수준에서 55,000개(1.66%)의일자

리숫자의증가를뜻한다”라고말했다.

고용자료에따르면실업자의수또한감소되

었다고 한다. 실업률은 거의 7%정도 감소하

고,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1998년 이전 수준

의실업률을보유하게되었다.

출처: 오스트리아연방정부웹사이트 8월 28일자

http://www.austria.gv.at/site/infodate__28.08.2

006/4970/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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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건강보고서

2006년 발간된‘스웨덴 최신건강보고서’에

따르면스웨덴국민의건강은여러가지면에서

최근크게향상된것으로드러났다.

이보고서는스웨덴국민의평균수명이계속

해서 증가해서, 2004년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

명이각각 78.4세와 82.7세 다고밝히고있다.

또한,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여명도 증가 추세

인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평균수명의향상은

스웨덴에서의 심장혈관질환, 암, 당뇨병 등 만

성질환에의한사망의감소추세와깊은관련이

있으며,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는것으로보인다고보고서는분석하 다.

스웨덴의흡연률도감소하여서, 남성의15%,

여성의17.5%만이매일흡연을하는것으로밝

혀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흡연 습관의 사회

경제적차이가있음을드러냈는데, 실직자나조

기퇴직자의 30% 이상이 흡연자인 반면, 상류

화이트칼라층중9% 미만만이흡연자 다.

‘스웨덴 최신건강보고서’는 스웨덴의 자살

률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예외라고 밝혔다.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16~24세의 여성들의 자살기도 횟수가

이전에비해증가했던것이그예다.

보고서는또한스웨덴국민들이직면한건강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 는데, 지난 10년

동안젊은층가운데알코올중독으로입원했던

사람의 수가 급증했음을 지적하 고, 모든 연

령층에서 비만인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 다고

밝혔다.

출처: 스웨덴보건복지위원회홈페이지

http://www.socialstyrelsen.se/Publicerat/200

6/9081/Summary2006-131-7.htm

고령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네트워크
‘LinkAge Plus’출범

7월3일, Tower Hamlet를비롯한8개의시범

지역에서50세이상의고령층에게서비스를제

공하는종합서비스네트워크인‘LinkAge Plus’

가출범하 다.

국연금개혁부장관Purnell은이날시범지

역중하나인Tower Hamlet에서의기조연설에

서“이 시범지역들은 50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주거 및 이동 지원, 보건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

원활히이루어지는종합서비스네트워크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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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위한공무원의근무시간탄력
운 제도입

일본정부는 사무직공무원의 자녀양육을 돕

기위해탄력적근무시간운 제를도입한다.

주간 정상근무시간의 절반만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탄력

운 제는 현 육아휴가법의 수정안으로 국가인

사위원회에의해국회에상정되어국회다음회

기에법안통과가추진될것으로보인다.

수정된육아휴가법안에따라운 될본제도

는 301,000명의 미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사무

직공무원을대상으로하게되며, 희망자는다음

4종의근무시간제중택일하여근무할수있게

되었다.

(1) 주5일4시간, 총20시간근무제

(2) 주5일5시간, 총25시간근무제

(3) 주 2일 8시간및 1일 4시간, 총 20시간근

무제

(4) 주3일8시간, 총24시간근무제

급여는 총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 지급 된다.

또한 본 법안은 한 부서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탄력시간제를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 타부서

에서필요한인력보충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의 육아휴직은 3세 이하의 유아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일 규정근무시간의

2시간을할애하여자녀의보육시설탁아외출이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현제도는거의활용되

지못하고있다. 이는외출희망자의줄어든근

무시간에따라증가되는적체업무를해결해줄

수 있는 보충인력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많은근로자들이동료에게부담

을 주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법에 따라 허용된

외출시간을 사용하지 않아 왔다. 그 예로 2004

년도에는출산을한여성근로자의10퍼센트만

이이러한육아휴직법에따른외출을사용한것

으로드러났다.

2002년도에개정된현보육및육아휴직법은

3세이하의 유아를자녀로둔근로자의외출

및 탄력적 근무시간 허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0월1일자 국가인사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4,602개 사업장 중 43.4%만이 탄력적 근무 및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일 근무를

허용한사업장은이중4.2%에불과했으며, 4시

간이나 6시간 등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장은

24.6% 다.

자료출처: 아사히신문 8월 10일자

http://www.asahi.com/english/Herald-

asahi/TKY2006081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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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의미래

2006년 7월부터 유럽연합의 순번제 의장국

을 맡은 핀란드의 Pekka Puska 사회보건부 장

관은‘모든정책에보건의제반 ’과‘노동자들

의 건강’을 유럽연합의 보건정책의 기조로 삼

을것임을강조했다.

Puska 장관은‘모든 정책에 보건의제 반 ’

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건강과 관련된 이슈는

다른모든정책들과 접하게연관이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나 운

송분야에서결정된정책은사람들의건강에직

간접적으로 향을미치는것이라고하 다.

Puska 장관은‘모든 정책에 보건의제 반 ’

이성공적으로실현되기위해서는여러분야의

다양한정책사항들에대해서‘건강 향성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많은

유럽연합국가들이시행하고있는‘환경 향성

평가’를확장한것이다.

또한장관은‘노동자들의건강’의확립이유

럽연합의 보건정책으로서 중요하다고 주장하

는데, 이를위해서핀란드사회보건부는노동

부와함께관련된실행계획을세우고있다고밝

혔다.

Puska 장관은‘노동자들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노동가능인구의감소현상이전유럽연

합국가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

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발달을위해서는노동자들의건강이우선시되

어야한다고말했다.

장관은 또한‘건강불평등’에 대해서도 대책

이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 낮은사회경제적신

분에있는사람들일수록더많은건강위험요소

에노출되며, 건강상태가사회경제적신분이높

은사람들보다좋지못함을지적하 다.

덧붙여서Puska 장관은핀란드가유럽연합의

의장국을 맡게 되는 동안에 개최된 가장 큰 보

건정책분야행사로2006년7월에진행된‘노동

인구의 건강 컨퍼런스’와 2006년 9월에 열린

‘모든 정책에 보건의제 반 에 관한 전문가회

담’이있다고밝혔다.

출처: EurActiv 홈페이지

http://www.euractiv.com/en/health/interview

-pekka-puska-finnish-eu-presidency-

health-priorities/article-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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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요소로자리잡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비용

은한동안계속해서빠른속도로증가할것이라

고 보았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어서, 2015년에는 고용률과 경제발전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비의 증가속도는 점차 줄

어들것이라고예상했다.

‘2015년의 사회보장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이러한 예상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4가지 측

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건강증진에 주력해야 하고, 둘째, 노동시

장을 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셋째, 빈곤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며, 마지막

으로, 효율적인사회보장서비스와합리적인수

입보장을제공해야한다고보았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적인 사회보건

서비스를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한데, 서비

스의 질적인 면의 향상만이 아니라, 의료 서비

스의 접근 용이성 향상에도 주력하여야 하며,

고령자정책, 아동정책과가족정책등다양한측

면에서의정책의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출처: 핀란드사회보건부홈페이지

http://www.stm.fi/Resource.phx/publishing/d

ocuments/8284/index.h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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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시설확충사업자문회의구성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 Diane

Finley는 9월5일, 아동보육시설확충사업(Child

Care Space Initiative)을구상하기위한자문회의

가구성되었음을밝혔다.

Finley 장관은“기능적인 새로운 보육시설이

생겨도시와시골의모든가구들에게제공하는

것이우리의목표이며, 이는현재의지역내구

축되어있는시스템을보충하는방식으로진행

될것”이라고설명하고, 지역의대표및고용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아동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캐나다 정부의 종

합아동보호계획의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에자문그룹은설계와집행을위한메커니즘을

구상, 제안할계획이다.

출처 : 캐나다사회개발부홈페이지

http://news.gc.ca/cfmx/view/en/index.jsp?art

icleid=237209

미래의사회보건정책

핀란드사회보건부는‘2015년의사회보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 다. 이 보

고서는 핀란드의 사회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방향을제시해주고있으며, 핀란드를사회적

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강조하 다.

‘2015년의 사회보장을 위한 전략’보고서는

핀란드 미래의 사회보장정책은 모든 사람들에

게포괄적으로책임을부여하는방향으로나아

갈것이며, 미래의복지사회의성공여부는노동

생산성의지속적인발전에달려있다고보았다.

보고서에따르면, 2015년에는각연령그룹들

사이의건강의격차가줄어들것이며, 고령자들

은지금보다평균3년이상더일을할수있게

될 것이고, 빈곤과 사회적 격리현상은 감소할

것이라고 하 다. 또한 성차별도 줄어들 것이

고, 사회전반적인서비스에서예방적인수단들

이큰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핀란드에서 사회보장은 전통적

으로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었지만,

사회보장에지출하는비용의증가는사회갈등

을야기하기도하 다고분석했다. 특히고령사

회로접어들면서, 경제적부양비는점차증가하

고있으며, 이는사회보장지출을더욱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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