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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선진국가의 인구고령화 상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그 속도도 빠르지도 않다. 그 표 인 

이유는 출산력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 지만, 고

령자의 평균수명은 지속 으로 연장되고 있고, 특히 의료기술  의약품

의 신규개발은 인간의 수명, 그 에서도 고령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고령자의 증가는 물론이고 인구고령화도 차 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 상이 격하지 않은 선진국가들에서는 그에 

비하는 정책 한 비성있게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기고령자 시기는 장기요양의 욕구가 가장 높게 표출되는 시기이

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장기요양 책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장기요양상태에 빠지는 시기를 늦추게 하기 해 건강한 고령화를 유도

하려는 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난 2002년도에는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MIPPA)이 

수립되고, 10년이 경과한 2012년도는 활기찬 노후를 한 각국의 책

을 평가해보는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선진국가들의 고령사회

책을 활기찬 노후 정책에 한 경험을 통해서 검토해보고자 하 다. 

그 에서도 선진국들이 치해 있는 EU국가들을 상으로 그들의 경

험과 시사 을 도출해 보고자 하 다. 특히 EU에서는 2012년도를 EU 



활기찬 노후 책의 평가연도로 책정하면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각

종 세미나  토론회가 개최고 있다.  

본 연구는 선우덕 연구 원의 주  하에 원내의 김세진 연구원과 공

주 학교 사회복지학과 모선희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해 귀 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성결 학교 임병우 교수, 총

신 학교 미애 교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니라 연

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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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eing Polici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centered on active ageing policy in EU countries

This report was written to make a suggestion of lessons from 

experiences of EU countries through 'active ageing' challenges. In 

general, in the case of the deepening population ageing countries, 

by the increase in number of elderly people they are confronted 

with unstability of social security finances, and therefore continue 

their efforts to get financial stabilization through 'active ageing' 

policies.

Contents of study are related to employment, community 

participation and health ageing. Firstly, the employment rate of 

elderly people is high generally,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each EU country, and legal retirement age is similar to pension 

age.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doesn't makes them maintain 

only active lives, but also contribute to reinforcements of labour 

force and economic growth. Secondly, EU countries look for their 

active lives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of elderly people. 

Especially, the sphere of their activities contains a wide variety 

from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o positive citizenship an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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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participation. Besides, EU countries associate the 

community participation of elderly people with the inducement of 

generational solidarity. The considerable number of projects 

associated with social participation for elderly people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European Commission and their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as a way of alliance between each organization 

or nation. Finally, 'Active ageing' leads to healthy ageing of 

elderly people. Healthy ageing contributes to maintain and improve 

physical, mental and social functional abilities. Many of EU 

countries implement health promotion programs like a walking as 

a health ageing strategy. 

From now, in Korea the various strategies included in 

philosophy of 'active ageing' should be developed, expanded and 

improved in aspects of elderly's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 promotion programs. 

*key word: active ageing, employment, community participation, 

healthy ageing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선진국가들의 고령화정책을 각 사회보장제도별로 검토, 분

석하기 보다는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한 간 인 정

책으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방안을 유도하여 사회보장 재정수

입에 기여하고, 한 재정지출을 효율 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도모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부 EU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심으로 

정리하여 시사 을 도출하는데 목 을 두고 있음. 

⧠특히, 2012년도가 유럽국가들에 있어서는 2002년도 스페인 마드리드

에서 유엔에 의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PA)이 채택된 이후 10주

년이 되는 해로써 EU에서 그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험국

가들의 고령화 책을 검토해 보고자 하 음. 

Ⅱ. 주요 연구결과  

⧠고용부문에 한 EU의 유럽국가들을 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다

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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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  은퇴연령(정년)이나 실제의 은퇴연령과 공 연 의 수

개시연령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임. 이는 연 개시연령까지 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정년을 연장시켰고, 그 유도  장치로

써 연령차별 지법, 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임. 

○둘째, 법  은퇴연령이나 공 연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인하

여 자연 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이 게 고용률

이 높아지는 것은 잉여의 건강한 고령자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연 재정의 압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은 필연 인 조치로 

보여지고 있음. 

○셋째, 노인의 빈곤률은 연 액수 에도 련성이 깊겠지만, 고용률

과도 깊은 련성이 있다는 것임. 임시직이든, 시간제이든 간에 고

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의 빈곤률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 증진내용을 심으로 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사회참여의 범 가 기존의 여가  문화활동, 단체활동에의 

참여, 자원 사활동 뿐 아니라 극  시민권, 사회네트워크 형성

을 포함하며, 사회참여를 세 간 결속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노

인들이 지역사회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 

참여에의 근과 가능성 마련 등까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임. 유럽이 이러한 세 간 이해와 력 그리고 사회  연 를 강

조하는 로젝트 개발에 을 두는 이유는 고령 사회에서 심

화될 세 간의 갈등과 긴장 그리고 경제  부담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한 기  비과정이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보

는 시각이 지배 이라는데 기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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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의 사회참여와 련된 로젝트가 참여의 다양한 역

을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고 로그램 내용에 노인뿐 아니라 담당 

실무자의 역량강화도 포함하고 있음. 많은 노인의 사회참여 련 

로젝트가 교육과 자원 사, 교육과 세 결속, 자원 사와 여행

과 교육 등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풍

성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는 이 높

이 평가됨. 한 노인의 사회참여 련 로젝트에서 실무자의 역

량강화를 하여 실무자 교육, 다른 기   로젝트와의 교류, 

필요한 자료와 매뉴얼 개발  보  등이 제공되어 효과 인 사

업 추진이 가능하게 지원되고 있음.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와 련된 로젝트의 상당수가 

EC(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기

간 연합 뿐 아니라 국가간 연합 형식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임. 

○넷째, 로그램 개발에 노인이 직  함께하여 자신들의 욕구  

의견을 반 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로젝트 운 반이 체계

이며 합리 이라는 것임. 특히, 기존의 노인 사회참여 정책이 

주로 하향식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차 

상향식 방법으로 환되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었음.

⧠건강노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건강노화부문에서의 인 과제는 질병치료라기 보다는 

질병 방, 는 건강증진에 일차 인 목 을 두고 있다는 것임. 

의 질병은 부분이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

인 생활습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노화를 이루기 해서

는 올바른 생활습 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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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러한 에서 볼 때, EU의 유럽국가들의 건강노화 략

은 신체 인 활동을 비롯하여 연  주습 을 향상시키고, 비

만을 억제시키는데 두어지고 있음. 그 이외에도 사회  네트워크

를 통한 타인과의 유 계를 유지시키는 략도 개발하고 있는

데, 이는 신체 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 인 기능도 유지  향

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함. 

Ⅲ. 결론 및 시사점  

⧠우선, 고령자의 고용률은 공 연 의 개시연령, 법  은퇴연령(정년) 

등과 한 계가 있으면서 그 효과로 노인 빈곤률의 하를 

들 수 있겠음. 즉, 고령자가 되어도 지속 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되면, 사회  활동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재정이나 국가경

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각종 통계  검토에서도 

알 수 있었음. 한, 지속 인 고용상태의 유지는 신체   정신  

기능상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노후의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활기찬 노후를 유도

하기 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고용이라면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지  당장에는 연령차별 지법의 입법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일

차 으로 유연한 정년연장의 유도가 시 하다고 하겠음. 

⧠그리고, 지역사회참여활동에서는 기존의 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시

민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령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활동을 

추진해 나가거나, 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  교육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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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

는 노인건강축제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

포츠운동, 걷기, 근력운동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습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그러한 신체활동을 개인 으로 하기보다

는 소규모의 집단 으로나 동년배들과의 수행하는 것이 효과성이 높다

고 하겠음. 이를 해서는 고령자의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s)를 

조성하여 지원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용어: 활기찬 노후, 고용, 지역사회참여, 건강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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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진국가들은 이미 인구고령화를 겪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왔다. 

일반 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체인구의 14%를 과하면 고령사

회에 어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한 유럽국가의 부

분은 14%를 과하고 있는 상태이고,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20%를 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에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2000년 에 

들어와서 지속 으로 약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국가도 있

지만, 부분의 국가들은 증하거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게 지난 10여년간 노인인구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어

디까지나 높은 출산력이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에 선진국가들의 고령화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

재정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심으로 책을 강구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에서 국가재정 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은 남유럽국

가들에게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일반 으로 사회보장비용은 크게 연 , 의료  사회서비스비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들 비용의 부분은 고령자를 한 지출이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공 연 재정의 압박은 연 개시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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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상향조정을 유도하 고, 그 이외에도 조기연 제의 폐지나 고

령자의 고용지원과 같은 사회  책도 아울러 수립하게 만들었다고 보

여진다.  한편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은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를 의미

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연령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단순한 수명의 연

장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의 기간을 확 시키려는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정책의 방향이 환되었다. 건강수명의 연장은 단순한 노년기 건강한 삶

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유지를 통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의 감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의료재정

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해 유럽각국들은 의료보험재정지출의 효율

화를 유도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율을 증 시켜 낭비 인 의료행 를 축

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한, 사회서비스비용의 부분은 노인복지비가 

차지하고, 이 에는 장기요양비용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장기요양 책은 가족의 어가 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어의 비 이 상당히 높은 수 이다.  

결국, 선진국가들의 고령화정책의 방향은 사회보장재정의 지출증 를 

억제시키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진국가들의 고령화정책에 해 반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제

한 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경희 외, 2011)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특정의 선진국가들을 선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반 인 내용을 고령화

상에 비추어 기술 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부분이 선진국

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연 , 의료, 복지 등 부분 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미숙 외, 2003; 최은 , 2005; 김수 , 2006). 

본 연구는 선진국가들의 고령화정책을 각 사회보장제도별로 검토, 분

석하기 보다는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한 간 인 정책으

로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방안을 유도하여 사회보장 재정수입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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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한 재정지출을 효율 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부 EU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심으로 정리하여 시사

을 도출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특히, 2012년도가 유럽국가들에 있어

서는 2002년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에 의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MIPPA)이 채택된 이후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EU에서 그 평가를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험국가들의 고령화 책을 검토해 보고자 하 다.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EU에서 선정한 활기찬 노후 책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기본 으로 유엔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의 심은 건강, 참여, 

안 에 있지만, EU에서는 고용(취업), 지역사회참여  건강노화를 핵심

인 주제로 설정하여 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에서 이를 심으로 검

토하는 것으로 하 다. 

즉, 고용부문에서는 고령자를 한 더 나은 직업을 개발하고 양호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는데 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참여부문에서는 

은퇴이후에도 활동 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

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노화부문에서는 노년기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독립 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인 건강한 생활

의 향상으로 경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각 부문별로 반부에서는 각 부문별 필요한 통계치를 

가용자원범 내에서 정리해 보고, 후반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별 으로 정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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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정책의 의의

제1절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의 개념정의 

  1.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의 일반적 개념

‘활기찬 노후’에 한 개념정의는 WHO에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기 하여 

건강(health), 사회참여(participation)  안 (security)에 한 기회를 

극 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WHO, 2002). WHO에서는 건

강, 사회참여  안 에 한 기회를 지속 으로 유지함으로써 수명연장

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표 하고자 ‘활기찬 노

후’(active ageing)의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 ‘활기찬 노후’는 사람들로 하여  생애에 걸쳐서 신체 , 

사회   정신  안녕(well-being)을 한 능력을 실 시키게 해주고, 

자신들의 욕구, 희망, 능력에 따라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원조가 필요할 때 한 보호, 안   

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활기찬 노후’는 생

활기능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는 능동 으로 사회활동(노동, 자원 사 등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기능의 장애로 어가 필요한 자

에게는 한 지원으로 생활기능을 제고시켜, 일상생활을 능동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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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활기찬’(active)의 용어가 지닌 의미는 노동시장의 참여나, 신

체 인 활동능력이 아니라, 사회 , 경제 , 문화 , 정신   시민  

일상사에 한 지속 인 참여를 언 하고 있다. 따라서, 은퇴자이든, 질

병이나 장애를 지닌 자이든 간에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 동료, 지역사회

나 국가에 능동 인 기여자(active contributor)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 으로 ‘활기찬 노후’의 목 에 해서 정리하면, 허약, 장애  

어가 필요한 자도 모두 포함하여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연장시키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령자에 한 자율성(autonomy)과 자립성(independence)의 유지

가 개개인이나 정책입안자에게 ‘활기찬 노후’의 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한, ‘노후’(ageing)가 지닌 개념에서도 친구, 직장동료, 이웃, 

가족구성원간의 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 상호간 유

(solidarity)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성이 ‘활기찬 노후’의 요한 원리에 해

당한다는 것이다. 

  2.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의 주요내용

‘활기찬 노후’를 추진하기 한 근방식을 보면, 고령자의 인권

(human right)과 UN의 원리(독립, 참여, 존엄, 어  자기성취)를 기

본 으로 알아야 하고, 략  계획으로는 수동  성격을 지닌 욕구에 

기반한(needs-based)것이 아니라 권리에 기반한(rights-based) 근방식

으로 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기찬 노후’정책으로 기 할 수 있는 효과는 최고의 생산  

활동시기에서 조기에 사망하는 사건을 축소시키고, 만성질환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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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축소시키며, 극  삶의 질을 향유하는 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각 부문에서의 활동 인 참여자가 증가하고, 의료  어

서비스비용도 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활기찬 노후’정책( 로

그램)은 개개인 자신의 책임성(personal responsibility), 고령친화  환

경, 세 간 유 를 권장하고 균형 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

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습 의 유지를 해 개개인이 노력하고, 개인과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과의 유   상호지지를 유도하고, 지지  환경

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궁극 으로 요약하면, ‘활기찬 노후’는 

건강을 유도하고,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 이것이 다시 건강유지에 기

여함으로써 의료   사회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활기찬 노후’의 결정인자를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1〕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의 결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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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활기찬 노후’에 향을 주는 여러 형태의 결정요인으로는 

보건  사회서비스 련 결정인자, 행동요인, 개인  요인, 물리  환경

요인, 경제  요인  사회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이 에서 먼 , 보

건  사회서비스와 련된 내용으로는 건강증진  질병 방(health 

promotion & disease prevention), 치료  서비스(curative services),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정신보건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행 련 결정인자에는 

흡연(tobacco use),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건강식사(healthy 

eating), 구강보건(oral health), 음주(alcohol), 약물복용(medication), 

의원성(iatrogenesis)  집착성(adherence)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  

인자에는 생물학   유  소인(biology & genetics), 심리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리  환경인자에는 주거안 (safe housing), 낙상

(fall), 수질, 기  식품 등의 안 (clean water, clean air & safe 

food)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환경 인자에는 사회 지지(social 

support), 폭력  학 (violence & abuse), 교육  자이해

(education & literacy) 등이 있으며, 경제  인자에는 소득, 사회  보

호  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각종 결정인자들은 ‘활기찬 노후’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

키는데 향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활기찬 노후’를 

해하는데 향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요소들을 

자극 는 통제하기 한 정책들을 개발, 확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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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정책의 수립배경

‘활기찬 노후’정책의 생성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90년 의 

사회  분 기를 보면, 고령자는 고용의 상이나 성인으로써 지니는 사

회  책임으로부터 차 으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상이었다는 이

다. 이러한 당시의 지배 인 퇴직모형에서는 고령자로 하여  상 으

로 수동 인 생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 고, 암묵 으로 신체 으로 활

동 이지 못하도록 유도하 다는 것이다(McPherson, 1995). 

그러나, 그러한 수동성과 참여제한를 강조한 것은 비활동 인 생활이 

건강에 역효과를 미치고, 신체 으로 활동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하다는 각종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논조 다는 것이다. 

1995년에는 고령자의 건강증진과 복지(well-being)의 에서 강력

한 략을 개발하기 하여 WHO는 ‘고령화(ageing)와 건강(health)’ 

이라는 새로운 로그램을 착수하 다. 이 로그램의 목 은 다이내믹

하고, 생애를 고려한 방식으로 인구고령화의 과제에 응하는 것이었

다. 당시 WHO의 고령화  건강 로그램국의 국장이었던 알 산더

(Alexandre Kalache)가 WHO의 고령화  건강 로그램을 심 으로 

이끌어갈 역할을 담당하면서 건강노화(healthy ageing)가 생활양식을 결

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그 요성을 강화시킬 것을 강조하 다

(Kalache, 1996). 

다시 말하면, 신규 로그램의 첫 번째 과제의 하나는 노년기의 비활

동 이고(sedentary), 비참여 (disengaged)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요함을 보건 문가와 공공정책입안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추진하기 하여 WHO는 원회를 구성하고, 1995년 12월에 연

구 문가, 공 보건공무원, 정책입안자로 구성된 과학자문패 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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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개 WHO지역회의별로 안(working draft)을 작성하도록 하 다. 

이 안을 수정⋅검토한 후, 1996년 8월에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개최

된 제4차 신체활동⋅고령화⋅스포츠세계회의(the fourth World 

Congress on Physical Activity, Ageing and Sports)에 제시, 최종

으로 고령자의 신체활동증진을 한 가이드라인(하이델베르그 가이드라

인)을 작성하여, 세계의 정부, 비정부활동단체, 학계 등등으로 확산시

켰다. 

여기에서 하이델베르그 가이드라인은 건강노화의 구성요소로써 규칙

인 신체활동의 역할을 지지하는 WHO의 성명을 명백하게 표방하는 내

용을 담고 있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과학 인 문헌에 한 종합 인 검

토나, 운동방법에 한 실질 인 핸드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오히려 WHO에 의해 확산되는 권 인 성명으로 고안된 것

으로 보여진다. 규칙 인 신체활동은 부분의 고령자가 지녀야 하는 일

상 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건강과 일상생활기능의 능력에 

향을 주는 가장 효과 인 수단 에 하나라는 것이었다. 

WHO의 가이드라인이 발간됨에 따른 향으로 WHO 각 지역내에서 

고령자의 신체활동증진에 한 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고, 회원국가의 

각 학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에 심을 집 으로 갖기 시작하 다. 

국제고령화  신체활동 회(International Society for Ageing and 

Physical Activity)에 의해 교과과정 가이드라인이 발간되고, 이것이 

WHO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다. 그 후, 의사, 보건 문가들이 그들의 환

자들에게 운동과 신체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하 고, 마침내는 

WHO 회원국가들은 건강노화의 증진을 해서 효과 인 국가 략의 필

수 인 구성요소로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 

일치하기에 이르 다. 

이와 같이 WHO 하이델베르그 가이드라인의 발간이 노인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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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인 생활을 증진시키려는 WHO 캠페인을 실시하게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지만, 동 가이드라인은 주로 문가들을 상으로 한 것이었

고, 일반 에 한 인식향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WHO 략의 

다음 단계는 일반 을 목표로 신체활동의 요성을 이끌어내기 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 

WHO는 1999년 가을에 노인을 상으로 한 신체활동의 요성에 

해 일반 용 캠페인을 착수하기로 하 는데, 그 이유는 그 해를 UN

에서 세계 노인의 해(IYOP)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세계 노인의 해는 20

세기에 걸쳐 발생한 한 인구고령화의 결과로 인하여 직면한 많은 

문제  추진과제에 해 세계가 심을 갖게 하 다(Sidorenko, 1999).

세계 노인의 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세미나를 개최하 고, 그러한 

노력과 함께 1999년 10월 2일에 WHO에서는 고령화  건강 로그램

을 착수하여 신체활동의 요성에 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캠페인을 실

시하 다. 동 캠페인의 핵심  내용은 Global Embrace로 알려진 노인

의 단체  걷기이고, Global Embrace의 목표는 걷기이벤트를 통해서 

활동   성공  노화의 요성을 강조하기 한 것이었다. 당일에 가

장 먼  걷기를 시작한 국가는 뉴질랜드이었고, 이어서 시간 별로 호주, 

일본, 국, 인도, 아 리카, 동, 유럽, 미국의 순으로 실시되었는데, 

마지막 종료시 에서는 5천개의 지역, 200만명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추

정되었다(WHO, 2000). WHO는 Global Embrace가 지구역사상 단일

의 규모 건강증진이벤트로 기록하고 있다. 한 WHO의 고령화  

건강 로그램(ageing and health program)은 다방면의 공공정보캠페인

을 통해서 신체 으로 활동 인 생활양식을 증진시키기 해 세계와 

한 트 를 구축하여 추진되어 왔다. 

가장 리 확산된 사업 에 하나는 Agita Mundo 캠페인인데, 이는 

2002년 세계보건의 날(World Health Day)과 함께 추진되었다. Ag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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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do 캠페인의 주요목 은 세계의 모든 연령 상의 건강행 로써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신체활동이 지닌 건강혜

택에 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신체활동의 증가를 한 효과 인 략을 

진시키며, 신체활동과 건강에 한 지지, 신체활동증진에 한 국  

 지역  로그램의 개발을 지지하기 해서 고안되었다. 

지 까지의 노인의 신체활동에 한 요성을 알리려는 WHO의 노력

은 성공 이었고, Global Embrace나 Agita Mundo와 같은 캠페인사업

은 활동   성공  고령화와 련된 이슈에 집 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정보확산에 집 하 고, 고령화 역에서 종합 인 공공정

책으로 구조화시키기 해 신체활동의 기회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해

서는 심이 었다.

과거에 WHO의 고령화  건강 로그램(Ageing and Health)은 완

히 경제 , 문화 , 정치  실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건강증진 략의 

채택을 주장해 왔고, 2002년 세계 고령화회의에 한 WHO의 기여로 

WHO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 A Public Policy Framework)라

는 제목의 국제정책백서로 발 시켰다. WHO의 정책방안(Policy 

Framework)은 활동   성공  고령화를 증진시키기 한 모든 략

은 성공  고령화에 한 다방면의 근을 포함하는 종합 이고 범

한 공공정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WHO의 

건강  활동  고령화에 한 21세기 비젼은 사회의  분야에 걸친 

동시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신체활동증진은 건강  학계만의 책임

이 아니고, 오히려 다방면의 결속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WHO의 활기찬 노후 정책방안은 모든 효과 인 건강증진 략이 지

역, 국가   지방의 실체와 확고하게 결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

하고, 그러한 실체들은 지속 인 불평등과 빈곤뿐만 아니라 보건분야의 

변, 지구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환경 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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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WHO의 활기찬 노후정책은 고령자의 보건

복지증진을 해 고안된 효과 인 정책과 로그램은 고령자의 만성질환 

 장애의 많은 결정인자가 아동기, 청년기  년기에 근원을 두고 있

다는 것을 알게 하는 생애에 배경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제3절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정책의 

수립배경

  1. 2012년도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 및 세대간 결속(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제정 배경 

지난 2002년 4월에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유엔 국제 고령화행동계획

(The Unitied Nation'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PA)이 채택된 바 있다. 그리고 동년 9월에 모든 EU 국가들은 베

를린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여기에서 유럽의 MIPPA 지역실행 략을 지

지하 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계획의 채택과 그 실행 략은 ‘모든 EU 

회원국가들은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국가  경제  사회정책, 

모든 연령을 상으로 하는 사회내에서 고령자들의 권리와 욕구를 통합

하는 것’으로 결의하게 하 으며, 이를 진시키게 하 다. 

이러한 정책  약이 이루어진 이후 10주년을 맞이하여 EU는 2012

년을 “활기찬 노후와 세 간 유 를 한 유럽의 해 (European year; 

EY2012)”로 선언하기로 결정하 다. 즉, EY2012는 우수한 정책을 확

인하고 확산시키며, 더 요한 것은 활기찬 노후의 증진  세 간 력

과 결속을 지원하기 하여 이와 련된 모든 분야에서 유망한 정책입

안자와 이해당사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특별한 경우, EY2012는 욕구와 같이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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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과제를 다룰 정인데, 이를 별하면, ①조기은퇴를 방지하고 장

기간 근로 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는 방안, ②지역사

회 내에서 활동  참여를 고취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극  시민권을 

통해 노인들 사이의 사회  배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고령자의 

의존성을 사 으로 방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EY2012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는 첫째, 고용부분에서의 

활기찬 노후, 둘째, 극  시민권, 자원 사, 돌 을 통한 지역사회 내

에서의 활기찬 노후, 셋째, 건강한 노화와 독립 인 삶을 통한 가정 내

에서의 활기찬 노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간 력과 결속의 강조이다. 

EY2012 연합은 ‘모든 연령을 한 사회’라는 공통된 비 을 공유하

는 20개 이상의 European 조직과 함께 하고 있고, 유럽의 해는 인구변

화를 다루기 한 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재

의 경제 , 사회  과제들을 신 으로 해결하기 한 사항들을 고려하

는 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건강, 노

동시장과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인 참여를 해 노인들에게 권한을 부여

하고 요청함으로써 모든 세 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인구변화

에 더 잘 처하도록 우리사회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U의 목 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한 약속을 지키기 하여 모든 

련된 문가들을 동원하고, 이번 기간 동안에 이후 10년내에 실제 으

로 성취될 수 있고 나타날 성과를 비하는데 특별한 목 을 두고 있다. 

EY2012를 시작하면서 European Commission은 제3회 세 간 결속

의 해(European Day of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를 기념하기 

해 2011년 4월 29일에 EY2012 웹사이트를 개설하 다. 이 웹사이트

는 모든 원들이 함께 구축하 으며, 모든 연령을 한 사회를 만들기 

한 활기찬 노후를 향상시키기 해 다방면의 이해 계자들(정책제안자, 

비즈니스 역, 지역사회공무원, 연구자 등)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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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 및 세대간 결속(solidarity 
between generation)의 의미

술한 바 있듯이,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란, “노화와 함께 삶의 

질도 함께 높이려는 목 으로 건강, 참여  안 을 한 기회를 최 화

하는 과정인데, 삶의 안녕(wellbeing)은 욕구, 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의 

삶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한 보호와 안 과 돌 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는 노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의 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육체 ·정신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노인들이 독립 인 삶과 

양질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요하다고 하

겠다.

그리고  하나의 슬로건인 세 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  능력과 긴 히 연결되도록 역

할이 주어지는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

고, 사회  발 을 세 간 등하게 향유할 있는 사회를 해 다른 연령

그룹 사이에서의 상호간 지지와 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유럽의 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유에 해서 설명하면, 노

인은 체 EU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차 으로 그 비

이 커지고 있다. 속한 인구고령화는 근본 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노동력의 연령구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

능성, 그리고 건강  장기요양서비스의 조직과 재정에서 나타난 문제들

로 인하여 고령화는 종종 문제시 되어 왔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한 부정 인 이미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

으며, 이미 상당한 경험을 축 한 노인들에 의해 재정립되어야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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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와 같은 그들의 방 한 사회  공헌이 무나도 자주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공헌을 좀 더 잘 인식하여야 하며, 더 높게 

그 가치가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연령을 한 사회

를 만들어가기 해서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 

노인들이 일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해되는 각종 장애물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 EU에서는 노인들

의 참여를 해하는 요소를 재검토하고, 모든 세 의 이익을 해 사회

와 직장에서 노인들의 참여를 조성할 정 인 변화를 만들기 해 각

종 정책과 실천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내포되어 있다. 

  3. 2012년도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 및 세대간 결속(solidarity 
between generation)의 방법

가. 고용부문

2012년 이후 유럽의 노동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상하고 있

지만, 그 반면에 60세 이상 인구는 일년에 약 2백만명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인구는 다양한 인종  배경에 따라  더 다양화될 것

이고, 60세 이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정년이후에도 계속 으로 일하기

를 원하거나 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EY2012는 노

인들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선택한 만큼 장기간 노동을 계속 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해 새롭고 신 인 구조와 근방법에 한 

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정책은 은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모두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아야 하는데, 고령 근로자의 가치 있는 노동시장 기술과 경험은 

세 간의 기술이 의 증가 등을 통하여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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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세 간 노하우와 기술의 공유를 한 멘토링과 같은 제도가 

요구되고, 한 이는 동시에 은 근로자들로 하여  졸업후 사회생활의 

응에서 양질의 업무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하다는 것이

다. 추가 으로 평생교육과 모든 연령의 근로자를 한 훈련과 련된 

일은 좀 더 고령친화 인 직장을 만들기 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 고용정책은 여성노인들이 직면한 차별과 장애의 문제를 다루어

야하는데, 비공식 어의 제공을 담당하는 이들은 부분이 여성들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여성들의 비공식  돌 이 가족을 한 의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에 해 직시하고, 가족성원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제외되는 동안의 여와 연 의 권리와 같은 

공정하고 한 보상의 보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문에 한 EU의 권고내용은 먼 , ‘국가와 지역 정책 입안자는 

직장에서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을 지지하기 해 무엇을 할 수 있

는가?’에 한 정책수립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령 근로자를 한 고용

증진 책이다. 즉, 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한 더 나은 시설, 진

 은퇴선택, 시간제 근무 는 유연 근로시간제를 통한 고용부터 은퇴

까지 이행이 가능한 제도의 지원, 비고용된 고령자들의 근로능력 향상을 

한 사회  투자(특히, 신체 는 정신건강 취약집단에 한 지원), 근

로상황의 향상과 특히 신체노동자와 야간근로자를 포함한 신체 으로 힘

든 일을 하는 이들과 같은 취약한 근로자를 한 강력한 정책, 장기근속

을 희망하는 이들을 지지하기 한 한 연 규정과 노동법 등이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한 정책으로는 비공식 어 제공자를 한 

더 나은 지원, 진  은퇴를 가능하게 하고, 일부터 은퇴까지의 이동이 

쉽도록 하기 한 자원 사 는 지역사회 업무와 같은 계획 장려, 사회

 보호를 한 한 권리 제공(즉, 건강보험, 연 , 고용지원, 비공식

 자격의 인정, 비공식 어자를 한 탁 어의 권리), 반복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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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해결하기 한 여성, 남성, 사회 사이에서의 돌 에 한 책임의

식 공유 등이다. 

연령차별과 다양한 차별의 방지 책으로는 차별 없는 고용을 한 법

 기 의 마련, 고령근로자의 사회  공헌과 생산성에 한 사회  인

식의 변화를 한 캠페인, 소수민족집단의 배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고령 

이민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차별 방지와 노동시장에서 고령근로자들의 통

합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 사회 , 문화 , 정책  구조의 질 인 변화 

의 요구, 물리  상황에 따른 고령 여성근로자에 한 성  향력의 이

슈를 언 하고 성별 임 차이와 그에 따른 연 액의 차이를 이기 

한 연 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잠

재력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를 한 고용과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의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유럽 정책 입안자는 사업장에서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

속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부양가족을 한 비

공식 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해 수발휴가의 채택 등을 포

함하여 일 되고 논리 인 법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성별에 

따라 고통받는 고령 근로자들을 한 구체 인 고용목표에 한 동의와 

유럽내 사회  트 에 의한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을 한 지원

을 목표로 하는 계획 지원 등이다. 

세 번째는 ‘NGO는 사업장에서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연령차별, 다양한 차별, 그리고 

고령 근로자들이 직면한 성  불평등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하기 

해,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활기찬 노후를 증진시키기 해 노동조합과

의 계를 성립하여야 한다.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더 

잘 이해하도록 고령자를 돕기 하여, 그리고 자원 사활동이나 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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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태의 다른 역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비공식 이고 비정규 인 교육을 통한 정보의 안내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 간 동에서 신 으로 가장 잘 된 실

천내용들을 조직화하는 로젝트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네 번째, ‘연구소와 학에서는 사업장에서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

속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고령근로자, 특히 

고령의 여성이 고용상태에서 여 히 직면하고 있는 장애상황에 한 연

구와 최근 소개된 고용정책에서 고령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의 향력

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정규 이고 비공식 인 교육의 양  

유형과 고령자 참여와 그들이 좀 더 공 인 훈련과 교육 기회에 근하

는 특별한 이슈에 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 ‘고용주는 사업장에서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에는 연령차별에 항하고 

여성 고령자가 직면한 다양한 차별을 방지하는 사업장 정책의 시행, 장

애와 소수민족, 이주노인의 모집과 직군의 개발, 여성노인의 빈곤을 

방하기 해 남성과 여성 등 모든 노동자를 한 공평한 여의 집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서의 근이 가능하고 때때로 

경력직을 상으로 한 재교육 로그램을 포함하여 그들의 삶의 역생

활(working life) 동안 직원들의 근로능력을 보호하기 한 직업과 련

된 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 을 보장하고, 

고령 노동인구를 한 정 인 근과 고령 노동력이 가져오는 자원의 

사용과 보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 평생교육을 한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개발의 향상, 손자녀 돌 을 포함하여 가족 돌 의 책

임과 일을 조화롭게 하기 해 고령 근로자들이 직면한 문제의 수용, 세

간 교환을 한 직장 로그램의 시작, 유연근무시간과 유연한 퇴직 

패턴의 허용, 50세 이상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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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고 은퇴와 련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표의 임명, 가족 책임

을 고려한 훈련을 통하여 고령 여성의 근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 내 

돌  의무에 남성의 련성을 증 시키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즉, 고용자 단체와 함께 고령

화된 노동인구를 한 고용계획의 차를 효율 인 정보와 차조정을 

통하여 개발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방지, 활기찬 노후, 사업장과 그 외

에서의 세  간의 동 증진을 한 조치를 NGO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를 성립하는 것들이다. 

나. 지역사회 참여부문

고령자들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거 한 경제 , 사회  자원을 가지

고 있다. 향후 EY2012는 공공의 정부당국과 민간 사회에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해 노인들이 제공

하는 거 한 잠재력이 보다 더 잘 달되기 한 공동의 약속이 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자원(인간 , 경제 )은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들이 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필수 이

다. 이는 고령자들이 단순히 바쁘게 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도 삶의 의미와 목 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고독감, 

질병과 의존 인 삶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  배제를 방하기 한 효

율 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근가능한 건물 환경은 사회  포 성 증가와 노인들이 직  

찾을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모든 연령을 한 사회 그

리고 활동  사회  삶을 이끄는 범 한 활동의 참여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한 활동들의 참여는 세 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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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들 사이에 사회  화합과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한 모든 

연령집단에 걸쳐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의 권고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와 지역정책입안자는 지

역사회에서 활기찬 노후의 증진을 통하여 세 간 결속을 증진하기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를 해서는 사회  배제의 

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즉, 모임장소, 활동과 이동 서비스와 같은 고령자

를 한 사회  포 (social inclusion) 증진을 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한, 노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

는 기회에 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립된 

의존  노인, 소수민족의 노인, 이주민 지역사회와 같이 특별히 근이 

어려운 집단들을 한 배려, 세 를 포 하는 활동과 노인들이 문 인 

돌 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의 친구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어 역의 자원 사와 같이 자원 사활동의 넓은 범 와 련하여 노인

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증진, 사회  서비스 제공과 충분한 보장과 서

비스에 도달하기 해 노인들이 가능한 교통 근성을 한 통합 이고 

다학제 인 근, 노인에 의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제작  사용 지원 등

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화 진을 해서는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구조의 개발  강화, 특히 의

사결정지 에서 표자가 불충분한 여성 고령자를 고려하는 것이고, 디

자인, 사회  보호정책의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의 노인들의 개입을 증가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간 결속의 조성을 해서는 학교 는 다른 

상황에서의 튜터링 는 멘토 로그램, 세 통합주택 등 다른 세 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주제에 한 국가재정의 인센티 를 제공하고, 모든 

연령그룹을 해 자원 사 활동의 개발 독려와 이러한 활동시 노인들을 

방해하는 법  는 행정 리 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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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의 향상을 해서는 노인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참

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환경(집, 교통, 건물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연령

층들의 삶의 질과 개인  웰빙을 진시키기 한 필수  서비스의 보

편  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빈곤방지를 해서는 노인의 사회  배제

를 방지하고 빈곤을 비한 보호를 한 한 최소연 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 좀 더 유연한 연 법의 채택을 통해 진  은퇴로 일하

면서 받는 근로임 과 연 소득을 결합시키는 것이고, 고용에서의 성  

평등 강조와 여성을 한 공평한 은퇴소득을 보장하며, 여성이 아동을 

키우는 기간도 연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보호를 해

서는 사회  지  차이와 인종 간에 존재하는 지속 인 건강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에는 고령자 빈곤의 높은 험성, 특히 고령 여성

노인, 의존  노인, 소수민족과 이주민 그리고 자 업 는 비공식  경

제에서 일하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유럽 정책 입안자는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노후의 증진을 통

하여 세 간 결속을 증진하기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

이다. 이에는 모든 EU 회원국가에서 하고 지속 인 연 을 보장하

고, 고령 남성과 여성을 한 한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

 근가능성 기  용을 한 모든 공공과 개인이 요구하는 법 인 

체계 구축과 사회 으로 모든 이들의 욕구를 포 하기 한 “모두를 

한 디자인” 승인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미 WHO-Europe과 UN-ECE

는 2012년에 MIPPA의 10주년을 기념하는 활기찬 노후와 연령을 

한 사회(Society for all age)구축에 한 MOU를 체결하 고, 재 

2011년 유럽의 자원 사의 해(European Year on Volunteering)를 진

행하 으며, 다가오는 EY2012를 하여 노인 자원 사자를 지원할 

정이다. 

셋째, ‘NGO는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노후의 증진을 통하여 세 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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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증진하기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를 해

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해 분명하고 이

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들을 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즉, 세 간 활동과 로그램 조직에서는 노인들이 자기술

(e-technology)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이용을 권장하고, ICT

도구의 사용 방법을 노인들에게 알려주기 등이다. 한, 계획과 정책의 

수립에 있어 이주노인, 소수민족과 종교인과 같이 취약한 그룹과 사회  

취약자, 의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  근을 지니는 것이다. 

넷째, ‘연구자  학들은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노후의 증진을 통하

여 세 간 결속을 증진하기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

다. 이를 해서는 노인 자원 사와 비공식  어제공자의 경제  공헌

에 한 다학제  연구, 노인을 한 근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사회

경제  이익에 한 모니터링, 장애와 정신건강문제를 포함하여 주된 사

용자 개입과 노인의 권한부여, 세 간 력을 한 장애요인 분석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활동  노년의 증진을 통하여 세 간 

결속을 증진하기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는 모

두를 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기 한 서비스와 생산품을 개발할 때 

고령 소비자의 욕구를 고려하고, 고령 사용자들의 더 나은 평가와 욕구 

충족을 해 NGO와 력을 한 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 지역사회 노인 조직의 지원과 은퇴 후 활기찬 노후의 비를 지원하

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증진하기 한 

기여와 근로자의 가치와 동기를 상승시키는 자원 사를 독려하는 방법에 

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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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립적인 삶의 증진부문

심 질환, 당뇨병, 정신건강문제와 같은 노년기 질병원인의 부분

은 사 으로 방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상태는 인생 반에 걸쳐 

축 된 험 요소들의 결과물일지라도 건강의 개선은 노년기에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만성질환을 방지하기 해서는 일생동안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 경제 , 환경  요인들과 련된 건강불평등을 

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기 해서는 공권력(European, 

국가,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자, NGO, 노인단체, 시민개인을 포함하여 

동 인 응책 요구가 공유되어야 한다. EY2012는 건강한 노화를 

한 다양한 이익집단들에게 강력한 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명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장기간 

건강한 상태로 나이가 드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건강수명

(the Healthy Life Year's(HLY) expectancy)을 보면, 재의 법 은퇴

연령은 건강수명만큼 하지 않게 보이며 종종 더 낮은 경우가 있다. 

EU 국가들은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를 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2년마다 건강수명지

표를 증가시킬 수 있는 탁제안서를 바라고 있고, 한 더 나은 일상

인 삶을 해, 그리고 노인들이 노쇠하고 의존 이 되더라도 지속 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들의 가능한 독립 이고 이들의 

기능  능력을 최 화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삶의 질 증진을 해 필

수 이며, 체 인 사회의 이득이 될 것이다. 한, 삶의 과정 반에 

걸쳐 건강증진을 이행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건강한 노화를 달성하기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의미는 사회, 경제, 주택, 계획,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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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들의 독립  삶을 지원하는 다른 련된 정책의 다양한 근인 

건강과 노인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사회에서 활동 으로 일상 인 삶

을 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 이고 통합 인 

근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한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그리고 지역 수 의 

정책입안자들은 독립  삶의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 

증진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먼 , 건강한 생

활습 을 한 투자를 들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장애  질병 방과 

만성질환의 치료  어를 포함한 건강증진에 을 맞춘 건강정책의 

개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그룹을 한 건강언어 로그램의 

진행, 신제 , 정신 , 사회  활동과 건강한 식습  유지와 같은 다른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는 고용 인 노인들에 한 집  개입에 

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불평등의 방지를 해서는 신

체와 정신 건강을 한 건강 조언, 방서비스, 양질의 치료,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편 이고 평등한 근성의 제공, 문화   종교 으로 

한 건강서비스의 제공 등이 요구된다.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의 보호 증진을 해서는 가정 는 시설보호에

서 존엄한 삶을 살 필요성에 해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고, 신체 , 정

신 , 경제  등 노인학 의 모든 형태를 방하며, 시설보호, 지역사회

보호, 단기보호, 재가보호의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모든 돌 자를 한 좋은 근로상태의 개선, 그리고 여와 연 권

리면에서 그들의 노동을 한 공평하고 한 보상을 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 인 생활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도시개

발, 가정, 교통과 공공생활 편의시설을 포함한 다른 서비스들이 노인을 

해 물리 으로 근이 가능하고 안 한가에 한 보장이 필요하고, 집

에서 노인을 히 어하기 한 지원을 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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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독립  삶의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노

후와 세 간 결속 증진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에는 주제에 맞는 지역을 포 하는 유럽 원회의 다른 역에 의한 

더 좋은 동정책을 개발하고, 이해 계자 그룹과 자문과정을 통해 좋

은 방안의 교환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독립 인 노화를 한 ‘정보와 의

사소통 기술(ICT)'투자의 지원, 건강증진과 방을 한 더 좋은 로그

램의 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기업은 독립  삶의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 

증진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에는 EU 시장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생산품들은 노인의 욕구를 바탕으

로 하는데, EU에서는 이미 50  이상이 인구의 1/3 이상이며 이들이 

소비자 구매력의 반 이상이라는 을 유념하여 고령친화환경을 창조하

기 한 신 인 해결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노인을 한 

의료용품의 한 테스트와 디자인을 보장하고, 노인 남성과 여성을 

상으로 한 약품에 한 테스트와 임상실험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는 독립  삶의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 증진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에는 

건강과 사회  어에서 강화된 동에 따른 건강한 노화 증진을 한 

통합  근을 시행하고, 가정, 사회  계망 등에서 안 성 평가를 

해 노인을 직 으로 활용하는 특별한 선별 로그램을 투자하며, 고령 

클라이언트의 정신 상태상에 집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돌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문 인 

교육과 훈련에서 트 이 와 코치로서 이용자들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자들과 학에서는 독립  삶의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 증진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

다. 이에는 노인의 건강 욕구를 만족시키기 한 노년학자와 노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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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의 훈련, 생활지원기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가정에서 독립

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한 간호 커리큘럼 강의 모듈의 

통합,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방법의 연구, 문 인 훈련, 코칭, 감독과 

모니터링과 연구에 사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섯째, ‘NGO는 독립  삶의 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 증진을 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책이다. 이에는 웰빙

(wellbeing) 향상을 목 으로 한 자원 사서비스와 의존  노인의 사회

 포 을 증 시키는 것이고, 건강한 노화에 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

여 건강한 생활습 을 증진시키며, 세 간 력 조성과 지역사회의 삶 

 건강한 생활 독려를 한 로젝트를 조직하는 것이다. 

  4. ‘2012 유럽의 해 캠페인(European Year campaign)’의 

지원방법

‘2012 유럽의 해(The European Year 2012)’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통한 세 간 결속 강화를 한 방법을 반 하는 요한 기회

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진행되는 활기찬 노후정책은 모든 

연령을 한 사회를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평하

고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만들기 해서는 세 간 결속은 모든 정

책에서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4월 29일은 세 간 결속을 한 유럽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와 세 간 결속

의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고 더 좋은 활동을 한 

욕구에 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매해 업

무가 지속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한 하나의 방법이다. ‘2012 

유럽의 해’와 ‘유럽의 세 간 결속의 날’(2006년 이후에 Ag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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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에 의해 구성됨)이 지정되었다. 이는 EU 고령화 사회의 도 에 

한 해답을 제시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반 한 EU의 성장에 

한 업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격년제의 인구포럼(The bi-annual Demographic Forum)은 EU

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을 보고하기 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EU 핵심과정은 연합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 으로 이끌어내는데 두고 있다. 그들은 모든 연령을 한 사회를 

만들기 해 공공 토론의 방법을 통해 이끌어내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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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용부문의 활기찬 노후정책

고용부문의 활기찬 노후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디까지나 근로 장에서 

장기간 머무르게 하는데 있다. 유럽국가들은 일정한 퇴직연령, 는 정

년을 책정, 운 하고는 있지만,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퇴직이후에도 지

속 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계속 으로 근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

실상 유럽국가들은 이미 공 연 제도가 성숙되어 있고, 조기의 연 수

으로 근로 장을 떠나는 근로자도 있지만, 공 연 재정의 악화로 연

수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그러한 향으로 지속 으로 근로 장에 머

무르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1. 유럽국가의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주요 EU국가의 평균 은퇴연령을 보면, 남성의 경우,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이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랑스로 평균 60세 이 에 은

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 스 스, 국, 덴마크는 평균 

64세 이후로 나타났다. 법  은퇴연령의 경우, 60세인 랑스와 66세인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65세를 기 으로 은퇴연령을 규정하

고 있다. 법  은퇴연령과 실제 은퇴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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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법  은퇴연령에 비해 실제 은퇴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스웨덴과 스 스 남성의 경우에는 실제 은퇴연령이 법  은퇴연

령보다 높은 수 이다.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의 차이가 은 국가를 살펴보면, 랑

스의 경우 남성 근로자의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이 모두 낮은 

반면, 덴마크, 국은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이 모두 높은 수

이다. 이와 반 로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의 차이가 높은 국가

들은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로 60세 이 에 평균 으로 은퇴를 경험함에

도 불구하고 법  은퇴연령은 65세로 그 차이가 높은 실정이다. 

여성의 경우, 실제 은퇴연령이 60세 이하로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랑스, 이탈리아이며, 스페인, 스웨덴, 스 스, 아일랜드는 63세 

이후에 평균 으로 은퇴하는 경향이다. 여성의 법  은퇴연령은 오스트

리아, 랑스, 이탈리아, 국이 60세, 스 스 64세, 아일랜드 66세, 그 

외 국가는 65세로 평균 으로 남성보다 법  은퇴연령이 낮거나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같이 부분의 국가들에서 

실제 은퇴연령이 법  은퇴연령에 비해 낮았으나 국의 경우에는 실제 

은퇴연령이 높다. 

남성과 여성의 실제 은퇴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랑스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를 늦게 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특히, 스페인은 여성이 2년 정도 남성보다 오래 일을 하는 것

으로 보인다.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의 차이가 1년 미만으로 은 국가들

을 살펴보면 랑스의 경우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이 모두 낮

았으며, 스 스는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이 모두 높다. 실제 은

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의 차이가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벨기에와 독

일로 실제 은퇴연령 비 법  은퇴연령의 차이가 약 5년 정도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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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났다. 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는 법  은퇴연령이 주로 공

연  수 연령과 연 되어 있어 재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유럽

의 경제사정에 따라 법  은퇴연령을 없애거나 연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 주요 EU국가의 평균 은퇴 연령a)(2004~2009년 평균)

구분

남성 여성

실제 평균 은퇴 

연령①

법적 은퇴 

연령②
①-②

실제 평균 

은퇴 연령①

법적 은퇴 

연령②
①-②

오스트리아 58.9 65 -6.1 57.5 60 -2.5
벨기에 59.1 65 -5.9 59.1 65 -5.9
덴마크1) 64.4 65 -0.6 61.9 65 -3.1
핀란드 61.8 65 -3.2 61.4 65 -3.6
프랑스2) 59.1 60 -0.9 59.7 60 -0.3
독일 61.8 65 -3.2 60.5 65 -4.5
아일랜드 63.3 66 -2.7 63.7 66 -2.3
이탈리아 61.1 65 -3.9 58.7 60 -1.3
네덜란드3) 62.1 65 -2.9 62.6 65 -2.4
스페인4) 61.8 65 -3.2 63.4 65 -1.6
스웨덴 66.0 65 1.0 63.6 65 -1.4
스위스 65.7 65 0.7 63.5 64 -0.5
영국5) 64.3 65 -0.7 62.1 60 2.1
OECD 평균 63.9 64.4 -0.5 62.5 63.0 -0.5

  주: a) The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is defined as the average age of exit from the labour 
force during a 5-year period. Labour force (net) exits are estimated by taking the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for each 5-year age group (40 and over) at the beginning of the period 
and the rate for the corresponding age group aged 5-years older at the end of the period. The 
official age corresponds to the age at which a pension can be received irrespective of whether a 
worker has a long insurance record of years of contributions.

b) Official retirement age is shown for 201
자료: OECD(2009). National Labor Statistics. 

1) 덴마크는 2019년~2021년까지 법 은퇴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 정임.
2) 랑스는 2010년부터 법 은퇴연령을 62세로 상향 조정하 음.
3)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법 은퇴연령을 66세, 2025년 67세로 상향 조정 정임.
4) 스페인은 2011년부터 법 은퇴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 음.
5) 국은 2011년부터 법 은퇴연령을 폐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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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 EU국가 남성의 실제 은퇴연령 및 법적 은퇴연령

자료: OECD(2009). National Labor Statistics. 

〔그림 3-2〕 주요 EU국가 여성의 실제 은퇴연령 및 법적 은퇴연령

자료: OECD(2009). National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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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주요 EU국가의 실제 은퇴연령과 법적 은퇴연령차이

자료: OECD(2009). National Labor Statistics. 

이번에는 주요 EU국가의 공 연  수 개시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벨기에 60세, 랑스 60.5세, 이탈리아 59세를 제외한 모든 국가

들의 공 연  수 연령은 65세수 이다. 공 연  수 연령이 상 으

로 낮은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공 연  수 연령이 법  은퇴연령보다 

낮아 은퇴 이 에 연 수 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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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법  은퇴연령은 65세이고, 실제 은퇴연령은 

59.1세로 실제 은퇴연령과 공 연  수 연령이 유사하여 고령자들의 

소득 공백기간은 을 것으로 생각된다. 벨기에는 완 경력을 채운 근

로자에게 여액의 감액 없이 60세에 조기퇴직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여성들의 공 연  수 연령은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

란드, 스페인, 스웨덴 65세, 스 스 62세, 랑스 60.5세, 오스트리아, 

벨기에, 국 60세, 이탈리아 59세로 나타나고 있다. 

부분의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공 연  수 연령이 높

은 반면 오스트리아, 스 스, 국은 여성 공 연  수 연령이 65세인 

남성에 비하여 상  낮다. 오스트리아, 스 스, 국의 이러한 패턴은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 은퇴연령과 법  은퇴연령이 낮은 특성을 반 한 

것이다.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남성과 같이 여성도 법  은퇴연령보다 공

연  수 연령이 낮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 주요 EU국가 남성의 공적연금 수급연령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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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요 EU국가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연령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2. 유럽국가의 고령자 고용률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0년

을 기 으로 할 때, 스웨덴이 11.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 스 

9.75%, 아일랜드 8.69%, 국 8.42%, 핀란드 7.77%의 순으로 높은 

수 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랑스로 평균 

1.58%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 1.99%, 벨기

에 2.03%, 이탈리아 3.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핀란

드)의 고용률이 높았으며, 재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낮은 고용률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 

부분의 국가들이 2000년 비 2010년의 고용률이 1%p이상 상승한 반

면, 고용률이 낮은 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랑스 등은 고용률의 변

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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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고용률(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2.71 3.34 2.55 2.48 2.21 2.99 3.55 4.77 5.10 5.39 5.32

벨기에 1.57 1.32 1.29 1.35 1.42 2.01 1.72 1.77 1.76 1.69 2.03

덴마크 2.49 4.58 4.78 5.10 5.40 5.49 5.10 5.50 5.70 6.03 6.23

핀란드 3.67 3.65 4.10 4.51 4.70 5.08 5.92 7.11 7.07 7.13 7.77

프랑스 1.06 1.03 1.10 1.17 1.20 1.20 1.10 1.36 1.43 1.38 1.58

독일 2.66 2.82 2.84 2.90 2.77 3.38 3.44 3.68 3.92 4.04 4.02

아일랜드 7.63 7.77 8.28 7.89 7.64 7.90 8.68 9.26 9.89 8.99 8.69

이탈리아 3.23 3.35 3.36 3.30 3.15 3.11 3.23 3.24 3.35 3.15 3.13

네덜란드 3.17 2.93 3.33 3.43 3.74 3.95 4.10 4.85 4.83 5.67 5.66

스페인 1.60 1.59 1.51 1.52 1.56 1.96 2.05 1.98 2.09 2.02 1.99

스웨덴 10.19 9.43 9.69 10.07 9.19 9.91 10.09 11.07 12.09 12.45 11.89

스위스 9.49 9.12 8.84 9.31 8.13 7.44 8.17 8.76 9.41 9.94 9.75

영국 5.18 4.72 5.33 5.81 5.94 6.34 6.78 6.84 7.36 7.57 8.42

OECD 평균 10.78 10.75 10.74 10.79 10.75 11.11 11.29 11.59 11.93 11.91 12.34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그림 3-6〕 2010년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고용률 분포(65세 이상)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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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체 고용률  성별에 따른 고용률을 살펴보면, 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률에 비하여 남성의 고용률이 상 으로 높게 나

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낮은 고용률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고

용률과 여성의 고용률간 비율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반면, 

고용률이 높은 스웨덴, 스 스, 국, 핀란드의 경우 남녀간의 고용률 차

이가 타 국가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고령자 고용률의 분포는 각국의 정년정책, 연 정책, 연령

차별 지정책, 진  퇴직제도, 고령자 고용 진정책 등 다양한 국가  

정책과 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고령자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은 65세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67세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개

인 이기는 하지만, 55세에도 은퇴를 할 수 있으며, 직업연 과 기 연

의 일부분은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해서 61세부터 은퇴

를 할 경우 직업연 보험액은 65세까지 매월 0.5%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 지만 은퇴를 67세까지 연기할 경우, 65세부터 67세까지 매월 0.7%

만큼 증가하게 된다(손혜경, 2010). 이처럼 스 덴은 65세 이상 고령자

의 근로에 따른 연 수혜 액의 증액을 보장하는 연 제도 등으로 고령

자의 근로를 활성화시키고 있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고령자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고령자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랑스는 노령연 수 권과 

연계한 강제퇴직조치가 합법 으로 인정되고 있다. 강제퇴직이란 사용자

가 사회보장법 이 규정하는 연령인 65세에 도달한 근로자와의 근로계

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외 으로 근로자가 사회

보장법 에 의한 완 노령연 수 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

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65세에 미달하는 연령을 정할 수 있다(김소

, 2006). 이러한 강제퇴직조치는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률이 



52∙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낮은 이유라 볼 수 있다. 

벨기에는 정해진 은퇴연령은 없으나 공 연  수 연령은 65세이며, 

60세부터는 은퇴가 가능하다. 60세 은퇴 시에는 공 연  수 연령 이

이므로 연 수 은 받을 수 없는 신 실업 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림 3-7〕 2010년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고용률 분포(65세 이상)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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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성고령자의 고용률(65세 이상)
 

한편, 성별에 따른 고용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남성 고령자

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16.52%의 고용률

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스 스가 14.04%, 아일랜드 13.82%, 

핀란드 11.01%의 순으로 65세 이상 체 고용률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

이고 있다.

65세 이상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랑스로 랑

스의 고령남성 고용률은 평균 2.30%이고,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이 

2.63%, 벨기에가 3.18%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65세 이상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 비율이 체 고용률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표 3-3〉 주요 EU국가 남성고령자의 고용률(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4.37 5.02 3.83 3.76 3.73 4.94 5.46 7.27 7.70 8.15 7.69

벨기에 2.21 2.26 2.26 2.30 2.42 3.42 2.73 2.98 2.87 3.05 3.18

덴마크 3.71 6.43 7.65 8.03 8.92 9.18 8.49 9.07 9.53 9.71 9.78

핀란드 6.25 6.19 6.15 7.58 7.43 7.28 7.69 10.33 10.70 10.00 11.01

프랑스 1.65 1.49 1.61 1.82 1.79 1.68 1.58 1.97 2.07 2.01 2.30

독일 4.40 4.36 4.31 4.41 4.41 5.03 5.01 5.29 5.69 5.81 5.67

아일랜드 13.86 14.19 15.11 13.81 13.70 13.94 14.39 15.93 16.51 14.79 13.82

이탈리아 5.77 5.97 6.04 5.85 5.87 5.92 6.09 6.03 6.22 5.75 5.63

네덜란드 5.51 4.96 5.77 5.77 6.29 6.98 7.12 7.94 7.90 8.88 8.97

스페인 2.54 2.57 2.35 2.33 2.35 3.13 3.28 3.19 3.06 2.84 2.63

스웨덴 14.70 13.54 14.33 14.49 12.50 14.49 13.84 14.97 16.30 16.18 16.52

스위스 14.41 14.00 12.73 14.45 12.68 11.13 12.02 13.07 13.43 14.38 14.04

영국 7.66 7.02 7.58 8.69 8.55 8.89 9.73 9.88 10.68 10.15 11.00

OECD 평균 16.20 16.09 15.93 15.89 15.72 16.28 16.46 16.69 17.13 16.93 17.06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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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2010년 주요 EU국가의 남성고령자 고용률 분포(65세 이상)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한편, 65세 이상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을 은퇴연령과 비교하여 살펴

보면, 스웨덴, 아일랜드, 스 스와 같이 실제 은퇴연령이 높은 국가들의 

고용률은 높고, 랑스, 벨기에와 같이 실제 은퇴연령이 낮은 국가들의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 2010년 주요 EU국가의 남성고령자 고용률과 실제 은퇴연령의 관계(65세 이상)

자료: 실제은퇴연령 : OECD(2009). National Labour Statistics.
65세이상 남성 고용률 :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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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평균 은퇴연령이 높으면 은퇴 후의 연령 자체도 높아서 많은 나

이까지 근로의지를 가지고 노동을 하지만 일  은퇴를 경험하면 은퇴 

후 재고용 뒤 근무기간이 짧음을 측할 수 있다.

나. 여성고령자의 고용률(65세 이상)

다음으로 65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여

성 고령자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7.4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스 스가 6.54%, 국이 6.34%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3-4〉 주요 EU국가 여성고령자의 고용률(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1.67 2.27 1.73 1.65 1.21 1.66 2.23 3.00 3.22 3.38 3.57
벨기에 1.14 0.66 0.62 0.68 0.75 1.00 1.00 0.90 0.97 0.71 1.19
덴마크 1.58 3.23 2.62 2.92 2.74 2.66 2.48 2.75 2.67 3.11 3.39
핀란드 1.64 1.64 2.46 2.04 2.45 3.24 4.44 4.38 3.97 4.67 4.96
프랑스 0.64 0.71 0.73 0.71 0.77 0.85 0.76 0.92 0.96 0.92 1.05
독일 1.49 1.77 1.81 1.83 1.57 2.16 2.27 2.46 2.57 2.68 2.74
아일랜드 2.90 2.87 3.04 3.32 2.92 3.15 4.15 3.93 4.56 4.26 4.50
이탈리아 1.46 1.51 1.49 1.51 1.21 1.09 1.17 1.21 1.25 1.24 1.29
네덜란드 1.46 1.44 1.52 1.67 1.81 1.62 1.76 2.44 2.40 3.10 2.97
스페인 0.92 0.87 0.89 0.93 0.98 1.10 1.13 1.08 1.36 1.41 1.51
스웨덴 6.27 5.82 5.58 6.11 6.19 5.73 6.62 7.41 8.11 8.90 7.45
스위스 6.13 5.78 6.16 5.75 4.95 4.84 5.43 5.66 6.49 6.66 6.54
영국 3.35 3.01 3.63 3.63 3.93 4.35 4.47 4.43 4.71 5.51 6.34
OECD 평균 6.87 6.88 6.96 7.07 7.09 7.29 7.45 7.78 8.02 8.13 8.73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그리고, 6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랑스인데, 랑

스의 고령여성 고용률은 평균 1.05%이고, 다음으로는 벨기에 1.19%, 

이탈리아 1.29%, 스페인 1.15%로 나타나고 있다. 



56∙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스페인의 경우, 여성의 실제 은퇴연령이 63.4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낮은 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같이 은퇴연령이 높으면 고용률도 높으며, 은퇴

연령이 낮으면 고용률도 낮은 분포를 보이지만 그 상 성은 남성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0〕 2010년 주요 EU국가의 여성고령자 고용률 분포(65세 이상)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그림 3-11〕 2010년 주요 EU국가의 여성고령자 고용률과 실제 은퇴연령의 관계(65세 이상)

자료: 실제은퇴연령 : OECD(2009). National Labour Statistics.
65세 이상 여성 고용률 :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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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고령자(55~64세)의 고용률

주요 EU국가의 55세~64세 기고령자의 고용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스웨덴이 70.6%, 스 스가 68.3%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65세 이상의 고용률도 높게 나타난 국가들이다.

기고령자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들은 이탈리아가 36.6%로 가장 낮

았으며, 다음으로는 벨기에 37.3%, 랑스 39.7%의 순이었다. 이들 국

가들은 65세 이상 고용률 역시 낮은 국가들이다.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65세 고용률 

분포에 비하여 55세~64세 기고령자의 고용률은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보인다.

〈표 3-5〉 주요 EU국가 초기고령자의 고용률(55세~64세)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30.3 28.8 31.8 35.5 38.6 41.0 41.1 42.4
벨기에 28.1 30.0 31.8 32.0 34.4 34.5 35.3 37.3
덴마크 60.2 60.3 59.5 60.7 58.6 57.3 57.5 57.6
핀란드 49.9 51.0 52.6 54.5 55.0 56.4 55.6 56.3
프랑스 37.0 37.6 38.5 38.1 38.2 38.2 38.8 39.7
독일 39.0 41.8 45.5 48.1 51.3 53.8 56.1 57.7
아일랜드 49.4 49.6 51.6 53.2 54.2 54.0 51.9 58.8
이탈리아 30.3 30.5 31.4 32.5. 33.8 34.4 35.7 36.6
네덜란드 42.5 43.7 44.8 45.7 48.8 51.7 53.3 54.1
스페인 40.8 41.3 43.1 44.1 44.6 445.6 44.1 43.6
스웨덴 69.0 69.5 69.6 69.8 70.1 70.3 70.1 70.6
스위스 65.7 65.2 65.1 65.7 67.2 68.4 68.3 68.3
영국 55.4 56.2 56.7 57.4 57.4 58.2 57.5 56.7
OECD 평균 50.0 50.7 51.7 52.7 53.5 54.1 53.6 54.0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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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2010년 주요 EU국가의 초기고령자 고용률 분포(55세~64세)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라. 고령자의 고용률과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과의 관계

주요 EU국가들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64%~68%가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스페인과 스 스가 68.0%로 가장 높은 고

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랑스가 64.8%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과 기고

령자(55세~64세)의 고용률은 다른 EU국가들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고용률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 반면에 랑스는 고령자, 기고령자, 생산가능인구 모두 EU국

가들에 비해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EU국가와 고용

률 분포를 비교하 을 때 고령자와 기고령자의 고용률은 상 으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 으나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낮은 분포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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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주요 EU국가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15세~64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67.8 67.7 67.9 68.1 68.1 67.8 67.6 67.5 67.5 67.5 67.6
벨기에 65.6 65.6 65.6 65.6 65.6 65.6 65.8 66.0 66.1 66.0 -
덴마크 66.7 66.5 66.4 66.3 66.2 66.1 66.1 66.0 65.9 65.7 65.4
핀란드 66.9 66.9 66.9 66.8 66.7 66.7 66.6 66.5 66.6 66.5 66.2
프랑스 65.1 65.0 65.0 65.0 65.1 65.1 65.1 65.1 65.0 64.9 64.8
독일 67.5 67.2 67.0 66.7 66.4 66.9 66.6 66.3 66.2 66.1 66.0
아일랜드 67.0 67.3 67.8 67.9 68.0 68.3 68.7 68.8 68.5 67.9 67.2
이탈리아 67.8 67.6 67.5 67.5 66.7 66.5 66.3 66.1 66.0 65.9 65.9
네덜란드 67.8 67.8 67.7 67.7 67.6 67.5 67.4 67.4 67.3 67.2 67.0
스페인 68.4 68.5 68.5 68.6 68.7 68.8 68.8 68.8 68.7 68.4 68.0
스웨덴 64.3 64.7 64.7 64.9 65.1 65.3 65.5 65.7 65.6 65.4 65.1
스위스 67.3 67.5 67.6 67.8 67.9 68.0 68.0 68.1 68.1 68.1 68.0
영국 65.2 65.4 65.5 65.7 65.9 66.3 66.6 66.7 66.3 66.5 66.4
OECD 평균 66.4 66.5 66.6 66.6 66.7 66.8 66.9 66.9 66.8 66.8 -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그림 3-13〕 2010년 주요 EU국가의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 분포(15세-64세)

자료: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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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은 스웨덴이 47.6%, 네덜란드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이 7.2%, 스 스가 11.3%로 낮은 수 이다.

여기에서 65세 이상의 고용률과 임시직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스웨덴

은 체 고용률과 임시직 고용률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 스, 국, 랑스, 벨기에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체 고

용률과 임시직 고용률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  스 스와 

국은 체 고용률을 타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분포를 보 으나, 

임시직 고용률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랑스의 경우, 이와 

반 로 체 인 고용률은 낮았으나 임시직 고용률이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7〉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28.5

덴마크 - - - - - 18.4 - 15.8 12.2 10.6 - -

핀란드 - - - - - - 20.5 24.1 25.8 27.9 24.9 26.5

프랑스 - - - - - - 28.8 23.8 32.1 28.1 37.9 31.4

독일 - - - - - -  9.7  7.9  8.1  7.1  8.0  7.2

아일랜드 - - - - - - - - - - - -

이탈리아 11.3 12.3 9.7 10.9 14.3 16.2 14.1 11.2 10.2 10.0 10.0 15.0

네덜란드 55.3 53.0 52.9 46.6 51.7 39.6 49.5 60.5 48.4 43.8 38.8 38.3

스페인 - 12.8 9.8 16.2 11.5 20.6 14.3 13.6 14.9 11.4 14.5 18.3

스웨덴 - 62.8 58.5 45.7 43.9 48.9 45.6 39.7 34.5 43.0 45.5 47.6

스위스 - - - - - - - - - - 12.2 11.3
영국 18.1 19.1 17.8 18.3 13.8 10.4 15.2 13.4 13.5 14.5 13.3 14.5
EU 평균 - - - - - 16.9 19.2 18.2 19.2 19.3 17.9 18.2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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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2011년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한편,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요 EU국가 남성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은 스웨덴이 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령자 임시직 고용률의 경우, 네덜란드가 랑스보다 높은 

비율을 보 으나, 고령 남성 임시직 고용률에서는 랑스가 39.8%로 네

덜란드 39.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요 EU국가 여성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 역시 스웨덴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벨기에가 4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벨기에는 65세 이상 고용률이 매우 낮은 국가  하나

이지만 여성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은 45.3%로 타 국가들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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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주요 EU국가 남성고령자의 임시직 고용 비율(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29.5 - - 26.9 26.6

프랑스 - - - - - - 40.2 30.2 44.8 35.0 44.8 39.8

독일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이탈리아 11.6 12.1 9.6 11.2 14.7 16.1 15.6 12.8 13.0 11.3 8.3 13.8

네덜란드 63.5 60.2 53.3 45.6 40.5 42.7 50.5 54.6 54.5 48.1 40.3 39.1

스페인 - - - 12.3 - 18.1 11.0  9.6 - 12.9 17.7 18.8

스웨덴 - 63.9 58.2 42.6 46.6 58.6 53.6 33.3 29.4 43.0 43.8 44.4

스위스 - - - - - - - - - - 17.6 15.3

영국 19.4 20.0 19.0 17.9 13.7 11.7 15.4 14.7 14.8 14.5 13.5 15.7

EU 평균 - - - - - 18.3 20.1 18.9 20.3 21.2 19.0 19.2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그림 3-15〕 2011년 주요 EU국가 남성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65세 이상)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는 통계치가 제시되어있지 않음.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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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요 EU국가 여성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45.3
덴마크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40.3 - 26.4
프랑스 - - - - - - - - - 21.5 30.2 22.3
독일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17.4
네덜란드 - - - - 74.3 -: 48.0 74.0 35.8 31.7 35.7 36.6
스페인 - 21.0 - 22.7 17.5 24.3 19.6 20.6 22.4 9.8 11.7 17.9
스웨덴 - 61.5 58.8 49.7 41.2 36.3 36.1 47.8 40.3 43.0 47.9 51.2
스위스 - - - - - - - - - - - -
영국 16.7 18.1 16.5 18.9 13.8 9.0 14.9 11.7 11.6 14.6 13.1 13.3
EU 평균 - - - - - 14.9 18.0 17.2 17.7 16.9 16.6 17.0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그림 3-16〕 2011년 주요 EU국가 여성고령자의 임시직 고용 비율(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체 으로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국, 스 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임시직 고용률이 상 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

웨덴은 여성의 임시직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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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2011년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임시직 고용률 분포(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랑스는 65세 이상 체고용률은 매우 낮은 반면 임시직 고용률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의 임시직 고용률과 여성의 임시직 고

용률이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 고령자의 시간제 고용률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시간제 고용률은 이탈리아(27.8%)와 스페인 

(27.9%)이 가장 낮았으며, 네덜란드의 고용률이 83.3%로 가장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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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고용률은 체 고용률과 임시직 고용률에 

비해 국가간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65세 이상 

체, 임시직, 시간제 근로형태 모두에서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0〉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시간제 고용 비율(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42.1 52.7 54.5 57.6 50.7 54.2 62.6 67.2 68.7 70.6 71.4
벨기에 60.1 43.1 46.4 56.0 49.1 57.1 50.4 55.0 51.6 52.0 67.7
덴마크 66.7 56.1 57.6 62.2 62.7 59.0 63.6 61.2 64.0 63.6 60.5
핀란드 57.3 62.8 63.1 61.9 52.6 63.3 64.5 67.6 64.1 61.5 65.4
프랑스 46.7 43.8 48.1 44.7 50.9 51.8 52.9 46.8 44.1 52.2 55.0
독일 56.3 59.4 61.5 62.7 60.2 65.5 67.7 68.4 69.0 68.5 68.2
아일랜드 27.5 29.4 30.8 33.7 33.4 34.0 37.9 38.6 39.5 40.0 42.6
이탈리아 18.2 17.2 14.6 14.2 28.9 23.9 26.2 25.0 27.5 24.9 27.8
네덜란드 71.9 80.4 84.2 82.4 77.4 80.8 80.4 83.3 81.5 83.2 83.3
스페인 25.3 22.3 16.5 22.3 17.6 35.2 31.4 31.3 29.1 30.4 27.9
스웨덴 81.0 71.0 76.1 65.7 70.1 66.4 72.3 69.5 68.0 70.3 73.4
스위스 74.3 75.6 75.2 76.1 75.3 73.4 72.8 72.2 72.9 73.5 75.0
영국 75.2 72.9 73.6 72.8 74.1 71.0 72.0 71.4 70.5 67.8 67.7
EU 평균 46.6 45.9 46.8 47.9 50.0 51.5 52.5 52.0 52.9 53.9 55.1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그림 3-18〕 2010년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시간제 고용 비율(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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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자의 시간제 고용률을 성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남성 고

령자의 시간제 고용률이 여성보다 반 으로 비율이 낮았지만 그 분포

는 고령자 체 시간제 고용률과 유사하 다.

〈표 3-11〉 주요 EU국가 남성고령자의 시간제 고용 비율(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39.7 46.6 50.6 54.8 41.0 47.8 57.4 61.8 66.7 67.1 65.9
벨기에 - 39.9 49.1 43.3 48.9 55.6 47.8 55.1 52.2 51.6 65.9
덴마크 61.6 50.1 56.0 60.9 59.3 53.6 59.3 55.4 58.7 59.7 56.3
핀란드 61.9 63.3 64.1 59.1 56.6 61.6 62.5 65.3 62.5 57.3 62.5
프랑스 41.5 39.3 45.9 47.3 47.5 53.9 48.9 46.8 41.7 46.3 50.8
독일 49.0 50.5 54.8 54.5 51.4 57.1 59.2 59.8 60.8 60.8 60.2
아일랜드 23.0 23.6 24.4 28.3 25.8 - 29.2 29.6 29.8 30.9 32.2
이탈리아 15.8 14.4 14.4 12.5 25.8 21.5 23.2 22.9 24.8 22.2 25.1
네덜란드 68.1 77.9 82.9 79.8 74.6 76.7 75.6 80.0 79.8 80.5 77.9
스페인 20.3 15.5 7.8 14.9 13.3 30.4 26.3 28.1 24.2 25.4 23.8
스웨덴 80.9 72.0 73.2 64.6 69.0 64.2 68.3 65.3 63.8 66.2 68.8
스위스 68.3 68.2 65.4 68.2 67.2 66.8 66.2 66.5 65.5 65.5 67.3
영국 67.8 66.0 64.9 65.5 66.8 63.8 63.9 64.3 63.1 59.2 59.6
EU 평균 42.7 41.1 42.2 43.3 45.0 46.4 46.6 46.7 47.7 48.3 49.5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그림 3-19〕 2010년 주요 EU국가의 남성고령자 시간제 고용 비율(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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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주요 EU국가 여성고령자의 시간제 고용 비율(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46.1 61.6 60.0 61.5 67.0 67.3 71.5 76.5 72.2 76.8 80.3
벨기에 - 50.8 40.7 77.8 - 60.7 55.3 54.6 50.4 53.3 71.1
덴마크 75.4 65.0 61.6 64.4 73.8 73.1 75.2 75.4 77.7 73.5 70.2
핀란드 - 61.4 61.0 69.7 - 66.7 67.5 72.0 67.7 69.3 71.2
프랑스 56.2 50.3 51.5 39.2 56.3 48.9 58.8 46.7 47.8 61.4 61.6
독일 71.7 74.4 72.7 76.2 75.2 80.0 81.8 82.3 82.7 81.3 80.9
아일랜드 45.2 51.4 55.5 51.7 59.9 - 64.5 67.8 68.6 66.8 70.2
이탈리아 25.1 25.0 15.3 19.1 40.0 33.5 37.7 32.6 37.1 34.0 36.6
네덜란드 80.5 87.3 88.7 87.4 86.2 92.3 94.2 91.2 85.5 89.8 96.1
스페인 34.9 37.8 32.9 35.5 25.6 45.3 42.3 38.2 37.3 37.9 33.1
스웨덴 81.4 68.9 83.1 68.3 72.0 71.5 80.2 78.2 76.1 77.5 83.1
스위스 83.9 87.6 89.0 90.0 89.6 84.2 83.5 81.6 84.2 86.2 87.5
영국 87.6 84.8 87.3 85.9 86.2 82.7 85.4 83.9 83.7 80.8 79.5
EU 평균 52.4 52.7 53.4 55.3 58.3 60.2 62.4 60.8 61.5 62.8 63.9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그림 3-20〕 2010년 주요 EU국가의 여성고령자 시간제 고용 비율(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여성고령자의 시간제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반 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고용률이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는 타 국가에 비하여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이 

남성의 시간제 고용률에 비하여 2배 이상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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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시간제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반 으로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이 높았으며, 그 에서도 아일랜드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1〕 2010년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시간제 고용률 분포(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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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령자의 고용률과 노인빈곤율과의 관계

먼 , 주요 EU국가 노인의 빈곤 험률을 살펴보면, 스 스의 빈곤

험률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스페인이 21.7%, 국 

2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빈곤 험률이 낮은 국가들은 

네덜란드(5.9%), 랑스(9.7%)로 나타나고 있다.

스 스는 65세 이상의 체  고용률과 시간제 고용률이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빈곤 험률도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반면 

고용률이 낮은 랑스의 경우 빈곤 험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스 스 다음으로 빈곤 험률이 높은 스페인은 고용률이 낮고 

빈곤 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 다. 

〈표 3-13〉 주요 EU국가 노인의 빈곤위험률(65세 이상)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23 24 - 15.9 17 14.3 16.2 14 15 15.1 15.2
벨기에 24 26 - 22 20.9 21.4 23.2 23 21.2 21.6 19.4
덴마크 - 24 - 20.9 17 17.6 17.4 17.7 18.1 20.1 17.7
핀란드 19 18 18 17 16.7 18.7 21.8 21.6 22.5 22.1 18.3
프랑스 19 11 10 11 15.3 16.4 16.1 13.1 11 10.7  9.7
독일 10 12 - - - 13.4 12.5 16.2 14.9 15 14.1
아일랜드 42 44 - 39.5 38 32.8 26.9 28.3 21.1 16.2 10.6
이탈리아 13 17 - - 21 22.6 21.7 21.9 20.9 19.6 16.6
네덜란드  6  8  8 7 -  5.4  5.8  9.5  9.4  7.7  5.9
스페인 19 22 28 28 29.5 29.3 30.7 28.2 27.4 25.2 21.7
스웨덴 - 16 15 - 14 10.1 11.3 9.9 15 17.7 15.5
스위스 - - - - - - - - 28.3 29.5 27.4
영국 24 27 26 24 - 24.8 26.1 26.5 27.3 22.3 21.4
EU 평균 - - - - - 18.9 19 18.4 18.9 17.8 15.9

  주: 빈곤위험률은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60% 미만 소득 비중을 말함.
자료: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espn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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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2010년 주요 EU국가 노인의 빈곤위험률 분포(65세 이상)

자료: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espn050

각 국가의 인구 빈곤률을 살펴본 결과, 아일랜드의 빈곤률이 14.8%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스페인이 14.1%, 이탈리아 11.4%, 독일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률이 낮은 국가들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5.3%로 가장 낮았으며, 오스트리아도 6.6%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률을 살펴보면, 고령자의 빈곤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30.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스페인

이 22.8%, 스 스가 17.6% 다. 빈곤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

로 2.1% 으며, 다음으로는 스웨덴이 6.2%, 오스트리아가 7.5%로 나타

났다. 아일랜드는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은 나라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빈곤률이 높았으며, 랑스는 그와 반 로 고용률도 낮고 빈곤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고령자의 고용률이 낮고, 공 연  수

연령은 높고, 실제 은퇴연령과 공 연  수 연령간 차이가 3년 이상 

벌어지므로 노인들의 빈곤률이 높을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스 스는 스페인과 반 로 고용률이 높으며 공 연  수 연

령이 실제 은퇴연령보다 빠른 상황으로 충분히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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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빈곤률이 높게 나타나 이에 한 세분화

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빈곤률이 낮은 국가  하나

로 고령자의 높은 고용률과 실제 은퇴연령보다 일  연 수 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 인하여 빈곤률이 낮을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률을 연령별, 성별, 

가족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3-14〉 주요 EU국가 노인의 소득빈곤비율(65세 이상)

구분

전체 고령인구(65+)
전체인구

(전연령대)65+
연령별 성별 가족 유형별

66-75 75+ 남성 여성 독신 부부
오스트리아 7.5 5.3 10.2 3.6 10.1 16.4 3.9 6.6
벨기에 12.8 10.5 16.0 12.7 12.9 16.7 10.0 8.8
덴마크 10.0 6.9 13.7 8.0 11.5 17.5 3.8 5.3
핀란드 12.7 8.2 19.5 6.5 16.9 28.0 3.9 7.3
프랑스 8.8 7.2 10.6 6.6 10.4 16.2 4.1 7.1
독일 8.4 6.5 11.1 5.1 10.8 15.0 4.7 11.0
아일랜드 30.6 25.8 37.1 24.6 35.3 65.4 9.4 14.8
이탈리아 12.8 11.2 15.2 8.1 16.1 25.0 9.4 11.4
네덜란드 2.1 2.2 2.0 1.7 2.4 2.6 2.3 7.7
스페인 22.8 20.0 26.4 20.1 24.7 38.6 24.2 14.1
스웨덴 6.2 3.4 9.8 4.2 7.7 13.0 1.1 5.3
스위스 17.6 16.6 19.3 15.2 19.3 24.3 14.6 8.7
영국 10.3 8.5 12.6 7.4 12.6 17.5 6.7 8.3
OECD 평균 13.5 11.7 16.1 11.1 15.2 25.0 9.5 10.6

  주: 가처분 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소득 비중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65세 이상 노인을 75세 후로 구분하여 빈곤률을 살펴본 결과, 65

세 이상의 빈곤률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

에서 75세 이상의 빈곤률이 65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빈곤률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여성 고령자의 

빈곤률이 남성 고령자의 빈곤률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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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유형별 빈곤률을 살펴본 결과, 독신가구의 빈곤률이 부부가구의 

빈곤률보다 높으며, 특히 아일랜드, 핀란드, 이탈리아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빈곤률과 고령자의 빈곤률을 비교하 을 때, 아일랜드와 스

페인은 인구의 빈곤률과 고령자의 빈곤률이 모두 높으며, 스웨덴과 오

스트리아는 인구와 고령자의 빈곤률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3〕 2008년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소득빈곤비율 분포(65세 이상)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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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구의 빈곤률 비 고령자의 빈곤률을 비교해 보면, 부분

의 국가들에서 고령자의 빈곤률이 높게 나타나나, 독일과 네덜란드는 빈

곤률이 낮은 수 이다.

성별에 따른 고령자의 소득빈곤률을 살펴보면, 체 으로 여성의 빈

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여성의 빈곤률이 특히 높

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빈곤률과 여성의 빈곤률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성별에 따른 빈곤률 차이가 높지 않다. 

〔그림 3-24〕 2008년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성별 소득빈곤비율 분포(65세 이상)

자료: OECD(2008). Growing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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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령자의 고용률과 빈곤률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아일랜드와 

스 스는 고용률과 빈곤률 모두 평균 이상인 반면, 랑스는 고용률과 

빈곤률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고용률

은 높지만 빈곤률은 낮게 나타난 반면, 스페인은 빈곤률은 높으나 고용

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의 임시직 고용률과 빈곤률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 스페인과 

스 스는 임시직 고용률이 낮고 빈곤률이 높으며, 스웨덴, 네덜란드, 

랑스는 임시직 고용률이 높고 빈곤률은 낮다. 한 독일과 국은 임시

직 고용률과 빈곤률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의 시간제 고용률과 빈곤률과의 계를 살펴보면, 스페인과 아

일랜드는 시간제 고용률은 낮고 빈곤률은 높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독

일, 오스트리아는 시간제 고용률이 높고 빈곤률이 낮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페인은 모든 역에서의 고용률이 평균

이하이고 빈곤률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스웨덴은 고용률이 평균 이상이

고 빈곤률은 평균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5〕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고용률과 빈곤률과의 관계

자료: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빈곤률: OECD(2008). Growing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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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임시직 고용률과 빈곤률과의 관계

자료: 임시직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빈곤률: OECD(2008). Growing Unequal?.

〔그림 3-27〕 주요 EU국가의 고령자 시간제 고용률과 빈곤률과의 관계

자료: 시간제 고용률 :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빈곤률 : OECD(2008). Growing Un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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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령자의 고용률과 공사적 연금제도와의 관계

주요 EU국가의 소득계층별 총연 체율을 살펴보면, 부분의 국가

에서 평균소득 0.5의 체율보다 평균소득 1과 1.5수 의 체율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는 소득

수 에 상 없이 체율이 같다.

〈표 3-15〉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제도의 총소득대체율(개인소득 대비 비율)

(단위: %)

구분
공적 의무가입 사적 임의가입DC 의무가입 합계 임의가입 합계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오스트리아 76.6 76.6 72.3 - - - - - - 76.6 76.6 72.3 - - -
벨기에 60.1 42.0 32.7 - - - 15.6 15.6 12.3 60.1 42.0 32.7 75.7 57.6 45.0
덴마크 64.7 28.9 17.0 55.9 50.7 49.0 - - - 120.6 79.7 66.1 - - -
핀란드 66.4 57.8 57.8 - - - - - - 66.4 57.8 57.8 - - -
프랑스 55.9 49.1 41.3 - - - - - - 55.9 49.1 41.3 - - -
독일 42.0 42.0 42.0 - - - 16.9 16.9 16.9 42.0 42.0 42.0 59.0 59.0 59.0
아일랜드 57.9 29.0 19.3 - - - 37.6 37.6 37.6 57.9 29.0 19.3 95.5 66.5 56.9
이탈리아 64.5 64.5 64.5 - - - - - - 64.5 64.5 64.5 - - -
네덜란드 58.5 29.2 19.5 34.6 58.9 67.0 - - - 93.0 88.1 86.5 - - -
스페인 81.2 81.2 81.2 - - - - - - 81.2 81.2 81.2 - - -
스웨덴 45.6 31.1 22.8 22.7 22.7 45.9 - - - 68.3 53.8 68.7 - - -
스위스 52.3 34.5 23.7 12.8 23.4 17.1 - - - 65.2 57.9 40.9 - - -
영국 53.8 31.9 22.6 - - - 36.7 36.7 36.7 53.8 31.9 22.6 90.5 68.6 59.3
OECD 평균 57.2 42.1 36.5 - - - - - - 1.7 57.2 51.9 84.3 64.4 55.4
  주: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은 연금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은퇴 이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총 소득대체율의 정의는 총 연금급여액을 총 은퇴적 소득으로 나눈 값

임. 연금대체율의 총액=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무가입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오스트리아는 평균소득 1수 을 기 으로 그 이하는 76.6%, 과는 

72.3%로 두 집단으로 구분되며, 핀란드는 0.5수  이하집단이 66.4%이

고, 1수  이상 집단이 57.8%의 체율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평균소득 0.5수 이 68.3%, 평균소득 1수 이 

53.8%, 평균소득 1.5수 이 68.7%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소득 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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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평균소득 0.5수  가입자의 소득 체율이 12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 연  가입자의 소득 체율과 의무

가입 사 연  가입자의 소득 체율의 합에 따른 결과이다.

의무가입 사 연 을 제외한 공 연 의 소득 체율만을 비교하 을 

때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공 연  소득 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모든 소득계층의 체율이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8〕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제도의 총소득대체율(개인소득 대비 %)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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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5세 이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를 소득

수 별로 살펴보면, 먼  스페인은 모든 소득수 에서 고용률이 평균 이

하이고 소득 체율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는 상  소득수 에서는 고용률이 낮

고, 소득 체율이 높으나 소득층에서는 고용률과 소득 체율 모두 평

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소득층의 소득 체율이 

평균 이하 으나 이들의 고용률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고소득층은 소득

체율과 고용률 모두 평균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랑스와 독일, 

벨기에는 소득수 에 상 없이 모든 소득수 에서 소득 체율과 고용률

이 모두 평균이하이고, 국, 아일랜드, 스 스는 모든 소득수 에서 소

득 체율은 낮지만 고용률은 높은 수 이다. 덴마크는 모든 소득수 에

서 평균 이상의 소득 체율과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9〕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0.5수준)

자료: 고용률: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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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수준)

자료: 고용률: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그림 3-31〕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5수준)

자료: 고용률: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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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

를 소득수 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임시직 고용률이 높았으며, 고소득

자의 소득 체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모든 

소득수 에서 임시직 고용률과 소득 체율이 높고, 스페인은 모든 소득

수 에서 임시직 고용률이 낮았으며, 소득 체율은 높은 수 이다.

이탈리아는 소득수 에 따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평균소득 이

상의 경우 소득 체율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임시직 고용률은 낮았으며, 

소득층은 임시직 고용률과 소득 체율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

과 스 스는 모든 소득수 에서 소득 체율과 임시직 고용률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2〕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평균소득 0.5수준)

자료: 임시직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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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평균소득 1수준)

자료: 임시직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그림 3-34〕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평균소득 1.5수준)

자료: 임시직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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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시간제 고용률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를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소득수 에 계없이 모든 소득수 에서 소득 체율과 시간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시간제 고용률은 평균이상이었

으나 소득수 에 따라 소득 체율은 차이가 있다. 아일랜드는 시간제 고

용률이 낮았으며, 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 체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소득 체율이 평균 이상이었으며 시간제 

고용률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소득층은 소

득 체율이 평균 이하로 낮은 수 이다. 

〔그림 3-35〕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시간제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평균소득 0.5수준)

자료: 시간제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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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시간제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평균소득 1수준)

자료: 시간제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그림 3-37〕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시간제 고용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평균소득 1.5수준)

자료: 시간제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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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험률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

를 소득수 에 따라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우 모든 소득수 에서 소득

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험률은 높은 수 이다. 

그런 반면, 독일, 아일랜드, 랑스는 모든 소득수 에서 소득 체율이 

낮고 빈곤 험률도 낮고, 네덜란드는 소득 체율이 높고 빈곤 험률은 

낮은 수 이다. 국과 벨기에는 소득 체율이 평균보다 낮고 빈곤 험

률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8〕 주요 EU국가의 빈곤위험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0.5수준)

자료: 빈곤위험률: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espn050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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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주요 EU국가의 빈곤위험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수준)

자료: 빈곤위험률: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espn050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그림 3-40〕 주요 EU국가의 빈곤위험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5수준)

자료: 빈곤위험률: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espn050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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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빈곤률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를 소득수 별

로 살펴보면, 스페인의 소득 체율은 평균 이상으로 높았으나 빈곤률 역

시 높다. 이는 65세 이상 고용률이 낮은 스페인의 상이 반 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반면 국, 독일, 랑스는 모든 소득수 에서 소득 체율이 평균보다 

낮고 빈곤률도 평균보다 낮고, 아일랜드는 소득 체율이 평균 이하로 낮

았으며, 빈곤률은 높은 수 이다. 그리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모든 

소득 체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고 빈곤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1〕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빈곤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0.5수준)

  주: 빈곤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소득의 비중임

자료: 빈곤률: OECD(2008). Growing Unequal?.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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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빈곤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수준)

  주: 빈곤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소득의 비중임

자료: 빈곤률: OECD(2008). Growing Unequal?.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그림 3-43〕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빈곤률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5수준)

  주: 빈곤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소득의 비중임

자료: 빈곤률: OECD(2008). Growing Unequal?.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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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U국가의 공 연  수 연령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를 소득수 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랑스, 벨기에, 이탈리아를 제외한 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남성의 공

연  수 연령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 의 분포가 치우쳐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평균소득 이상인 경우 공 연  수 연령은 59세로 

평균보다 낮지만 소득 체율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

층의 경우는 소득 체율이 평균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의 

연 소득 체율이 64.5%로 소득에 상 없이 같은 비율로 책정되어 나타

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소득수 에 따라 차등화된 연 소득 체율을 용하는 부분의 국가

와 달리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는 소득수 에 상  없이 소득 체율의 

수 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스페인은 연 소득 체율이 각각 

42.0%와 81.2%로 각국의 평균과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래 상에

서는 분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벨기에와 랑스는 의무가입연 의 소득 체율이 모든 소득수 에서 

평균이하인 반면 공 연  수 연령 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 독일, 국, 스 스는 공 연  수 연령은 평균 이상이었으

나 연 소득 체율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평균소득 이상 상자의 연 소득 체율이 모든 국가  가장 낮았으며 

연 수 연령 역시 높았고 정년연령과 연 수 연령의 차이도 약 2년 

정도로 소득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 노인빈곤률이 30.6%로 

가장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은 공 연  수 연령이 

평균 이상이고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도 평균 이상으로 높은 국가들이

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스페인은 소득수 과 상 없이 연 소득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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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수 으로 동일하며, 타 국가들은 부분 소득층일수록 의무

가입연  소득 체율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소

득층 68.3%, 평균소득 53.8%, 고소득층 68.7%로 그 비율이 타 국가들

과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어 그래 상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 3-44〕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0.5수준)(남성)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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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수준)(남성)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그림 3-46〕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5수준)(남성)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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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U국가 여성고령자의 소득수 에 따른 공 연  수 연령과 의

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국, 스 스를 제외한 부분의 국가들에서 남성과 유사

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평균소득 이상인 경우와 오스트리아

의  소득계층은 공 연  수 연령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 모두 

평균수  이하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여성의 연 소득 체율은 남성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오스트리아는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남성은 연 수 연령이 평균이상인 65세이지만 여성

은 60세로 평균 이하로 낮다.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국과 스 스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은 공 연  수 연령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이 평균 이하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3-47〕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0.5수준)(여성)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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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수준)(여성)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그림 3-49〕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5수준)(여성)

자료: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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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를 소

득수 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평균소득 이상 소득계층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의 모든 계

층에서는 정년연령이 평균 이하이고 연 소득 체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이른 퇴직으로 고령자들의 생산력이 낮아진 반면 높

은 연 소득 체율로 이들을 한 연 지출이 높아지면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래할 수 있다. 실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재 악화된 경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랑스와 벨기에는 정년연령과 연 소득 체율이 평균 이하인 국가들

이다. 낮은 정년연령은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낮은 연 소득 체율 

역시 고령자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들 국가는 공 연  수 연령과 정년연령 사이에 공백기가 1년 미만으

로 매우 짧아 소득감소로 인한 빈곤문제가 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

며, 실제 이들 국가들의 빈곤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와 국은 정년연령이 높고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이 낮은 

국가이다.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빈곤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오래 일을 

하지만 소득수 이 낮음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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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0.5수준)(남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Force Statistics..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2011).

〔그림 3-51〕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수준)(남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Force Statistics..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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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5수준)(남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Force Statistics..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2011).

주요 EU국가 여성고령자의 소득수 에 따른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율과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의 국가에서 남성고령자들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  소득 체

율과의 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경우 여성

의 정년이 남성보다 높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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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0.5수준)(여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Force Statistics..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2011).

〔그림 3-54〕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수준)(여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Force Statistics..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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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평균소득 1.5수준)(여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Force Statistics..
     의무가입연금 소득대체율: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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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용부문의 활기찬 노후정책관련 내용

고용부문에서의 고령자고용문제는 공 연 제도와 한 계를 지니

고 있다. 부분의 유럽국들에서는 법정 은퇴연령보다 실제 퇴직연령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지만, 일정한 연령에서의 

퇴직(정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임시계약직, 시간제의 고용형태로 지

속 으로 노동 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유럽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유럽국가들이 

실제의 은퇴연령에 맞추어 공 연 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다. 

그 반 로 해석하면, 연 재정의 압박으로 연 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되면, 

은퇴연령도 높아지고 이를 지원하기 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자연

으로 고령자의 고용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 으

로 일을 하면서 노후를 비하거나 맞이할 수 있게 해 다는 효과도 얻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고룡자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의 빈곤율은 하락하는 

역상 계를 볼 수 있으나,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보

이는 경우도 있다. 를 들면, 고령자의 임시직이나 시간제고용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빈곤율이 체 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기에는 각국의 고령자 고용 련정책의 

향이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고용과 련된 정책 에 가

장 련성이 높은 것은 연령차별 지법의 제정여부와 법  퇴직연령에 

한 규정일 것이다. 이를 정리, 요약한 것이 아래 표이다. 즉, 유럽 선

진국가들의 부분은 연령차별 지법을 제정, 시행 에 있으며, 법  정

년제도가 없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정년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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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주요 EU국가 고령자 연령차별금지법

구분
연령차별금지법 여부 및 

법 제정 시기
대상

연령차별 금지법의 

포괄성(직접연령차별, 

간접연령차별,괴롭힘)

오스트리아

- The Equal Treatment 
Act and the Federal 
Equal Treatment 
Act(2004) 

- 계약한 모든 근로자, 자

영업자, 연방정부의 공

무원 

- 포괄함

벨기에

- The Act against 
Discrimination 

  2007년 5월 10일 입법 

2007년 6월 9일 발효

- 근로자, 구직지원자, 자

영업자, 공무원, 동업자, 
수습직원, 자원봉사자, 
보충적 사회적 안전망 

계열 구성원

- 포괄함

덴마크

- Anti-Discrimination 
Act 개정 후 2004년 

12월에 시행

- 모든 노동자를 포함. 취

업준비자, 학생, 노동자

와 사용자 조직의 구성

원, 자영업자

- 포괄함

프랑스

- 연령차별과 관련된 금지

법은 2001년 11월 16
일에 시효됨.

- 연령에 기초한 차별을 

포함하고,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특별 정당

화를 포함한 법은 

2008년 5월 27일에 

시효됨. (NO 2008-496)

- 고용계약에 기초하고 근

로와 관련된 모든 장소

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 고용, 징계와 해고의 과

정, 급여, 훈련, 이익배

분, 업무재분장, 과제, 
업무분장과 성과측정

- 동일한 조치로 공무원도 

보호됨.

- 2008년 5월 27일 시효

된 법에서 직접차별, 간

접차별을 정의하고 있으

며, 연령차별과 모든 차

별을 포함함.
- 직접차별은 개인적으로 

연령을 바탕으로 덜 호

의적으로 대우하였을 

때 발생

- 간접차별은 합법적 목적

에 의해 분명하고 타당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이지 않다면, (편
견이 없지만 다른사람과 

비교해 개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기준 또는 관

계) 중립적 대우인 것처

럼 보임. 
- 괴롭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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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연령차별금지법 여부 및 

법 제정 시기
대상

연령차별 금지법의 

포괄성(직접연령차별, 

간접연령차별,괴롭힘)

독일

- The General Equal 
Treatment Act 
(Allgemeines Gleichbeh
and lungsgesetz, the 
'AGG')는 2006년 8월 

18일에 시행. 

- 노동자, 수습직원, 경제

적으로 비독립적인 사

람, 가사노동자, 취업준

비자 포함.
- 자영업자, 상무이사, 이

사 등도 포함하지만 직

무에 따라 포괄정도는 

다름.
- 시공무원도 포함. 군인은 

분리된 Equal Treatment
Act에 의해 보호받음. 
이는 연령차별금지는 아님.

- 협회 성원이라면. 노동조

합 구성원, 고용자협회, 
전문가 협회, 주요 경제 

또는 사회협회의 구성원

도 포함. 

- 포괄함

아일랜드

- The employment 
Equality Act 1998은 

1999년 10월 18일 시행

- The Equal Status Act 
2000은 2000년 10월 

25일

- The Equality Act 
2004는 2004년 여름 

시행

- 16세 이상의 연령차별을 

경험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계약근로자, 공

무원, 법률파트너, 회계

직, 직업연금계의 구성

원, 직업훈련중인 사람, 
학생, 고등교육, 농부, 
법정변호사, 자영업자 

- 포괄함

이탈리아

- 연령차별을 따로 정의하기

보다는 EU Directive 
2000/78/EC를 적용(법 

216). 2003년 9월 

- 근로자, 공공&사적영역

에서의 계약직 근로자

- 포괄함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헌법(Article 
(1))은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
- The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ct는
2004년 5월 1일 시행

- 공무원, 전문가, 모든 근

로자

- 제외대상 특별그룹은 없음.
- 채용, 선발과 임명, 고용

상태, 승진, 해고 관련 

사항

- 간접차별은 다른 영역이

라 볼 수 있지만 연령차

별도 일부 포함하고 있

다고 봄

- 괴롭힘은 ETEA의 

Article(2)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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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연령차별금지법 여부 및 

법 제정 시기
대상

연령차별 금지법의 

포괄성(직접연령차별, 

간접연령차별,괴롭힘)

스페인

- 스페인 헌법은 1978년 

12월 6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였음.
- Workers' Statute의 

Article 17(1995년 3월 

24일)은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을 금지.
- 2000/78/EC는 12월 

30일 법 62/2003에 

의해 스페인에서 발효되었음.

- 스페인 거주 국민 모두

(외국인 포함).
-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직접 또는 간

접차별에 저항하는 고

용법에 보호받을 수 있음

- 연령에 기초한 괴롭힘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

지는 않음. 
- 연령에 따른 괴롭힘은 

직접연령차별로 간주. 
- 부당한 희생은 분리되어 

조치됨. 이것은 개인이 

직접연령차별의 혐의 또

는 불평의 결과로서 부

적절하게 대우를 받을 

경우 또는 진행과정에서 

목격자로서 행동하는 경

우를 포함함.

스웨덴

- The Discrimination 
Act(2008:567)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용자, 구직자, 수습직원, 
지원자, 훈련자 또는 임

시직 또는 외주직원

- 포괄함

스위스

- 없음. 그러나 차별의 다

른 형식으로 연령과 관

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

는 법을 가지고 있음.

- Swiss Code of 
Obligation은 개인적 

차원의 모든 고용관계에 

적용함.

- Swiss Code of 
Obligation은 연령차별

을 특별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직접차별과 간접

차별을 포함하여 차별적 

평가를 금지함. 
- 괴롭힘은 특별하게 보호

되지 않음. 그러나 일반

적으로 괴롭힘이 일어날 

경우 적용 가능

영국

- The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2006은 

2006년 10월 1일 시행

- 주요 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Equality Act
에서 담고 있음.

- 노동자, 계약직, 공무원, 
동업자, 직업연금관련성

원, 직업교육을 받는자, 
고용관련 회사 직원, 
평생교육원의 학생, 대

학생

-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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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직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간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법적 퇴직연령

오스트리아

- 연령차별은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이라면 합법적인 목

적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

화될 수 있음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남성 65세

- 여성 60세

벨기에

- 직접연령차별은 고용정책, 
노동시장 등의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

수적이라면 합법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음.

- 간접연령차별은 대우

의 차이가 합법적 

목적에 의해 분명하

고 타당하게 정당화

된다면 그리고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

수적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음.

- 정해진 은퇴연령 없음.
- 공적연금 수급연령 65세.
- 60세부터 은퇴 가능. 
- The Act on

Employment Contract - 
정년제 금지.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해고공지를 할 

수 있음.

덴마크

- 직접연령차별은 법에서 언

급된 몇가지 상황에서 정

당화됨.(7번 10번 관련)

- 간접연령차별은 대우

의 차이가 합법적 

목적에 의해 분명하

고 타당하게 정당화

된다면 그리고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

수적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음.

- 개인적 계약 또는 단체협

약은 70세 이상을 법적은

퇴의 시작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이미 연령차별금지규정이 

시행되었을 때 단체협약

에서는 70세 이하 은퇴 

조항이 합법적 목적에 의

해 분명하고 타당하게 정

당화된다면 그리고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이라면 

유지 가능

프랑스

- 개인의 연령에 기초한 대

우의 차이는 만약 합법적

인 목적에 의해 분명하고 

적절하게 정당화된다면 그

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이 필수적이고 비

례적이라면 차별로 고려되

지 않을 수 있음.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65세 

은퇴를 제안할 수 있음(프
랑스의 사회적 안전망은 

65세부터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은퇴와 관련한 개

혁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

며  정년연령을 67세로 

증가할 예정임.(특별한 경

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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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직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간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법적 퇴직연령

독일

- 연령차별은 만약에 합법적

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경우 합법적 목적에 의해

서 정당화된다면 합법적임.
- 법에서 제시된 예시.
(1) 근로계약종료 합의 인정 

즉시 연금에 적용됨. 
(2) 연령/근속년수에 따라 

시차를 둔 퇴직급여를 

포함한 사회적 계획을 

허용, 연금자격을 얻는

다면 이익으로부터 배

제될 수 있음.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65세(2029년까지 67세로 

조정 예정)
- 만약 법적은퇴연령 전으로 

고용계약이 제한된다면 이

는 효력이 없음. AGG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자마자 

고령연금을 지원할 수 있

도록 정당화되어 제공하고 

있음. 이전에는 법적 은퇴

연령보다 낮은 연령에서의 

계약종료 항목은 예외항목

으로 받아들여졌음. 그러

나 AGG 시행 이후 변화

되었음.

아일랜드

- 고용주는 합법적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

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기

초하여 직접적 연령차별

을 정당화 할 수 있음.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법적 정년연령 없음.
- 많은 고용주는 고용계약에 

은퇴연령을 규정함. 
-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또

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에 

따라 다른 은퇴연령을 갖

는 것은 차별이 아님.

이탈리아

- 만약에 근로자에 대한 대

우가 합법적인 목적을 성

취하기위한 비례적 수단이

라 볼 수 있다면 직접적 

연령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음. 
- 법은 연령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음.(예-직업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상태, 
최소한의 연령제한, 수습계

약을 위한 최대한의 나이)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65세.
- 65세에 고용주는 노동자

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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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직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간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법적 퇴직연령

네덜란드

- ETEA의 Article(1)은 직

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구분

하지 않음. 
- 고용주는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수단이  효

율적, 필요성, 비례성에 따

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목적이 선택가

능한 것에 의해 그리고 차별 

없이 성취될 수 없다면 직접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음.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65세 연금수혜 가능.
- 최근에 법원은 기간이 정

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65세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법에 의해 종

료되지 않으며, 만약 그 

시기에 고용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지하

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 종

료되지 않음을 결정하였음.
-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할 때 

계약이 종료된다는 고용계

약과 CBAs는 아직 보편

화되어있음.
- 연금수급연령을 2020년까

지 66세, 2025년까지 67
세로 증가시킬 계획임. 

스웨덴

- 고용주는 만약 그 조치가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수단이 목적의 성취

를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

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면 연령차별은 정당화 할 

수 있음.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Swedish Employment 
Protection Act(1982:80)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자가 

67세가 될 때 그 달의 

마지막날에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은퇴연령은 계약서상 필수

적이지 않으며, 계약에 따

른 은퇴는 연령차별이 아님.
- 고용주는 67세 이후 근로

자의 계속고용을 선택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고

용 종료의 원인을 명확히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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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직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간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법적 퇴직연령

스페인

- 연령차별이 아니라는 입증

이 명확히 이루어졌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차별이 아님

을 결정할 수 있음.
- 차별이 발생했다는 증거의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고용

주는 그것이 차별의지와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증거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증거제출에 앞

서 고용주는 결정의 근거

가 사업적 관점에서 적절

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함.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스페인 단체협상에서 의무

적인 은퇴에 대한 협상은 

2005년 7월 1일 재협상되

었음.
- 2005년 7월 1일부터 협회

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정

년에 동의함.
(1) 고용정책을 반영한 단체

협상의 논리적인 목적과 

관련 있음. 
(2) 근로자는 최소한의 기여

기간과 퇴직연금의 자격

을 얻기 위해 사회안전

법에 명시된 다른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함. 
강제적인 은퇴 조항은 

2 0 0 7 / 7 8 / E C 의 

Article(6)에 명시된 것

과 같이 ‘합법적 고용정

책, 노동시장과 직업교육

목표’에 의해 ‘객관적이

고 적절하게 정당화’된다

면 차별이 아닐 것임. 

스위스

-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 의무는 없음. 
- 근로자는 개인적 권리가 

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 차별적 

상황임을 주장할 수 있음. 
- 고용주는 만약 특별한 일

을 수행하는데 있어 연령

이 방해가 된다면 고용종

료를 정당화할 수 있음. 
그러한 경우 종료는 차별

로 간주하지 않음. 
- 고용종료가 근로자가 은퇴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이라

면 차별이 아님.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남성 65세, 여성 64세

-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근

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강제적임. 따라서 

고용주 또는 근로자는 만

약 계약서상에 이에 대하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계

약기간 안에 공식적인 기

간을 공지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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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직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간접연령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
법적 퇴직연령

영국

- 고용주가 만약에 그 조치가 

합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례적인 수단임을 증

명할 수 있다면 직접적 연

령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음.
- 정의된 목적에는 제한 없음. 

- 직접연령차별과 같음. - 현재 법적 은퇴연령은 65
세로 근로계약에서 필요한 

사항은 아님. 
- 65세 이상에서의 은퇴는 

연령차별이 아님. 
- 65세 이전에 근로자를 은

퇴시킨다면 고용주는 직접

연령차별 주장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정당화해야 함. 
- 그러나 65세 은퇴연령기준

은 2011년 10월부터 폐지

될 예정임.
- 그 후에 고용주가 은퇴연령

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이것이 연령차별이 아니라

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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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은퇴관련 특별규정 여부, 

은퇴와 해고의 차이

근속연수에 기초한 보상에 

대한 특별규정 여부
연령차별 예외조항 여부

오스트리아

- 정해진 특별한 절차나 

범위는 없으나 규정하

에서 해고는 가능함. 그

러나 상호간 동의에 의

해서 계약이 종료됨. 
- 은퇴연령에 있는 근로자

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

의 없음(은퇴의 경우 해

고와 관련하여 급여 삭

감을 허가하는 법 때문)

-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 

있음.(예-계약만료시 퇴

직급여)
- 근속연수에 기초한 계약

상 또는 자발적인 이익

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단체협약에 따라 장기간 

근무자에게 더 많은 급

여를 제공, 고령근로자를 

위한 더 적절한 합법적 

근로기간, 육아단기근무, 
휴가 등의 급여 스케쥴

은 차별이 아님. 

벨기에

- 65세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해고공지기간은 더 짧음.
- 만약에 근로자들이 60세

에 해고를 당했고, 30년 

동안 일을 했었다면 그

들은 연금과 연결될 자

격을 얻음. 예-마지막 고

용주로부터 보충보장, 
65세 연금수급연령이 될 

때 까지 실업급여. 

-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 

있음. 
-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특별 규칙은 없음.
- 그러므로 주된 차별원칙

이 적용되며 만약 이것

이 간접적 연령차별이 

아니라면 허용될 것임.

- 차별에 대항하는 The 
Act는 두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함.
(1) 만약 Royal Decree

에 의해 결정된 긍정

적 조치와 관련되었다

면 직‧간접 대우 차

이는 차별이 아님.
(2) 만약 대우 차이가 법에 

의해 명시되었다면. 더

욱이, 직접적인 연령차

별은 근로활동의 본성 

또는 업무의 내용에 

기초하고, 그 목적이 

합법적이고 은퇴가 목

적과 비례한다고 제공

될 때 은퇴는 ‘필수적

이고 결정적인 직업상

의 은퇴’로 정당화됨.

덴마크

- 없음 - 근로기간에 따른 수당은 

일반적 기준에서는 가능함.
- 그러나 근속연수에 기초

한 수당이 간접차별로 

간주될 수도 있음.

- 고용주들은 고령자 또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보

호하기 위해, 법의 규칙

에 따라 직업 기회 증진

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허용. 
- 고용주들은 특정 연령의 

근로자들이 결정적인 전

문성이 있다면 특별예외

조항의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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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은퇴관련 특별규정 여부, 

은퇴와 해고의 차이

근속연수에 기초한 보상에 

대한 특별규정 여부
연령차별 예외조항 여부

프랑스

- 고용주는 근로자의 은퇴를 
위한 과정을 따라야만 함.

- 근로자가 65세가 되었을 
때(새 법에서는 67세) 사
용자는 그들의 은퇴연령
이 되는 생일 3달 전에 
은퇴를 제안할 수 있음.

- 근로자는 70세까지 은퇴
를 거부할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의 은퇴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야 함.

- 동등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동일임금
의 원칙이 있음.

- 이 원칙의 위반이 실질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
관적이고 적절한 이유로 
인한 결과라면 정당화될 
수 있음.

- 두가지 상황에서 연령차별 
예외를 허락함. 

(1) 젊은 또는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특별히 위
험한 일을 제한, 특별한 
상황)

(2)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수
준을 증진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 
(고령근로자들의 직업의 
안전성; 취업교육; 은퇴 
조정; 취업 또는 해고와 
관련된 차별위험 감소)

독일

- 만약에 사업자가 직업연금
제도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그의 월별 연금금액을 근
로자에게 알려야만 함. 다
른 특별 규칙도 위와 같음.

- 없음
- AGG에 따르면 근속연수

에 기초한 조항은 정당화
될 수 있음.

- 근속연수에 기초한 보상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이는 업무 경험과 관련된 
가정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음. 

- 특별조항은 없음. 연령차
별은 전에 언급했던 상태
로 정당화될 수 있음.

아일랜드

- 없음 - 연령차별은 직업수당정책
(질병, 기술부족, 정리해
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시함.

- The Pensions Act 
1990은  간접적인 차
별을 포함하여(객관적으
로 규정된 것은 제외하
고)  연금계획법에 관한 
9개 분야의 차별을 불
법으로 명시함.

- 그러나 Pensions Act는 
직업수당정책에서 언급하
는 자격과, 개인부담금과 
수당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대해서
는 다르게 대우함. 

- 1998년 Act의 Section 
37(3)은 직무자격의 적
임자를 구성하는데 있어 
연령 상태에 기초하는 것
을 허락함.

- 고용주는 합법적인 목적과 
비례적 요건에 따라 직업적 
요구사항 결정과 직업상의 
특성을 확실하게 해야만 함.

- 고용주는 최대은퇴연령을 
정하는데 있어 연령에 
기초하여 차별을 해서
는 안됨. (a): 근로자가 
훈련을 받은 기간 (b) 근
로자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일하는 기간

- 기대수익이 부적절할 것이
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러
한 이유로 고령근로자를 
교육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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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은퇴관련 특별규정 여부, 

은퇴와 해고의 차이

근속연수에 기초한 보상에 

대한 특별규정 여부
연령차별 예외조항 여부

이탈리아

- 근로자를 은퇴시킬 때 필
요한 특별한 규칙은 없음.

- 고용주는 은퇴 공지를 할 
수 있음. 

- 해고는 근로자의 연령에 
기초할 수 없음.

-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속연수
에 따라 사전공지기간을 
길게 줌.

- 노동시장 진출을 가능하
게 하는 특별 요건 

- 수습직원의 특별 유형에 
따른 최대 연령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또는 경영진을 위한 연
령대에 따른 단체교섭권
의 제공

- 그러나 모든 조항은 합법
적인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되어야만 함.

네덜란드

-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65세
가 되었을 때 고용계약
은 만료됨.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고용계약의 
종료는 발생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the Labour 
Authority에 해고를 허
가받기 위해 신청을 해
야 함. 또는 협약 종료 
요청에 대해 Cantonal 
Court에 소송파일을 제
출해야함.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65세
가 되었다는 것은 Article(7)
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차별이 아니며, 이는 적
절한 종료기간이 되었음
을 보여주는 것임.

- 근속연수에 기초한 상 또
는 보상은 합법성, 효율
성, 비례성에 부합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만약 근속연수
가 노동자의 질과 양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더 적절한 
경험을 가진 노동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허용됨.

- 추가적으로 취업광고에서 
‘경험의 기간’과 같은 것
을 언급하는 것은 연령차
별이 아님.

- 고용주는 ETEA에서 설
명된 상황에서는 차별을 
하지 않을 것임. 

- ex) 차별이 노동력 또는 
노동시장 정책에 근거한
다면 그리고 노동력에서 
어떤 연령 그룹의 참여를 
자극하기 위해 디자인되
었다면. 

(1) 회사의 유지와 같이 실
질적인 사업 이익 때문
에 필요하다면,

(2) 패션산업과 같이 특정 
연령이 필요한 직업인 
경우,

(3) 요청되는 경험 또는 교
육의 정도,

(4) ‘기능연령해고’의 경우-
소방관, 파일럿 등 공
공정책에서 이른 퇴직
을 하는 경우

스페인

- 같음. - 단체협상에 따르면 고용
주는 근속연수에 기초하여 
노동자에게 추가적인 급
여를 지급하도록 강요됨.

- 16세 이하의 아동들은 
노동이 금지(Article 6).

- 고용장려계약 또는 수습
계약과 같은 고용계약의 
승인은 18세 이하라면 
제한된 시간동안은 일을 
할 수 있음(Article 34).

- 근로자 대표의 선거 과정
에서 연령에 대한 언급이 
있음(Article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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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은퇴관련 특별규정 여부, 

은퇴와 해고의 차이

근속연수에 기초한 보상에 

대한 특별규정 여부
연령차별 예외조항 여부

스웨덴

- 고용주는 적어도 1달 전

에 근로자에게 공지문을 

보내야만함. 
- 실제 고용주와 노동자는 

보통 그 전에 함께 은퇴 

계획을 세움.

- 연령차별금지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연령 제

한을 사용하는 것부터, 
개인 계약서 내 또는 단

체협상에 연금, 유족급여, 
질병급여까지 금지.

- 단체협상에 따라 연령과 

관련된 최저급여

스위스

- 없음 - 특별히 법에 명시된 근속

연수에 따른 수당은 없음. 
- 그러나 고용계약에서 규

정된 것은(급여와 휴일 

수) 근속연한에 기초함. 

- 고용주는 만약에 근로자

의 연령이 그의 직업적 

지위와 관련되지 않거나 

또는 그의 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종료를 명

시하지 말아야만 함.
- 근로자는 근로 종료가 부

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음.

영국

- 현재 은퇴해고를 위한 특

별한 절차를 적용하려면 

연령차별과 불공정한 해고

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함.
- 고용주는 적어도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은퇴를 

알려야만 함.
-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계

속 일할 것을 요구할 권

리가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의 은퇴 이

전에 근로자와 만나야 함. 
- 이는 2011년 4월 전에 공

지하고 2011년 10월 전

에 영향력을 발효할 것임. 

- 5년 이상의 근속연수에 

기초한 보상의 제공은 

연령차별 금지사항에서 

면제됨.
- 5년 이상의 근속연수에 

기초한 보상을 위해 고

용주는 책임감 있게 이

를 준수해야 함.

- Employment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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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연령차별 판정부처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연령차별시 패널티

오스트리아

- Equal
Treatment 
Commission에

서 조정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

안들을 만듬.
- Labour and 

Social Court에
서 법적 조치함.

- 재정적 손실(예-소득손실-어
떤 경우 일시불로 제불) 

- 감정손실(최소 720유로)

- ETC는 보상을 강요할 권리

는 없음.
- 그러나 존재자체는 중요하고, 

그 결과가 법적구속력이 없

지만 법정까지 가기 전에 영

향력이 매우 클 수 있음. 

벨기에

- Labour court 
and tribunals
(노동부 and 
재판소)

- 물질적 정신적 손상 모두 보

상 가능.
- 원칙적으로 손실의 양과 여

부를 증명해야 함.
- 피해자는 보수의 3개월 또는 

6개월만큼의 손해분을 일시

불로 받기를 주장할 수 있음. 

- 평등조치의 원칙에 반대하는 

계약된 조항은 피해야 함. 
- 모든 차별정책에 저항하는 

경우 차별 받은 사람은 즉

시 노동부의 장에게 손해를 

주장할 권리를 갖음. 불응

할 경우 패털티. 위반시 범

죄이며, 구속, 벌금.

덴마크

- Danish Board 
of Equal
Treatment

- 연령차별의 피해자는 보상 

받을 자격이 있음.
- The Danish

Anti-Discrimination Act는
보상의 양에는 제한이 없음.

- 노동자는 보상을 위한 경제

적 손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 취업광고에 특별한 연령의 

지원자를 더 선호하는 것을 

공지하는 것과 같이 연령차

별금지조항을 무시한다면 

고용주에게 과징금을 물림.

프랑스

- 고용관련 연령차

별 주장은 노동

법원에 상정할 

수 있음.
- 법원에 발의하기 

전 the High 
Authority for 
Anti-Discrimin
ation 
Measures and 
Equal i ty에서 

조정 가능

- 보상 가능

- 차별적인 해고(Labour Code
의 Article L. 1132-4에 

따르면 복귀되는 것을 거부

된 노동자는 근속년수에 따

라 손해를 계산할 자격이 있

으며, 해고는 법에 의해 또

는 조합의 계약 또는 고용계

약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 경제적 손실과는 별도의 도

덕적 상처

- 사람에 의한 차별 범죄는 3
년 정도 투옥되고 45,000유

로의 벌금

- 법인에 의한 차별 범죄는 

225,000유로의 벌금을 처

벌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처벌 법적인 해체, 

판결문 공지, 특화된 전문적 

활동의 금지.(Article 225-4 
of the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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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연령차별 

판정부처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연령차별시 패널티

독일

- 노동자 개인 : 
Labour court

- 그 외(예-이사 

등): Civil 
Court

- 보상은 경제적 손실(만약 고

용주가 목적을 가지고 또는 

태만하게 행동을 했다면) 또

는 신체적 정신적 손실(필요

요건이 없이)로 주장 가능.
- 보상은 제한이 있음.
- 만약에 지원기간 동안 차별이 

발생하였다면 지원자는 가장 

최근 종료일까지 받았던 급여

를 주장할 수 있음. 
- 무형의 손실은 만약에 지원자

가 고용되지 않았을 경우 심

지어 차별을 받지 않았더라도 

3달의 급여로 제한됨. 
- 만약 연령차별로인해 노동조

합, 또는 고용자협회, 또는 

구성원으로 배제되었다면 협

회의 참여자 또는 구성원임

을 주장할 수 있음. 

- 위에서 제기한 신체적, 정신

적 손실, 경제적 손실 외에는 

없음.

아일랜드

- Equality  
Tribuna

- 2000 Act에 따르면 6,350
유로의 보상이 가능함.

- 동일임금과 연체금의 지급요

청은 3년이 초과되지 않으면 

요청할 수 있음.
- 다른 케이스에서 평등조치와 보

상은 2년 안에 요청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아닌 청구자의 경우

에는 12,700유로

- The Equality Thribunal은 

또한 복직, 업무재개, 그리고 

다른 특별 경우 등을 명령할 

수도 있음.

이탈리아

- Employment  
Tribunal

- 보상금액 상한선 없음

-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노동자

에 의해 사전 법적 조치에 

대응하였는지 또는 동등기회

의 원칙과 함께 요구된 보상

에 대해 사전에 불공정한 반

응을 보였는지에 따라 고려 

금액이 고려될 것임.
- 연령차별에 따른 해고의 경우 

법원에서는 노동자의 재고용

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명령

할 수 있음.

- 법원은 고용주에게 손실지불, 
차별행위 중단, 그리고 차별

행위를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

획 개발 등을 명령.
- 이는 신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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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연령차별 

판정부처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연령차별시 패널티

네덜란드

- 법원

- Equal  
Treatment  
commission

- 지원자가 직업을 제안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면 그는 물질적, 감정적 상

해에 대한 손실을 주장할 수 

있음.
- 물질적 손실은 근로자가 마지

막으로 일했던 기간과 관련한 

급여수준.(고정된 기간 동안 

계약을 한 경우).
- 유럽 제정법에 따르면 감정적 

상해에 대한 보상 주장 가능. 
그러나 실제로 보상은 드물게 

진행됨. 

- ETEA의 Article(11)은 불

법적 차별 상황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고용주의 계약종료에 맞서 

보호함. 이러한 상황에서 발

생하는 해고는 무효임. 
- 근로자는 고용이 종료된 날부

터 6개월 안에 제소해야만함.
- 고용주가 ‘좋은 고용주’의 기

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법

원은 Civil Code에 따라 더 

높은 퇴직금을 부여 가능.

스페인

- Labour 
Courts

- Labour  
Authorities

- 차별 받은 근로자는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근로자는 고통 받은 것을 증

명할 필요가 있음. 
- 법원에서는 보상의 양을 결정. 

고용주의 위반 또는 해고에 

따른 보상은 법에 따라 한도

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차별의 

주장에 대한 추가는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접근의 방법임.
- 차별에 대한 보상은 한도가 

없고 조직은 그것을 방어하

기 위한 시간과 돈의 투자가 

필요할 것임. 
- 이 조항의 유형은 협상을 위

한 강제 조직화의 방법으로 

종종 사용됨.

- 연령차별임이 입증된다면 고

용주는 Regulation RD 
5/2000을 위반한 것임. 이 

경우 6,251유로와 187,515
유로 내에서 벌금을 내야함.

- Article(17)의 Workers'
Statute에 따른 차별행동은 

법적효력이 없음.

스웨덴

- Equality 
Ombudsman 
(DO) : 평등법과

관련된 정부기관

- District Court와
Labour Court 
: 연령차별을 

포함한 차별일 

경우.

- 불법적인 차별을 하는 고용주

는 손해를 책임져야함. 
- 경제적 보상과 차별의 혹독함

에 따른 모욕적인 조치에 대

한 일반적 손해.(2009넌 1월

부터 general damage에 대

한 최고 한계가 없음)

- 법원은 차별조약이 효력이 없

다고 여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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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계속

구분
연령차별 

판정부처

연령차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연령차별시 패널티

스위스

- Labour court -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심지어 해고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계약의 종료가 법
원에서 불합리하다고 고려된
다면 근로자는 6달 동안의 
급여를 주장할 수 있음. 

- 없음.

영국

- Employment 
Tribuna

- 금전적 손실(소득, 보너스, 연
금의 손실)

- 감정적 손실(600 파운드부터 
30,000 파운드의 범위)

- Employment Tribunal은 
단체권리 선언문 또는 고용
주의 특별초지 권고문을 만
들 수 있음.

〈표 3-16〉 계속

구분 기타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2010년 1월 1일 이후로 단체계약동의서 또는 고령자의 고용을 적절하게 하

기 위해 제공되는 활동계획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50명 이상의 노동자 조직 

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그룹이 속한 조직은 전체 급여의 1%의 세금을 지

불해야 하는 대상임

독일
- 지원자들은 차별을 받은 혐의를 주장한지 2달 안에 보상을 주장해야 함. 근

로계약종료는 가능한 빨리 연금과 연결할 수 있음.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파일럿의 이른 은퇴와 관련해 최근에 발생된 문제. 

스페인

스웨덴 -

스위스 -

영국 -

자료: Ius Laboris(2012). Age Discrimination in Europe: A Referen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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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사회참여부문의 활기찬 노후정책

  1. 사회참여에서의 활기찬 노후정책

가. 활기찬 노후정책 배경

EU 27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1월 기  8천 7백만명

으로 체 인구의 17.4%에 이르고 이는 1985년 12.8%(5천 9백 3십만 

명)에 비해 진 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다. “Global Europe 

2050"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유럽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9%로 

늘어나고, 80세 이상 노인인구는 재 5%에서 11%로 증가될 것으로 

망한다. 이는 3명이 일을 해서 65세 이상 인구 2명을 부양해야 됨을 

의미하고, 노인 련 공공비용(연 , 의료비 등)이 앞으로 50년 안에 거

의 5% 증가하여 GDP의 28%에 해당될 것이다(European Union, 

2012). 이러한 인구 변화와 이로 인해 유럽 반에 미치는 향에 한 

우려와 심들이 집 되면서 유럽은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정

책의 축으로 삼고 공동 처하고 있다.

유럽에서 활기찬 노후정책은 1990년   European Commission 

(DG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에서 국가정책에 노화와 노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고령근로자의 고용 주제 포함)를 주요 

observatory로 설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1993년 European Year of 

Older People을 선포하 고, 노인에 한 새로운 극 이고 참여 인 

담론으로 “세 간 결속(solidarity between the generation)”이 논의되었

다. 1999년 UN의 노인의 해가 선포되면서 유럽의 활기찬 노후 담론은 

좀 더 발 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활기찬 노후의 다양한 잠재력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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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지 고용으로 심이 집 되는 경향을 보 다. 2000년 Lisbon 

Council에서 유럽의 향후 10년 략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 이고 활

동 인 지식에 기반한 경제체계(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 in the world)"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도 노인고용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2001년 이후 사회인식의 악, 

노동력 유지, 유연 고용, 고령근로자의 경험활용 최 화 등 포 인 정

책을 모색하면서 경제 이고 생산 인 측면이 강조되었고, 연 제도의 

지속을 하여 고령근로자의 취업률 향상이 주요 정책  하나로 등장

하 다.

Lisbon Treaty이후 지난 20년간 유럽의 활기찬 노후정책은 크게 2가

지 방향으로 종합할 수 있다. 즉, 좀 더 지배 인 모델로서 경제력, 생산

성만을 강조하여 연 과 고용정책에 을 둔 입장과 WHO와 UN이 

지지하는 좀 더 포 으로 활기찬 노후를 경제 외의 것들과도 연계하

는 입장이다. 후자가 재 추진되고 있는 “2012년 유럽의 활기찬 노후

와 세  간 결속(Active Ageing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정

책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Walker & Maltby, 2012).  

WHO에 따르면,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는 “노화되면서 삶의 

질 향상을 하여 건강, 참여, 안 (security)의 가능성을 최 화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활기찬 노후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 용되는데, 

노인들은 일생을 통해 신체 , 사회 , 정신  안녕의 가능성을 인식하

고 그들의 욕구, 능력 등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사회는 

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보호, 안정, 돌 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다. 노년기로 들어서면서 참여를 극 화할 수 있는 종합 인 략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차원(라이 스타일), 기 차원( 리), 사회차원(정책), 

그리고 인생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동시 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활기찬 

노후를 한 종합 략을 해 필요한 계획의 범 와 련되어,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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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기찬 노후를 한 결정요인으로 문화, 젠더, 건강과 사회서비스, 행

동  요인, 신체  환경, 사회  환경, 경제  요인, 개인  요인(생리, 

유 , 심리 등)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그동안 EU 정

책에서 개별 으로 추진되었던 고용, 건강, 사회참여, 연 , 기술, 경제정

책, 연구 등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Walker & Malthy, 

2012).

나. 활기찬 노후와 사회참여 

WHO의 활기찬 노후(Active Aging) 정의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필요

할 때 한 보호와 안 , 돌 을 제공하고 한 노인들의 욕구, 능력

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노인의 

신체 , 정신 , 사회  건강을 최 화하는 것은 노인들이 차별없이 사

회에 극 으로 참여하고 독립 으로 질 높은 삶을 즐길 수 있게 해 

다. 활기찬 노후에는 단지 고용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극  

참여를 의미한다. 즉, 자원 사, 비공식  부양자(노노 어, 손자녀 돌  

등), 노인네트워크 진(facilitating senior networks)  극   시민

권(active citizenship) 등이 포함된다.

활기찬 노후를 한 정책  방향은 UN의 노인원칙 5가지(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 , 존엄)에 근거하여 참여, 건강, 안 을 기반으로 한다. 여

기서 참여란 노인들의 사회경제 , 문화 ,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노

동시장, 교육, 보건․사회 정책  로그램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구체

으로 사회참여를 한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

애주기에 걸쳐 교육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기본교

육과 건강교육(건강정보 습득)을 통해 노년기에 건강과 지역사회 서비스

를 효율 으로 선택하고 사용할  아는 지식  역량을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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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취미와 여가, 학습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은 개인의 욕구, 성향, 능력에 따라 경제활동, 공

식, 비공식 활동, 자원 사 등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한 노인들도 사회발 을 한 다양한 계획수립  실행, 평가 등

의 과정에 참여하고 발 기 , 소득창출 로젝트 등에의 근이 가능해

야 한다. 셋째, 노인들이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장

려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농 , 신체  장애 등 소외되기 쉬운 환

경의 노인들을 고려하여 교통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배려되어야 한다. 한 노년기에 독립 으로 생

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지원, 세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로그램 

제공, 노인을 변하는 단체 지원, 노인과 노화의 정  이미지 구축 

등도 필요하다(WHO, 2002). 

노인들은 거 한 경제 , 사회  자원이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 , 재정  자원과 책을 제

공하는 것은 요한 정책  과제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노인이 은퇴

후 삶의 의미와 목 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잘못하면 소외, 질병, 의존

성 등 사회 으로 배제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인 방법이기도 

하다. 노인들이 근 가능한 환경(accessible built environment)을 만드

는 것은 노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극 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진하고 이로써 모든 연령층이 사회통합과 연 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Global Age-Friendly 

Cities) 로젝트나 세  간 결속  교류를 한 로그램들도 노인의 

사회참여와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늘어나는 노인인구는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노인들은 

시간, 열정, 경험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극  시민으로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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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극 인 사회참여는 

자원 사자, 근로자, 비공식 돌  제공자, 소비자로서 사회에 경제 , 사

회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 노인 스스로도 삶의 가치와 동기를 부

여함으로써 사회  고립과 이와 련된 험과 문제들을 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 지속 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

이 많다. 방해 요인으로는 신체  약화로 인한 이동의 제약 뿐 아니라 

정치  혹은 시민권  결정과정과 하부구조에의 근이 제한 인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은 사회의 새로운 기술  지식을 따라 잡을 

기회의 부족, 정보 부족, 축소된 사회 계망, 자신감과 자존감의 상실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들의 지역사회에의 활기찬 참여를 통한 세 간 결속을 권장하기 

해서 EU에서, 각 국가나 지역, 민간단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에 한 답으로 무엇보다도 사회  배제를 이기 한 노력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즉, 노인들에게 모임장소, 활동, 교통 서비스 등을 지

원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지역 

 국가 차원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에서의 활기찬 노화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 

기 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노인들이 사회에 완 하게

(fully) 참여하기 한 환경을 만들고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유럽의 기  로그램들은 다양한 연구와 개발에 을 둔 

실천을 통해 노인의 자원 사활동, 노인의 극  시민권행사, 사회  

계망 활성화, 비공식  돌 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Age Platform 

Europe, 2011).

이러한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개 으로 살펴보자. 먼 , 노인

자원 사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 

공헌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차 인식되고 있다. 유럽에서 2011년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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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의 해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자원 사를 지역사회에서의 활

기찬 노년의 핵심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표 인 노인자원 사 지원 

로그램인 SVP(Senior Volunteering Projects)는 유럽 평생교육 로

그램(European Lifelong Learning Programme) 아래의 Grundtvig 

로그램의 일환이다. SVP 기 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2개 단체 간의 노

인자원 사의 교류를 지원하는 로젝트와 자원 사기 들의 설립 혹은 

운 을 원활하게 하기 한 인식확산, 지원 장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

다. 노인자원 사 교류 로그램은 유럽의 다른 나라의 2개 기 이 2년

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기 은 2-6명의 50세 이상 자원 사자

를 다른 나라에 3-8주 사활동으로 견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들의 극  시민권도 사회에서의 활기찬 노후의 요한 측

면  하나로 노인들이 정치 , 시민  결정과정에 근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요즈음 유럽의 노인시민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되어 부분 국가에 노인자문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실질 으로 향력을 행사하는 법  권한

도 가지고 있다(Walker, 2002). 노인들의 욕구를 반 하고, 노인들의 사

회참여 범 를 확장한다는 에서 이러한 과정은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노인들의 시민권 행사에 방해를  수 있는 요소는 없애야 한다. 은 

규모로 노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로 노인들의 

참여를 진시킬 수 있다. 

AGE Platform Europe에서는 지역, 국가 차원에서 노인들이 직면하

게 되는 빈곤과 사회  배제에 한 참여  논쟁을 활성화하기 해 

INCLUSage(Debating older peoples' need) 로젝트를 시작하 다

(www.age-platform.eu/action-name-02).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사회  실체(social realities)에 한 의견들을 종합하는 워크 을 개최

하고 회의 결과를 다른 나라, 다른 지역과 상호 교환하며, 한 사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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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노인들의 욕구에 한 추가 자료를 수집한다. 장기 인 목표

는 기 , 지방자치단체, 국가 수  모두에서 노인들이 그들과 련된 정

책결정과정에 자문할 수 있는 효율 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

른 사례로 ADD ME!!(Activating drivers for digital empowerment 

in Europe) 로그램은 10개 유럽국가의 20개 단체로 구성된 범 유럽 

네트워크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소외된 집단의 공공 서비스에의 

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Community of Practice로 알려진 실

행 집단이 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 자들과 성공

으로 연결시키는 신 인 다양한 방법( 를 들면 인터넷, tele-kiosks, 

핸드폰, interactive TV 등)을 모색하고 있다. 소외된 집단에는 빈곤한 

노인과 은퇴자가 포함된다. 

셋째, 사회  네트워크에의 참여는 사회참여의 핵심  요소이다. 지역

의 활동가는 노인들의 네트워크를 도와주고 노인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배움을 계속하고, 친구, 가족  이웃과 교류하도록 도

와주어야 한다. 노인들이 최신 정보와 통신 기술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

도록 노인들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를 들면, Go-mylife(Going online; my social life) 

로젝트는 온라인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와 가족과의 상호교류를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과 련된 정보나 지원에 한 

근을 가능하게 한다(www.gomylife-project.eu).

넷째, 비공식  돌  제공자는 아 거나 허약한 노인, 장애가족, 친구, 

배우자 등을 돌 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Eurocarer에 따르면, 유럽

에는 1억 명의 무보수 돌  제공자가 친구,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되어 과도한 부양부담으로 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기 자치단체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한 훈련  교육, 부담을 

일 수 있는 일시 휴식(respite care), 지원 도구  서비스 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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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돌 을 지원하여야 한다. 를 들면, 독립 으로 살아가는 노인을 지

원하는 비공식 돌 자를 해 ICT-enabled service를 연합하는 

INDEPENDENT- Coordinated eCare 로그램(www.independent 

-project.eu),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성공  노화를 해 ICT 기술로 노

인들의 신체 , 사회 , 정신  자극에 즉각 인 반응을 하여 지원하고. 

돌보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지할 수 있도록 장치한 재택 시스

템을 지원하는 AGNES 로젝트 (www.al-europe.eu/calls/ 

funded-projects-call-1/agnes), 돌  역할을 끝낸 후에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는 훈련, 지원, 조언 등을 제공하는 Life After Care 로그램

(www.lifeaftercare.eu) 등이 있다. 

한편 노인의 사회참여를 진하기 해서는 사회환경의 개선도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데,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WHO, 2007)는 활기

찬 노후(Active ageing)와 련되어 사회 으로 어떠한 여건들이 조성되

어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 WHO의 고령친화도시 기 은 ①교통, 

②주거, ③사회참여, ④존경과 사회통합, ⑤커뮤니 이션과 정보, ⑥지역

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 ⑦야외공간&건물, ⑧시민참여와 고용의 8개 

역으로 구성되고 각 역별 검항목을 제시하는데, 사회참여와 시민

참여와 고용의 일부 부문은 노인의 사회참여 진과 련되어 있다. 구

체 으로 살펴보면, “고령친화  사회참여를 한 검항목”은 아래와 

같이 7가지 역으로 나 어지는데, 노인의 사회참여 련 로그램 개발

시 실질 으로 고려되어야 할 세부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WHO의 “고령친화 인 시민참여와 고용을 한 검항목”도 아

래와 같이 8가지 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과 창업 등을 제외한 

항목들은 노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원 사 등 활동을 수행할 때 

반 으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로그램 개발 

 추진시 가이드라인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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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고령친화적 사회참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항목 세부내용

행사와 활동의 

접근성

- 거주지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고 다양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이 있다.
- 친구나 보호자를 동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노년층이 참여하기 편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 참여기회가 개방적이며(가령 입회요건이 전혀 없는 등), 매표 절차가 신

속하고 단일화되어 노년층이 오랫동안 줄을 서는 일이 없다.

저렴한 비용
- 각종 행사나 활동, 지역사회 축제의 참기비용이 저렴하고 또 교통비 같은 

추가비용이 없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차원에서 자원봉사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행사와 활동에 

대한 폭넓은 

선택 기회

-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가 폭넓다.
- 지역사회 활동 내용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 연령층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

한다.

시설과 장소

- 노년층 모임은 주거지 근처나 공원에 있는 지역사회회관, 여가센터, 학교,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이뤄진다.

- 시설은 장애 노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프로그램 

홍보와 장려
- 각종 행사와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통편, 가는 길 등에 대해 노년

층에게 충분히 전달한다.

소외 노년층 

대처법

- 개별 초대장을 발송하여 참여를 권유한다.
-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글을 읽는 등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 참가를 중단한 클럽 회원에게는 탈퇴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메일과 

전화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단체에서는 개별 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소외된 노년층에게 참여를 

권유한다.

공동체 통합의 

향상

-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지역 사회 시설을 여러 목적

을 위해 공유함으로써 사용자들 간에 상호교류를 높인다.
- 모임과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간 교류와 친밀감이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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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고령친화적인 시민참여와 고용을 위한 점검항목

점검항목 세부내용

자원봉사 

선택권

-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가 다양하다.
- 자원봉사기구들은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 인력 등을 갖추며 체

계적으로 발전되었다.
- 기술과 역량, 관심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배정된다(데이터베이스 

및 등록소가 마련되었다).
- 교통 및 주차비 등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고용선택권

- 노년층에게 폭넓은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 나이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제도가 있다.
- 퇴직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 시간대와 주기를 조정하는 등 노년층을 배려한 노동환경이 제공된다.
- 노년층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및 대행사가 마련되었다.
- 노년층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노동조합 같은 피고용인 기구 주최로 단

시간제 근무나 유급 자원봉사 등 유연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 노령인력 고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주를 독려한다.

교육
- 은퇴한 노년층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된다.
-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 자원봉사기구들 주최로 각자 역할에 따른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접근성

- 무급이든 유급이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널리 홍보된다.
- 편리한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 장애인에게 적합한 작업시설이 마련되었다.
- 보수든 무보수든 노동참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다.
- 재정지원, 보험료 인하 등 노령인력 고용과 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시민참여

- 고문기관이나 이사회 등에 노년층이 참여한다.
-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지정석,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보청기 및 편리한 교통수단을 마련한다.
- 복지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노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 노년층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사회 기여 존중
- 노년층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고용 주최 측에서 노년층의 필요성을 충분히 참작한다.
- 노령인력 고용에 따른 혜택을 고용주에게 널리 홍보한다.

창업

- 노년층에게 창업 및 자영업 운영의 기회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농작물과 

수예품 판매장, 노년층을 위한 소액금융서비스, 소기업운영 교육기회 등

을 제공하는 것이다.
- 소규모 재택 사업에 대한 정보를 노년층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한다.

보수
- 노령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자원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 노동의 대가를, 연금을 비롯한 노년층 지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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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럽노인의 사회참여 현황

EU 국가에서는 노인인구가 증할 것을 상하면서 노인들의 사회참

여를 통한 공헌에 심이 집 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추가 인 

경제 , 사회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퇴직후 시

간제 취업, 지역사회내의 자원 사활동, 아이들 돌보기 같은 노인들의 

비공식 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2011년 9-10월 Eurobarometer 조

사에 따르면, EU 27개국 15세 이상 조사 상자의 70%는 55세 이상 

인구는 지역사회에서 극 으로 요한 역할을 해왔고, 71%는 정치  

참여나 투표 등에서도 요한 역할을 하 다고 응답하 다. 한 노인의 

사회활동과 인 계는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정신  안녕에 정  

향을 미치며 소외, 고독을 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2011년 다양한 EU 통계자료를 구성하여 발간된 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2011)를 심으로 유럽 노인의 사회참여 황

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여가활동

사회는 다양한 단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사회의 참여

를 통해 노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 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친

구, 가족, 이웃, 다른 세 와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래 그림

은 2011년 9-10월 자료로 EU 27개국 15세 이상 인구와 55세 이상 인

구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 으로 두 연령층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연령층 모두 스포츠나 여가활동의 참여

가 가장 높은데, 15세 이상 인구보다 55세 이상 연령층의 참여율이 다

소 낮은 편이다. 반면에 55세 이상 연령층의 참여가 더 높은 것은 종교

나 교회단체, 자선  사회지원 단체, 노인여가 회, 정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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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2011년 EU-27개국 사회활동 참여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No.378-Active ageing

스포츠와 운동 등에의 참여를 진하기 해 EU가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는 있지만 특별히 노인세 를 한 것들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노인들의 신체활동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규

칙 인 신체활동은 신체, 심리 조건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연령에 따라 격

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사가 실시된 유럽 27개국의 18세-64세 연령층

의 과반수(56.8%) 이상이 2009년 운동, 화, 콘서트에 어느 정도 규

칙 으로 참여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율은 35.3% 수 으

로 낮았다. 한 2009년 10월 실시된 Eurobarometer 조사에서도, EU 

27개국 15세 이상 인구의 40%가 정기 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반면, 

70세 이상 노인들의 운동참여는 이보다 낮게(여자 21%, 남자 23%)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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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2009년 EU-27개국 스포츠, 영화, 콘서트 등 여가활동 참여 비율

자료: Eurostat(EU-SILC 2009 module:material deprivation)

〔그림 3-58〕 2009년 EU-27개국 규칙적인 운동 참여정도

자료: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No.334-sport and physical activity

한편 스포츠 클럽이나 헬스클럽 가입율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

입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 고 여자보다 남자의 스포츠클럽 가입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스포츠클럽 가입율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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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 비해 여자 4%로 낮고, 헬스클럽의 경우는 남녀 모두 2%로 나타

났다. 운동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인들은 주로 공원이나 집 근처

에서 걷기 혹은 자 거타기 등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편 노인들의 일상 인 신체활동은 걷기, 계단오르내리기, 집안일, 정원가

꾸기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59〕 2009년 EU-27개국 운동, 체육활동 단체 가입율(복수응답)

자료: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No.334-sport and physical activity

노인들의 3분의 2 정도가 운동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건강

증진이라고 하 고 노화방지효과라는 비율도 2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운동  체육활동 참여이유로 신체  외모, 체력증진, 

친구와 함께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3장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의 실태와 분석∙129

〈표 3-19〉 2009년 EU-27개국 운동, 체육활동 참여 이유(복수응답)

건강

증진

체력

증진
재미 휴식

외모

가꾸기

신체기

능증진

체중

조절

친구 

사귀기

노화

방지

전체 15세 이상 61 41 31 39 24 24 24 22 15

남성

15세-24세 51 47 57 34 35 37 19 43  6

25세-39세 56 42 40 45 27 26 24 28  9

40세-54세 58 43 31 43 21 25 26 21 15

55세-69세 64 41 22 37 13 21 23 17 24

70세 이상 67 34 22 35 8 16 15 13 28

여성

15세-24세 53 43 39 33 35 25 29 27  5

25세-39세 62 40 28 42 34 22 29 18  9

40세-54세 64 43 27 42 25 23 30 17 14

55세-69세 67 40 23 35 14 21 24 19 26

70세 이상 68 36 22 30 11 19 15 15 29
자료: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robarometer No.334-Sport and physical activity

노인들에게 여행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이며,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스포츠나 여가활동, 문화  혹은 교육  지식을 획득할 수 있

는 기회이기도 하다. 생활수 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은퇴후 여행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 자가용 소유율

의 증가, 장거리 여행 비용이 낮아지는 요인들과도 련되어 있다. EU 

20개 회원국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여행을 다녀온 15세 이상 성인의 

약 18.2%가 65세이상 노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내 여행이 보

편 이며 부분의 나라에서 노인의 국내여행 비율은 50%이상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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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2009년 휴가여행

구분

여행일수
65세 이상 여행자의 

여행지 종류

15세 이상

(1,000명당)

65세 이상

(1,000명당)

15세 이상 중 

65세 이상의 

비율(%)

국내(%) 해외(%)

벨기에 7,022 945 13.5 20.8 79.2
불가리아 2,993 - - - -
체코 10,453 - - - -
덴마크 - - - - -
독일 105,907 25,611 24.2 54.8 45.2
에스토니아 485 - - - -
아일랜드 5,080 999 19.7 30.0 70.0
그리스 7,720 1,275 16.5 95.0 5.0
스페인 39,567 5,208 13.2 91.5 8.5
프랑스 95,285 20,630 21.7 85.1 14.9
이탈리아 39,349 5,648 14.4 82.4 17.6
사이프러스 897 67 7.5 27.3 72.7
라트비아 832 91 10.9 75.7 24.3
리투아니아 1,061 76 7.2 71.7 -
룩셈부르크 820 119 14.5 - 100.0
헝가리 6,060 772 12.7 91.8 8.2
몰타 - - - - -
네덜란드 19,078 3,183 16.7 46.9 53.1
오스트리아 9,284 - - - -
폴란드 16,025 1,377 8.6 83.0 17.0
포르투갈 4,326 723 16.7 83.5 16.5
루마니아 5,420 - - - -
슬로베니아 1,697 179 10.5 54.2 45.8
슬로바키아 4,347 340 7.8 71.6 28.4
핀란드 7,315 888 12.1 71.8 28.2
스웨덴 12,393 1,681 13.6 65.4 34.6
영국 69,060 11,319 16.4 58.9 41.1
노르웨이 6,849 - - - -
스위스 9,176 1,453 15.8 41.9 58.1
크로아티아 3,335 267 8.0 70.7 29.3

자료: Eurostat (online data code: tour_dem_t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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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원봉사활동

자원 사활동은 사회단결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발하는 요한 역

할을 한다. 유럽은 2011년을 자원 사의 해로 지정하 고, 2012년에는 

자원 사를 지역사회에서의 활기찬 노후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간의 자원 사활동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네덜란드나 국에서 자원 사는 오랜 통으로 활발한 반면 

2004년, 2007년에 EU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은 상 으로 자원 사활

동이 덜 발달되어 있기도 하다. 

2011년 9월 -11월에 TNS Opinion & Social Network를 통해 EU 

27개국과 EU 회원국인 아닌 5개 국가(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마 도

니아, 노르웨이, 터키)에서 실시한 15세 이상 31,280명의 면 설문조사

(special eurobarometer survey 378)결과에 따르면(European 

Commission, 2012), 조사 상자 체의 26%, 55세 이상 연령층의 

27%가 재 단체를 통한 자원 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 상자의 67%는 지난 1년간 비공식  자원 사활동을 하

고, 국가별로 보면 스웨덴(55%), 네덜란드(50%)에 비해 포르투갈(6%), 

그리스(8%), 터키(9%)는 조한 편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한 한 달 

평균 자원 사시간은 55세 이상 연령층은 14시간, 체 조사 상자는 

12시간이다. 자원 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55세 이상 연령층은 시

간(30%)이나 심(31%)이 없다고, 체 상자는 시간(50%)이나 심

(25%)이 없다고 응답하 다. 

2009년 3월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EU 27개국 15세 이상 인구의 

78%가 노인들이 자선단체나 지역 기 에서의 자원 사활동을 통해 주

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의 

자원 사활동을 좀 더 정 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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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 2009년 EU-27개국 자선단체나 지역기관에서 노인들이 주요한 공헌 여부

자료: European Commission, Flash Eurobarometer No.269-Intergenerational solidarity

한편 은퇴후 지역사회를 한 일이나 사활동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하여는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EU 27개국 체의 아직 은퇴하지 않

은 조사 상자의 72.8%가 사활동을 고려하고 있고, 은퇴자의 33.8%

는 재 활동하고 있고, 은퇴자의 10.1%는 앞으로  참여할 계획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은퇴자  재 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네덜란드

(52.2%), 핀란드(50.3%)가 과반수를 넘는 반면 불가리아(11.8%)와 체

코(12.0%)는 낮게 나타났다.

노인자원 사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 공헌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차 인식되고 있다. 노인들의 자원 사

활동은 정신  안녕에 정  향을 미치고 한 세  간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다. 를 들면, 노인들이 보육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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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읽어 주는 활동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유럽에서 노인자원 사활동은 일반 인 자원 사활동에 포함되어 추진

되는 경우가 많고 집 으로 노인만을 상으로 한 맞춤 략을 개발

하는 나라는 드물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국의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ing Programme)는 지역사회에서 50세 이상 연령

층의 자원 사활동을 지원하고, 오스트리아의 European 

SLIC(Sustainable Learning In the Community) 로젝트는 앞으로 자

원 사 참여의 가능성이 있는 50세 이상 은퇴자에게 기 지도를 제공

하고, 스페인은 학의 특정 교육과정인 “Third Age Classrooms” 로

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자원 사활동을 증진하고 있다. 한 국의 

“Generations together”와 독일의 “Voluntary Services for all 

Generations”, “Multi-generational Centres”는 세 를 연결하는데 

을 맞춘 자원 사 로그램이다(Ehl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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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은퇴후, 지역사회 일이나 봉사활동 고려(2008년 9월)

구분 비은퇴자 : 계획 중 은퇴자 : 현재 활동 중 은퇴자 : 활동 계획 중

EU 72.8 33.8 10.1

벨기에 64.4 28.3 9.2

불가리아 53.1 11.8 10.8

체코 27.7 12.0 12.6

덴마크 78.4 32.6 24.2

독일 83.1 45.0 7.2

에스토니아 52.6 20.0 8.5

아일랜드 88.8 37.8 11.0

그리스 71.8 18.7 18.7

스페인 73.5 19.8 10.4

프랑스 83.1 44.4 10.5

이탈리아 76.2 32.2 13.4

사이프러스 71.3 20.8 17.4

라트비아 38.1 20.6 8.3

리투아니아 44.8 22.0 14.6

룩셈부르크 80.2 45.4 9.3

헝가리 61.3 22.8 15.3

몰타 68.0 24.5 7.1

네덜란드 79.4 52.2 6.3

오스트리아 73.4 36.8 9.8

폴란드 45.5 21.5 10.3

포르투갈 78.7 18.4 12.5

루마니아 45.0 16.7 12.0

슬로베니아 64.9 34.8 13.3

슬로바키아 50.6 14.2 11.1

핀란드 82.0 50.3 10.5

스웨덴 83.5 36.7 12.3

영국 82.5 42.0 6.7
자료: Eurostat(online data code:educ_enrl1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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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

유럽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한 생산성 유지, 인 자

원에의 투자 등에 심이 증가하면서, European Commission은 2006

년 성인교육에 한 논의를 시작하고 2008년에는 각국의 교육담당 부처

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 다. 여기에는 노인, 인구의 고령화에 련된 

이슈들도 포함되는데 를 들면,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처하

기 한 기술 향상, 기술 증진 교육을 통해 빈곤과 사회  배제를 이

는 방법과 앞으로 10년간 유럽에서 노동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망되므로 특히 고령근로자의 평생교육 참여 증진 등이 주요하게 다루

어진다.

〔그림 3-61〕 2009년 전체 학생 중 40세 이상 학생 비율

  주: 단, 그리스,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는 없음.
자료: Eurostat(online data code:educ_enrl1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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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U 27개국의 40세 이상 학생은 1.67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체 학생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EU 27개국 평균 1.7%정도

이나 국가별 차이를 보이는데, 5%를 넘는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포르

투갈, 스웨덴이며 반면 사이 러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

크는 0.5% 이하이다. EU 27개국 40세 이상 학생의 52.1%가 학  

직업교육과정에 있다.

EU 27개국의 2010년 등교육과 학교육 졸업율을 살펴보면, 연령

이 높을수록 졸업율은 낮고 성별로는 체 연령 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졸업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여성의 등교육과 학

교육 졸업율(56.9%)은 55-64세 남성(66.5%)보다 낮았고, 국가별 차이

가 크다. 즉, 55-64세 여성의 졸업율이 라트비아(88.8%), 리투아니아

(86.7%), 체코(80.3%)는 매우 높은 반면 터키(9.0%), 말타(10.4%)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uropean Commission의 평생교육 로그램(Lifelong Long 

Programme: LLP)은 인생주기의 모든 기간에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목표  하나는 고령근로자의 기술 퇴보를 방지

하기 해 노동시장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술을 유지하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 유럽은 교육과 훈련을 한 연합 략을 

재착수하여, 국가의 장기목표를 설정하 다. 노인들에게 학 는 다른 

교육기 의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제와 특정 분야에 한 지식을 

배우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었고, 성인들은 직업 련 교육 뿐 아니라 

공식  교육  훈련과정에서 개인 , 시민 , 사회  기술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를 들면, 노인들은 교육과 훈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컴

퓨터, 외국어 학습 뿐 아니라 사회  교류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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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2010년 연령별 중등교육, 대학 및 직업교육 이수 비율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5-64세 45-54세 55-64세 25-64세 45-54세 55-64세 25-64세 45-54세 55-64세

EU-27 72.7 71.1 61.6 73.7 72.6 66.5 71.8 69.6 56.9
벨기에 70.5 66.2 54.5 70.0 65.5 56.8 71.0 66.9 52.2
불가리아 79.4 82.2 70.5 79.3 81.5 70.2 79.6 82.9 70.8
체코 91.9 91.6 86.3 94.8 95.1 92.8 89.1 88.0 80.3
덴마크 76.5 72.5 66.0 77.8 74.0 73.0 75.1 70.9 59.1
독일 85.8 86.5 83.1 88.3 88.9 89.0 83.3 84.0 77.5
에스토니아 89.2 93.8 85.1 86.3 91.5 82.5 91.8 95.8 87.0
아일랜드 73.5 67.3 50.5 70.5 63.3 48.0 76.4 71.3 53.0
그리스 62.5 58.9 41.9 60.8 58.1 44.7 64.3 59.6 39.3
스페인 52.6 47.5 32.1 51.5 48.5 36.0 53.7 46.4 28.5
프랑스 70.8 66.8 55.7 72.1 68.6 60.1 69.6 65.2 51.5
이탈리아 55.2 51.1 38.2 54.3 50.6 41.7 56.0 51.7 34.9
사이프러스 74.1 72.7 52.5 75.2 73.4 57.6 73.0 72.0 47.6
라트비아 88.5 93.5 85.1 85.1 91.3 80.2 91.6 95.5 88.8
리투아니아 92.0 96.7 87.1 91.0 95.7 87.6 93.0 97.5 86.7
룩셈부르크 77.7 74.7 69.1 80.7 78.8 76.3 74.6 70.4 61.5
헝가리 81.3 80.5 74.5 84.3 84.5 82.0 78.4 76.7 68.2
몰타 28.7 22.5 13.9 31.4 28.1 17.5 26.0 16.8 10.4
네덜란드 72.3 70.4 60.1 73.9 71.8 68.1 70.8 68.9 52.1
오스트리아 82.5 81.6 73.0 87.6 87.6 82.8 77.5 75.6 63.7
폴란드 88.7 88.8 79.2 88.8 89.4 81.1 88.5 88.3 77.5
포르투갈 31.9 22.3 15.7 28.6 20.1 16.7 35.1 24.5 14.8
루마니아 74.3 76.6 58.9 78.5 81.2 70.8 70.2 72.1 48.4
슬로베니아 83.3 80.8 72.2 85.2 83.6 79.4 81.4 78.0 65.1
슬로바키아 91.0 90.6 83.3 92.8 93.0 89.4 89.1 88.3 77.9
핀란드 83.0 84.6 69.6 80.8 81.1 68.4 85.2 88.0 70.8
스웨덴 81.6 81.3 69.6 81.6 81.3 71.6 81.5 81.4 67.6
영국 76.1 74.3 68.1 78.9 77.5 76.6 73.4 71.1 60.0
아이슬란드 66.5 64.4 55.0 67.0 66.8 62.6 66.1 62.0 47.1
노르웨이 80.9 78.0 79.1 81.4 79.2 81.4 80.5 76.7 76.8
스위스 85.8 85.3 80.7 88.9 88.6 87.3 82.6 81.9 74.1
크로아티아 76.4 75.8 66.6 81.5 80.9 76.3 71.7 71.1 58.1
마케도니아 62.5 61.2 52.7 69.7 69.4 63.2 55.1 52.7 42.7
터키 28.4 21.5 14.7 34.7 28.1 20.7 22.0 14.9 9.0

자료: Eurosta(online data code:edat_lfse_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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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U 27개국 25-64세 인구의 9.2%가 교육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55-64세 연령층의 참여율은 약 반 정도인 4.6%이

다. 국가별 55-64세 연령층의 교육  훈련 참여율 차이를 보면, 덴마크

가 2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 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순이다.   

〔그림 3-62〕 2009년 교육 및 훈련 참여비율

  주: 1) 4주 동안의 참여율

2) 몰타, 헝가리, 마케도니아 : 55-64세 data는 신뢰도가 없음

3)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55-64세 data는 없음

자료: Eurostat(online data code:trng_lfs_01)

라. 기타 

European Commission은 2007년 반 정보사회에서의 고령화라는 

과제에 심을 가지고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고령화에 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이 직장, 지역사회, 가정에서 노년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목 으로 한다: ①직장에서의 응: e-기술과 e-

학습을 개발하여 오래도록 활발하고, 생산 으로 일하기; ②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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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응: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소외를 일 수 있는 사회네트워크 

형성과 공공  상업 서비스에의 근을 가능  하는 ICT 해결책의 도

입으로 사회에서 극 , 창의 으로 활동하기; ③집에서의 응: 독립

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해 기술  지원을 받아 좀 더 건강하고 양질

의 일상생활을 리기. ICT 발달은 유럽의 인구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 차원

에서 ICT는 노인들의 신체 , 사회  건강보호를 한 효과 인 리 

 달체계를 제공하고, 기업 차원에서 거 한 노인층의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ICT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보 이 가능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ICT는 기억, 시력, 청력, 이동 등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urope 2020 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The Digital Agenda for 

Europe에서는 2015년까지 55-74세 노인집단을 포함한 취약한 계층의 

60%가 정기 으로( 어도 일주일에 한번) 인터넷 사용하기를 목표로 삼

고 있다. 2010년 EU 27개국의 65-74세 연령층의 17%,  55-64세 연령

층의 36%가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성인은 53% 수 ), 이런 

수치는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3개월간 65-74세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용도는 주로 이메일 주고받기(24%), 상품  서비

스 정보찾기(22%), 건강정보 검색(15%), 온라인 신문  뉴스 검색

(1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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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EU-27개국 연령별 인터넷 사용 빈도

구분
전체인구 55-64시 65-74세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빈도 : 최소 주1회 사용 43 65 26 46 10 25
빈도 : 매일사용 29 53 17 36   5 17

지난 3달간의 사용

교육 및 훈련 - 39 - 22 - 10
교육,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검색 - 23 - 10 -  3
온라인 강의 - 4 - 2 -  1
온라인 신문 및 뉴스 구독 및 다운로드 17 34 10 24  3 14
신규서비스가입 

또는 정기적 서비스를 받기위한 과정
-  6 - 4 -  2

건강정보 검색 16 34 11 26  5 15
E-mail 42 61 26 43 10 24
게임, 사진·영화·음악 다운로드 16 28  4 11  1  6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검색 39 56 24 40  9 22
구직 또는 지원서 제출 10 15  2 4 -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13 21  7 11  3  6
전화 또는 화상통화 - 19 - 10 -  5
인터넷 라디오 청취 또는 인터넷 TV 시청 10 26  3 13  1  6
자신이 만든 컨텐츠 공유를 위한 업로드 - 22 - 10 -  5
social media site 

또는 instant messaging 이용
- 32 - 10 -  4

자료: Eurosta(online data cade:isoc_bde15cua)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은 시장보기, 은행 등 일상 인 일들에 도움을 

 수 있는데, 아래 표는 EU 27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55세 이상 

노인들의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상거래에 한 황을 보여 다. 인터넷

을 사용하는 체 조사 상자의 52%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반면 55-64

세 연령층은 53%, 65-74세 연령층은 48%로 다소 낮았으나 비슷한 수

이며 온라인으로 물건 구입  매도 이와 흡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

러나 온라인으로 여행이나 휴가 련 상품구입은 55-64세 연령층이 31%

로 체 상자 29%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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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EU-27개국 인터넷 뱅킹, 인터넷 상거래

인터넷뱅킹1) 온라인 

상품판매1)
온라인 

상품구매1)
온라인 여행상품 

구매2)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2005 2010

전체인구 중

전체인구 19 36 6 13 24 40 8 21

55-64세 13 27 3 7 14 27 6 16

65-74세 5 13 1 3 5 14 2 8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중

전체인구 38 52 11 19 44 57 15 29

55-64세 41 53 8 15 42 51 19 31

65-74세 41 48 8 12 38 46 15 27
  주: 1) 인터넷을 사용한 개인들 중 지난 3개월간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의 비율과 관련한 수치

     2) 인터넷을 사용한 개인들 중 지난 12개월간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의 비율과 관련한 수치

자료: Eurosta(online data cade:isoc_bde15cbc)

정치 이나 시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의 참여도 노인들의 사회참

여의 다른 형태인데, 정치  참여는 지역, 국가, EU 연합 등 다양한 선

거에 직  참여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2011년 

유럽의회 의원(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MEP)의 평균 연령

은 54세이고, 의원의 거의 반수(49.6%)가 55세 이상이며 65세 이상은 

13.6%, 75세 이상은 1.5%이다. MEP의 연령은 국가별 차이를 보이는

데, 헝가리, 핀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의원들은 3분의 1 정

도가 55세 이상 연령층이다. 지난 200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5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는데, 과반수가 참여하여 18-24세 연령층의 

선거 참여율 29%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나 지방 선거에서도 비슷한데, 노인들의 높은 투표 참여율은 어도 정

치에 한 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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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2011년 연령별 유럽의회회원(MEP)

자료: European Parliament

  3. 사회참여에서의 활기찬 노후 사례

가.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1) European Senior Travellers

(ec.europa.eu/enterprise/sectors/tourism/files/calypso/est_project_s

ummary_ final_en.pdf)   

The European Commission은 INATEL(포르투갈), SEGITTUR(스

페인), 폴란드의 스포츠 부와 함께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노인들

의 교류를 장려하기 하여 “European Senior Travellers”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 여행 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국가 간 교류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 을 검토하고 궁극 으로는 앞으로 EU 체 국

가들 간의 종합 인 다국  상호교류 노인 로그램으로 발 하고자 한

다. 여행을 통한 문화간 교류증진 사업은 노인들에게 안 한 여행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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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좋은 방법이다. 즉, 노인들에게 특정 욕구에 맞는 여행을 기획하

여 이동성을 높이고 유럽을 탐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노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  각 나라의 여행 비수기 동안에 노인

들의 여행교류를 시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시한다. 이 로젝트와 직 , 

간 으로 련된 모든 기 들의 사회 , 경제  수행가능성을 확실히 하

고 지속성과 근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11개월 기 으로 추

진되는데, 1분기에는 구체  운  방향을 설정하기 해 2회의 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스페인은 이 여행교류사업이 각 나라나 EU 규정상 법

으로 상충되는 이 없는지 검토하는 연구를, 포르투갈은 Aveiro 학

과 하청 계약을 맺어 노인 여행교류사업이 각 국가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한 연구를, 폴란드는 노인 로그램과 련된 통계 연구를 추진

하고 있다. 2, 3분기에는 각 나라가 다른 트  나라에게 자기 나라의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탐구를 목 으로 한 여행을 세 나라에서 각각 

실시한다. 이때는 숙소, 문화, 단체여행, 통쇼와 음식, 기후 뿐 아니라 

여행교류에서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구체  조건을 필수 으로 고려한

다. 이러한 여행의 장 과 함께, 민간 부문, 노동조합, 여행사 등과의 회

의도 개최한다. 4분기에는 2012년에 시작될 여행교류에 한 날짜, 장

소, 가격 등이 확정되고 여행상품 매를 시작한다. 한 성공사례 기본

규칙과 참여국가의 필수조건에 한 매뉴얼, 사업 결과보고서 등이 출

되고 EU 국가들과 노인, 여행 련 기 들에 배포될 것이다.

2) Graffiti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0,1518,778978,00.html)

독일의 Graffiti 강의는 많은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과 비 통 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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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소통하는 창의 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raffiti 강좌는 노인

들 사이에 호응이 높고 세 간 결속과 활기찬 노화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Graffiti란 보도, 벽, 공 화장실 등에 하는 낙서로 알려져 있지만 

요즈음에는 이러한 낙서도 길거리 술(Street Art)과 함께 술  가치

를 인정받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노인들과 은 세 가 스 이 캔을 

가지고 벽에 작업을 함께 하고 이러한 사회  교류를 통해 세 간 상호

교환을 주고받는다. 한 다른 사람들과의 을 통한 심리  안정과 

구부리거나 스트 칭 등 다양한 움직임으로 신체 으로도 도움이 된다. 

일부 노인들은 스 이 냄새로 고충을 호소하지만 부분 노인들은 

graffiti를 자기 표 의 수단으로써 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얻을 뿐 아

니라 이 강좌는 세  간 소통 도모, 노인들의 사회참여 증진 등 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senior graffiti의 공식 교육코스나 워크 은 법  

기 을 수하여 형 캔버스나 문화센터의 벽 등 공공장소에 허가를 

받고 작업한다. 실제로 은 자원 사자들과 함께 황폐한 집에 허가를 

얻고 작업한 사례도 있다.  

3) SEVEN(Senior European Volunteers Exchange Network)

(www.seven-network.eu)

2007년 설립된 SEVEN(Senior European Volunteers Exchange 

Network)은 노인자원 사의 상호 교환을 진하는 29개 단체가 연합한 

국제네트워크로 Grundtvig 로그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2001-2006년 동안 European Commission의 지원으로 추진되었던 여러 

시범 로젝트를 기반으로 시작하 고, 모든 자원 사 련 기 들이 쉽

게 정보를 교환하고 로젝트를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자 한다. 즉, “European Wide Space"를 만들어 모든 기 들,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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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학, 자원 사 련 연구기  등이 아이디어, 로젝트의 수립  

실행 등과 련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게 하는 것이다. 회원기 은 

NGO단체, 지방정부, 학, 연구센터 등 다양한데 어도 5년 이상의 

노인자원 사 로그램을 운 , 리한 경험이 있는 기 들이다. 이 연합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으로는 웹사이트운 (자원 사자 훈련과정, 핸드북, 

로젝트 보고서, 련 기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탑재), 학

습 트   상호교류 로젝트 논의, 자원 사자와 자원 사 수행기  

지원, 연구사업(노인자원 사활동의 정  효과 등), 연례 회의, 자료 

발간,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노인자원 사활

동과 련된 사업계획 수립  운 에 한 정보  조언, 혹은 트

를 구하는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TRAMP(Transnational Mobility of Older People in Europe)

(www.tramp.aulnrw.de)

TRAMP(Transnational Mobility of Older People in Europe- 

Working with older volunteers in manual intergenerational projects) 

로젝트는 EU 국가의 노인자원 사들이 국가간, 세 간 교류와 을 

통해 공통의 수공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외

국어 능력이 낮고 경제 으로 빈곤한 노인들을 상으로 하여 유럽의 

다른 나라에 한 국가간 이동과 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서로 다

른 언어를 가진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하여, 비공

식 으로 배울 수 있게 실질 인 공동 수공작업을 함께하는 방법과 어

린이와 청소년들을 작업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세 간 화 방법 2가지

로 근하고 있다. 

이 로젝트는 소통(communication), 수공작업(manual work),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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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  타문화 이해를 핵심 목 으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로그램을 통해 나이, 국 , 문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노인의 사회  책

임과 참여를 지원하며 세 간  민족․문화간의 폭 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한 로젝트 개발 과정에서부터 사회  소외와 배제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노인, 장애노인  이민자 노인 등을 고려하여 근하고 있다. 

그리고 소그룹 심의 수공작업으로 목공, 정원손질, 공원벤치 수리, 학

교 담장 보수작업, 유치원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등을 통해 세 간 소통 

 력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로젝트의  다

른 특징은 노인들의 이 단순한 유 지 람의 수 을 넘어서 교육 

목 의 으로 환되며 타 문화에 한 경험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다(Arbeit und Leben DGB/VHS NW, 2009). 

TRAMP 로젝트는 EC(Europe Commission)의 사회문제  기회

평등부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7년 ~2009년 2년간 추

진한 시범사업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랑스 4개국의 노인 423명

이 20개의 로그램에 참여하 다. 4개 국가의 평생교육원, 노인 시민단

체, 학연구소 등이 로젝트 트  기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자 모집을 해 유럽 내 활기찬 노년 네트워크를 운 하고 있다. 시

범사업 이후, 평가와 로젝트의 확 를 한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체 평가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Arbeit und Leben DGB/VHS NW, 2009). 

5)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me)

(www.csv-rsvp.org.uk)

국의 RSVP(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me)는 

CSV(Community Service Volunteers) 단체에서 1988년 시작한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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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원 사자들이 지역사회와 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

그램으로 약 14,750여명의 자원 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국의 20여개 

지역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Retire into 

Action”을 슬로건으로 하여 건강, 환경, 문화보존 등 다양한 역에서 

400여개의 자원 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를 들면, 청소년의 멘토, 고

립된 은퇴자 돕기, 노숙자 식사제공 등이 포함된다. RSVP는 자원 사

자들의 교육과 훈련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6월

에 Get Active Week를 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거나 거동이 불편

한 사람들이 집밖으로 나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 

로그램의 홍보와 신규 사자를 모집할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10월 

말에는 Make a Difference Day를 정하여 지역사회에서 1일 자원 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2년에 한 번씩 국 내에서 활동하는 자원

사자들의 자수, 보석, 뜨개질, 조각, 사진, 그림 등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Age and Creativity(Art, Craft, and Photo Competition) 회를 열어 

우수 작품을 런던 시내에서 시하고 있다.  

6) Measures for Social Inclusion of the Elderly

(www.ffg.uni-dortmund.de)

Measures for Social Inclusion of the Elderly 로젝트는 독일의 

Institute of Gerontology at Technical University of Dortmund에서 

주 하여 유럽 11개국(덴마크, 독일, 핀란드, 랑스, 이탈리아,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국)의 30개 사례연구를 

심으로 노인의 자원 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몇 가지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면, 핀란드의 “Peer Power Project”는 배우자의 죽음이나 시설입

소로 새롭게 응하고자 하는 과거 돌 자(former caregivers)에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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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자원 사자로 

활동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Together We Continue” 로

그램은 네덜란드의 독일인 거주 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교통수

단, 가정방문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카페를 운 하

여 재활용품 매 등으로 기 도 마련하고 있다. 랑스의 “Young 

Elders from Nancy” 로그램은 은퇴자들이 지역의 회사를 방문하여 

은퇴를 앞둔 고령근로자에게 은퇴 후 생활과 자원 사 등 사회참여 등

에 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ZWAR” 로젝트는 일에서 은

퇴로 환되는 시기의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심있는 상자를 모아서 자신이 선택한 분야로 그룹을 구성하

여 이들이 자율 으로 자원 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덴마

크의 “Spare Grandparents” 로젝트는 한부모 가족을 상으로 노인

자원 사자들이 한부모가 일하는 동안 혹은 아이들이 아  때 아이들을 

돌 주거나 보육시설로의 이동(pick up) 등을 지원하고 있다. 

7) Time Bank

(utw.webd.pl)

Time Bank는 폴란드에서 2006년 시작된 노인자원 사 로젝트로 1

년 동안 50명의 자원 사자를 교육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자원 사시간은행(voluntary time bank)을 운 하고 있다. 

Polish-American Freedom Foundation, Toruns University of Third 

Age(TUTA), Kuyavian-Pomeranian Support Centre for 

Non-governmental Initiatives(TLOK)의 3개 기 이 재정  지원을 제

공하는데, TUTA는 특정 활동들을 조정하고, 운 하는 역할을 하고, 

TLOK는 자원 사활동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정지원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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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정보 제공, 세미나, 강좌  훈련 과정에 한 공지 등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로젝트 참여자들은 TUTA의 4개 강좌를 통해 자

원 사에 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되며, 다양한 

세미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합한 활동분야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  소통, 청소년교육 방법 등 

자원 사자들의 훈련과 활동을 지원하는 14개 로젝트가 개발되고 실

시되었다. 이 로젝트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 고, 세 간 

통합을 증진하고, 사회  잠재력을 개발하고, 은 세 와 노인에 한 

편견을 반 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사회  배제를 없애는 것을 목 으로 한다.  

8) The Voice of European Seniors 

(projectotio.wordpress.com/give)

SVP(Senior Volunteering Projects) 기 으로 운 되는 The Voice 

of European Seniors (Romania/Portugal)는 루마니아와 포르투갈의 두 

기 간의 노인자원 사 교류를 지원하는 로젝트이다. 노인들은 자원

사자 교환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노인들이 유럽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한 자부심을 느끼고 노인자원 사자의 열정과 동기부여를 격려하고 있

다. 한 참여하는 기 들은 연합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우수 사례를 

교환하고 상호 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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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 지방자치단체의 “Active Ageing” 추진사업

(Birmingham, Blackpool, Dudley, Hartlepool, London, 
Manchester Borough Council website 참조)

국은 지방정부  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노인 

련 NGO, NPO, 민간기업  기타 유  기 들이 력하여 “활기찬 고

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역별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홍

보하고 있다. 여가활동의 사례를 보면, 버 엄(Birmingham)의 지역 도

서  로젝트인 “Wired-Up to Well-Being”은 노년세 의 인터넷 문

화와 정보의 소외를 방하고자 지역 노인들의 인터넷  컴퓨터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인터넷 교육 강사는 이미 교육을 받

은 노인들이 자원 사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블랙풀(Blackpool) 시

청은 ‘노인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직 체육 국가 표 선

수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 이미지 개선  건강한 도시 조성을 도

모하고 있다. 하트풀(Hartlepool) 지역은 지역 특성상 문화‧사회  고립 

험이 높은 노인이 많아 이들을 한 이동식 도서 을 정기 으로 운

하며 도서 집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맨체스터(Manchester) 시

의 시립미술 에서는 노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미술교실을 운 하며, 

지역 내 노인 NGO단체인 Age Concern과 함께 활기찬 모습의 지역노

인 상화 등을 시하고 있다. 

자원 사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런던 타임뱅크(London Time Bank)

는 2000년에 시작하여 개인의 자원 사 시간이 타임뱅크에 립되어 

립 시간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자원 사 교환 

로그램이다. 런던 타임뱅크에 가입된 노인들은 주로 가사일, 정원손질, 

크리스마스 장식, 화지원, 산책, 쇼핑 등의 도움을 요청하며, 이를 

해 지역사회에서 기술교육, 시민권교육, 베이비시 , 정원손질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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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 간 통합 사례로, 맨체스터(Manchester)의 지역 인기라

디오 방송인 “ALL FM”에서는 매 방송마다 동일 토픽으로 은 세 -

노인세  간의 양방향 인터뷰 내용을 들려주는 코 를 마련하여 세  

간의 공감  차이에 한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인식 개선 사례로 

더들리(Dudley) 시는 2005년부터 지역 정책 계획 수립 시 노인들의 의

견수렴 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노인 정책은 돌 서

비스 분야에만 집 되어 있었으나 지역 노인들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략(컨퍼런스, 지역노인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책 반에 노

인의 의견  의 주류화(mainstream)를 이루고, 극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에 한 정 인 인식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 

맨체스터(Manchester) 시에서는 정 인 노인 이미지 확산을 해 “신

노년 이미지”와 련된 포스터 캠페인 부착과 인터넷 뉴스지, 소식지, 

노인모델 달력 제작 등을 통해 문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10) Competence Volunteering for Senior Executives close to 

Retirement

벨기에의 비 리단체인 Galilei-Randstad and Tool Box에서는 은퇴

를 앞둔 문 경 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단기간 지역의 사회 리

단체(Social Profit Organization, SPO)에게 문  경  지원을 제공하

는 자원 사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2011년 1월-10월 시

범사업을 거쳐 확 되고 있는데, SPO의 욕구와 문 경 인의 경험능력

을 매칭한다는 이 독특한 자원 사활동으로 지역의 재취업알선 회사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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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1) Grundtvig 

(ec.europa.eu/eudcation/lifelong-learning-programme/grundtvig_en.htm)

2000년부터 시작한 Grundtvig 로그램은 유럽에 거주하는 성인들에

게 평생교육과 안  교육과정을 통해 배움과 교육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로그램은 성

인교육을 배우는 사람과 이 분야에서 일하는 교사, 훈련가, 련 담당자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재 The 

European Commission의 Lifelong Learning 로그램 2007-2013년

(약 €70억 산)의 일환으로 운 되고 있는데, 지원은 공식  교육과정 

뿐 아니라 자율학습, 지역에서의 교육, 실험  교육 등 다양한 비공식  

형식의 교육도 해당되며 지원되는 교육활동 내용도 기 기술, 외국어, 

부모교육, 술  문화 등 다양하다.   

Grundtvig 로그램의 구체 인 목 은 ①2013년까지 25,000명에게 

국내외에서 성인교육을 실시하며, ②2013년까지 어도 1년에 7,000명

씩 해외에서의 성인교육이 가능하게 하며, ③성인교육 기 간의 력을 

양 , 질 으로 향상하며, ④ 신 인 성인교육과 리체계를 구축하고, 

⑤노인을 포함한 성인교육에의 근성이 낮은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하

며, ⑥ 신 인 ICT를 기 로 한 교육 내용, 서비스, 실천을 지원하는 

것이다.

Grundtvig 로그램이 제공하는 지원은 매우 다양하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유럽에 거주하는 성인에게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실시되는 

5-10일 과정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워크 에 참여하거나 50세 이상 

연령층은 시니어 자원 사 로젝트(서로 다른 국가의 2개 기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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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년 로젝트로 해외에서 3-8주간 사할 수 있음)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성인교육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①성인교육 직원들을 

한 다양한 주제와 련된 훈련과정, ②다른 유럽 국가에서 실시되는 

5-10일 과정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워크 , ③컨퍼런스, 세미나 등 참

석, ④다른 유럽국가의 성인교육 기 에서 12-45주 보조 근무, ⑤최소 3

개 트 의 소형 2년 연합 로젝트(learning partnerships), ⑥최소 3

개 트 의 1-3년 형 연합 로젝트(multilateral projects), ⑦최소 

10개 트 의 3년 형 연합 로젝트(networks), ⑧회의 주최, 캠페

인, 출  등, ⑨ 로젝트 공동 개발을 한 유럽의 타 기  방문 등이 

지원된다. 

2) SLIC(Sustainable Learning In the Community)

(www.slic-project.eu) 

SLIC(Sustainable Learning In the Community)는 2007년 12월부

터 2010년 1월까지 Grundtvig 로그램 일환으로 지원되어 오스트리아 

십자가 주 하고 6개국(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국)의 9개 기 이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SLIC 로젝트는 다양한 배

경을 가진 노인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개인  능력을 검하고 교육

과 사회참여를 한 잠재  기회를 모색하는 새롭고 실질 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신 인 워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데, 2일간

의 워크 을 통해 평생교육과 지역사회참여를 직 으로 연계하며 극

, 활동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워크 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극 인 교류와 다양한 욕구

를 반 한 비공식 이고, 유연성있고, 지지  환경을 제공하며, 그룹토의, 

역할극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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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된다. 총 6개국에서 103명의 노인들이 참여하 는데, 그룹은 

기존의 자원 사자들, 잠재  지역 리더들, 소수민족 지역사회에서 온 

노인집단 등 다양하며, 이상 인 그룹 규모는 10-15명이다. 워크 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술 로 일을 개발하고, 배움을 통해 지역사회에 

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자신의 기술을 로 일하는 과정

은 자기존 을 가지게 하는 유용한 장치이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 을 

알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을 도와 다. 한 자신들의 꿈과 소망

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은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지에 한 구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었다는 정 인 평가를 

받았다. 성인교육과 련된 기 들과 노인들 스스로 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해 SLIC 로젝트의 소개, 워크  운 방법, 

주요 툴 소개 등을 담은 SLIC 핸드북도 발간하 다. 

SLIC의 후속으로 SLIC II 로젝트는 SLIC 워크 을 특정 상 집

단에 용하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독자 으로 SLIC 워크 을 운 하고

자 하는 노인들을 한 교육을 으로 하고 있다. 6개월 연구과정을 

거쳐 각 나라별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노인교육자, 노인자원 사자 집단

에 용 가능한 34개의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일부는 무료로 사용가능하

다. 2012년 6월 21- 22일 Graz, Austria에서 SLIC II 로젝트 련 

결과가 “Active Ageing in teaching and training”이라는 워크  형식

으로 개최되었고, 30개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3) OWLE50+(Old Women in Learning and Enterprise)

(www.owle50plus.eu)  

 

OWLE50+(Old Women in Learning and Enterprise) 로젝트는 

50세 이상 여성노인들이 자신들의 취약 을 극복하고 노후에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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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OWLE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가 주 하고 스웨덴 Norrkopings Kommun과 

이탈리아의 Tecnopolis PST가 트 로 각각 다른 역할을 으로 

력하 다. 즉, 국은 로젝트 운 , 출 , Multi Module(MM)의 내용 

 방법, 참가자 참여 략을 책임지고, 스웨덴은 웹사이트 구축과 트

의 Hubs& Pathways 개발을 맡았고, 이탈리아는 로그램 질 보장, 

평가, 활동 보  등을 담당하 다. 이 로젝트는 Grundtvig Life-long 

learning 로그램으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았고, 트  기 들의 

서로 다른 보완 인 기술과 장 들을 활용하여 력하여 Multi 

Module(MM)이라고 불리는 용가능한 크  시리즈를 구축하고 실제

로 운 하여 유럽 역의 성인교육  훈련 기 들에게 실질 인 방안

들을 제공하고자 하 다. MM은 365명의 50세 이상 여성들이 제안한 5

개의 학습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여성노인의 기업 능력  소규모 사

업 비, ②취업능력과 기술, ③노인의 사회 , 사업  성장을 한 ICT, 

④지역사회 참여, ⑤유럽과 자신의 나라에서의 효과 인 노인 시민권리. 

50세 이상 여성들에게 특별히 맞춤으로 개발된 훈련, 쉽고 창의  워크

 등이 개발되어 있다. 

MM과정은 3개국에서 비슷한 스 로 운 되지만 각기 자신들의 경

험과 문화  차이 등을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워크 도 일방

인 훈련자에 의해 진행되기보다 참여자들의 심과 집단토의를 으로 

하여 각 개인의 기술과 경험을 존 하며 자기발표, 래의 지지, 사후

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로젝트 2년 동안 MM은 각 나라마다 

2회기씩 총 6회기가 실시되었고, 총 93명이 참여하 다. 이들은 MM과

정 이수 후,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다른 



156∙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등록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

다. 로젝트 종료후 결과보고서, 방법론, 사례연구, 평가, toolkit 등에 

한 출 물을 발간하 다.

4) University of the Third Age(Poland)

(utwpl.p.lodz.pl)

폴란드의 UTW PL(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at Lodz 

Polytechnic School)에서 운 하는 University of the Third Age 로

그램은 노인들의 성별, 직업이나 문성, 과거 훈련과 계없이 노인들

에게 지속 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신-물리  능력과 지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강좌는 2학기제로 운 되는데, 

강좌내용은 비 문가를 한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외국어, IT 강좌, 

운동, 여행, 조형 술 등 다양하다. 이 로젝트는 Lodz Polytechnic 

School로부터 컨퍼런스 룸, 오디오, 비디오 장비, 컴퓨터, 사무실 등 다

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06년 시작한 이후 약 600명이 이 로젝트에 

참여하 고, 참여자의 부분은 은퇴자인데 학에서의 범 한 활동을 

통해 활동 인 삶의 기회를 얻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5) The Third Age University of Slovenia

(www.univerza3.si) 

Slovenia의 The Third Age University는 50세 이상 연령층의 자발

 교육운동이다. European Year 2012 동안, Slovenian Third Age 

University는 노인의 개인  성장을 한 노인교육과 자원 사 참여 뿐 

아니라 노인 자원 사자들을 그들의 로젝트에 연결시키기 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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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으로서의 교육을 결합시키는 새롭고 종합 인 모델을 개발하고 수

행하고 있다. The Third Age University of Slovenia는 1984년 설립

된 비 리 기 으로 노인들에게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

의 사회 , 경제  치를 변화시키고자 활동하고 있다. 창기에는 

학 교수, 학생, 은퇴한 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와 사활동을 하 고 

재는 45개 학의 21,000명의 학생과 2,000명의 자원 사자가 활동

하고 있다. 

새로운 모델로 실시되는 교육과 훈련 로그램은 Slovenian 50+ 

University에서 운 하는데, 이를 통해 공공기 들은 교육수 이 높고 

동기가 부여된 노인들을 자원 사자로 끌어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러한 교류는 과거의 수 을 뛰어넘는 자원 사 역할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사자들은 재의 기 에 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

 내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자원 사 역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더욱 더 요한 것은 새로운 모델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 , 

자원 사활동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회  인식 환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 5월 재, 7개의 문화 단체와 2개의 병원이 새

로운 네트워크로 참여하여, 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하는 200여

명의 자원 사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 인 사례로는 Ljubljana 식

물원의 정원 자원 사자와 문화 매개자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Third Age University와 식물 기 의 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정원의 사 역할과 세 를 연결하는 활동  행사를 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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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ELERNETZ(SEniors in Europe LEaRn in NETworks)

(www.seelernetz.eu)

SEELERNETZ(SEniors in Europe LEaRn in NETworks)는 사회 

네트워크에 함께 함으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 노인과 노인을 해 일하

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교육 로젝트이다. 유럽 5개국이 참여하여 자

신들의 일상생활과 련된 이슈들을 노인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네트워

크를 통한 교육에 한 조언과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을 도모하고 세 간 결속을 증진하고 있다. 이 로젝트는 3단계로 구성

되는데, 먼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바라는 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참여하는 5개국에서 pilot 로젝트를 개발하고 결과에 하여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이후 확정될 EU 모델과 핸드북에 

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그리스 AGE 회원기 인 50plus Hellas와 오

스트리아의 University of Vienna, 불가리아의 University of Gabrovo, 

독일의 Research Institute of Gerarogy FOGERA, 그리고 루마니아의 

Educational Institute IREA가 참여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는 오스트리아

의 SAT 3가 맡고 있다. 

7) Getting Started Programme

(http://www.ageaction.ie/getting-started/about-getting-started).  

아이슬란드의 Age Action 기 에서는 5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컴퓨

터, 인터넷, 모바일폰 사용 교육을 제공하는 Getting Started 

Programme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아이슬란드 12개 

지역에서 자원 사자의 도움을 받아 11,000명이 훈련받았다. 이러한 교

육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혹은 도서 , 지역센터, 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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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 법인 사무실, 노인주거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컴퓨터 과정은 4-8주, 주당 1회, 1회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2012년 세 간 연 를 도모하는 로그램으로 Age Action Ireland와 

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가 연 하여 Dublin, Galway, 

Cork시에서 각각 60명 정도가 참여하는 세 간 교육 워크 도 추진하

고 있다. 

8) Intergen(Intergenerational Knowledge Exchange Project)

Intergen(Intergenerational Knowledge Exchange Project)은 

European Blin Union(EBU)이 이탈리아, 독일, 터키에 기반을 둔 5개 

기 과 함께 2년간 운 하는 세 간 지식 교환 로젝트이다. 2009년 4

월- 6월에 각 트 기 에서 은이들, 시각장애 노인, 문 트 이

가 장 워크 을 개최하 고, 은 참여자들은 노인들과 새로운 기술에 

한 그들의 열정을 공유하는 한편 노인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필수 인 

일상생활 기술을 알려 다. 워크  모델은 모든 참가자들의 정보에 기

하여 진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발되고 있으며 지식교환모델은 마지

막 워크 에서 최종 검 후에 훈련  재활센터, 청년단체, 노인의 집 

등을 통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9) Age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불가리아 Dobrich 시에서 URBACT 로그램 기 의 일환으로 실시

되는 “Age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로젝트는 노인들의 극

인 참여에 을 두어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  지역 정책의 지속

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지역사회에서 혼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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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이 증가하고 세 간 력이 부족한 인구학  변화는 지역 수 에

서의 새로운 정책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연 수 자의 부

분은 가난하고, 컴퓨터 등 디지털 미디어에 근이 없어 정보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는 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들이 지역사회의 사회활동에 효과 으로 참여하고 보건의료  공공 서

비스에 근을 높이고자 한다. 즉, 노인과 장애인들을 상으로 ICT 지

식과 인터넷 근을 확 하기 해 컴퓨터 장비  ICT 교육 제공, 지

역의 연 련 시설에 서비스 제공, 그룹 지도자와 자원 사자 모집  

교육, 기본 컴퓨터 기술 련 매뉴얼 발간  보 , 세 간 캠  등을 통

해 세 간 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컴퓨터 기술 습

득을 통해 노인들은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고, 독립 이며 방문간호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 세상과 련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정  결과가 나타난다(European Union, 2012).  

10) Seniors Initiatives Centre

Lithuania Kaunas의 Seniors Initiatives Centre에서는 노인들의 사기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먼  참여자들에

게 Kauna시의 노인들에게 사기당할 수 있는 잠재 상황과 이에 한 정

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등에 하여 교육한다. 한 여러 세미

나를 통해 사기 인지교육과 련자료, 방지침, 토론을 실시할 뿐 아니

라 노인과 경찰학교학생들의 범죄 방, 약물남용 등에 한 일 일 화 

등 다양한 시도를 도모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55-70세 노인 

260명이 교육받을 정이고, 이후에는 지역의 자조그룹 형식으로 운

될 것이며 시니어 가이드는 Grundtvig Multilateral Project를 통해 시

니어가이드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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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e Center of Lifelong Learning in Prague

체코 라하의 평생교육센터(The Center of Lifelong Learning in 

Prague)에서는  연령층을 상으로 한 세 간, 비직업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5-20년간의 교육과정 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

여 양질의 강의를,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U3A platform은 라하에 있는 학에서 개

설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들 정보를 제공하

고 있고, University of Free Time(UFT)에서는 세 간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 각 학기별로 3과목 수강이 가능하고, 공은 술역사, 세

계역사, 음악사, 종교학, 라하건축 등 다양하다. 정규강좌 외에도 센터

학생들의 자원 사에 의해 무료로 요가, 스, 수공 , 리지 게임, 타

이치 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UFT 운 방식은 

국 으로 도서 , 문화단체, 요양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어 지역

사회의 소규모 계몽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U3A platform은 

1991년부터 다른 나라의 유사한 동기를 가진 노인들과의 상호교류활동

을 하고 있는데, 체코의 노인 40명이 이 로그램을 통해 미국, 오스트

일리아, 캐나다, 북아 리카와 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 다.   

다. 사회환경 및 인식개선 등

1) 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Global Age-Friendly Cities)

(www.who.int/ageing/age_friendly_cities_network/en/) 

WHO의 세계고령친화도시(Global Age-Friendly Cities) 로젝트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의 개념구성과 결정요인에 기 하여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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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고령친화 으로 물리 ,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령친화 개념은 2002년 마드리드 노인강령 발표이후 국제 으

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6년 WHO는 밴쿠버에서 미국, 캐나다, 유

럽, 일본 등 22개국의 33개 도시와 함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

하는 도시환경의 주요 요인을 찾는 로젝트를 시작하여 2007년 세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출간하 다. WHO의 고령친화도시 기 은 

다음의 8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교통, ②주거, ③사회참여, ④존

경과 사회통합, ⑤커뮤니 이션과 정보, ⑥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 

⑦야외공간&건물, ⑧시민참여와 고용. 이후 2011년 아일랜드의 

Dublin에서 1차 세계 고령친화도시 회의(international age-friendly 

cities conference)를 개최하고 2012년 3월 30일 WHO 세계고령친화

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를 결성하여 심있는 도시들의 회원가입과 정보제공, 

교육  훈련, 가이드라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배포 등 다양한 활

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고령친화도시 로젝트에 EU국가(아일랜드, 스 스, 국, 오스트

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의 여러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국 맨체스터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맨체스터시는 ‘The Valuing 

Older People(VOP)’ team을 구성하여 “나이 들면 더 살기 좋은 도시, 

맨체스터(a great place to grow older)” 건설을 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고령친화도시 로젝트 추진을 하여 맨체스터 시

(Manchester City Council), 표  NGO 단체인 베스 존슨 재단(Beth 

Johnson Foundation), Keele 학의 사회노년학 연구소(Centre for 

Social Gerontology)로 구성된 민 력 트 쉽 체계를 구축하 다. 

문가들과 정기 인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주요 이슈들을 토

의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방향성을 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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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추진주체별 략과 역할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주민모두를 한 

디자인 사업 추진, 노인 고독과 소외 방지 가이드, 학 내 노년학 과정 

개설, 은퇴 비 교육과정, 맨체스터 세 통합 로그램 발   개발, 세

통합 실무가이드  교육 로그램 등 구체  방안이 마련되었다(서울

시복지재단, 2010). 

2) Age-Friendly Public Transport

Age-Friendly Public Transport 로젝트는 오스트리아 Salzburg의 

Aeneas 교통 회사에서 실시한 것이다. 교통 시장에서 노인고객

은 경제 , 사회  가능성을 가진 그룹이다. 경제 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 교통 이용자의 30%가 60세 이상 인구 고 이들의 비율은 앞

으로 50%까지 증가될 것이다. 사회 으로도 노인들의 이동성과 독립성

은 증가되고 있다. 이 로젝트는 노인들, 특히 나이가 많은 80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이들의 교통 이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 , 6-10명의 소규모 집단에게 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다. 즉, 노인승객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넘어짐을 방지하기 하여 안

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천천히 움직이는 노인들과 빠

르게 이동해야 하는 교통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훈련

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의 81%는 여성이며, 이들을 해 안  로슈어 

제작, 노인들을 한 행사(Mobility Day) 등을 실시한다. 한 서비스 

측면에서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노인용 좌석을 지정석으로 하는 

trolley-bus를 운 하고, 운 자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욕구를 배려하도

록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라디오, 포스터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하며 

로슈어도 제작 배포한다. 특히, 2012년에는 세 간의 상호이해를 진하

기 해 어린이들이 교통을 이용하면서 노인을 돕는 방법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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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지에 한 어린이들을 한 로슈어 제작과 함께 “On the bus 

with Granny”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European Union, 2012). 

3) Growing Older in a Diverse City 

독일 Gelsenkirchen시에서 실시된 Growing Older in a Diverse 

City 로젝트는 지역의 환경  특성을 반 하여 노인을 지원하는 사례

이다. 여기서 다양성이란 서로 다른 인종 뿐 아니라 교육, 건강, 소득, 

종교, 성, 경험 등이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Gelsenkirchen시는 23% 

정도가 소수민족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40%가 넘는 곳도 있다. 2005년 

노인들을 한 포 인 지역 략 랜이 수립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구하고, 독립 인 생활과 돌 이 필요할 때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 다. 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참여와 고령친화 , 가족친화  환경 구축을 시장과 지역의 련 실

무자가 논의할 수 있는 포럼, 회의 등을 개최하고 년간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노인을 한 Gelsenkirchen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 계자, 교

회, 자선단체, 주택 회, 이민단체, 병원, 재가서비스 제공자, 건강보험 

등 다양한 계자가 정규 으로 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항을 논의한다. 

한 심지역에 유료 문가가 정보센터를 운 하여 자조그룹의 지원과 

극  참여를 유도하며, 네트워크 련자들에게 상담과 연계를 제공하

고 있다. 

이 로젝트에서 참여를 유도하 던 성공 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

면, 첫째는 시의 행정구역별로 여가활동에 을 둔 50세 이상으로 구

성된 자조그룹을 지원한 사례이다. 부분의 주요 그룹들은 2년간의 시

행으로 성공 으로 운 되고 있지만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일부 집단은 

언어, 문화, 사회  제약이 문제 으로 나타나 시에서는 특히 이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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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훈련받은 자원 사자들이 지역사회 변인 혹은 

neighbourhood way finders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조

언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이웃끼리 도움 구조를 조직하고 이웃의 이익을 

변한다. 지 까지 약 85명의 변인이 모집되어 훈련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3분의 1은 소수민족 출신이다. 변인이 되기 해서는 1

주간의 훈련과정을 거치고, 일 년에 4번 노화와 자원 사 방법 등에 

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공식 인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들이 지역사회

의 욕구를 응하지 못할 때는 필요한 방법을 찾아 문 인 서비스와 

연계한다(European Union, 2012).     

4) Open Seniors

(www.otevrenoseniorum.cz)

노인차별반 에 한 활동을 꾸 히 해 왔던 체코의 기독 비 리단체

(Evangelical Church of Czech Brethren)인 Diaconia에서는 “Old 

Age is the Taboo of Today”라는 슬로건으로 노인의 정  이미지 

구축을 한 캠페인을 장기 으로 추진하여 왔다. 반 으로 노인들은 

사회나 미디어로부터 평가되거나 간과되어 왔는데, 이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노화의 정 인 측면을 보이

고자 한다. 2011년에는 Open Seniors(www.otevrenoseniorum.cz)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old age is worth more than you think”라는 비디

오도 제작 배포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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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ld Age Concerns Us” Exhibition

(http://www.er2012.gov.sk/ )

Slovak 공화국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정부청사 빌딩에서 

SOCIA(Social Reform Foundation)과 연합으로 “Old Age Concerns 

Us” 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물은 노인들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

는 모  행사인  Helping Ladybird 캠페인에서 SOCIA와 력하 던 

명사에 한 사진과 련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시회를 통

해 노인에 한 부정  고정 념을 없애고 세 간 결속을 지원하는 계

기가 되기를 기 하고 있다. 한 European Year 2012를 맞이하여 

Slovak 공화국의 인권과 공평 우 부서(The Human Rights and Equal 

Treatment)에서는 지역과 지방 정부, NGO단체, 노동조합, 직장연합, 과

학연구기  등과 연합한 활동과 의제들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에서 노인

련 정책 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  

6) Generations Day 행사

(http://www.seniorpolitikk.no/qr).

노르웨이의 The Centre for Senior Policy에서는 기존의 노인정책에 

한 연례 모임 행사를 확장하여 오슬로에서 2012년 5월 3일 

Generations Day 행사를 개최하 는데, 청소년단체, NGO, 정당, 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 다. 한 특별히 European Year 2012를 기념하여 

미니 뮤지컬도 공연되어 세 간 연 를 도모할 수 있기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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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Day of the Elderly and the Week of the Elderly

(http://www.vtkl.fi/fin/vanhustenpaiva_ja_-viikko/)  

2012년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를 기념하기 해 핀란드의 Central Union for the 

Welfare of the Aged에서는 활기찬 노년과 세 간 결속을 2012년 노

인의 날(10월 7일)과 노인주간(10월 7-14일)의 주요 주제로 채택하 다. 

핀란드는 1954년부터 노인의 날은 10월 첫째 일요일, 노인주간은 노인

의 날부터 일주일을 정하여 매년 특정 주제에 하여 잡지  포스터 

등을 발간하여 왔다. 올해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교회단

체 등과 연 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활기찬 노년과 세 간 결속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8) Travellin Exhibition “New Images of Age(ing)”

(http://www.altern-in-deutschland.de)

독일에서는 European Year 2012를 기념하여, 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Leopoldina가 “New Images of Age(ing)”이라

는 주제로 이동 시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는 Bremen(2-4월), 

Frankfurt(4-5월), Halle(6-8월), Bergheim(11-12월)을 이동하는데, 81

명의 사진사가 노화의 다양성 뿐 아니라 노년사회의 기회와 도 을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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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inking Lives” 로젝트

( h t t p : / / w w w . h e l p a g e . o r g / g e t - i n v o l v e d / m e 

et-the-activists/josephine-napkonde/)

Help Age International은 노인인권과 련된 주제로 세계 사람들

이 소통하는 기회를 증진하는 새로운 캠페인인 “Linking Lives” 로젝

트를 개발하 다. Linking Lives는 웹사이트를 운 하여 세계 사람들

이 개인 인 의견, 련된 이야기 등과 함께 비디오를 올릴 수 있어 국

가간, 세 간 비디오 화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인권 문제를 

세계의 다양한 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들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10) MATES Projects(Mainstreami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http://www.matesproject.eu)

MATES 로젝트는 “세  통합  연 의 주류화”를 실 하고자 

EC(Europe Commission)에서 Grundtvig과 병행하여 지원하는 사업으

로 사회참여, 연 , 활기찬 시민활동, 개인 역량강화  수  높은 평생

교육 로그램 제공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최근 MATES 로젝트는 

시범사업을 수행하 으며 모범사례 발굴  확산에 필요한 사업실행 가

이드를 22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표 인 사례를 소개하면, 독일의 

“Video of Generation” 로젝트는 국 규모의 세 간 미디어 콘테스

트 로젝트로 노인- 은 세 의 라이  스타일, 사회  편견  문제에 

한 화  상을 제작하고 필름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세 간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독일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  아동부(BMFSFJ)에

서 지원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재까지 참가자 수는 4천명, 총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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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필름이 제작되었으며 40%가 노인- 은 세 의 공동작품이다. 참가

자 연령은 등학교 아동부터 80세 이상의 노인까지로 다양하며 최우수

작은 독일 화제  독일 청소년 화제에서 상 하고 있다

(www.video-der-generation.de). 

한편 국의 “GAP- Grassmoor Allotment” 로젝트는 국의 더비

셔(Derbyshire) 시에서 노인과 은 세 가 함께 텃밭 가꾸기 로젝트

를 통해 건강과 소통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시작하 다. 

더비셔 시에서 50만 운드(한화 약 8억8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 

더비셔의 127개의 학교와 1개의 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이 세 간 

텃밭 가꾸기 로젝트를 통해서 생산되는 과일  야채는 참여 학생들

의 학교식당에 공 되고 있다

(www.derbyshire.gov.uk/community/helping_all_ages/default.asp). 

한 스페인의 “Live and Live Together” 로젝트는 60세 이상 독

거노인의 집에 30세 미만 학생들이 무료로 거주하도록 연계하여 지원

하는 홈쉐어(home share) 로그램이다. 노인의 소외  고독 문제를 해

결하기 해 1996년 바르셀로나 시청, 학, 지역사회가 함께 개발한 

로그램으로 다수의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노인과 학생의 

홈쉐어 매칭, 모니터링  상담 등을 리하고 있다. 재 스페인의 27개 

도시와 34개 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의 고독과 세 간 연 에의 

효과성 연구가 진행 이다(www.caixacatalunya.es/viureiconviure). 

이 밖에도 독일 베를린 시의 비어있는 땅이나 건물 등의 친환경  재

개발을 한 노인의 참여를 지원하는 “Experimencity” 로젝트나 이탈

리아의 노인-청소년이 함께 국제 자원 사에 함께 참여하는 

“Fifty-Fifty” 로젝트도 모범 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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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e project Meeting Places for Everyone

 (http://www.makalosa.org)

스웨덴의 NGO단체인 Sveriges Makalosa Foraldrar에서 시작한 The 

Project Meeting Places for Everyone은 한부모 가족과 60세 이상 노

인들이 교류와 우정을 통해 세 간 결속을 도모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2012년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부모와 그들 자녀들이 

60세 이상 노인과 짝이 되어 여러 활동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이 어도 30 에게 3번 제공될 것이다. 정부기 , 비 리단체 등을 포

함하며, 세 간 결속과 력 방법에 한 책자도 제작할 계획이다. 이러

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정 인 세 간 계 형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 된다. 

제3절 건강노화부문의 활기찬 노후정책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와 건강노화(healthy ageing)간 계는 서

로 깊은 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원래 건강이라는 개념은 WHO에 의하면,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

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 , 정신 , 사회 으로 쾌 한 상태’로 정의내

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은 귀 한 것으로 ‘건강을 지킨다’라는 소극

인 표 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건강은 스스로의 노

력으로 획득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고 ‘지킨다’는 개념에서 

‘창조한다’는 개념을 환하 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건강을 만든다는 개념에서의 건강만들기나 건강증진은 사

회에서는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극 인 사회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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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조정된다는 개념이 이미 유럽국가들에

서는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사회에서의 부분의 질병은 만성질환이 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노인병이나 성인병의 명칭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생활습 병이라는 

용어로 바 었다. 따라서 건강만들기나 건강증진의 기 는 생활습 자체

를 개선하도록 추진하는데 두고 있다.  

한편, 건강노화 략에 있어서는 자립기능이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원래 노화과정에는 정상 인 노화(normal ageing)이외에 성공  노화

(successful ageing)의 개념도 존재해 있다. 자는 ‘병 인 상태를 가능

한 한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형 인 노화의 상태’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는 생활양식이나 환경이 노화과정에 해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다. 그러나, 후자는 ‘생리 인 노화의 과정에 

생활양식이나 환경이 향을 주고 있지 않거나 보다는 정 으로 작용

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성공  노화에 해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정의가 내려

지고 있어서 통일된 개념은 없지만, 체 으로 ①질병이나 그에 동반된 

장애가 없고, ②신체 , 정신 , 기능이 양호하고, ③자신에 해 사회

인 만족감을 지니는 것 등의 3  요소가 각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다(Palmore, 2002). 그리고 표 인 건강 련 QOL 척도인 SF-36에

서도 신체  기능, 정신  역할 기능, 사회생활기능은 하 항목으로 채

택하고 있고, 이들 기능의 자립이 QOL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 밝 져 있다. 다시 말하면, 신체  자립, 정신  자립, 사회  자립

이 건강노화, 성공  노화에서 요한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강노화의 추진 략으로 신체  자립, 정신  자립, 사회  자립에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유럽 각국에서는 활기찬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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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서, 는 그것을 통한 건강노화를 유도하기 해서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신체  자립은 기본  일상생활동작(basic ADLs)이 생명 후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로 일본의 조사연구(尾.

崎章子 외, 2003)에서는 100세이상자  QOL이 높은 고령자는 운동습

이 있고 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으로 보면, 고령

자의 QOL에 해 신체기능의 요성이 높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런데, 이러한 신체  자립의 능력은 가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사실이

다. 한, 미국 메디 어자료를 활용한 연구(Lubitz, et al, 2003)에서는 

70세에서 기능장애가  없는 집단과 어떠한 형태든지 기능장애를 지

닌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가 후자보다 2.7년 더 오래 살았음에

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비는 더 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증진에 의해 기능장애를 방하는 것은 건강수명을 연장

시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QOL을 높이고 의료비증가의 억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정신  자립측면에서는 지 , 정신 으로 사회생활에 자립할 수 

없는 상태로 고령자에게 가장 요한 문제는 치매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치매질환자의 생명 후는 비치매질환자에 비해서 상 으로 짧으

며, 고령자 사망리스크의 5~27%정도가 치매와 련있다는 것이다

(Ganguli, et al, 2005). 여기에서 특정질환에 의한 조기사망과 장애를 

합한 건강지표로 장애조정평균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이 이용되고 있는데, WHO의 세계건강보고서(2003)를 보면, 

치매는 허 성심질환, 뇌 장애, 폐쇄성폐장애에 이어서 4번째로 장애

조정평균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질병부담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매 방은 건강수명측면에서 볼 때 요한 문제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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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치매의 방법에 해서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뇌

성치매는 압조 을 비롯한 뇌졸 방으로 발생 방이 가능하고 알츠

하이머병은 운동습 이나 식사 등 생활습 이 발병리스크로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고, 생활습 병도 리스크의 하나로 지 되고 있다. 

셋째, 사회  자립에 해서는 과거 아리스토텔 스가 ‘인간은 사회  

동물이다’라고 말한 바 있듯이 인간은 사회 인 계없이는 생활할 수 

없다. 인간 계의 친 도나 사회참여의 정도가 신체  기능, 정신  기

능에 향을 주고 있다는 보고는 많다. 여기에서 사회 인 활동도는 

어도 만성질환이나 모종의 장애를 이미 지니고 있는 경우의 기능 후에 

좋은 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지기능에 해서도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 있다(Fratiglioni, 2004).   

본 에서는 건강노화와 련된 보건지표를 활용하여 검토해 보고, 

건강노화를 유도하는 각국의 우수한 사업을 사례 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건강수명

가. 건강수명과 평균수명간 관계

유럽각국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2007년도

의 경우 덴마크와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국가의 평균수명은 약 

80세를 넘고 있으며, 건강수명은 모두 72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약 7~8년 정도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 스로 75세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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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주요 EU국가의 평균·건강 수명

구분
2007년

구분
2007년

평균수명 건강수명 평균수명 건강수명
오스트리아 80 72 이탈리아 82 74
벨기에 80 72 네덜란드 80 73
덴마크 78 72 스페인 81 74
핀란드 79 72 스웨덴 81 74
프랑스 81 73 스위스 82 75
독일 80 73 영국 80 72
아일랜드 80 73 WHO평균 68 59

자료: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그림 3-64〕 2007년 주요 EU국가의 평균·건강 수명

자료: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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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유럽국가들의 60세 시 기 수명을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부분이 17년을 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에

서 랑스가 가장 높다. 이를 다시 평균여명과 건강여명을 같이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간의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는 남자의 경우, 

독일(10.9년)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랑스(9.9년), 오스트리아(9.4년), 

스페인(9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 격차가 가장 높은 국

가는 이탈리아(25.5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독일(13.8년), 스페인

(13.8년), 랑스(13.6년), 오스트리아(13.5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게 볼 때,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가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랑스, 오스트리아 등으로 보인다. 

〈표 3-26〉 주요 EU국가의 평균 기대수명과 60세 시 기대수명

(단위: 년)

구분

0세시 기대수명 60세 시 기대수명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990 2009 1990 2009 1990 2009 1990 2009 1990 2009 1990 2009

오스트리아 76 80 72 78 79 83 20 23 18 21 22 25

벨기에 76 80 73 77 79 83 21 22 18 21 23 25

덴마크 75 79 72 77 78 81 20 22 18 21 22 24

핀란드 75 80 71 77 79 83 20 24 17 21 22 26

프랑스 77 81 73 78 82 85 22 25 20 22 25 27

독일 75 80 72 78 78 83 20 23 18 21 22 25

아일랜드 75 80 72 77 78 82 19 23 17 21 21 24

이탈리아 77 82 74 79 80 84 21 25 19 22 23 26

네덜란드 77 81 74 78 80 83 21 23 18 21 23 25

스페인 77 82 73 79 80 85 21 24 19 22 23 27

스웨덴 78 81 75 79 80 83 21 24 19 22 23 25

스위스 78 82 74 80 81 84 22 25 19 23 24 26

영국 76 80 73 78 79 82 20 23 18 22 22 25

자료: WHO(2012). World Health Statistic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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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2010년 주요 EU국가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단위: 년)

구분
65세 평균수명 65세 건강수명 평균수명 중 건강수명 기간

남 여 남 여 남 여

오스트리아 17.9 21.4 8.5 7.9 9.4 13.5

벨기에 17.6 21.3 10.4 9.7 7.2 11.6

덴마크 17.0 19.7 11.8 12.8 5.2 6.9

핀란드 17.5 21.5 8.8 8.9 8.7 12.6

프랑스 18.9 23.4 9.0 9.8 9.9 13.6

독일 17.8 20.9 6.9 7.1 10.9 13.8

아일랜드 18.1 21.1 11.1 11.2 7.0 9.9

이탈리아 18.3 32.7 10.1 7.2 8.2 25.5

네덜란드 17.7 21.0 9.4 9.5 8.3 11.5

스페인 18.6 22.7 9.6 8.9 9.0 13.8

스웨덴 18.3 21.2 14.1 15.5 4.2 5.7

스위스 19.0 22.4 11.5 12.2 7.5 10.2

영국 18.3 20.9 10.9 11.8 7.4 9.1

  주: 이탈리아의 자료는 2009년 data임

자료: EU statistics.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etupModifyTableLayout.do

한편, 장애조정건강수명(DALYs)측면에서 장애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볼 때, 유럽의 고소득국가의 경우 양과 련된 다른 요소와 운동부족, 

그리고 흡연 등 독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에서는 흡연에 의한 

장애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고 압, 음주와 비만

인데, 이는 고 압이 음주, 비만 등과 깊은 련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국가의 하 소득국가에서도 유사한데, 이

들 국가는 흡연보다는 음주에 의한 장애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음주

의 폐혜가 건강노화를 해하는데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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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2004년 유럽국가의 건강위험요인과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DALYs 원인

위험요인 전체 고소득 국가a) 중하위소득 국가b)

인구(백만) 883 407 476
DALYs 원인(1,000건)c) 151,461 (100.0) 49,331 (100.0) 102,130 (100.0)
(1) 아동과 모의 영양부족

저체중 1,148 ( 0.76) 19 ( 0.04) 1,129 ( 1.11)
철분결핍 948 ( 0.63) 251 ( 0.51) 696 ( 0.68)
비타민A결핍 318 ( 0.21) 1 ( 0.00) 317 ( 0.31)
아연결핍 174 ( 0.11) 1 ( 0.00) 174 ( 0.17)
부적절한 모유수유 1,263 ( 0.83) 98 ( 0.20) 1,164 ( 1.14)

(2) 영양과 관련된 다른 위험요소와 운동부족

고혈압 17,121 (11.30) 3,807 ( 7.72) 13,314 (13.04)
고콜레스테롤 8,975 ( 5.93) 1,859 ( 3.77) 7,116 ( 6.97)
고혈당 7,304 ( 4.82) 2,308 ( 4.68) 4,996 ( 4.89)
과체중과 비만 11,758 ( 7.76) 3,132 ( 6.35) 8,625 ( 8.45)
야채와 과일섭취 부족 3,624 ( 2.39) 547 ( 1.11) 3,077 ( 3.01)
운동부족 8,264 ( 5.46) 2,189 ( 4.44) 6,075 ( 5.95)

(3) 중독물질

흡연 17,725 (11.70) 5,526 (11.20) 12,199 (11.94)
음주 17,342 (11.45) 3,165 ( 6.42) 14,177 (13.88)
약물 2,395 ( 1.58) 937 ( 1.90) 1,458 ( 1.43)

(4) 성적 건강

불안전한 성 1,543 ( 1.02) 384 ( 0.78) 1,159 ( 1.13)
피임안함 131 ( 0.09) 4 ( 0.01) 127 ( 0.12)

(5) 환경적 위험

불안전한 물, 위생시설, 위생 1,182 ( 0.78) 69 ( 0.14) 1,113 ( 1.09)
도시의 실외 공기오염 1,456 ( 0.96) 369 ( 0.75) 1,087 ( 1.06)
매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485 ( 0.32) 4 ( 0.01) 482 ( 0.47)
납 노출 134 ( 0.09) 7 ( 0.01) 126 ( 0.12)
세계기후변화 26 ( 0.02) 1 ( 0.00) 25 ( 0.02)

(6) 작업장 위험

위험요소에 따른 상처 823 ( 0.54) 114 ( 0.23) 709 ( 0.69)
발암물질 408 ( 0.27) 116 ( 0.24) 291 ( 0.28)
대기입자물질 676 ( 0.45) 284 ( 0.58) 392 ( 0.38)
인체공학적 스트레스요인 99 ( 0.07) 32 ( 0.06) 67 ( 0.07)
소음 538 ( 0.36) 161 ( 0.33) 376 ( 0.37)

(7) 다른 위험요소

불안전한 건강관리주사 261 ( 0.17) 0 ( 0.00) 261 ( 0.26)
아동성학대 798 ( 0.53) 213 ( 0.43) 585 ( 0.57)

  주: a) 고소득 국가 :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

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

덴, 스위스, 영국

b) 중하위소득 국가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

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헝가리, 카자키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 몬테네로,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c) (1)~(7)까지의 합과 다른데, 이는 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음.
자료: WHO(2009). Global Health Ris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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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과 건강수명과의 계를 다음과 같

이 살펴보면, 스웨덴과 스 스는 건강수명이 평균 이상이고, 고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반면, 벨기에는 건강수명과 고용률 모

두 평균 이하로 낮고, 국과 핀란드는 고용률은 평균 이상이었으나 건

강수명은 낮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고용률은 낮고 건강수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5〕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고용률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자료: 고용률: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과 건강수명과의 계를 살

펴본 결과, 체 고용률과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스웨덴만이 임시직 고용률과 건강수명이 모두 평균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반면, 국은 임시직 고용률도 낮고, 건강수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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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와 핀란드는 임시직 고용률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건강수명은 평균 이하로 낮고, 이탈리아와 스 스는 임시

직 고용률은 평균 이하 으며, 건강수명은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과 임시직 고용률의 차이가 많은 국가는 스 스와 벨기에로 스

스는 체 고용률에 비해 임시직 고용률 분포가 낮은 반면, 벨기에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6〕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임시직 고용률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자료: 임시직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시간제 고용률과 건강수명과의 계 살펴

보면, 스웨덴과 스 스는 시간제 고용률과 건강수명 모두 평균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시간제 고용률과 건강수명이 평균 이하인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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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국, 벨기에, 핀란드는 시간제 고용률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으며, 건강수명은 평균 이하로 낮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시간제 

고용률이 평균 이하로 낮았으며, 건강수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7〕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시간제 고용률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자료: 시간제 고용률: EUROSTAT. http://appsso.eurostat.ec.europa.eu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다. 노인빈곤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빈곤 험률과 건강수명과의 계를 살펴보면, 

스 스와 스페인 고령자는 건강수명과 빈곤 험률 모두 평균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의 건강수명은 평균 

이하이고 빈곤 험률은 평균 이상이다. 그 외 국가들은 부분 평균수

의 건강수명과 빈곤 험률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주요 EU국가 고령자의 빈곤률과 건강수명과의 계를 살펴보

면, 스페인과 스 스는 건강수명과 빈곤률 모두 평균 이상의 분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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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이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은 빈곤률은 평균 이하이고 건강수명은 높은 경향을 보이

고 있어서, 건강하고 빈곤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건강하게 노동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으며 

연 수 연령과 은퇴연령 사이에 공백기가 없는 스웨덴의 사회문화가 반

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덴마크, 국, 오스트리아는 건강수명이 짧고 빈곤률이 낮은 수 이다. 

〔그림 3-68〕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빈곤위험률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자료: 빈곤위험률: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espn050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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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주요 EU국가의 65세 이상 빈곤률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자료: 빈곤률: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 see OECD(2008), Growing Unequal, table 5.3.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라.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주요 EU국가의 공 연  수 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계를 성별에 따

라 살펴보았다. 먼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페인, 스웨덴, 스 스는 

건강수명이 길고, 공 연  수 연령이 65세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 반면 벨기에는 건강수명은 짧고 공 연  수 연령은 

60세로 일  연 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건강수명이 길고 공 연  수 연령이 59세로 낮아 

인생 반에 있어 연 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 지출

의 증가로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국은 모두 건강수명이 72세이고 공

연  수 연령이 65세로 평균보다 건강수명은 짧고 공 연  수 연령

은 늦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요 EU국가 고령여성의 공 연  수 연령과 건강수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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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살펴보면, 스페인과 스웨덴의 고령여성들은 건강수명이 길고 공

연  수 연령은 늦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는 건강수명이 평균보

다 길고 연 을 일  받고 있으며 이는 남성 고령자의 패턴과 같다. 

스 스의 여성고령자 역시 이탈리아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스 스 남성고령자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남성고령자는 공

연  수 연령이 65세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여성 고령자의 경우 62세

로 평균보다 낮은 수 이다.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오스트리아와 국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오

스트리아와 국은 남성과 여성의 건강수명은 72세로 같으나 공 연  

수 연령이 여성이 60세로 낮았다.

〔그림 3-70〕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관계(남성)

자료: 공적연금 수급연령: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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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주요 EU국가의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관계(여성)

자료: 공적연금 수급연령: OECD(2011). 2011 한눈에 보는 연금.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마. 정년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관계

주요 EU국가의 남성 고령자의 정년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계를 살펴

보면, 스웨덴과 스 스는 건강수명이 길고 정년연령도 늦어 건강한 신체 

상태로 오랜기간 근무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건강수명은 길지만 은퇴는 평균보다 일  

경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모두 65세 이상 고용률이 낮은 국가이며 빈

곤률 역시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와 국은 

건강수명이 짧고 은퇴를 늦게 하 으며,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건강수명이 짧고 은퇴는 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요 EU국가 고령여성의 정년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계를 살펴

보면, 스웨덴, 스 스, 스페인의 여성고령자는 평균보다 건강수명이 길고 

은퇴를 늦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의 남성 고령자들은 

평균보다 은퇴를 일  경험하는 것에 비해 여성 고령자들은 늦게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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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하고 있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는 건강수명도 짧고 은퇴도 일

 경험하 으며, 국과 덴마크는 건강수명이 짧고 은퇴를 늦게 경험

하 다. 

〔그림 3-72〕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관계(남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Statistics.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그림 3-73〕 주요 EU국가의 정년연령과 건강수명과의 관계(여성)

자료: 정년연령: OECD(2009). National Labour Statistics.
     건강수명: WHO(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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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망률 및 건강위험요인

유럽국가의 성인(30~70세) 사망률을 보면, 본 연구의 집 인 분석

상국가들에게 있어서는 큰 격차를 볼 수 없는데, 그 에서도 사망률

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인구 10만명당 411명), 핀란드(395명), 벨

기에(369명), 독일(362명), 랑스(360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유난히 높은 편에 속하는 나

라들이다. 그런데, 핀란드의 경우는 암에 의한 사망률은 매우 낮은 국가

에 해당하는데, 그 반 로 심 계질환과 당뇨에 의한 사망은 다른 국

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모든 원인과 암과의 련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심 계질

환과 당뇨에 의한 사망은 모든 원인 사망률과 높은 련성을 보이고 있

다. 이는 결국, 심 계질환과 당뇨병이 생활습 에 의해 크게 향을 

받고 있다는 에서 볼 때, 건강노화의 향상을 해서는 이들 질환에 더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일반 인 생활습 병에 해당하는 고 당, 고 압, 비만, 음주 

 흡연의 유병률에 해 비교해 보면, 고 당과 고 압 유병률이 높은 

국가가 핀란드와 독일이고, 비만과 음주율이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와 

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각 부문별 유병률이 높은 국가는 스페

인(고 압)을 들 수 있다. 

결국, 사망률을 놓고 보면, 생활습 병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단되고, 특히 이들 국가들은 건강만들기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노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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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2008년 주요 EU국가의 연령표준화 성인(30-70세) 사망률의 원인

(단위: 10만명 당 수)

구분 모든 원인 암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
오스트리아 335 140  80 10
벨기에 369 151  85 19
덴마크 411 170  92 18
핀란드 395 113 112  8
프랑스 360 169  65  8
독일 362 150 102 11
아일랜드 339 150  84 12
이탈리아 273 132  66  6
네덜란드 323 165  77 12
스페인 305 140  68 14
스웨덴 293 121  79  9
스위스 273 127  59  7
영국 359 144  91 20

자료: WHO(2012). World Health Statistics 2012.

〈표 3-30〉 주요 EU국가의 건강위험요인

(단위: %)

구분

25세 이상 

고혈당 유병률

25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0세 이상 

비만 유병률
15세 

이상 

음주율

15세 이상 

흡연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오스트리아  7.1 4.6 28.7 19.8 19.8 17.1 12.4 47 45
벨기에  9.3 6.4 24.6 16.8 21.2 16.9 10.4 30 22
덴마크  8.8 5.9 26.5 15.6 17.1 15.4 12.0 30 28
핀란드 10.3 6.3 34.9 22.7 21.0 18.6 13.1 28 22
프랑스  7.2 4.3 29.1 16.2 16.8 14.6 12.5 36 27
독일  9.8 6.3 31.1 20.7 23.1 19.2 12.1 33 25
아일랜드  8.4 5.6 34.9 20.7 25.7 23.3 14.7 - -
이탈리아  8.8 5.4 28.6 20.6 19.3 14.9 9.7 33 19
네덜란드  6.1 4.1 28.9 17.6 16.1 16.1 9.8 31 26
스페인 11.0 8.8 27.7 18.6 24.9 23.0 11.8 36 27
스웨덴  8.1 6.0 29.7 19.3 18.2 15.0 10.0 - -
스위스  9.3 5.3 27.4 14.9 18.3 11.6 1.4 31 21
영국  7.8 5.7 27.7 19.1 24.4 25.2 13.2 25 23

자료: WHO(2012). World Health Statistic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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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비지출

건강노화와 련한 지표 에서 의료비지출규모가 자주 이용되는 경

향이 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기 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1인당 정부의료비지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3,858달러), 덴마

크(3,695달러), 독일(3,243달러), 랑스(3,093달러), 스 스(3,049달러), 

스웨덴(3,033달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북유럽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 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건강증

진사업 등 정부의 보건투자 산이 떨어지는 국가가 생활습 병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31〉 주요 EU국가의 정부 의료비 지출액

(단위: US$, PPP int. $)

구분

1인당 정부 의료비 지출액

(평균환율기준 US$)

1인당 정부 의료비 지출액

(PPP기준 $)

2000 2009 2000 2009

오스트리아 1,145 2,683 1,505 2,369
벨기에 1,376 3,567 1,676 2,965
덴마크 2,188 5,487 2,103 3,695
핀란드 1,210 3,047 1,320 2,410
프랑스 1,749 3,772 2,021 3,093
독일 1,898 3,630 2,130 3,243
아일랜드 1,172 3,531 1,322 2,814
이탈리아 1,127 2,588 1,496 2,392
네덜란드 1,214 4,546 1,476 3,858
스페인 745 2,232 1,101 2,258
스웨덴 1,935 3,543 1,941 3,033
스위스 1,951 4,290 1,779 3,049
영국 1,393 2,895 1,447 2,893

자료: WHO(2012). World Health Statistic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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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강부문의 활기찬 노후정책 내용(사례)

가. Brighter Futures-Supporting Later Life

Brighter Future는 스코틀랜드의 the Mental Health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진 사  멘토링 서비스이다. 이는 외로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요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  계망(social 

network)을 개선하고, 그들의 정신건강과 의미 있는 활동의 참여를 증

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자원 사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활동

으로 포함되는 것을 돕기 하여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업은 스코틀랜드에서는 1,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직 으로 도움

을 받고 있으며, 가난, 연령차별, 건강지 , 계와 같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이슈와 사회 공헌을 하기 한 의미 있는 기회의 

부족에 한 합의를 이끌었다.

나. AIR-Adressing Inequalities Interventions in Regions

2009년 11월과 2012년 12월 사이에 진행된 이 로젝트의 주요 주

제는 좋은 practice의 발견과 유럽 지역의 1차 진료 세 에서의 불평등 

감소를 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EUPHA(EU보건 회)에서 주 을 

하고 있으며, 14개의 표국(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국, 사이 러스, 크로아티아, 몰타, 독일, 그리스, 스웨덴, 네덜란드) 30

명의 트 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로젝트는 1차 진료에서의 건강

불평등 감소, 효율성, 비용, 목표 집단의 고려를 목 으로 한 조정 시

들을 고려한 것이다.



190∙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다. Eurodiaconia User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Toolkit

Eurodiaconia User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Toolkit은 벨

기에에서 등록되어 운 되고 있으며, EU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용자의 

참여와 권한에 한 단체의 합의와 설명을 한 기회의 제공, 실천방법

에 한 내부  토론과, 이용자의 참여 증진과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권

한 증진 개발을 한 유연한 자원을 바탕으로 디자인 되었다. 여기에서 

시민주권(empowerment)은 주권력 강화(empowering)의 환경개발을 

한 안내, 참여를 한 체계와 가장 최선의 실천방법과 아이디어 그리고 

다른 서비스 이용자 그룹의 시민주권에 한 이 다르다는 것이다.

라. Red Cross activities to support active aging

Red Cross는 EU에서 주 하고 있으며, 국민사회가 그들의 사회  

통합과 참여를 증진하고 고독감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해 

유럽 노인들을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를 들어 잘 알려

진 서비스는 방문서비스, 기억훈련과 같은 그룹 활동, 그리고 운동 로

그램과 같은 것이다. Red Cross 안에서 노인과 은이들은 자원 사자

로서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세 간 이해와 결속에 공헌을 하

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가능성과 재원은 더 가치있게되

고 그러한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  계를 획득하기 한 가

능성을 자원 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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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he MOOD poject

스코틀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The MOOD 로젝트는 우울증을 가

지고 있다고 진단받은 노인들을 확인하고 간병인과 사용자를 지원하기 

한 다양한 자원을 고안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다. 이 그룹은 세

간 계와 련된 일과 자살  자해의 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활동 인 소그룹의 활용을 통하여 

일주일에 하루 취약하고 고립된 노인들과 함께하는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로젝트는 정신건강문제와 같이 노인들의 낙인을 감소하기 

한 학교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과 아동이 함께 있는 학교에서의 세 간 일(working)은 세 간 

결속과 련한 장애물을 없애고 노인에 한 편견을 떨쳐버리는 것을 

보장한다. 이 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즉,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 고독감 감소, 은 병원진찰 횟수, 약물사용의 감소, 7년간 300

명 이상의 소개( 탁), 높은 근성과 무료로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로 

인한 높은 주간 출석률 등이다. MOOD는 그룹을 한 방향을 제시하고 

에스코트를 제공하기 하여 자원 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돌

의 낮은 입소율과 약 사용률의 감소는 이 로젝트의 추가  효과를 증

명하고 있다.

바. Promoting Healthy Ageing in a Community Setting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 은 목표집단

의 참여, 성평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노화를 증진시키기 해 시

범사업을 개발하고 검증하려는 것 이외에 개발된 로그램을 유지함으로

써 건강한 환경을 창출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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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 되는 성과를 제시하면, 목표집단이 로그램과 취업집단에 

참여하고 건강활동의 훈련과 자격에 참여하며, 노인의 건강증진은 정치

 과제  지역정부계획에 요한 과제로 취 되는데 기여한다는 것

이다. 

사. Hambleton Stroller Walking for Health

이는 국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 은 활동이 없고 취약

한 고령의 노인이 걷기활동에 참여하도록 고취시키는데 있다. 

이 사업의 성과는 건강걷기에 한 설문지를 통해서 얻어낸 것으로 

참여자의 2/3가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달성하 다는 것과 참여자의 

55%가 동 로그램의 참여이후 걷기운동의 빈도를 증가시켰으며, 동 

로그램의 가장 요한 참여동기는 참여자간 사교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참여자는 어디까지 걷고, 구와 걸을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는 것이다. 

아. Groningen Active Living Model(GALM)

이는 네덜란드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 은 비활동 이거

나 활동성이 충분하지 못한 고령자(55~64세)가 활동 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상자는 건강한 노인으로부터 만성질환이나 신체  장애를 지

닌 노인에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과는 시범사업에서 밝 졌듯이 GALM 략은 활동성이 

은 고령자로 하여  신체 으로 더 활동 이도록 유도하 으며, 그 이

외에도 지구력, 건강, 다리근력, 동 인 균형성, 어깨근력, BMI  양

상태 등에서 정 인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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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Wellbeing for Older Persons in Kristianstad

이는 스웨덴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목 은 사회네트워크을 

용이하게 개발하기 해 고령자를 상으로 한 지지  환경을 조성하기 

한 것이다. 한, 고령자의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키기 해 지지  환

경을 조성하고, 이를 한 정부, 보건의료기구, 성인교육단체, 자원 사

단체 등간 력을 육성하려는 목 도 있다. 그 이외에도 기존  신규연

수 자들이 새롭고 오래된 사회네트워크를 지닌 생활양식의 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방하기 해 체계 인 노력을 포함하여 어직원의 능력을 확 시키는데

에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과는 환경  는 사회  변화는 사회네트워크가 성장함

에 따라서 알려지게 되었고, 참여자들은 서로 알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

자본이 성장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K
I
H
A
S
A4장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제4장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제1절 고용부문의 활기찬 노후로부터의 시사점

고용을 통한 활기찬 노후 략은 기부터 공 연 재정과 깊은 련

성을 지니고 있다. 체 으로 인구 체수 (합계출산력의 2.0)에도 미치

지 못하는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은 감소한 반면에, 고령의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은퇴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연 수 상자로 

편입됨으로써 연 재정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상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건강수명의 연장은 고령자로 하여  지속 으로 노동시장

에 머무르게 유도하 다고 보여지고, 공 연 재정의 기와 맞물려서 

연 재정의 부담자로도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해서 고

령자의 고용은 지속 으로 증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용부문에 한 EU의 유럽국가들을 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의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법  은퇴연령(정년)이나 실제의 은퇴연령과 공 연 의 수 개

시연령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를 들면, 공 연 의 개시연령이 

65세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스

웨덴, 스 스, 국 등은 법  은퇴연령도 65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연 개시연령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정년을 연장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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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도  장치로써 연령차별 지법, 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 연 의 개시연령이 60세

인 반면에, 민간기업체에서는 법  은퇴연령이 여 히 55세 후에서 머

무르고 있으며, 조기에 연 을 수 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법  은퇴연령이나 공 연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자연 으로 고령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게 고용률

이 높아지는 것은 잉여의 건강한 고령자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

을 보충하고, 연 재정의 압박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인구고

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은 필연 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다

만, 고용의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시간제나 

임시직 고용을 확 시키느냐 하는 것은 각 국가의 사정에 의존해 있다

고 하겠다. 를 들면, 스 스나 국, 독일 등은 임시직 고령자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 으로 낮은 편이고, 벨기에, 랑스, 핀란드 등은 

임시직 고령자의 비율이 상 으로 높은 국가들에 속해 있다. 특히, 벨

기에나 핀란드는 연 수  개시연령도 낮아서 연 액유지를 해서는 일

정소득수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는 시간제고

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노인의 빈곤률은 연 액수 에도 련성이 깊겠지만, 고용률과

도 깊은 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시직이든, 시간제이든 간에 고용률

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의 빈곤률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론 으로 보면, 고령자의 고용률은 공 연 의 개시연령, 법  은퇴

연령(정년) 등과 한 계가 있으면서 그 효과로 노인 빈곤률의 

하를 들 수 있겠다. 유추해 보면, 고령자가 되어도 지속 으로 노동시

장에 머무르게 되면, 사회  활동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재정

이나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각종 통계  검

토에서도 알 수 있었다. 한, 지속 인 고용상태의 유지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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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기능상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노후의 활기찬 생활을 

하는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활기찬 노후를 유도하기 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든지 고령자가 기여할 수 있는 형태의 고용이라면 지속시킬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당장에는 연령차별 지법

의 입법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일차 으로 유연한 정년연장의 유도가 시

하다고 하겠다. 

제2절 지역사회참여부문의 활기찬 노후로부터의 시사점

유럽에서는 2012년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이라는 정책  아

젠다를 제시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에

서 살펴본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 증진내용을 

심으로 몇 가지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의 범 가 기존의 여가  문화활동, 단체활동에의 참

여, 자원 사활동 뿐 아니라 극  시민권, 사회네트워크 형성을 포함

하며, 사회참여를 세 간 결속과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 노인들이 지역사

회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 참여에의 근과 가

능성 마련 등까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이다. 유럽이 이러한 세

간 이해와 력 그리고 사회  연 를 강조하는 로젝트 개발에 

을 두는 이유는 고령 사회에서 심화될 세 간의 갈등과 긴장 그리고 

경제  부담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한 기  비과정이며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 이라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와 련된 로젝트가 참여의 다양한 역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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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추진하고 있고 로그램 내용에 노인뿐 아니라 담당 실무자의 

역량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노인의 사회참여 련 로젝트가 교육

과 자원 사, 교육과 세 결속, 자원 사와 여행과 교육 등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 교류를 유도하고 있다는 이 높이 평가된다. 한 노인의 사회참여 

련 로젝트에서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하여 실무자 교육, 다른 기  

 로젝트와의 교류, 필요한 자료와 매뉴얼 개발  보  등이 제공되

어 효과 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지원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사회참여와 련된 로젝트의 상당수가 EC(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기 간 연합 뿐 아니라 

국가간 연합 형식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다. 이는 “활기찬 노

후와 세 간 결속” 이라는 이슈가 범 유럽  연계로서 추진되어 시 지 

효과를 보이고, 유럽인으로서 고령 사회를 공동 처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한 다른 나라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노인 뿐 아니라 담당 실

무자들도 서로 배우고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나라별로 문화 , 지역

 특성을 반 하여 특화된 로그램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

고 있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유럽연합이라는 여러 국가들의 집합체 

안에서도 각 국가나 도시가 처한 사회, 정치, 문화  복지환경이 다르

다는 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로 유럽연합의 역할은 노인 사회참여 활

성화를 한 하나의 완벽한 정책을 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

책사례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주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마다 지역사회와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합한 사회참여 방안 

사업  로젝트를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로그램 개발에 노인이 직  함께하여 자신들의 욕구  의견

을 반 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로젝트 운 반이 체계 이며 합리

이다. 기존의 노인 사회참여 정책이 주로 하향식 추진 방식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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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차 상향식 방법으로 환되는 특징도 살

펴볼 수 있다. 특히 정부나 기 은 노인들이 자발 으로 모여 사회, 문

화, 정치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제도  지원에 주력하

고 있다. 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로젝트의 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며 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리고 단발성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

 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고, 사업 추진과정, 참여 세미나  사

업결과가 상세히 공개되며, 웹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탑

재하고 홍보하여 심있는 사람들의 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제3절 건강노화부문의 활기찬 노후로부터의 시사점

건강노화의 목 은 건강수명의 연장에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이러한 건강노화는 앞에서 검토해 보았듯이 고용이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 성이 높다. 특히 건강노

화부문에서의 인 과제는 질병치료라기 보다는 질병 방, 는 건

강증진에 일차 인 목 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의 질병은 부분이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 인 생활습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노화를 이루기 해서는 올바른 생활습 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한 에서 보면, EU의 유럽국가들의 건강노화 략은 신체 인 

활동을 비롯하여 연  주습 을 향상시키고, 비만을 억제시키는데 

두어지고 있다. 이는 생활습 병의 발병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 

이외에도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타인과의 유 계를 유지시키는 략

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 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 인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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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노인건강축제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운

동, 걷기, 근력운동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습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러한 신체활동을 개인 으로 하기보다는 소규

모의 집단 으로나 동년배들과의 수행하는 것이 효과성이 높다고 하겠

다. 이를 해서는 고령자의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s)을 조성하여 

지원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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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유럽 선진국가들은 인구고령화 상이 우리나라와 같이 격하지는 않

다. 그 이면에는 출산력의 향상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에 고령자의 수는 의료기술 등 보건의료환경의 개선과 생환경의 

개선으로 사망률이 감하여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령자

의 증가는 직 으로는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을 래하고, 간 으로는 

노동생산성의 하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인구고령화에 비하여 사회보장재정의 압박으로부터의 완화를 

도모하기 하여 의료, 연 ,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 하기에 

이르 고, 사회보장제도와 련성이 있는 사회제도나 고용제도에도 끊임

없이 개 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결과들로부터 유추해 보면, 활기찬 노후정책을 통해

서 고령자의 경제활동도 지원하고, 건강유지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  연  등의 사회보장재정지출의 감도 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 재정의 안정화를 해 연 개시연령을 상향조

정하고, 이에 따라 고용기회의 지속 인 유지가 요구된다. 지속 인 고

용은 신체 , 정신   사회  기능의 유지에도 효과 이어서 활기찬 

노후정책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한 고용이외에도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나 신체활동의 유지도 신체 , 정신   사회  기능을 유

지하는데 유효하기 때문에 이 한 활기찬 노후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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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유럽국가들의 활기찬 노후정책에 한 기본 인 내용과 

우수사례의 일부를 심으로 작성되었지만, 본 보고서에 실리지 못한 수

많은 우수사례가 각 국가마다 개발되고 실행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수사례의 집 인 검토도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비하는데 유용

한 자료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향후의 고령자정책은 치료나 보호( 어)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활기

찬 노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으로 신체 , 정신   사회  

기능의 장애를 사 으로 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하겠고, 이를 통해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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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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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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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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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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