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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연금제도세계 1위

Denmark has the best

retirement income system in

the world

▶매년 전세계의 연금 제도 순위를 매기는 멜

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에서 덴마크가

총점 82.9로 A등급을 받아 네덜란드를 제치

고1위를차지

- 이는 탄탄한 연금 제도, 높은 수준의 자산

과기여금, 적절한연금혜택및잘다듬어

진규정을갖춘개인연금제도덕분

▶인도의 연금 지수는 2011년 43.4에서 2012

년42.4로소폭하락하였으나순위는그대로

18위

- 지수가하락한이유는Worldwide Gover-

nance Indicators의도입때문

- 지수 35~50점은연금제도가양호하나개

선해야할문제도있음을의미

▶일본의 연금 지수는 2011년 43.9에서 2012

년44.4로약간상승하였지만순위는14위에

서17위로하락

- 지수가 상승한 것은 확정기여형 제도에서

근로자분담금의세금감면과성장자산투

자수준이상승하였기때문

▶미국은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였으나 정부

부채 및 가계 저축률 하락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여부는불확실

- Melbourne Mercer Global Index에 따르면,

미국은개혁을통해인구고령화에대응하

고 국민이 충분한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영국의연금제도는적정성(adequacy: 적정한

정도의 연금 지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균 62점보다 높은 68점 득점)과 투명성

(integrity: 연금 규정과 관리, 연금 가입자 보

호 및 가입자와의 소통수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균 71.5점보다 높은 85점 득점)이

높은점수를얻어7위를차지하였으나총지

수가치는다양한이유(주로장기적지속가능

성: 노인부양, 국민 연금 수급 연령, 단계적

은퇴기회및노인들의노동시장참여율등)

로작년보다소폭하락

▶올해 지수 측정에는 처음으로 성장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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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를포함

- Melbourne Mercer Global Index는성장자

산에투자를많이하면할수록연금지수가

오르고순위도상위에오르게될것이라며

연금자산이최근지속적으로성장한덕분

에올해3위에오른호주의예를듦

▶네덜란드의 연금 지수는 2011년 77.9에서

2012년 78.9로소폭상승했지만, 순위는2위

로하락

-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적정성과 지속가능

성이향상되었기때문

2012년 10월 22일 / The Financial

<원문링크: http://finchannel.com/news_flash

/World/118141_Denmark_Has_the_Dest_Retire

ment_Income_System_in_the_World/>

수십년만에처음으로유럽보건비

지출감소

Health spending in Europe falls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OECD와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2 유럽 건강일람 보

고서(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에따르

면, 재정난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예산 적자

를줄이고자경비를삭감하면서2010년보건

비지출이하락

-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상당수 국가에서

임금보다2~3배가량더빨리성장했던보

건비지출이감소하게된것

- 즉, 2000년과2009년사이4.6%의연간평

균성장률을보였던보건비지출이2010년

-0.6%까지하락

- 이러한 보건비 지출 하락은 1975년 이래

처음으로발생

▶국가별1인당보건비감소율

- 아일랜드: 2000년과 2009년 사이 6.5%의

연간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 2010년 7.9%

하락

- 에스토니아: 2000년과 2009년 사이 연간

7%의성장률을보인후, 2010년7.3% 하락

- 그리스: 2000년과2009년사이연간5.7%

의성장률을뒤엎고2010년6.7% 하락

- 보고서는거의모든EU국가들에게서목도

되고있는보건비지출의감소와성장감속

이보건부문에장기적인영향을미치게될

지도모른다고우려

▶급성환자치료를위한재원확보압박을받

고있는각국정부는공중보건및질병예방

프로그램등에들어가는다른경비도줄이고

있는실정

- 2010년, 유럽 국가들은 보건 부문 예산의

3%만을면역, 흡연, 음주, 영양, 그리고운

동과 같은 공중 보건 프로그램과 질병 예

방에할당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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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국가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며,

17%는비만

- 비만율은1990년이래많은유럽국가에서

두 배 상승하였고, 현재 루마니아와 스위

스의 비만율은 8%이며, 헝가리와 영국은

25% 이상임

- 비만과 흡연은 2010년 EU국가에서 발생

한모든사망의요인중1/3을차지했던심

장병과뇌졸중의위험요인

- 핀란드, 프랑스 및 헝가리는 비만 퇴치 노

력의일환으로건강을해치는음식과음료

수에세금을부과

- 2012 유럽 건강일람 보고서(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는 35개유럽국가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

표, 건강 결정 요인, 보건 의료 자원 및 활

동, 보건서비스의질, 보건의료비및재원

조달등의내용을담고있음

▶그밖에보고서가담고있는내용

- 2010년 국내총생산(GDP)중 보건비 지출

비중은네덜란드가12%로가장높고프랑

스와독일이11.6%로그뒤를쫓음

- EU국가의 GDP 중 평균 보건비 지출 비

중은 9.0%로 2009년 9.2%에서 하락한

수치임

- 대부분의 EU국가에서 1인당 의사 수는

2000년 인구 1000명 당 평균 2.9명에서

2010년 3.4명으로 증가(특히, 그리스와 영

국에서빠르게증가)

- 전통적인가정의학과진료에대한관심부

족과일반의와전문의의보수격차때문에

대부분의 EU국가에는 일반의보다 전문의

가더많음

- 일반의의 더딘 증가 혹은 감소는 특정 인

구층의1차진료이용에대한우려를고조

시킴

2012년 11월 16일 / OECD News

<원문링크: http://www.oecd.org/newsroom/

healthspendingineuropefallsforthefirsttimeind

ecades.htm>

영국의유연한육아휴직제도

Parental leave to become

flexible under plans set out

by Nick Clegg

▶영국 Nick Clegg 부총리가 새로운 육아휴직

계획을발표할예정

-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직장 여성은 52주

간 출산휴가를 낼 수 있고 자녀가 태어난

후첫2주간은여성만이휴가를낼수있지

만, 그 이후에는 배우자와 나머지 50주를

편리한대로나누어휴가를낼수있음

- 즉,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자녀를낳은여성은언제든지

자신의 배우자와 육아휴직을 양분하여 쓰

거나, 50주를 잘게 나누어 교대로 휴직을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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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고, 양쪽모두가함께휴직을하는

것도가능

-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약 52주)이

며, 이중유급휴가는9개월까지만가능

▶한편, Clegg 부총리는총12개월의육아휴직

기간 이외에 남성들이 추가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하고자했으나토리당과일부고용주

들의반발에부딪쳐포기한바있음

-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기 전 태아검진을

위해남성들이두번무급휴가를낼수있

도록할예정

2012년 11월 13일 / The Guardian

<원문링크: http://www.guardian.co.uk/money

/2012/nov/13/parental-leave-flexible-nick-

cleg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