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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결정에따른것이었다.

따라서 최대 1,920유로를 넘지 않는 연금은

1.6%정도 인상될 예정이며, 1,920유로 이상의

연금에대해서는최대월30유로에한하여인상

된다.

또한연금액 1,380유로까지는 60유로의일회

성 지급을, 1,920유로까지는 45유로의 일회성

지급이있을예정이며, 그이상의연금납부액에

대해서는25유로가지급된다. 

연금이 최소 690유로에서 790유로인 나홀로

연금수령자 및 1,055유로에서 1,091유로인 부

부의경우, 2007년부터연금상한선이인상될예

정이다. 이러한연금인상은앞으로도있을예정

이다.

출처: 오스트리아정보포탈

http://www.austria.gv.at/site/4970/default.aspx

에이즈퇴치를위한국제적인노력촉구

스웨덴국제개발협력단의Gunilla Carlsson 총

재는 2006년 12월 6일 잠비아에서 열린“제 19

차 UNAIDS 프로그램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에

이즈퇴치가스웨덴의최우선외교정책중하나

라고밝혔다.

Carlsson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여전히매우심각한문제이며, 에이

즈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UNAIDS 등의 기구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 다. 

특히, Carlsson 총재는4가지측면에서의노력

이 필요하다고 하 다. 첫째, 에이즈는 비단 보

건과관련된문제만이아니며, 한국가의사회보

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는것을명심할필요가있다고하 다.

둘째, 에이즈의 퇴치를 위해서는 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 다. 특히,

사기업들이 에이즈 퇴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다면, 예방적인 측면에서나 질병치료적인 측면

에서의재정의확보에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

강조하 다.

셋째, Carlsson 총재는 최근의 에이즈의 여성

편중화(feminization) 경향은 큰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아프리카일부지역의경우, 젊은여성들이에이

즈에 감염될 확률은 젊은 남성들에 비해 3배나

높다는것이통계적으로밝혀졌다. 이것은여성

의 권리와 사회정의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에이즈의 여성편중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지적하 다.

넷째, 에이즈의문제는보건의료관련된인프

라구조가잘갖추어져있을때비로소해결의실

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특히, 항바

이러스 의약품에의 접근성의 확보와 약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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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위한개인계좌

국에서는 12일 정부 백서『Personal

accounts: a new way to save』에 새로이 공표된

내용에따라천만명이상의근로자들이고용주

기여분과 세금 면제분을 포함하는 개인계좌를

보유하게된다.

정부는이계좌를이용하는사람들이80억파

운드가량의금액을매년기여할것으로내다보

고있다. 

노동연금부장관John Hutton은“2012년부터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개인계좌 또는 기존의

개인직업연금제도에가입된다. 이는 국내천

만 명가량의 근로자들로부터 저축을 막는 장애

물을제거함으로써저축을장려하게될것이다”

이라고밝혔다.

또한“낮은수준의부담분은국민으로부터연

금재정을확보하게하는데매우중요하다. 정부

는 개인계좌의 장기적 유지비용이 연금위원회

(Pension Commission)에서내다본바와같이전

체재정의0.3% 수준과같거나낮아질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라고덧붙 다.

백서에서 국정부는연금위원회에서제안한

국가연금저축계획(NPSS: National Pension

Saving Schemes) 모델이 간단하면서도 저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계좌제를 시행하는데 적

합하다고밝혔다.

한편 개인계좌 서비스의 공급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전문가로구성된기구가곧발족할예정

이다. Hutton 장관은 이 제도가“기존의 저축제

도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방향

으로운용될것”이라고덧붙 다. 

출처: 국 노동연금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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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es/2006/dec/pens-121206.asp

연금인상안국회통과

2007년 연금의 인상안이 2006년 11월 29일

오스트리아국회를통과했다. 이러한결과는연

국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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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설립을공포하 다. 이는2006년3월31일평

등기회법의통과에따른조치이다.

사회화합과기회평등청장으로는그간해당분

야에서 여러 가지의 정부프로그램을 담당해 온

알릭스드라브레뜨슈(Alix de la Bretesche)가맡

게 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의 주요업

무를담당하게된다.

1. 이민자의 사회화합 증진대책 수립 및 최대

수요지역파악

2. 차별과의전쟁에참여

3. 문맹과의전쟁에참여

4. 시민자원봉사프로그램수행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화합과

기회평등청에는 2007년에 5억 유로 이상의 정

부예산이배정될예정이다.

이에 대해 빌레펭 수상은 이전에 시도되었던

사회화합정책의 실패는 정책이 고립적이며 단

편적으로 시행되었던 데 따른 결과 다고 회고

하며, 앞으로 사회화합과 기회평등청은 여러종

류의 사회화합정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큰기여를할것이라고밝혔다. 

출처: 프랑스국무총리실웹사이트

http://www.premier-ministre.gouv.fr/en

고령근로자의고용증진

2006년 10월 19일 프랑스 고용복지부 장관

장루이보루(Jean-Louis Borloo)와차관게하르

라흐세(Gerard Larcher)는‘2006-2010 고령근

로자의 고용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안’에 따

른홍보캠페인계획안을밝혔다.

본계획안의목적은프랑스문화및사회속에

서 인식되어온 고령노동자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현재 프랑스의 고령인구 고용률은 37.9%

로유럽연합국가들중최저이다.

2006년 6월 6일에발표된고령근로자의고용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안의 목표는 고령노

동자의사회적이미지변화, 고령노동자의근로

유지및취업의증진, 또한국가, 노동조합및고

용주단체로부터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고령

노동자가은퇴이후의삶에적응할수있도록하

는등의세가지이다.

2006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될 홍보캠페인은

텔레비전광고, 웹사이트 및 라디오프로그램 등

으로구성될예정이다.

본캠페인의목적은50세이상숙련된노동자

의장점을부각시키는것으로, 고령노동자고용

케이스중모범케이스를방송하여본사안에대

한기업체들의인식을제고하는것이다. 

출처: 프랑스국무총리실웹사이트

http://www.premier-ministre.gouv.fr/en 

AIDS 와의전쟁: 세계적협력촉구

12월 1일세계AIDS의날을맞아, 2006년 11

월3일프랑스보건부는에이즈관련국제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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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시스템의 발달은 에이즈의 퇴치에 있어서

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라고강조하 다.

출처: 스웨덴정부웹사이트

http://www.sweden.gov.se/sb/d/3211/a/73635

노숙자대책협력계획 및 주택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캐나다의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 Diane

Finley는 12월 19일, 내년부터 시행될 노숙자대

책협력계획(HPS: Homelessness Partnering

Strategy)에 5억2천6백만 캐나다 달러(약 4천억

원)를투입하기로발표하 다.

새로운 노숙자대책협력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골자로한다. 

- 민간및비 리조직과협력

- 주 및 Territory들과 협력하여 재정이 캐나

다 전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필요를충족

- 노숙자들이자활능력을가질 수 있도록 직

업훈련이나 보건 등 개인적 필요를 지원하

는네트워크에의접근성확충

- 재정의 사용은 지원목적의 주거 개발비용

으로만사용

- 사업과정모니터링

Finley 장관은 노숙자대책협력계획이“민간

및 지방행정기구와 협력하여 노숙자들로 하여

금 캐나다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

고기대를내비쳤다.

사업의일환으로5억2천6백만캐나다달러의

일부인 2억 5천 6백만 달러는 2년간 캐나다 주

택담보공사(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저소득층 대상 주택 리

노베이션프로그램에소요될것이다.

이사업은특히고령자나장애인, 무주택자로

서노숙의위기에당면한자들을대상으로하며,

약3만8천명의저소득층인구의주거환경을개

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출처: 캐나다사회개발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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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id=263819

사회화합과기회평등청(ANCSEC) 설립

2006년 10월 19일 프랑스 수상 도미니크 드

빌레펭(Dominique de Villepin)은 국민에게 평등

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업무라고

강조하며‘사회화합과 기회평등청’(ANCSEC)

140 <<< 국제사회보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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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관련된정책들이겪고있는가장큰장애물은

성평등 문제가 비단 여성에게만 배타적으로 해

당되는문제이며따라서그해결의실마리도여

성들의노력에서만찾을수있다는사회적편견

이다. 

이러한사회적편견을극복하고, 직장이나공

적인생활에서의평등뿐만아니라, 사회전반적

으로성평등을이루기위해서는, 핀란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차별

금지와관련된법적인제정과확립과정이필요

할것이라고이보고서는밝히고있다. 

출처: 핀란드사회보건부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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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ents/9064/index.htx

비만예방을위한적극적노력

핀란드 사회보건부는 부유한 사회에서의 주

요질병중하나인비만문제에대해서적극적인

해결책을마련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Lilsa Hyssala 핀란드사회보건부장관은2006

년 11월 16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WHO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퍼런스”에

서비만은비단개개인의과체중의문제만이아

니며, 개인을둘러싸고있는환경의 향이매우

크다는점을강조하고, 특히, 어린이들과청소년

들의비만에미치는환경적인요소는매우심각

한것이라고주장하 다. 

Hyssala 장관에따르면최근의비만에대한해

결책으로서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것이 추세인

데, 물리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건전한 생활환경과 사회의 조성은 국민의 보

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정책과 행정 분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Hyssala 장관은강조했다. 또한국민들의생활방

식과 소비행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언론과 사적

기업들의역할도매우중요하다고지적하 다. 

출처: 핀란드사회보건부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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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ents/9240/index.htx?template=print

고령자취업지원키트

12월 19일, 호주 고용노동부 Sharman Stone

장관은고령자취업지원키트를발표하 다.

Sharman Stone 장관은 10년에 걸쳐 호주의

55세이상64세인구가증가하여OECD 평균수

준보다 상회하게 되었으나 노동시장에 참여하

는 고령자의 인구는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국등에비추어매우낮은실정이며이연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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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했다.

본 회의에는“에스더”프로그램(ESTHER: 보

살핌과치료를위한병원복지네트워크)에참여

해 온 32개 국가의 장관들이 함께 하 으며, 회

의의목표는전염병의감소및보건시스템을증

진시키는것이었다. 

프랑스제 2티비와의인터뷰에서전세계 3천

9백만명이HIV에감염되어있다고강조한크사

비에베르트랑(Xavier Bertrand) 프랑스보건부장

관은“프랑스는 이러한 세계 AIDS와의 전쟁에

서선두에나서겠다”고밝혔다.

이번회의의목표는AIDS와의전쟁중에있는

가난한 국가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었으며,

ESTHER 네트워크의 파트너쉽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과AIDS 치유를위한보건의료인력증

진방안에대해논의가있었다.

프랑스 대통령은“대부분의 선진국들이여전

히AIDS 예방에만초점을두는반면에프랑스는

포괄적인 관리계획 및 치료접근성 확대를 증진

하는 데 있어서 선도국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

하 다. 이를 위하여 프랑스는‘치유를 위한 국

제복지기금’을창설했을뿐아니라‘AIDS, 폐렴

및 말라리아와의 전쟁을 위한 로벌펀드’에도

대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해 2007년 기여액은 3

억유로에달할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칠레, 노르웨이, 브라질 및 국

의주도로2006년7월창설된Unitaid는, AIDS를

포함한 질병의 치료약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로역할을하고있다.

출처: 유럽정보포탈 EURACTIV
www.euractiv.com

성평등보고서발간

핀란드 사회보건부는“Striving for Gender

Equality in Finland”라는 제목으로 성평등 보고

서를발간하 다. 

2006년은 핀란드에게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정치적평등과권리를획득한지100주년이되는

의미있는해이다. 그러나핀란드에서의성평등

이완벽하게이루어진것은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성평등 제반 정책의 주요 이

슈는변화되어왔다. 예전에는공적인생활과직

장에서의 남녀간의 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지

만, 지난 15년 동안 생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성평등확립의문제로정책적인주관심사가변

화되어왔다. 

예를들어서, 예전에초점이되었던직장생활

에서의 남녀간의 평등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편

중된 단기계약직을 줄이려는 노력이나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맞추려는 노력 등과 맞물려

서사회전반적인성평등이슈로서보다넓은측

면에서고려되었다.

핀란드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성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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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56,000 호주달러(약4080만원)로서

퇴직 후 생활비용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라고 지적하 다. 또한 호주의 인구 고령화,

고령인구의탁월한능력, 호주노동인구의결핍

을고려할때, 고령자취업지원이시급함을천명

하 다.

고령자 취업지원 키트를 통해 지역 기관들은

고령자들로 하여금 무료로 다양한 호주정부의

취업정보서비스를이용하도록할수있다. 고령

자들은 고령자 맞춤정보 서비스 웹 사이트인

Jobwise(www.jobwise.gov.au) 및직업에대한세

부 설명, 직업교육, 자원봉사 정보 등이 수록된

호주직업검색사이트(www.jobsearch.gov.au) 등

을이용할수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은 창업장려

계획(NEIS: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을통해창업훈련및창업멘토링등을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키트를 통하여 고

령자고용의이익과노동력현황정보등을제공

받을수있다.

출처: 호주 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mediacentre.dewr.gov.au/mediacentre/

AllReleases/2006/December/Morehelpformat

ureagedpeopletofindwor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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