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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일 1970년에는 

3.1%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7.25%, 2004년에는 8.7%로 증가해 이미 고령화 사회

가 되었고, 2019년에는 15%가 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다. 

2005년 들어 통계청은 고령 사회 진입 시기가 2018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는 내용을 발표

했다.

향후 50년간 OECD 모든 회원국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 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는 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이

어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른 노인 부양비 증가율이 30% 이상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크,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폴란드, 스페인

이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은 노인부양비 증가율이 20%에 미치지 못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의 증대에 따른 거동 불편 

노인에 대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고령 인구 증

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제도화하고 있다. 

이미 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노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종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

입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각 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령 

사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연구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호주의 고령화 사회 대

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령화 사회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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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문적인 바탕에서 각 국가의 실제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보고서가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모

든 세대가 함께 사는 사회, 장수가 축복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보고

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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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각국 노인복지정책의 공통성과 다양성

□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하나의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서술한 내용에서 드러난 것

은 공통성과 다양성이 발견되었음. 

- 다양성은 각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과 역사적 경험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이므로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공통적

으로 저 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탕으로 저 출산노인복

지정책을 수립하여 해결책으로써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임. 다만 그 방법과 형식 및 내용

이 각국의 형편에 따라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각국에 있어서 저 출산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대응하고 있는데,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수용되어 저 출산 대책이 점차적으로 지원대책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새롭고 넓은 선택의 인센티브가 제공

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발견되어지고 있음. 

□ 또한 고령화 대책 역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점진적으로 확대

되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는 한편 정책의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과의 협력으로, 중앙정

부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동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또한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복지에로, 소수의 취약계층 노인중심에서 

일반노인을 위한 고령자 정책으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중시에로, 근로능력 있는 고령자의 

취업과 근로연계의 중시에로, 그리고 가능한 한 사회복지급여 자격의 엄격한 적용 등으

로 노인복지정책이 변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요약요약요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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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 출산노인복지정책의 분석과 함께 각국의 저 출산노인복지정책을 어

떻게 동일한 개념으로 개념화하느냐 하는 문제 역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과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정책 체계와 법적 제도적 체계가 다르므로 하나의 개념과 

질서 정연한 분석틀로써 정리하는 작업이 불가능에 가까웠음. 

□ 그러나 거시적 혹은 전 세계적인 조망 혹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미시적 수준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환경과 구성요인, 그리고 내용상 드러난 특징

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가져온 독립변수로서 배경요인을 생각해보기 때문에 비교연구의 

용어를 사용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한 비교연구로 볼 수 없는 사실은 드러난 결과를 촉진

시킨 변수 혹은 요인으로서 숨겨진 독립변수의 영향이 결정적이고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보잘 것 없거나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엄밀한 비교

연구가 어렵기 때문임. 

  

제2절 각국 노인복지정책 환경과 구성요소의 비교분석

1. 노인복지정책의 위상

□ 각국의 환경과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보장 혹은 사회정책

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음. 

- 노인복지정책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보장의 한 영역인 이상 결국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의 모형 혹은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찾

아볼 수 있었음. 

□ 가장 넓은 개념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수용되는 사례는 독일로서, 독일의 경우에는 

종합사회정책의 하나로서 가족복지정책이 시행되고 그중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자리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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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본적으로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보

다 광의의 개념으로 종합사회정책과 연관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형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

비스의 체계 속에서 노인복지정책이 통합되어 전개되고 있음. 

□ 단, 호주는 특이하게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행정주무부서가 노인보건부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노인복지정책의 책임을 가진 행정수반인 장

관이 2명으로서, 1명은 노인보건부 총괄업무를 맡은 노인보건부 장관이고, 다른 1명은 노

인과 관련된 의료복지 분야에 책임을 맡은 노인부 장관임. 

□ 각국은 동일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도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이 실행

되고 있었음. 

- 즉,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으로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및 주택, 고용 

등의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강조점이 어느 정도 공통성

과 상이점을 드러내고 있음. 

2.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

□ 각국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이 강구

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중핵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이 위치를 갖

고 있다는 사실임. 

-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미래에는 단순히 

노인복지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정책수단 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노인 인구가 

가져 올 파급 효과에 대비하여 국가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

는 것을 찾을 수 있음. 

- 각국은 노인 문제에 대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 위원회 구성하고 국립 노인 혹

은 노화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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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위원회나 관련 기구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노인 관련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여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음. 

3. 정치경제적 여건과 노인복지정책의 전개

□ 노인복지 정책의 형태와 내용은 정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노인복지

정책이 독립변수로서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역사적으로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은 2차대전 후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큼. 

□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지고 증대하는 고령 인구와 복지 욕구에 점증 

주의적으로 대응해왔음. 그 결과 소위 과부담 정부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1970

년대 초반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파탄으로 

신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재편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이 축소되거나 민영화 정책으로 전

환된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 

- 신보수주의적 정책 기조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데, 

영국의 경우 오일쇼크 후 사회보장 급여의 축소나 삭감이 이루어졌음. 그리고 시설보호

에서 재가보호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미국은 1980년대 재정위로 말미암아 노인복지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연방 예산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과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

하였음. 

- 일본은 이 시기 이후 저성장기에 들어간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1979년 이후 재가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음. 

4. 노인복지입법과 행정체계

□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특징을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법 역시 각국의 법체계에 기반을 두고 전개, 발전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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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은 나름대로 성문법전을 갖추면서 노인복지입법체계를 가지

고 있는 반면 영미 계통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불문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는 사회보장법전, 공공건강법전,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등이 중요한 노인복지 

관련법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이래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거주, 교육 및 여

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분야의 일련의 법체계가 적절하게 입법화되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은 1908년의 노령연금법, 1925년 고아 및 노령자 갹출연금법, 1946년 국민보건서

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해 노인에게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후 

1946년 국민보험법의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행정체계 혹은 전달체계는 각국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사이에 적절한 역할배분

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모형은 느슨한 형태의 연방체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

정부의 역할이 독자적이고 더 많은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반면 엄격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경향임. 

- 1970년대 복지 국가의 위기 이후 1980년대 재편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지방 정부

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중앙 정부는 대체로 전국의 통일적이고 기초적인 복지부분을 관장하는 반면 사회복

지서비스는 대부분 지방 정부가 관장하는 경향이 있음. 

- 공공부조는 중앙 정부에서 책임지는 경우와 지방 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우로 혼재되

어 있음. 

□ 노인복지 정책은 전체적인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득보장, 보건의료보

장,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고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나라마다 강구되어 있음. 따라

서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역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특색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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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연방정부의 건강 및 인간서비스부(DHHS)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소득보장, 보

건의료, 식품증서 등의 제반 서비스 프로그램이 집행되며, DHHS 산하의 노인청(AoA)에

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호주는 노인보건부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실행하며, 2명

의 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음. 

- 영국은 소득유지, 보건, 사회서비스체계가 분리되어 실행되고 있음. 중앙 정부의 사

회보장 업무부서는 노동연금부(DWP)이고 보건은 잉글랜드의 경우 보건부(DH)가, 그리

고 사회서비스는 중앙 정부인 보건부가 전략적 기획을 담당하고 지방 정부의 사회서비스

국이 실행 및 실질적 서비스 전달책임을 맡고 있음. 

- 프랑스는 소득보장은 중앙의 연금중앙공단이 담당하고 있고,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

에 관한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의 사회활동국(DGAS), 지방자치 단체는 위생 및 사회 문

제국에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독일은 노인복지를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났음. 

- 일본은 후생성에서, 대만은 행정원의 내정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면서 노인복

지는 사회사(Department of Social Affairs)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수사업에 대

해서는 직접 중앙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5. 저출산 대책의 동향

□ 각국의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발견되는 

동향임.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고 볼 수 있음.

□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먼저 시작했음. 특히 1960년대부터 이

민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족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실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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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인 영유아 급여를 비롯하여 육아 휴직 급여, 학

비 보조 목적의 개학 비용 지원급여 등이 대표적 사례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을 대

상으로 가족수당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

단 하에 프랑스는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 보육은 중산층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독일은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보육 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빈약했고, 그 대신 육아 휴가 기간은 3년으로서 

비교적 길었음. 

- 독일은 출산 정책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했는데, 출산율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보육 여건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으

로서, 3세 미만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반일제 

학교 체계를 종일제 체계로 바꾸는 정책을 시도하게 되었음. 

□ 이제 지속가능한 가족 정책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확충과 아울러 질적인 개선이 필

요하며, 보육비용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변모를 시도하게 되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은 육아, 출산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각종의 수당 

혹은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로 인해 요청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

가와 관련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유연한 근로대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특히 출산과 육아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수당의 지원 수준을 늘이고 내용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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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각국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비교분석

1. 사회보험

□ 사회보험으로서 소득보장 정책에 속하는 연금제도나 퇴직제도는 각국이 거의 유사

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단, 자격요건과 수급연령이 나라마다 조금 상이하게 나타남. 

- 연금제도 역시 각국은 하나의 통일된 연금체계를 가진 국가와 다양한 직업군에 따

라 여러 가지의 연금 제도를 가진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음. 이들 각종 연금제도 중에서 

대체로 퇴직군인에 대하여는 공헌의 대가로서 제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우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또한 세계 각국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보험요

율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

고 있음.

□ 호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 노령연금 제도라기보다는 일반조세로 재

정이 충당되는 공적연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호주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요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연

령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야 함. 또한 퇴역군인에게는 노령연금 대신 퇴역군인연

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며, 노령연금과의 차이는 연금수급

연령이 5년 정도 빠름. 

- 연금제도 중에 특이한 내용은 정부에서 지정한 오지지역에 거주할 경우 오지거주수

당을 받는다는 점임. 

□ 보건의료보장 관련 노인복지 정책은 각국에서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대략 전체적인 양상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하여 일반 

연령의 국민과 함께 노인 인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별제도를 설치하여 

노인질병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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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전국을 포괄하는 의료보장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65세 이상 노인들

에게는 메디 케어 제도를 설치하여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는 1983년부터 미국의 메디 케어와 유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는 전액 무료이지만,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비용의 

75%를 메디 케어에서 제공받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임. 

- 일본은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각각의 의료보험 제도에 가입해 있는 70세 이상 고

령자들에게 의료비용, 특정 요양비의 지급, 노인 보건시설 및 노인 방문간호 등의 요양비

를 지급하고 있음. 

-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장선상에서 자동적으로 노인들에게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됨. 

-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고령자 의료보장 제도의 특성으로서 매우 최근에 수발보험 혹

은 개호보험 제도를 실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음. 

2.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각국의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영국 및 독일의 경우는 노인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자산 조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공공부조 제도를 갖추고 있음. 

- 미국에는 SSI와 Food Stamp 등이 있고 일본과 독일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 양국에는 일종의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영국에는 최저소득보조인 Pension Credit제도

가 각각 존재함. 

- 호주는 각종 수당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예컨대, 미망인수당, 사별수당, 렌트 보조 등

이 주요 수당에 해당함. 

- 프랑스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령최저소득수당제도가 공공부조로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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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로서 의료부조 역시 각국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미국은 메디 케이드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빈곤자와 함께 노인들에게 무료로 기본

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는 메디 케어 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사회보험 형식으로 제

공하는 한편 빈곤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고령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영국은 무료로 전국민건강서비스(NHS)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자동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무료의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비하여 각국에서 매우 다양하고 변화하는 

제도로 지적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과 의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국의 노인 생활과 사회적환

경적 여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건강과 개호가 중시되면서 심리사회적 

서비스, 여가 서비스, 교통, 주거 및 각종 생활 관련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늘어가

고 있는 추세임.

- 독일과 일본에서는 개호서비스가 발달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이 증대되고 있음. 호주에서는 간병인에 대하여 각종 수당과 급여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

책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은 시설 및 재가복지의 발달 이외에 특히 주거보장서비스가 절절하게 실행되고 

있는데, 보호주택, 주택수리 및 개량서비스, 주거급여, 역저당 융자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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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재가간병 서비스, 재택입원 서비스 등이 특이한 점으로 나타남. 

□ 각국에서는 시설보호 서비스에서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

스가 이행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1. 고령화에 따른 노인청의 신설

□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노인 관련 

업무가 폭증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은 DHHS 산하의 노인청이 설립되어 노인업무를 총괄하고 전문화하고 있음. 

- 호주는 노인보건부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실행하며, 2명

의 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음. 

2. 노인복지 예산의 점진적인 증가

□ 노인 업무가 증대함에 따라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임. 

-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예산의 3%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현재 상당한 사회복지예산 항목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정책이어야 함. 

3. 고령자통합서비스의 개발

□ 고령자들에게 소득, 의료, 주거, 고용, 여가,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례관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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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령자통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진 전달체계와 

급여가 개발되어야 함. 그리고 이들 서비스는 가능한 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를 활성화시켜야 함. 

4. 고령자복지 전문가의 육성

□ 노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요청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개인적 노후대비를 위해 여

러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임. 

- 노인병 전문의, 노인 간호사, 노인요양 및 케어전문가, 노인건강 및 보건 전문가, 노

인영양사 혹은 노인식품 전문가, 노인 관광, 레포츠 전문가, 노인재테크 및 금융전문가, 

노인시설 경영전문가, 실버산업 마케팅 전문가, 노인 생활 관련 전문가, 노인 레크리에이

션 전문가, 노인상담가, 노인회상요법사, 노인미술치료 및 음악치료사, 노인평생교육사, 

노인준비 혹은 은퇴준비 프로그램 전문가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요청되고 있음. 

- 앞으로 이러한 고령자 관련 분야가 더욱 분화, 전문화 될 전망인데, 이들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게 필요함. 

5. 복지공급 주체의 다양화와 제3섹터의 진흥

□ 다원 사회의 전개에 따라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던 방식에서부터 민

간, 공사혼합방식 및 제3섹터의 노인복지 공급주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빈곤한 고령자는 무료로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한편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 

계층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맞추어 여러 가지 민간의 공급주체가 역할을 맡게 되고, 이

들의 중간 영역에 있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공급주체가 

요청됨.

- 소위 제3섹터 방식은 복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복지공급체계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방자

치 단체가 설립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급 체계로서 노인복지의 

사각 지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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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출산 대책의 확립

□ 저출산 대책은 우선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시급한 정책임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 출산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저출산 종합 대책은 정부 부서가 총체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NGO, 시민 모두

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함. 

□ 2005년 5월 18일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와 제5조에는 다음과 같

이 규정되어 있음.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 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

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 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

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 제5조 (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

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 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

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즉,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는 세부 실

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여야 하며,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한 실행계획과 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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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서 론

□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임. 노인복지정

책과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제도, 법, 정책이 발달한 나라임.

- 1950년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를 

맞이하여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동시에 증가하여 그 대책을 고심하고 있음 

-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

-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음.

□ 주요한 정책은 개략적으로 1973년 노인의료비의 무료화 정책, 1982년 8월에 노인보

건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2월 1일부터 시행,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책정과 1994년 신골드 플랜으로 수정, 1997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호

보험 등이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임.

제2절 노인복지의 환경적 요인

□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에 미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사회복지가 정부 중심의 정책

으로 자리를 잡아 갔음.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요약요약요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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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에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되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

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음. 

□ 일본은 1950년부터 1970년에 걸쳐서 연간 실질 성장이 10%에 이르는 고도경제성장

을 이룩하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음. 경제적 풍요가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었는데 1973년이 복지 원년으로 불릴 정도로 복지 확대 정책이 단행되었음. 

- 1973년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비 무료화에 의해 노인은 의료비의 

부담 없이 수진할 수 있게 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음.

□ 노인의 수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의료비도 현저히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의

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음. 

- 퇴직 후 노인의 가입률이 높은 국민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이 다른 보험제도와 비교

하여 부담이 많아지고, 또한 부담의 불균형으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압박을 가

져왔음.

- 노인보건의료의 질병 예방에서 기능 회복 훈련까지 일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없었음. 이와 같은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982년 8월에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를 추진하지만 오일쇼크에 의해 일본의 고도경제성

장이 끝나고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이 오일쇼크로 인하여 고도성장에 

의해서 지탱되어 온 세수( )의 신장이 둔화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음.

□ 복지의 확대기에 팽창되어 온 복지제도에 국가책임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과 가

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 삭감 정책이 시도되었음.

- 1989년부터는 노인복지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직접세로서 모든 유통 물자에 대하여 

3%의 소비세가 도입되었음.

-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 소비세의 도입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합의를 얻

지 못하여 1989년의 참의원(일본 국회의 상원) 선거는 참패로 끝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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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여지책으로서 발표된 것이 1989년 골드플랜의 책정이라 할 수 있음. 이 골드플랜

은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고 재정당국과 합의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것임. 또한 이 

골드플랜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대상자의 저 소득자 우선순위가 없어졌음.

-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긴 노후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노후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

에서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서 개호보험 제도를 만들었음.

□ 개호보험법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실업보험법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등장하였음. 이 제도에 의해 일본 노인의 개호정책 기본이 종래의 

가족개호 지원에서 노인의 자립 지원으로 변화하게 됨.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 2003년에 제정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

진법”과 관련 3법의 개정임.

-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은 후생노동성을 비롯하여 관계 7개 성청( )에서 책정

한 행동계획책정지침을 따라, 모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에 대해서 행동계

획의 책정을 의무로 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자녀

양육 지원사업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음.

-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아동수당법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생활의 안정과 아

동의 건전육성 및 자질의 향상을 목표로 아동수당의 증액지원과 지급기간의 연장임. 아

동복지법은 아동학대방지대책 등의 충실강화와 새로운 소아만성특정질환대책의 확립

임. 육아개호휴업법은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제3절 인구 고령화와 사회학적 특성

□ 일본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5.7%였으나 1970

년에 7.1%로 고령화 사회에, 1995년에는 14.5%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03년 

현재 19.1%이며, 2010년에는 22.5%가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며, 2040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33.2%에 이를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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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장수촌은 거의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장수

촌 야마구치( 口)현 도와쵸(東 )는 총인구 5,255명에 50.6%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미

에( )현 키와쵸(紀 )는 총인구 1,742명에 49.7%가 노인임. 그 다음이 히로시마(廣

島)현 토요마치( )로 총인구 2,956명에 대하여 48.8%가 노인인구임.

-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1921～1925년의 조사에서 42.7세였던 것이 1955년에는 65.7세

로 23.0세가 늘어났으며 1993년에는 79.4세로 1955년과 비교하면 13.7세가 늘어났음.

- 2002년 현재 남자는 78.3세, 여자는 85.2세가 되어 오늘날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의 

하나가 되었음. 또 2025년에는 남자 79.8세, 여자 87.5세가 되어 여전히 세계 최장수국이 

될 전망임.

□ 일본 가족구성의 변화 추이는 1960년에 4.5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1980년에 3.28

명, 1990년에 3.05명, 2002년 현재 2.74명으로 1960년과 비교하면 1.8명이 감소하고 있음.

- 부부와 1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표준적 세대임.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족 구

성도 1984년부터 3명을 표준으로 하고 있듯이 그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

제4절 일본 노인의 현황

□ 일본 노인의 거주는 대단히 안정적임. 노인이 있는 세대의 자가 주택의 소유율이 

83.9%이며, 독거노인 세대의 주택 소유율도 64.8%임. 2001년 이후에 건축된 노인주택에서

는 “손잡이가 있다”가 55.8%, “계단이 없다”가 32.9%, “넘기 쉬운 욕조”가 42.1%, “복도 

등의 폭이 휠체어 통행 가능”이 32.9% 등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누구나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거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을 2001년 4월에 공포하였음.

-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다양함.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적연금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국가로부터의 공공부조가 있고, 사적(개인적)으로는 사업소득, 저축, 자녀로부터 

지원,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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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총 7,046만 명이고, 수급자 수는 44,873천 명임. 

2003년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평균 소득(305만 엔)의 67%를 공적

연금이 차지하고 있고,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세대 중 61.2%가 공적연금만으로 생

활하고 있음.

-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노인의 노후는 공공부조제도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일

본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인데, 2004년 노인 세대(68세 남자, 65세 여자)의 최저생활

보호수준은 거주지에 따라 약 9.5만 엔～12.2만 엔이고, 단독 세대(68세 여자)는 약 6.3만 

엔～8.1만 엔임. 즉 거주지에 따른 격차는 77.5%임.

-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노동력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노

동력인구에서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의 비율은 2003년 14.1%에서 2010년에는 

19.0%로 높아지고, 노동력인구의 약 5분의 1이 60세 이상의 고 연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음.

□ 노인의 건강 상태는 2001년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하면 유

병률에서 남녀 모두 15세 이후에 고령이 되면서 높아지고, 65세 이후에는 남성이 인구 

1,000명당 469.1이고, 여성이 527.9로서 거의 절반 정도가 신체상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음.

- 유병률의 증상을 살펴보면 요통이 217.0, 오십견이 147.5, 손발이나 관절의 질병이 

193.7 등 관절이나 골격계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눈이 침침해진다. “ 가 140.9, “귀가 

잘 안 들린다. “ 가 108.5 등 감각계통임.

- 수진율도 유병률처럼 15세 이후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후의 높은 수진율

은 고혈압이 가장 높은 224.3, 백내장 137.6, 요통 110.0의 순임.

-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103.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235.0명임. 또 85세 이상에서는 422.0으로 급격하게 높아짐.

□ 저출산고령 사회의 학습교육사회참가 영역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

이 제기된 것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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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평가와 전망

□ 일본 노인복지의 특징은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노

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임.

□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려하

여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

- 둘째,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음.

- 셋째, 급격하게 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돌파구로서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하였

다는 것임.

- 넷째, 노인의 고용과 취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다섯째, 평생교육학습 및 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무의미한 노후 생활의 영위가 아

니고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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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서론

□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4년에 전체 인구의 9.48%로 이러한 속도라면 2020년에

는 14.4%, 2030년에는 무려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04년 노인부양비는 13.02%로 생산 연령 인구 7명이 1명의 노인을, 2020년에는 

21.1%로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로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생활

보호를 3대 노인복지정책의 축으로 하여 ①노인보호서비스 강화 방안, ②보호서비스 복

지 및 산업 발전 방안, ③노인주택 건설 민간 참여 방안, ④노인장기보호제도 구축, ⑤

지역사회보호 거점 구축, ⑥노인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 ⑦노인교육, 여가, 휴

양 서비스 실질적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부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을 포함한 중저소득 노인, 

저소득 노인, 무의탁 노인을 위한 공적 부조 측면에서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고 노인복지정책의 일반적 근간은 동양적 가정보호와 사회보장의 바탕 위에 서구식 사

회보장제도를 이식한 절충식 모형을 채택해 나가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과 현

행의 노인복지정책의 확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재평가와 이

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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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복지의 환경적 요인

1. 노인복지의 정치적 요인

□ 노인복지는 고대 선현들로부터 근세의 지도자 손문 선생을 비롯한 역대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친민사상( )과 유교사상, 그리고 삼민주의, 민생주의에 입각한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사

회정치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령사회의 환경 변화 등이 노인복지정책의 쟁점

이 되고 있음

2. 입법과 행정체계 

□ 1980년에 노인복지법을 입법한 이후 1997년에 이어 2002년에 노인 연령과 복지 조

치 범위, 즉 노인보조금, 연금, 주택보호 등 수요의 계획 및 전문인력 활용 등에 대해 중

점적으로 수정했음.

- 또한 노인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주요 법령, 규정, 지침 등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법령 및 규정, 행정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음.

3. 사회복지행정체

□ 노인복지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정부 조직인 사회 내의 노인

복지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 ), 시( ), 그리고 향( ), 진( )의 행정 

단위에서는 공적 부조, 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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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추진

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협력하고 

나아가 연구, 심의, 자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4. 노인복지 예산

□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은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역

대 집권당의 정강 정책이 유지 계승됨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 예산도 매년 15%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04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예산대비 1.8%였음.

제3 절 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 노년 인구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1960년 62.2

세, 2005년 77.4세로 여성 노인이 증가하는 성비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

-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산 연령 인구 7명당 1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에 따른 공사적비용이 자

녀부양 보다 높아 실질적 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경제활동 위축, 복지시스템의 과부하 등, 사회경제적 우려를 고심하고 있음. 

- 2004년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7명을 상회하여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있으나 가족정책에 국내총생산(GDP) 1%를 사용하고 있음.

□ 2004년에는 9.29%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15.86%, 그리고 2027

년에는 20.04%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70세 이상의 후기 노인 인구가 2000년 4.91%에서 2021년 6.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지수와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증가

를 수반하고 있어 심각한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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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 변화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령사회의 환경 변화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고심하고 있음 .

제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 노인부양의 방법은 대체로 가족부양과 시설부양으로 구분되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

리 2000년 현재 노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며 1.9%는 생

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 2004년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65세 이상 대비 12% 내외로 추정되고 있음.

제5 절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 사회보험은 고령자들의 생활보호, 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노동자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 사립학교 교직원보험과 학생어민평안보험 등 4종인데 보험금 급여 방법은 

현금 일시불과 연급 수급을 병행하고 있음.

 

□ 가족 기능의 약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보호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아

울러 가족 기능을 유지하거나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 지역화 조치를 마련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익숙한 지역사회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음. 

- 특히 건강문제나 자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 무의탁 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재가복

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시설보호 등 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노인의 인권 및 

존엄성을 인정받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건강 유지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정기적으로 지정된 지역사회 내의 의료기관에서 매년 노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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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저소득 가족 진료 시 진료비로 인한 가정 경제의 부담을 경

감시켜 주기 위하여 저소득 가족에 진료비를 보조하고 있음.

- 중저소득 노인이 중병으로 입원 시 적당한 간병인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서비스

를 받을 수 없거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간병비를 보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치과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노인에게 의치(틀

니)를 서비스하고 있음.

2. 경제 안정

□ 사회보장은 공적 연금제도, 의료보험, 고용보험,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포함하여,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크게 대별하여 실시하고 있음. 

- 노인소득보장은 아직까지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단편적,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에게 소득보장은 중앙정부의 보험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과에서 마련하고 있

는 ①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②무의탁 노인과 무의탁 퇴역군인을 

위한 시설보호, ③빈곤노인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공무원보험(1958)에서 적용되는 정년 연령은 65세이며 노동보험 적용 대상자는 2004

년 평균 정년 연령이 60세 내외이며 대부분 퇴직자들은 연금 수급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

하기에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노령 노동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54~64세 연

령층의 70% 내외가 취업한 상태로, 이는 OECD 평균인 48%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

임.

- 노동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202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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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확대, 연금제도 개혁, 정년제 폐지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여성이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

도록 유급출산, 육아휴가를 최대한 확대하고 남성에게도 동등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함으

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있음.

□ 근로 인력의 부담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적립금을 상한 조정하고, 조기 퇴직자

의 연금 수령액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로 연장, 또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 그리고 정년 이후까지 일하는 근

로자에게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 노인 생활급여

□ 중하위층 노인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생활이 빈곤

하거나 부양자가 없는 노인, 노인 생활보호시설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에 대해서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2) 노인 특별보조금

□ 노인의 생활보장에 관해서는 “생활보조금, 특별보호, 보조금 경로연금제도를 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3) 노령연금 실시 전 경로복지 생활보조금 지급

□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노령연금제

도 시행 전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하여 사회공평 원칙에 따른 경로복지 생활보조금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전민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전의 과도기적 조치 차원에

서 2001년에 경로복지생활보조 임시 집행 조례 가 대통령령으로 공포했음.

3. 교육 및 여가

□ 노인교육 시설인 장청학원이 전국에 24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노인의 여가활동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는 30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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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노후 건강 유지, 소득활동,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친선활동의 장소로 2004년 전국의 3,661개소의 장춘구락부라고 

하는 노인클럽이 조직되어 있음.

□ 노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

부에서 북부, 중부, 남부 3권역에 노인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 5월 ‘옛 친구 

전화’(080-022-8585)를 개통하여 노인심리, 의료보험, 위생보건, 환경 적응, 인간관계, 복

지서비스 알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노인, 가족, 노인단체에 자문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 노인에게 대중교통, 공원과 오락시설, 문화교육시설 이용 시에는 50%의 할인 혜택

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야외활동 참여 기회를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심신건

강에 유익하도록 하고 있음. 

4. 생활보호

□ 대만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공적 사회부조에 의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일반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으며, 현행 노인복지시책을 크게 ①재가보

호, ②지역사회보호, ③시설보호, ④주거보호로 구분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

역사회 내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양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노인주거용 주택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의 노인주택 건설 참여 추진 방안’을 

2004년 5월에 채택하여 건설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같이 위협 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

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신규 거

대 수요를 실버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법률 제정은 없지만 노인복지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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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산업 분야별로 국제 경쟁력 강화, 시장 매력도, 공공성 기준으로 요양산업, 보

건의료기기산업,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고령자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안

전표준규격 제정 등을 포함,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 여가, 주택, 식품, 교육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제공, 유통, 또는 판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음.

- 또한 재가요양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고령자용 주택 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국민주택 우선 분야 등 주택산업 분야에 주력하여 노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노인복지추진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내정부 내에 두어 고령화 사회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

의 의결하기 위해 특별 기구로 1980년에 출범했음.

제6 절 평가와 전망

□ 대만도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래서 핵가족화 산업화의 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노인보호 관

련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노인복지는 중국 전통사회의 미덕인 미풍양속과 상부상조 정신에서 발전한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 노인복지제도의 수립과 아울러 국민의 잠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최근에는 지역복지를 중시하여 효율적 복지서비스 체계의 건립과 전통적 미풍양속

의 유지, 발전, 계승과 더불어 각국의 사회복지의 경험을 통한 중국식의 독창적 노인복지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음.

□ 가정구조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노인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정부에서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모든 

노인을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면에서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정신적물질적 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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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적 경로), 사회(제도적서비스적 경로), 국가(제도적 양로)가 상호 보완

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음.

□ 노인복지체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공적 부조에서부터 출발하여 전체 노인

을 위한 노인복지체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과 아울러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정부와 민간으로 하여금 공동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음. 

□ 현재 경제적 번영과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

비하여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기침체, 연금파탄, 사회보장 비용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하기 위해 이에 대응하는 사회체계 구축 마련과 아울러 노인문제의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이 특별히 이를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계

속 노인복지정책이 확충되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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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서 론

□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복지선진국 영

국의 이민 정착 세대가 지도층을 이루면서 영국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면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른바 여러 

제도에 있어서의 범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음. 

-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오래전에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고 그 후 각 지방에 일

정한 권한이 부여되는 과정을 겪어 온 것이 아니라, 광활한 영토에 여기저기 여러 곳에

서 이주한 집단이 성장하면서 자치적 생산 및 유통, 행정, 군사력 유지 기능을 하다가 불

과 100년 전에 중앙정부로 합하여진 역순을 겪어 옴.

-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독자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녔으며, 이러한 특성은 노인복지에도 예외 없이 잘 나타나고 있음.

제2절 노인복지의 법체계와 환경 요인

□ 행정체계는 주법은 세부적 지침과 규칙 중심이고 연방법은 이러한 규칙들의 근본적 

방향을 통제하는 상위법 개념임. 

- 연방법은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노령연금 과 같이 포괄적 연

금법, 사회보험 관련법, 재정 지원법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주법, 특히 미국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할 때부터 생겨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아주 오래된 6개 주(북동

부 뉴욕 주와 버지니아 주, 남부 농업 중심 3개 주, 서부 캘리포니아 주 등)는 주 정부와 

주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주법에 따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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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및 지방분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사회

복지정책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었음.

- 최근 들어 노인복지비에 대한 과중 부담 및 세대 간 형평성 등과 같은 논의와 더불

어,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을 벗어나 ‘탈시설화’를 목표로 노인 개인

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재가복지정책으로 전

환하고 있음. 특히 주택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 등의 적절한 배합 및 이의 제공에 정책

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보장과 보건 및 의료보장의 두 가지 형태 기금으

로 운영되고 있음. 사회보장은 노후의 전반적 생활과 관련된 재정 지원으로서, 평소 납부

한 세금을 근거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며 보건 및 의료보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노후 

의료보험 성격의 기금임. 

- 노인청이 취약한 노인의 권익 보호에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

정이며,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학대유기악용 예방 프로그램, 노인권익 옹호 및 법

률자문서비스 개발, 그리고 상담 및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음. 

제3절 노인의 생활과 노인복지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을 기준으

로 약 13%에 이르고 있음. 

- 200년대 기준 성비를 볼 때 65세 이상 노인 중 남자：여자는 1.4：1 정도로서 한국

보다 다소 낮은데, 이는 남성 노인의 수명이 한국보다 길어 남녀간 격차가 한국에 비해

서는 다소 낮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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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노인은 배우자와만 동거하는 비율이 72.6% 이상이고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7% 정도에 그친 반면, 여자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가 40.8% 정도이며 자식 

등 다른 가족과의 동거는 16.8%나 됨. 

2 노인복지제도의 분석

□ 사회보장체계에서 중심적 소득보장제도는 OASDI로 불리는 노령, 유족, 장애연금제

도가 있음.

- 퇴직자, 유족, 장애인이 수급자인 이 제도에 의하여 2000년의 경우 전 인구의 16.5%

가 급여를 받고 있음. 

- ETC는 OASDI보다 포괄 범위가 넓은 제도로서 1999년의 경우 전 인구의 18.6%가 

이 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음. 

□ 공공부조제도 중에서 포괄 대상자가 가장 많은 제도는 Food Stamp로서 전 인구의 

6.2%가 포함되고 있으며, TANF 2.5%, SSI 2.4% 순임 그러나 이 3개의 공공부조제도에 

사용된 급여액을 모두 합하여도 OASDI에 사용된 급여액의 17.0%에 불과하여 미국의 소

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제도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인 Medicare와 공공부조제도인 Medicaid 제도가 주축

을 이룬다.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는 없지만 노인을 위한 Meagre가 전 인

구의 9.4%,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Medicaid가 전 인구의 14.8%, 도합 24.2%의 인구

가 공적 의료보장을 제공받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비교적 구비되어 있음.

□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급권

을 갖는 퇴직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Medicaid가 있음

- Medicaid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급여가 

주어지지는 않으며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지급됨.  



                                                                                국가별 요약 35

- Medicaid의 행정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의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HCFA)의 통제 하에 각 주정부의 행정 부서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저출산 고령화 시대 특별 정책

□ Baby Boom이 소멸되고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이 현재 우리나라수준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조치들을 대부분 주에서 실시하고 있

음.

-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특별정책들은 재정지원 규모에서 뿐 아니라 서비스 전

달체계에서도 큰 변화를 주도했는데, 그러한 변화의 핵심은 요양시설 지원기준을 조정하

여 ①요실금과 치매나 중풍등 중증질환 외의 질환을 위한 요양시설 보호 비율을 낮추는 

반면 ②요실금과 치매와 중풍을 위한 전문요양 보호 비율은 높은 편임. 

-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경우 1982년도에는 8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220명이 

요양시설에 있었으나 1997년도에는 200명으로 감소하여 10%의 감소를 보인 반면, 요실금

이나 거동불편 질환 노인의 요양시설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제4 절 평가와 전망

□ 미국의 노인복지는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음. 다만 욕구의 내용에 있어서, 소위 물질적생리적 욕구는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시

킴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다 고차적 욕구의 충족에 대비하고 있는 경향

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노인복지 업무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수요

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재량권이 최대한 반영될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는 노인 의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 인력의 기준 제시 및 교육, 

비용의 보조 등 지원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 의료복

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 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책임짐으로써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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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인의료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는 소득수준별, 연령별, 질환별로 차등화된 전문적이고도 집중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요양시설 확충계획이나 재가복지 서비스 확충계획에 있어 저소득, 초고령, 

특정질환별로 대상 집단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서비스제공 및 급여지원을 강구하는 정책

적 조정이 절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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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인복지정책

제 1절 서론

□ 영국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증가하는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소득, 건강, 보호, 주거 등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대책을 수립해나가

고 있음.

□ 영국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정치 이념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존적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이것

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음.

- 이혼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 지원체계의 약화와 평균 수명 연

장에 따른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보호는 중요한 사회문제

로 부각되었음.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수당 정부에 의한 복지개혁은 시장

경제 원리의 활용,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수립, 개인주의와 개인책임에 대한 강조, 최

소한의 국가서비스 제공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진되었음. 

-한편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도 보수당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여기에서는 영국의 노인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보장, 주거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고령화대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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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의 출산 및 육아지원대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저출산고령화대책

마련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제2절 노인복지의 환경 요인

1. 영국 노인복지 발달사

1) 1945-1950년

□ 국민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국민보건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을 마련하였음.

-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소규모 시설을 개발하고 가사 지원과 같

은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였음.

2) 1950-1960년대

□ 영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국민보험 급여수준은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공공부조 수급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음.

-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 인구,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보건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시설보호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우려가 그리 크지 않았

기 때문에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였음. 

3) 1970년대

□ 연금 인상,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공공 차입이 늘어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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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보건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보건

서비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정치적 노력이 이루어졌음. 

□ 70년대 후반에는 국가재정 위기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이 다시 정치적 관심을 받게 되었음. 

4) 1980년대

□  이 시기의 연금개혁은 국가소득비례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개인이 각종 금융기

관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국가소득비례연금을 탈퇴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적

연금 가입을 장려하였음.

□  민간 보호시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재검토를 착수하게 

되었음. 

5) 1990년대 이후

□ 새로운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하는 등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정치적 노력을 집중하였음.

□ 2000년대에는 사적연금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저축하고 퇴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화하고 있

음.

□  민보건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및 보건수준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최

근에는 병원보호 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의 자립 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개발하고, 통합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당국과 사회 서비스

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였음.

□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는 노인의 장기보호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1999년 

왕실위원회 보고서는 요양보호와 대인적 보호를 무료화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잉글랜드

의 경우 대인적 보호의 무료화방안을 수용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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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관련법

□ 영국에는 단일 노인복지법이 존재하지 않고 노인복지 급여들이 각종 사회복지 관련

법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 관련법 개정은 주로 연금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행 연금정책은 2004년 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음. 

- 1948년에 국민부조법 제정으로 도입된 공공부조제도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 개

혁으로 대폭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으로 국민보건서비스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보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들이 제정되고 보고서들이 출판되었으나,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과 2000년 정부 문서(NHS Plan)가 현행 노인보건정책의 근간을 이루

고 있음.

-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으로 대인사회서비스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현행 노인서비스 정책은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과 2001년 정부 문서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Older People)에 근거하고 있음. 

3. 노인복지 전달체계

□ 영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소득보장, 보건, 사회서비스 행정체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음.

-소득보장 전달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행정조직이 통합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업

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노동연금부이고,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무소에서 급여 신청 

및 지급을 one-stop service로 운영하고 있음. 

-노인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국민보건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인 보건부와 지방보

건조직으로서 전략 보건당국과 그 산하에 1차 보호신탁과 NHS 신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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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부처인 보건부가 전략적 기획을 담당하고 지방정부 사회 

서비스국이 실행 및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맡고 있어 책임이 중복되지 않고 분업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 

4. 노인복지 재정

□ 사회보장비 증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하였음. 

□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평균 3%로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음.

□ 지방정부 사회서비스의 재원은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세, 그리고 서비스 요금에서 

충당함. 최근에는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로터의 재정적 압박과 함께 부가적 소득을 얻기 

위하여 요금 부가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제3 절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영국은 이미 1960년대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고령화는 주로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에 기인하는데, 영국의 출

산율은 1964년에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1년에는 1.6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한 이래 2004년에는 1.73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향후 30년 동안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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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1. 거주 실태

□ 대부분의 영국 노인들은(90%)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5%는 

보호주택과 특별보호주택에서, 그리고 나머지 5%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2. 경제 상태

□ 대부분의 노인들은 국가 재원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여성 노

인, 고령 노인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가장 의존하고 있음. 

- 연금 수급자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공적퇴직연금 및 급여임.

□ 영국 노인의 소득수준은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지만 저소득자는 공적연금에 의존하

고 고소득자는 사적연금을 통해 안정된 소득을 얻음으로써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의 고용률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체 근로 연령층과의 격

차는 줄어들었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음.

-2003/2004년에 50～64세의 남성의 72%, 50～59세 여성의 67%가 일을 하고 있었음. 

3. 건강 상태

□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악

화, 의존, 서비스 이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됨. 

- 65세 이상 노인의 약 5%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10～15%는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음.

 

- 65～84세 노인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순환기 질환이며,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순환기 질환, 호흡기 질환, 암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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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제도

□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고령자의 최저소

득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자산조사급여수준 이하로 하락

하였고 완전기초연금 수급률도 낮아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

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을 위한 공적 급여인 소득보조(Income Support)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노인들

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다수가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

음. 

-그 밖의 공적 급여로서 주거급여, 지방세급여, 장애관련 급여인 장애인생활수당, 개호

수당, 무능력급여 등이 있음. 

- 사적 연금에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지주연금이 있음.

2) 노인고용증진제도

□ 19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해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한 이후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출이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노인고용증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전체 고용률 80% 달성을 목표로 하여 50세 이상 고령자가 지속적으

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급 연령을 넘어 일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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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제도의 개혁

□ 1980년대 이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공적연금급여의 삭감과 사적연금 가입의 장

려이었고,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연금수급자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야기하였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소득보장, Pension Credit을 도입하고, 공적소득비례연금

을 제2 국가연금으로 대체하고, 지주연금을 도입하였음. 

□ 최근의 연금개혁은 연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금보호기금을 도입하고, 모

든 근로 연령층이 퇴직을 위한 재정서비스 계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

보와 수단을 제공해주는 온라인 퇴직계획가를 개발 중에 있음.

 

2. 의료보장정책

□ 노인보건서비스는 1차 보건보호와 2차 보건보호로 나누어지고, 전자에는 일반의, 지

역보건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병원서비스, 외래 및 응급 진료가 있음.

-특히 일반의, 지역보건서비스는 노인을 병원이나 보호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호하려

는 정책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1970년대 이후 NHS 개혁의 주요 내용은 병원보호 비용의 억제와 효율성증진을 위

하여 병원 병상 수 및 입원 기간 단축과 1차 보호 증진을 추진하였음. 특히 이러한 정책

은 허약한 노인을 위한 병원보호의 범위와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 

□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제정으로 NHS 조직에 내부시장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계약과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보건비용

의 절감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진하였음.

□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NHS 요양시설 내에서 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노인

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중간보호서비스와 노령관련 보건서비스를 개

발하고, 노인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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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서비스 정책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재가보호, 주간보호, 시설보

호로 나누어지고, 재가보호에는 홈헬프(가정보호)서비스, 식사서비스, 사회사업, 보호자지

원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시설보호에는 장기보호와 단기보호휴식서비스가 있음.

□ 1980년대 이후 노인보호에 있어서 민간 부문과 가족에 대한 의존을 증대하고, 보호

서비스를 통제하고 재원 조달하고 조정하도록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였음. 

□ 1990년 지역사회보호 개혁의 주요 내용은 욕구 사정과 사례관리, 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리, 혼합경제복지 장려이었고, 이는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아닌 욕구 중심

의 접근을 증진하고, 노인의 선택과 욕구에 반응하는 적절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패키지 

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또한 지역사회보호 개혁은 보호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호자의 욕구에 반응

하는 것을 효과적 지역사회보호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 삼았음. 

□ 현재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통제와 선택을 

행사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복지와 자립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고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

기 위하여 광범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4. 주거보장정책

□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에는 보호주택, 주택 수리 및 개량서비스, 그리고 주거급여, 

역저당 융자와 같은 경제적 지원 등이 있음. 

□ 현재 노인주거보장정책은 노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주택에서 자립을 확보하

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인들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대안

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그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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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출산 및 육아지원대책

□ 최근에 여성들이 자신의 개별적 욕구와 아이의 욕구에 따른 지지적이고 양질의 출

산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하도록 보장하는 출산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였음.

□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부모들이 취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하도

록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아, 장애아의 부모들에게 유연한 근로대책을 이용할 수 있

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출산휴직급여의 수준과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신생아보

호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부성휴가를 도입하였음. 

제7 절 평가와 전망

□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

가, 공적 서비스와 공공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 그리고 효율성과 다양성을 강

조하는 복지 이념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적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최근

에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저소득 노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낮고 실질적인 수급률

도 높지 않아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은 여전히 주요한 정책과제로 남아있음.

- 이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적연금 개발, 노인의 최저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개인의 퇴직준비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 인구 고령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 노인고용은 주요한 정책적 이

슈로 떠올랐고, 이에 연금수급 시기를 넘어 일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고용주들이 고령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인고용증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현재 약 100만 명의 영국 노인들이 연

금수급연령을 넘어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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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2010년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2020년 이후에

는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을 67세 또는 70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연

금수급연령의 증가는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면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증진에 두고 있음.

- 이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단순한 정년연장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노인고용증진정

책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함.

-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

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고령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마련이 요구될 것

임.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

의 자립증진을 위한 건강유지프로그램, 중간요양보호서비스와 뇌졸중, 낙상, 치매와 우울

증 등 노령관련 보건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 노인들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개별적 욕구에 따른 다양

한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들 자신이 보호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공적 자원을 직접 제공하고, 재가보호, 주거, 소득, 건강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

기 위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의 자립 증진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노인의 장기보호에 있어서 비공식적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허약한 노인을 돌보

는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식서비스를 개발하고, 보호자수당과 부가

연금을 지급하고, 가족 친화적 근로대책을 개발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노인장기보호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잉글랜드의 경우 NHS 시설 내에서의 요양보호 제공을 무료화 하였으나 

대인적 보호는 자산조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

보호의 재원조달은 주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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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자지원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과 장기요양보호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적절한 공사분담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영국의 고령화대책은 모든 노인들이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인권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2006년에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할 예정이고, 학대, 방임 

또는 열등한 처우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음.

       

□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응하여 노동인구 증가를 위하여 취업부모들

이 일과 아동양육을 병행하도록 유연한 고용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유

급 및 무급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남성에게 동등하게 출산 육아휴가를 제공하고, 출산 및 

아동양육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과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모든 여성들이 양질의 산전, 산후보호를 받고 가능한 정상적인 출산을 하고 출

산 장소와 방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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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서론 

□ 프랑스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은 우선 영역의 포괄성을 들 수 있음. 

- 첫째, 노인에 대한 단순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서 노인 생활양식의 변화, 노인의 고

용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음.

- 둘째, 제도 및 정책의 전개 양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셋째, 법제 형태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과 같은 노인

복지를 위한 통합적 성격의 법이 제정된 유형의 국가는 아니며, 오히려 개별법의 형태로 

각 영역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함. 

□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를 국가적 관심사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

었음.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서 가족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2 절 노인복지의 환경 요인

□ 노인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라로크

(Laroque) 보고서가 발간되면서부터임. 라로크 보고서는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 

문제 예방의 중요성, 의존상태의 방지, 노인생활 양식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음. 

- 통합법전의 국가로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전으로 사회보장법전, 공공건강법전, 사회

활동 및 가족법전 등 세 가지가 있음.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은 연금

과 관련된 주요 법 조항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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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강법전(Code la Santé publique)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로 보건의

료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 la famille)에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노인복지행정체계는 두 가지 전달체계로 나누어짐. 

- 연금의 경우 중앙의 노령보험중앙공단(CNAVA-TS)과 광역자치단체의 의료보험 지

역공단(CRAM-TS)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인복지의 두 번째 전달체계인 사회부조 및 사회 활동 분야는 노인문제위임성

(ministère délégué aux personnes âgées) 산하 사회활동실 (DGAS)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음. 

□ 노인복지 재정과 관련하여 보험 분야 중 노령 부분의 급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앞

으로 증대 가능성이 많음.  

제3 절 인구 고령화의 사회학적 특징

□ 프랑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어느 국가보다도 일찍 시작되었음. 고령화 사회에

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114년으로 오래 걸렸음.

- 2000년 현재 프랑스 전체 인구 약 6천만 명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1%이며 

(약 1,200만명),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7.7%로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의 모

습을 보이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인구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상됨. 

□ 노인 부양지수는 24.7%로서, 스웨덴보다는 낮으나 한국,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고령

사회의 대표적 국가인 일본, 인근 국가인 독일보다 높음.  노령화 지수(85.7%) 역시 독일, 

스웨덴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200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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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있어서 2004년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명으로 아일랜드. 

스웨덴과 함께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속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별로 보면 1960년대

부터 1970년대 사이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온 이 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제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 거주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은 자택 생활을 하고 있으며 (98%), 나머지는 노

인홈과 마파드(MAPAD) 등 기타 공동체 형태의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택보다는 시설 거주의 비중이 높음. 

- 노인의 경제 상태는 여타 연령 집단에 비해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4.6%, 약 

40만명). 이는 고 급여 수준의 연금 제도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성별로는 75세 이

상 여성의 빈곤 문제가 심각함 (5.4%). 

- 프랑스 노인 역시 여타 인구 집단에 비해 발병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노인 중 79만 6천 명 정도가 의존 상태

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제5 절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1. 소득정책

□ 연금과 노인 대상 사회부조 등의 두 가지로 구분됨. 연금은 기본연금, 보충연금, 보

조연금 등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금의 임금 대체율은 90%를 상회하여 유럽에

서도 높은 편임.  

- 노인대상 사회부조는 연금 비수급자 혹은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혹은 의존 상태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및 성격에 따라 노령

최저소득수당(minimim vieillesse)과 개호보험인 개별자율화급여(APA)로 나눌 수 있음. 

노인대상 사회부조의 급여 대상은 약 70만 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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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정책

□ 1945년부터 최근까지의 프랑스 고령자 고용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보면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 말까지로 이 시기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핵심은 고령 노동

력의 활용으로 고령 근로자에게 경제활동의 연장을 권유했음. 

- 두 번째 단계는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로서 고령 근로자 고용정

책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세 번째 단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상반기까지로서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생산체계에서 고령 근로자의 체계적 퇴출을 지향하고 있음. 

- 네 번째 단계는 1990년대 하반기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서, 조기퇴직의 억제, 고령자 

근로자의 지속적 고용 유도를 특징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50세 이상 프랑스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경우 

64.6%, 여성은 54.2%로서 상승 추세에 있으나 인근 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치임. 

3. 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정책은 재가복지정책의 한 범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의료사업정책과 

사회활동분야정책의 두 가지로 구분됨. 

- 재가간병서비스는 1970년대의 시범 실시를 거쳐 1980년대 초에 구체화된 것으로 재

가생활을 통해 가능한 한 효과적 치료를 도와주는 것이 기본 취지임. 

- 재가간병서비스 실시 장소는 일반 가정, 노인홈, 고령자 주택 등으로서 노인이 생활

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며, 적용대상은 60세 이상의 병환 중에 있거나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 중에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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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기본 취지나 비용 문제 등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재가긴병서비스 제도는 현실적으로는 덜 활성화되어 있음. 

- 서비스의 점진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로서는 이용 가능한 자리의 부족과 서비스의 지리적 

격차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 재택입원제도는 입원 대안 중의 하나로서 실시된 제도로서 기원은 1962년의 라로크 

보고서에 나와 있으며 1970년의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음.  

- 재가간병서비스보다 훨씬 더 의료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음. 이 역시 

활성화 정도는 미비함. 

- 이유로는 관련법만 제정되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

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

행 중에 있음. 

4. 여가문화정책

□ 지역 단위 차원의 노인클럽(the third age clubs)의 조직 및 운영을 들 수 있음. 

1975년 제7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의 중점 목표 중의 하나이었던 지역사회에 의한 노인

보호(community care) 원칙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것으로 현재 지자체 단위의 노인클럽

을 통해 단순한 친교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전문 기술 습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음. 

- 여가 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편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버스 이용에서부터 

항공 여행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소득에 따라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권이 보장되고 있음. 

-  문화생활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연극과 연주회, 극장, 화랑과 박물관 이용 시, 교통

편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할인 및 무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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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여가 및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프랑스의 대부분 지역에 있는 노인은 노인대학(UTA：Université de troisième 

âge)에 참여할 수 있음. 

- 노인대학은 1973년에 Pierre Vallas에 의하여 Toulouse에 처음 설립된 후 현재는 전

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음. 재원은 회원의 등록비,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혹은 지자체에 

의해 조달되며 일부는 교육부에 의해 지원되기도 함. 

- 여가와 문화생활 참여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노인은 여타 연령 인구 

집단 못지않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주거정책

□ 노인의 주거보장정책은 주택수당 등의 현금급여 제공 방식과 시설에의 입소를 통한 

적절한 주거 환경의 유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짐. 

- 고령자 주택(foyers logements)은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아파트 형태의 사회적 시설

로서 이 안에는 공동 사용 가구의 공간 및 실비 제공의 세탁실, 사회교육서비스가 실시

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서비스 실시 역시 인정됨. 

- 재원은 공공주택(HLM), 사회보장공단, 혹은 도를 통해 충당되며 입소 노인은 임대

료를 지불해야 함. 하지만 요건 충족의 경우 주택수당의 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소 

노인이 실질적 부담 비율은 매우 낮음. 

- 고령자 주택은 1990년에는 14만 4,700여 개의 고령자 주택이 있었으나 2002년에는 

15만 8,300여 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의 1.1%가 고령자 주

택에서 생활하고 있음. 

□ 노인홈(maison de retraite)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주거, 식사, 및 특별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대상 집단 

숙소인 노인홈은 본래 신체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만을 이용자로 규정했으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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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현상에 직면하여 현재는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의 악화를 겪고 있거나 자

율성을 상실한 상당수의 노인도 입소 중에 있음. 

- 60세 이상 노인의 3.3%가 노인홈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 거주 비율 중 가장 높

은 수치임. 1990년의 35만 2천여 개(기준：침대 수)에서 2002년에는 41만 9천 개로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의존노인을 위한 수용주택(maisons d’accueil)이 있음. 노인수용주택(MAPA)과 의존

노인수용주택(MAPAD)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음. 자율성 상실로 인해 재가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주요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마파드(MAPAD)는 법적으로는 노인홈과 유사한 지위를 보이고 있지만 요간병보호 

노인들의 수용을 예상하여 거실의 면적이나 건축 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며, 도심지에 위

치하는 경우 마파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 재원은 건물 임대료, 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회보장공단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 운

영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활동센터, 병원, 단체, 상업회사를 통해 이루어짐. 

□ 이 외에도 재택 유지와 시설 입소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칸투(CANTOU), 

CANTOU를 모델로 하면서도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농촌 노인 수용시설인 

마르파(MARPA) 등이 있음. 

6. 기타 정책

1) 가사원조서비스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재가복지서

비스 중 가장 오래된 서비스이면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서비스 수혜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근로 무능력의 경우는 60세 이상) 중에서 심

한 고령화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자택이나 고령자 주택에서 일차적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두 가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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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급여는 거주지 관할 시에서 가사원조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실시되더

라도 욕구 충족에 미흡하거나 가사원조서비스 인력을 노인 스스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경

우에 지급됨. 급여수준은 서비스 시간당 비용의 60%까지이다.  

- 현물급여는 법정 가사 원조의 경우 적용 대상은 연령은 65세 이상(근로 무능력의 경

우는 60세 이상), 자택생활을 위한 물리적 도움의 욕구가 있어야 하며 또한 노령최저소득

수당(AVTS)에 설정하고 있는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함.  

- 제공서비스로는 일상생활 유지나 간단한 위생요양, 장보기, 단순한 산책 등에 필요한 

물리적 도움 등이 있음. 

□ 가사원조서비스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으며, 이용 노인의 대부분은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외에도 노인 식당(foyers restaurants),  식사배달서비스, 긴급전화통보서비스, 집

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실시

되고 있음. 

2) 시설보호서비스

□ 성격에 따라 의료시설, 사회시설, 그리고 중간 형태의 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의료시설의 경우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을 들 수 있음. 재택보호가 불가능한 상

태에서 일정한 의료적 관찰과 유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991년의 

69,334개의 자리에서 2002년 기준 82,238개의 자리로 증대되고 있음. 

- 장기요양시설 외에 호스피스, 노인의 지역사회통합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기초 자

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주도로 주간보호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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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제도

□ 저출산 대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득보장정책과 보육정책 등을 들 수 있음.  

1) 소득보장정책 

□ 20여 종류에 달하는 가족부양급여 지급을 통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음. 

- 가족 부양 급여는 목적 혹은 취지에 따라 일상적 가족생활 유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특수목적, 위탁 보육 지원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영유아 지원 급여(APJE), 육아 휴직 급여(APE), 개

학비지원급여(ARS), 장애 아동 및 장애 성인 가족 지원 관련 급여(AES, AAH), 입양과 

관련된 급여(ASF, AA) 등이 대표적인 급여임.

 

2) 보육정책 

□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

단 하에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시설보육은 기초 자치 단체인 꼼뮨(Commune)의 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재가 보육은 보육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시설 보육의 대안으로 자녀 보육의 목적으로 

집에 보육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그 내용으

로 하고 있음.

- 보육인고용지원금(AGED)과 육아보조사 고용보조금(AFEAMA) 등 두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수혜 대상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산층 가정에서는 보육원에 

대한 대안 제도로서 재가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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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평가와 전망

□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임금 대체율이 90%를 넘는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 연금 비수급자 혹은 연금 수급자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

는 사회부조급여 역시 노인 집단의 탈 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 노인의 의존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호보험 차원에서 실시 중인 개별자율화급

여(APA) 역시 노인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임. 전반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프랑스의 국가 정책은 일정 정

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노인의 생활양식 개선을 위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프랑스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

고 있는 정책 방향은 노인의 재가생활 유지 및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활성화임. 

- 이를 위해 가사원조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임. 

- 노인의 지역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주도로 노인클럽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대학, 재가간병서비스, 재택입원, 노인식당, 식

사배달서비스, 긴급전화통보서비스, 집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도 노인의 재가생활보호 및 

노인의 지역사회통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고 있음. 

□ 프랑스의 시설보호서비스와 관련된 특징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임.  일반적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주거 목적의 사회시설에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 주택, 노인홈 

등이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의료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저출산 대책 방안의 하나로서 가족복지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예컨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을 보

전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가족부양급여 및 관련 서비스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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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인 영유야 급여를 비롯하여 육아 휴직 급여, 학비 보조 목

적의 개학비용지원급여 등이 이의 대표적 사례임.  

-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

단 하에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 

보육은 중산층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별도의 시스템은 따로 구축

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령화 대처 측면과 저출산 대처 차원에서 프랑

스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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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서론

□ 1970년대 초부터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년학 분야에 많은 연구가 시작

되었으며, 오늘날 노인의 생활은 가족 차원의 부양과 생활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면서 빈곤, 고독, 고립 및 역할 상실 등으로 점철되고 있음.

- 독일 노인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수십 년간 평균 1.4명의 낮은 출산율은 바로 노인문

제의 비중이 그만큼 점증되고 있다는 상황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노인층의 안정과 통합 

및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전제 조건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될 것임.

- 고령사회에 접어든지 오래고 따라서 노인과 관련한 제도와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체

계를 갖춘 독일의 제도소개는 각국의 노인복지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 도움이 가능하리라 

사료됨.

제2절 노인복지의 정치적 요인

□ 국가구조와 행정체계는 ‘연방국가원칙’, ‘지방자치원칙’, ‘권력분립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연방(Land), 주(Laender), 군(Kreis)자치소도시(Kreisfreie Sadt), 읍면

(Gemeinde) 단계로 지방자치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주민들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음. 

□ 사회복지 분야의 입법 과정에서도 늘 정당의 색이 담기는 정당별 초안이 만들어지

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정당들은 각자 나름의 초안을 만들어 그 초안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와 청문회 그리고 다른 정당과의 토론 같은 절차들을 거치면서 의회에 최종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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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차를 밟고 있음. 

- 이러한 절차는 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차이가 있다면 연방의회에서 주 의

회에도 구속력을 갖는 법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임.

- 그럼에도 구체적 시행령이며 규칙들까지 연방법이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방이 정한 법이라도 주마다 어느 정도 다른 모습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노인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가족복지 목표의 

실현 가능성,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 그리고 융통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따라

서 독일의 노인복지정책은 종합 사회정책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부서는 가족, 노인여성청소년부로서 우리의 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는 보건사회보장부 소속은 아니며,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가족복지정책은 종합 

사회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광의의 정책 영역을 포괄하도록 구상되

었기 때문에 가족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정책을 ‘가족정책이라 통칭하고 있음.

- 가족복지정책은 행정체계상 연방정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들이 관할 구역과 

행정적 권한을 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제를 띠고 있음.

-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한 연방제 국가이므로 연방정부와 지방정

부 그리고 지역공동체들이 서로 권한과 관할 분야를 분담하여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조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것이 사실임. 

□ 한편 독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용은 1980년 28.8%에서 2004

년 27.4%이지만, 국민총생산 대비 순수노인복지 예산은 약 13% 로서 주변 유럽국가 가

운데 상위권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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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분석 

□ 1900년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약 28%가 15세에 이르기 전에 사망했다면, 1975년에

는 그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의료기술의 혁혁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에 

2002년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80.9세, 남성은 약 74.8세임.

- 1932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다음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1972년에 고령사

회에 진입한 바 있어 2012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60세 이상 노인이 2001년 1,990만 명에서 2010년 2,130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는 전체 인구 8,300만 명의 26%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증가 추세에 있는 장수의 경향과 아울러 인구 성장의 둔화는 노령자 및 고

령자의 인구 비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2005년 현재 1.34명의 낮은 출산율은 고령사회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간 독일정부의 출산정책은 ‘단독부양자모델’이라는 정책을 고

수하면서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에 전념하며 이후 직업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구조를 견지해 왔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이유들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빈약했고, 

그 대신 육아휴가기간은 3년으로서 비교적 길어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

춰 시행된 독일의 출산정책은 출산율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보육여건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3세 미만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반일제 학교체계를 종일제 체계로 바꾸는 정책을 

시도하게 되었음. 

-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무엇보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확충과 아울러 질적인 개선이 필

요하며, 보육비용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변모를 시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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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감소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과 꾸준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2040년까지 노령자 

및 고령자의 비중은 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기준으로 6명 가운데 1명

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지만, 2040년에는 3명 가운데 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독일의 남성 근로자들은 평생 36년 동안 고용되고, 38년 동안 비경제활동인구

로 생활하는데 2030년이 되면 고용기간은 34년으로 짧아지고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기

간은 44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여성들은 현재 29년 대 52년인 고용기관과 비경제활동기간 비율이 2030년에는 39년 

대 45년으로 변하여 남성보다 오히려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만큼 여성의 역할

과 생활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 독일에서 현재 연금수혜자 비중(취업자 대비)은 약 55%이지만, 2035년에는 최소한 

90%로 상승하여 이 부분의 재정부담이 막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2000년부터 205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6-1.8%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독일은 선진국 중 일본과 함께 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

은 국가에 속할 것으로 보여짐.

□ 독일은 1883년 세계최초로 비스마르크(Bismarck)에 의해 사회보험이 도입된 이후 

2005년 현재 5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인들은 비교적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해 왔으

나 인구고령화와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음.

- 이에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5% 정도의 생산성 증가가 필요한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독일정부의 과제이며, 여기에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수발보험(수발보장보험) 체계의 개혁이 포함됨.

- 집권 여당인 사민당은 지난 2003년 소위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프로그램을 발표하

고 과격할 정도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음.

-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65세 은퇴연령을 더 올릴 계획은 없지만, 2006년-2008년 사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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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후에 주어지게 되며, 연금액도 최종 순수입의 

48%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민간의 연금보험참여를 활성화 함.

- 그 밖에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등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인부담을 늘리고 있음.

- 아젠다 2010이 그대로 실천 될 경우 독일의 사회주의적 성향은 갈수록 옅어지고 노

후준비에서 개인의 몫은 그 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독일의 여가활동 가능성 시설들은 자본투자가 낮고 야생성이 큰 자원으로 토지나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가공급 부문이 주라 할 수 있음. 1960년대 이후 소위 황

금계획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휴가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책적 자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스포츠클럽이 성행했던 전통이 있어 국민 9명당 1명이상은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제4절 평가와 전망

□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의 특징은 노인과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제

도들이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빈틈이 없어 보일 정도로 

꼼꼼하다는 사실임. 

- 일례로 수발보험의 경우 도입하기 이전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의회에서 끊임없이 전문 연구 팀들을 

구성하여 현재의 노인복지 상태를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

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두드러진 관점임.

- 제3차 연구 보고서 ‘노인과 사회’나 2001년 ‘사회보고서’의 주 내용은 노인을 자꾸만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또 당사자 역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노년기를 개인적으

로나 사회적으로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연륜에서 오는 경험을 활용하고 젊은 세대와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가정에서는 

손자 세대를 돌보고 사회적으로는 어린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또 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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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수발을 품앗이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

라 구조를 세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임.

 

□ 노인복지를 위한 독일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를 앞두

고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노인건강이나 소득보장 그리고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

다고 할 수 있음. 

- 수발의 실제적 실천주체인 전문수발 인력의 양적 및 질적 확보와 법적 체계주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강구해온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개인적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는 아직까지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

년기 생활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라던가, 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어 보임. 또한 노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대책이 일정부

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국가의 책임 하에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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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인복지정책

제1절 서론

□ 1901년 영국연방내의 자치령으로 성립된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민족의 유입

으로 다민족국가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의 27.1%가 외국

에서 출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38.1%가 외국에서 출생) 다음으로 다양

한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임.

□ 인구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은 25,300달

러로 캐나다(27,100 달러), 프랑스(28,600 달러), 독일(29,100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

년 한국의 12,600 달러보다 약 2배가 넘고 있음.

□ 호주의 행정체계는 연방정부 아래 6개의 주정부와 2개의 지역정부, 그리고 그 밑에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음.

□ 호주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행정주무부서는 노인보건부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이

며, 전자는 노인들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후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간

병인, 여성과 관련된 정책 및 각종 수당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와 노령연금과 관련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노인보건부의 행정수반인 장관이 2명

이라는 사실이며, 1명은 노인보건부 총괄 업무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노인보건부 

장관이고 다른 한 명은 노인부 장관으로 노인과 관련된 의료복지 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

음. 

-노인보건부에 2명의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과 관련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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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100여 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

회안전망은 매우 발달되어 있음. 

- 1909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12년에 출산수당, 1941년에 가족

수당, 1942년에 미망인연금, 1945년 실업수당이 도입되었음.

- 1992년에는 노령연금 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2차 연금인 (직장)퇴직연금이 도입되

었으나, 다른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자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최근 동향

□ 1990년 이후 낮은 물가상승률, 건전한 공공재정으로 경제가 꾸준히 발달한 결과 안

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호주의 사회복지체계의 

꾸준한 개혁 때문일 것임. 

- 사회복지의 재정 할당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득

과 관련된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일명 ‘표적

보상금(ta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즉 수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실직, 장애, 

독신 등과 같은 개인적 상황과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통과하여야 하

기 때문임.

- 1980년의 경우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67.6%가 자산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2년

에는 90.3%로 증가하여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대부분의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1909년에 자산조사를 원칙으로 도입된 노령연금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임. 도입 당

시 연금 수급 연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였으나 1995년 7월부터 여성의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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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6개월씩 연장되어 2014년부터는 남성과 같이 65세가 될 전망에 있음. 

- 또한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

우 가능하면 지금까지 생활하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를 강조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개혁으로 생산 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

여 최근 들어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고 있음.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일시불로 자산 조사 없이 지급되고 있는 출산수당이 

2004년 7월 1일부터는 출산보상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급되는 지원금액을 대폭 인

상하였음. 

- 2004년 7월 1일 이전 적용되었던 출산수당은 자녀 1인당 842.64호주달러를 지급하였

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급 금액이 3,042.00호주달러로 거의 4배 정도 인상되

었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에 있음. 

□ 노인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호주의 사회복지체계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

람에게는 복지 의존성(도덕적 해이, Morale Hazar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부터, ‘인센티브’, ‘의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호주인의 협동”이라는 기치를 내걸

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근로와 연계된 복지

(Work-fare)를 강조하고 있음. 

제3절 노인인구의 특성 및 주요 노인단체

□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로 다른 주요 유럽 선진

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2010년에는 14.0%, 2020년에는 18.0%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노인인구부양지수(age-dependency ratio)는 2005년에 18.8(즉, 15～

64세의 경제활동 인구 5.3명이 노인 1명을 부양)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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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수명은 2002년 현재 80.0세로 남성은 77.4세, 여성은 82.6세로 장수국가에 속한

다. 참고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보다 높은 평균 수명을 기록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80.4세), 일본(81.8세), 스위스(80.4세)뿐임. 

- 그러나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은 편이며, 55～64세의 준 고령자 가운데 노동

시장참여율은 2003년의 경우 50.1%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

나 전반적으로 5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

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노인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종사하기 위한 유도 전략으로 노령

연금연장보너스제도를 실시하고 있음.(Pension Bonus Scheme, 또는 deferred pension 

bonus plan). 이 제도는 연금 수급 연령이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신청하지 않

고 적어도 1년 이상 계속 일에 종사한 후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 동안의 연금 총액

에 일정한 이자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임.

□ 호주의 노인들은 그들의 인권 옹호와 사회의 기여를 목적으로 다양한 단체를 운영

하고 있다. 주요 노인조직기구에는  50세 이상 호주퇴직자협회(ARPA Over 50s 

Association), 노인위원회(COTA),  전국노인협회(NSA) 등이 있음.

제4 절 노인복지의 정책분석

1. 소득보장정책

□ 노령연금의 특징은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할 필

요가 없음. 따라서 노령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조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 요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연령

에 대한 자격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함.

- 2004년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주에 10년 이상 거

주하여야 하며, 남성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62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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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함. 2004년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이 지

급받을 수 있는 최고 노령연금액은 2주에 $470.70달러(단위： 호주달러)이며, 부부의 경

우는 각각 2주에 $390.00달러임.

- 노령연금은 6개월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2004년 현재 수급 연령 노인 가운데 54%가 완전노령연금을, 28%가 부분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18%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고용주가 퇴직연금기금에 동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

하도록 하는 퇴직연금보장의무법안을 1992년에 통과시켜 퇴직연금은 퇴직 노인의 주 소

득 원천인 노령연금과 더불어 노후 생활에 중요한 소득 원천이 되고 있음. 1992년 입법 

당시 고용주의 기여율은 3%였으나 2002년에는 9%로 인상되었음.

□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제

도가 포함됨. 최근 들어 일부 제도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력한 복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호주는 거의 모든 수당과 보상금의 제공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또는 소득만)에 대한 자산 조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로 특

정한 연령 이상 노인에게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수당은 없음. 

- 대표적인 수당과 보상금으로는 미망인수당, 새 출발 수당, 장애인지원연금, 사별보상

금, 사별수당, 렌트보조, 오지거주수당, 연금자교육보조, 연금자우대카드, 노인의료카드, 전

화수당, 경로우대카드 등이 포함되었음.

2. 의료보장정책

□ 노인만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호주 노인은 일

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97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를 통하여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고 있음.

□ 노인의료보호체계는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 및 간병인보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하여 시설보호보다는 정상화와 통합화의 사회복

지 이념에 따라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국가별 요약 71

□ 시설보호정책은 1997년 10월 이전에는 노인장기의료보호를 위하여 2개의 독립된 시

설이 각각 운영되었음. 의존도가 높은 중증 노인은 요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았고, 의존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증 노인은 호스텔(Hostel)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음.

- 그러나 1997년 연방정부가 제시한 노인보호법이 통과되어 중증 의료보호를 담당했

던 요양원과 경증 의료보호를 담당하던 호스텔이 합병되어 지금은 단일 시설보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사회보호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CACPs：Community Aged 

Care Packages),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 확대 패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EACH) Packages),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주간치료센터, 종합보호서비스이 있음.

□ 간병인정책으로는 간병인보상금, 간병인수당, 국립간병인지원센터 등이 있음.

3. 노인고용정책

□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간제와 임

시직 근로자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기인한 반면,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의 감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즉, 고용 안정에 있어서 불안한 상태

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그동안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입은 노인에게 제공되

어 왔던 노동 장애 노인 수당을 노인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방해

물로 인식하여 이 수당제도를 2003년도에 폐지하였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차원

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확대되었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과 관련하여 호주

는 고령 인구와 준고령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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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았고, 2003년 준고령 노인(55～64세)의 고용 비율 역시 

50.1%로 OECD의 회원국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62.1%, 뉴질랜드의 64.4%, 스웨덴

의 69.0%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임.

□ 호주는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소득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호주 정부가 준고령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다면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안전하게 대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호주 정부가 준고령자 이상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주요 노

인고용정책으로는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 직장관련법, 정년제의 폐지, 호주 직업전산망, 

집중구직지원제도, 경력 상담 프로그램, 재, Job WISE, 고령자 실습 인센티브(Mature 

Age Worker Incentive for New Apprentices)가 포함됨.

4. 여가복지정책

-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

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에는 Green Reserve(환경보호 프로젝트),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제3대학(U3A),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STYLE)이 포함됨.

제 5절 평가와 전망

□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적극적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주요 선진국들

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1980년 이후 호주 정부는 인

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안정에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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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은 여성의 노

령연금 수급 연령의 점차적 연장, 퇴직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 

노인의 소득보장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제의 도입

(1992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조사의 강화, 의료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

로의 전환 등임. 

-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수당, 아동양육비

제공, 다출산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한 호주 정부의 적극적 노력 결과, 2001년 현재 국민총생산

(GDP) 대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보다 

낮으며, 2003년 노동 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률 역시 28.3%로 OECD 회원국

의 평균이 36.5%보다 매우 낮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걱정되는 것은 

준고령 이상자(호주에서는 45세 이상을 기준)의 낮은 노동시장참여율임. 따라서 향후 호

주의 정책 방향은 준고령자와 고령 노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

한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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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세계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1. 현대 세계의 고령화 현상

2005년 7월 1일 현재 세계 인구는 64억 7천만 명으로 2050년에는 90억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세계 인구는 다른 한편으로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세계 인구 구조의 현재와 전망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0～14세는 전체 인구의 28.2%, 

15～64세는 64.5%, 그리고 65세 이상은 7.4%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50년의 세계 인구 전망을 분석해 보면, 0～14세 인구는 점차 

낮아져 20.2%, 15～64세 인구는 63.7% 수준을 유지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5년 

7.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 16.1%에 이를 전망이다. 전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로 진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세계의 인구 동향을 연령별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이 고령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우 양국 모두 고령화 사회

를 넘어서 고령사회에로 진입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2050년의 인구 전

망에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가 늙어 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그중에서도 남한의 고령화 현상은 

놀랄 만한데, 만일 오늘날과 같은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경에는 남한에

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7.5%를 차지하게 되어 전 세계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앞

선 나라로 손꼽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의 고민이 있고, 이 문제는 단순히 노인과 

부양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부담과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 

속도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하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 대응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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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세계 인구 구조와 고령화 추이

구 분
2005 인구 구성비(%) 2050 인구 구성비(%)

0～14 15～64 65+ 0～14 15～64 65+

<세계>

선진국

개도국

28.2

17.0

30.7

64.5

67.7

63.7

 7.4

15.3

 5.5

20.2

15.6

20.9

63.7

58.4

64.5

16.1

25.9

14.6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41.5

27.8

15.9

30.0

20.5

24.8

55.1

65.8

68.3

63.9

67.1

65.1

 3.4

 6.4

15.9

 6.1

12.4

10.0

28.7

18.3

15.0

18.1

17.1

18.0

64.7

64.3

57.4

63.6

61.8

62.7

 6.7

17.5

27.6

18.4

21.1

19.3

남한

북한

19.1

23.5

71.8

68.3

 9.1

 8.2

 9.0

－

53.7

－

37.3

－

자료：UN(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 추

계； 통계청(1999), 북한 인구 추계 결과.

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에 개인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개인문제와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물론 전 세계적 인

구 고령화 현상은 20세 중반 이후 이미 예견된 사실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개별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 고령화 현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이다. 우선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

제 영역에서의 대변혁과 노후 준비를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05년에 12.6%이나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2020년 21.8%, 2050년 69.4%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2005년 생산 

가능 인구는 7.9명당 노인 1명,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

명을 부양하는 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5년 노령화 지수는 47.4%로 유년 인구

(0～14세) 100명당 노년 인구는 47명이지만, 2050년에는 416명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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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인구 고령화 속도 국제 비교와 한국의 위상

       고령 인구

           비율

  국가

도달 연도 증가 소요 연수

7% 14% 20% 7 →14% 14 →20%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한국

1864

1885

1887

1939

1942

1945

1927

1929

1932

1970

2000

1979

1977

1972

2012

2015

2010

1988

1976

1972

1994

2018

2018

2024

2014

2028

2036

2024

2006

2026

2009

2006

2026

115

 92

 85

 73

 73

 65

 61

 47

 40

 24

 18

39

47

42

16

21

14

18

50

37

12

58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5), 2005 인구통계자료집；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

추계.

여기에 국가의 재정문제로서 조세 수입의 감소와 함께 연금 등과 같은 노후보장 비용

의 증가 문제가 있다. 전면적 노동시장의 개편과 노동 형태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특

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의 증가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케어복

지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반면에 고령자를 부양하던 가족 기능의 약화와 주 부양자인 

여성의 사회진출로 전통적 고령자 부양체계인 가족 기능을 대신하는 공적 부양체계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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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구 분 1970 1980 1990 2005 2010 2020 2030 2050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5.7

7.2

6.1

11.2

7.4

20.0

12.6

47.4

14.9

66.8

21.8

124.2

37.3

214.8

69.4

415.7

노인 1명당 생산 가능 

인구(명)
17.7 16.3 13.5 7.9 6.7 4.6 2.7 1.4

*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 통계청(2005), 인구동향.

[그림 1-1]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2. 노인복지정책의 보편화와 비교

2005년 현재 전 세계 172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관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1880년대 독일 비

스마르크 시대에 제정되었던 연금제도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서 고령화에 대비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 장치로 변모하였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주거보장, 보건의

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현외성 외, 2005：21). 이들 정책의 

구성과 내용은 각각의 국가가 가진 특수성에 따라 다르다. 또 정책적제도적 발달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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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시기와 양상도 다를 수 있다. 주로 서구의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은 그 

초석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 함께 

선진복지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인

복지정책의 내용 면에서 주로 소득보장과 보건의료보장은 먼저 그리고 주거보장과 사회

복지서비스 보장은 그 다음에 진전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노인복지정책이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래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고 그 내용이 착실하게 확장되어 왔다. 최근에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각종 정책과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2005년 5월 18일에 제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수립과 입법화,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의 입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첫째는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고 있

는 몇몇 노인복지정책 내용을 견실하고 올바르게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

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실적 정책과 입법의 과정에서 준거를 삼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하고자 한다. 각국은 어떤 배경과 문제에서 혹은 사회적 맥락에서 노인복지정책의 각 내

용을 만들고 보완했는지를 이해하여 한국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는 학문적이론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연구는 다른 비교 연구와 마찬

가지로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이라는 사회복지 현상이 가진 공통성과 상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의 이론화와 일반화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연구와 연관된 사회복지 연구를 언급한다. 최근 사

회복지학 연구의 흐름을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지역 중심으로 구분되어 연구 활동이 이루

어지면서 이들 세분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 일반 이론의 구축에 대해 열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①선진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②소위 제3세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③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심의 연구(예： 동아시아의 유교주의적 문화를 가진 국가 연구)

를 말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의 연구와 실천은 선진 서구 자본주의 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이 주도

적 위치를 점유하면서 여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선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소위 전문 사회사업실천과 이론이 개발도상국에 무비판적

이고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전 세계의 사회복지 활동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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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근대화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전과 개선을 도모하려는 제3세계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

지는 경제 발전 위주의 국가 발전 목표를 수립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1960년대 말 이래 

근대화의 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개발이나 사회복지의 실천을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UN을 위시한 ILO, ISSA 등의 사회복지 

관련 국제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파견하여 선진 서구의 사회복지이론과 실천을 전수하거나 

자문을 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의 제도적 수립은 물론 전문기술과 교육을 전파시키는 데 

공헌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착오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오던 

방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서구 중심의 사

회복지 방법이나 제도, 정책이 과연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개발도상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은 선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

들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의식이나 전통 등이 또한 다를 수밖에 없

었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가 해결하려는 사회문제나 복지문제의 성격이 서로 상이한 현

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실천과 이론

은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에 맞는 새로운 모형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신섭중 

외, 1990).

또한 아시아 지역의 유교 문화권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비교 연구의 관점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국가가 가진 사회복지정책은 서구 

복지국가나 다른 제3세계의 사회복지와는 차별적 양상을 지니면서 공통성과 상이성을 지

닌다고 한다. 그것은 유교 문화적 공통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때로는 이질적으로, 때로는 동질적으로 

각 국가나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개되어 오고 있는 오늘날 사회복지의 이론화체계

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의 ‘전 세계

적 조망(a global perspective)’을 놓고 찬반론이 무성하다. 즉 한편에서는 세계 각 지역이

나 국가의 사회복지 활동을 하나의 논리나 지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

화된 개념의 테두리 내에서 각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복지 활동을 그 특성에 따라 동질성

과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전 세계적 조망의 주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의 무수한 국가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의 차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 이론을 창출한다는 것은 이상일 뿐이

며, 각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특정의 제한된 이론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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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있다. 이들은 구태여 전 세계적 개념의 도출보다는 현실적으로 특정 국가나 사회

의 사회문제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과 지적 도구의 개발이 일차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복지학 내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쪽에 서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책은 세3계 각국의 노인복지를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어느 한편에 편향되지 않는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노인복지, 사회복지 실현의 

바탕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 내의 논쟁은 

최근 비교사회복지학이 대두되면서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일정한 비교 분석의 틀을 가지고 분

석하여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의 이론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집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 절 노인복지정책의 개념화와 비교 연구 분석틀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화와 비교 범위

세계의 노인복지를 비교 연구의 맥락에서 고찰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비교 대

상, 즉 노인복지가 무엇이냐 와 비교 준거 혹은 비교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이다. 

노인복지의 개념 정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노인복지는 근본적으로 

사회변동과 함께 변화하는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노인복지가 놓여 있는 특정 사회의 여

건과 환경, 이를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 특징을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사회나 국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노인복지를 하나의 일

관성 있게 그 개념을 정의하고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은 애초부터 무리한 일일지도 모른

다. 어차피 노인복지는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 요소가 변

화함에 따라 함께 전개, 변화되는 사회의 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 내에서조차 노인복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와 내

용을 지니면서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이러한 노인복

지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제적으로 각국의 노인복지정책과 제도를 비교할 때, 

그 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편타당성을 높이는 공통의 요소를 지닌 노인복지를 포착

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작업 자체가 연구

의 출발이요 귀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

에는 역시 두 가지 입장이 항존하기 마련이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지 현상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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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요소를 가려내어 그것을 개념화하려는 노력과 다른 한편 아

예 각 개별 국가나 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고 개별의 노인복지 개념을 사용하

려는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노인복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노력과 활동을 개괄적

으로 묶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의 틀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물론 개별 국가의 노인복지 활동의 많은 부분이 빠져 버리고 마는 한계를 지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공식적 노인복지 활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바도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가능한 대로 노인복지라고 이름지을 수 있는 실체들을 

모아야 하는데, 어떤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 책은 노인복지의 개념을 확정적

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복지 현상의 다양성과 복합성, 역동

성을 인정하여 각 개별 국가의 특성을 최대로 반영하면서, 노인복지로 묶을 수 있는 요

소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

준, 즉 준거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노인복지로 묶을 수 있는 첫째 기준은 이미 Wilensky와 Lebeaux(1979)가 사회복

지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과 영역

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위한 기준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의 노인복지정책과 제도의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은, 

①공식적 조직, ②사회적 후원과 책임, ③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의 이윤 추구의 배

제, ④기능적 일반화, 즉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⑤인간의 소비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노인복지제도의 구성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할 때, 복지 현

상에서 사상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것은, ①공식적 부분이 아닌 비공식적 부분, ②프로

그램의 주된 목표로서의 이윤 추구의 배제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 등이 특히 그것

이다.

전자의 비공식적 노인복지 영역은 노인복지제도화가 늦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잘 발

달되어 있고, 오늘날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정부 부담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

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국가복지 부문을 민간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 노인복지 부문에 이

전시키려는 생각에서 매우 활발하게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 중요성이 인식

되어 가는 이러한 비공식적 노인복지 부분이 논의에서 빠져 버린 점이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에 있어 여전히 공식적 노인복지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

한 개선, 발전되어 가는 추세에서 볼 때, 이 책의 관심 영역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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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후자, 즉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의 이윤 추구의 배제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영역

의 문제이다. 이것은 기존의 노인복지 활동을 부분적으로 경제시장(economic market) 원

리에 맡겨 노인복지서비스 비용을 부분적으로나 때로는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결

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파탄에 따른 

하나의 돌파구로서 제안된 것이지만, 전체 노인복지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윤 추구의 배제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무리는 아

니다.

둘째로, 각국의 노인복지로서 포함될 수 있는 실체를 담는 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본 목표와 관계되는데, 이것은 치료적예방적개발적 목표의 연

속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목표는 다시 궁극적으로 특정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경향을 띤다. 물론 세 가

지의 기능적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론적으로 출현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차례

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기능적 목표는 특정 국가에서 중복되어 

존재하며, 국가에 따라 이들 세 가지 목표의 비중이 다르게 존속하게 되면서 노인복지 

활동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기능적 목표는 각국의 노인복지 활

동을 포괄적으로 묶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노인복지는 본질적으로 그 개념이 추상적인데, 분석의 대상은 그 추상적인 면

을 반영하고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 현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추상화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 각국의 노인복지의 테두리 내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노인복

지제도 혹은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산출물(output)을 일차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노인복지제도 혹은 프로그램은 고령자 혹은 노후 생활을 대

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취업보호 및 직업훈련, 교육, 주거 

등이 될 것이다.

2.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분석틀

세계의 노인복지를 비교 분석하려 할 경우 부딪히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연구 대상, 

즉 노인복지의 정체성의 문제와 비교 분석의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의 비교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5년에 Catherine 

Jones가 당시까지 진척되었던 사회복지정책 비교 연구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묶어 하나의 

도표로 제시하였다(표 1-4 참고).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유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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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노인복지의 제도적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거시적 비교 연구에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전체적 체계와 

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는 미미하다. 이 책은 이 표의 서술적경험적 형식을 띤 연구로

서, 전체 체계의 다양한 성격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비교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개괄적이고 총체적

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는 몇 가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이들 연구에서 이 책의 비교 분

석틀을 만들고자 한다.

<표 1-4> 비교 사회복지정책 연구 유형

주된 관심

방법

서술적 해석적 이론 구축적

경험적 문헌적 양적 개념적

초점：

역사적

(ⅰ)정책 

부분/쟁점

서비스 발달 혹은 

집단 대책에 대한 

상세한 역사

eg. Boyd 1969.

사회정책 발달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연구

eg. Heclo 1974.

특정한 지표나 

특정한 분야의 

시계열

eg. Kuhnle in 

Flora and 

Heidenheimer 

1981.

(a)발견적 도구

(heuristic 

tool)로서의 

분석적 틀

(b)설명적 ‘이론들’

eg. Marxist 대 

자본주의적 

기능주의 대 갈등 

이론가들

(Alber 1982) 

Mishra 1981.

(ⅱ)전체 

체계

확실히 주요한 

과업임. 수많은 

소위 국가간 비교 

연구는 실제로는 

특정한 자기 

나라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eg. Handel 1982.

복지 발달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eg. Rimlinger 

1971.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계열적 자료

eg. Flora and 

Alber, in Flora 

and Heidenheimer 

1981; Heisler and 

Peters, in 

Ashford 1978.



                                                                 제1장 비교노인복지정책 이론 85

주된 관심

방법

서술적 해석적 이론 구축적

경험적 문헌적 양적 개념적

현대의

(ⅰ)정책 

결정

외국의 사례에 

대한 상세한 사례 

연구

eg. James 1970；

Jones 1977.

분석적인 정책의 

사례연구 혹은 두 

개의 정책적 사례 

연구

eg. Heidenheimer, 

Heclo, and Teich 

Adams 1975.

정책 선택과 

결과의 지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

eg. Hofferbert 

1974；Frey and 

Pommerehne 

1978.

McGuire 1981.

정책결정 분석의 

모델/틀

eg. Hall et al., 

1975；

Rose 1973

(ⅱ)정책 

부문

/쟁점

서술적 검토-개별 

서비스/개별 쟁점

eg Rodgers, 

Doron, and Jones 

1979；

Kahn and 

Kamerman 1976, 

1978；

Kaim-Caudle 1973

외국으로부터의 

교훈

eg. Abel-Smith 

1976；

Wilkinson 1977；

Walker, Lawson, 

and Townsend 

1984.

국제 간 부문별 

비교 설명

eg. Donnison and 

Ungerson 1982；

Higgins 1978；

Wilson T. in 

Wilson 1974.

부문적 효과의 

지표에 근거를 

둔 비교

eg. Maxwell 

1981；

McGuire 1981.

(사회)정책의 

범주화

eg. Titmuss 

1974；

Peters, Doughtie, 

and McCulloch 

1977.

(ⅲ)전체 

체계

국가와 국가 간의 

사례 연구

eg. Roders, Greve 

an Morgan 1968.

복지국가의 국가 

간 비교 연구

eg. Mishra 1984；

Offe 1984.

일반적인 

사회정책의 

특성에 대한 

지표에 바탕을 

둔 연구

eg. Wilensky 

1975 and in 

Flora and 

Heidenheimer 

1981；

Alber in Loney, 

Boswell, and 

Clarke 1983；

Estes 1984.

(a)발견적 

도구로서 

전체체계의 

분석적인 모델

eg. Easton 

1965；

Schaefer 1974.

(b)설명적인 

이론/상호경쟁적

인 사상학파

eg. 위의 (b)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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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정책 관련 선행 연구서는 P. R. 

Kaim-Caudle(1973), Barbara N. Rodgers, et al.(1979), John Dixon & Hyung Shik 

Kim(Ed.)(1985), Peter Flora(1986),  (1981)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연구 방식은 여러 나라 사회복지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하

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의 외적 결정 요

인, 구성 요인, 그리고 분야별 내용 등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의 외적 결정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념) 그리고 역사 등으로 요약되며, 구성 요인은 사회복지의 입법 및 

행정, 사회복지 재정(재원 조달과 배분), 인력 등이며, 그리고 사회복지의 분야별 내용은 

다시 두 가지로 서술할 수 있다. 첫째는 제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내용을 구분한다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 둘째로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내용을 구분한다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자복지, 의료복지, 소득보장, 주택, 교육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표 1-5> 노인복지정책과제도의 비교 분석틀

1. 노인복지의 환경 요인

  ①복지사상

  ②정치경제사회적 조건

  ③역사적 전개 과정

2. 노인복지의 개요：구성 요인

  ①노인복지 입법 및 행정체계

  ②노인복지 재정

  ③노인복지 인력

3. 노인복지의 분석：분야별 내용

  ①사회보험(부문별 검토)

    (ⅰ) 대상 및 자격 요건 (ⅱ) 급여 내용 및 수준

    (ⅲ) 전달체계 (ⅳ) 재원 조달 및 배분

  ②공공부조(부문별 검토)

    (ⅰ)~(ⅳ) 사회보험 분석검토와 동일

  ③사회복지서비스(부문별 검토)

    (ⅰ)~(ⅳ) 사회보험 분석검토와 동일

4. 기타 관련 시책

  ①주택

  ②보건의료

  ③고용, 여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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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책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서술 방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

과 제도의 비교 분석의 틀을 구성하여 보았다. 이 분석틀에 의하여 각국의 노인복지를 

일관성 있게 비교 분석하고, 결론으로 평가와 전망을 서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국 노

인복지의 분야별 내용 분석은 각각 Gilbert와 Terrell(2002)이 제시한 분석틀을 응용하여, 

①대상 및 자격 요건, ②급여 내용 및 수준, ③전달체계, ④재정 조달 및 분배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다만 각국의 특성과 자료의 한계 등에 의하여 연

구자의 재량에 따라 엄격한 비교 분석틀의 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표 1-5>의 비교 분석틀을 참고로 하여 적절하게 체계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비교 연구의 대상 국가로 다루고 있는 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호

주, 일본, 대만, 한국 등 8개국이다. 이들 8개국을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일

단 사회복지 혹은 노인복지 관련 주도적 국가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험과 정책 내용

을 연구하여 획득하는 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의 연구자들은 당해 국가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비교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들 개별 자료는 물론 비교 검토 자료는 노인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나 연구하는 

연구자,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행정과 실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리

라 확신한다. 다른 나라의 노인복지정책과 제도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의 노인복지가 지닌 

특성과 의미를 한층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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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서 론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노인복지정

책과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제도, 법, 정책이 발달한 나라이

다.

일본은 1950년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구의 저출산고령

화를 맞이하여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동시에 증가한다. 이 후기 고령자들은 심신이 

허약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만성병과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와상, 치매, 병허약 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되는 데, 이들은 신체

적사회적 약자이고 보건서비스, 가족의 개호,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처우문제는 과거에는 입소시설 중심으로 일관했지만, 1970년대 이후에 시

작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경향과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과 더불어 오늘날

에는 정책적으로 재가복지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의 발달로는 전체

적 노인복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날에는 재가냐 시설이냐의 양자택일적 문제가 

아니고 단기보호시설이나 노인보건시설 등에 일시적으로 입소하기도 하고 재가로 복귀하

기도 한다. 즉 단순히 재가나 시설의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

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출산1)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여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주요한 정책은 개략적으로 1973년 노인의료비의 무료화 정책, 1982년 8월에 노인보건

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2월 1일부터 시행,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이하 

‘골드플랜’으로 약칭, gold plan)의 책정과 1994년 신골드플랜으로 수정, 1997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 등이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1) 저출산을 일본에서는 ‘ ’라고 한다. 즉 ‘자녀가 줄어드는 과정 또는 경향’이라는 의미로서, 우리나라

의 저출산이라는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제2장 장 장 장 일본의 일본의 일본의 일본의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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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저출산대책은 2003년 제정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과 2004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관련 3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인구구조, 평균 수명, 가

족, 노인복지 재정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도적 접근으로서 소득보장정책, 보건

의료정책, 기타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2 절 노인복지의 환경적 요인

1. 노인복지의 정치적 요인

1) 노인복지의 환경 변화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에 미연합군 사령부에 의해 사회복지가 정부 중심의 정책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갔다. 노인복지법은 1963년 7월에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되어 점점 심각

해지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일본은 1950년부터 1970년에 걸쳐서 

연간 실질 성장이 10%에 이르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경제적 풍요가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1973년이 복지 원년으로 불릴 

정도로 복지 확대 정책이 단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197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비 무료

화를 단행한 것을 위시하여 사회복지에서 획기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예산 편성 단계부

터 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지, 복지 원년 등으로 선전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현외성 외, 1992：270-271).

①생활보호에서 생활부조 기준의 인상

②노령복지연금의 43% 증가

③가족수당, 아동수당의 발족

④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무료화－이를 위한 국고보조는 약 110억 엔

⑤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 개정

⑥후생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연금보험 개선

⑦실업보험의 개정에 의한 고용보험 발족

⑧노인복지를 확대하여 노인복지비 5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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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덟 가지의 대폭적 확대 내용 중에는 세 가지가 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

는 것으로 노인복지의 비약적 진전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졌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보건법의 제정이다.

2) 재정 압박과 노인보건법의 제정

노인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 일본의 노인보건의료대책은 의료보건 각 법에 의한 의료보

장과 1973년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비 무료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노인의료비 무료화에 의해 노인은 의료비의 부담 없이 수진할 수 있게 되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수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의료비도 현저히 증

가하였고 특히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퇴직 후 노인의 가입률이 높은 국민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이 다른 보험

제도와 비교하여 부담이 많아지고, 또한 부담의 불균형으로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압박을 가져왔다. 또 노인보건의료의 질병 예방에서 기능 회복 훈련까지 일관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77년 노인보건의료문제간담회에서 “앞으로 노인보건의료의 과제와 전

망에 관해서”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의견서에서는 현 제도의 

과제를 ①의료보장에 편중되어 있고, ②보건서비스로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③

각 제도 간의 의료비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의견서는 앞

으로의 대책으로 ①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교육, 건강진단과 검사, 보건지도, 치료, 

기능 회복 훈련, 가정간호지도 등을 일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포괄적 보건의

료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 ②노인의료비의 보장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가 개선되

면 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③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

어 노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多

 , 1991：281-282).

이 밖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거듭한 결과, 1982년 8월에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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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드플랜의 정치적 배경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어 노인복지를 추진하지만 오일쇼크에 의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이 끝나고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오일쇼크로 인하여 고도성장에 

의해서 지탱되어 온 세수( )의 신장이 둔화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위기가 시작된 것이

다. 복지의 확대기에 팽창되어 온 복지제도에 국가책임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 삭감 정책이 시도된 것이다.

더욱이 1989년부터는 노인복지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직접세로서 모든 유통 물자에 대

하여 3%의 소비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 소비세의 도입에 대

하여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합의를 얻지 못하였고, 또 리쿠르트(recruit) 사건 등이 맞물려

서 1989년의 참의원(일본 국회의 상원) 선거는 참패로 끝났다. 그리하여 그 궁여지책으로

서 발표된 것이 1989년 골드플랜의 책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골드플랜은 단순한 정책 목

표가 아니고 재정당국과 합의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이 골드플랜으로 인

하여 노인복지 대상자의 저소득자 우선순위가 없어졌다.

4) 새로운 대안으로 개호보험법

개호보험제도를 최초로 제안한 곳은 1994년 8월 후생성 내의 개호 문제 검토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으로 가칭 ‘고령자 자립 지원 보험제도’(시안)이다. 그 후에 후생성 대신 

자문기구인 노인보건복지심의회가 1995년 1월에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

여 동년 7월에 제1차 보고서, 1996년 1월에 제2차 보고서, 동년 4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이것의 기본 골격을 토대로 1996년 6월에 개호보험제도 대강 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개호보험에 대한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안과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반

대를 표명하는 기관단체는 약 30기관단체에 이른다.

개호보험법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실업보험법에 이은 제5

의 사회보험으로 등장하였다. 이 제도에 의해 일본 노인의 개호정책 기본이 종래의 가족

개호 지원에서 노인의 자립 지원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충분한 개호를 받

을 수 없었던 노인 본인과 장기간의 개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그 가족에게는 큰 복

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

정되었고, 2000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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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복지입소시설정책의 정치적 요인

노인복지에서 시설은 노인복지의 초기 단계에 발달하여 재가복지가 시설복지를 보충하

는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었다. 그 후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 시설복지와 재가복지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다하면서 성장, 발달하고 있다. 또한 사

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세대가 급증하며 더구나 평균 수명이 늘어

남에 따라 와상노인과 치매노인 등 중증 노인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은 오늘날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답신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긴급 정비 5개년 계획’이 

1971년부터 실시되어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 급격

하게 설립되어 1970년의 복지 관련 시설과 비교하면 1979년에 2배나 늘어났다. 뿐만 아

니라 재가복지 및 시설 내 처우의 전문성 향상과 시설의 사회화가 요청되어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법률 30호)이 1987년에 공포되어 다음 해에 시행되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에 의해서 저성장기(stagflation)에 들어간 1979년에 전국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략 이라는 보고서가 출간되어 노인복지정책이 재가복지

의 분야로 서서히 옮기고 1980년대에는 재가복지대책을 주축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

나 노인복지시설은 지금도 재가복지의 지역 거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89년 1월 12일에 중앙사회복지심의회, 노인복지전문분과회에서 경비노인홈과 양호노

인홈의 두 종류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경비노인홈은 케어하

우스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케어하우스는 외부의 재가서비스를 도입하여 재가처우의 

일환으로 거주에 중점을 둔 시설로의 전환이다. 또 양호노인홈은 가정적사회적 사정 

등에 의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자립이 곤란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핵 시설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1991년 11월 25일에 후생성 제409호 후생성 사무차관 통지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정비비 및 사회복지시설 등 설비 정비비의 국고 부담(보조)에 관해서”의 시설에 관

한 자료에 의하면, 재가복지서비스의 시설 정비에 관해서는 골드플랜에 따라서 시설 정

비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욕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 재가복지서비스의 복합화를 도모한 일체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취지이다.

재가복합형 시설로서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시설은 ①재가개호지원센터, ②노인데이서

비스센터, ③노인단기입소시설 또는 노인보건시설, ④급식서비스 스테이션, ⑤홈헬퍼 스

테이션이다. 이러한 것들은 취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재가복지에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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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보건복지시설에 상기의 시설을 설치 가능한 한 복합적으

로 설치하여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신축, 증개축 등

의 시설 설비 투자를 절약하여 기존의 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재가복지센터적 시도

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면을 알 수 있다.

또한 1994년 12월에 발표한 신골드플랜에서는 재고된 것 가운데 시설서비스 분야의 시

책으로 노인보건시설, 노인생활복지센터, 케어하우스에 관한 기존 목표치의 변동 사항은 

없지만, 특별양호노인홈만이 24만 명에서 29만 명분으로 목표가 증설 설정되었다. 특별양

호노인홈의 목표가 증설 설정된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①공급량의 부족으로 필요에 따

라 제공되지 못하는 재가복지서비스, ②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는 중증의 요개호자, 

③급격히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의 구성, ④국민의 복지의식 확대 등이다.

2. 입법과 행정체계

1) 일본 노인복지 관련법의 개관

일본의 노인복지 관련법은 우선 노인복지 전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1963년에 제정

된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국민의 노후 건강 유지와 적절한 의료를 확보하기 위해 예방

에서 치료, 기능 회복 훈련까지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1983년에 제정된 노

인보건법, 그 외에 1938년의 국민건강보험법, 1987년의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2000

년의 개호보험법, 2002년의 건강 증진법, 1959년의 국민연금법, 1954년의 후생연금보험법, 

1923년의 은급법(후에 장(단)기공제조합법으로 개칭됨), 1950년의 생활보호법, 1982년의 

고연령자 등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 1951년의 공영주택법, 2001년의 고령자 거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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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본 노인복지 관련법체계

분야 법률 명칭

소득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장(단)기공제조합법

생활보호법

고연령자 등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노인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호보험법

건강 증진법

거주
고령자 거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공영주택법 등

교육여가 교육에 대한 각 법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이 외에도 일본은 내각책임제의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성청( )으로부

터 통달이나 훈령 혹은 지침의 형태로 하부 행정조직으로 정책이 시달되고 있다. 이상의 

일본 노인복지 관련법을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현외성조추용, 1996：240-241 참

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일본 노인복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노인

보건법, 골드플랜, 개호보험법에 대하여 행정체계와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하고, 행재

정의 개혁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8법 개정 중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2) 노인보건법의 행정체계

(1) 행정체계

노인보건법의 행정체계상 주요 내용은 의료 등, 보건사업, 노인보건시설, 노인방문간호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의료 등은 의료, 특정요양비의 지급, 노인보건시설 요양비의 지급, 노인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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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것이다. 대상은 각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해 있는 70세(와상의 경우 

65세) 이상이다.

둘째, 보건사업은 장년기의 건강관리, 성인병 예방 등 노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중요

한 것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실시 주체가 되어 4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첩 

교부,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진단과 검사, 기능 회복 훈련, 방문지도가 포함된다. 비용 

부담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셋째, 노인보건시설은 1986년 노인보건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1973년 노인복지법

의 개정으로 노인의료비의 무료화가 시행되었는데 이에 영향 받아 사회적 입원2)이라고 

하는 형태로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노인보건시설은 질병(질환)3)

의 상태가 안정기에 있고 입원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기능 회복 훈련, 간호, 개호(care)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와 개호를 필요로 하는 와상 상태 등의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상 생활상의 서비스도 제공하여 노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에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究  , 1993：337). 즉 이 시설은 의료기

관에서 가정으로, 입소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방문간호

노인보건법이 1982년에 제정되어 1991년에 방문간호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간호서비

스는 진료수가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노인뿐만 아니라 40세 이상의 와상환자를 포함한 

개호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간호사업이 개시되었고 1992년에는 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방

문간호파견센터)이 설치되었다.

이 방문간호의 의의는 환자, 노인, 그 가족에게 요양의 방법과 간호에 관해서 조언하

고, 간호를 원조하며, 필요에 따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가정에서 간호력, 개호

력 등의 기술을 향상시켜 효과적 재가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삶의 방식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호 전문가의 입장에서 측면

2) 사회적 입원이란 1973년의 노인의료비 무료화에 기인하여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하는 것이 곤란한 노인

(입소시설 대기자 등), 재가생활에서 갈등이 야기된 노인, 심지어는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이 비

교적 이용자 부담이 가벼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것을 사회적 입원이라 한다. 이로 인

하여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3) 질병과 질환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질병이란 신체의 모든 기능의 장애 또는 

건강하지 않은 이상( ) 상태를 의미(건강보험 등)하고, 질환이란 병, 아픈 것 등의 구체적인 것(호흡기 

질환, 신경성 질환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이 보다 넓은 의미이다. 여기서는 질환의 의미를 포함한 

질병으로 모두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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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원조하는 것이다( , 1993：74).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서 많은 요개호 노인

이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입원에서 재가생

활로 옮길 때 질병 상태의 악화나 불안에 대하여 간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재가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질병의 안정, 개선, 악화 방지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 대상자는 질병, 부상 등에 의해 가정에서 와상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의료 수급 대상자로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이다. 와

상 상태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 가운데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와상 상태가 될 가능

성이 있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법의 대상이 되는 노인과 치매노인도 포함된다.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의 내용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서 가정에서 실

시하는 요양상의 개호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로 구체적으로 질병의 상태 관찰, 위생상

의 상담지도, 일상생활상의 의료나 간호의 상담지도, 욕창의 처치, 진료 기록 등의 

관리, 식사배설의 개호, 기능 회복(rehabilitation), 종말기 케어(terminal care, hospice) 

등이다.

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 운영자는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후생 대신이 

지정하는 자(공적 의료기관의 개설자, 지역의 의사회, 간호협회 등) 가운데 일정한 기준

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장(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역자치

단체장의 지정은 노인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는 각 사업소(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를 단

위로 지정된다. 오늘날 노인방문간호서비스의 운영 주체는 의료기관 병설형, 노인보건시

설 병설형, 특별양호노인홈(nursing home, 요양원) 병설형, 단독형 등 다양화하고 있다.

노인방문간호의 업무는 요양상의 개호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로서 의료의 업무 독점 

행위이고,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준 간호사, 보건부, 물리치료사, 작

업치료사이다.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개호 노인이 노인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주치의에 의한 진찰(노인방문간호의 필요와 불필요의 판단) →②환자 또는 그 가족

으로부터 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 또는 주치의에게 서비스 신청→③주치의로부터 노인

방문간호 스테이션에 노인방문간호 지시서 교부→④방문간호서비스 개시.

또 주치의와 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 사이에는 노인방문간호 지시서 외에 노인방문간호 

계획서 및 노인방문간호 보고서에 의해 정기적으로 상호 정보 교환과 의견 조정이 도모

된다. 노인방문간호의 전달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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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인방문간호의 전달체계

3) 골드플랜의 행정체계

골드플랜은 재가복지의 세 가지 중심 서비스의 대폭 확충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정확하고 질이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서비스 공급체제의 목표로 하

고 있다. 이 목표는 전국 3,26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중학 교구를 중심으로 설정되

어 추진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관계 3심의회가 3년간의 심의를 거듭한 결과 1989년에 “앞으로 사회복지

의 본래 기능에 관해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과 골드플랜을 구체화, 정착화 시키기 

위하여 법 개정을 시도한다. 이것이 ‘사회복지 관계 8법 개정’이다. 이 8법 개정에는 재가

복지서비스의 명확화, 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 강화,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

스의 기초자치단체(시정촌)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보건복지 계획 책정 등이다.

따라서 골드플랜은 ①당초의 예상보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

한 것, ②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노인보건복지 계획이 골드플랜을 상회하는 정

비, 충실히 기도된 것 등을 근거로 하여 현행의 골드플랜을 전면 재검토와 확충, 목표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왔다. 그래서 1994년 12월에 1995년도 예산안의 정부 결정 과정에

서 대장성, 후생성, 자치성의 세 대신에 의해 ‘신골드플랜’이 향상, 조정되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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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신구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비교

구분 항목 구 신

재가서비스

홈헬퍼

홈헬퍼 스테이션

쇼트스테이

데이서비스데이케어

재가재호지원센터

노인방문간호 스테이션

10만 명

－

5만 상

1만 개소

1만 개소

－

17만 명

1만 개소

6만 인분

1만 7,000개소

1만 개소

5,000개소

시설서비스

특별양호노인홈

노인보건시설

고령자생활복지센터

케어하우스

24만 상

28만 상

400개소

10만 명

29만 인분

28만 인분

400개소

10만 인분

인적 자원의

양성확보

개호직원

간호직원 등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

－

20만 명

10만 명

1만 5,000명

보다 구체적 책정 경위를 살펴보면 1994년 3월 28일 고령사회복지비전간담회의 “21세

기 복지비전(보고서)”에서 ①북유럽과 같은 고복지 고부담형이나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 

복지 저부담형이 아닌 일본 독자의 적정 급여와 적정 부담의 복지사회를 지향할 것, ②종

래의 연금의료 중심형 사회보장에서 복지 중심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할 것, 즉 사회보험

급여의 연금： 의료： 복지 비율을 현재의 5：4：1에서 5：3：2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③주민 참가나 자원봉사를 포함한 참가형 복지사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후생성은 1994년 4월에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령자 개호대책본부를 설

치하여 고령자 개호자립 지원 시스템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신골드플랜을 작성

하였는데 기본 이념은 이용자 중심의 자립 지원, 보편주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주의

를 내세웠다. 이상 1999년말까지의 정비 목표인 신구 골드플랜을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이상과 같이 골드플랜은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편으로는 노인개호문

제가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그 처우에 상당한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국민

의 분출하는 복지 욕구를 현행의 조치제도를 이용해서 행정적정책적 차원으로는 감당

하기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

었는데 이것이 개호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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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호보험법과 행정체계

(1) 개호보험법과 전달체계

개호보험법의 목적은 가령(加齡)에 의해서 발생한 심신의 변화에 기인한 질병 등에 의

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이용 가능한 능력에 따라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 공동연대의 이념에 바탕을 둔 개호보험제도를 

설치하고, 보험급여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 보건의료의 향상 및 복지

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호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제1호 피보험자)으로 하

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제2호 피보험자)은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급여 대상자는 요개호(지원) 상태에 있는 40세 이상의 피보험자이다. 그러나 제2호 피보

험자는 요개호 상태의 원인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노화나 심신의 변화에 기인

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특정 질병( 老期 , 뇌혈관장해 등)만을 대상으로 한

다(법 제9조～제13조).

개호보험의 실시 주체자(보험자)는 보험료를 징수하여 개호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한다. 따라서 이 보험의 재정 운영 및 개호서비스의 질과 양의 충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시정촌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서 지역 특성, 노인의 

건강 상태, 가정 및 주택 환경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따라 개호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적합한 

개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고, 서비스가 전국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동법에서는 보험자를 시정촌으로 하고 이를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

험자가 중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법 제3조).

보험의 급여는 크게 개호급여(재가급여, 병원을 포함한 시설급여), 예방급여, 시정촌의 

특별급여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

개호급여는 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특례거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거택개호 복지용

구 구입비의 지급, 거택개호 주택 개수비의 지급, 거택개호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특례거

택개호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특례시설개호서비스비의 지급, 

고액개호서비스비의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급여는 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특례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 거택지원 복지용

구 구입비의 지급, 거택지원 주택 개수비의 지급, 거택지원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특례거

택지원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고액거택지원서비스비의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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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요지원 인정을 받은 피보험자가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개호를 제외한 개호급여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받는 급여이다.

이상의 급여 이외에 시정촌은 지역사회의 독자적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제1호 피

보험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이하의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①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침구 세탁건조서비스 등의 급여, ②개호연수 프로그램으로 개호를 실시하고 

있는 가족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교류회, 혼자 지내는 피보험자를 위한 급식서비스 등이다.

요개호 상태가 되어 개호보험서비스를 받기까지의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다.

①인정 단계： 가정에서 요개호 상태 발생→보험급여 신청(시청 등에 본인 또는 가족)

→방문 조사(73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작성) →주치의의 의견서→1차는 판정용 컴퓨터

에 의한 판정, 2차는 개호인정심사회(시정촌의 책임 하에 의료보건복지 전문가로 구성)

의 판정→결과로서 자립, 요지원, 5단계의 요개호, 재조사→요지원 및 요개호 상태 인정

②서비스 제공 단계： 케어 매니저가 각 가정에서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재가

개호 또는 노인개호시설에 입소서비스

재정은 이용자 부담, 공공기관 부담,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①이용자 부담은 보험급

여 대상 비용의 10%이며 시설에서는 식비 가운데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공공기관 부담은 총급여비의 1/2로서, 정부：도도부

현：시정촌의 분담 비율은 2：1：1이다(법 제120조～제127조). ③보험료는 제1호 피보험

자에 대해서는 노령퇴직연금으로부터 특별(원천) 징수를 하는 한편 특별 징수가 곤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개별적으로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의

료보험 각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의료보험자가 징수하여 일괄적으로 이것을 납부한다

(법 제128조～제140조).

(2) 개호보험의 현황

5년째를 맞이한 개호보험은 2004년 4월말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의 대상이 되는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는 2,453만 명으로 4년간 13%가 늘었고,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는 약 4,200만 명으로 4년간 2%가 줄었다. 또 급여를 받기 위하여 요개

호도별 인정자 수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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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요개호도별 인정자 수
(단위：천 명)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요지원 290 341 381 414 455

요개호 1 339 365 394 424 479

요개호 2 317 358 394 431 492

요개호 3 394 490 571 641 595

요개호 4 551 709 891 1,070 1,252

요개호 5 291 320 398 505 601

합계 2,182 2,582 3,029 3,484 3,874

주：매년도 4월말 기준.

자료：  (2004：141).

<표 2-3>과 같이 모든 수치에서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요개호 1은 2000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2.27배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2004년 현재 요지원과 요개호 1을 합하면 전체의 48%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인구가 세

월이 지남에 따라 중증 노인으로 변화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재가복지서비스를 2000년 97만 명에게 제공하

였지만 2004년에는 224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2.3배가 늘었다. 시설서비스는 2000

년 52만 명이었던 것이 2004년 74만 명으로 늘어나 1.4배의 증가만 보이고 있다. 합계 

2000년에 149만 명이던 서비스 대상자가 2004년에는 298만 명으로 2배가 늘어났다.

최근의 개호보험 관련 소식에 의하면 요지원과 요개호 1, 요개호 2를 각각 2등급으로 

다시 나누는 등 등급을 세분화하여 가능하면 낮은 등급에 많은 노인을 붙잡아 두어 지출

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

5) 사회복지 관련 8법 개정

사회복지 관련 8법 개정은 1990년에 21세기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가 일원적이고 계

획적으로 제공되도록 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 관련 8법 개정은 골드

플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정비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 관련 8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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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노인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

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사회복지의료사업단법이다( 局大

官 老 健 童家 局 감수, 1990：4-19 참고).

개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①재가복지서비스의 적극적 추진：복지 각 법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위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추가한다.

②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제의 강화：종합적 재가복지의 추진,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장수사회복지기금)을 사회복지의료사업단에 설치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및 공동모

금의 활동을 추진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배분을 통한 조성을 강화한다.

③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복지서비스의 기초자치단체 일원화：특별양호노인홈 및 신

체장애자갱생원호시설의 입소 결정 등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

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복지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④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노인보건복지 계획 책정： 노인에 대한 보건서비스

와 복지서비스의 일체적 제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는 이

러한 서비스의 실시 목표 등에 관한 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는 기술적 지도, 조

언을 실시함과 동시에 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노력한다.

⑤장애자 관계시설의 범위 확대 등

⑥기타

유료노인홈은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고, 유료노인홈협회를 만들어서 지도를 

받도록 한다. 또 노인의 심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활동을 촉진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 8법의 개정에 의해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복

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게 되었으며, 주민

은 더욱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

부로 전가시키거나, 시설복지의 고부담을 합리화하는 명목으로 저부담의 재가복지로 전

이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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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출산 대책

2002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장래추계인구’에서는 출생율의 

저하 요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만혼화( )나 미혼화( )에 새롭게 ‘부부

의 출생력 그 자체의 저하’라고 하는 현상을 밝혀냈다. 따라서 일본 인구는 2006년을 피

크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앞으로 

사회보장비나 세금 등 국민부담율의 재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2002년 9월에는 “저출산 대책 플러스원”을 시작으로 정부의 기본방

침을 2003년도에 정했다. 이 방침은 ‘자녀의 양육과 일의 병행을 지원’을 중심에 놓고 이

전의 대책에 추가하여 ‘남성을 포함한 노동의 재고’, ‘지역사회에서 자녀양육의 지원’, ‘사

회보장에서 차세대 지원’, ‘어린이의 사회성 향상과 자림의 촉진’이라는 대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 플러스원에 의해 2003년과 2004년을 차세대육성지원대책 기반정비

기로 의미부여하고, 일련의 입법조치를 하였다. 우선 2003년에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후생노동성을 비롯하여 관계 7개 성청( )에서 책정한 행동

계획책정지침을 따라, 모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에 대해서 행동계획의 책

정을 의무로 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자녀양육 지

원사업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반정비기의 일환으로 2004년에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 관련 3법안이 개정되었다. 우

선, 아동수당법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생활의 안정과 아동의 건전육성 및 자질

의 향상을 목표로 제1자 및 제2자는 매월 5,000엔, 제3자는 매월 10,000엔을 지급하는 것

으로 한다. 지급기간은 이전의 취학 전까지를 초등학교 3학년 수료까지로 늘렸다.

둘째,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방지대책 등의 충실강화와 새로운 소아만성특정질환대

책의 확립이다. 아동학대방지대책 등의 충실강화는 아동상담체제의 충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재고, 요보호아동의 사법관여의 강화 등이다. 소아만성특정질환대책은 장기간에 걸

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부가 관여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육아개호휴업법은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지원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육아휴업 

및 개호휴업 대상노동자의 확대, 육아휴업기간의 연장, 개호휴업 횟수의 제한 완화, 아동

의 간호휴가제도의 창설, 육아휴업 및 개호휴업 급여의 지급범위확대 등이다( 勞  

監 , 2004: 144-146 참고).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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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중앙 및 지방정부, 대기업, 지역사회 등이 협동하여 노력하고 있다.

3. 노인복지 재정

일본의 노인복지 재정체계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관계비 전체를 보아야 한다. 사회보

장관계비는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사회보험비, 보건위생대책비, 실업대책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예산은 사회복지비의 범주에 속한다. 또 노인복지 예산은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서비스가 2001년부터 사회보험비로 계상된다. 또 

2001년부터는 후생성과 노동성이 합해져서 예산이 세워졌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속에 

전체 예산과 노인복지비의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단순한 변화 추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표 2-4>는 전체 예산을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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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정부의 사회보장관계비의 예산 추이

(단위： 억 ,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사회보장관계비
82,124

(100.0)

95,740

(100.0)

116,154

(100.0)

139,244

(100.0)

167,666

(100.0)

175,552

(100.0)

182,795

(100.0)

189,907

(100.0)

197,970

(100.0)

생활보호비
9,559

(11.6)

10,816

(11.3)

11,087

(9.5)

10,532

(7.6)

12,306

(7.3)

13,091

(7.5)

13,837

(7.6)

15,217

(8.0)

17,489

(8.8)

사회복지비
13,698

(16.7)

20,042

(20.9)

24,056

(20.7)

34,728

(24.9)

36,580

(21.8)

16,944

(9.7)

17,218

(9.4)

17,271

(9.1)

16,339

(8.3)

노인복지비 4,761 9,841 14,027 20,854 20,287 795 814 782 614

사회보험비
51,095

(62.2)

56,587

(59.1)

71,953

(61.9)

84,700

(60.8)

109,551

(65.3)

135,896

(77.4)

141,584

(77.5)

146,514

(77.2)

153,802

(77.7)

보건위생대책비
3,981

(4.8)

4,621

(4.8)

5,587

(4.8)

6,348

(4.6)

5,434

(3.2)

5,323

(3.0)

5,276

(2.9)

5,142

(2.7)

5,034

(2.5)

실업대책비
3,791

(4.6)

3,674

(3.8)

3,471

(3.0)

2,936

(2.1)

3,795

(2.3)

4,298

(2.4)

4,881

(2.7)

5,764

(3.0)

5,307

(2.7)

후생노동성 

예산

86,416

(7.5)

99,920

(2.6)

120,521

(6.4)

144,766

(2.9)

174,251

(3.9)

180,421

(3.5)

186,684

(3.5)

193,787

(3.8)

201,910

(4.2)

일반 세출
307,332

(10.3)

325,854

(△0.0)

353,731

(3.8)

421,417

(3.1)

480,914

(2.6)

486,589

(1.2)

475,472

(△2.3)

475,922

(0.1)

476,320

(0.1)

주：1) (　)은 구성비. 다만 후생노동성 예산 및 일반 세출은 전년 대비율. △는 줄어듦.

    2) 사회보험 비에는 복지연금 및 아동수당이 포함되고, 산재보험은 포함되지 않음. 또 고용보험비

는 실업대책비에 포함됨.

    3) 2001년도 이전의 후생노동성 예산은 후생성 예산과 노동성 예산의 합계.

자료： 勞 大 官 計課, 勞  監 (2004：298).

제3 절 인구 고령화와 사회학적 특성

1. 인구의 고령화

고도산업사회가 되면 될수록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발전

하며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급,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식생활의 풍요 등으

로 인하여 국민 전체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절대적 노인인구가 늘어난다. 평균 수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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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남과 동시에 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여성인구의 사회진

출이 늘어나고 출산인구가 줄어들어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

나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난다.

일본의 노인인구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에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5.7%

였으나 1970년에 7.1%로 고령화 사회에, 1995년에는 14.5%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

며, 2003년 현재 19.1%이며, 2010년에는 22.5%가 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며, 2040년

에는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33.2%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세계적 장수촌은 거의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장

수촌 야마구치( 口)현 도와쵸(東 )는 총인구 5,255명에 50.6%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미에( )현 키와쵸(紀 )는 총인구 1,742명에 49.7%가 노인이다. 그 다음이 히로시마

(廣島)현 토요마치( )로 총인구 2,956명에 대하여 48.8%가 노인인구이다(  , 

2004：39).

<표 2-5>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천 명, %)

연도
인 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총수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60  93,419 28,067 60,002  5,350  5.7

1970 103,720 24,823 71,566  7,331  7.1

1980 117,060 27,507 78,835 10,647  9.1

1990 123,611 22,486 85,904 14,895 12.1

2000 126,926 18,472 86,220 22,005 17.3

2003 127,619 17,905 85,404 24,311 19.1

2020 124,107 15,095 74,453 34,559 27.9

2040 109,338 12,017 60,990 36,332 33.2

자료： 計局, 國 ；  (2004：32).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인구에 대한 연소인구(0～14세)의 비율이 1960년에 30.3%에서 

1970년에 24.0%, 2000년에 14.6%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2.2%가 될 전

망이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가 현저하게 늘어남으로써 노인인구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의 효율화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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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 수명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식생활과 습관, 기후, 문화, 관습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

는데,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1921～1925년의 조사에서 42.7세였던 것이 1955년에는 65.7

세로 23.0세가 늘어났으며 1993년에는 79.4세로 1955년과 비교하면 13.7세가 늘어났다. 

2002년 현재 남자는 78.3세, 여자는 85.2세가 되어 오늘날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의 하나

가 되었다. 또 2025년에는 남자 79.8세, 여자 87.5세가 되어 여전히 세계 최장수국이 될 

전망이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남녀의 평균 연령 차이이다. 그것은 1921～1925년의 조사에서는 

1.1세의 차이였으나 1955년에 4.2세, 1993년에 6.2세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

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서 2025년에는 6.8세의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각 연도 참고). 이것을 사망률의 남녀차 또는 차별사망력이

라고도 하는데,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에게는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 독거노인

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김태현(1994：12)은 여성 노인은 배우자와 사별

하고 독거 경향이 강하고 남성 노인보다 직업이 없을 확률이 높고 퇴직 후에 수입이 적

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에 의존하기 쉽고 가족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독거 여성 

노인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가 족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노인의 부양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요개호 노인이 재가

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현대 가족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는 정서적 부양 기능뿐이다. 산업사회의 진행과 함께 가족이 핵가족화하면서 많은 과제

를 남기고 있는데, 일본의 이 변화 추이는 1960년에 4.5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1980

년에 3.28명, 1990년에 3.05명, 2002년 현재 2.74명으로 1960년과 비교하면 1.8명이 감소하

고 있다. 즉 부부와 1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표준적 세대인 셈이다. 생활보호대

상자의 가족 구성도 1984년부터 3명을 표준으로 하고 있듯이 그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

고 있다. 이 변화는 미국이 산업혁명 후에 5.3명에서 4.3명으로 줄어드는 데 60년이 걸린 

것과 비교해도 세계에서 예가 없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3.05명의 평균 세대 

규모는 미국, 프랑스의 2.9명 등 거의 구미제국의 규모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2004：45).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면 사회 환경적 위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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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할 힘이 약해진다. 대가족제하에서는 가족 성원의 요개호 상태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가족 성원이 그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분담할 수 있어서 타격을 분산시켜서 흡수하게 되

는데, 핵가족제하에서는 그러한 타격에 가족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

<표 2-6> 세대 구성별로 본 세대 수의 추이

(단위：천 세대, %)

연도 총수(A) 단독 세대
핵가족 

세대
3세대 세대 기타 세대

노인 

세대(B)

1975
32,877

(100.0)

5,991

(18.2)

19,304

(58.7)

5,548

(16.9)

2,034

(6.2)

1,089

(3.3)

1980
35,338

(100.0)

6,402

(18.1)

21,318

(60.3)

5,714

(16.2)

1,904

(5.4)

1,684

(4.8)

1990
40,273

(100.0)

8,446

(21.0)

24,154

(60.0)

5,428

(13.5)

2,245

(5.6)

3,113

(7.7)

2000
45,545

(100.0)

10,988

(24.1)

26,938

(59.1)

4,823

(10.6)

2,796

(6.1)

6,261

(13.7)

2001
45,664

(100.0)

11,017

(24.1)

26,894

(58.9)

4,844

(10.6)

2,909

(6.4)

6,654

(14.6)

2002
46,005

(100.0)

10,800

(23.5)

27,682

(60.2)

4,603

(10.0)

2,919

(6.3)

7,182

(15.6)

주：1) 단독 세대란 세대원이 한 명뿐인 세대를 말한다.

    2) 3세대란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직계 3세대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

    3) 노인 세대란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비율은 (B)/(A)×100이다.

자료： 勞  監 (2004：297).

한편 전체 세대에서 노인이 있는 세대는 2003년 현재 17,273천 세대이다. 이 중에서 노

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표 2-6>과 같이 2002년 현재 7,182세대로 전체 세대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15.6%이다. 또 전체 노인 세대에서 차지하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비

율은 41.9%에 이른다. 서구의 9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동양적 사고의 자

녀와 동거 부양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증가 추이가 매우 빠

르다( 勞  監 , 2004：2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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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1. 거주 실태

일본 노인의 거주는 대단히 안정적이다. 노인이 있는 세대의 자가 주택의 소유율이 

83.9%이며, 독거노인 세대의 주택 소유율도 64.8%이다. 2001년 이후에 건축된 노인주택

에서는 “손잡이가 있다”가 55.8%, “계단이 없다”가 32.9%, “넘기 쉬운 욕조”가 42.1%, 

“복도 등의 폭이 휠체어 통행 가능”이 32.9% 등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안심하고 늙을 수 있는 거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령자 거주의 안

정 확보에 관한 법률 을 2001년 4월에 공포하여 2004년 현재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고령자가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등록열람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5,175동 5만 9,801호가 등록되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둘째, 등록 주택에 ‘임대료의 채무보증제도’는 노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고령자거

주지원센터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낼 때 집주인이 여

기에 신청하여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1만 2,612건이 등록되어 있다.

셋째,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제도’는 민간 사업자 등이 신규 또는 기존의 주택을 개량

하여 노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편의성을 도모하는 공용 부분에서는 보조비가 

제공되는 등 편의를 보도하고 있다.

넷째, ‘장벽 없애기를 위한 재건축의 채무보증제도’는 노인이 자기 집의 장벽 없애기 

공사를 할 때 고령자거주지원센터가 채무보증을 서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노인의 거주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정책적으

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 명의 노인이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더라

도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정든 자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 실태

1) 공적 경제보장 실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적연금이 될 것

이고, 그 외에도 국가로부터의 공공부조가 있고, 사적(개인적)으로는 사업소득, 저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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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로부터 지원,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공적연금과 생활보호에 한정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입자가 총 7,046만 명이고, 수급자 수는 

44,873천 명이다. 2003년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평균 소득(305만 

엔)의 67%를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고,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세대 중 61.2%가 

공적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85년 근본적 연금개혁을 통하여 국민연금을 전 국민 공통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하고,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은 기초연금에 부과되는 보수비례연

금으로 하여 현재는 2층 구조의 연금제도가 되었다. 공적연금 외에도 기업연금과 개인연

금이 있다. 공적연금의 급여를 줄이고 특히 기업연금의 충실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동양에서 일본은 비교적 연금제도가 발달하여 재정도 안정적이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제도의 출발과 발전의 정도가 다르다. 계속적 개혁을 통하여 제도의 통일과 재정의 안정

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무리 공적연금제도가 발전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빈곤한 노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적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노인의 노후는 어쩔 수 없이 공공부조제도로 대응하

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인데, 2004년 노인 세대(68세 남자, 65세 

여자)의 최저생활보호수준은 거주지에 따라 약 9.5만 엔～12.2만 엔이고, 단독 세대(68세 

여자)는 약 6.3만 엔～8.1만 엔이다. 즉 거주지에 따른 격차는 77.5%이다(  , 

2004：67 참고).

<표 2-7> 세대 유형별 생활보호 세대 수의 구성비 추이

(단위：%)

연도 총수 노인 세대 모자 세대 장애인 세대 기타 세대

1971 100.0 30.6 9.9 40.9 18.6

1980 100.0 30.3 12.8 46.0 10.9

1990 100.0 37.3 11.7 42.9  8.1

2000 100.0 45.5  8.4 38.7  7.4

2001 100.0 46.0  8.5 37.8  7.7

2002 100.0 46.4  8.6 36.7  8.3

자료： 勞 大 官 計 , 告( 告例)； 勞  監

(20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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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1,242,723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94,635명 늘어났다. 이 

중에서 노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6.4%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을 반영하고 있으

며, 1991년 이후에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세대 중에서 단독 세

대가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를 예상하면 노인 세대

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일본의 세대 유형별 생활보호 세대수의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또한 생활보호의 수급 시기가 10년 이상의 세대는 2002년 28.2%이다. 노인 세대는 약 

60%가 5년 이상 장기 수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생활보호는 피보호자의 급증을 배경으

로 피보호자의 자립 저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제도와 급여 등이 재검토

되고 있다. 우선 2004년도부터는 70세 이상의 노령가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결

정되었다. 현실적으로 70세 이상의 소비수준이 70세 미만과 비교하여 높지 않다는 것이 

이유이다.

2002년 현재 일본에서 생활보호 세대 중 노인 세대의 비율은 46.3%이다. 이러한 통계

를 두고 일본에서는 생활보호제도가 노인의 소득보장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아우

성이다.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노인 고용 실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노동력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

력인구에서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의 비율은 2003년 14.1%에서 2010년에는 

19.0%로 높아지고, 노동력인구의 약 5분의 1이 60세 이상의 고 연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15～64세의 젊은 연령층의 노동력이 감소한다(  , 200

4：69-75 참고).

1994년 후생연금법의 개정에 의해 후생연금의 정액 부분의 지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

터 201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끌어올린다. 즉 60세대 전반의 생활비는 공적연

금에 의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세대의 생활비는 취업에서 얻어지는 소득과 저축

에서 메워 나가는 방법이 일반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고용 확보가 무엇보다 중

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젊은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65세까지 고용의 확보가 쉽지 않

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61세 이상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이 흔하지 않다. 그러나 전체의 24.9%가 근무연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규

모의 기업들이다. 한편 재고용제도는 53.1%의 기업이 실시하고 있고, 60세대의 고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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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서 중요한 제도이다. 재고용제도는 5,0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 72.6%가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경기가 나빠지면 모든 기업들이 60세 이후의 고용에 소극적이 

되고 이들의 고용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된다.

60세 이후에도 고용이 촉진, 확보되고 희망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계속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실업 기

간도 장기화하는 경향에 있다. 2000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에서는 정년 연령을 계

속하여 늘려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가 사업주의 노력 의무가 되었지만 2004년의 개정

안에서는 65세까지의 고용 계속이 기업의 의무가 되었다. 개정법안에서는 65세 미만의 

정년 연령을 설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정년 연령을 늘리거나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등 65세까지 고용 계속 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다. 개정법의 시행은 2006년 4월부터이고,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65세 고용 계속이 보

장되어야 한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안에서 논의되어 2004년 4월에 출간된 보고서에서는 중고연

령자의 재취업촉진책으로서 ①모집채용 시 연령 제한의 시정, ②구직자 및 구인자 상

호 이해 촉진, ③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퇴직시킬 경우 사업주에 의한 재취업 원조, ④노

동자 능력 개발 등의 원조의 네 가지를 정하였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

고, 노인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사회, 노인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건강 실태

1) 건강 실태

후생노동성은 2000년 3월에 “21세기 국민건강 조성운동(건강일본 21)”을 정했다. 2002

년에는 이것의 법적 근거로서 건강 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보건사업

의 목표 수치를 정하고, 사업을 평가함과 동시에 제2차 예방에서 제1차 예방을 중심으로 

한 활약을 전개하려고 한다. 또 모자보건, 학교보건, 직장보건, 노인보건 등 각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던 건강 정보를 건강수첩을 통하여 생애에 걸친 건강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특히 제1차 예방에서는 식생활의 개선, 끽연, 음주 등의 제한과 운동, 영양, 휴양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건강 조성을 목표로 한다(  , 2004：111-117 참고).

2025년에는 국민의 4분의 1이 노인이고, 50년 후에는 3분의 1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

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료나 보건복지시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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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적정 수준, 공적 비용의 부담 비율, 

젊은 층으로부터 갹출금의 비율, 제도의 운영 주체 등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에 있다.

한편 의료서비스의 고도화는 한층 진행되고 있고 환자 중심의 의료(informed consent),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EBM：Evidence Based Medicine), 과학적 근거에 의한 보건

(EBH：Evidence Based Healthcare)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사업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

한 의료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즉 보건 투자와 예방 투자가 의료 투자와 개호 투자에 어

느 정도 효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실제로 증명할 것이다.

2002년 제정된 건강 증진법에서도 건강 조성의 목표로서 건강 수명의 연장과 생활의 

질 향상을 들고 있다. 즉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개호가 필요 없는 적극적 건강(positive health)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노인보건의료의 과제는 국민이 안전, 안심, 안정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료비의 공평한 부담과 지속 가능한 의료보험제

도의 구축, 주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생애를 통한 건강 

조성과 개호 예방이다.

2) 건강 상태와 수진율

노인의 건강 상태는 2001년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하면 몇 가

지 특징이 보인다. 우선 유병률4)에서 남녀 모두 15세 이후에 고령이 되면서 높아지고, 65

세 이후에는 남성이 인구 1,000명당 469.1이고, 여성이 527.9로서 거의 절반 정도가 신체

상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다. 유병률의 증상을 살펴보면 요통이 217.0, 오십견이 147.5, 손

발이나 관절의 질병이 193.7 등 관절이나 골격계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눈이 침침해

진다.가 140.9, “귀가 잘 안 들린다.가 108.5 등 감각계통이다.

수진율도 유병률처럼 15세 이후에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후의 높은 수진율은 

고혈압이 가장 높은 224.3, 백내장 137.6, 요통 110.0의 순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103.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235.0명이다. 또 85세 이상에서는 422.0으로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러한 건강 상황

에서 노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 개호, 생활 지원 등이 중요하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리기 쉽고, 혼자서 복수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고

혈압, 심장병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대사성 질환이 많고, 이러한 질병의 

4) 유병률이란 조사 당일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자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서 인구 

1,000명당 몇 명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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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장기 만성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건, 의료, 개호 등 사회적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①노인 심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노인의료, ②일상생활에 맞춘 보건, 의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케어의 구축, ③노인을 위한 지역의료, 특히 재가의료체계의 정비, 

④와상노인, 치매노인 등의 신체기능 저하는 개인차가 크다. 이러한 질병에 걸리고 난 

후에 의료나 개호보다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중요하다.

4. 여가문화 실태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는 복지, 보건, 의료의 영역만이 아니고 노동과 여가, 문화, 사

회참가의 영역도 포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교육사회참가 영역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히 삶의 보람의 관점에서는 생애학습과 사회참가의 추진은 장기화된 고령기의 충실을 위

해서도 불가결한 과제이다. 2001년의 고령사회 대강 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그

중에도 “가치관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학습을 통해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삶의 보람을 충

족시킬 기회를 찾고,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애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학습 기회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는 생애학습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또 “노

인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른 세대와 함께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삶의 보람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노인의 사회참가활동을 촉진함과 함께 노인이 

자유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조건의 정비를 도모한다”.

노인의 교육학습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으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존재 의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원봉사활동이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 자원봉사활동과 

생애학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생애학습심의회 답신인 “앞으로 사회의 동향에 대

응한 생애학습의 진흥 정책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자원봉사활동 그 자체가 자기개발, 자아실현과 연계되는 생애학습이다.

②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으로서 생애학

습이 있고, 학습의 성과를 살린 것이 실천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다.

③우리의 생애학습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생애학습의 진흥이 한층 나아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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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많은 자원봉사활동은 생애학습에 의해 지탱되고 또 ‘함으로써 배우는’ 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노인의 학습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교육위원회와 사회교육시설 등

이다. 2004년 현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학급 강좌 수는 10,685강좌이고, 공민관에서는 

34,816강좌에 이른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급 강좌,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학

급 강좌 중에서 노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많은 수의 노인이 이러

한 학습시설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애학습은 이러한 공공의 장소 외에

도 민간이 사업 주최가 되어 개설된 것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센터 등에

서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2004년 문부과학통계요람 에 의하면 개설된 강좌 수는 

168,375강좌이고, 수강생은 3,082,000명이 이르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2001년도 사회생활 기본 조사에 의하면 과거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은 약 3,263만 명으로 자원봉사 행동자율 28.9%이다. 이것을 노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65～69세에서 31.0%, 70세 이상에서 25.5%의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활동 내용은 마을 조성을 위한 활동, 자연이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 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활동이 많았다. 이 외에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노인을 해외에 파견하

는 ‘시니어해외자원봉사활동’이 2004년 현재 1,746명이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도 자

신의 능력과 경험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제5 절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1. 소득정책

1) 공적연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공제조합’이라고도 함)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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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차 추이

(단위：천 명)

연 도 총수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 복지연금

1987 22,523 10,077 8,910 2,048 1,488

1990 25,001 11,001 10,647 2,390 964

1995 32,363(29,479) 14,751 14,254 2,958 400

2000 40,906(34,114) 19,304 18,074 3,392 137

2001 42,857(35,210) 20,238 19,005 3,507 107

2002 44,873(36,334) 21,222 20,315 3,254 82

주：(  )는 후생연금과 기초연금(동일의 연금종별)을 병행하여 수급하고 있는 자의 중복분을 제외한 

숫자.

자료： , 告； 勞  監 (2004：432).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만 20세부터 60세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기초적 급여를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그 위에 보수비례의 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연금이 

있다. 민간 피고용자는 후생연금보험에, 공무원 등은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의 추가연금은 국민연금기금제도, 확정갹출연금제도(개인형)가 있고, 

후생연금의 추가연금으로서는 후생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기업연금제도, 확정갹출연금제

도(기업형)가 있다.

2003년 3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6,989만 명, 피고용자연금제도의 가입자는 

3,686만 명이고, 수급자는 국민연금 2,212만 명, 피고용자연금 1,230만 명이다( 勞  

監 , 2004：430). 구체적 내용은 <표 2-8>과 같다. 다만 <표 2-8>은 2002년 말을 기준

으로 한 것이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등의 

노령, 장애, 사망과 사고에 관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59년 4월에 법률로 제정되었고, 복지연금은 1959년 11월부터, 갹출제연금

은 1961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동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어떠한 공적연금의 대상이 되

어 국민개연금 체제를 실현하였다. 그 후 1985년의 법개정에 의해 피용자 및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도로 발전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갹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제도 발족 당시 이미 일정한 연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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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는 자에게는 무갹출로 특히 전액 국고 부담에 의한 노령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급여 내용은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과부연금, 사망일시금, 노령복

지연금 등이 있고, 보험자는 정부이고 피보험자는 20세 이상 모든 국민인데 국내에 주소

가 없거나 피용자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출발한 국민연금제도에 의해서 노

후에 최소한의 국민생활보장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2)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은 근로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서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

하여 노동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1942년에 전시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목적으로 전시 중에 노동자연금보

험으로서 발족하여 1944년에 후생연금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게다가 전후 3년간은 도매물

가지수가 3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8년에 표준보수월액의 개정, 과부연금과 유아( )연금의 창설, 보험

료율을 약 3분의 1로 인하하는( 多 , 1991：141-142) 등의 고육지책을 도

모하였다. 오늘날에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큰 기둥이 되었다.

보험급여 내용은 노령후생연금, 노령후생연금의 특별 지급, 장애후생연금 및 장애수당

금, 유족후생연금 등이 있다. 보험자는 정부이고 피보험자는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 및 법인이다. 또 급여는 완전자동물가 슬라이드(slide)제를 채택하고 있

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운용 수입 등에 의해서 조달된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직장연금보험으로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기여분의 소득

비례 부분에 해당하게 된다. 즉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위에 2층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제

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연금제를 통하여 노후에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

(3) 공제조합(장기 부문)

국가공무원 등 공제조합은 명치시대 이래 관리의 은급( 給)제도와 고용인의 장기급여

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1959년 1월부터 현업 특별회계직원 등과 동년 10월부터 비현업 은

급공무원도 적용되었다.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제도는 은급법, 각 지방공공단체의 퇴직연금조례, 기초자치단체 

직원공제조합법의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등으로 복잡한 제도를 1962년에 현행의 지

방공무원 등 공제조합제도로 통일한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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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상호부조사업을 실시하여 그 복리 후생

을 도모하고 사립학교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되었다.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은 농림어업단체 임직원의 상호부조사업을 실시하여 그 복리 

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림어업단체 직원공제조합법에 따라서 1959년에 설립되었다.

이 연금제도도 후생연금과 같이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위에 2층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

제도로 제도의 출발은 말 그대로 은혜로운 급여이었지만 지금은 퇴직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생활보호

생존권 이념에 근거한 공적부조제도는 빈곤에 빠진 국민의 최후 수단이고, 그 나라의 

구빈정책제도에 따라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제도와 명칭은 여러 가지이지만 각국 제

도의 공통적 공공부조의 개념적 특징은 ①저소득자, 생활곤궁자 등의 요보호 대상자만을 

위한 생활보호급여의 지급, ②생활보호의 지급 인정은 통상 신청자 또는 청구자의 개별

적 욕구 또는 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며, ③그 재원은 국가의 일반 세입에 의해서 전액 

조달된다(籠 京江口 , 1968：1)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 헌법 

제25조의 생존권 이념에 바탕을 두고 1950년에 성립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국가책임하에

서 법 앞에서 평등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운용에서는 신보수주의적 복지 삭감 정책의 일환으로 1981년에 

‘생활보호 적정 실시의 추진에 대해서’라는 표제의 통지( )는 생활보호 수급자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더욱이 1985년에 행정개혁심의회는 생활보호제도를 고율보조금으

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생활보호비의 국고보조금을 8할에서 7할로 삭감하였다. 그 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언과 비판이 가해져 1989년의 동법 개정에 의해 75%로 조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일본 생활보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생활 수요에 따라서 

급여 종류가 생활, 교육, 주택, 의료, 개호, 출산, 생업, 장제의 여덟 종류이고, 그 기준은 

피보호자의 연령, 세대 인원, 거주 지역 등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다.

공적연금이나 고용의 보장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은 노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가져

올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약하거나 없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어쩔 수 없

이 생활보호제도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기초연금을 전국민개연금으로 강

제 가입을 원칙으로 했을 때, 생활보호제도는 기초연금의 보충적보완적 의미의 소득보

장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의 보완적보충적 의

미 부여가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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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정책

1) 의료보장제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을 통해서 가입하는 직장의료보험인 건강보험, 직장의료보

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지역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별할 수 있

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학교직원의 각종 공제조합에 의한 의료보험, 선원

보험이 있다.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중심적 존재인 건강보험은 1922년에 시작되어 각종 사업장에 고

용되어 있는 고용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피보험자의 업무 외의 상해

와 질병, 사망,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이러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健康  , 1995：62).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의 급여, 입원 시 식사요양비, 특정요양비, 요양비, 방문간호요

양비, 이송비가족이송비, 상해와 질병수당금, 출산수당금, 출산육아일시금배우자출산

육아일시금, 매장료가족매장료, 가족요양비, 고액요양비 등이 있다.

2004년 4월말 현재 가입 상황은 정부관장건강보험은 피보험자 수가 3,585만 명(본인 

1,881만 명, 가족 1,704만 명), 조합관장건강보험은 조합 수가 1,674개소이고, 피보험자는 

3,057만 명(본인 1,479만 명, 가족 1,578만 명), 기타 3.4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농산어촌 주민 혹은 도시의 상공업자, 자영업자 등 소위 

피용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질병, 부상, 출산 또는 사망에 관한 요양급여를 실

시하는 것이다. 이 법은 1938년에 제정공포시행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해 국민개

보험이 실시되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입원 시 식사요양비의 지급, 특정 요양비의 

지급, 요양비의 지급, 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특별요양비의 지급, 이송비의 지급, 고액요

양비의 지급, 임의급여인 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장제비의 지급, 상해와 질병수당금의 

지급 등이 있다.

2004년 4월말 현재 이 제도의 가입자는 3,224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가입된 4,619만 명과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된 411만 명으로 합계 5,030만 명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학교직원의 각종 공제조합은 1907년 국철공제조합 등 각 직

장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1948년 구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으로 통합되어 실시

되었고, 1954년에는 구 시정촌직원공제조합법이 시행되었다. 2004년 4월말 현재 77개 공

제조합과 1개 사업단에 가입된 인원은 979만 명(본인 443만 명, 가족 536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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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보험법은 1939년에 공포되어 다음 해에 시행되었다. 이것은 해상 노동자의 건강보

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를 포괄한 것이다. 보험자는 정부이고, 피

보험자는 ①강제피보험자와, ②질병임의계속피보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선원보험의 의료

보장은 ①요양의 급여, 특정요양비, 가족요양비, 고액요양비의 지급, ②상해와 질병수당

금, ③출산급여, ④장제급여, ⑤복지시설의 이용이 있다. 또 재원의 대부분은 선박 소유

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2004년 4월말 현재 19.8만 명(본인 7.4만 명, 가

족 12.4만 명)이 가입해 있다(  , 2004：120-127).

한편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1973년 노인의료비의 무료화 정책에서부터 언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의료비의 무료화가 1982년의 노인보건법을 제정하게 되는 직접

적 계기가 되었고, 또 이것이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973년과 비교하여 노인의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는 <표 2-9>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2-9> 노인의료비의 변화 추이

(단위：조 , %)

구분 전체 의료비 노인의료비 노인의료비의 비율
전체 의료비의 

소득 대비 비율

1970  2.5 － － 4.1

1975  6.5  0.9 13.4 5.2

1980 12.0  2.1 17.8 6.0

1985 16.0  4.1 25.4 6.2

1995 27.0  8.9 33.1 7.2

2000 30.4 11.2 36.9 8.0

2001 31.3 11.7 37.2 8.5

주：2000년도의 개호보험의 실시로 의료비의 일부가 개호보험으로 이행.

자료： 勞  監 (2004：428).

이와 같이 노인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소득이 1970년

과 2001년을 비교하면 약 4배로 증가하는데, 국민의료비는 12.5배, 노인의료비는 1975년

과 비교하여 13배, 국민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는 13.4%에서 37.2%로 증가하고 있다. 이

상과 같이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은 거의가 1973년부터 시작된 노인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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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료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 현실에

서는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의 대체적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

어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과 직장, 특수직역의 의료보험제도를 하나로 통합 시행하여, 통합

에 따른 장단점은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미통합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노인의료비의 무료화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여 지역의료보험이 적자로 나타나 형

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젊어서 의료비가 그다지 들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을 

때에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고령이 되어 의료비의 부담이 많고, 부담 능력이 떨어

질 때에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지역의료보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은 통합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급여소

득자의 부담이 많아져 보험료 납부의 저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 노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의 대상자는 70세 이상으로, 건강수첩을 교부하고, 그 외의 보건사업은 원

칙적으로 40세 이상이다. 노인보건사업은 1982년 법이 제정된 이래 4차에 걸쳐서 제도의 

수정과 확충이 이루어졌다. 제1차 계획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로 건강수첩 교부, 건강

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방문지도, 기능 훈련의 여섯 가지 사업이다. 제2차 계획은 주

로 암 진단에 대한 것이었는데, 위암과 자궁암에 새롭게 유방암과 폐암의 진단이 추가되

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제3차 계획에서는 기본 진단에 HDL 콜레스테롤 등이 추

가되었고, 2000년부터의 제4차 계획에서는 장년기 사망의 감소와 건강 수명의 연장을 목

표로 지금까지의 보건사업의 평가를 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취급

한 질병은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질병의 

합병증으로서 나타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개선을 목표로 한 식사, 영양, 운동, 스트레

스,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스스로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4년부터의 노인보건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현재 40세와 50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주질환검진을 노인을 포함한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②유방암 진단의 방법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③보건사업의 제4차 계획의 추진, 특히 개별건강교육과 건강평가(health assessment) 

사업을 강화한다.

④보건사업의 제5차 계획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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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역 기능 훈련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를 추진한다.

⑥뇌졸중 정보 시스템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보건서비스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는 노인보건법을 별도로 제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노인보건법은 노인이 질병에 

걸리기 전부터 미리 건강검진이나 예방, 생활환경 개선, 건강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

극적으로 건강을 도모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거주 및 시설복지정책

1) 거주정책

주택 분야에서 저출산고령자 시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새로운 시책을 발

표하여 왔는데 그것은 ①주택 전반에 장벽 없애기(barrier free)의 추진, ②기존 주택의 

장벽 없애기를 위한 주택 개조의 추진, ③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각종 지원, ④고령자

용 공공주택의 공급, ⑤각종 케어서비스 제공 주택 등의 정리가 되었다.

현재 노인의 자가 주택 비율이 높지만 앞으로 노인 부부 세대와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

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노인이 안심하고 살

기 편안한 민간 임대주택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2001년에 제정된 고령자 거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 은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주택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인의 개호는 치매노인의 대응이 기본 사양이다. 지금까지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

(group home), 유니트케어(unit care) 등 시설적 환경에 대해서 추진해 왔지만, 특히 치매

노인을 위한 주택 환경 설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 조사나 실천의 축척이 필요

하다. 복지 분야에서도 각종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능한 한 자립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생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 시스템과 함께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노인과 관련된 주택정책의 체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왔다. 이 체계는 크게 5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부적으로는 14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에는 어떠한 주택이더라도 노인이 거주 가능하도록 장벽 없애기를 실현할 수 있어

야 한다.

제2에는 기존 주택에 관한 장벽 없애기를 위한 주택 개조가 추진되고 있다. 요개호자

의 경우는 개호보험에서 주택 개조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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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에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의 각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채무보증제도와 같은 것들이다.

제4에는 고령자용 공공주택의 공급이다. 공영주택, 공단, 공사 등 임대주택에는 노인을 

우선하여 입주시킨다.

제5에는 각종 케어서비스 제공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노인용 우량

임대주택과 실버하우징,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케어하우스, 생활지원하우스, 그룹홈, 유

료노인홈 등이 있다.

지팡이나 휠체어 등 이동장애가 있는 노인의 주택 환경 정비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 연

구, 실천 모두 진전이 있었지만 치매노인 등에 관한 그룹홈과 유니트케어 등 시설적 환

경 정비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주택 환경 정비에 관한 조사나 문헌 등은 아직 부족

한 편이다.

치매노인의 주택 환경 정비는 주택 개조나 복지용구의 활용뿐만 아니라 개호자에 의한 

생활의 편리도 중요하고,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주택의 환경 정비가 이루

어지도록 연구의 축적이 요망된다.

2) 노인복지입소시설

일본에서의 입소시설은 우리나라의 요양원 격인 특별양호노인홈, 양로원 격인 양호노

인홈 일반용과 맹인용이 있으며, 경비(輕 )노인홈 A형, B형, 케어하우스, 그리고 노인복

지관 격인 노인복지센터 특Ａ형, Ａ형, Ｂ형이 있고, 이용(통소)시설은 개호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에 해당하는 노인당일이용개호시설이 이용개호로, 단기보호에 해당

하는 노인단기입소시설은 단기입소생활개호로 명칭이 각각 변경되었다. 또 정보 제공과 

상담을 주로 하는 노인개호지원센터가 있고, 노인보건법에 적용받고 있는 노인보건시설, 

노인복지법에 적용받지 않는 유료노인홈 등이 있다. 일본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정원의 

연차 추이는 <표 2-10>과 같다.

일본에서는 노인복지입소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개호보험이 시작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시설에서 보호해야만 하는 노인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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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노인복지시설 수와 정원의 연차 추이

(단위：개소, 명)

                 연도

시설의 종류

시설 수 정원

1990 1995 2002 1990 1995 2002

총수 6,506 12,904 33,419 246,881 316,420 533,709

양호노인홈(양로원) 950 947 954 67,938 67,219 66,686

양호노인홈(일반) 904 900 906 65,217 64,455 63,872

양호노인홈(맹인용) 46 47 48 2,721 2,764 2,814

특별양호노인홈(요양원) 2,260 3,201 4,870 161,612 220,916 330,916

경비(輕 )노인홈 295 551 1,714 17,331 27,666 72,364

경비노인홈(Ａ) 254 252 241 15,371 15,152 14,293

경비노인홈(Ｂ) 38 38 36 1,810 1,808 1,688

경비노인홈(케어하우스) 3 261 1,437 150 10,706 56,383

노인복지센터 2,024 2,214 2,263

노인복지센터(특Ａ형) 241 266 270

노인복지센터(Ａ형) 1,457 1,594 1,606

노인복지센터(Ｂ형) 326 354 387

노인당일이용개호시설 977 3,948

이용개호 10,485

노인단기입소시설 15 619

단기입소생활개호 5,149 63,743

노인개호지원센터 2,028 7,984

자료： 勞 大 官 計 , 等 ； 勞  監 (2004：390-391).

제6 절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제도적 변천과 핵심적 내용, 현황 등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 정책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간단하게 일본의 특징을 꼽으라면 일본은 세

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시도되었고 또 정착되었다. 특히 독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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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로서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결론으로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

전국으로 전락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지만 1950년 이후에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노

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이든지 노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하

나의 요인이 되어 오늘날 세계 최장수국이 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둘째,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노인보건법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아니고 보건의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중요

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노인보건법의 핵심적 내용이 의료 등, 보건사업, 노인보건시설, 

노인방문간호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이 한층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뿐만 아니

라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보건법도 세계 최

고의 장수사회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 급격하게 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돌파구로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서비스가 충분하게 확립되지 못

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적 개호 보장을 확립하였고, 노후의 막연하게 불안

한 개호를 제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노인의 고용과 취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서 연금 수급 개시를 현행 60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로 늘리면서 노인의 고용과 

취업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근면하고 성실한 일

본인의 국민성이 반영된 것이며, 가족주의적 고용 관행의 맥을 이어 온 기업도 적극 협

조해서 이룩한 결과이다.

다섯째, 평생교육학습 및 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무의미한 노후 생활의 영위가 아니

고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은 공적 기관 외에 다양한 민간기관에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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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서 론

대만(臺 )은 최근 산업 사회의 변천과 함께 복지체계가 형성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

진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균등, 공평, 균부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실질적 균등이란 세금의 합리적 징수

로서 소득의 합리적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기회 균등이란 복지 혜택의 기회

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고루 창조, 발전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

서 각 방면에서 균등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주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적의 생활보장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인정( )으로 이루어진 전통 문화와 서구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

지 이념의 공통 목표인 균부, 화합, 행복의 추구 및 이상적 사회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제

도를 혼합하여 구상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

로 풍요하며, 살기 좋고 보람 있는 사회, 즉 대동사회(Metropolitanism)를 건설하는 데 국

정 목표를 두고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운용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도 발전을 거

듭해 왔다.

1910년에 시행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노인권리(The Right for the Aged)를 입법화하

였고, 1953년 장개석( 介 ) 대통령은 가족구조의 붕괴로 인한 노부모부양 문제를 예견

하여 부양과 양로의 문제와 양로원의 설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소극적 공적부조(social assistance)에서 적극적 사회복지로 전환함에 따라 

노인복지(aged welfare)의 독자적 행정체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노인복지도 

새로운 경지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80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의 

계획, 대책, 조치 및 법규의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정책, 입법, 서

비스 등의 효율적 노인복지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함께 깨닫게 되었다. 그

러나 최근에 이르러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약보건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제3장 장 장 장 대만의 대만의 대만의 대만의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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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2004년에 전체 인구의 9.48%로 이러한 속도라면 2020년에는 14.4%, 2030년에는 

무려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커져, 2004년 노인부양비는 13.02%로 생산 연령 인구 7명이 1명의 노인을, 2020년에는 

21.1%로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의 부

양을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으며 적절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 분담으로 그에 기초한 사회

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정보화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전통적 가족부양 기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누가 부양 기능을 대신해 줄 것인가’, ‘국가 

사회에 의한 노인부양 부담이 증대할 때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염려하여 노

인복지정책은 계속 뒤로 미뤄지지 않겠는가’ 등 수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로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생활

보호를 3대 노인복지정책의 축으로 하여 ①노인보호서비스 강화 방안, ②보호서비스 복

지 및 산업 발전 방안, ③노인주택 건설 민간 참여 방안, ④노인장기보호제도 구축, ⑤

지역사회보호 거점 구축, ⑥노인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 ⑦노인교육, 여가, 휴

양 서비스 실질적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노인이 앉아서 적합한 서

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

된 ‘노인복지추진위원회(Committee on Promoting welfare of Senior citizens)’를 구성하

여 계획적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대만의 노인복지는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부양보호를 받

고 있는 노인을 포함한 중저소득 노인(senior citizens of semi-low income), 저소득 노인

(lower income aged), 무의탁 노인(taking care of senior citizens)을 위한 공적부조

(public assistance) 측면에서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고 노인복지정책의 일반

적 근간은 동양적 가정보호와 사회보장의 바탕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제도를 이식한 절충

식 모형을 채택해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대만 사회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이에 대응한 ‘“저출산  노후대

책 미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복지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과 현행의 노인복지정책의 확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재평가와 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는 공감대가 노인, 가족, 지역사회,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상호 인식을 형

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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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노인복지의 사회환경적 요인

1. 노인복지의 정치적 요인

중국의 사회복지는 고대의 인정( )의 전통문화와 삼민주의, 민생주의의 철학과 사상

에 근거를 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에는 고대로부터 국가의 재

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 )이란 제도를 두고 국민을 다스리는 정책이 있었다. 한조(

)의 상평창( )이나 조( )의 의창( )과 사창( )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

회복지의 철학 이념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훨씬 더 이전의 주공( 公)이나 

선진( )의 제가백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오경( 經) 

등에 나타난 이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大道)는 천하를 먼저 생각한다. 재능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신뢰

를 베풀어 화목을 꾀한다. 인간은 오로지 어버이를 섬기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늙은 노약자에게는 노후 생활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젊은이

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꾸밈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홀아비나 과부, 고아나 손자녀가 없는 사람, 불구자, 노약자도 모

두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동(大同)이다.”

근세에 이르러 중국의 국부(國 )인 손문( ) 선생은 중국 고유의 정치사상을 계승하

고 서구의 사회정책을 도입하여 1911년에 삼민주의(the three principle of livelihood)를 제

정, 공포했는데 이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적 발전에 의한 균부사회 건설에 그 초점

을 두고 있다. 즉 국가 발전의 최대 목표는 국민 생활을 위함에 두고, 사회의 생존, 국민의 

생계, 군중의 생명 등의 균부, 안정, 이익을 추진해 왔다.

장개석( 介 , 1887～1975)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인 삼민주의 사회복지를 중

시하고 홀아비, 과부, 심신장애인, 농민,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곤란한 점이나 

생활 상태 등을 잘 이해하여 그들을 적극 돕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 민생주

의 육락양편보술( , 1931)을 저술하여 아동, 홀아비, 과부, 노인, 장례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이후 노인복지의 경지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65년부터 사회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의 예산을 중앙정부 총예산의 15% 이

상 배정해야 한다는 국민당의 정강이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1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서부터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이양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체

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1997년 노인복지법이 1차 개정되면서부터 체계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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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시책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

즉, 대만 노인복지는 고대 선현들로부터 근세의 지도자 손문 선생을 비롯한 역대의 대

통령에 이르기까지 친민사상( )과 유교사상, 그리고 삼민주의, 민생주의에 입각한 

체계적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위

기가 아닌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사

회정치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령사회의 환경 변화 등이 노인복지정책의 쟁점

이 되고 있다.

2. 입법과 행정체계

대만의 사회복지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를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국회와 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체제하에 집권당인 민

진당의 정당 강령과 더불어 제반 노인복지 관련법령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령을 크게 

두 종류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노동 관련법령으로 노동보험조례(1958), 노

동안정위생법(1974), 직업훈련법(1983), 노동기준법(1984), 그리고 탄광안정법(1973) 및 종

업원복지기금조례(1943) 등이 있으며, 둘째, 사회복지법령복지서비스 그리고 아동복지

법(1973), 노인복지법(1980), 장애인보호법(1980), 사회부조법(1980) 등이 있다. 그 밖에 청

소년복지법(1984) 등이 제정공포되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연계적 사회복지서

비스의 입법, 행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1980년에 노인복지법(senior citizens welfare law)을 입법한 이후 1997년에 1차 

수정, 보완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2년에 재

수정, 보완하여 노인 연령과 복지 조치 범위, 즉 노인보조금, 연금, 주택보호 등 수요의 

계획 및 전문인력 활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정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법적 노인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②노인복지시설 유형을 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 안정시설, 문화건강시설, 서비스 시설

의 5종 시설로 분류하였다.

③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을 받지 않거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 설립 

시 법인 등록을 면제하였으며, 특히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 구속 등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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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3대가 동거하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⑤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에 부합한 시행 

방법을 지방자치단체령으로 정한다.

⑥노인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보조금, 특별보호보조금, 경로연금 등을 확대 

지원하며, 법정 부양자도 부담 능력이 없을 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⑦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유기, 방임, 학대, 인권 침해 또는 자아 능력이 없는 노인을 

방치했을 경우 TWD 3～15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름을 공포하고 4시간 이상의 정신교육

을 받는다.

그 밖에 그동안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과 주요 법령, 규정, 지침 등

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UN이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 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관

련법령 및 규정, 행정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가. 법령 및 규정

노인복지법(1980)

노인복지법 시행 세칙(1980)

노인복지시설 설치 표준령(1981)

노인복지시설 허가 규정(1998)

노인요양보호시설 설치 기준 및 허가 규정

사립 노인복지시설 관리 규정(1999)

사립 노인복지시설 장려 규정(1990)

저소득 노인 생활보호증 발급 규정(1998)

노인복지추진위원회 조직 규정(1998)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추진위원회 조직 규정(1998)

노인 건강보험 부담금 보조 규정(2000)

경로복지 생활보호지원 임시 조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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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 지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지침(1998)

노인 건강검진 및 보건서비스 운영 지침(1998)

노인생활시설 이용 계약 지침

재가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지침(1998)

노인 이용시설서비스 강화 지침

저소득 노인 특별 보호 지침(2000)

비도시 토지 이용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침(1999)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침

가정봉사원 교육훈련 계획 지침

가정봉사원 수료증 발급 및 교육훈련 과정 지침

노인생활복지시설 자산 처리 지침

노인생활복지시설 입주자 보호 지침

노인생활복지시설 입주자 사물과 유물 관리 지침

노인생활복지시설 입주자 관리 지침

유료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 관리 지침(1998)

노인생활복지시설 후원금품 관리 지침

노인복지시설 평가 지도 감독 지침

지방자치단체 저소득 노인 특별 보호 관리 지침

사회복지시설 개발 제한 지역 내 건축 면적 이용 지침

노인주택 종합 관리 지침

민간 참여 노인주택 건설 추진 지침

노인생활복지시설 이용 계약서 작성 지침(1998)

노인생활복지시설(요양원)과 노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침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관리 지침(1998)

복지서비스 및 산업 발전 제2단계 실시 계획 지침

지역사회 봉사센터 거점 보호 실행 지침

특히 정부에서는 2002년 3개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화 프로젝트로 노인보호서

비스 강화 방안 을 채택하여 ①노인 생활보호 강화, ②노인 심신건강 보호, ③노인 경

제 안정 보장, ④노인 사회참여 촉진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9대 정책 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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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강화

생활환경 개선 및 거택보호 강화

보건 및 의료보호서비스 강화

노인생활복지시설서비스 강화

보조금 및 지역보험 확대 강화

보호서비스 및 사회참여 강화

전문인력 훈련 강화

교육과 지도 감독 강화

위와 같이 선정된 9대 과제로 사회환경의 변화 및 시대적 조류에 부응한 노인의 건강

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신세기의 노인복지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노인보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보면 1940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 지역으로 옮기면서 행정원에 노

공사(努工 )와 사회사( ),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국과 사회과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정책 및 그에 

따른 업무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복지행정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여 [그림 3-1]과 같

이 행정원(The Executive Yuan)의 내정부(The Ministry of the Interior)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업무는 사회사(Department of Social Affairs)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로 권역별 특수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복지사업을 중시하고 있다.

노인복지 주요 업무는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정부 조직인 사회 내의 노인복지

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 ), 시( ), 그리고 향( ), 진( )의 행정 단위에서는 공적부조, 

복지서비스, 노인복지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9년 7월에 노인복지법 제5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노인복지추진위원회(Committee on Prom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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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of Senior Citizens)를 조직하여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를 공동으로 협력하고 나아가 연구, 심의, 자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자료：Taiwan Institute of Family Planning(2005). Unpublished paper.

[그림 3-1] 사회복지행정조직

4. 노인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의 변화 추이는 총 정부 예산 대비 1965년 7.6%, 1975년 10.9%, 1985년 

15.2%, 1990년 19.01%, 1995년 19.28%, 2004년에는 18.5%였으며, 국민총생산(GNP) 대비 

1965년 1.53%, 1975년 2.49%, 1985년 3.89%, 1995년 4.20%, 2000년 4.91%, 2004년 5.01%

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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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총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국민 

취업 그리고 의료보건 등으로 대별되며 2004년 총 정부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18.5%에 이르고 있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 배정은 사회보험 57%, 사회복지서비스 

34%, 공적부조 5%, 의료보건 3%, 국민 취업 1% 순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34% 중 부녀복지 49.0%, 아동복지 15.0%, 노인복지 9.8%, 청소년복지 8.5%, 장애인복지 

3.8%로 순수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은 중앙정부 총 예산 대비 약 1.8%로 한국의 0.4%에 

비하면 약 4.5배에 가까운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은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역대 집권당의 정강정책이 유지 계승됨에 따라 사회복지 부

문 예산도 매년 15%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

제3 절 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대만은 최근 경제적 번영과 보건의학기술의 혁신적 진보 등으로 인하여 인류의 수명

이 보편적으로 연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고령 인구(aged population)가 급진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하게 되었다.

대만의 노년 인구 연도별 변화 추이는 <표 3-1>, <표 3-2>와 같이 출산율과 사망률

의 감소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1960년에 62.2세였으나, 2005년에는 77.4세로 여

성 노인이 증가하는 성비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

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산 연령 인구 7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

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노인부양에 따른 공사적 비용이 자내총생산(GDP) 1%를 사용하

고 있기만, 출산율의 상대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녀부양 보다 높아 

실질적 부양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은 2000년부터는 “둘은 

적당하고, 하나는 불충분하다”며 대만도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동력 부족, 경제활동 위축, 복지시스템의 과부하 등, 사회경제적 

우려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1.7명을 상회하여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있다. 이는 꾸준한 가족 

및 교육 지원 정책에 따른 결실로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가족정책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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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합계 출산율 및 평균 수명 추이

(단위：%)

내 용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합계

출산율
 5.83  4.03  2.51  1.92  1.90  1.8  1.8  1.8

평균 수명

남자

여자

62.2

62.2

62.2

68.4

66.2

70.5

72.1

69.6

74.5

73.6

71.1

76.1

76.5

73.7

79.3

77.4

74.0

80.8

78.9

75.9

82.0

80.0

77.0

82.9

자료：Taiwan Institute of Family Planning(2005). Unpublished paper.

결국 “젊어지기 전에 늙어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 인구 급증이라는 사회적 부

담이 커짐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그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체계 마

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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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

연도 총인구 65세 이상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노인 인구 

의뢰비
부양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802,622

20,995,416

21,177,874

21,357,431

21,525,433

21,742,815

21,928,591

22,092,387

22,276,672

22,405,568

22,520,776

22,604,550

22,615,997

1,416,133

1,490,801

1,562,356

1,631,054

1,691,608

1,752,056

1,810,231

1,865,472

1,921,308

1,973,357

2,031,300

2,087,734

2,099,944

6.81

7.10

7.38

7.64

7.86

8.06

8.26

8.44

8.62

8.81

9.02

9.24

9.29

26.41

28.24

30.22

32.13

33.95

35.65

37.59

39.40

40.85

42.33

44.17

46.58

47.02

10.10

10.48

10.82

11.13

11.39

11.62

11.83

12.04

12.27

12.51

12.78

13.02

13.08

48.32

47.60

46.60

45.78

44.94

44.22

43.30

42.60

42.32

42.07

41.72

40.97

40.91

주：(1) 노령화 지수=65세 이상/0～14세×100, (2) 노년 인구 의뢰비=65세 이상/15～64세×100,

(3) 부양비=(0～14세+65세 이상)/15～64세×100

자료：The Republic of China(2005),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Ministry of 

the Interior 내부 자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표 3-2>, [그림 3-2]와 같이 1992년에는 6.81%였으나, 

2000년에는 8.62% 그리고 2004년에는 9.29%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에는 

15.86%, 그리고 2027년에는 20.04%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의 후기 노인 인구가 2000년 4.91%에서 2021년 6.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어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지수와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고 

있어 심각한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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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The Republic of China(2005),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Ministry of the 

Interior 내부 자료.

[그림 3-2]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

특히 최근에 이르러 노년 인구의 자연증가율 이외에도, 약 150여 만 명에 이르는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중국 국민당 정부군과 난민들이었던 청장년들이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거의 고령층으로 변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문제

와 아울러 사회적심리적 압박이 내적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대만도 고령화(population aging)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사회 변화의 ‘계기’로 마련하

기 위해서는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노동시장과 보건, 의료, 복지서비

스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령사회(aged society)의 환경 변화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

운 패러다임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제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노인부양의 방법은 대체로 가족부양과 시설부양으로 구분되는데 대만에서는 다른 나라

와는 달리 2000년 현재 노인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며 

1.9%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주 형태는 <표 3-3>과 같이 2000년에는 52.80%

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독거 세대와 노인 부부 세대는 약 40.86%, 재가노인 세

대는 93.66%에 이르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시설보호는 1.9%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노인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74.5%),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



                                                                제3장 대만의 노인복지정책 141

다(81.2%).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 있으며(86.0%), 노인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노인에 대한 일반 사회인의 태도는 사정상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으나(41.6%),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꼭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하며(89.7%), 많은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89.7%). 그 이유로는 자식의 도리며(92.6%), 가사를 돌봐 주

어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93.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는 대부분 노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인 자신은 자신의 노후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다.

<표 3-3> 노인의 주거 형태

(단위：%, 명)

연도 계

재가노인

친척 

친구

노인

복지

시설

기타
소계 독거

노인

부부

세대

자녀와 동거

소계
아들

내외

딸

내외

1985

1990

1995

2000

100.0

100.0

100.0

100.0

25.59

31.23

31.74

40.86

11.58

18.24

18.68

24.46

14.01

12.99

13.06

16.40

70.24

65.44

64.45

52.80

64.99

－

－

－

5.25

－

－

－

3.03

2.16

2.50

2.41

0.78

0.96

1.08

2.95

0.36

0.21

0.23

0.98

자료：The Republic of China(2005),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by Ministry of 

the Interior 내부 자료.

특히 노인 스스로가 보람 있고 즐거운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일하고 싶어 하는 대다수 노인의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대만 노

인은 3대 동당(Three Generation Family System)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

며, 특히 ‘자기 자리에서 늙는다’는 중국 전통 사회의 거주 문화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노인의 건강은 75.4%의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주요 질환은 암,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노인

의 이환율이 높아지고 있어 장기 입원 치료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4년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65세 이상 대비 12% 내외로 

추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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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대만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이른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

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경제 및 정치적인 특수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

여 사회보장이 각 직업별, 기업별, 지역별로 도입, 전개되어 종합적 체제를 지향해 왔다

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는 1950년에 제정 공포한 군인보험법과 노동자보험법을 시초로 하여 공무

원보험법(1958), 그리고 1980년 공무원보험법에서 다시 독립되어 제정된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법과 학생·어민평안보험법(1975)이 있다. 이는 1965년에 채택된 민생주의 현 단계 사

회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그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되고는 있지만 전민 복지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현재 실시 중인 사회보험은 고

령자들의 생활보호, 소득보장을 위한 것으로 노동자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 사립학교 

교직원보험과 학생어민평안보험 등 4종인데 보험금 급여 방법은 현금 일시불과 연급 

수급을 병행하고 있다. 보험 업무의 주무부처로 교육부의 지도 감독하에 제3금융기관인 

중앙신탁국에서 관장하고, 노동자보험은 내정부, 대만성 노동보험국에서 그 업무를 관장

하고 있다.

대만도 가족 기능의 약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보호 문제에 고심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족 기능을 유지하거나 지역사회자원과 서비스 지역화 조치를 마련하여 노인으

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익숙한 지역사회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자활 능력을 상실한 노인, 무의탁 노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지역

사회보호서비스, 시설보호 등 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노인의 존엄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에게 가능한 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 복지, 교통, 

건설 및 노동 등 관련 행정기관은 공동으로 노인복지를 추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조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 유지

1) 재가노인 건강보건 예방 서비스

노인복지법 제20조에서는 “노인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건강검진 및 보건서비스를 받는다. 단 서비스 항목은 중앙정부에서 정한다”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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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정기적으로 지정된 지역사회 내의 의료기관에서 매년 노인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중저소득 노인 의료보조금

1995년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저소득(low income) 가족 진료 시 진료비로 인

한 가정 경제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저소득 가족에 진료비를 보조하고 있다. 

단, 70세 이상 중저소득 노인(senior citizens of semi-low income)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

험 비용 전액을 보조해 준다.

3) 중저소득 노인 입원 시 간병비 보조

중저소득 노인이 중병으로 입원 시 적당한 간병인이 없는 상태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간병비를 보조하고 있다. 2004년을 기

준으로 중저소득 노인은 1일 TWD 750원, 보조 상한액은 연 TWD 9만 원이며, 저소득 

노인은 1일 TWD1) 1,500원, 보조 상한액은 연 TWD 18만 원으로 신청서는 입원 후 3개

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4) 노인 의치 시술비 보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치과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노인에게 의치(틀니)

를 서비스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타이페이 시에서는 시 거주 만 1년 이상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과 시설보호 노인에게 틀니 시술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시술비는 TWD 4만 

원을 지원하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2. 경제 안정

대만의 사회보장은 공적 연금제도, 의료보험, 고용보험,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을 포함하여,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으로 크게 대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는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에게 

적당한 부조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노동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게 해 주어 생산활동에의 참여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소득보장은 아직까지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단편적, 개

1) TWD는 중화민국의 화폐 단위로, TWD 1원은 한국 화폐 33.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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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에게 소득보장은 중앙정부의 보험국과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①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②무

의탁 노인과 무의탁 퇴역군인을 위한 시설보호, ③빈곤노인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밖에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이를 민간단체에서 보조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보험(1958)에서 적용되는 정년 연령은 65세이며 노동보험 적용 대상자는 2004년 

평균 정년 연령이 60세 내외이며 대부분 퇴직자들은 연금 수급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

기에는 충분한 액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의 노동에 대한 전통적 특성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인 스스로 일

을 하고 있어 정부당국에서는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가내수공업이 발달된 산업구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대자보를 통해 자연스

럽게 일자리의 수요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노령 노동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54~64세 연령층의 70% 내외가 취업한 상태로, 이

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8%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도 연금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

령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인구부양비율이 202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최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확대 실

시는 물론 연금제도의 개혁, 정년제 폐지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보완 중에 있다. 특히 여

성이 육아와 사회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급출산, 육아휴가를 최대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동등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근로 인력의 부담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적립금을 상한 조정하고, 조기 퇴직

자의 연금 수령액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로 연장

하고 또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계획, 그리고 정년 

이후까지 일하는 근로자에게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 밖에 별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노인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있는데, 별도의 중하위 계층 노인을 위한 경제 안정 대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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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생활급여

중하위층 노인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생활이 빈곤하

거나 부양자가 없는 노인, 노인 생활보호시설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2004년 중하위층 노인 생활급여 대상자는 가족의 총소득을 가구원의 평균 소득에 따라 

배분하며 최저생계비2) 표준의 1.5배 이하일 경우에는 1인당 월 TWD 6천 원의 생활보조

금으로 지급하고 1.5～2.5배 사이일 경우에는 1인당 월 TWD 3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혜자는 총 15만 6,446여 명이며 지급액은 TWD 98억 8천여 만 원에 이르고 있다.

2) 노인 특별보조금

노인복지법 제16조 제1항 노인의 생활보장에 관해서는 “생활보조금(Providing life 

allowance), 특별보호(providing special care-allowance), 보조금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

여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동 시행 세칙 제11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특별보

호보조금은 “장기 만성질환으로 자립 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

득 계층 노인을 위한 보조금을 가리킨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1년에는 중하위층 노인 특별보조금 요강 을 마련하여 2004

년에는 보호자에게 월 TWD 5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수혜 노인은 총 8,517여 명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혜 노인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자활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호 또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간

병인을 둘 수 없는 중저소득층 노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저소득 노인을 보호

하는 가족에 대해 노인부양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어 가족 기능을 

유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노령연금 실시 전 경로복지 생활보조금 지급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노령연금제도 

시행 전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하여 사회공평 원칙에 따른 경로복지 생활보조금 지

원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전민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전의 과도기적 조치 차원에서 

2) 2003년 최저생활비 표준은 1인 월평균 TWD 8,426원이며, 직할시인 타이페이 시는 TWD 1만 3,313원, 그

리고 저소득 인구는 총인구 대비 0.83%이며, 그중 노인은 14만 9,0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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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경로복지생활보조 임시 집행 조례 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그 결과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

는데, 2003년 수혜 대상 노인 65만 3천여 명에게 월 평균 총 TWD 4,393원을 지급함으로

써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을 보조하고 노인의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교육 및 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만은 국민의 건강생활 충족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

상 노인들의 은퇴 후 생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노년기의 여가 시간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고독감, 무료함 등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의( )는 은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인의 역할 상실 또는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한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가 과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정부는 역할 상실 또는 여가투성이라는 상황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와 노인 스스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여가, 오락서비스 시책에 관한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교육

노인교육의 목적은 현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를 교육활동을 통해서 노인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 때와 

장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하는 그 매개체의 역할은 

방법이나 선택 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대표적 노인교육시설은 장청학원(Senior 

Learning Centers Evergreen Institutes)이라고 할 수 있다.

장청학원의 주요 교육내용은 교양(동양화, 서예, 음악, 무용, 헬스 등), 언어학습(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상식(의료, 보건, 법률 등), 정보화(인터넷, 쇼핑몰, 워드 등)이며 

중앙정부의 장청학원 보조 규정에 따라 1개 강좌에 20명 이상 노인을 모집하여 3개월 이

상 개설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과목당 월 TWD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목당 연 보

조금 상한액은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청학원은 2004년 264개소에 1,519개 강좌가 

개설되어 5만 1,973여 명의 노인이 참여했다.

그 밖에 별도의 퇴직 대기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노후 생활 계획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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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관련법령 및 노인복지서비스 시책을 이해하고 심리적, 생리적 및 사회적 적응력을 배

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는 직무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채택하

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인력은행도 설치하여 노후 생활에 적합

한 취업 직종 개발과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노인문화센터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의 장이라 할 수 있는 노인문화센터(Senior Recreational 

Centers)는 3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진시(Village-Town-City-Level)에는 의무

적으로 1개소 이상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은 2001년 중앙

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자치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노인여가활동, 건강문화활동, 문예활동, 예술활동, 기예활동, 연

수 및 친선활동 등이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센터를 재가복지서

비스, 노인주간보호, 노인교실, 영양음식서비스, 취업알선 집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지역사회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3) 노인클럽

지역사회 노인이 여가를 즐기며 인생의 황혼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일종의 노인

복지여가시설로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노후 건강 유지, 소득활동, 기타 일

상생활과 관련한 친선활동의 장소로 2004년 전국의 3,661개소의 장춘구락부(longevity 

clubs for senior citizens)라고 하는 노인클럽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노인클럽에서는 노인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

도록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데, 

2004년 3,819개의 노인자원봉사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4) 심리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노인의 사회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서 북부, 중부, 남부 3권역에 노인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 5월 ‘옛 친구 전

화’(080-022-8585)를 개통하여 노인심리, 의료보험, 위생보건, 환경 적응, 인간관계, 복지

서비스 알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노인, 가족, 노인단체에 자문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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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3권역의 노인자문서비스센터의 2004년 실적은 전화상담 8,460여 건, 면담 1,248건, 우편

상담 98건, 방문 168건, 전화문안서비스가 9,856건으로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생활적응력 증진과 노인권익보장을 위해 노인생활시설과 일반 가정 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은 물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

우에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해 주고 있다.

5) 경로우대제도

노인에게 대중교통, 공원과 오락시설, 문화교육시설 이용 시에는 5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야외활동 참여 기회를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 심신건강

에 유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

보다도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경로효친 미덕을 발휘하여 노인이 편안한 마음

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도 노인교육과 여가 및 오락활동 증진을 위하여 퇴직 후의 정보화 교육 확대, 

사회활동 참여에의 기회 확대, 노인교육 학습 기회 확대, 노인복지 활동의 조직 및 노인

복지 운동 전개, 노인 사회체육 프로그램 강화, 노인문제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중심

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생활보호

대만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공적 사회부조에 의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일반 재가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으며, 현행 노인복지시책을 크게 ①재가보호, ②지

역사회보호, ③시설보호, ④주거보호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재가보호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보호서비스 대상자

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의 재가보호서비스 수요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중저소득 생활 능력 상실자에 대해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재가보호서비스 대상 노인은 1만 4,594여 명으로 재가보호서비스 보조금은 중

저소득 와병노인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도 지역사회보호가 필요하



                                                                제3장 대만의 노인복지정책 149

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극히 심한 생활 능력 상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을 추가

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재가보호서비스 관련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경도 생활 능력 상실자：재가서비스 대상 노인에게는 월 최대 8시간의 서비스 비용

을 전액 보조해 주며, 19～20시간 재가서비스 비용에 대해 50%를 보조한다.

②중증도 생활 능력 상실자：재가서비스 대상 노인에게 월 최대 16시간의 서비스 비

용을 전액 보조해 주고, 17～36시간 재가서비스 비용에 대해 50%를 보조한다.

③극중도 생활 능력 상실자：재가보호 대상 노인에게 월 최대 32시간의 재가서비스 

비용은 전액 보조해 주고, 33～72시간 서비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보조한다.

1998년에는 “재가보호서비스 실시 방안, 추진 계획과 교육 훈련 강화”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공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가보호서비스 지정 센터 개설과 아울러 재가

보호서비스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재가보호서비스의 인력 자원 관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비스 거점의 조정 및 자문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4년 124개소의 거점을 구축하여 1만 7천여 명의 대상 재가노인에게 136만 4,588회

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1만 3,544명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으며, 2,724명의 재가보호

서비스 복지사와 332명의 재가보호서비스 지도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가노인보호서비스 제공자는 크게 재가복지사와 가정방문간호사로 구분되며,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성 개발을 위함은 물론 심리정신적으로 안정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7년 제정한 노인보호헌장  근거로 2002년에는 노인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

여 중점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2004년 독거노인 

수는 4만 9천여 명으로 그중 소득, 건강에 따른 무연고 독거노인은 1만 3,500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

항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에 긴급구조대를 설치하여 신속, 정확하게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재가복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 관리에 대한 단일 창구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내의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③긴급 의료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독거노인과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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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소방서, 생명의 전화와 연락망을 구축하여 생명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노인 찾기 센터 안전망을 구축하여 예방, 찾기,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2004년 전국의 1,814개소의 지역사회보호 거점에서 전화 문안 65만 5천여 명, 친선방문 

71만 3천여 명,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86만 7천여 명, 음식물 제공 197만 6천여 명, 병원 

치료 동행 9만 7,500여 명, 실종 노인 찾기 419명 등이 서비스를 받았다.

2) 지역사회보호

(1) 영양 음식 서비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사

회 내 노인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해 영양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 급식은 결식 우려 노인에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 급식 지원과 급

식의 질 향상 도모로 영양 결핍 문제로 인한 노인 건강 보호를 위하여 2004년 지원 예산

은 1인 1끼 TWD 50원이며, 급식 자원봉사자에게는 1일 교통비 TWD 1백 원을 지원하

고 있다.

또한 식사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사업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사회단체에 사무실 임대, 취사장 설비 및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결과 2004

년 수혜자는 1만 5천 70여 명에게 1백 68만 9천여 회의 식사를 제공했다.

(2) 주간보호

주간보호(day care)사업은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

족해체의 증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 복지 수요의 증대와 다양화 등으로 인하

여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일시보호

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 및 심신허약 노인의 심신 기

능 유지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간보호센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 내

용은 상담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위생지원사업, 재활 및 치료서비스, 심리사회 프로그램, 

특별 행사 등이 있다.



                                                                제3장 대만의 노인복지정책 151

센터의 임대나 장비 설치비는 2004년 1개소당 최고 TWD 90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이용료는 1인 월 최고 TWD 5천만 원, 중저소득 노인은 1인 월 최고 TWD 

5천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별도로 이용 노인에게 1인당 월 거주지가 20Km 이내 TWD 

1,200원, 20Km 이상 최고 TWD 1,5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혜 노인은 57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3) 시설보호

최근 들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 가치관의 급

격한 변화와 결부되어 다양한 노인문제를 야기하며 노인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

히 가족이 없는 무의탁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의 해결, 예방을 위하

여 상호 별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원 수의 감

소, 노화에 따른 만성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 거동 불편, 치매 등으로 노인을 가정 내에

서 간호, 보호하기 어렵게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 노인의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주로 노인생활보호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의 재가노인을 포함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

다. 2002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시설 운영권을 주고 있어 노

인복지생활시설 및 노인주택의 운영 설치에 관심이 고려되고 있다.

노인복지생활시설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설립 수요를 조사하고 

또한 민간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장기요양시설：만성질환 노인을 간호, 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요양시설：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을 돌보고 전문적 간호가 필요하지 아

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안정시설：유료 보호를 받는 노인이나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없고, 또한 부양 의

무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가족의 노인을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문화건강시설：노인을 위한 휴양, 건강, 문예, 기예, 연수 및 친목활동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⑤서비스시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일시보호, 취업 정보, 지원서비스, 재택서비스, 

음식서비스, 단기보호, 퇴직준비서비스, 법률자문서비스 등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외국의 고령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152

노인복지시설은 최초로 1943년 9월에 공고한 사회구제법에 의거 초창기에는 대부분 구

제원으로 출발했으나 1968년부터는 인애의 집[ 家] 그리고 1980년 때부터는 공사

립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시설은 1946년 3월에 설립된 대만성에서 건립한 ‘인애의 집’이며 2005년 7월 31

일 현재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표 3-4>와 같이, 양로시설 49개소, 요양시설 781개소, 장

기요양시설 25개소 그리고 노인아파트는 4개소에 이르고 있다.

노인생활시설의 형태는 양로시설, 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로 대별되고 있는데 신체적 

정신상의 각기 다른 복합적 병세를 지닌 만성 노인 질환자를 한 시설 내에 혼합 수용했

던 과거의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시설 입소와 퇴소 및 절차에 복잡성 해소, 시설 피수용

자의 보호 기준 향상, 종사자의 근무 요건 완화, 지역사회와 시설의 협조체계 및 역할 분

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3-4>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연도
양로

시설

요양

시설

장기

요양

시설

노인

아파트

노인

교실

노인

문화

센터

노인

클럽
재가복지 주간보호

1998 50 33 － 4 255 249 3,893 294,630 267,678

1999 54 183 － 4 249 235 3,840 570,389 197,141

2000 53 471 4 4 303 253 3,912 672,032 202,107

2001 50 598 10 4 317 266 3,866 956,207 225,304

2002 53 711 15 4 270 270 4,229 1,120,388 290,565

2003 49 757 20 4 262 292 3,562 1,285,755 345,548

2004 49 781 25 4 264 306 3,661 1,364,588 575,144

자료：Publish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the Republic of China(2005),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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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노인복지시설 수용 인원

노인생활시설의 수용 인원은 [그림 3-3]과 같이 2003년 기준으로 양로시설에 8,742명, 

요양시설에 2만 9,208명, 장기요양시설에 1,327명으로 826개소 생활시설에서 3만 9,277명

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8만 7,734명 대비 1.9%의 노인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시설보호서비스 기능 향상, 종사자의 전문적 기술 향상으로 보호자가 마음 편하게 시

설에 위탁할 수 있음은 물론 수혜 노인이 시설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3년마다 종합 평가를 받아 가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기

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그 결과를 중앙의 내정부 인터넷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립 노인생활복지시설의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정부와 복지시

설 간의 상호 교류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설에 대한 평가 및 검토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 토론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보호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8조는 “법적 허가 신청 없이 노인복지

시설을 설립, 운영할 시에는 책임자에게 TWD 3만 원 이상 TWD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정한 기간 내에 설립처 신청 및 법인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 

기간이 초과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중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시설 명칭을 

공개하고 정지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은 노인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에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며 이는 요보호 대상 노인의 시설보호는 정부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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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00% 정리되었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

지 않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주거보호

대만에서는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국내 노인 거주 주택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공공건설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게 했다. 노인주거용 주택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인의 노인주택 건설 참여 추진 방안’을 2004년 5월에 채택하여 건설업과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으로 하여금 주거보호에 대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노인주택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노인주택은 임대는 가능하나 매매는 불가능하다.

②민간인이 건축한 노인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주택 건설 평가 수요 조사량을 수시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③민간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복지시설을 건축하면 민간 참여 우대를 받지 않는 대

신 시장의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 건설, 임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주거산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

여 공공건설촉진법 제3조에는 노인주거특별조치, 노인주거시설 기본 설비, 노인주거 종합 

관리 요령 등을 법령에 추가하여 ‘노인주택 건설’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주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개

보수해 문화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택 보수는 화장실, 욕조, 

부역, 배수구 등을 포함하며 침구 등이며 1인 최고 TWD 1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주거시설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협력하여 ‘농업용

지 사용 변경 및 심사’, ‘사회복지시설의 비도시 토지 사용’ 등의 제도를 완화하고, 65세 이

상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며, 3대가 동거할 경우에는 

국민주택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3대가 동거하는 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999년

부터 세대당 TWD 3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 주어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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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노인주택 건설의 발전 목표는 ①시설 설비의 표준화, ②생활 기능의 편리화, ③

서비스 기능의 인성화, ④경영 관리의 산업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민간인의 참여를 독

려하고 있으며, 건축에 필요한 경비는 최저리 융자를 해 주어 조세 감면과 저금리로 투

자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 결과 증가하고 있는 노인주택의 수요에 순응하고, 정

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 기타 정책

(1) 실버산업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같이 위협 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신규 거대 

수요를 실버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

식하에 관련법률 제정은 없지만 노인복지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버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는 이미 1978년부터 고용 창출과 선진국 고령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유망 실버산업 용품을 중소기업 적합 산업으로 선정,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전통적인 대만의 산업구조상 일반 

시장경제원리 원칙을 고수해 나가면서 국제 경쟁력, 시장 성장률 등을 제고 할 수 있도

록 각종 제도를 개선한 결과  노인 장애자용 재가노인 요양서비스 용품 생산 능력은 이

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실버산업중의 기기산업 육성 대상 전략 품목인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 정보 시스템과 한방 의료기를 비롯한 각종 물리치료장비는 이미 전 세계의 

관련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과 노약자용 각종 보장구와 물리치료 기기의 20% 이상이 대만산이라는 사실이 이

를 입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 분야별로 국제 경쟁력 강화, 시장 매력도, 공공성 기준으로 요양산업, 보

건의료기기산업, 전략 품목으로 재선정하여 고령자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안전표준규격 제정 등을 포함,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 여가, 주택, 식품, 교육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제공, 유통, 또는 판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가요양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고령자용 주택 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국민주택 우선 분야 등 주택산업 분야에 주력하여 노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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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택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에서는 실버산업의 용어를 노인은발산업(老 )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 

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산업 개발 수행 및 연구’, ‘고령자 주거생

활 및 설계 모형 연구’, ‘노인주거생활부조 공급과 수요 연구’ 등을 연구, 개발하였고, 또

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노인주거생활지침’을 개발하여 노인, 보호자, 학계, 산업계의 주

목을 받고 있다.

(2) 노인복지추진위원회 운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노인복지추진위

원회 규정 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내정부 내에 두어 고령사회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특별 기구로 1980년에 출범했다.

동 위원회의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것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노인복지 

관련 협력, 연구, 심의, 자문 및 노인복지 추진 등이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과 

노인복지시설 대표 6명, 전문가 8명, 민간단체 대표 7명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위원회의 운영 기능과 방침, 노인보호정책 및 노인주거정책, 노인복지시설

과 지역사회와의 역할, 미인가 노인복지시설의 현실화 추진, 중하위층 노인 특별보조금 

등의 노인복지정책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별도의 정년·연령 차별 제도

를 개선하여 노령연금 대폭 확대 방안, 3세대 동거 가족 특별 우대 정책, 저출산 대응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도 노인복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환

경에 부합한 노인복지사업을 기획하고 협조 연구, 심의, 자문 및 관련 노인복지사업을 추

진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배양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과 아울러 노인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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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평가와 전망

대만도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핵가족화 산업화의 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노인보호 관련 문

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적극적으로 노인요양보호 방안 강화, 생활보호서비

스 및 산업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자원을 결합하여 노인보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거택서비스와 가족의 지지, 생활

보호시설, 시설보호 확충, 간호의료복지서비스의 통합 관리, 지역사회 노인보호서비

스 및 사회참여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경제생활 보장, 심신건강 유지, 삶의 

질 향상, 보호 전문인력 확보, 주거서비스 등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서비스 방안을 

수시로 개정하고 노인의 생활, 건강, 소득, 사회참여 등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배경, 세계적 조류에 부합되는 노인의 건강과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 삶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인간 행복추구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달

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만은 사회보장의 확대, 공적부조의 지원 확충,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

립,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공동 노력으로 대만형 노인

복지 모델을 창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복지의 특색을 보면, 사회발전과 

기층 건설, 생산복지, 정신윤리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균부사회(均 ) 건설 추

구, 노인복지비 지출의 증가, 노인복지 수혜 대상의 확대, 노인복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점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만형 노인복지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노인복지는 중국 전통사회의 미덕인 미풍양속과 상부상조 정신에서 발전한 것이며, 정

부의 적극적 노인복지제도의 수립과 아울러 국민의 잠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에는 지역복지를 중시하여 효율적 복지서비스 체계의 건립과 

전통적 미풍양속의 유지, 발전, 계승과 더불어 각국의 사회복지의 경험을 통한 중국식의 

독창적 노인복지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가정구조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노인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

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정부에서는 노인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모든 노

인을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면에서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정신적물질적 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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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적 경로), 사회(제도적서비스적 경로), 국가(제도적 양로)가 상호 보완

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노인복지체계(social welfare system)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에서부터 출발하여 전체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체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과 아울러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정부와 민간으로 하여금 공동 노

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현재 대만은 경제적 번영과 사회발전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기침체, 연금파탄, 사회보장 비용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하기 위해 이에 대응하는 사회체계 구축 마련과 아울러 노인문제의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이 특별히 이를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계

속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확충되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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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서 론

미국은 한반도의 50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에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정착하

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국으로 성장해 왔으며, 또한 일찍부터 자

원을 개발하여 공업화를 이룩한 선진공업국이다. 제1,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모두 전승국 

쪽에 가담하여 물자와 자본의 공급국으로서 방대한 자본 축적에 성공, 산업자본주의 국

가의 지도 국가 지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

량생산, 대량소비를 미덕으로 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동양의 정신문명

과는 매우 다른 화려한 물질문명으로, 세계사를 통하여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미국에서 

창조된 새로운 문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유 민주 진영의 지도국이라는 자부

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여러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전, 중동전, 베트남전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에도 군대를 

파견하여 적극적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인권과 자유를 국가적 이념으로 추구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대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

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복지선진국 영국의 이민 정착 세대가 지도층을 이

루면서 영국의 정치사회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면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른바 여러 제도에 있어서의 범세계화

(global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에 노인복지에 있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비단 정치사회적 강대국의 특성을 일방적으로 탐구하는 편향된 것

이 아니라, 여러 강대국들의 다양한 제도가 어우러져 글로벌화된 제도를 고찰하여 고령화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초고령 한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인 것이다.

특히, 요즈음 한국 사회정치제도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지방화라는 자치단체의 권

한과 역할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독자적 

역할이 매우 크기에 이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미국의 지역 기능 강화 특성은 지리

적역사적 특이점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오래전에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되고 그 후 각 지방에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는 과정을 겪어 온 것이 아니라, 광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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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에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이주한 집단이 성장하면서 자치적 생산 및 유통, 행정, 군

사력 유지 기능을 하다가 불과 100년 전에 중앙정부로 합하여진 역순을 겪어 온 나라다.

한국과 비교해 보자면, 한국은 거의 1000년 전에 고려왕조가 형성된 후 오랫동안 중앙

정부에서 지역 관리를 해 오고 있지만, 미국은 그 반대로, 처음에 남부 지역에 정착하여 

아프리카 노예를 관리하며 농업과 남부군(Confederation Army)을 유지한 남부 지방자치

단체, 동부 지역 항구를 중심으로 영국계 귀족 중심으로 번창한 북부군(Union Army) 중

심 지방자치단체, 기타 서부, 북서부, 남동부, 중서부 등 지방마다 각기 다른 이민자 집단

이 독특하게 형성한 자치단체가 최근에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역순의 정부 구성 역사를 

가졌다. 그렇기에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독자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지녔으며, 이러한 특성은 노인복지에도 예외 없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노인복지를 고찰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를 열어 가는 선진 한국의 미래 

지향적 과제임과 동시에, 지방화 시대를 추구하는 한국 정치사회의 당면한 연구 과제이

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하에, 미국의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 절 노인복지의 법체계와 환경 요인

1.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구분된 법적행정적 체계

미국의 행정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먼저 여러 주 정부가 생겨 주법과 행정체계가 

확고하게 운영되다가 이러한 주 정부가 연합하여 연합 주를 형성하였다. 즉, 주마다 독립

적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가 이러한 주들이 연합하여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합주가 

되면서 연방정부법이 나중에 생기면서 그 기능이란 매우 포괄적 원칙과 재정 지원 규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요약하자면, 주법은 세부적 지침과 규칙 중심이고 연

방법은 이러한 규칙들의 근본적 방향을 통제하는 상위법 개념인 것이다.

노인복지법 역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연방법은 메디케어

(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노령연금(Pension for the Aged)과 같이 포괄적 연

금법, 사회보험 관련법, 재정 지원법 등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며 주법, 특히 미국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할 때부터 생겨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아주 오래된 6개 주(북동

부 뉴욕 주와 버지니아 주, 남부 농업 중심 3개 주, 서부 캘리포니아 주 등)는 주 정부와 

주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주법에 따라 병원,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정부법에 의해 주 안의 시와 군은 여러 가지 조례를 운영하며 주정부법

이 지향하는 운영사업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물론 오래된 6개 주 외 다른 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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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름대로 독창적 시설 운영 관련법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특히 오래된 6개 주를 강

조한 것은 이러한 오래된 주들일수록 자치적인 독창적 시설 운영 관련 주법이 많기 때문

이다. 또한 이러한 연방법과 주법은 각자의 법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여러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관과 민이 조화를 이루는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4-1] 중앙과 주와 지방의 권한이 각각 구분된 미국 노인복지 전달체계

2. 노인복지의 정치적 요인：역사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서구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

국은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및 지방분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

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었다. 노인복지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나 

미국 사회에서의 다른 복지 분야와 달리 노인복지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노인복지비에 대한 과중 부담 및 세대 간 형평성 등과 같은 논의

와 더불어,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을 벗어나 ‘탈시설화’를 목표로 노

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재가복지정책

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특히 주택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 등의 적절한 배합 및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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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노인복지의 초창기

19세기 말 및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복지제

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지방기관 또는 민간 차원

에서 다루어 왔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적 공황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노인 인구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업 상태에 있는 빈곤층을 더욱 증가

시켰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아래 종전의 정부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다는 보수주

의 정책은 퇴조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빈곤층이 당면한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정치적 조류의 변화와 함께 당시의 루스벨트 행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5년 최초의 사회보장법인 노령보험을 제정하여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함과 동

시에 노년층을 노동시장 밖으로 유인함으로써 실업 상태에 있는 젊은이에게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 후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노인복지에 대한 

두드러진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노인복지의 전성기

1960년대를 걸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미국 사회복지정책은－노인복지 분야도 

포함하여－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각종 법규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1961년 최초로 노인을 위한 백악관회의가 개최

되었고 그 후 관례가 되어 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65년에 연방정부에서 이루어진 미국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의 제정이

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노인의 소득보장 및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해인 1965년에 사회보장

법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추가, 실시됨으로써 오늘의 사회보

장제도라 할 수 있는 노령유족질병의료보험(OASDHI：Old-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을 확립하였다.1)

1) 1935년에 최초의 사회보장법인 노령보험(Old-Age Insurance)이 제정된 이래 1939년에 유족보험

(Survivors Insurance), 1956년에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그리고 1965년에 의료보험(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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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는 미국노인법이 개정되어 이의 수혜 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였다. 

1974년에는 빈곤노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하는 공적부조 형태의 보충소득

보장(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근로자퇴직소득보

장법(ERISA：Employee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이 제정됨으로써 사적연금에 

대한 최소 지급액의 규정을 두었고, 이를 통해 사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민간 부문

의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보장하였다. 1974년에는 국립노화연구소를 설립하였고, 1978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개정되어 고용차별금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장

하였다.

3) 1980년대 이후의 노인복지

1980년대는 1970년대 말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 등으로 미국 사회는 재정적 위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도 약간 퇴조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이는 노인복지 분야의 많은 프로그램에 비용 절감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방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

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1981년에 사회보장개혁위원회가 조직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일괄보조금법(Social Services Block Grant Act)으로 수정하였다.

1983년 레이건 정부에 의해 사회보장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세금 부과액

의 인상 및 일반 조세 수입으로의 재정 충당, 그리고 소득액이 높은 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등을 통해 사회보장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또한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전 실질 비용에 기초한 사후 보장으로부터 진단별 관련된 

집단에 예상 가격을 기초로 각종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비용의 지나친 인플

레를 억제시키려 하였다. 1986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이 다시 개정되어 고용

차별금지 연령을 완전히 철폐하였다. 1988년에 노인의료보험 특별지급법이 제정되어 당

시의 노인의료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을 보충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하였다. 

1980년대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는 추세로, 연방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 및 재정 부담을 주 및 지방정부로 이전시켜 나가고 있다.

3. 노인복지서비스와 행정체계

미국의 노인권익운동은 학술 연구와 정치활동 등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규모 사회

Insurance)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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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운동으로 지속되어 오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세부적 정책 형성의 기조가 되었다. 현재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①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②보건 및 의료보장(health 

& medical care)의 두 가지 형태 기금으로 운영된다. Social Security는 노후의 전반적 

생활과 관련된 재정 지원으로서, 평소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며 보

건 및 의료보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노후 의료보험 성격의 기금이다(한국노인문제연구

소, 1997). 이러한 두 가지 영역의 기금 아래 더욱 세분화된 항목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

는바 그 세부적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간호사업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영양지도, 

가정봉사, 사회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Home Health Agency의 활동에서 시작된 

가정간호사업은 1980년대 병원에서 조기 퇴원시킨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되었다. 

미국에서는 가정건강관리(Home Health Care)의 한 부분으로 가정간호를 시행하고 있으

며, 지역병원의 가정간호부, 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센터, 비영리 민간 지역사회기관, 영리

기관, 법인단체, 가정보건관리국(Home Maker-Home Health Agencies), 임종간호센터

(Hospice) 등에서 운영하며, 이곳에서 약 400만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건강관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국민 의료비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brecht, 

1990). 비용은 Medicare에서 제한된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있다. 병원 중심의 가정간

호사업의 구성원은 총 책임자 1인(의사), 간호 책임자 2인, 직원 보조 인력(staffing 

assistance) 1인, 의무 기록 담당자 1인, 사무직원 3인, 비서 1인, 의뢰 업무 담당 간호사 

1인, 간호사 22인(정규 간호사 7인, 시간제 간호사 등 15인), 작업요법사와 물리치료사 6

인, 사회사업가 1인으로 구성된다.

2) 가정봉사원제도

가정봉사원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사립 비영리기관 및 사립 영리기관)으로 이분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실시 주체는 지역병원의 가정간호부(Home Care Units of 

Community Hospitals), 복지부(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 비영리 사립 지역사회

기관(Private Nonprofit Community Agencies), 지역사회건강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 사립기관(Proprietary Agencies) 등 다양하다. 가정봉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급식서비스, 약 배달 및 가정 건강 장비 제공, 그리고 노인의 가정에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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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적 서비스와 의사의 왕진, 간호방문,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병

서비스(목욕 등 일상 활동의 보조, 약물 복용의 지도나 혈압검사와 같은 건강보조, 물리

치료 보조서비스)와 가정봉사서비스(가사, 음식 준비, 세탁서비스 등의 기초적 서비스)로 

구분된다.

가정봉사원서비스는 가정보호의 개념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정

신의료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원과 가정봉사원, 가정건강보조원, 가사보조원의 준전문직으

로 구성되며, 장기 재가서비스의 약 70～80%는 준전문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다. 무료 및 

유료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주( )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는데 건강보조서비스(의료 및 

간호)는 Medicare와 Medicaid에서, 가정봉사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 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제3조에 의해 노인복지사

무소(Area Agencies on Aging)를 통하여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가정봉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 주간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건강 지향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 위

주의 프로그램으로 양분되어 있다. 건강 지향적 서비스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보호기관과 

연합하여 심신 기능의 만성적 장애로 인한 의료문제를 가진 노인에게 건강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 목표로서 재활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

램은 주로 사회복지기관과 연합하여 의존성이나 의료문제가 거의 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

인에게 사회적 상호 작용이나 활동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의 지불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Medicaid에서 주간병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전체 노인주간보

호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실시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 서비스：①간호, ②건강진단, ③식이요법, ④물리치료, ⑤목욕, ⑥작업치료, 

⑦의료서비스, ⑧언어치료, ⑨투약에 대한 자문, ⑩ 치과서비스

(2) 사회적 서비스：①개별 관리(case management), ②영양교육, ③교통편의 제공 서

비스, ④전문적 상담, ⑤목회서비스, ⑥음악 감상, ⑦미용이발, ⑧식사 제공 서비스

위에 소개한 미국 노인복지의 정책적 접근 이외에도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적 접근은 1965년도의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을 근간으로 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법(U.S. Congress, U.S. Code Title 42, Chapter 35-Program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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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Americans, 1994)이다(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7). 노인복지법은 1965년도에 제정되

어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 서비스 체계 확충에 제도적 기

반을 제공해 왔다. 노인복지법이 1965년에 제정되었을 때, 이 법안이 갖는 공식적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첫째, 노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혹은 개선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지원 방법은 각 주정부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 개발, 혹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금(grants)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둘째, 보건교육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안에 노인청

(Administration on Aging)이라는 통괄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인복지법

의 목적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면서 그동안 수차례의 법안 개정 작업을 거쳐 노

인복지 프로그램법(Chapter 35-Programs for Older Americans)으로 보완되어 왔다. 제1

조는 미국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광범위한 정책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소득, 건강, 주택, 장기요양, 학대 및 유기로부터의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 미국 의회가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10개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퇴직자에게 미국의 표준생활기준에 부합하는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②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현재의 과학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③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유지하며, 이들 시설이 개

별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 및 구조가 적합하고 편안한 주거시설이 되도

록 할 것

④시설보호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충분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이 자신의 주거 지역,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고, 특히 

이들을 부양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⑤연령으로 인한 고용 기회의 차별을 예방하고, 노인 고용 기회의 확대 도모

⑥산업역군으로의 사회기여 후에 건강하고, 명예롭게,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퇴

직할 수 있도록 할 것

⑦사회, 문화, 교육, 훈련, 여가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⑧실비의 교통수단 제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효율적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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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호주거시설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 시설이 취약한 노인에게 지속적 보호의 

차원에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⑨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것

⑩노인의 복지를 위하고, 학대, 유기, 악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

고 주관하는 데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것

노인복지법(제9조를 제외한 모든 사업, 제9조는 노동성에 의해 수행됨)의 집행을 위해 

보건사회복지성(DHHD)의 장관 직속기관으로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을 설치

한다. 노인청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이때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거친다. 노인청 

안에는 미국 원주민을 위한 사무국과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장

기요양보호 옴부즈맨국의 경우는 노인청장에 위해 임명된 국장(director)이 운영의 책임

을 지며, 장기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자문 및 감시를 의미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ombudsman programs)’의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한다(한국노인문제연

구소, 1997).

연방정부 노인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며 3년까지의 임기를 가질 수 있다. 이들 15인

은 각 분야(사업, 노동계, 노인 관련 기관, 도시와 벽지, 소수 인종 등)를 대표하며 노화

에 관한 전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5명은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상원과 하원에 의해 임명된다. 이 위원회는 노인의 요구에 

관계된 문제들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노인복지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노인청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연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노인

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 상원, 하원, 노인청장에게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11조는 노인청이 취약한 노인의 권익 보호에 소요되는 활동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학대유기악용 예방 프로그램, 노

인권익 옹호 및 법률자문서비스 개발, 그리고 상담 및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절차,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범위 및 각 주정부

의 역할, 그리고 지역기관과의 연계 정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정부 옴부즈맨 프

로그램 사무소는 장기요양보호 분야의 전문 경험을 지닌 사람을 임명하여 운영되며, 다

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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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시설 거주자의 불평을 접수, 조사, 해결하며, ②시설 거주자의 건강, 안정, 복지,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③시설 운영자 및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④거주자들이 정규의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접수된 불평을 즉각 처리하는 것을 분명히 하며, ⑤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권익을 대표하고,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및 기타

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 등이다. 

미국 주정부 옴부즈맨 프로그램 기능 요약

①요양시설 거주자의 불평 접수, 조사, 해결

②시설 거주자의 건강, 안정, 복지, 기본권 보호 위한 서비스 제공

③시설 운영자 및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④시설 거주자에게 정규 서비스 보장 및 접수된 불평 처리

⑤정부기관에 대해 거주자 권익 대변

미국은 행정체계상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노인복지서

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

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 방향의 설정, 행정상 

감독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조직과는 별도로 자

율성을 지닌 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형태

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민간기관의 역할 또

한 중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미흡한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미국 노인복지법으로서, 이

는 1965년에 재정되었고 그 후 10차례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른다. 이 법은 노인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방식으로 노인복지 전달체

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에는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주정부

에는 노인국(State Units on Aging), 그리고 지역정부에는 지역 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 등이 있다.

(1) 연방노인청(AoA：Administration on Aging)

연방노인청은 보건사회복지부(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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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구로서, 미국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 및 이의 수행을 위한 행정 처

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임명한 노인위원(U. S. Commissioner on Aging)에 의

해 감독된다. 관련기구로서 연방노인위원회가 있는데, 연방정부 내 민간고문위원회의 성

격을 띠고 있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수준에서 시행되는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며, 노인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 1973년도에 개정된 노인복지

법에서는 동 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농촌 및 도시의 노인을 대표하는 15명의 위원(이 중 

9명은 60세 이상자)으로 이들은 대통령 및 상하원에 의해 각 5명씩 선임되는데, 임기는 

3년이다.

(2) 주정부의 노인국(SUAs：State Units on Aging)

주정부의 노인국은 연방노인청의 하부 조직으로 노인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주 

단위의 주무부서이다. 주정부의 노인국은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여러 기구 및 조직들에 대해 프로그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연방 및 주정부

의 예산을 할당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지역 단위의 하부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며,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평가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주정부의 노인

국은 현재 57개로서, 이의 전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주 단위에도 연방정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인 관련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는 노인 단체 대표, 정부 관료, 노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포함된

다.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검토 및 그 평가에 대한 일

을 담당한다.

(3) 지역 노인기관(AAAs：Area Agencies on Aging)

지역 노인기관은 지역정부 수준에서 노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대변 또는 해결해 주는 

공식적 기구로 주정부가 지휘, 감독한다. 주 단위 노인복지서비스 업무 중 해당 지역에서 

행할 업무를 담당하므로 지역 노인들로 하여금 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보호서비스를 비롯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을 도와주는 지역수준의 

사회적 서비스 및 급식지원서비스 체계의 개발 등을 책임진다. 따라서 책임 면에서 주 

단위 노인국과 거의 동일하며 관할권이 제한된다는 점만이 다르다. 현재 미국에는 670개

의 노인지역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지역 간 상호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전국 지역 

노인기관협의회(NAA：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를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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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제3 절 노인의 생활과 노인복지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약 13%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일본이나 스웨덴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우리나

라의 8%에 비교해 볼 때 1.5배 이상인 셈이다. 200년대 기준 성비를 볼 때 65세 이상 노

인 중 남자：여자는 1.4：1 정도로서 한국보다 다소 낮은데, 이는 남성 노인의 수명이 한

국보다 길어 남녀간 격차가 한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56.6%에 불과하여 한국의 80% 이상보다 매우 낮은데, 이것은 

한국에 비해 이혼율이 높은 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동별거 비율을 볼 때 남성 노인은 배우자와만 동거하는 비율이 72.6% 이상이고 자녀

나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7% 정도에 그친 반면, 여자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가 

40.8% 정도이며 자식 등 다른 가족과의 동거는 16.8%나 되었다. 남자에 비해 여성 노인

이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 비율이 매우 높긴 하지만, 한국 노인은 남

녀 합산해 볼 때 52%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은 역시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나 수발 의존보다는 부부만이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많이 의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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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및 노인 인구수(1900～2025년)

(단위：백만, %)

연 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1994

2000

2010

2020

2025

 4.1

 4.3

 4.7

 5.4

 6.8

 8.1

 9.2

 9.8

11.3

12.6

12.7

12.8

13.3

17.5

20.0

 3,100

 3,950

 4,933

 6,634

 9,036

12,397

16,675

20,087

24,927

31,079

33,200

35,322

40,104

53,348

62,150

자료：AoA(2000b). Older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Male and Female Population Estimates

/ Projections and Sex Ratio 1990~2050.

<표 4-2> 노인층의 연령별 성비(1990~2050년)

(단위：%)

연도 65+ 65～69 70～74 75～79 80～85 85+

1990 1.48 1.23 1.34 1.55 1.88 2.59

2000 1.41 1.18 1.26 1.39 1.63 2.33

2010 1.34 1.16 1.21 1.31 1.49 2.04

2020 1.28 1.14 1.19 1.27 1.42 1.91

2040 1.27 1.13 1.16 1.21 1.31 1.68

2050 1.26 1.11 1.14 1.20 1.28 1.60

자료：AoA(2000b). Older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Male and Female Population Estimates /

Projections and Sex Ratio 199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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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65세 이상 노인의 혼인 상태(배우자 유무)

(단위：%)

구 분
결혼하여 배우자 

있음
배우자 사망 이혼 미혼

전체

65세 이상 56.6 32.5 6.7 4.3

65~74세 65.8 21.6 8.4 4.2

75~84세 49.8 41.1 4.7 4.3

85세 이상 25.9 65.2 3.7 5.2

남성

65세 이상 75.1 14.9 6.1 3.8

65~74세 79.2 8.9 7.8 4.1

75~84세 73.5 19.6 3.7 3.2

85세 이상 49.9 42.1 3.6 4.5

여성

65세 이상 42.9 45.2 7.1 4.7

65~74세 54.9 31.9 8.9 4.3

75~84세 34.1 55.6 5.4 5.0

85세 이상 13.4 77.3 3.7 5.5

자료：AoA(2000b). Older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Male and Female Population Estimates /

Projections and Sex Ratio 1990~2050.

<표 4-4> 미국 노인의 인종 구성(2000～2050년)

(단위：%)

구 분 2000 2050

전체

비히스패닉 계 백인

비히스패닉 계 흑인

인디언알래스카 인종

아시아태평양섬 계 인종

히스패닉 계

34,836(100.0)

29,097( 83.5)

2,827(  8.1)

152(  0.4)

822(  2.4)

1,938(  5.6)

81,999(100.0)

52,684( 64.2)

9,997( 12.2)

530(  0.6)

5,366(  6.5)

13,422( 16.4)

자료：U. S. Census Bureau(2000). Population Projections of the United States by age, sex, race, 

Hispanics origin, and nativity：1999 to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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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형태(1998년)

(단위：%)

구 분 배우자 다른 가족 비가족원 혼자

남성

전체

비히스패닉 계 백인

비히스계닉 계 흑인

아시아태평양섬 계

히스패닉 계

72.6

74.3

53.5

72.0

66.8

7.0

6.0

14.8

20.8

15.0

3.0

2.7

6.8

0.6

4.3

17.3

17.0

24.9

6.6

14.0

여성

전체

비히스패닉 계 백인

비히스계닉 계 흑인

아시아태평양섬 계

히스패닉 계

40.7

42.4

24.3

41.3

36.9

16.8

14.8

32.2

36.7

33.8

1.7

1.6

2.7

0.8

1.8

40.8

41.3

40.8

21.2

27.4

자료：AoA(2001b). Older Americans 2000：Key Indicators of Well-Being. Federal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표 4-6>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1974~1998년)

(단위：%)

연도 극빈층 빈곤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1975

1985

1996

1998

2.0

2.0

1.9

2.3

13.3

10.7

8.5

8.1

35.0

30.2

29.1

26.8

32.3

33.8

36.1

35.3

17.4

23.6

24.3

27.5

자료：AoA(2001b), Older Americans 2000：Key Indicators of Well-Being. Federal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2. 노인복지제도의 분석

1) 사회보장의 전반적 틀에서의 노인복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2)는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지만 공공부조

제도의 사원은 19세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던 지방정부의 빈곤 구제 조치(local poor 

relief)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지방정부에 의한 구빈 법적 프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행한 OECD국 사회보장제도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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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었고 민간 자선단체가 부가적으로 빈민구제를 도왔다. 그 위에 자산 조사에 기

초하여 급여가 주어지는 연방과 주정부 프로그램들이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시행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프로그램들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절됨으로써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맹아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1935년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Old Age Assistance(OAA：노인을 위한 부조), Aid for 

Dependent Children(ADC：요보호 아동 부조), Aid to the Blind(시각장애인 부조) 프로

그램들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회보장의 수혜자와 더불어 공공부조 수혜자가 크게 

증대되었다.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특히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본인과 

자녀의 생계를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ADC 수혜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1964년 존슨 행정

부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도시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Head Start, 

Neighborhood Youth Corps, 지역사회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또한 1964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부조 프로그램인 Food Stamp Act를 제정하였고 

1965년에는 연방정부 주관 의료보험인 Medicare Act 및 주정부 관리 저소득층 의료보험 

Medicaid Act가 수립되었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연방의 책임 개념을 강조하는 Moynihan의 복지개혁안을 받아

들여 복지체계를 재조직하였는데 1974년 노인, 맹인, 질병이 있는 사람의 최저수준의 생

계를 보장하는 I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 프

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의 공화당 행정부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

담이 점차로 커지자 신 연방주의를 표방하여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신 주정

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늘리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

으며 주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결국 전체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레이건 행정부의 보수적 정책에 의해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1970년대 중반까지 나아져 오던 빈곤율이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에 다시 상

승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노

령유족장해연금제도(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기타 특수직역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는 

I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Food Stamp, Medicaid, CA(General Assistance)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조세제

도를 통하여 저소득 근로 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E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가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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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가 없고 노인과 특정 범주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존재

한다는 점이다.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정부 차원에서 운

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표 4-7> 미국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급자 수와 급여액

프로그램 수급자(천 명) 인구 비율(%) 총급여액(백만$)
1인 가구만

연평균액($)

OASDI(2000) 45,417 16.5 407,635 9,209

Medicare(1998) 25,931 9.4 217,351 8,382

UI(2000) 7,033 2.6 20,277 2,883

TANF(1999) 6,835 2.5 22,760 3,330

SSI(2000) 6,685 2.4 31,564 4,626

AS(2000) 17,155 6.2 14,985 873

Medicaid(1998) 40,649 14.8 142,318 3,508

ETC(1999) 19,440(가구) 18.6 25,800 1,541

2) 빈곤대책

미국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3) General Assistance를 제외하면 빈곤에 대처하는 일

반 국민 대상의 보편적 공공부조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인구학적 요소만을 지

급 요건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산 조사를 거쳐 급여가 주어지

는 개별 공공부조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인구 집단만을 대상으로 삼는 범주

별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Food Stamp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며, 범주

적 제한이 비교적 작아서 전국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중심적 소득보장제도는 OASDI로 불리는 노령, 유족, 장애연

금제도이다. 퇴직자, 유족, 장애인이 수급자인 이 제도에 의하여 2000년의 경우 전 인구

의 16.5%가 급여를 받고 있다. 수급자 전체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9,209이며, 60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연평균 수급액은 $9,690이다. 여기에 퇴직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연평균 $5,207의 가족연금을 합하면 퇴직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연 $14,897을 수령하게 

된다. 이 금액은 2000년의 빈곤선(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 $8,259, 가구주의 연령이 65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행한 OECD국 사회보장제도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외국의 고령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178

세 이상인 2인 가구 $10,414)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OASDI가 빈곤 해소에 직접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TC는 OASDI보다 포괄 범위가 넓은 제도로서 1999년의 경우 전 인구의 18.6%가 이 

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았다. 대상의 포괄 범위가 넓어 빈곤 해소에 상당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ETC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은 연 $1,557에 그쳐 실제적 빈곤 해

소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이 밖에 소득보장기능은 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연평균 

$2.500~3,000의 급여가 주어진다.

공공부조제도 중에서 포괄 대상자가 가장 많은 제도는 Food Stamp로서 전 인구의 

6.2%가 포함되고 있으며, TANF 2.5%, SSI 2.4% 순이다. 그러나 이 3개의 공공부조제도

에 사용된 급여액을 모두 합하여도 OASDI에 사용된 급여액의 17.0%에 불과하여 미국의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제도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인 Medicare와 공공부조제도인 Medicaid 제도가 주축을 

이룬다.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는 없지만 노인을 위한 Meagre가 전 인구

의 9.4%,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Medicaid가 전 인구의 14.8%, 도합 24.2%의 인구가 

공적 의료보장을 제공받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은 비교적 구비되어 있는 셈

이다. 즉,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 수요가 민간 의료시장에 의해 충족되고 있는 것인

데 고비용의 민간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의료 

수요만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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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미국 가구 규모별아동 수별 2001년 빈곤선의 노인 vs 비노인 비교

(단위：가구 수)

구 분 0 1 2 3 4 5 6

1인

가

구

65세 미만

65세 이상

9,214

8,494

2인 

가

구

가구주가 65세 

미만

가구주가 65세 

이상

11,859

10,705

12,207

12,161

3인 가구 13,853 14,225 14,269

4인 가구 18,267 18,566 17,960 18,022

5인 가구 22,029 22,349 21,665 21,135 20,812

6인 가구 25,337 25,438 24,914 24,411 23,664 23,221

7인 가구 29,154 29,336 28,708 28,271 27,456 26,505 25,462

8인 가구 32,606 32,894 32,302 31,783 31,047 30,112 29,140

9인 가구 이상 39,223 39,413 38,889 38,449 37,726 36,732 35,833

자료：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매년 미국 정부는 공식적 빈곤선을 발표한다. 미국의 빈곤선은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

하여 작성된 것이며, 가구 규모별로 달라지고 동일한 가구 규모 내에서는 아동 비율에 

따라 빈곤선이 다소 변동된다. 2001년의 경우, 부부 2인과 1명의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의 

연간 빈곤선은 $14.225이다.

발표된 빈곤선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년도 빈곤 인구 비율은 <표 4-9>와 같다.4) 1980

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 빈곤율은 11.3~15.2%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이 기간 중 

레이건 정부 들어 빈곤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3년에 15.2%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하

강하였는데, 1989년을 지점으로 다시 반전하였다. 반전된 빈곤율은 1993년에 15.1%로 구

점에 도달하였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 역사상 가장 낮은 빈곤율인 11.3%

를 기록한 후 재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행한 OECD국 사회보장제도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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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미국의 빈곤 인구와 빈곤율

(단위：천 명, %)

연도 빈곤 인구 빈곤율

1980

1983

1984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2001

29,272

35,303

33,700

33,585

35,708

38,014

39,265

38,065

36,425

31,581

32,907

13.0

15.2

14.4

13.5

14.2

14.8

15.1

14.5

13.8

11.3

11.7

자료：1998 GREEN BOOK,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1998 and 1999.

3) 소득보장체계와 빈곤대책

소득보장을 위한 미국의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수급 자격 결정과 급여

수준 산정 시에 빈곤선과 직접적 연관을 맺지 않고 대상자의 기여수준과 기여 연수에 따

라 결정된다. 소득보장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ETC 제도도 빈곤선과 직접적 연관은 없

다. 이에 비해 공공부조제도는 자격 조건과 급여수준이 빈곤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

어 결정된다. 특이한 점은 어떤 공공부조 프로그램도 연방정부에서 발표하는 빈곤선의 

100% 수준을 급여 기준선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급여 상

한선이 빈곤선보다 낮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

부조 프로그램에 의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과 각각 별개로 

운영되는 다수의 공공부조급여를 결합하면 빈곤선 이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여

전히 빈곤선 이하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미국은 일상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없다면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는 온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나라이다. 즉, 기초보장이 달성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표 4-10>에 정리된 선정 기준과 급여수준에서 더욱 선

명히 드러난다.5)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행한 OECD국 사회보장제도 보고서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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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SSI

65세 이상 노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5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자산 기준
－개인：$2,000, 부부：$3,000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제외
－사망 후 안장을 위한 공간 제외
－장례 비용은 $1,500까지 공제
－생명보험에 적립된 자산은 $1,500까지 공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료적 목적, 장애인,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100% 공제하
고 이 외의 경우 시장 가치 중 $4,500 공제
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이 SSI 최고 급여액 이하

Food

Stamp

노동 능력이 있는 특정 가구원의 경우 구직 등록 및 정해진 일이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자산 기준
－노인이 없는 가구는 $2,000, 노인이 있는 가구는 $3,000
소득 기준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소득인정액(가구 월 총소득)이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 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130% 이하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소득인정액(가구 월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 이하

TANF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
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선정
1) 총소득이 각 주에서 설정한 최저생계수준(need standard)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각 주의 need standard는 주에 따라 최고 5배가 차이 난다.
2)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소득인정액(assessable income)이 need 
standard 이하이어야 한다.
3) 지급액은 각 주에서 정한 최고급여수준과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이다. 최고 급여
수준은  need standard보다 낮을 수 있다.
자산 기준
－재산액이 $1,500 이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1대, 장례 비용 등은 제외

ETC

자국민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아동 수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자산소득 $2,350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 여부에 대한 조건
을 충족시켜야 함
아동이 없는 경우：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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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Medicaid의 수급 대상자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위해 범주적 요보호 집단(the 

categorically needy groups)과 의료적 요보호 집단(the medically needy 

groups)으로 구분

주정부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선택적으로 서비스 제공

범주적 요보호 집단

－AFDC/TANF 수급 가구：TANF의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

－SSI 수급자：일반적으로 SSI 수급자들은 Medicaid의 수급 대상이 되지만, 

Minnesota 등 12개 주에서는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적용

－빈곤선의 133%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임산부와 6세 미만의 아동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19세 미만의 아동

－foster care 및 adoption assistance 수급자

－일부 Medicare 수급권자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빈곤선 이하의 소득과 SSI 기준의 2

배 이하의 자산을 가진 노인 또는 장애인

SLMB(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빈곤선 100～135%의 

소득과 QMB와 동일한 기준의 자산을 가진 노인 및 장애인

의료적 요보호 집단

－주정부에 따라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의해 수급 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poverty-related group)：빈곤선 18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임산부 

및 1세 미만의 아동

－spending down에 의해 수급 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의료비 지출분에 대

해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소득 기준을 충족

－SSI는 받지 못하지만, 주정부의 SSI 보충급여를 받는 노인 및 장애인

－SSI 급여수준의 300% 미만의 소득을 가지면서 의료시설에 입원하고 있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ETC

자국민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아동 수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자산소득 $2,350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 여부에 대한 조

건을 충족시켜야 함

아동이 없는 경우：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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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급여방식 및 급여수준

SSI

급여 원칙：최대 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급

최대 급여액(연방 전체 동일 기준)

－개인：$484, 부부：$726(1997년 기준)

－개인：$530, 부부：$796(2001년 적용 예정)

수급자가 가구주와 거주하면서 부양받고 있다면, 급여수준의 1/3 감액

SSI 급여수준과 연방정부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비교

－개인 월 최고급여액은 1997년 1인 가구 빈곤지침선($7,890)의 73.6%

－부부 월 최고급여액은 1997년 2인 가구 빈곤지침선($10,610)의 82.1%

TANF

급여 원칙：가구의 욕구와 소득수준에 기초한 보충급여 체계

급여수준

－가구원 수에 따른 need standard의 100%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주정부가 결

정한 TANF 급여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급여수준은 주별, 가구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남

Food

Stamp

급여 원칙：급여수준은 가구원 수와 가구의 월 순소득에 따라 월 최대 급여액 

한도 내에서 결정

수급 자격을 가진 가구의 월 순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급여액 한도가 

먼저 결정되고, 월 순소득의 30%를 월 최대 급여액에서 제외한 결과가 Food 

Stamp 급여수준

＊Food Stamp 급여=월 최대 급여액－(월 순소득×0.3)

EITC

근로소득수준과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급여액 산정

아동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수준을 phase-in/plateau(flat)/phase-out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 적용

Medicai

d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주에서는 의무적 서비스(mandatory service)를 제

공해야 하며,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33가지의 선택적 서비스(option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음

4) 기초보장과 의료부조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 이전에도 많은 주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매사추세츠, 아리조나 등의 주를 시작으로 1935년까지 약 

30개의 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27개 주에서는 맹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197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프로그램은 과거 각 주별로 실시되던 노인, 장애인 및 맹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합한 것이다. TANF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SSI는 노인과 

장애인 등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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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SSI에 대해서는 TANF의 경우처럼 사회복지 급여가 노동 동기를 저하시킨

다는 비판이나 노동 의무 부여 등의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통일된 기준하에서 실시되므로 수급 자격이나 급여수준에서 주간의 격차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의 SSI 프로그램 이외에 각 주정부가 보충적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급여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6)

SSI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맹인, 또는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장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소득과 자산이 일정한 기준이하여야 한다. 장

해의 기준은 평생 동안 또는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학적으로 결정된 신체적정신적 

장해(medically determined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expected in death or that 

has lasted or can be expected to last for a continuous period of at least12 months)를 

말한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성인에 적용되는 맹인 기준이나 장애인 기준을 충족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자는 SSI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1999년 말 현재 SSI 급여를 받는 인구는 노인 131

만, 맹인 8만, 그리고 장애인 517만 등 총 656만 명에 이르고 있다.

SSI 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1999년 현재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 단독 

가구의 경우 월 512달러, 부부 모두가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월 769달러를 받는다. 소득

이 있으면 그만큼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소득으로 간주되는 수입은 노동소득, 국민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험으로부터의 현금급여, 이자소득 등이다. Food Stamp나 비영리 자

선단체로부터 받은 물품들의 현금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자의 노동 동기를 유발

하기 위하여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월 20

달러까지의 소득은 소득원에 관계없이 그리고 65달러까지의 노동소득은 급여액 산출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65달러 이상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증가분만큼 급여액

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의 절반만큼만 급여액이 감소한다. 끝으로 소득액 평가

에서 노동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갖는 퇴직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Medicaid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인 Medicaid이다. 본 연구의 초

점에 비추어 이 장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인 Medicaid에 관해서 간략히 현황을 언급하기로 

한다. Medicaid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5년 사

회보장법의 제19장으로 추가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발행한 OECD국 사회보장제도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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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시 여부는 주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현재 컬럼비아 특별구와 50개 주 전

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다만 수혜 자격과 급여수준은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주에 따른 편차가 크다. 1996년에 제정된 PRAWNER에 의해 다른 공공부조 프로그램들

과 마찬가지로 Medicaid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정부의 자율성 또한 강화되었으나 SSI와 

TANF의 수급자, 그리고 소득이 공식 빈곤선의 133% 미만인 임신부 및 6세 미만의 아동

(2002년에는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18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반드시 Medicaid의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또한 ADC에서 TANF로 전환하는 한시적 조치로 TANF 수급권은 

없지만 1996년 7월 16일 현재 ADC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도 Medicaid 수급 자격을 인정

하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개혁 이후 현금급여(TANF)의 수급 자격은 더욱 

강화된 반면 Medicaid의 수급 자격은 완화되어 수급자가 다소 증가하였다. 1998년 현재 

전체 인구의 14.5%에 달하는 4,065만의 인구가 Medicaid를 수급하고 있다.

Medicaid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급여가 주어지지는 않으며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지급된다. 기본적 의료서비스는 외래 및 

입원환자, 임신 관련 진료, 아동에 대한 예방 접종, 일반 내과 진료, 가족계획서비스 및 

피임기구 제공, 보건소 이용, X-ray 등의 검사, 응급 진료, 21세 미만에 대한 정기 진단 

및 치료 등이며 그 외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각 추가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체로 이

러한 급여 내용은 중산층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 종합의료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Medicaid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충당되며 연방정

부가 각 주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주정부 지출액의 50~83%를 보조하는 matching fund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1998년 전체 지출액은 1,8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TANF, SSI, Food Stamp 등 다른 모든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비용을 합한 것보다도 많

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56.2%인 1,040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지출되고 나

머지는 주정부 예산에서 충당되었다. Medicaid의 행정은 연방정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의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HCFA)의 통제하

에 각 주정부의 행정 부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5)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보장과 보호서비스

미국의 노인복지는, 중앙정부에서는 총괄적 예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며 주정부나 그 

이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로 담당하는 특성이 있

다. 이러한 지역 단위 노인복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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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수단 제공과 요양보호서비스

미국의 노인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만족에 관해서도 주마다 별도로 실사를 하여 주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하

는 데 참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의 SC 주 노인 인구 조사에서 82%의 응답자가 

노후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대답한 반면, 9%는 일상생활 중 세 가지 정도의 활동에 

있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노인 인구 집단 중 약 18%는 노후에 대한 불

안한 감정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배경 원인은 빈곤 혹은 빈곤에 가까운 소득, 지역사회

와 가족으로부터 고립, 질 낮고 노후된 주택, 장기보호 및 이와 연관된 비용의 부담, 사

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각종 건강보호정책의 혼란 등

이었다.

미국 노인도 우리나라 노인과 마찬가지로 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가진 생산성의 저하로 인하여 노인 고용이 기피되고 있다. 또 하나의 노인 경제적 보장

문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광대한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대도시 이외에는 개인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노인이 가진 경제적 형편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각 주에서는 자체

적으로 교통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를 관리하면서 연간 평균 4,650만 달러 

정도의 교통수단 제공 예산을 활용하며, 이러한 지원은 주 내에서 교통수단 지원을 필요

로 하는 노인 수요의 75% 정도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예산을 전체 노인청 예산규모면에서 본다면, 2005년도 미국 연방노인청(AoA: 

Administration on Aging) 예산은 총 13억 9,663만 8천달러였는데 그중 이러한 교통수단

제공과 극빈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등을 포함한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

비스(Home & Community Based Supported Service)예산은 총 3억 5,413만 6천달러 정

도로서, 연방 노인청 예산의 25.3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특히 교통수단예산만을 따로 

본다면 교통수단제공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연방노인청 예산의 약 3%정도에 다

다르고 있다7).

7)미국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홈페이지중 예산 부분 자료 발췌http://www.ao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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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2005년도 미국연방노인청(AoA) 분야별 예산규모(AOA제공)    

ProgramProgramProgramProgram
2005200520052005년도 년도 년도 년도 

책정예산책정예산책정예산책정예산

2006200620062006년도 년도 년도 년도 

계획예산계획예산계획예산계획예산

FY FY FY FY 2006 2006 2006 2006 PBPBPBPB

+/- +/- +/- +/- FY FY FY FY 2005200520052005

State&Community-Based Services:(주-지역사회 서비스)

  Home&Community-Based Supportive Services.

  Congregate Nutrition Services

  Home-Delivered Nutrition Services

  Nutrition Services Incentive Program

  Preventive Health Services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Subtotal, State&Community-Based Services

Services for Native Americans:(원주민 지원 예산)

  Native American Nutrition&Supportive Services

  Native American Caregiver Support Program

    Subtotal, Services for Native Americans

Protecting Vulnerable Older Americans:(허약노인보호)

  Long Term Care Ombudsmen Program

  Prevention of Elder Abuse&Neglect

    Subtotal, Vulnerable Older Americans

Innovation&Demonstration:(혁신과제 지원)

  Program Innovation/1

    Non-Earmarked Program Innovation(Non-Add
    Earmarked Program Innovations(Non-Add)/
  Aging Network Support Activities

  Alzheimer's Disease Demonstration Grants

    Subtotal, Innovation&Demonstration

Program Administration(프로그램 행정)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2(백악관 행사)

$ 354,136,000

387,274,000

182,826,000

148,596,000

21,616,000

155,744,000

$ 1,250,192,000

$ 26,398,000

6,304,000

$ 32,702,000

$ 14,162,000

5,126,000

$ 19,288,000

$ 43,286,000

23,647,000
19,639,000
13,266,000

11,786,000

$68,338,000

$ 18,301,000

$ 4520,000

$ 354,136,000

387,274,000

182,826,000

148,596,000

21,616,000

155,744,000

$ 1,250,192,000

$ 26,398,000

6,304,000

$ 32,702,000

$ 14,162,000

5,198,000

$ 19,360,000

$ 23,843,000

23,843,000
--

13,266,000

11,786,000

$  48,895,000

$ 17,879,000

--

$        --

--

--

--

--

--

$        --

$        --

--

$        --

$        --

72,000

$   72,000

$ (19,443,000)

196,000
(19,639,000)

--

--

$  (19,443,000)

$    (422,000)

$  (4,520,000)

Total, Total, Total, Total, Discretionary Discretionary Discretionary Discretionary Budget, Budget, Budget, Budget, Authority/3Authority/3Authority/3Authority/3 $ $ $ $ 1,393,341,0001,393,341,0001,393,341,0001,393,341,000 $ $ $ $ 1,369,028,0001,369,028,0001,369,028,0001,369,028,000 $ $ $ $ (24,313,000)(24,313,000)(24,313,000)(24,313,000)

Health Care Fraud&Abuse Contral/4 $ 3,297,000 $ 3,297,000 $          --

Total, Total, Total, Total, Discretionary Discretionary Discretionary Discretionary Program Program Program Program LevelLevelLevelLevel $ $ $ $ 1,396,638,0001,396,638,0001,396,638,0001,396,638,000 $ $ $ $ 1,372,325,0001,372,325,0001,372,325,0001,372,325,000 $ $ $ $ (24,313,000)(24,313,000)(24,313,000)(24,313,000)

1/2005년 $19.6 million 예상for FY 2005 

2/2006년도에는 별도예산이 책정된 바 없음

3/매 행사때마다 지출되는 진행경비는 제외한 액수임

4/FY 2006는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추정액수임

현재 미국 내 65세 이상 노인의 5～7% 정도가 장기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

한 장기보호시설 중 건강이 나빠 집중적 간호보호를 받는 시설인 요양시설에 체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약 73%는 각 주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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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고 있다. 한편, 가정에서 장기보호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21% 정도가 주

정부 관리하의 메디케이드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가족,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자원으로

부터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를 들자면, SC 주의 경우,8) 1993년에 연방정부는 247

억 불을, 주정부는 190억 불을 사용하였는데, 이 금액은 주로 너싱홈에 투입된 것이다. 

SC 주의 너싱홈과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에 사용된 메디케이드 비용 역시 급속하게 증가

하고 있다. 1991년에는 너싱홈 비용이 약 170백만 불,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 비용이 25백

만 불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각각 230백만 불과 40백만 불로 증가하였다.

(2) 주거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케어서비스 관리

주정부 재량에 의해 주거보장의 하나로서 재가노인 방문서비스가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는 구체적 예를 들기 위해 SC 주를 예를 들고자 한다. 현외성(2000)9)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SC 주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중 1/4은 각종의 주택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주해 오는 은퇴 노인은 경제적으로 별반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로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촉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그 주에 본래부터 살

고 있던 노인은 호수, 해변 혹은 산림 지역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에

게는 세금 부담이 경제적 압박이 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쉽게 팔 수도 없고, 집을 보수하는 데 충당할 비용도 부족하고, 건강보호를 위해 지출해

야 하는 비용 마련도 어렵다는 것 등이 고민거리이다.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27%가 홀로 살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여성 노인이다. 주

거 면적이 넓어서 불필요한 전력과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또 집을 보수하는 일을 연기

하는 관계로 주택 유지 비용이 더욱 많이 들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SC 주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노인의 40%는 그들의 수입보다 30%가 주택 비용으로 

초과된다고 하였다. 이들 노인은 자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주지를 쉽

게 옮길 수도 없고 이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 신체적 손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환경

으로 이사하는 일도 쉽지 않다. 기존에 살고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SC 주에로 이

주해 오는 노인은 점진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또 노

인을 위한 케어서비스 욕구 역시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SC 주에서는 

노인 관련 서비스나 케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노년학 관련 교육훈련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케어서비스 인력의 노인 관련 과학 교육은 주정부와 

8) South Carna Office of the Governor, State Plan on Aging 1997-2000, 1996；South Carolina State 

Budget and Control Board, South Carolina Statistical Abstract ’98, 1998.

9) 미국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한국노인복지학회지 2000년 가을호에 발표한 연구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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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y 보건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감독받고 보수교육받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주 

현실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와 County에서 적

절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6) 저출산 고령화 시대 특별 정책

(1)빈곤층과 85세이상 초고령노인의 집중적인 의료비용 지원10)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이 주요 원인이 된 고령사회 사회적 부담을 겪으며 이에 

적절한 대비책을 시행한 나라다. Baby Boom이 소멸되고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이 현

재 우리나라수준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조치

(Low Fertility Aging Society Policies)들을 대부분 주에서 실시하였는데, 특히 연방정부

에서 지원하는 의료보장 급여인 Medicare와 주정부 Medicaid등 지원은 소득수준이 최하

위 20%인 최하위 소득수준 노인(Lowest firth)계층에게 더욱 많은 집중되는 정책을 펼쳐

서 건강관리 비용에 있어 본인부담금외 정부급여 지원금비율이 1987년에는 10%였으나 

1994년도에는 15%로 상승하여 50%의 증가를 보인반면 상위층은 8%에서 9%로 상승하

여 12.5%의 증가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연령대별로 볼 때 85세이상 초고령층 노인에게 더욱 집중되어 

19992년부터 1996년까지 기간동안 12.5%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자료: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2005)

<그림 4-2>미국의 저출산 고령화시대 저소득층 집중 의료지원의 년도별 변화(1987-1998) 

10)미 정부 통계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agingstats.gov/chartbook2000/healthcare.html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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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2005)

<그림 4-3>미국의 저출산 고령화시대 초고령노인 집중의료지원의 년도별 변화(1992-1996) 

(2)시설보호비율의 감소와 재가서비스 확충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특별정책들은 재정지원 규모에서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

계에서도 큰 변화를 주도했는데, 그러한 변화의 핵심은 요양시설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①요실금과 치매나 중풍등 중증질환 외의 질환을 위한 요양시설 보호 비율을 낮추는 반

면 ②요실금과 치매와 중풍을 위한 전문요양 보호 비율은 높였다는 점이다. 특히 85세이

상 초고령노인 경우 1982년도에는 85세이상 노인 1,000명당 220명이 요양시설에 있었으

나 1997년도에는 200명으로 감소하여 10%의 감소를 보인반면, 요실금이나 거동불편 질환 

노인의 요양시설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요양시설의 전반적인 보호비율은 낮

춘 반면 재가서비스가 불가능한 질환의 전문성 있는 시설보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

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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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2005)

<그림 4-4>미국의 저출산 고령화시대 전체요양시설 보호비율의 년도별 변화(1985-1997) 

자료: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2005)

<그림 4-5>미국의 저출산고령화시대 특정질환 요양시설보호비율의 년도별변화(198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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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평가와 전망

미국의 노인복지는, 중앙정부에서는 총괄적 예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며 주정부나 그 

이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로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 인종 구성으로 인하여 언어에서부터 시작하여 문

화 및 교육 등의 문제가 미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문제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

다. 미국에서는 인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인종으로 인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소

수인이라는 불평등을 겪게 되는 배경으로서 작용한다. 흑인이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으로부터 이주해 온 노인들은 주류를 이루는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고 사회

경제적 계층에서 하층으로서 어려운 삶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노인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으로서,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소수 인종 노인이 주종을 이룬다. 특히 한인 노인의 경우는 미국 사회

에서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문화적 

이질성을 경험하여, 노후의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경우가 허다

하다.

미국의 노인복지는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

다고 보인다. 다만 욕구의 내용에 있어서, 소위 물질적생리적 욕구는 최소한의 수준을 

만족시킴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다 고차적 욕구의 충족에 대비하고 있

는 경향을 발견한다. 예컨대, 주택서비스라든지, 장기보호서비스, 노인학대와 유기 노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권리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 변동의 추세로 볼 때 핵가족, 단신 가족이 증대되고, 

노인부양의식도 감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나 지역 단위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인재가복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리고 유료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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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국토가 거대하고 많은 노인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대

중교통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 복잡한 사회체계 속

에서 민간의 사회복지가 발전하여 노인이 자신에게 적절한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에 접근

하는 일도 어렵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천으로 주택급여가 제공될 전망으로 보인

다. 앞으로 노인에게 주택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일은 노인복지 증진의 핵심적 내

용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 건강상의 측면과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 주택서

비스는 중요한 노인복지의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노인이 가진 다양한 주택 사정과 욕구

를 잘 검토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정책 사항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대비한 노인주택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실천이 시급하다.

노인복지 업무는 본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수요

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재량권이 최대한 반영될 분야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노인 의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 인력의 기준 제시 및 교육, 

비용의 보조 등 지원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 의료복

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 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책임짐으로써 실질적으

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인의료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

복지서비스의 집행 업무는 지방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로당, 노

인복지회관, 수용시설의 운영 및 건강진단의 실시 등 일률적 사업을 실시할 뿐,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업무의 개발은 비교적 부진한 편이다.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인의료복지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

과 지방간의 업무의 효율적 분담 외에도 이에 필요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일성, 기획성, 전문성이 있는 업무(예：의료보험,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등)는 중

앙에서 담당하고 지역의 특수성, 근접성, 현지 비용 절감, 집행의 효율성이 있는 업무

(예：저소득층의 노인 관리, 자매결연사업)는 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수준 이상의 부수적 급여와 서비스의 개발, 재원 조달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별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배분은 앞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현재 중앙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중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인 의료보험 외에는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서비스 각 항목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 시설 설치, 입소 조치 등과 같은 실제적 집행을 중

앙정부의 전국적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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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교통편의 제공, 식사 제공(배달 식

사) 등 개별적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노인복

지 기능의 재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 기능, 또는 

민간이 비슷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을 때에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가정방문간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긴급통보시스템, 법률상담 등은 민간의 참

여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다. 행정 기능의 이양 외에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정

부의 재정 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 수입)의 증대, 세원의 이전, 목적세(건강세, 사회복지세)의 신설, 

민간 자원 활동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에는 소득수준별, 연령별, 질환별로 차등화된 전문적이고도 집

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확충계획이나 재가복지 서비

스 확충계획에 있어 저소득, 초고령, 특정질환별로 대상 집단을 분류하여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 및 급여지원을 강구하는 정책적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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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서 론

영국은 다른 서구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증가하는 노인

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삶의 전반적 영역, 즉 소득, 건강, 보호, 주거 등에 걸

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대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발전하게 된 배경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정치이념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존적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이것

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또한 이혼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 지원체계의 약화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보호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은 신자유

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시장경제 원리의 활용, 서

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 수립, 개인주의와 개인책임에 대한 강조, 최소한의 국가서비스 제

공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진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추진된 지역사회보호 개혁은 

공공 부문에 대한 불신, 공공 지출에 대한 혐오,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신념을 반

영하였다(Means & Smith, 1998). 따라서 보수당 정부는 국가에 의한 집단적 복지보다 

경제를 통한 개별적 복지, 국가 이외의 복지 주체, 즉 가족, 교회 및 자원봉사단체에 의

한 복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복지개혁도 보수당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노인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보장, 주거보장정책의 발전

과정과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고령화대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

고자 한다. 또한 영국의 출산 및 육아지원대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저출산고령

화대책마련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의 행정조직, 법률, 서비스 내용, 접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주로 잉글랜드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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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노인복지의 환경 요인

1. 영국 노인복지 발달사

영국의 복지국가는 1942년 베버리지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

계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복지는 지속적으로 팽창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복지국가는 재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비록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자력으로 또는 가족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선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민간 부문

의 복지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국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의 영국 노인복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45～1950년

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베버리지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 1946년 국민보험법 제정으

로 국민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였고, 1948년에는 국민부조법을 

제정하여 공공부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베버리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반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국민보건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당시 

국민보건서비스의 관리조직은 병원, 지방정부 및 일반의 관리로 삼원화되어 향후 국민보

건서비스가 운영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노인서비스의 주된 형태는 시설보호이었다. 건강한 노인은 연금과 가

족 지원으로 가정에서, 노인 환자는 병원에서, 허약한 노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지

방정부 주거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다. 기존의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증폭되자 

룩커위원회는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 위원회의 권고들은 

대부분 1948년 국민부조법에 수용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시설보호에 대한 

지속적 책임을 지니고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가사 

지원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2) 1950～1960년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영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민보험 급여

수준은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공공부조 수급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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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정부는 누진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노인의 빈곤은 여전히 남았다. 또한 1964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선거공약대로 사회보장급여를 인상하였으나 공공부조 수급자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쟁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는 국민보건서비스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그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점차 보건 분야에서도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1960년대 초 

병원 계획(Hospital Plan)이 수립되어 새로운 병원 신축과 기존 병원의 재정비가 이루어

졌다. 또한 정신병원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었는데, 정신병 치료가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

도 약물로써 외래진료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주장은 1959년의 정신보건법에 반영되었다. 

이는 환자를 병원보다 지역사회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공식적 지역사회보호정책

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 인구 특히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8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보건 비용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67년에 파운드의 평가절하로 노동당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

기 위하여 처방전 수수료를 다시 도입하고 병원 신축 계획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였다.

이 시기에는 노인의 시설보호가 여전히 강조되었고, 1960년대 초 Peter Townsend는 

지방정부 주거보호시설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혜택, 보호주택, 예방의료, 재가서비스 개발

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불만족스러운 시설을 대체하는 다목적의 주거보호

시설 개발을 장려하였다. 한편 자원봉사기관은 방문서비스와 점심클럽을 개발하고, 지방 

보건당국은 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식사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의 정책을 통해 재가서비스 제공은 다소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우려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

스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였다(Means, 1986). 또한 이 

시기에는 가족보호(family care)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가족보호가 국가와 자원봉

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는 발견과 함께 노인과 가족 보호자

를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1970년대

1970년에 보수당이 다시 집권하였으나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다. 그 당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고 대규모의 경제부양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급여를 신설하고,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연금을 인상

하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등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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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1974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연금의 인상,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 지방정부 소유 주택에 대한 임차료 통제 등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 

지출을 늘렸다. 그 결과 국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고 공공 차입이 늘어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는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 상한

선이라는 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75년에는 국가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균일

률의 기초연금이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여기에 소득비례연금을 추가하여 소득 향상에 

따라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보건조직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국민보건서비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

키려는 정치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는 삼원화된 NHS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획 

수립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지방 보건당국은 지역의 

모든 보건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기획, 발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

에는 지방정부 내에 사회서비스국이 신설되어 이전까지 분산되었던 사회적 서비스들을 하

나의 기구 안으로 통합하여 포괄적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개혁의 결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두 개의 복지행정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사회

서비스국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국민보건서비스는 의사 및 간호사 등 관련 

의료직을 고용하여 다른 하나의 조직을 병렬로 만들어 관리하는 구조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재정 위기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인서비스 개발은 다시 정치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는 시설보호에 대한 요구를 줄이기 위하여 재가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식

사 및 홈헬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재

가서비스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4) 1980년대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은 공공 지출을 줄이고 직접세를 감면하고 간접세를 확대하며 

지방정부 소유 주택을 판매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각 부처의 지출을 통제하

기 위하여 현금상한선제도를 폐지하고 현금계획제도로 개선하여 향후 몇 년 동안의 지출

을 통제하도록 강화하였다. 1979년 오일쇼크는 사회보장 급여의 축소를 가져왔는데, 특히 

연금이 소득수준과 연계되는 것을 폐지하여 연금액이 감소하였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대폭 삭감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1982년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보수당 정부는 

보건행정의 향상을 추진하였고, 국민보건서비스를 국민보건보험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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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였으나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워낙 커서 실행되지 못하고 사설 진료

를 확대하는 방안에 치중하였다.

제2기 보수당 정부(1983～1987년)는 공공 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재

검토하는 업무에 착수하였다. 1986년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국가소득비례연금의 급여는 

삭감되었고, 개인이 각종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국가소득비례연금을 탈퇴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전반적 사회보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민보건서비스의 관리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983년 그리피스 보

고서는 국민보건서비스의 재원 관리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권고를 하였고, 

이 권고들은 1986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보건조직에 새로이 일반 관리자가 배치되었

고, 임상의를 위한 관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연간 50만 파운드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 전

문의들을 통제하고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임상의의 실적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관리자의 권

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보건부 내에 국민보건서비스 정책실과 국민보건서비스 

집행국을 신설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분리시켰고, 지방 보건당국으로 하여금 지역 

전체에 대한 총괄적 보건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보건조직을 일부 개편하였다.

이 시기의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관심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민간 주거보호시설

과 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재정의 성장에 기인하였다(Victor, 1997). 1980년대 초에 클라이

언트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민간 보호시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이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영국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

사회보호정책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보수당 정부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재검

토를 착수하게 되었다.

5) 1990년대 이후

제3기 보수당 정부(1987～1992년)는 국민보건서비스 및 대인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법 및 지역사회보호법 제정

으로 NHS 조직에 내부시장제도를 도입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과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보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법에 의

거하여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였

다. 즉, 사회적 서비스는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표준화된 서비스에서 개별적이고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로, 관료적이고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유연하고 클라

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로,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에서 통합적이고 조정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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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례관리와 서비스 구매자공급자 분리를 도입하고 혼합

경제복지를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정치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 당시 노인들은 기업연금과 퇴직연금 및 저축으로 노후를 부유하게 보내

는 노인과 퇴직연금 또는 소득 보조에만 의존하는 노인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는 저소득자, 보호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제2국가연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용주의 연금 공급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면

서 사적연금을 확대해 나가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저축하고 퇴직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건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및 보건수준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

하였다. 지역 주민의 보건보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반의 및 간호사로 구성된 1차 

보호 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보건당국은 지역 내 보건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의 NHS 개혁은 병원보호 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 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예를 들어 중간요양보호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통합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 보건당국과 지

방정부 사회서비스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였다.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직접급여제도를 노인에게 확대 실시하여 그들 자신이 보

호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서비스 구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인의 장기보호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노동당 정

부는 왕실위원회로 하여금 장기보호를 재원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

다. 따라서 1999년 왕실위원회 보고서는 요양보호와 대인적 보호를 무료화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잉글랜드의 경우 대인적 보호의 무료화는 그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난한 사람보

다는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민간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키

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 노인복지 관련법

영국의 노인복지제도는 비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단일 노인복지법이 존재하지 

않고 노인복지 급여들이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70

년대 이후 노인복지 관련법들이 통합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

다(강욱모, 1996). 근대적인 영국의 노인복지제도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체계화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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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노령연금법(1908년), 고아 및 노령자 갹출연금법(1925년) 등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이었고, 근대적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46년의 사회보험법에 의해 각종 소득보장급여가 제공되었고, 1946년의 국민보건서비스

법에 의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1948년의 국민부조법에 

의해 노인을 위한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이후로 많은 법 개정을 통해서 소

득보장제도를 정비해 오고 있다.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제정으로 

공적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금의 지속적 인상에 따른 국민보험의 재정적자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비례원칙을 사회보험체계에 적용해 오다가 1975년에는 사회보장

연금법(Social Security Pensions Act)을 제정하여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 관련법 개정은 주로 연금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었고, 현행 연금정책은 2004년 연금법(Pensions Act)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1948년에 제

정된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받고 있더

라도 일정한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자산 조사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부조법은 1966년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개정되

면서 그 명칭을 국민부조에서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s)로 변경하였고, 1986년 

사회보장 개혁에 의해 보충급여의 일부를 소득보조(Income Support)로 대체하는 등 대폭 

수정되어 오늘날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의료보장은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 의해 국민보건서비스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또한 1948년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허약한 노인에게 시설보호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후 노인보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들이 제정되고 보고서들이 출판되었으나,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NHS and Community Care Act)과 2000년 7

월에 발표된 정부 문서(NHS Plan)가 현행 노인보건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법체계는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으로 대인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공적 개입이 인정되면서 체계화되기 시

작하였다. 이 법은 지방 보건당국으로 하여금 노령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가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은 지

방정부에게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노인에게 시설과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하였다. 이 법은 1962년에 개정되어 이전까지 민간비영리단체에게 위탁되었던 식사 및 

오락시설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70년 지방당국 사회서비

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은 모든 사회서비스들을 총괄하는 단일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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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서비스국을 지방정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현행 노인서비스 정책은 1990년 국민

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과 2001년에 발표된 정부 문서(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Older People)에 근거하고 있다.

3. 노인복지 전달체계

영국의 노인복지 전달체계는 소득 유지(income maintenance, 즉 현금급여), 보건, 사회

서비스 행정체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먼저 소득보장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기

여급여)과 공공부조(비기여급여) 행정조직은 통합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보

장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노동연금부(DWP：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이

다. 노동연금부는 장관을 보좌하는 조직과 집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5개의 청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급여청(Benefit Agency)은 각종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급여청 산하에는 전국 125개 지역구(districts)에 약 500개의 지방사무소(local 

office)를 두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의 전산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무소는 급

여 신청 및 지급을 one-stop service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 소속 사회복지사는 

현금급여 행정에서 주변적 역할을 담당한다. 즉, 공공 사회복지사는 사회보장사무소의 직

원에게 클라이언트가 처한 사항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는 경우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사무소와 공공 사회복지사가 협조해야 할 의무 규정은 미약하

다(이상일, 2004).

잉글랜드의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부(DH：Department of Health)가 노인을 위한 보건

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먼저 노인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국민보건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부이다. 보건부는 보건서비스를 직

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서비스 전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구체적으로 정책

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 보건당국에 집행 지시 및 협조 사항 시달, 실적 평가 및 재

원 배분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보건부는 병원 신축, 임금 협상, 의료기기 및 약품 구

입, 관리서비스 및 일부 자문 기능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협상의 경우 그 

권한을 NHS 신탁(NHS Trusts)에 이양하여 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고 있

다. 보건부는 보건부 장관(Secretary of State)과 예방, 보건의료, 지역사회보호 그리고 부

처의 대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차관급(Minister of St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보

건서비스의 실적은 보건보호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에 의해 감시된다.

잉글랜드의 경우 지방보건조직은 28개의 전략 보건당국(Strategic Health Authority)과 

그 산하에 303개의 1차 보호신탁(Primary Care Trusts)과 148개의 NHS 신탁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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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호신탁 산하에는 12개의 보호신탁(Care Trusts)이 있다. 전략 보건당국은 12백만 

명～27백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을 관리하

고 있다. 보건당국은 NHS의 지역본부로 국민보건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으나 관할 지역에

서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통제, 조정과 지원을 제공한다. 즉, 지역의 보건서비스의 전략

적 개발을 지휘하고, 1차 보호신탁과 NHS 신탁의 실적을 관리하고, 지역 보건보호를 전

달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이것

은 모든 NHS 직원의 모집, 보유, 개발과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경제적 방안

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보건당국은 지역 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전달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상대 조직, 교육기관, 자선 및 자원봉사 부문과 함께 일한다.

1차 보호신탁은 국민보건서비스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자체 이사회, 직원과 예산을 

가진 독립적 조직이다. 1차 보호신탁은 지방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고, 궁극적으로 보건부 

장관의 책임하에 있게 된다. 1차 보호신탁은 약간의 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NHS

급성신탁(NHS Acute Trusts)과 민간 공급자 등에게 서비스를 의뢰한다. 1차 보호의 주

요한 제공자는 일반의, 치과의사, 안과의사, 약사, NHS walk-in centres, NHS Direct, 그

리고 보호신탁이다. 1차 보호신탁은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지역 주민의 보건보호 욕

구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병원 및 지역

보건서비스를 확보하는 책무를 수행한다. 또한 1차 보호신탁은 지방당국 및 다른 기관과

의 협력 및 공동기획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한편 보호신탁은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에 도입된 보건조직으로 단일 관리하에 

NHS와 지방당국의 보건 책임을 결합시킴으로써 보호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집행 과정

을 간소화한다.

2차 보호체계에는 NHS 신탁, 재단신탁, 응급신탁, 아동신탁 및 정신보건신탁이 있다. 

NHS 신탁은 자체 이사진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 지역보건, 정신보건, 그리고 응급서비스

이다. 잉글랜드에는 148개의 NHS 신탁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NHS 신탁은 병원서비스

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및 민간 부문, 1차 보호신탁,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협력한

다. NHS 재단신탁(NHS Foundation Trusts)은 일반 대중, 환자, 직원으로부터 선출된 사

람들로 구성된 이사회(a Board of Governors)가 운영하는 NHS 병원이다. 재단신탁은 비

영리 보건조직으로 다른 NHS 신탁에 비해 보다 독립적 재정과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부서인 보건부가 전략적 기획을 담당하고 지방정부

는 실행 및 실질적 서비스 전달을 맡고 있어 책임이 중복되지 않고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부 장관과 차관은 사회적 서비스 감독관(Social 

Services Inspectorate)의 도움을 받아 사회서비스 정책과 지도감독에 대한 전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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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다. 현재의 지방 사회서비스 행

정조직은 두 차례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국과 

복지국으로 분리, 운영되어 오던 사회서비스 행정조직은 1960년대 말 시봄위원회의 보고

서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국이라는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었고, 1990년 제정된 국민보건

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에 의해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역할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

공자에서 서비스의 조정자와 구매자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서비스 전달주체

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복지다원주의 또는 혼합경제복지를 실현하려는 보

수당 정부의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조직구조는 지방정부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우 국장(director)과 다수의 과장급(assistant director)으로 구성된 상부 관리 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층부에서 서비스 의뢰공급 담당 조직 분리와 클라이언트 집단별 조직 

분화는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고, 이 수준에서 지역별 조직 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다. 특히 서비스 의뢰와 구매 담당 조직은 혼합경제복지의 전략으로 최근에 새로이 조

직된 것으로 민간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민간서비스를 구매한다. 예를 들어 County 1의 

경우 사회서비스국의 상부조직에는 의뢰(commissioning), 서비스 관리, 서비스 지원, 등

록 및 검열과 관련한 담당관(assistant director)이 배치되어 그 기능을 독립적으로 유지

하고 있으나, 지역별, 클라이언트 집단별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County 2의 경우 

상층부에 아동, 가족, 지역사회보호 담당관이 있으나 서비스 의뢰공급 담당 조직 분리

는 되어 있지 않다. 한편 새로운 단일당국(New Unitary Authority)의 경우 상층부에 클

라이언트 집단별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나 매니저에게 주어진 직함은 다르다. 일반적으

로 지역별 조직 분화는 상층부의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County 1, 2의 경우 과장급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집단별로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이에 상응한 지역조직이 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County 3의 경우 서비스 의뢰 부서에서 지역별로 조직이 분화되어 있다. 

새로운 단일 당국은 국장 아래 첫 번째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집단별로 조직이 분화되어 

있다. 또한 두 개의 지역사회보호 부서에는 노인 담당 서비스 매니저들이 구매공급자

의 역할을 따로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관료주의(bureaucracy)

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국 내의 일선 워커들은 적어도 4～5명

의 상관(Direct-Assistant Director-Specific Service or District Manager-Team or Unit 

Manager)을 두고 있다(Hill, 2000).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내의 노인 담당 서비스 팀

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인서비스 팀은 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중심으로 약 10명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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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또는 간호사의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혼성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

서비스 제공은 노인 클라이언트 또는 노인을 옹호하는 병원, 1차 보건보호 팀, 가족, 이

웃 등이 노인 담당 서비스 팀에 원조를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의뢰를 받은 서비스 팀은 

케어 매니저를 배정하고 그 매니저는 노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게 된다. 케어 매

니저는 사정 결과를 가지고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혼합경제서비스 체계(민간, 

지방정부, 자원봉사서비스 등)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 팀을 

구성한다. 서비스 제공 팀은 노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어 매니저는 서

비스 제공 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영국의 지역복지행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오정수, 1997). 첫째, 지역(area) 

단위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구역(locality) 단위에는 구역 담당 매니저가 있고, 

전문가 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이 크다. 둘째, 서비스 사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보호자의 의견 포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항이 관련법령과 

정책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셋째, 지역 주민에 의한 서비스 질의 평가에 대한 감시제도

와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넷째, 영국의 보건과 

사회서비스 행정체계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 두 영역 간의 연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통합은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되어 왔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과 복지서

비스의 통합을 가져오기 위하여 양 조직이 기능적 측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였

다.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혹은 서비스 전달의 통합적 편리성을 

기하려는 one-stop service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연계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국 내에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자문 담당자를 배치하거나, 혹은 

지방정부 내의 소비자보호 부서 및 시민법률상담소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복지급여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상일, 2004). 다섯째, 지방 사회서비스행정조직에서 

구매자와 공급자 기능을 분리시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혼합경제복지를 발

전시키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예를 들

어 서비스의 사정, 공동 기획, 서비스 구매, 민간서비스 구매에 대한 감시제도 등)를 마련

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분권화 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전달되

고 있고, 혼합경제복지의 도입으로 서비스 구매와 의뢰 기능이 케어 매니저 수준으로 더

욱 하향 분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케어 매니저는 민간서비스 구매를 위하여 일정한 

재정 지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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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복지 재정

영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비용은 국민보험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사회보장비 증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서비스의 확장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

하였다. 영국 정부가 1998/1999년에 사회보장비로 지출한 비용은 95조 6천만 파운드로 국

내총생산(GDP)의 11.2%, 정부 총지출의 28.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회보장비 지출은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 집단은 노인 집단이다. 사회보장비 지출의 46%(또는 GDP의 5.2%)가 퇴직연금, 최

저소득보장수당, 주거급여의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지급되었다(유성호, 2001).

국민보건서비스는 대부분 일반 조세로 운영된다. 2000/2001년에 국민보건서비스 재원

의 78%는 일반 조세에서, 12%는 국민보험기여금에서, 2%는 본인 부담금에서, 5%는 

NHS 신탁에서 충당하였다. 잉글랜드는 2005/2006년 국민보건서비스 총예산(78,064백만 

파운드) 중 94.1%를 일반 조세와 국민보험기여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DH, 2005). 국민

보건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평

균 3%로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이지전, 2001). 2002/2003년 병원과 지역

보건에 대한 비용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액 35,087백만 파운드 중 80.9%가 병원 비용

으로, 16.4%는 지역사회서비스에, 2.7%는 응급서비스에 사용되었다. 또한 병원과 지역사

회보건 예산 중 약 47%는 노인들에게 지출되었다(DH, 2005).

지방정부 사회서비스의 재원은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세, 그리고 서비스 요금에서 충당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일괄 보조금을 받고, 서비스 간의 자금 할당(예：사회

적 서비스, 교육, 그리고 주거)은 지방 수준에서 결정된다. 중앙정부의 보건부 예산의 약 

20% 정도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할당된다. 잉글랜드의 경우 2003/2004년에 지방정

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이 16,839백만 파운드이었고, 이 중 43.8%(7,376백만 파운

드)는 노인들에게 지출되었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보호(43%), 주간보호(42%), 

사정 및 케어 매니지먼트(15.1%) 순으로 나타난다(DH, 2005).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회서

비스 비용은 주로 시설보호와 주간보호 제공에 사용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터의 재정적 압박과 함께 부가적 소득을 얻기 위하여 요금 부가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정부 시설 입소자들은 항상 보호에 기여할 그들의 능력을 사

정하는 엄격한 자산 조사를 받아 왔으나,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가는 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자가 소득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부각되면서 지역사회보호 개혁을 

수행하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1991/1992년에 거의 모든 지방정부들은 식사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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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부가하였고, 적어도 80%는 휴식보호(Respite Care)에, 2/3 이상은 가정보호 및 주

간보호에 요금을 부가하였다(Warner, 1994). 앞으로 서비스 요금을 부가하는 지방정부들

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비용을 지불

하게 될 것이다.

제3 절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1960년대에 고령사회로 진입하

였고, 202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16세 미만 아동 인구는 감소하였다. 

1971년에서 2003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3%에서 16%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6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25%에서 20%로 줄어들었다(ONS, 2004b). 특히 75

세 이상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Audit Commission, 1997). 

2002년 일반 가구 조사에 의하면 75세 이상 노인은 1971년에 4%에서 1990년 중반에는 

7%로 증가한 이후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NS, 2004a).

인구 고령화는 주로 지속적인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에 기인한다. 영국의 합계 출

산율은 1960년대 이후 감소하였다. 1964년에는 출산율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1

년에는 1.6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래 2004년에는 1.73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향후 30년 간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DWP, 2005). 

특히 고령자의 사망률 저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

다 더 크기 때문에 여성 노인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 노인의 사망률 

향상이 이러한 격차를 좁혀 왔다. 1961년에 50세 이상 여성은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28%가 더 많았으나, 2002년에는 18%만이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2031년에는 더욱 줄

어들어 50세 이상의 여성이 같은 연령의 남성에 비해 14%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TSO, 2004b).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 고령자들이 더 

많다. 1961년에 85세 이상 남성 1명당 여성 2.3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남성 1명당 여성 

2.6명, 2031년에는 남성 1명당 1.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01년에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 49세, 남성 45세에서 2002년에는 여성 81세와 남성 76세로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남

성 노인의 기대여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81년에서 2002년 사이에 50세에서 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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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은 남성의 경우 4.5년, 여성의 경우 3년이 상승하였다(TSO, 2004b).

영국 노인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여성 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비율은 남성 노인보다 

더 높고, 이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75세 이상 여

성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었으나(75～84세 여성 노인의 52.5%, 85세 이상 여

성 노인의 54.5%), 75～84세 남성 노인의 25.7%, 85세 이상 남성 노인의 36.9%만이 혼자 

살고 있었다. 대부분의 남성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50～64세 남성의 74%에서 65～84세 남성의 71%, 85세 이상 남성의 

45%로 줄어든다. 그러나 여성 노인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더 감소한다. 50～64세 여성의 70%에서 65～84세의 45%, 85세 이상의 10%로 줄어

든다. 따라서 여성 고령자 중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흔하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거

의 절반이 미망인이며, 85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4/5까지 증가한다. 한편 노인들

이 자신의 배우자, 파트너 또는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그리 흔

하지 않다. 2001년에 85세 이상 남성 노인의 7%와 여성 노인의 10%는 타인과 동거 상태

에 있었다(TSO, 2004b).

제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1. 거주 실태

대부분의 영국 노인들은(90%)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5%는 보

호주택과 특별보호주택(sheltered and very sheltered accommodation)에서, 그리고 나머

지 5%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대규

모의 공공주택 매각정책의 영향으로 자가 소유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61%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였으며, 이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5

0～64세 노인의 80%, 65～84세 노인의 72%, 85세 이상 노인의 61%가 자가 소유자이었

다. 그러나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50～64세 

노인의 20%, 65～84세 노인의 28%, 85세 이상 노인의 40%가 임차인이었다(TSO, 2004b).

주택 점유 유형별로 노인가구의 주거문제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는 주택 수리 및 개

량을 위한 비용이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

고,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경우에 대기 시간이 매우 길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고 난방비

가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주택은 인기가 있지만 대기 기간이 길다. 노인주택 중 



                                                                  제5장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211

심각한 낙후로 근본적 개조가 필요한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의 15%에 달하며, 사

회주택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자가 소유자의 경우 60세 이상 가구의 6%가 

이에 해당된다(이영환, 2001).

2. 경제 상태

1) 노인의 소득

영국 노인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다. 2002/2003년에 공적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적급

여가 노인의 평균 총소득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였고, 기업연금은 27%, 근로소득은 

9%, 투자소득은 9%, 그리고 개인연금은 3%를 차지하였다.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근로소득을 갖지만 그렇지 못하는 노인들은 연

금과 저축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2002/2003년에 거의 모든 노인들이(98%) 공적 퇴

직연금 및 급여로부터 소득을 얻었고, 72%는 투자소득을, 61%는 기업연금 소득을, 9%는 

개인연금 소득을, 10%는 근로소득을 가졌다. 이처럼 노인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공적 

퇴직연금 및 급여로서 2002/2003년에 주당 평균 110파운드의 퇴직연금을 받았다(독신 노

인의 경우 88파운드, 노인부부의 경우 143파운드). 개인적 저축 및 투자는 두 번째로 중

요한 소득원으로서 지난 2년 간 주식시장 폭락과 저금리로 인해 평균 소득액이 줄어들었

다. 기업연금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1979년 이후 이러한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연금은 비교적 최근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러한 소득을 가진 노인들이 비교적 적다. 한편 노인의 10%가 근로소득을 가지는데, 평균 

소득액은 주당 266파운드이었다(ONS, 2004c). 

따라서 영국 노인의 대부분은 연금수급자이고, 소수만이 근로소득을 가진 임금생활자

이다. 연금비수급자나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하의 저소득 노인은 공공부조

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 급여인 Pension Credit는 낮은 

급여수준과 스티그마 등으로 인해 수급신청률이 저조하여 고령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에는 미흡하여 노인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 영국 노인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었다. 1994/1995년과 2002/2003년 사이

에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물가상승을 감안한 후 25%까지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경제 인구의 평균 소득은 13%까지 증가하였다. 노인소득의 향상은 기업연금, 

투자 및 급여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2002/2003년에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주당 

237파운드이었다(ONS, 2004c). 그러나 노인의 소득수준은 연령, 성별, 지역 간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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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고령 노인의 소득은 낮다. 2002/2003년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남성이 75세 이상인 경우) 평균 소득은 주당 292파운드이었으나, 남성이 75세 미만인 경

우 평균 소득은 346파운드이었다. 또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소득이 더 낮다. 

2002/2003년에 독신 남성 노인의 평균 소득은 주당 190파운드이었으나, 독신 여성 노인의 

평균 소득은 주당 172파운드이었다. 한편 영국의 남동 지역과 런던에 거주하는 노인은 

다른 지역의 노인에 비해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NS, 2004c).

비록 영국 노인의 소득수준이 꾸준하게 향상되어 왔지만, 노인 집단 내에서의 소득 불

평등은 심화되었다. 저소득 노인은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고소득 노인은 사적연금을 통해 

안정된 소득을 얻음으로써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소득 계층별 노인 

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9년과 1996/1997년 사이에 5분위 소득 계층 중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최하위 계층에 비해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독신 노인의 소득은 최하

위 소득 계층에서 28%, 최상위 소득 계층에서 76%까지 상승하였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하위 소득 계층에서 26%, 최상위 소득 계층에서 27%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1994/1995

년과 2002/2003년 사이에 독신 노인의 소득은 최하위 소득 계층에서 26%, 최상위 소득 

계층에서 27%까지 증가하였다(ONS, 2004c).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여성 노인, 혼자 사는 

노인, 80세 이상 노인이 빈곤과 저소득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노인의 경제활동

20세기 초반에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고 있었으나, 1950년에는 30%, 

1989년에는 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의 고용률은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예를 들어 50～59세 여성의 고용률은 1993년에 약 59%에서 2003/2004년에는 

67%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60～64세 남성의 고용률은 65%에서 72%로 증가하였

다. 이러한 고용률 상승 추이로 인해 전체 근로 연령층과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다(TSO, 2004b). 2003/2004년에 50～64세의 남성은 전일제 

49%, 시간제 5%, 자영업 18%로 전체 72%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50～59세 여성은 전일

제 32%, 시간제 28%, 자영업 6%로 전체 67%가 일을 하였다(TSO, 2004a).

영국의 경우 노인의 실업률은 낮다. 2003/2004년에 50세 이상 경제활동 남성의 3.3%와 

경제활동 여성의 2.3%가 실업 상태에 있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일부 

노인의 선택에 기인한다. 50세에서 연금 수급 연령까지(현재 남성 65세, 여성 60세) 직장

을 그만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 상태보다는 경제 불능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연령 집

단의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활동 비율은 각각 25%와 32%이었다(TSO, 20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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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상태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악화, 

의존, 서비스 이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장기질환이나 장애가 있다고 보고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이 

비율은 90세 이상 노인(75%)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ONS, 2004b). 한편 2001년 일반 

가구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전체 노인의 37%는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38%는 건강한 

편이며, 25%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전체 노인 중 60%의 노

인은 장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41%는 그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19%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TSO, 2003).

또한 노인들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질 수 있다. 영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약 5%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10～15%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치매 발생률은 연령이 높아

질수록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75～79세 노인의 6%, 80～84세 

노인의 13%, 85세 이상 노인의 25%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매노

인의 11%가 장기보호를, 거의 절반은 단기보호를, 34%는 응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Audit Commission, 2000：11). 한편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65～84세 노

인의 주요한 사망 원인은 순환기 질환이었고,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순환기 질환, 호흡

기 질환, 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ONS, 2004b).

제5 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정책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진다. 공적연금은 다시 

기여급여와 비기여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여급여에는 퇴직연금과 사별급여 등이 있고, 비

기여급여에는 고령자연금(Over 80 Pension),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최저소득

보장수당, 주거급여와 지방세급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적연금에는 기업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지주연금(Stakeholder Pensions)이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두 가지 재원으로 

운영된다. 기여급여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은 국민보험기금(National Insurance Fund)에

서 충당하고, 국민보험기금은 대개 피용자의 국민보험기여금과 그 기금의 투자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비기여급여와 자산조사급여 및 관리운영비는 일반 조세에서 충당한다(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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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1996). 여기에서는 노인소득보장 중에 공적퇴직연금 및 급여, 사적연금, 그리고 고용

증진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1) 노인소득보장제도

(1) 공적퇴직연금

①기초연금

영국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루어진 2층 연금체제로 되어있다. 

특히 기초연금(Basic State Retirement Pension)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48년에 도입되었다. 2005년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남성의 경우 65세, 여성의 경우 60세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여성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20년 4월 6일에는 남성과 동일하게 65세가 

될 예정이다. 일정한 소득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초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완전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남성은 44년, 여성은 39년 동안 국민보험기여금을 납입하

여야 한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기여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기여가 부

족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기혼 여성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연금급여가 적을 경우 배우자인 남편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가 되

어 연금을 신청할 때 남편의 국민보험기여금 납입 실적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혼 남성은 2010년부터 배우자의 기여금 납입 실적에 기초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1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므로 소득이 낮아서 국민보험기여

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가정책임보호(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을 

돌보는 여성 보호자의 미래의 연금 수급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완전기초

연금액의 60% 미만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80세 이상 노인

은 비기여연금(고령자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기초연금은 자산조사

급여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 완전기초연금 수급률도 낮아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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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득비례연금(제2 국가연금)

소득비례연금(State Earnings-Related Pension)은 1978년에 도입되었고 기초연금에 부

가적으로 지급된다. 급여액은 소득수준에 따른 기여금 실적에 따라 정해지지만, 일반적으

로 기여금 납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의 20% 정도에 해당된다. 영국 정부는 2002년부터 

저소득자, 장기질환자와 보호자에게 보다 관대한 연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비례연금

을 제2 국가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대체하였다. 한편 소득비례연금의 가입은 기

초연금과는 달리 선택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비례연금 대신에 고용주가 운영하

는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이나 지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 연령이 

지난 고령자의 50%만이 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평균 급여는 13파운드에 불과

하다(Emmerson & Johnson, 2001).

(2) 노인을 위한 공적 급여

①자산조사급여

일정한 소득 이하의 노인들은 부가연금과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자산 조사된 보충급여의 일부로서 1988년 4월에 소득보조(Income Support)로 

대체되었다. 소득보조 중에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은 60세 이상 노

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이 수당은 직장이 없거나 있어도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자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급된다. 최저소득보장은 

2003년 10월에 Pension Credit로 대체되었다. Pension Credit는 노인소득을 적어도 주당 

105.45(배우자가 있을 경우 160.95)파운드까지 보장한다. 2004년 5월에 24,926천 명의 노

인들이 Pension Credit을 수급하였으며, 평균 급여는 주당 42.51파운드이었다(DWP, 

2004). 비록 상당수의 노인들이 자산 조사된 부가급여를 수급하고 있지만 다수는 수급 자

격이 있는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청구 과정의 복잡함, 자산조사급여와 

관련한 스티그마, 실제 청구 과정상의 문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소득보조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은 자신이 입주한 주택의 임대료

를 지불하고 있거나 지방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 각각 주거급여(Housing Benefit)와 지방

세급여(Council Tax Benefit)를 수급할 수 있다.

②기타 급여 

영국 노인들은 장애인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무능력급여(Incapacity Benefit)와 같은 장애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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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급여들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제공하기보다는 장애와 관련한 

추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은 1971년에 도

입되었고 대인적 보호(personal care)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심신장애를 가진 노인을 위

한 비과세 비기여급여이다. 즉,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상

생활동작(목욕, 화장실 사용, 옷 갈아입기, 침대에 눕고 일어나기, 식사하기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급여

액은 대인적 보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004년에 14백만 

명의 노인들이 개호수당을 수급하였으며, 이 중 70%는 여성이었고 평균 급여는 주당 49

파운드이었다. 한편 2002/2003년에 전체 연금 수급자의 약 1/3(32%)은 소득 관련 급여(최

저소득보장, 주거급여 또는 지방세 급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급하였고, 22%는 장

애급여를 받았다(ONS, 2004c).

(3) 사적연금

영국의 많은 고용주들은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

도는 일정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기초연금을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이다. 기

업연금의 운영 비용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입하고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충

당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공적소득비례연금의 가입을 취소하고 기업연금에 가입하려

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기업연금의 혜택이 공적소

득비례연금의 혜택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유성호, 2001).

개인연금(Personal Pensions)은 보험회사, 은행, 투자기관과 같은 재정서비스기관과 개

인이 계약을 맺는 사적연금이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계약 당시 체결한 정해진 일정 기간

(또는 일시불) 동안 개인연금을 운영하는 재정서비스기관에 기여금을 납입하고, 그 기관

은 납입된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된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투자를 해서 발생한 이

익금과 퇴직할 때까지 납부한 적립금으로 발생된 기금으로 연금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

나 개인연금을 운영하는 재정서비스기관은 가입자에게 최초 가입비와 연금기금 운영비를 

요구한다. 지주연금(Stakeholder Pensions)제도는 200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인연

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한층 더 확대한 사적연금이다. 즉. 가입자의 연금

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 가입자의 융통성, 안전성과 돈의 가치를 보장

한다. 그러나 지주연금 가입자는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신이 납입한 기금의 일

부를 찾을 수 없다.

최근에 사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94/1995년에 59%에서 2002/2003년에는 66%로 늘어났다(ONS, 2004c). 그러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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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의 가입 추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업연금에 가입한 남

성 전임제 근로자의 비율은 1989년 64%에서 2002년에는 55%로 줄어들었으나, 여성 전임

제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55%에서 60%로 늘어났다. 더욱이 여성 시간제 근로자

의 기업연금 가입률은 15%에서 33%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증가에 기인하였다(ONS, 2004a). 또한 사적연금의 가입은 소

득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72%로 대

다수인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28%만이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지은정, 2005).

2) 노인고용증진제도

영국 정부는 1980년대 경기침체로 인해 명예퇴직제도(Job Release Scheme)를 도입한 

이후 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출이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노인고

용증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체 고용률 80%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10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면서) 50세 이상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급 연령을 넘

어 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WP, 2005).

첫째, 고용과 직업훈련에 있어서 연령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6년에 연령차별금지법

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근로자의 모집, 훈련, 승진, 해고에 있어서 부당한 연

령 차별을 금지하고, 65세 이하의 강제적 퇴직을 없애고, 개인들이 65세를 넘어 계속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고용권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평등

인권위원회(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Age 

Positive 캠페인을 통해 고용주들이 다양한 연령의 근로자들이 기업에 주는 혜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2005년에 시작된 National Guidance 캠페인은 고용주

들이 Age Positive 고용실천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고령 근로자의 모집, 훈련과 보유를 지원하는 유연한 퇴직대책을 포함한다.

둘째,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수급

을 5년 동안 연기하는 사람에게 2,000～3,000파운드의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50% 이상 증

액의 주당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2006년 4월부터 개인들이 기업연금을 받으면

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연금규정을 변경하였다. 더욱이 

2010년부터 사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초기 연령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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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들이 퇴직 계획을 수립할 시 그들의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유연한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경제교육수준 향상, 고령 근

로자의 퇴직 계획 수립 장려,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인식 증대, 온라인 퇴직 계획가 도

입 등을 포함한다.

넷째, 고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용 유지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확대

하고, 보호 책임을 가진 근로자들이 보호와 취업을 보다 수월하게 병행하도록 유연한 근

로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 것이다. Skills White Paper는 고용주에게 고령 근로자들이 새

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훈련 지원을 향상하도록 강조하였다.

다섯째, Pathways to Work, New Deal to 50 Plus, New Deal for Skills를 통해 노인

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2005년 2월에 발표된 노동연금성의 5개년 전략은 무능력급여

(Incapacity Benefit)의 개혁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무능력급여

(Incapacity Benefit)를 더 오랫동안 수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근로 관련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보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New Deal 50 Plus는 실업자에게 개

별화된 도움을 제공하고, New Deal for Skills는 기술과 자격 부족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

려운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국의 노인취업알선 프로그램에는 정부, 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

업소개소가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퇴직한 노인들에게 낮은 임금을 받고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들을 위한 작업장을 따로 설치하여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 사업으로 노인복지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이 있다. 이것은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후원을 받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론 민간사회복지단체나 기업에서 또는 공사 합동

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복지공장은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

라 그들을 위한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후

에 유용감과 보람을 가지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양곤, 1996).

3) 연금제도의 개혁

영국 최초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노령연금(Old Age Pensions)제도는 1908년 노령연금

법에 의해 도입되었고 자산 조사를 통해 일정한 소득 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비기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은 노령

연금을 정년퇴직금으로 변경하여 정상적 근무에서 물러난 남성 65세, 여성 60세에게 정

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물가상승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지속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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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인상으로 인한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비례원칙을 사회보험제도

에 도입하였다. 1975년에는 사회보장연금법(Social Security Pensions Act) 제정으로 소득

과 연계된 새로운 연금제도인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978년부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 노동당 정부는 연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장려하

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6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한 연금개혁의 주된 

내용은 공적소득비례연금급여의 삭감과 공적소득비례연금의 사적연금으로의 부분적 대체

이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비례연금급여의 산정 기준을 기존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20년간의 소득에서 평생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득비례연금급여의 수준을 소득대

체율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유족 배우자가 이전에는 배우자 수급권 전체를 계승한 

것에서 승계액을 50% 수준으로 낮추었다. 또한 1986년에는 개인연금이 공적소득비례연

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연금에 대한 보험료 보조와 조세 유인 조치를 

수반하였다. 더욱이 1997년 4월부터 사적연금은 더 이상 최저급여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주은선, 2001).

연금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크게 증가하였다. 

1994년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한 총 근로자 규모는 약 1,300만 명이었으나, 공적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약 730만 명에 불과하였다(이영찬, 2000：224). 그러나 

연금 민영화 조치는 저임금 노동자,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연금 수급자 내에서의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야기하였다(주은선, 2001).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연금 수급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저소득

보장, Pension Credit, 기초연금의 물가상승률 이상 증가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미래의 

연금 수급자들이 자신의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 

공적소득비례연금제도의 성숙과 기업연금의 성장으로 인해 부유한 연금 수급자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의 증가에 비추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충분하게 저축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1998년 녹서(A 

New Contract for Welfare：Partnership in Pensions)에서는 연금 수급자의 빈곤문제를 

다루기 위한 또 다른 연금개혁안으로서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제2 국가연금으로 대체하고, 

퇴직 기간 동안 안전하고 간편하고 유연한 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주연금을 도

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노동당 정부는 연금제도의 단순성, 안정성과 선택을 보장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연금녹서(Simplicity, Security and Choice：Working and 

Saving for Retirement)와 후속 정부 문서들(Working and Saving for Retirement：

Action on Occupational Pensions；Simplicity, Security, and Choice：Informed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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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Working and Saving)은 2004년 연금법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 법에 의한 연금개혁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제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금보호기

금(Pension Protection Fund)을 도입하여 파산한 기업연금 가입자에게 최저연금을 보장

하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에 연금 수급권의 보존을 확대하고, 단기 체류 

근로자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고용주가 연금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 미리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둘째, 개인들이 퇴직 시 기대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이 언제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동안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노인

들이 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퇴직 전망을 향상시키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령 

차별을 없애고,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모든 근로 연령층이 퇴직을 위한 재정서비스 계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온라인 퇴직 계획가(online 

retirement planner) 활동이 개시되도록 개발 중에 있다. 퇴직 계획가는 개인들이 퇴직 시 

필요하게 될 소득을 산정하고, 적자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고용주와 연금 공급자가 연금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

금 업무를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개인, 고용주, 그리고 재정서비스기관 간의 협

력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특히 연금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고용주의 공급자 역할과 개인

들이 저축할 수 있는 효과적 환경은 직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보다 효율적 행정과 고

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2. 의료보장정책

영국 고유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제도는 

1948년에 도입되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따라

서 영국 노인들은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의료보장혜택을 받고 있다.

1) 노인보건서비스

노인보건서비스는 크게 1차 보건보호와 2차 보건보호로 나누어진다. 1차 보건보호에는 

일반의, 지역보건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2차 보건보호에는 병원서비스, 외래 및 응급 진

료가 있다. 최근에 영국 정부는 병원보호와 가정간호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요양보호(Intermediate Care)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에서는 노인보건서비스 중에 일

반의, 지역보건, 그리고 병원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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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의 서비스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서비스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과 치료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1990년에는 일반의에 의한 건강검진

제도가 도입되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왕진하는 등 예방과 1차 보건보호가 강화되

었다. 따라서 일반의는 매년 75세 이상 노인의 건강검진을 통해 지도감독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이들의 충족되지 못한 보호 욕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의는 노인을 적절한 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보호체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의는 병원과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의뢰에 있

어서 중요하다(Victor, 1997). 2002년 일반 가구 조사에 의하면 일반의 진료를 받은 성인

과 아동의 비율은 1972년에 12%에서 2002년에는 15%로 증가하였다(ONS, 2004a).

최근에는 일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2/2003년에 일반의 진료의 대부분(86%)은 진찰실이나 보건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는 1971년 73%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의에 의한 왕진서비스는 1971년에 전

체 진료의 22%에서 2002/2003년에는 5%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전화진료는 1971년 

4%에서 1998/1999년 이후에는 약 10%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일반의에 의한 왕진서

비스 제공은 다수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환자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진료

소와의 거리,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상태의 심각성과 응급성을 포

함한다. 75세 이상 노인이 왕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2/2003년에 이들

에 대한 일반의 서비스의 17%는 왕진에 의해 이루어졌다(ONS, 2004b).

(2)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서비스는 노인들을 병원이나 보호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보호하려는 정책 때문

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간호와 보건방문서비스는 노인에게 중요하다. 

지역간호사는 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보건방

문가는 보건교육, 조언 및 지원,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

는 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지만, 노인을 전

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이영찬, 2000).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

하는데, 85세 이상 노인의 약 15%가 지역간호사, 보건방문가의 보호를 받았으나, 65～69

세 노인의 경우 2%에 불과하였다. 지역간호서비스 예산의 80%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에

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1990년 지역사회보호 개혁으로 가장 욕구가 커다

란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노인들이 지역간호서비스의 주요한 

클라이언트 집단이고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소수만이 이러한 서비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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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다(Victor, 1997).

(3) 병원서비스

노인들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국민보건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 환자의 2/3, 응급실 입원의 40%를 차지한다. 지난 수년 동안 노

인의 병원 입원률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입원 기간의 단축과 주간 환자 치료의 성

장에 기인하였다. 노인을 위한 병원서비스는 노인병원, 정신병원 또는 급성병원의 내과, 

노인과 또는 정형외과에서 제공될 수 있다. 보건정책은 세 가지 유형의 병원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수준을 균등하게 유지하고, 노인병원과 정신병원을 급성병원에 통합하려고 한

다(이영찬, 2000).

2001년에 발표된 정부 문서(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Older People)는 병원서

비스가 전문가에 의한 보호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기술을 가진 병원 직원

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거의 3/4의 병원들이 

노인보호를 위한 다학제적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80% 이상은 노인에 대한 특별한 책임

을 수행하는 수간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H, 2001).

전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병원보호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퇴원 후에 그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연구에 의하면 노인 환

자의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들은 자주 지속적 보건의료,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없이 가정으로 보내지고 있다. 최근에 

영국 정부는 중간요양보호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환자들이 더

욱 빨리 회복하고 독립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조함으로써 병원 퇴원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차 보건보호의 또 다른 요소는 외래 및 응급 진료이다. 노인은 이러한 서비스의 주요

한 이용자이다. 2002년 일반 가구 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 응답자의 14%가 외래 또는 

응급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1972년에 10%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주간 환자의 비율은 

1992년에 4%에서 2002년에는 8%로 2배가 증가하였다(ONS, 2004a).

2) 국민보건서비스제도의 개혁

국민보건서비스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건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공공 지출의 약 10%에서 1994년에는 14%로 상승하였다. 특히 8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보건 비용은 5～15세에 비해 8배 이상이, 16～44세에 비해 6배나 더 많이 



                                                                  제5장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223

지출되므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보건 비용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영찬, 2000). 

1970년대 이후 병원보호 비용의 억제와 효율성을 강조한 보건정책은 병원 병상 수 및 입

원 기간 단축과 1차 보호 증진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허약한 노인을 위한 

병원보호의 범위와 규모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병원과 다

른 NHS 시설 내의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병상은 55,600개에서 37,500개로 줄어들었다. 또

한 급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노인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도 감소하

였다. 결과적으로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환자들이 조기 퇴원하고, 그들의 회복과 

재활은 병원 병상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Glendinning, 1998).

1980년대 초 가난한 노인들이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민간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되면서 민간보호시설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부분적

으로 영국 정부의 민영화와 소기업 지원 정책과도 연관이 있었다(Twigg, 1999). 따라서 

1983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자원봉사단체 및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

시설의 병상 수는 242%까지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노인보호시설의 병상 수는 43%까지 

감소하였다(Audit Commission, 1997). 또한 이 시기에는 병원 병상에 대한 수요와 이곳

에서의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주간병원 개발이 장려되었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제정으로 NHS 조직에 내부시장제도를 도

입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과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보건 비용

의 절감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발행된 백서(The New 

NHS：Modern, Dependable)는 국민보건서비스의 질과 형평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국가서비스 모형을 설정하였고, 지역 주민의 보건보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1차 보호집단(Primary Care Group)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혁을 추

진하기 위하여 보건조직을 재편하였는데, 그 결과 더 적은 수의 보건당국들이 더 넓은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국민보건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이영찬, 2000).

2000년에 발표된 NHS 계획은 노인을 위한 더 많은 투자와 더불어 연령 차별 근절, 일

관성 있는 보호 기준, 건강 악화 예방과 회복, 재활에 초점을 둔 노인의 자립 증진 대책

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NHS 내의 연령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보호 

기준을 향상시키고, 65～70세 모든 여성 노인들에게 유방암 검사를 확대하고, 노인과 보

호자를 위하여 대인적 보호 계획(personal care plans)을 수립하고, NHS 요양시설 내에

서 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노인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새로운 중간보

호서비스 개발에 추가 자금을 투자할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NHS 계획은 보건, 사회적 

서비스 간의 협력을 더욱 강조하였다. 1999년 보건법(Health Act)은 지방 보건당국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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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이 광범위한 보호서비스를 재원 조달하기 위하여 단일 예산을 수립

하고, 둘 중 하나가 서비스 의뢰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one-stop 보호 패키지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통합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의 진

찰실과 같은 장소에서 제공되고, 사회적 보호 직원은 단일지역보호망(a single local care 

network)의 일부로서 일반의, 다른 1차 및 지역보건 팀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건, 사회적 보호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신탁(Care Trusts)을 설립하여 

노인과 다른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보호뿐만 아니라 1차 및 지역보건보호

를 의뢰하고 제공하도록 하였다(DH, 2000a).

2001년 3월에 발표된 정부 문서는 노령과 관련한 특별보건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뇌졸중 발병률을 줄이고 뇌졸중 환자가 통합뇌졸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4년까지 뇌졸중 환자를 보호하는 병원에서는 뇌졸중전문서비스를 개발하도

록 한다. 둘째, 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골절이나 다른 상해를 줄이기 위하여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낙상서비스를 수립하도록 한다. 셋째, 노인의 정신건

강을 증진시키고 치매와 우울증을 가진 노인을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NHS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통합정신건강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건강 유지 프

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감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의 구강 건

강을 향상시키고 치과 진료에 대한 접근을 증대한다(DH, 2001).

또한 2005년 3월에 발표된 정부 문서(Opportunity Age)는 노인들의 복지와 자립 증진

을 위한 건강 증진 대책을 제시하였다(DWP, 2005).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정신적신체적 활동(건강한 다이어트와 금연)은 노인 건강에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적극적 노화(active ageing)를 증진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둘째, 노인의 정신건강문제를 다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령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개발한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을 위한 국가서비스 모형은 파킨스병, 뇌손상 등의 질

환을 가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 삶을 영위하도록 도

와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보호 제공,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 임종 시 고통경감서비스, 가족과 보호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 질병, 허약함을 가지고 생활하

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개념과는 

상당히 중복되고, 의료적 서비스(medical services)와는 대조적으로 사용된다(Tw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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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시설보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제공되며, 이것의 궁극적인 목

표는 그들의 사회통합이다.

1)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 주체에 따라 공식적 서비스(formal 

services)와 비공식적 서비스(informal services)로 나누어진다. 공식적 서비스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1990년 지역사회

보호 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서비스의 조직가, 가능하게 하는 자, 촉진자로 바뀌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한 서비스 제공자로 남아 있다. 비공식적 서비스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994년 일반 가구 조사에 의하면 

이동, 자기보호, 그리고 가사과업과의 원조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된 도움의 가장 커다

란 공급자는 비공식적 부문(특히 가족)으로 나타났다(GHS, 1996).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라 재가보호(Domiciliary 

Care), 주간보호(Day Care), 시설보호(Residential Care)로 나누어진다. 재가보호에는 홈헬

프(가정보호)서비스, 식사서비스, 사회사업, 보호자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시설보호에

는 장기보호와 단기보호휴식서비스가 있다.

(1) 재가보호

①가정보호서비스

홈헬프서비스(Home Help Services)는 원래 산부인과 환자들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1980년

대에는 대인적 보호 과업(목욕, 옷 갈아입히기, 침대에 눕히기 등)을 포함하면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많은 지방정부들은 홈헬프서비스를 보다 집중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시설보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하에 이를 가정보호서비

스(Home Care Services)로 재정립하였다.

홈헬프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과업(청소, 요리, 세탁 등), 대인적 보호 

과업(클라이언트 옷 갈아입히기, 목욕, 급식 등), 그리고 사회적 의무(클라이언트와 대화

하기, 클라이언트가 가족, 친구들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쇼핑, 오락과의 

원조 등)를 포함한다. 혼자 사는 노인, 고령 노인, 높은 수준의 장애를 가진 노인, 와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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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성 노인, 그리고 남성 보호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Sinclair 

& Williams, 1990a). 홈헬프(가정보호)서비스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만, 

점차 민간 부문의 공급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②식사서비스

식사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 방문객,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감시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시설보호 밖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

방정부는 1962년부터 가정에 있는 노인이나 점심클럽 이용 노인에게 식사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하는 자원봉사단체를 재원 조달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와상

노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Sinclair & Williams, 1990a).

③사회사업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고용되지만, 소수는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고용된다. 조사 연구에 의하면 노인 클라이언트 집단과의 사회사업은 비교적 낮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집단과 장기간에 걸친 사회사업서비스 제공은 비교적 적은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인 클라이언트와의 사회사업은 종종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사보다

는 사회사업보조원에 의해 수행된다.

④보호자지원서비스

보호자들은 휴식보호(Respite Care)와 보호자 지지 집단(Carer Support Groups)과 같

은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자신이 돌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후자의 경우 보호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호노인에게 제공되는 

주간보호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 자신을 위한 특별서비스는 매우 제한적

이고, 주로 허약한 노인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가 보호자에게 간접적 도움을 제공한다

(Twigg & Atkin, 1994).

보호자 지지 집단은 대부분 사회적이고 오락적 형태이거나 보호자가 되는 것과 관련한 

문제와 좌절감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지지 집단은 정보와 훈련 또는 보호

자와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많은 보호자

들은 홈헬프(가정보호)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혼자 사

는 노인을 주요한 서비스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이젠 보호자 지원을 주된 서비스 목표

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자원봉사단체들은 보호자에게 가사 및 대인적 보호 과업

과의 원조를 제공한다. 한편 허약한 노인을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함으로써 보호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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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제공할 수 있다. 보호자를 위한 현금급여에는 보호자 수당(Carers Allowance)이 

있다.

(2) 주간보호

영국에서 주간보호(Day Care)는 197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주간보

호가 병원이나 시설보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주간보

호는 지방정부, 보건당국, 자원봉사단체 및 민간단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것

은 다목적으로 개조된 센터, 주간병원, 지역회관, 노인시설, 병원 병상 등의 다양한 장소

에서 제공된다. 지방정부가 전체 주간보호소의 63%를, 자원봉사단체가 33%를 운영하고 

있다(Victor, 1997).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소의 주된 목표는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에

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보호자에게 휴

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주간병원의 목표는 근본

적으로 노인의 재활, 건강 상태의 사정, 그리고 신체적 기능 유지와 관련한다. 자원봉사

단체가 운영하는 많은 주간보호소들은 좋은 음식과 동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따라서 주간보호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은 친교와 음식 제공이다. 그리고 빙고, 소풍, 공예, 

조언, 발치료사 또는 미용사에 의한 방문서비스, 목욕 또는 경쟁적인 가격으로 식품 구입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보호는 서비스의 일관성 부족과 교통수단 문제를 

가지고 있다(Sinclair & Williams, 1990b).

(3) 시설보호

①장기보호서비스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서비스에는 주거보호(residential care)와 요양보호(nursing care)

가 있다. 최근까지 주거보호는 주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에 의해 제공되었고, 주거보호

시설(residential homes)은 병원과 요양시설과는 달리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인에게 지원

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1948년부터 최근까지 의료 또는 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노

인을 위한 장기보호는 주로 NHS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부문이 급성 

의료적 개입 대신에 시설보호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다 높은 의존수준을 가진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서비스의 주요한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Victor, 1997). 민간 영리단

체가 주거보호시설의 62.6%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주거보호시설 거주자의 56%를 보

호하고 있다(DH, 1996c). 여성 노인, 만성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노인, 그리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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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없는 노인이 장기보호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장기보호서비스를 받는 대

부분의 노인들은 이동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고, 대

소변의 실금과 정신적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다(Victor, 1997).

장기보호서비스의 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경우 국민보건서비스로부터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보호 비용이 자산 

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보호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 

그 비용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영국 정부는 장기보호서비스의 재원 조

달에 있어서 공평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4월

부터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에 입소한 처음 3개월 동안 가옥의 재산 가치를 자산 조

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2001년부터 NHS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요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고, 노인이 장기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자신의 집을 팔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융자제도

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였다(DH, 2000a).

②단기보호휴식서비스

최근에 지방정부 시설 내에서의 단기보호 제공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젠 단기보호

를 위한 입소가 장기보호보다 훨씬 더 많다. 단기보호는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

하여, 노인에게 휴가 또는 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

을 장기보호시설 입소에 준비시키거나 사정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보

호의 주된 목표는 보호자의 보호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Sinclair & Williams, 

1990b).

휴식서비스(Respite Services)는 보호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을 일시적으

로 보호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주간보호소나 주간병원처럼 가정 밖에서 제공되는 휴식, 병원,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

시설 또는 가정휴식보호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노인이 휴식보호를 가짐으로써 가정에서 

벗어나는 장기휴식, 또는 보호자지원워커가 보호자의 임무를 떠맡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가정휴식 등이 있다(Levin et al., 1994). 휴식보호는 주로 지방정부 또는 NHS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2)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개혁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 정책은 병원보호와 시설보호 제공을 종결하고, 전문사회복지사

에 의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욕구에 반응하는 지역사회보호 제공을 장려하고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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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역사회보호가 1940년대 이후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시설보호에 대한 의존은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조미경, 2003). 1980년대 이후 보수당 정부는 노인보호에 있

어서 민간 부문과 가족에 대한 의존을 증대하고, 보호서비스를 통제하고 재원 조달하고 

조정하도록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비록 1980년대 초 혼합경제복지(a mixed 

economy of welfare)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독립 부문(자원봉사단체, 민간단체)만

이 육성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문의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의 보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노인들을 주로 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The Griffiths Report)와 

1989년 지역사회보호백서(Caring for People)는 1990년의 지역사회보호 개혁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에 의한 지역사회보호 개혁의 핵심 메커니즘

은 욕구 사정과 사례관리, 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리, 그리고 혼합경제복지의 장

려이었다. 사정(assessment)은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아닌 욕구 중심의 접근을 증진하고, 

사례관리는 노인의 선택과 욕구에 반응하는 적절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패키지 제공을 극

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분리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로 경

쟁하는 혼합경제복지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자 간의 경쟁은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목표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Twigg, 1999). 지역사회보호 개혁은 지역

사회보호 수행과 관리를 위한 선두기관으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조직가와 구매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회

보장 재원을 넘겨받아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일 예산을 확보하

게 되었다(Audit Commission, 1997).

또한 지역사회보호 개혁은 보호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호자의 욕구에 반응하

는 것을 효과적 지역사회보호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 삼았다. 다시 말해 노인과 보호자의 

욕구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욕구들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사례관리자의 주요한 과업이 된다. 1995년 

보호자법[Carers(Recognition and Services) Act]은 비공식적 보호자(informal carers)에게 

노인과는 별도로 자신의 욕구에 대한 사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지방정부

로 하여금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

화하였다(DH, 1996a；1996b). 1998년 정부 문서(National Strategy for Cares)는 보호자를 

위한 지원, 보호, 그리고 정보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DH, 1999). 

더 나아가 보호자의 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는 2000년 보호자 및 장애아동법(C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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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abled Children Act)에 의해 보장되었다. 최근 지방정부들은 보호자보조금을 통해 

보호자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휴식보호를 위한 증서, 보다 많은 주간

보호와 야간보호, 보호자를 위한 직접급여, 교육에 대한 접근, 그리고 여가와 휴가 등을 

포함한다(DH, 1998).

지역사회보호 개혁을 추진한 결과 지역사회보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증대, 사회적 서비스 시장의 장려, 욕구 사정과 사례관리제도의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Means & Smith, 1998). 그러나 서비스를 가장 의존적이고 허

약한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가정에서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가사 지원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들은 민간단체(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의뢰되고 있다. 한편 혼합경제복지의 장려에도 불구

하고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의 주거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개발은 1980년대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가정보호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

로 노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례관리자들은 시장과 조직의 한계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 시장 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의 극대화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혼합경제복지정책은 보호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노

인들의 경제적 능력, 지불 문제 등 새로운 과제를 야기하였다(Glendinning, 1998).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백서(Modernising Social Services)를 통해 사회적 서

비스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립 증진, 일관성 향상, 편리하고 이용자 중

심의 서비스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직

접급여(Direct Payments) 지급을 확대하고, 장기보호헌장(Long-term Care Charter)을 도

입하고, 보호노인이 학대, 방임 또는 열등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기준위원회(Commissions for Care Standards)를 설치하도록 하였다(DH, 

1998).

또한 2001년 3월에 발표된 정부 문서(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Older People)

에서는 노인을 위한 보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국가 기준과 보호서비스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연령 차별 근절, 인간 중심의 보호 제공, 노인의 건강과 자립 증진,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2002년에 수행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검열에 의하면 영국에서 노인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소수의 

노인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질에는 매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들은 여전히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재가노인들이 제공받는 재가서비스는 일관성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



                                                                  제5장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231

났다. 더욱이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수립된 보호 패키지에 대한 점검과 검토의 심각한 

부족, 불필요한 관료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DH, 2002).

2005년 3월에 발표된 정부문서(Opportunity Age：Meeting the Challenges of Ageing 

in the 21st Century)에 의하면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통제와 선택을 행사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복지와 자립 증진을 위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고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다. 첫째, 노인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는 접근 가능해야 하

고 노인의 욕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노인은 모든 삶의 단계에서 존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노인은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높은 서비스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는 노인의 의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해

야 하고, 또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문서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WP, 2005).

첫째,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를 보

장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서비스 정책은 가장 

취약한 노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에 초점을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가진 노인

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공적 자원을 낮은 수준의 예방

적 보호에 재초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 소비자가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

한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자신을 위한 보호 패키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예산(Individual Budgets)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고령 보호자를 포함한 보호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4년에 Link Age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노인들이 단 한 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one-stop service를 제

공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욕구와 수급 자격에 대한 개별적이고 전반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다 완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Link-Age Plu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보호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예를 들어 National Minimum Standards)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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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보장정책

1) 노인주거서비스

주요한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에는 보호주택, 주택 수리 및 개량서비스, 그리고 주거

급여, 역저당 융자와 같은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

(1) 보호주택

영국에서 보호주택(Sheltered House)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크게 확대되었다. 1961년 주택법은 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가 노인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방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

호주택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1972년의 주택법은 민간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

조를 제도화하면서 민간 보호주택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공공 지출

의 축소와 지역사회보호 이념의 확산으로 인해 보호주택 증설은 억제되었다.

보호주택의 유형은 노인들이 제공받는 도움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이영환, 2001). 특

히 허약한 노인을 위한 특별보호주택은 다수의 관리인들이 존재하고, 식사 제공과 응급

통보시스템, 목욕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목욕이나 옷 갈아입히기, 간병 등과 같은 대인

적 보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보호주택은 주로 80～90대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보호의 대안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주

택에서 보호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주거비에 대한 정부보조는 공공부조 프로그램과 연계

되어 있고, 저소득 노인이 이러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에 영국 정부는 보호 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숙박시설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보호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호주택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되었지만, 점차 주택협회의 공급자 역할이 중요

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약 476,000개소의 보호주택과 23,000여 개소의 특별보호주

택이 있다. 보호주택의 가장 커다란 공급자는 지방정부와 주택협회이고(각각 282,000개소

와 168,000개소), 민간단체는 21,00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보호주택의 경우 주택

협회가 가장 주요한 공급자로 15,8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7,100개소를 운

영하고 있다(DETR/DH, 2001). 최근 감사원(Audit Commission) 조사에서는 보호주택의 

적절한 장소와 질 확보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영환, 2001).

또한 영국에는 소규모이지만 중간 형태의 다양한 노인보호주택이 존재한다. Close 

Care 주택은 주거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 근처에 설립되어 이러한 시설들의 직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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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bbeyfield 주택은 6～10개의 단칸방으로 이루어진 주택을 임

대하여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천여 호의 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

애인(노인)을 위한 휠체어 주택이나 이동편의 주택(mobility housing)들도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이영환, 2001).

(2) 주택 수리 및 개량서비스

1980년대에 영국 정부는 공공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주택개량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80년 주택법을 통해 세입자, 지주, 

자가 소유자 모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982년에는 개인들에게 비용의 90%

까지 보조하였지만, 이후 공공 지출은 계속 삭감되었다. 1985년의 녹서(Home 

Improvement-A New Approach)는 주택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집주인에게 

돌리면서 보조금 신청 시 자산 조사를 강조하고, 주택의 최저수준 상향 조정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주택 수리 및 개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제공되지만,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 소유

자가 수리와 개량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도움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부담 능력이 없으면서, 낙후된 주택이 거주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거나 

이웃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그리고 지역 단위의 재개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

우 등이 해당된다. 현행 정책은 1996년 주택보조금, 건설 및 재개발법(Housing Grant,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에 의해 수급자의 자격이나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다

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영환, 2001).

(3) 경제적 지원

영국 정부는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

료 환불(Rental Rebate)과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수당(Rental Allowance)

이 있다. 소득보조 또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급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

지고, 가족자산평가에서 1,600파운드 미만의 저소득자도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급여액은 

신청자의 가족 규모와 구성, 수입, 저축 등에 의해 결정된다(TSO, 2002). 일반적으로 주거

급여를 청구하는 지방정부주택과 사회주택 임차인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시영주택 임차인의 경우 60～74세 노인의 약 62%가 주거급여를 청구하였으나, 75～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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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74%, 80세 이상 노인의 83%가 이를 청구하였다. 사회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거급

여 청구인의 비율은 60～64세 73%, 65～69세 81%로 나타났다(DETR/DH, 2001).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자가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역저당대부

제도(Equity Release Scheme)가 있다. 이것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자산을 담보로 

생활비나 주택 수리비 등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은 노인이 사망한 후

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도이다. 또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들은 주택공유제도(shared ownership)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택의 일부는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는 방식이다(이영환, 2001).

2) 노인주거정책의 개혁

1945년 이후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의 건설과 관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니고 노인들

의 주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시설, 보호주택, 보호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공공 지출을 통제하고 공공 적자를 축소하려는 정책은 주택 공급

에 대한 공공 지출의 삭감을 가져왔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영향으로 직접적 

서비스 또는 주택 건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주택 구입과 임대를 위한 경제

적 보조와 더불어 주거에 대한 개인 책임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에 주거보

장정책은 주택 건설 보조에서 자산 조사된 주거수당과 세금수당에 의한 개인 보조로 초

점이 바뀌었다. 이 시기에는 의존적인 노인의 주거 욕구는 보호주택이나 보호시설과 같

은 일반 대책으로는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과 특별한 욕구나 장애를 가진 노인

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사회통합원리에 의거하여 노인

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주택 수리 및 개량서비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수리를 위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한 예산은 점차 축소되고, 대부분이 장애인주택 개조에 사용되어 노인주택 

개조를 위한 지원은 용이하지 않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주거보장정책은 사회정책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혼합경제 복

지의 발달과 더불어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주택시장 개발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민간 주

거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식사 및 보호시설을 갖춘 보호주

택이 민간 영리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다(Twigg, 1999). 1989년 지역사회보호백서(Caring 

for People)는 주거서비스를 지역사회보호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시설은 

지역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노인들이 일반주택, 특별주택, 보호주택, 보호시설 등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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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집중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보호주택에서 보호서비스 증가, 시설 내에서 보다 유연한 서비스 패키지 제공, 개인선택

의 증가 등을 포함한다(Tester, 1996).

21세기 주거보장정책의 전반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구입 가능하고 적절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융합, 안녕, 그리고 자기의존(social 

cohesion, well-being and self-dependence)을 증진하는 데 있다. 2000년 4월에 발행된 주

택녹서(Housing Green Paper)에서는 주거서비스의 현대화와 개혁의 초점을 ‘질과 선택’

에 두었고, 그 후속 문서(Quality and Choice for Older People’s Housing-Strategic 

Framework)는 노인주택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이 자신의 상황

에 적합한 주택에서 자립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노인들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대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그들

의 선택을 보장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주거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다양성과 선택, 

정보와 조언, 유연한 서비스, 서비스의 질, 그리고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한편 2002

년 주택 투자 프로그램(Housing Investment Programme) 지침에서는 지방정부가 주택 

전략을 수립할 때 모든 취약한 집단, 특히 노인의 욕구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DETR/DH, 2001).

2005년 3월에 발표된 정부 문서(Opportunity Age)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

정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주

거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Supporting People를 2003년 4월에 도입

하였다. Supporting People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기술, 낮은 수준의 주거 관련 서비스, 

급여, 건강 및 대인적 보호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원, 지역경보서비스와 Telecare, 사회적 

지원망 구축과 유지, 정서적 지지와 말벗 등을 제공한다. 노인들은 Supporting People을 

통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집단이고, 수혜 노인의 대부분은 보호주택이나 특별보호주

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보호 욕구를 가진 노인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특별보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Warm Homes를 통해 취약한 60

세 이상 노인가구의 연료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DW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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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출산 및 육아지원대책

2004년 9월에 발표된 정부문서(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Maternity Services)에서는 최초로 아동의 보건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국가

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출산서비스(maternity services)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개별적 욕구와 아이의 욕구에 따른 지지적이고 양질의 출산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가지도록 하였다. 출산서비스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DH, 2004).   

첫째, 여성중심의 보호(women-centred care)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머니와 아이의 욕구

를 충족하고, 부모는 서비스 기획과 평가에 참여한다. 여성은 출산 전후에 정보와 지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가진다.

둘째, 모든 여성들과 아이들이 양질의 출산, 신생아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한다.

셋째, 임신 전 보호(pre-conception care)를 향상시킨다. 이것은 임신 전 여성과 그녀의 

파트너의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역건강증진(local health promotion)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에게 양질의 산전 보호와 신생아 감별검사를 제공한다.

넷째, 여성은 임신 중 혹은 후에 필요하다면 정신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다루기 위

한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여성은 가정출산과 조산소를 포함한 폭넓은 대안으로부터 출산을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여섯째,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체검사를 받고, 어머니는 다학제 팀에 의한 산후 보호를 

제공받는다.

영국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부모들이 취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발표된 정부문서(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Enhancing Choice and Support for Parents)에서는 영아의 부모들에게 

유연한 근로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였고, 출산휴직급여의 수준과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신생아보호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과 더불어 부성휴가(paternity leave)와 입양휴가(adoption leave)에 대한 법정권리를 처

음으로 도입하였다. 부모의 육아책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취업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부모의 선택 지원, 가족의 상황에 따른 경제적 지원, 양질의 

보육과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 유연한 근로대책의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첫째, 부모들이 직장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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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TI, 2003).

①유연한 근로에 대한 권리

6세 이하 아동과 18세 이하 장애아의 부모들에게는 유연한 근로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고용주에게는 그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②출산휴직급여와 휴가 확대

법정 출산휴직급여(Statutory Maternity Pay)와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는 

2002년에 75파운드에서 2003년에는 100파운드, 2005년에는 106파운드 혹은 소득의 90%

(이것이 106파운드 이하인 경우)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출산휴직급여기간은 18주에서 26

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여성들이 신생아보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추후에 

직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현재 법정 출산휴직급여는 평균 총소득

이 주당 82파운드 이상인 여성근로자의 출산휴직을 위하여 26주간 지급된다

(www.dwp.gov.uk/lifeevent/benefits/statutory_maternity_pay.asp, 2005.9.13). 출산휴가

(maternity leave)의 경우 무급휴가를 26주로 확대하고 26주간의 유급휴가 마지막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출산여성은 26주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고, 그 후

에 26주간의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③유급 부성휴가 도입

2003년 4월에는 법정 출산휴직급여와 같은 균일률로 지급되는 2주간의 법정 부성휴직

급여(Statutory Paternity Pay)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아이

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출산여성의 남편들은 출산 일 

혹은 입양아동 배치일로부터 8주 이내에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부

성 휴가를 가지는 동안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영

국 정부는 현재 유급 부성휴가기간의 확대와 무급 부성휴가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

다. 또한 다수 출산과 장애아의 경우에 유급 부성휴가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④육아휴가 확대

1999년 12월 15일에 도입된 육아휴가(parental leave)제도는 1999년 12월 15일에 혹은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아동의 부모와 입양부모에게 아동의 5번째 생일까지 아동보호

를 위한 13주간의 무급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아의 부모는 아동

의 18번째 생일까지 이러한 휴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10일에는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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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를 위한 육아휴가를 13주에서 18주로 늘리고, 1994년 12월 15일 이후에 태어나거

나 입양된 아동의 부모들도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둘째, 세금과 급여제도 개혁을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과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

한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를 도입하였다. 

아동세금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생아에 대한 특별 지원을 제공

한다. 근로세금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없는 사람들이 유급고용에 종사하도록 도와준다. 이

러한 급여들은 취업과 아동양육 병행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또한 출산

보조금(Sure Start Maternity Grant)은 신생아보호에 드는 특별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여성과 그녀의 파트너가 저소득 급여와 tax 

credit를 받고 있는 경우 임신 29주부터 생후 3개월까지 이 보조금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양질의 보육과 육아지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국가아동보호전략

(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 통해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2002년에는 조기교육

과 함께 양질의 보육, 가족지원, 보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아보호센터 설립과 운영

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Sure Start 프로그램은 4세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통합된 보건보호, 복지서비스, 보육, 조기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아동양육을 위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지

원기관(Child Support Agency)은 육아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출산대책을 쉽게 이해하고 운영하도록 이

를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휴직급여와 부가출산휴가에 대한 수급자격을 일치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Small Employer Relief를 통해 소기업들이 법정 부성휴직급

여와 법정 입양휴직급여 비용을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게 함으

로써 이러한 급여들의 수급범위를 확대하였다.

  

제7 절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공적 서비스와 공공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 그리

고 효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복지 이념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혼합경제복지 또는 복지다원주의 정책을 통해 공적 부문이 민간 영리 및 비공식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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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는 보다 혼합된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과 재원 조달에 있어서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는 개인책임 또는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로 

옮겨가고 있다. 영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고령화대책의 특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영국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연금제정의 안정화를 위

하여 공적연금급여 삭감 등 연금에 대한 국가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노인소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노인집단 내에서의 소

득불평등이 더욱 커져 연금수급자의 빈곤문제는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올랐다. 1997년

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저소득자, 장애인, 보호자의 소득

보장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고용주의 연금공

급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적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은 공적연금

을 통해, 중고소득 노인은 사적연금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금개혁

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재

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개인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

편 저소득 노인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낮고 실질적인 수급률도 

높지 않아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은 여전히 주요한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영국 경

험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적연금 개발, 노인의 최저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의 강화, 개인의 퇴직준비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영국사회에서 노인고용은 1990년대 이전까지 경기침체로 인해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으나, 점차 인구 고령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인식되면서 주요한 정책

적 이슈로 떠올랐다. 영국 정부는 노동인구의 증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며, 이러한 맥락에서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

들이 연금수급연령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노인고용증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연금수급 시기를 넘어 일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고용주들로 

하여금 고령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실업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약 100만 명의 영국 노인들이 연금

수급연령을 넘어 일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여성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2010년부

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2020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67

세 또는 70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연금수급연령의 증가는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책의 최우선순위

를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증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영국 경험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단순한 정년연장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노인고용증진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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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고용증진정책은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고령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

책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의료보장에 있어서 영국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

건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NHS 내의 장기병상을 축소하고 입원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통해 조기퇴원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과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서비스가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의 병원에

서 지역사회로의 이전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영국 정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

인들의 자립증진을 위하여 중간요양보호서비스를 개발하고 예방, 재활 및 회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건강유지프로그램과 뇌졸중, 낙상, 그리고 치매

와 우울증 등 노령관련 보건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의 전달에 있어서 

지방 보건당국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정책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

도록 그들의 개별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적 자원을 가장 욕구가 커다란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함

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게 하였다. 

최근 영국 정부는 낮은 욕구를 가진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

기 시작하였다. 한편 노인들 자신이 보호서비스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직접급여

(Direct Payments)와 개별예산(Individual Budgets)제도를 통해 공적 자원을 그들에게 직

접 제공하고 있고,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보

호, 주거, 소득, 건강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

러한 영국 경험이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들

의 자립 증진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례관리제도의 도입, 보건복지서비스간의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영국사회에서 노인의 장기보호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상당한 보호욕구를 가진 노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가족으로부

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이러한 비공식적 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

정하고,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보조금을 통해 보호자를 위한 휴식서비스를 개발하고, 보호자의 소득과 

미래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수당과 부가연금을 지급하고, 직장에 다니

는 보호자들이 직업생활과 보호책임을 병행하도록 가족친화적 근로대책을 개발하고 있

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노인장기보호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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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고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NHS 시설 내에서의 요양보호 제공을 무료화하고,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처분하여 보호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제도

를 확대하는 등 공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인적 보호는 여전히 자산조사

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보호의 재원조달은 주요

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영국 경험이 노인보호서비스의 공급과 재원조달에 있

어서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보호자지원서비스의 

적극적 개발(예를 들어 휴식서비스와 유연한 근로대책 등)과 장기요양보호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적절한 공사분담모델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대책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노

인들이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인권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용과 직업훈련, 보건, 사회적 보호 분야에서 노인들이 연령으로 인

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을 2006년에 도입할 예정이고, 

노인을 보호하는 모든 실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방임 또는 열등한 처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응하여 노동인구 확보를 위하

여 취업부모들이 일과 아동양육을 병행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영아, 장애아의 부모들이 유연한 근로대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유급 및 무급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남성에게 동등하게 출산 육아휴가를 제공하고, 세금

과 급여제도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족과 저소득층 가족에게 출산 및 아동양육관련 비용

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과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양질의 산

전, 산후보호를 받고 가능한 정상적인 출산을 하고 출산 장소와 방법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출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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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서 론

프랑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모습을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의 적절한 생

활 보장을 위해 어떠한 제도 혹은 정책의 현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 및 제도들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

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노인의 적절한 삶의 유지 보장 차원에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노인복

지는 국가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1, 2차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

전을 거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당시 이미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의 하나였던 프랑스에서 상당수의 노인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등

이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근대적 의미에서 프랑스 노인복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어 노인복지정책은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게 되는데 1960년

에 설립된 노인문제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간(1962)이 바로 그것이다.1) 이 보고서는 노

인복지에 대해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노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원칙 그리고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어 있

다. 이후에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보고서 등이 발표되었지만 1962년의 위원회 보고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프랑스 노인복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0년대의 

재택서비스, 1980년대의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실시, 1990년대의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거쳐 현재에는 이러한 제도 등이 혼용 실시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영역의 포

괄성을 들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단순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서 노인 생활양식의 변

화, 노인의 고용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둔 부분은 노인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 부분이다. 둘째, 제도 및 정

1)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에르 라로크(Pierre Laroque)의 이름을 따서 라로크 보고서 혹은 

피에르 보고서라고 불린다. cf. P. Laroque,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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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전개 양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비단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적 현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프랑스적 특징의 하나

로서 수상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임무를 

위임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역시 관련 위원회의 역

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제 형태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과 같은 노인복지를 위한 통합적 성격의 법이 제정된 유형의 국가는 

아니다. 오히려 개별법의 형태로 각 영역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면은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재의 문제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개별법 역시 앞서 언급했던 위원회의 활동 결과인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면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제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령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요 현안 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를 국가적 관심사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1960년

대부터 이민 장려 정책이 실시되어 현재도 유럽의 여타국가에 비해서는 이민자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및 서

비스의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과도 

얻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특징 추출을 목적으

로 소득보장, 고용, 보건 및 의료, 여가 및 문화, 주거,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차원

에서 어떠한 정책 및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프랑스 가족 복지 정

책 중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소득 보장 및 육아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제2 절 노인복지의 환경 요인

1. 프랑스 사회보장체계 개관－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프랑스 복지체계는 3분법을 기준으로 할 때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체제

로, 2분법을 기준으로 하면 비스마르크 복지체제의 대표적 국가로 분류된다. 분류 기준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복지 대상자의 가입 및 수급 여부가 경제활동 여부를 일

차적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복수의 조합(Régime)이 설립 운영되어 가입자는 자신의 종

사상 성격에 따라 해당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조합을 크게 나누면 조합의 

역할에 따라 의무 가입인 기본체계와 강제적 혹은 임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보충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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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지며, 기본체계는 다시 가입자의 종사상 성격에 따라 일반조합, 특수조합, 농업조

합, 자율조합이 있으며 보충체계 역시 종사상 성격에 따라 많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어진

다.2) 뿐만 아니라 운영 기구 또한 조합별로 혹은 보험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모자이크 체계’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은 소득보

장정책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를 소득보장정책적 관점에서 재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표 6-1>은 적용 대상의 종사상 성격을 기준으로 

한 사회보험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표 6-1>에서처럼 가입자는 종사상, 직업상 성격에 따라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초래할 

수 있는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의 목적으로 사회보험 전 분야 혹은 일부 사회보험에 가

입되어 있다. 단, 자영업자는 산재 및 직업병 분야와 실업보험 분야에서 임의 가입을 허

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여타 근로자 집단과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 상실의 상태에 빠진다면 개인 저

축이나 사회보험 이외의 다른 사회안전망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예컨대, 노령보험(연금)의 경우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심창학, “불

연금개혁”, 국민연금신문, 2003년 8월 1일(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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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프랑스 사회보험체계(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 시행 보험 해당 조합(기본체계)

도시 지역

민간 부문

임금 생활자

산재 및 직업병

의료, 출산, 장애, 노령, 사망, 유족

가족 수당

실업

일반조합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공무원, 

특수직 종사자

산재 및 직업병

의료, 출산

노령

가족수당

실업

특수조합

일반조합(현물급여)；특수조합(현

금급여)

특수조합

일반조합

실업보험

농업 분야

임금 생활자

산재 및 직업병

의료, 출산, 장애, 노령, 사망, 유족

가족수당

실업

농업조합

일반조합

실업보험

도시 자영업자

산재 및 직업병

의료, 출산

노령(장애, 사망)

가족수당

일반조합(임의 가입)

자율조합

일반조합

농촌 자영업자

산재 및 직업병

의료, 출산, 장애, 노령

가족수당

보험기관의 자유 선택(강제 가입)

자율조합

일반조합

 

두 번째, 실업부조체계를 들 수 있다. 이는 실업보험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실업보험 혜택의 자격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 직장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업자들을 그 기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급여 종류로서는 자활수당(AI：

Allocation d’insertion)과 특별연대수당(ASS：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등 두 

가지가 있다. 재원은 국가 예산(일반 회계)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공무

원 봉급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고 있다. 즉 실업부조제도는 사회보험(특히 실업보험)의 실

업자 중 실업보험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기 수혜자 중 수급 기간이 만

료된 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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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프랑스 사회보험 및 실업부조체계는 전체 국민이 

아닌 근로자, 그중에서도 임금 생활자 및 그 가족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도시 및 농촌의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적 사회보험체계 및 실업부조

체계는 작동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의 신 빈곤 및 실업문제와 관

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 집단, 장기 실업자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

서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험체계가 사회구성원의 소득보장에 있어

서는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직성으로 인해 일상적 위험 혹

은 장애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고용 실패 혹은 가족 화해 등의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는 대처가 미흡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Paugam, 1995：70-71).

세 번째, 사회부조제도이다. 이는 소득보장과 관련된 프랑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서 사상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부조제도는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

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부조제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

이다. 전자의 경우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관련 제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

동, 장애인, 노인 등 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집단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의 실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거주시설 혹은 재가복

지) 등의 제공을 통해 이들 집단의 정상적 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미

니멈’은 최저생활수준의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급여

(Caussat, 1998：113)로서 하나의 독립된 제도보다는 최저생활보장 이념 혹은 관련 이념

이 구체화된 급여 성격이 더 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적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역사적 개념이기도 하다. 즉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앞서 언

급했던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급여라면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6-2>

에서처럼, 현재 프랑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미니멈 관련 급여는 여덟 가지가 있다.

<표 6-2>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2004.12.31. 현재)

종류
자활수당

(AI)

미망인

수당

장애보충

수당

한부모

수당

(API)

특별연대

수당

(ASS)

성인장애

수당

(AAH)

노령보충

수당

(FSV)

최저생활

보장급여

(RMI)

실시 

연도
1979 1980 1930 1976 1984 1975

1941, 

1956
1989

관장기

구

고용촉진

협의회

노령보험

공단

건강보험

공단

가족부양

급여공단

고용촉진

협의회

가족부양

급여공단

노령보험

공단

가족부양

급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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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가장 시행 역사가 오래된 장애보충수당과 노령보충수당 그리고 1989년에 

실시된 최저생활보장급여(RMI) 등을 들 수 있고, 이미 언급했던 실업부조제도의 두 가지 

급여인 자활수당과 특별연대수당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일반적 사회부조제도에서 

실시하고 장애인 혹은 노인 대상의 일부 급여도 급여의 근본적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적 

기본 생활보장급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미니멈 급여는 우선 

적용 대상에 있어서 노동 능력이 없는 집단뿐만 아니라 노동 능력이 있는 집단도 포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근본 취지를 근거로 할 때 사회구성원 중에서 사

회보험체계의 적용 대상 혹은 적용 대상자 중에서 현재 최저생활(빈곤)을 하고 있는 집

단의 소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미니멈 급여제도는 소득보장정책

에서 최후의 안전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보장 관련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를 표로 도식화하면 

<표 6-3>과 같다. 이 중에서 소득보장정책의 주요 제도는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제도이다.

<표 6-3> 프랑스 사회보장체계

해당 제도 사회보험 실업부조
사회부조(사회적 미니멈 포

함)

주 적용 

대상

근로자 및 그 가족(자영

업자는 일부만 적용)

실업보험급여 수급 자

격이 만료된 자

최저생활 상태의 개인 혹은 

가구(노동 능력의 유무와 무

관)

비고 첫 번째 체계 두 번째 체계 세 번째 체계

2. 노인복지의 정치적 요인：역사

다른 국가와 거의 유사하게 프랑스 노인복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연금 분야이

다. 1673년의 선원보험, 1853년의 공무원연금제도, 19세기 말의 광부 및 철도 분야 종사

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연금제도가 조기에 실시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제도는 특정 직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

다.3) 1930년 사회보험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도시 지역의 임금 생활자 거의 대부분이 

노령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당시 연금제도 입법 과정에서 C.G.T. 등 일

부 노조의 반대가 있었으나 대부분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되었다.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3) 1910년 당시 연금제도의 가입자 규모는 76만 명 정도로서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했다(Rigaudiat, 1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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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였다(cf. SHIM Chang-Hack, 1997). 관심의 배경은 우선 극도로 열악한 노인의 생활 

상황을 들 수 있다. 전쟁 직후의 폭발적 물가 인상과 화폐 평가절하는 다른 어떤 집단들

보다도 노인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당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둘

째, 노인 중 상당수가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1930년부터 실시된 연

금보험은 임금 생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쟁 직후 60세 이상 450만 명의 노인 

중 임금 생활자 출신은 220만 명이며,4) 나머지는 자영업 출신으로서 이들은 연금제도로

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치권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의 소득보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고령 인구의 정치적 중요성의 고려를 들 

수 있다. 당시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 유권자의 19%를 차

지하고 있었다(Ledermann, 1946：353). 국회의원 선거 등 몇 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선택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이 결국은 1949년의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제도의 확대 실시 

및 1956년의 추가경로연금(FSV)의 실시를 가져왔다.

노인 대상 사회부조의 경우 1905년의 노인, 장애인, 치료 불가능자에 대한 관련법 제정

이 시발점이다(Rigaudiat, 1997：11). 이전까지 이들에 대한 보호는 호스피스의 보호하에 

두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호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각 호

스피스의 재량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1905년의 관련법은 이들에 대해 수당 지급 보장 혹

은 호스피스 생활을 의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Thévenet, 

1989：57-58). 이는 1953년의 사회부조 관련법에 의해서 수혜자에게 낙인을 느끼게 했던 

기존의 공적 원조(Assistance publique) 용어 대신 사회부조(Aide sociale) 용어가 공식적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국민의 사회부조권리 및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적기관의 부양 의무

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노인 대상 사회부조는 1983년의 지방화 정책에 의해서 거의 모든 

분야의 권한이 도에 귀속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랑스적 용어인 사회활동(action sociale)이 노인에 대해 관심

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라로크 보고서가 발간되면서부터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에는 향후 프랑스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관련 새로운 원칙과 구체

적 정책 및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종전의 부조 원칙과 배치되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활동 원칙 천명 및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리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새

로운 노인정책은 치료적사후적 성격보다는 예방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

4) 이들 중 50만 명은 수급 요건을 갖춘 자들이었으며 나머지는 1941년에 실시된 조기노령연금(AVTS)의 수

혜자들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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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시에 개인 고령화의 결과물인 의존(종속) 상태의 출현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노인 생활양식의 사회적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환경과의 단절은 노화 촉진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라

로크 위원회는 “어떤 공식적 해결 방법이든지 간에 이것이 노인의 분리를 초래한다면 이

러한 정책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대신) 노인의 육체적정신적 균형 유지 차원과 경제

적 이익 차원에서 노인을 자신의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에 유지시키기 위한 제

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Rapport Laroque, 1962：262；Guillemard, 198

6：132-133 재인용).

이러한 정책 방향 설정하에 위원회는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한

다. 첫째, 적절한 주택 건축, 재가 원조의 보편화,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사회서비

스의 창설, 직업 및 여가 조직을 통해한 가능한 한 장기간 지속적 독립생활 유지에 필요

한 수단 제공을 강조한다(Rapport Laroque, 1962；Guillemard, 1986：133 재인용). 그리고 

종전의 부조 원칙과 관련된 호스피스(Hospice) 등의 격리 방식을 거부하고 노인 관리에 

대한 통합적 조치를 주장한다. 둘째, 재가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의 목적은 노

인에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충분히 유연한, 효과적 보호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apport Laroque, 1962：208；A.-M. Guillemard, 198

6：133 재인용). 셋째, 노인 생활양식의 사회통합이라는 명제하에 보고서는 연금문제, 고

용뿐만 아니라 주거, 보건활동 및 사회활동(사회복지서비스), 정보 및 교육활동, 행정 조

정 등에 관해서도 언급하는 등 매우 포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 및 교육

활동 부문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노인을 여타 구성원과 동등한 하나의 시민으로 간주하고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 영역에서도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노인을 설명하

는 종전의 퇴락 개념 대신 보존 개념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동시에 위원회 보고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장기적 프로그램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즉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노인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조치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향후 20년 안

에 노인 인구의 생활 조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Rapport 

Laroque, 1962：4；Guillemard, 1986：134에서 재인용).

노인문제조사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회 보고서가 이후의 프랑스 노인복지정책 방향 설

정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대표

적 사례이다. 5개년 예정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안에 노인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자

리 잡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예컨대 1970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안은 노인의 재가생활보장을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하나의 국가 우선 정

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연금 혹은 사회부조가 아닌 노인의 재가생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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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가가 관련 활동을 조정하고, 재정적행정적 제공처의 역할을 맡을 것을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이다(Guillemard & Forssard, 1993：256). 이에 따라 기존의 호스피스 중심

이 아니라 재가생활 유지와 관련된 재택서비스의 실시, 그리고 노인의 사회통합 차원에

서 고령자 주택(Foyer-logement), 마파드(MAPAD), 중산층 노인을 위한 입주금 방식의 

고령자 주택, 고령 후기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서비스 병설 분양형 고령자 주택 등 다양

한 주택 개량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975년부터 시작된 제7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에서는 노인은 가급적 지역사회

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community care)하에 가정보호서비스(home care service)의 

구축, 지역 단위로 노인클럽(the third age clubs)의 조직과 노인주간보호센터(day 

centers)를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독거노인에게는 가정으로 식사 배달 사업 등을 수행함

으로써 노인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기존의 지역사회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실시되기도 했다(박재간, 2001：226).

1980년 이후 최근까지 프랑스 정부는 호스피스 체제 변화 프로그램과 숙소 구조의 의

료화를 통해 입원제도의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의존 문제 및 재정 부담 문제의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Borgetto & Lafore, 1998：205).

3. 입법과 행정체계

노인복지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은 개별법(loi), 법률명령(ordonnance), 그리고 명령

(décret) 형태로 공포되며5) 개별법의 주요 내용은 법전(code)에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노

5) 한국의 법체계가 헌법, 법률(국회),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

자치단체), 정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데 비해 프랑스는 헌법부터 훈령(instruction)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먼저 법률(loi)이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통과를 거쳐 결정되는 법 

영역이다. 둘째, 법률명령(ordonnance)이다. 이는 프랑스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헌법이 정

하고 있는 법률 사항에 대해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부가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명령은 법률과 다음에 설명할 명령의 두 가지 성격 일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그 효력은 명령과 동일하나 대상은 법률 사항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 명령은 의회에 의하여 승

인되기 전까지는 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승인 후에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

우 독특한 법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명령( 令, décret)이 있는데 이의 주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상, 관련 행정부서 장관, 도지사, 시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명령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국사원 명령(Décret en Conseil d’Etat)으로서 이는 행정부 조직의 하나이면서 최고행정통제기구인 국사원

(Conseil d’Etat)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국사원은 행정재판의 최상급심 담당 기구이자 동시에 행정자문 

기능, 법조문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의 기구로서 국사원 명령은 명령 중에서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국사원의 법조문 심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국사원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공포되는 경우가 많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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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와 관련된 법전은 사회보장법전, 공공건강법전,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등 세 가지

이다. 먼저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은 연금과 관련된 주요 법 조항 등

이 수록되어 있다. 즉 기본연금과 보충연금 등의 노령보험과 노인 대상 사회보장 부조급

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구체적 내용 등이 사회보장법전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개별법의 개정 혹은 폐기 시, 해당 법안은 기존법이 아니라 사회보장법전의 관련 

조항을 개폐의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을 정도로 법전의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다.6)

공공건강법전(Code la Santé publique)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주로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재가간병서비스, 재택입원제도의 조직과 기능, 허

가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 la famille)에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법전은 1956년에 만들어진 

가족 및 사회부조법전을 대체하여 2000년에 등장한 것이다. 관련법전은 관련법의 제정 

목적, 지방화 이후의 사회활동의 영역 및 기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부 다섯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반적 규정 부분으로서 사회부조, 가족정책, 노인 및 장애인 대

상 정책, 배제 대항 정책 등의 일반적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다양한 부조 및 사회

활동 형태 부분으로서 예컨대 가족 지원, 아동 대상 사회부조, 노인 및 장애인 사회부조, 

배제 극복에 대한 관련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 부분, 직업 및 활

동 부분, 특정 지역의 특별한 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주

택정책, 가사원조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행정체계는 두 가지 전달체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연금의 경우 가장 많

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조합(Régime général)을 중심으로 살펴보자.7) [그림 

6-1]은 프랑스 일반조합의 전달체계를 나타난 것이다.

째, 일반명령(Décret simple)으로서 대통령, 수상, 관련 부서 장관에 의해서 발( )해진다. 마지막으로 포고

(arrêté)로서, 이는 관련 부서 장관뿐만 아니라 도지사, 시장 등의 행정 당국의 결정 사항이다. 이 외에도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 회람, 훈령 등이 있다.

6) 예컨대, 2003년의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법안의 각 조항은 사회보장법전의 관련 조항의 개폐를 명

문화하고 있다. cf. Projet de loi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연금개혁법안)

(http：//www.lemonde.fr/sequence/0,5987,3224---,00.html).

7) 프랑스는 조합주의 복지 모델의 대표적 국가로서 복수의 제도(Régime)가 운영되고 있다. 연금 부분만 하

더라도 임금 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합(전체 가입자 중 65%가 가입), 공무원 및 특수직 종사자의 

특수조합, 농촌의 자영인 및 임금 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공제조합, 그리고 도시의 자영인이 가입하

는 자율조합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수조합과 자율조합은 다시 직업 및 직종에 따

른 독립적 복수의 조합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서는 심창학(2003：59-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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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프랑스 일반조합 전달체계

[그림 6-1]에서처럼 연금 전달체계는 중앙의 노령보험중앙공단(CNAVA-TS)과 광역자

치단체의 의료보험 지역공단(CRAM-TS)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967년에 설립된 노령

보험중앙공단은 법인과 재정적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공공 행정기관으로서 노령보험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고용 및 연대부, 경제부 및 재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이 기

관의 운영은 22명의 사회적 대표자(노조, 사용주, 공익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노령보험의 예산을 결정하며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도 하며 매년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 차원의 역할 외

에 노령보험 중앙공단은 수도권 지역(Ile-de-France)의 연금 문제를 직접 관리하기도 한

다. 한편, 의료보험 지역공단은 전국에 16개가 있으며, 주로 광역자치단체(지역)를 기준으

로 설립되어 있다.8) 흥미로운 점은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보험과는 달리 노령보험은 가

입자와 빈번한 접촉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중간 자치단체 이하에서는 공단이 설치되

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지역공단 역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험, 

노령보험, 산재 및 직업병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령보험의 경우 

하위 공단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의 가입에서부터 급여 제공까지의 행정 업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한편, 노령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는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징수 공단

(URSSAF)에서 따로 맡고 있고 있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노인복지의 두 번째 전달체계는 사회부조 및 사회 활동에 관한 것이다. 우선 1980년대

8) 프랑스의 정치행정체계는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지역, 26개), 중간자치단체(도, 100개)와 기초자치단체(콤

뮨, 36,783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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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담당 행정부처 및 장관직이 별도로 신설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http://www.sante.gouv.fr/htm/minister/21.htm; 검색일 2005년 1월 10일). 예컨대, 1983년

의 노인 문제 담당 장관, 1984년의 퇴직자 및 노인 문제 담당장관, 1988년의 노인문제 위

임장관, 1990년과 1992년의 가족 및 노인 문제 담당 장관, 2001년의 노인 담당 장관 등을 

설치되었으며  최근 다시 노인문제위임성(ministère délégué aux personnes âgées)이 설

치되고 부처 장관이 임명되면서 노인문제와 관련된 업무는 여기서 맡고 있다9). 조직을 

살펴보면 위임성인 관계로 고유의 조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복지 문제 담당 주부 부처

인 고용, 노동 및 사회 결속부   산하 부서와 예산 담당 부서와 연계되어 노인 복지 

및 고령화 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0). <표 6-4>는 노인위임성 산하의 연계 부서 중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활동실 (DGAS)의 행정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4>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 행정체계

행정 

단위
중앙 광역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관장

부서

사회활동실

(DGAS) 

위생및

사회문제국

(DRASS)

위생및

사회문제도국

(DDASS)

사회활동기초센터(CCAS)

사회활동기자체통합센터(CI

AS) 

2004년 기준 사회활동실(DGAS)은 5개의 부속국(sous-direction)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제1부속국인 통합 및 배제극복부속국과 제2부속국

인 생활노인부속국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서는 위생 및 사회문제국(DRASS)이 대표적 기

구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지역)별 위생 및 의료정책, 사회정책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구체적 임무는 사회보호 관련 업무, 법의 시행 및 기구 관리, 정책 평가에의 참

9) 프랑스의 장관은 일반적인 장관 외에 위임장관, 담당장관, 자율담당장관 등이 있다. 위임장관(Ministre 

délégué)은 정부 부처 권한 배분에 관한 조직령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된 부처를 지휘

한다. 담당장관(Secrétaire d'Etat)은 수상 직속이거나 한 장관의 직속에 위치하여 이들의 책임하에 소관부

처의 한 행정 조직 또는 일부 특정 행정조직을 책임진다. 또는 수상이나 부처 장관들의 행정활동을 돕거

나 기능상 대신 행정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안영훈, 1998 : 59-62). 위임장관 혹은 담당장관직의 설치 여

부는 해당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의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

10) 현재 노인위임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실국은 보건의료실(DGS), 사회보장국(DSS), 사회활동실

(DGAS) 등 14개이다( http://www.personnes-agees.gouv.fr/ 2005년 9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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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 간 담당국 간의 업무 조화 및 중간자치단체 담당국의 업무 조화 등이다. 셋째, 

중간자치단체(도)별로 위생 및 사회도국(DDASS)이 있다.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의 핵심

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거의 모든 활동이 이 부서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1983

년의 지방화법에 의해서 중간자치단체는 관할 사회활동, 아동 대상 사회부조, 가족 및 아

동 대상 위생보호, 그리고 사회적 악의 극복에 대해서 행정 및 재정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표 6-5>에서처럼 노인복지 분야의 현금급여 제공 및 프로그램의 실시도 주로 

이 부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6-5> 노인 대상 사회부조의 권한 배분

구분
단순재가

급여 

가사원조

서비스

급여

가사원조

서비스

노인

식당

가정

위탁 
숙소

특별

의존

급여

개별자율

화 급여

국가 X

중간자치

단체(도)
X X X X X X X

* X 표시가 권한 행사 영역.

자료：B. Delhoume(2001：97)의 table 1에서 발췌.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활동기초센터(CCAS) 혹은 복수의 콤뮨을 통합한 

통합센터(CIAS)가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혹은 민간단체와의 협력하에 관할 지역의 예

방 및 사회발전활동을 맡고 있는 이 부서는 매년 인구 집단별 욕구 조사 및 분석의 임무

도 맡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회 및 의료사회시설의 설립 및 관리도 이 부서의 소관 

사항이다(Delhoume, 2001：97-99).

한편, 관련 기구로서는 노인복지위원회(Comités des retraités et personnes âgées)가 

중앙과 지방에 구성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 노인단체 지도자,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되는 노인복지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문 역

할과 동시에 노인의 이해관계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Guillemard et al,, 1994a：3).

그리고 2001년부터 중간지방자치단체(도)의 관할하에 ‘노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

책 조율 지방센터(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coordination, 이하 CLIC라 함)’가 설

치, 운영되고 있다. CLIC는 도의 관할하에 각 지자체별로 노인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

고 노인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확인, 주거 환경 개선 등 노인문제 관련 시설 및 



 외국의 고령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258

정책의 총괄적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노인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one-stop 

servic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1) CLIC는 단계별로 단순 정보 제공 및 상담(1단계), 노

인의 욕구 파악 및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2단계), 지원 결과의 평가 및 건강, 주거 개선 

등 노인문제 총괄(3단계) 등 세 단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현재 95개 도

에 51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http：//www. personnes-agees.gouv.fr, 2005년 7월 7일 

검색).

이렇게 볼 때 노인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프랑스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 업무는 중간자

치단체별 위생 및 사회문제국(DRASS)과 기초자치단체별 관련 부서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으며, 최근 기관으로서 CLIC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노인복지 재정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일반 예산과 사회보장 예산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반 예산 중에서도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것이 성격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

문에 노인복지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12) 여기서는 단지 분석 가능한 항

목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재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위험별 급여 구조

의 추이 비교이다. <표 6-6>은 1960년부터 2003년까지 사회적 위험별 사회보호급여 구

조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1) CLIC는 규모 등 도의 상황에 따라 복수의 설치가 가능하다. 예컨대 파리에는 15개의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12) 단순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교한다면 2005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은 지출이 2,880억 유로(약 420조 원), 

수입이 2,420억 유로로 책정되었다. 반면 2003년도 사회보호급여 규모는 4,650억 유로(약 700조 원)로서 프

랑스 정부 예산의 1.5배 규모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회보호 재원이 기여금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세를 비롯한 조세 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1년 기준, 사회보호 재원 

중 66.8%는 기여금이고 나머지 33.2%는 목적세, 공공 기여 등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cf. 

Eurostat/Essp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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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사회보호급여 구조의 추이(사회적 위험 기준)

구분 1960 1970 1981 1990 1995 2000 2003

건강 33.1 35.9 34.1 33.9 33.6 34.1 35.3

노령 33.7 39.8 42.5 43.2 43.0 44.1 42.9

가족(주택) 31.0 21.2 16.2 15.4 13.6 13.3 12.5

실업(직업통합

)
1.2 2.0 6.3 6.4 8.6 7.0 7.9

빈곤, 배제 1.0 1.1 0.9 1.1 1.2 1.5 1.4

자료：Dres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의 해당 연도.

<표 6-6>을 살펴보면 1960년과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60년에

는 건강, 노령, 가족급여 부분이 각각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3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970년부터는 전체 사회보호급여에서 가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면서 

건강과 노령 부분이 전체의 75%에서 80%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실업 

부분의 비중 증대도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등장했던 높은 실업

률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노령 부분의 급여 비중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1년부터는 줄곧 40% 이상의 수치를 견지하면서 5

대 사회적 위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GDP 대비 노령 부분의 급여 

규모는 1980년에는 10.7%에서 2000년에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노령 부분의 급여를 세분화하면 기본연금, 보충연금, 유족연금, 최저 노령연금, 

노인 대상 사회부조급여(PSD, APA) 그리고 사회활동 관련 현물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예컨대 2003년 기준, 노령 부분 급여 총액은 1,990억 유로였다. 이 중 기본연금 급여

가 1,180억 유로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보충연금은 4백억 유로, 유족연금은 

260억 유로의 순서이다. 2000년과 비교하여 흥미로운 점은 노인 대상 사회부조급여가 

360억 유로로서 260억 유로의 최저노령연금을 제치고 네 번째 급여 순서에 올라와 있다

는 것이다(Dres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2003：59). 이는 후술하겠지만 2000

년도부터 실시된 개별자율화급여(APA)의 활성화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 사회보호 재정 중에서 노인복지 재정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노인 대상 사회부조급여 증대로 

예상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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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인구 고령화의 사회학적 특징

이 절에서는 프랑스 인구 고령화의 사회학적 특징에 대해 몇 가지 수치를 통해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인구 고령화의 속도이다. <표 6-7>은 국가별 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 및 고령사

회 진입 연도에 관한 국제 비교이다.

이를 보면 프랑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어느 국가보다도 일찍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출산율 저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Daguet, 1996：3). 반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114년

으로 <표 6-7>에 나타난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령사회

의 진입 연도는 1979년으로 여타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표 6-7> 각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도달 연도

소요 기간
7% 14%

미국 1945 2014(예상) 69

영국 1930 1976 46

프랑스 1865 1979 114

캐나다 1945 2013 68

독일 1930 1972 42

스웨덴 1890 1972 82

일본 1970 1994 24

한국 2000 2019(예상) 19

자료：박차상 외(2002：14)와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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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연령 집단별 인구 구조의 시기별 추이

         연령

  연도
20세 미만 20～59세 60세 미만

전체 인구

평균 연령

1946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3*

2004*

2005*

29.5

30.1

32.2

33.2

30.6

27.8

25.6

25.1

25.0

24.9

54.5

53.6

51.0

48.8

52.4

53.2

53.8

54.3

54.3

54.3

16.0

16.3

16.8

18.0

17.0

19.0

20.6

20.6

20.7

20.8

35.6

35.3

34.9

34.8

35.7

36.9

38.7

39.2

39.3

39.5

* 2003～2005년은 추정치.

자료：INSEE.

한편, 2000년 현재 프랑스 전체 인구 약 6천만 명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1%

이며,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7.7%로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의 모습을 보이

고 있다. 연령별 인구 구조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6-8>에 나타난 것처럼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1950년의 16.3%(670만 명)에서 2000년에는 20.6%(1,210만 명)로 증대

되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의 제4세대 인구 

집단의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컨대 향후 50년 동안 7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의 420만 명에 1,160만 명으로, 85세 이상 

고령 인구 또한 130만 명에서 48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

된다면 2050년경에는 인구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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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국가별 사회부양 부담 관련 지수

(단위：만 명, %)

나라
추계 전체 

인구

연령별 구성비 부양지수 노령화

지수0～14 15～64 65세 이상 전체 유년 노년

한국 4,485 21.6 71.2 7.2 40.4 30.4 10.0 32.9

싱가

포르
299 22.7 70.6 6.7 41.6 32.2 9.5 29.5

일본 12,520 16.3 69.6 14.1 43.7 23.4 20.3 86.5

중국 122,146 26.4 67.5 6.1 48.1 39.1 9.0 23.1

독일 8,164 16.0 68.8 15.2 45.3 23.3 22.1 95.0

스웨덴 883 19.0 63.7 17.3 57.0 29.8 27.2 91.1

미국 26,303 22.0 65.4 12.6 52.9 33.6 19.3 57.3

프랑스 5,903 18.8 65.1 16.1 53.7 28.9 24.8 85.7

* 한국(2000년)과 프랑스(2001년)를 제외한 국가 통계는 1998년이다.

자료：1998년 유엔인구통계연감；박차상 외(2002：16)；프랑스 통계 연구소(INSEE)의 인구 관련 통

계

(http：//www.insee.fr/fr/ffc/docs_ffc/ElpDep_quin90-01.xls)를 근거로 재작성.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부양 및 보호 부담을 사회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률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노년부양지수(aged de-

pendency ratio)와 노령화 지수(aged population index)를 들 수 있다. 먼저 노년부양지수

는 생산 연령 인구(15～64세)가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

으로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령

화 지수는 연소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

으면 높을수록 한 사회의 활력이 저하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6-9>는 프랑스를 포함

한 국가들의 사회부양 부담에 관한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6-9>에서처럼, 프랑스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1%

이며, 노인의 사회부양 부담률을 나타내는 부양지수는 24.7%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

치는 스웨덴보다는 낮으나 한국,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고령사회의 대표적 국가인 일본, 

인근 국가인 독일보다 높다. 한편, 노령화 지수에 있어서는 85.7%를 기록하면서 독일, 스

웨덴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는 장기간 소요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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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노년부양지수 및 노령화 지수 등을 살펴볼 때 유럽의 인근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13)

한편, 고령화 대책과 관련되어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2004년 현재 프

랑스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명이다. 출산율을 기준으로 유럽 국가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프랑스 출산율은 아일랜드. 스웨덴과 함께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별로 보면 프랑스 역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1960년대 여성 1인당 출산율은 3명에서 1994년에는 1.65명으로 최

저를 기록했다가 이 후 약간 상승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의 급격

한 하락은 1966년부터 1976년 10년 사이에 발생했다(1966년의 2.79명에서 1976년은 1.83

명기록 ; cf. M de Montalembert, 2004: 9). 이러한 저출산 경향 문제는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현재 프랑스 고령화 대책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제4 절 노인의 생활 실태

1. 거주 실태

1960년대 초 이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프랑스가 역점을 둔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의 생

활양식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의 호스피스 중심에서 재택보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많은 정책 및 제도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표 6-10>에서처

럼, 현재 프랑스의 노인 대부분은 재택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에서 74세 이하 노인의 98% 정도는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으

며 나머지는 노인홈과 마파드(MAPAD) 등 기타 공동체 형태의 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

고 있다. 그리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택보다는 시설 거주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1,240만여 명의 노인 중 94.3%가 자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

자 주택(foyer-logement)은 1.1%, 노인홈(maison de retraite)은 3.3%이며 기타 공동체 형

태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13) 프랑스 통계 연구소(INSEE)는 2015년부터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20세 미만의 인구보다 많아지며 이러한 경

향은 지속되어 2050년에는 1.6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P. Pelé et P. Ralle, 1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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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프랑스 고령 인구 거주 형태(1999년 기준)

(단위：천 명, %)

나이 자택

시설

전체 비율 규모
고령자 주택 노인홈

기타 

공동체시설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세 이상

60세 이상 전체

75세 이상 전체

80세 이상 전체

98.3

98.2

97.4

95.3

90.2

80.4

64.0

94.3

87.8

80.8

0.2

0.3

0.6

1.2

2.4

3.9

4.6

1.1

2.4

3.4

0.4

0.7

1.2

2.4

5.7

12.8

26.1

3.3

7.8

12.9

1.1

0.8

0.8

1.1

1.7

2.9

5.3

1.3

2.0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726

2,758

2,489

2,166

915

922

502

12,478

4,505

2,339

자료：Recensement de la population de 1999, Insee；J.-P. Courson et Ch. Madinier(2000：3) 재인

용.

그리고 60세 이상 70세 이하 노인의 72.8%, 75세 이상 노인의 64.8%는 자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50.7%에 비해 자택 소유 비율이 상당히 높다

(Greciano, 2002：84).

2. 경제 상태

한편, 노인의 경제 상태를 여타 연령 집단과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표 6-11>은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이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별, 연령

별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6-11>을 보면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다. 연령별로 살

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18세에서 29세 사이가 8.1%로서 가장 높으며 남성은 18세 미만

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

한 연령대는 18세 미만으로서 빈곤아동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3.3%로서 전체의 6.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빈곤문제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덜 심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는 1970년대의 빈곤율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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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의 배경으로는 프랑스 연금제도

의 효과를 지적할 수 있는데, 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퇴직자는 기본연금, 보충연금 

등 평균 2.8개의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연금 전체의 임금 

대체율은 90.1%로서 105.4%인 스웨덴보다는 낮으나 38.7%의 스페인, 69.6%의 이탈리아, 

82.8%의 영국, 그리고 80.4%의 독일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술

하겠지만 노인 대상 사회부조급여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상승도 기존의 빈곤 상태에 있

었던 노인을 빈곤선 이상의 생활로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11> 성별, 연령별 빈곤 규모(개인 기준, 2001년)

(단위：천 명, %)

나이
여성 남성 평균 

빈곤율빈곤 규모 빈곤율 빈곤 규모 빈곤율

18세 미만

18～29세

30～49세

50～59세

60～74세

75세 이상

514

343

523

233

135

137

7.8

8.1

6.1

6.3

3.3

5.4

533

289

462

234

118

 34

7.7

6.7

5.5

6.5

3.3

2.2

7.75

7.4

5.8

6.4

3.3

3.8

전체 1,886 6.3 1,670 5.9 6.2

자료：Insee-DGI, enquête revenu fiscaux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생활에 필요한 가처분 소득을 비교할 경우 노인의 경제 상태

는 여타 인구 집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가처분 소득은 2만 950유로로서 전체 인구 집단 평균인 2만 6,570유로보다 낮다

(Insee-DGI, 2001). 특히 70세 이상 노인은 1만 9천 유로로서 연령별 인구 집단 중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의 열악한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계 지

출을 고려할 때 노인의 경제 상태는 결코 양호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빈곤율과 가처분 소득을 종합해 보면 프랑스 노인은 극심한 빈곤 상태는 면했

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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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상태

프랑스 통계연구소(Insse)와 ‘고용, 노동 및 사회적 결속부’ 산하 연구통계국(Dress)은 

주기적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12개월 내에 병

원 상담을 받은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 개업의나 전문

의 상담 비율이 여타 연령 인구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노인

이 발병에 노출되어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반 개업의의 상담 비율

은 93.6%로서 전체 노인 대부분이 최근 12개월 안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Insee, 2003).

한편, 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은 심장병 

질환을 가장 많이 앓고 있으며, 이 외에도 내분비나 신진대사계통 질환, 소화기계통 질환, 

신경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여타 연령의 인구 집단에 비해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Dress, 2004).

결국, 프랑스 노인 역시 여타 인구 집단에 비해 발병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만성질

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이다.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면서도 노인의 건강 상태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의존’ 개념이다. 이는 ‘자율’의 반대 개념으로서 자율이 스스로의 행동 규칙, 행위 방향, 

그리고 극복 가능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구성원의 능력과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제삼

자의 도움 없이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거나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의존’은 해부학적 결여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제

삼자의 도움이나 기구 혹은 처방에의 원조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본질적 행동을 수

행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Thévenet, 1989：39-40).14) 의존 상태는 가장 심

한 Gir Ⅰ부터 Gir Ⅵ까지 6등급(Groupes iso-ressoures, Gir)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Gir Ⅰ부터 Gir Ⅳ까지의 등급에 속하는 노인은 개별자율화급여(APA) 등 노인 대상 사

회부조의 급여 수혜자로 인정받고 있다. 각 등급에 해당하는 노인 규모를 통해 노인의 

의존 상태를 살펴보면, Gir Ⅰ은 6만 9천 명, Gir Ⅱ는 25만 2천 명, Gir Ⅲ은 20만 1천 

명, Gir Ⅳ은 26만 4천 명으로,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노인 중 79만 6천 명 정도가 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03년 기준).

이렇게 볼 때 프랑스 노인의 건강 상태는 높은 발병률과 만성질환에의 높은 유병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노화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의존 상태하의 노인도 상당수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14) 의존 개념이 프랑스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서 이전에는 장애 개념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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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1. 소득정책

노인의 적절한 경제적 생활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보장은 연금과 노인 대상 

사회부조 등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연금의 경우에는 기본연금, 보충연금, 보조연금 

등 3층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은 법정연금제도로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계이다. 반면 보충연금과 보조연금은 노사 합의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

로 퇴직연금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보충연금은 강제적 성

격을 지니고 있으면서(자영인의 경우 임의적 성격)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보

조연금은 임의적 성격이면서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

본연금은 가장 규모가 크면서 일반조합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조합연금, 농촌공제조

합연금, 도시의 자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조합연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특수조합과 자율조합은 하위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연금의 높은 임금 대체율

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조합연금은 50%, 공무원연금은 80%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의 대부분은 기본연금 외에 보충연금, 보조연금의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받는 연금 급여액을 모두 합치면 평균 90.1%의 임금 대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인

근 국가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둘째, 노인의 소득보장 재원 중에서 연금이 차지하고 있

는 비중이 매우 높다. 노인의 세전 소득 재원에 대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소득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세 이하 70세 이하 노인 경우에는 70.1%이며, 75세 이상은 

노인의 경우에는 83.5%이다(Insee-DGI, 2001). 이와 같이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연금이 수

행하는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노인 대상 사회부조급여 역시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연금 비수급

자이거나 연금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혹은 의존 상태가 높은 노인

을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 비기여적 급여로서 노령최저소득수당(minimim 

vieillesse)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노인의 탈빈곤을 위한 급여이다. 이 급여는 

1941년에 처음 실시된 사회적 미니멈 급여의 하나로서 재원은 1993년부터 노령연대기금

이라는 별도의 기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그리고 비기여적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노

령보험 관리하에 실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노령최저소득수당의 지급 대상은 일정 자산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혹은 근로 무능력 

상태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Argoud, 2001：79).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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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초수당으로서 연금 수급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

는 것으로(AVTS), 급여수준은 2001년 7월 기준 228.94유로(1501.75프랑)이다. 연금 수급

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노령특별연금(ASV)이 지급되고 있다. 둘째, 

보충성 급여(FSV)로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법정 최저생활수준의 차이만큼 지급된다. 즉, 

연금이나 기초수당을 지급받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법정 최저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이 차이만큼 지급되는 급여이다.15)

2001년 기준, 노령보충수당의 수급 규모는 약 67만 명 정도이다. 1959년의 250만 명 이

후 수급 규모가 점점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는 노령보험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6만 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 평균 연령은 79세이며, 여성(68%) 및 독신

(7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nguis, 2002：2).

이상 언급한 급여가 순수 소득보장의 목적을 지닌 현금급여라면, 노인의 의존 상태와 

관련된 급여가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하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특별의존급여

(PSD)와 이의 개선 프로그램으로 현재 실시 중인 개별자율화급여(APA)가 바로 그것이

다. 특별의존급여는 1997년 1월 실시된 것으로 일정 자산 이하의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

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Viossat, 2001：111-112). 급여수준은 사회부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지는데 2001년 7월 기준 최대 급여수준은 896.59유로(5,881.24프랑)이다. 이 

급여의 특징은 순수 소득보전급여가 아니라 개호보험적 성격으로서 집이나 공적 주택에

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자(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족 구성원도 고용 가능)에 대

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표 6-12> 특별의존급여와 개별자율화급여

구분 실시 연도 주 적용 대상자
자산 조사

비고
유무 용도

특별의존급여

(PSD)
1997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 유

수급 

요건 개호

보험자율개별급여

(APA)
2001(PSD를 대체)

60세 이상 의존 상태의 

노인
유 급여수준

15) 법정 최저생활수준은 독신인 경우 월 557.12유로(3654,50프랑)이다(2001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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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수급 규모를 살펴보면 13만 5천 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1

월 기준). 이러한 수급 규모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의 

규모가 8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수치이다. 다시 말하면 적용 대상 

범위의 엄격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대체 프로그램으로 등장

한 것이 2001년 7월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개별자율화급여(APA)이다.

이 급여는 자산 조사를 통해 실시됨을 강조하는 보조성 원칙, 부양 의무 원칙, 불법 수

급의 경우 상환 원칙 등의 프랑스 3대 사회부조 원칙 대신 동일한 조건(즉 의존 상태) 

내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 보장 원칙이 관철된 대표적 급여이다(Viossat, 2001：113). 

즉 이의 적용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자율성의 상실 때문에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 조사는 이루어지나 이는 수급 요건이 

아니라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개별자율화급여는 2000년 1월부터 의

존 상태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 수급 규모는 약 80만 명에 달한다. 도(기초자치단체)

에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의존 상태에 따라 차등 지

급되고 있다(최대 1,106.77유로부터 최소 474.33유로까지, 2003년 1월 1일 시행).16)

2. 고용정책

1945년부터 최근까지의 프랑스 고령자 고용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보면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 말까지로 이 시기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핵심은 고령 

노동력의 활용으로 고령 근로자에게 경제활동의 연장을 권유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0

년대 초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로서 고령 근로자 고용정책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

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의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산업의 변화와 집중의 촉진이라는 목적하에 고령 노동력의 관리에 있어서 유연성

을 도입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조기 퇴출(조직퇴직)과 관련된 원조정책이 도

입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상반기까지로서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

직이 일반화되면서 생산체계에서 고령 근로자의 체계적 퇴출을 지향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1990년대 하반기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는 조기퇴직의 억제, 고령자 

근로자의 지속적 고용 유도를 특징하고 있다. 네 단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고령 노동력의 활용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경제적인구학적

재정적 고려가 그 배경이 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재건은 사용 가능한 모든 

노동력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재정 부담도 한 가지 요인

16) APA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한국 문헌으로서는 조임영(2004：69-7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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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되었다(Guillemard, 1986：219). 이러한 국가 입장에 대해  노조 및 사용주는 반

대 입장을 견지한다. 우선 고용주 입장은 기업 경영상 생산성 효과가 확실한 기간만 고

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의 없는 노동력의 퇴출을 위해 새로운 연금 권리의 

부여를 희망했으며, 노조는 휴식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퇴직 연령의 하락을 주장했다

(Guillemard, 1986：219-220).

두 번째 단계에서 정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도입한다. 즉 고령 근로자의 조

기퇴직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업의 협약에 의해 특정 직업 분야 혹은 영역에서 

60세 이상 조기퇴직자를 위한 특별급여를 신설했다. 그리고 특별급여의 재원은 당시 설

립된 전국고용기금(Fonds National pour l’Emploi)을 통해서 충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입

장 변화의 배경으로는 당시 프랑스 경제의 주 현안 중의 하나였던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을 용이하게 하는 데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정부는 판단

했던 것이다. 둘째, 전국고용기금이 설립됨으로써 조기퇴직자를 위한 특별급여 재정이 확

보된 것이다. 전국고용기금은 산업의 재구조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63년 설립

되었다. 원래 변화가 필요한 기업, 또는 국가와 기업 간의 협약의 대상이 되는 재구조화 

조치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조기퇴직자를 위한 

특별급여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조기퇴직제도의 성격 및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령

상, 조기퇴직의 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이며, 보편적 적용이 아니라 특정 기업, 지역, 분

야에 한정되어 있었다(Guillemard, 1986：221).17) 다시 말하면 이 시기만 하더라도 국가

는 고령 근로자의 체계적 퇴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단계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의 조기 중단이 일반화

되면서 생산체계에서 고령 근로자의 체계적 퇴출을 지향하게 된다. 이는 1972년 3월 27

일 체결된 직업 간 전국 협약(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이 1972년 7월 5일자 법

으로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직업 간 전국 협약은 기존의 전국고용기금이 아닌 실업보

험의 틀 내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직업 상실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장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보장의 수준은 협약 적용 첫 번째 연도에

는 총임금의 66%로 하고, 두 번째 연도에는 68%, 그리고 이후에는 70%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산정 총봉급의 기준은 해고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으로 한다. 그 외에도 조기

퇴직으로 인한 기여금 납부 실적이 없어도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는 노령보험을 비롯한 사

17) 산업별로는 직물산업, 해양 건설 분야, 광업, 그리고 주로 프랑스 북부, 로렌, 르와르 지방 등 특정 지역

에 국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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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월 5일자 관련법은 새로운 협약의 시

행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 참여까지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 협약과 관련법이 제정, 공

포됨으로써 조기퇴직제도가 기존의 예외적 성격, 부분적 성격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Guillemard, 1986：224).

이후 몇 가지 후속 조치를 통해 조기퇴직제도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모

습을 보인다. 예컨대, 1977년 6월 13일의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 있어서 기존의 해

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자발적 이직 근로자도 포함된다.18) 이러한 조직퇴직제

도는 1982년 사회당 정부에 의한 정년 하락 조치(65세에서 60세로)에 의해 조기퇴직 연

대 계약과 함께 55세에서 59세까지의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끝으로 네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전 단계와 대비되는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가능한 한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축소하고 근로 기간을 연장시키는 취지하의 여

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세 번째 단계에서 실시되었던 국가 재정 지원하의 조기퇴직제도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제한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상당수의 수혜 가능

자들이 조기퇴직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OECD, 2005：22).

둘째,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수령 시작 연령을 종전의 

55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한 것도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셋째, 고령 근로자의 일부만 취업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선별적 성격을 약화시키

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는데, 예컨대 2001년에 제정된 고용차별금지법과 중견 경력 소

유자의 직업 훈련 강화(mid-career training)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03

년, 사회적 협상자들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걸쳐 직업 훈련에의 접근을 유도하는 평

생교육에 대한 산업 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multi-sector agreement on lifelong 

learning). 이는 연령 제한 없이 연 20시간의 직업 훈련 참여 자격(training entitlement)을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 프랑스는 핀란드 등 여타 

국가에 비해 근로자의 직업 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다.19) 이러한 맥락에서 이 협정

은 근로자, 특히 고령 근로자의 직업 훈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IWC, 2004：16；OECD, 2005：29).

18) 해고소득보장(GDL) 외에 자발적 이직소득보장(GRD)이 부기.

19) 조사 결과에 의하면 25세에서 64세의 프랑스 근로자 중 6%만이 최근 4주 동안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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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직접적 고령자 고용정책은 아니면서도 못지않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연금제도의 변화이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 소정 근로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금 수급을 위한 기

여 기간의 연장(기존의 37.5년에서 2008년에는 40년), 수급 요건 충족 근로자가 경제활동

을 계속할 경우 부여되는 보너스 체계(bonus scheme)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연금개혁법(2003년 제정)은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근로 기간의 연장을 꾀함으로

써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기퇴직 문화와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및 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편, <표 

6-13>은 1975년부터 최근까지 프랑스 50세 이상 인구 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6-13>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시기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경제활동 참가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 즉 조기퇴직제도가 활성화되었던 1990년대 초까지 

남녀 공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 조기퇴직 적용 대상의 

엄격성이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

재의 고령자 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3> 프랑스 50세 이상 인구 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연도

성별
1975 1980 1985 1990 1996 2000 2004

남성 79.5 78.3 64.5 60.5 60.8 63.2 64.6

여성 42.9 45.9 39.8 41.1 45.8 50.5 54.2

자료：INSE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고령자 취업률 등 고령자 고용

에 대한 전반적 부진 현상은 프랑스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다.20) 이를 위해 OECD는 조

20) 55세에서 64세까지 프랑스 근로자의 취업률은 36.8%로서 기존의 유럽 연합 15개 회원국의 평균 취업률

인 41.7%에 못 미치며, 특히 덴마크(60.2%), 스웨덴(68.6%) 등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2003년 

기준, IN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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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퇴직의 가능성 축소, 점진적 퇴직제도의 개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시간제 근로로의 용

이한 전환, 직업 훈련의 강화 등을 권유하고 있다(OECD, 2005).

3.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은 프랑스에서 1970년대 이후 역점을 두고 있는 재가복지정책의 한 범

주로서 간주되고 있다. 재가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의료서비스 및 간병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업정책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의료서비스 

외에 일상적 생활원조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활동 분야이다(조임영, 2004：40).21) 

여기서는 노인 대상 보건의료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22)

1) 재가간병서비스

1970년대의 시범 실시를 거쳐 1980년대 초에 구체화된 재가간병서비스(SSAD：

Services de Soins à Domicile)는 의료 및 사회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 입원을 피하고, 입

원 후 신속한 가정복귀를 촉진하며, 수혜자의 점진적 악화를 예방하거나 지체시키며, 장

기간 의료치료 혹은 시설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거나 지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재가생활을 통해 가능한 한 효과적 치료를 도와주는 것이 이 서비스의 기

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이 제시하고 있는 임무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병환 

중이거나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간호 및 보건 요양을 제공하고, 둘째, 가사원조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필수적 생활 행위의 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도

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가간병서비스 실시 장소는 일반 가정, 노인홈, 고령자 

주택 등으로서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Borgetto & Lafore, 

1998：220).

재가간병서비스 이용은 60세 이상의 병환 중에 있거나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 중에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의료보

21) 시기별 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한 사회활동정책이 먼저 등장했고, 1980년대에 

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제반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다시 새로운 사회활동 서비스가 등장

했다(Borgetto & Lafore, 1998：219).

22)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M. Borgetto과 R. Lafore(1998：232-238)의 내용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현황 및 운영 통계에 대해서 관련 홈페이지(http：//www.service-public.fr/, http：//www.

insee.fr/fr /ffc/accueil_ffc.as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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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공단에 신청하며 10일 이내에 의료보험공단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간주한다.

재가간병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적 혹은 사적 조직이 개입하게 되는데, 우

선 공적 조직으로서는 CCAS(기초자치단체의 사회활동센터)가 있으며, 사적 조직으로서

는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재가원조단체와 이 외에도 노인홈, 간병센터 등 도지사 공

인 단체를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의 설립 및 유기적 운영은 특정 지역의 욕구 조사와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수 조사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관련 서비

스 단체는 소속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프리랜서 간호사, 공인 간병

인 혹은 준의료 직업 종사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가간병서비스의 비용은 근육계통의 진료나 외진 등을 제외하고는 사회보장에서 

100% 부담하고 있다. 즉 의료보험공단이 재가간병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불하

고 있으며(제삼자 지불 방식), 재가간병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할 수 있는 연간 추계 비용

의 초과로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없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하고 있다.

서비스의 기본 취지나 비용 문제 등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

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덜 활성화되어 있다. 서비스의 점진적 증대에도 불구하고23)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로서는 이용 

가능한 자리의 부족과 서비스의 지리적 격차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Borgetto & 

Lafore, 1998：221-222).

2) 재택입원

입원 대안 중의 하나로서 실시된 제도로서 기원은 1962년의 라로크 보고서에 나와 있

으며 1970년의 관련법에 의해서 현실화되었다. 재택입원(HAD：Hospitalisation à 

Domicile)은 제한적이면서도 건강 상태에 따라 수정 가능한 기간 동안 지속적이면서도 

상호 연계된 의료 혹은 준의료적 요양을 환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던 재가간병서비스와는 요양의 강도와 기술에서 차이가 있다. 즉 재택입원은 재가

간병서비스보다 훨씬 더 의료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택입원 구조의 설립, 확대, 혹은 변형은 관련 중앙 행정 부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관련 장관이 지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환자의 신청은 담당 의사의 

23) 1990년의 42,225개의 자리에서 2002년에는 67,404개의 자리로 증대. 한편 75세 이상 노인 1천 명당을 기

준으로 할 경우 1990년에는 10.46개인 데 비해 2002년은 15.43개로 늘어났다(Insee, La france en faits et 

chiff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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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허가는 해당 구조의 능력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

다. 환자의 보호와 요양의 연계를 위해 재택입원 구조는 24시간 계속 환자와 가족 그리

고 인력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970년부터 최근까지 재택입원서비스 역시 재택간병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발전 정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관련법만 제정되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프랑스 보건의료보장은 재가복지정책의 한 흐름으로서 재가간병서

비스 혹은 재택입원서비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프

라의 부족, 지리적 격차 혹은 법적 마련의 결여 등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개선, 보완해야 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4. 여가문화정책

여가와 문화 선용은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서 프랑스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단위 차원의 노인클럽(the third age clubs)의 조직 및 운영이다. 이는 1975

년 제7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의 중점 목표 중의 하나이었던 지역사회에 의한 노인보호

(community care) 원칙의 일환으로 본격화된 것으로 현재 지자체 단위의 노인클럽이 운

영되고 있다.24) 이를 통해 단순한 친교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전문 기술 습득까지 다양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여가 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편의 프로그램이 시

행되고 있다. 버스 이용에서부터 항공 여행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소득에 따라 할인 혜택 

및 무료 이용권이 보장되고 있다. 셋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연극과 연주회, 극장, 

화랑과 박물관 이용 시, 교통편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할인 및 무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넷째, 프랑스의 여가 및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의 대부분 지역에 있는 노인은 노인대학(UTA：Université de 

troisième âge)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대학은 1973년에 Pierre Vallas에 의하여 Toulouse

에 처음 설립된 후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재원은 회원의 등록비, 지역사회 

내의 교육기관 혹은 지자체에 의해 조달되며 일부는 교육부에 의해 지원되기도 한다. 대

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며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수업료는 저렴한 편이다.

24) 노인클럽단체 중 대표적 단체인 농촌노인클럽연합에 의하면 전국 10,000여 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

며 회원은 약 8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http：//www.aines-ruraux.com, 2005년 7월 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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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고령자들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

다.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노인은 여타 연령 인구 집단 못

지않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영화, 콘서트, 박물관, 전시회 등의 

참관 빈도에 있어서 60세 이상 노인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간다는 응답이 49%로 나타

났다(2004년 기준, INSEE). 이는 전체 인구 집단 평균 32%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한 번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인데 이는 평균 28%

보다 낮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100명 중 80명은 한 가지 이상의 클럽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2000년 기준, INSEE). 이렇게 볼 때 프랑스 노인의 문화접근권은 상당 정도 보장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주거정책

노인의 주거보장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택수당 등의 현금급여 제공 

방식이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시설에의 입소를 통한 적절한 주거 환경의 유지이다. 여

기서는 주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 시작되어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첫째, 고령자 주택(foyers logements)을 들 수 있다. 고령자 주택은 자율적 생활이 가

능한 아파트 형태의 사회적 시설로서 이 안에는 공동 사용 가구의 공간 및 실비 제공의 

세탁실, 사회교육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서비스 실시 역시 인정

된다. 원칙적으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인구 집단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 가능 최소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도 있다. 본래 고령

자 주택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노인은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고령화가 좀더 진전된 

노인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심한 노인이 오히려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고령자 

주택의 운영 주체는 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활동센터이며 아주 드물게 민간 섹터에 의

해 운영되기도 한다. 재원은 공공주택(HLM), 사회보장공단, 혹은 도를 통해 충당되며 입

소 노인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 충족의 경우 주택수당의 수급도 가능하

기 때문에 입소 노인이 실질적 부담 비율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일정 자산 이하의 

노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사회부조가 대신 부담하기도 한다.

운영 통계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14만 4,700여 개의 고령자 주택이 있었으나 2002년에

는 15만 8,300여 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Insee, La france en faits et chiff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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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0세 이상 노인의 1.1%가 고령자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노인홈(maison de retraite)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노인홈은 주거, 

식사, 및 특별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 대상 집단 숙소로 정

의된다.25) 노인홈은 본래 신체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만을 이용자로 규정했으나 

의존 현상에 직면하여 현재는 건강한 노인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의 악화를 겪고 있거나 

자율성을 상실한 상당수의 노인도 입소 중에 있다. 따라서 노인홈 역시 의료서비스의 운

영도 인정되고 있다.26) 따라서 노인홈은 입소자가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는 정도의 요간

병보호 상태가 된 후에도 입주가 가능하고 입소자 입장에서도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의 

이동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조임

영, 2004：54). 60세 이상 노인의 3.3%가 노인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시설 거

주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2.9%가 노인홈 이용자로 집

계되어 고령화 현상이 심할수록 노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6-10> 참고). 1990년의 35만 2천여 개(기준：침대 수)에서 2002년에는 41만 9천 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고령자 주택이나 노인홈에 비해 좀더 근대화되면서 전문적 성격을 지닌 거주시

설이 198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의존노인을 위한 수용주택(maisons d’accueil)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는 노인수용주택(MAPA)과 의존노인수용주택(MAPAD) 등 두 가지 종류

가 있다. 노인의 의존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설립된 이 시설은 자율성 상실로 인해 

재가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주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고령자 주

택이나 노인홈과는 시설의 성격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마파드

(MAPAD)는 법적으로는 노인홈과 유사한 지위를 보이고 있지만 요간병보호 노인들의 

수용을 예상하여 거실의 면적이나 건축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홈과 다르

다. 뿐만 아니라 입주 노인 수는 80명을 최대로 하고 있으며,27) 시설 입지는 도심지에서 

구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마파드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조임영, 200

4：55). 재원은 건물 임대료, 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회보장공단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활동센터, 병원, 단체, 상업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재택 유지와 시설 입소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설 유형도 있다. 예컨

대 정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치매성 노인 또는 정신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해당 가족의 

25) 역사적으로 호스피스의 변형된 형태가 노인홈이다.

26) 1995년 기준 노인홈의 39%가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 노인홈은 단순한 집단생

활 중심인 한국의 노인의 집과는 구분된다. cf. 권중돈(2004：440).

27) 입소 정원의 최대 75%까지 의존 상태 노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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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에 입소자의 다양한 일상생활 영위를 통해 사회적 격리감을 배제시키려는 목적으

로 설립된 칸투(CANTOU), CANTOU를 모델로 하면서도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

치된 농촌 노인 수용시설인 마르파(MARPA)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바

캉스 등으로 생활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임시 시

설 등이 운영되고 있다(Borgetto & Lafore, 1998：237-238).

6. 기타 정책

1) 가사원조서비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사원조서비스를 들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중 가장 오래된 서비스이면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

는 서비스이다. 재가원조서비스 실시의 기본 취지는 노인이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금공단과 사회부조사무소에 의해서 임

의적 사회활동으로 일정 기간 실시된 바 있으며 1960년에 도의 책임하에 법정 사회부조

서비스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현재는 도 차원의 법정 서비스와 연금공단을 통해서 이

루어지는 임의적 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서비스의 실질적 운영은 가사원조서비

스라는 별도의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도와 연금공단은 직접적 관리는 하지 않고 단

지 재정적 지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서비스 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근로 무능력의 경우는 60세 이상) 중에서 

심한 고령화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자택이나 고령자 주택에서 일차적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28)

서비스의 종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두 가지가 있는 데, 먼저 현금급여는 거주지 

관할 시에서 가사원조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실시되더라도 욕구 충족에 미흡하

거나 가사원조서비스 인력을 노인 스스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급여수준

은 서비스 시간당 비용의 60%까지이다. 한편, 현물급여는 다시 법정 가사 원조와 임의적 

가사 원조로 나뉜다. 법정 가사 원조의 자격은 상당히 까다롭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65

세 이상이고(근로 무능력의 경우는 60세 이상), 자택생활을 위한 물리적 도움의 욕구가 

있어야 하며 또한 노령최저소득수당(AVTS)에 설정하고 있는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29) 이 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콤뮨)에 의해 조직되어

28) 단, 개별자율화급여(APA) 수급자는 제외된다.

29) 2005년 1월 기준 독신의 경우 연 7,361.91유로, 가구당 12,905.40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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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신청 절차는 노인 스스로 혹은 제삼자의 도움(단체, 의사, 사회복지사, 가족)에 

의해  거주지 관할 지자체 사회활동국(CCAS)이나 시에 신청한다. 신청 서류는 1개월 이

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되며 도의회 의장은 사회부조인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

다. 실질적 결정은 사회부조인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정 내용은 주로 제공되

어야 할 서비스의 성격과 기간 등이다.30)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일상생활 유지나 

간단한 위생요양, 장보기, 단순한 산책 등에 필요한 물리적 도움 등을 들 수 있다. 비용 

부담의 주체는 도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자산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서비스 이용자가 부

담하기도 한다.

둘째, 임의적 가사원조서비스이다. 시행 주체는 연금공단으로서 자격 범주 및 수준이 

각 공단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조합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

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법정 가사원조서비스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급 

자격 또한 연금 혹은 수당의 수급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택입원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자산 역시 사회부조 인정 상한선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또한 법정 

가사원조서비스 제공 기간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31)

가사원조서비스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으며,32) 이용 노인의 대부분은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Ch. Aliaga, 2000：1).

가사원조서비스 외에도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예컨대 노인 

식당(foyers restaurants)을 들 수 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에 대한 식사 제공의 

목적으로 콤뮨이나 CCAS 혹은 민간단체와의 협력하에 조직된다. 이용 자격은 일정 자산 

이하의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식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노인 식당은 대

기실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 의장이 시설의 인정 및 식사 가격 등을 결정

한다. 그리고 도의 사회부조인정위원회는 재원과 식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재

정적 참여 정도를 결정한다. 노인 식당 운영 재원은 일부는 사회부조 예산을 통해 충당

하며 나머지는 이용자의 재정 참여 및 운영 기관에 의해 보충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폭발적 증대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노인 식당 외에도 현재 식사배달서비스, 

긴급전화통보서비스, 집 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30) 일반적으로는 월 기준 30시간 내에서 서비스의 성격과 기간이 결정되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는 서비스 제공 최대 시간이 각각 5분의 1씩 감소되어 최대 48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31) 월 60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32) 150만 명 정도의 노인이 가사원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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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보호서비스

이미 본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프랑스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재택보

호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문제 등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노인을 대상으로 

또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성격에 따라 의

료시설, 사회시설, 그리고 중간 형태의 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두 가지 

유형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거보장 분야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의료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991년 병원 개혁법에 따르면 공공 또는 민간 의료시설은 단기치료, 후속치료 혹은 재

활치료, 그리고 장기치료(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 중 노

인과 관련되는 시설보호서비스는 주로 후속 및 재활치료와 장기요양과 관련된다(조임영, 

2004：51).

대표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을 들 수 있다. 재택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정한 의료적 

관찰과 유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설 입소는 직접 이루어지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지리적 불균형과 불충분한 자리를 고려하여 대부분 단기치료 혹은 후

속 및 재활치료기관을 거쳐서 입소하게 된다.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시설 입소자의 많은 경우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입소되었으며 건물 구조 또한 이미 허약해진 상태의 노인의 정체성을 더욱

더 상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 중반 관련법을 제

정하여 입소 노인의 삶의 조건의 개선과 서비스의 전환을 이루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1991년에는 69,334개의 자리에서 2002년 기준 82,238개의 자

리로 증대되었다(Insee, La Fracne en faits et chiffres).

이 외에도 정신병원과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 호스피스 등도 노인의 의료시설 혹은 사

회시설과 관련된 것이며, 노인의 지역사회통합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주도로 주간보호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7.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제도 

현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소득

보장정책과 보육정책 등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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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보장정책 

부록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여 종류에 달하는 가족부양급여 지급을 통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

다. 급여 지급은 전국의 약 120개에 달하는 가족수당공단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

여개의 가족 부양 급여는 목적 혹은 취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중요한 몇가지 급여만 살펴보면, 먼저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을 들 수 있다. 이는 

프랑스 가족부양급여의 효시로서 1938년에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적어도 2명 이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가족보

조 급여(CF)와 함께 성격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프랑

스의 전통적인 출산장려주의, 다자녀가정 우선지원주의의 제도적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택 급여(AL)도 주거 지원, 일상적 가족 생활 유지 등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

지고 있는 급여로서 194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에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 

둘째,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되어 도입, 실시된 영유아 급여(APJE)를 들 수 

있다. 이의 수혜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임신 5개월부터 만3세 전월까지 지급된다. 이는 

내부적으로 산전급여와 산후급여로 나뉘는데 한가지 특징은 산후급여는 자산이 일정 수

준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목적 하에 1985년부터 도입, 

실시된 육아 휴직 급여(APE)가 있다. 1985년 제정 당시 육아 휴직 급여는 1940년대의 급

여인 단독임금급여과 마찬가지로 모성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비판

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급여이다. 수혜조건은 역시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인 상태에

서 자녀의 양육 목적으로 부모 중 한사람이 경제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그만두

는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까지이며 이 기간 중 자녀가 새

로 탄생할 경우에는 기존 수혜자녀와 새로 태어난 자녀 모두 급여 수준 산정의 대상이 

된다. 즉 급여 역시 다자녀 가정 지원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직업 여성

의 가정 복귀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특수 목적 상 주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도입, 실시된 급여가 있다. 

예컨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실시된 개학비지원급여(ARS), 장애 아동 및 

장애 성인 가족 지원 관련 급여(AES, AAH), 입양과 관련된 급여(ASF, AA) 등이 있다. 

한편 투병 중인 자녀의 간호를 위해 부모가 직업 생활의 완전 혹은 부분 중단의 경우 지

급되는 급여인 자녀간병급여(APP)도 프랑스에서 지급되는 급여 중 눈여겨 볼만한 급여

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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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가족수당공단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급여의 종류 및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출산 장려 혹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전통적 급여 

외에 시기별, 상황 변화에 따라 특수 목적, 특별 가족에 대한 지원 급여가 추가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1970년대 이후 특수 목적 하에 제정된 급여, 가족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급여(한부모보호급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가족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프랑스의 가족

복지정책의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자 그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급요건으로서 자산 조사 급여와 보편적 급여의 동시 공존도 하나의 특징이다. 

시기별로 1970년대까지 자산조사 없는 급여가 지배적이었다면 이후 자산조사급여가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 1985년 이후 가족지지급여(AF), 위탁보육지원관련급여 등 보편적 급여

가 재등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가족 정책의 최우선 대상(전체 가족 

혹은 특별 가족)이 시기별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 후반부터는 여성

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셋째,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재정 안정화를 고려하여 급여의 중복 지급은 최대한 억제

하고 있다. 예컨대, 가족보조급여(CF) 및 육아보조사고용지원금 수급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새로운 임신을 제외하고는 산, 

전후급여지급에서도 제외되며 당연히 보육인 고용 지원금이나 공인보육사고용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자녀간병급여 수급자는 가족소득보충급여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급여나 성인장애급여의 기존 수급자는 제외된다.

2) 보육정책 : 시설보육과 재가보육의 혼용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제기되는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이다. 이를 위

해 프랑스는 다양한 보육 정책의 실시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아동 시설 보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1944년 영유아 보호 서비스 및 시설에 관

한 법의 제정과 시기적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후 한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70

년대에 접어들어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로 인해 자녀 양육 문제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보모의 직업적 지위 인정(1977) 그리고 출산 휴가의 도입(1976)과 함께 

집단 보육 시설에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다. 이후 집단 보육 육성 정책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어, 시설 보육 정원수가 1977년의 56,000 자리 수준에서 1982년도에는 78,000 자리

로 증가했다. 특히 1980년대 초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서 보육 시설의 운영 주체가 기

초 자치 단체인 꼬뮨(Commune)으로 바뀐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꼬뮨은 고유의 



                                                               제6장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283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육 방식을 실시할 수 있는 길(공공보육원, 가족보육원 설립 등)이 

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 운영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꼬뮨이 부담하지

만 반 정도는 가족수당공단(CAF)이 부담함으로써 꼬뮨의 재정 부담은 훨씬 덜어지게 되

었다.

이러한 보육 시설의 확충을 통한 보육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등장한 제도가 재가 보육 정책의 등장이

다. 즉 시설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고비용적 정책에 대한 한계 인식 및 수요자의 차

별적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재가 보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는 자녀 보육의 목적으로 

집에 보육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 역

시 가족수당 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980년대 중반에 실시된 두가지 급여가 

있다. 먼저 보육인고용지원금(AGED)은 1986년에 제정된 것으로, 부모 모두 경제활동 수

행 상태에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집에 고용인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된다. 

도입 이후 수혜 조건의 완화로 인해 수혜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33), 수혜

자의 사회 직업적 지위가 매우 편중되어34) 현실적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급여라는 비판

도 있다. 두 번째 육아보조사 고용보조금(AFEAMA)으로서 이는 1992년에 도입, 실시되

었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재가 보육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인 보육사 제도 도입

을 통한 고용 촉진이 집단 보육 시설의 운영보다는  더 경제적이라는 재정적 고려를 비

롯한 여러 가지 목적의 복합적 작용 끝에 탄생된 프로그램이다. 수혜 조건은 자산 혹은 

소득 조사 없이 공인 보육사를 고용하여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지

급된다. 수혜 대상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35) 특히 중산층 가정에서는 보육원에 대한 

대안 제도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을 통해서 여성의 가족 책임과 경제 활동(고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의 양립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욕구 충족

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990년 기준, 3세 미만 아동 2백만명 중에서 약 43%만이 보

육 시설 이용의 수혜자이며, 16%는 육아보조사에게 위탁 보호되어, 전체의 57%정도만이 

국가 정책의 수혜자로 집계된다. 나머지는 민간 보호 기관, 불법 보모, 그리고 가족이 책

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B. Muller-Escoda and U. Vogt, 1997 : 7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별 비교 관점 차원에서는 양호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

고36), 프랑스 보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많다고 할 수 있다.

33) 1994년의 25,000명에서 1998년에는 74,000명으로 급증. 

34) 수혜 여성의 4분의 3이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음. 

35) 1992년 11만명에서 1998년에는 48만명으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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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프랑스 노인복지의 변천 과정 및 현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제고의 목적으로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의 변화, 분야별 노인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이 언제 시행되었으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와 관련

하여 소득보장정책 및 보육 정책으로 통해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살펴보았다.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는 프랑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

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

화 및 노인의 적절한 삶의 보장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노인의 적절한 삶의 보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등장한 것은 1960

년대 초부터이다. 이전만 하더라도 주로 소득보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노인의 생활양식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국가의 주기별 노인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

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프랑스 노인복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우선 임금 대체율이 90%를 넘는 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 비수급자 혹은 연금 수급자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을 대

상으로 지급되는 사회부조급여 역시 노인 집단의 탈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의존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호보험 차원에서 실시 

중인 개별자율화급여(APA) 역시 노인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

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프랑스의 국가 정책은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근거로서 빈곤율의 연령 집단

별 비교 분석 결과 여타 연령 집단에 비해 60세 이상 노인 집단의 낮은 빈곤율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노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의 생활양식 개선을 위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프랑스가 일관성 있게 추

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노인의 재가생활 유지 및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가

복지서비스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가사원조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36) 1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보육제도, 출산,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프랑스는 제1위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 국가는 덴마크이며 영국은 12번째를 차지했다(Gornick et al, 1997 ; H. Russel and 

P. Barbieri, 2000 : 3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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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인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노인의 지역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초자

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주도로 노인클럽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노인대학, 재가간병서비스, 재택입원, 노인식당, 식사배달서비스, 긴급전화통보서비

스, 집 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도 노인의 재가생활보호 및 노인의 지역사회통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프랑스의 시설보호서비스와 관련된 특징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와 긴밀한 연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의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약화(의존 상태) 및 열악

한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단절 현상을 보

이는 국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주거 목적

의 사회시설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자 주택, 노인홈 등이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의료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심한 의존 상태의 노인이나 치매성 노인 등 특정 욕구의 충족을 위

한 전문 시설 등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의 실질적 운영 방식이나 재원 확보 방식 등에 

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국가 현안이었다. 이를 위해 1960년대부터 이민장려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살펴보면 가족복지정책이라는 큰 틀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가족부양급여 및 관련 서비스 제도가 시행 중

에 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인 영유야 급여를 비롯하여 육아 휴직 급여, 

학비 보조 목적의 개학비용지원급여 등이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2명 이상

의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

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프랑스는 시설 보

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 보육은 중산층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별도의 시스템은 따로 구축되

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격상 두가지 문제가 상호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기본법이 제정된 바도 없으며, 제도 및 정책의 실질적 운영 

주체 역시 별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령화 대처 측면과 저출산 대처 차원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주목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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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서 론

독일은 1970년대 초부터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년학(老年 ) 분야에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노인 및 노령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 분과( 科) 성격의 학문으

로서 노년학은 이제 이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산업

화 이전까지 노인은 다양한 가족구조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

고, 그에 따라 노년기 생활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보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 노인의 생활은 가족 차원의 부양과 생활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빈곤, 고독, 

고립 및 역할 상실 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의 삶 자체가 가족들이나 자녀들

의 생활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되기에 이르렀고, 물질적 부의 획득이 우선시되는 사

회에서 노인은 젊은 세대들의 이기주의적 목표 설정과 그 달성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

다. 이처럼 가족으로부터 노인이 괴리되는 현상은 소위 산업화나 도시화 및 사회의 고령

화와 더불어 부각되는 것으로 독일의 경우 이미 20세기 초부터 익히 나타났던 현상이다.

인구 분포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 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수십 년간 평균 1.4

명의 낮은 출산율은 바로 노인문제의 비중이 그만큼 점증( )되고 있다는 상황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노인층의 안정과 통합 및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전제 조

건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

어든 지 오래고 따라서 노인과 관련한 제도와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춘 독일의 

제도 소개는 각국의 노인복지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 도움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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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노인복지의 환경 요인

1. 노인복지의 정치적 요인：역사

1) 노년학 연구의 역사

노년학 연구의 전체 역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고대에는 인간의 평

균 수명이 극히 짧아 기원전 1,000년경 평균 수명이 18세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

추어 본다면, 오늘날 산업사회의 80세는 신의 축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1830년 이전까지는 노년에 대한 연구가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학적 혹은 신화적 관

심의 대상이었다(Birren et al., 1983).

노화 현상을 최초로 실증적으로 탐구한 사람은 벨기에의 케텔레트(Quetelet)로서, 그는 

1835년 인간의 본성과 그 능력의 발달(On the Nature of Man and the Development of 

His Facilities) 이라는 책자를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 신체의 특징을, 이를테면 

손의 힘과 같은 것을 연령과 관련지어 연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노화에 대한 최초의 과

학적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최초의 노년학자로 불린다. 

한편 1873년에는 토마스(Thomas)가 인간의 장수, 그 사실과 허구성(The Longevity of 

Man：Its Facts and Fiction) 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두 배, 세 배

로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 회의를 나타냄으로써 노년기 질환에 대한 보다 많은 

의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1944년에는 ‘국제노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가 설립되었고, 그 

이듬해 노년학회지(Journal of Gerontology) 가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노

년학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불붙기 시작하였다. 국제노년학회의 1차 총회는 1950년 7월 

10일 벨기에의 리이그에서 개최되었고, 그 후 2년 혹은 4년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

다. 우리의 경우에는 1981년 북부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서 

정회원 국가로 승인된 바 있으며, 오늘 2013년에는 서울에서 20차 국제노년학대회(IA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노년학 연구의 초석이 다져졌던 시기는 1930년경으로서 1938년 Cowdry가 

“노화의 문제(Problem of Aging)”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

식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 이후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노년

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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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해 독일에서는 1967년에야 ‘독일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 in 

Germany)’가 새로이 건립되면서, 여러 분야의 학문 분과들을 성공적으로 포괄하게 되었

다. 당시 노년학은 기본적으로 노령에 대한 연구, 즉 노령의 상태 및 노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조를 이루었다. 그 이전의 인생 단계가 노년학에 포함되어 함께 연구되기 시작

한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Kuhr, 1988：16).

독일에서 사회학적 노년학을 주도한 것은 무엇보다 노화 과정에 수반되는 정신 영역을 

다루는 심리학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구조와 생활관계의 조건들에 대한 분석을 연

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은 사회학적 노년학의 과제들을 넘겨받게 되었다. 노화를 겪는 

주체의 입장과 태도에 노화가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주제들은 심리학적 노년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일 노년심리학자 Lehr(1979)는 이러한 심리학적 노화 연구를 연대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초창기(1835～1918)로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나이에 의해 조건지어진 인간 

신체기관의 변화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히 심리학적 요인들(이를테면 지

적 능력)과 연관지었다. 이 과정에서 실증적 방법론이 연구에 도입되었던 시기를 말한다.

둘째, 체계 정립기(1919～1945)는 노화 연구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

다. 특히 미국과 구(舊) 소련연방에서 이러한 체계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실험

적 연구들을 통해서 노인의 정신적 수행 능력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

하는 것이 그 작업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실험 절차와 방법들이 개발

되었는데, 이를테면 미국에서 쓰인 웩슬러－실험(Wechsler-Test) 같은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Wechsler, 1974).

셋째, 확장기 이후(1945～)를 말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독일 노화 연구가 도입된 시기

라 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 이 분야에서 논의를 주도했던 것은 나이에 의해 조건지어

진 수행 능력과 기능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오히려 사회심리학

적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나이와 관련된 변화

들과 사회적 활동성 및 사회관계 등이다.

2) 노년학 연구의 방향

연령의 개념은 학문 분야마다 사용 방향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정의되기 마련이다. 즉 

대상 영역과 관련이 있는 학문 분과들이 노년학이란 이름 아래 포함되는데, 독일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노년학이란 보통 나이의 진행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현상들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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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fiel et al., 1982)을 꼽고 있다. 노년학이란 사회과학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바

로 나이의 사회학이라는 것이다. 나이의 사회학은 1950~1960년 사이에 독자적 연구 분야로 

자리를 잡은 후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저마다 나름의 방향에 입각한 사회학 

분야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나이의 사회학은 실용적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실용적인 면에 집중한 결과 이론적 차원이 소홀히 취급된 것도 사실이다.

초기의 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수행 능력의 영역과 연계

되어 있다. 그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퇴화의 과정이라는 일반적 편견이나 낙인을 

공고히 만들었다. 사회학에 있어서 나이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활동 이론의 추종자들과 

은퇴 이론의 추종자 사이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활동 이론에 따르면 노화란 높은 활동

성을 통해 상쇄될 수 있는 것인 데 반해, 은퇴 이론에 따르면 노화란 사회생활로부터 벗

어나서 인생의 만족을 찾는 것이고, 이는 각 개인과 사회 양쪽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라

는 것이다.

사회학적 노년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경제적사회적 

관계들과 노인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관점과 그에 대한 설명으

로 볼 수 있다.

2. 입법과 행정체계 그리고 정책의 역사

1) 입법과 행정체계

독일의 국가구조와 행정체계는 ‘연방국가원칙’, ‘지방자치원칙’, ‘권력분립원칙’이 적용되

고 있다. 아울러 연방(Land), 주(Laender), 군(Kreis)자치소도시(Kreisfreie Sadt), 읍

면(Gemeinde) 단계로 지방자치행정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법률의 테두

리 안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독일 대부분의 법안들이 그렇듯이 사회복지 

분야의 입법 과정에서도 늘 정당의 색이 담기는 정당별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학계의 의견이나 정책 개발자들의 사회현상 연구가 우선시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각 정당들은 각자 나름의 초안을 만들어 그 초안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와 청문회 그리고 다른 정당과의 토론 같은 절차들을 거치면서 의회에 최종 제출하

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테면 수발보험법(Pflegeversicherungsgesetz)처럼 법률안에 담

기는 내용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이 클수록 이 절차들은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 토론도 장

기화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용의 심각성이 큰 법률의 경우 아젠다 2010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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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보험법에서 보듯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 공동 법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주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연방의회(Bundestag)1)에서 주

의회(Landtag)2)에도 구속력을 갖는 법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구체적 시행령이며 규칙들까지 연방법이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방이 정

한 법이라도 주마다 어느 정도 다른 모습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유치원 

수와 어린이 수의 비례를 맞추도록 하는 연방법이 발효된다고 할 때, 재정이 부족한 주

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오전과 오후로 나눔으로써 그 비례를 맞추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한편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당에서 발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올리는 일도 많다. 이때 정부 부서들은 저마

다 법안의 실효성을 확인하거나 법안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모델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노인친화형 주택 개발이라든가 노인문제 연구 보고서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http：//www. bundesregierung.de/2005.7.25).

한편 사회복지행정이나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 하며 이 원칙

은 그 사회가 복지정책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이 얼마나 충실히 나타날 수 있는지

가 고려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에 대해서는 각 학자들마다 다양한 원칙을 제

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내용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독일 노인복지정책에

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가족복지 목표의 실현 가능성,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 그리고 융통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노인복지정책은 

종합 사회정책(Gesellschaftspolitik)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 사회정책이란 사회

국가(Sozialstaat)로 규정되는 독일이 국가 설립의 취지에 근거하여 사회정책, 사회보장정

책, 경제정책, 인구정책, 교육훈련정책 등 인간의 사회경제생활 전반에 관련된 정책 영역

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다수의 국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광의의 사회정책을 말

한다. 그런데 독일에서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부서는 가족, 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로서 우리의 보건복지부

1) 연방의회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비밀 등의  선거 원칙에 따라 4년마다 선출되고 있는데, 만 18

세 이상의 적극적 선거권과 수동적 선거권을 가진 자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선거제

도는 인물 본위 비례 선거제로서 ‘5%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2) 주의회 의원들은 보통직접자유평등비밀 등의  선거 원칙에 따라  선출되는데, 16개 주의 선거제

도는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선거는 4년 혹은 5년마다 있으며, 적극적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자

에게, 수동적 선거권은 18세 또는 21세 이상의 자에게 주어진다. 주의회 선거제도는  단순 비례 선거제나 

인물 본위 비례 선거제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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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 보건사회보장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소속은 아니다.3) 더욱이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가족복지정책은 종합 사회정책

의 하나로 시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광의의 정책 영역을 포괄하도록 구상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정책을 ‘가족정책(Familienpolitik)’이라 통칭하고 있다.

물론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행정체계상으로 연방정부(Bund)와 지방정부(Land) 그리

고 지역공동체(Gemeinde)들이 관할 구역과 행정적 권한을 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제

를 띠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한 연방제 국가이므로 연

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들이 서로 권한과 관할 분야를 분담하여 정책을 수

행하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조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Lampert et al., 2001).

2) 독일 가족(노인)복지 변화 과정

제2차 세계대전 후 집권하게 된 독일의 기민련(CDU)은 이혼율의 증가나 가족에 대한 

가치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 그리고 편모 또는 편부 가족의 증가 등 사

회 전반에 가족의 위기(Krise der Familie)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1953년 소위 가족부

를 신설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틀을 정립하였다. 당시 기민

련의 가족생활은 절대적 불가침성을 가지고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제도로서의 가

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윤리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 과제라 보았다. 물론 이러한 시

각이 형성된 데에는 기민련 출신 초대 가족부 장관이었던 프란츠－요제프 뷔르멜링

(Franz-Josef Würmeling)이 가톨릭적 보수 가족관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그 근거로 전후

에 인구 증가와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동에 대해 우호적 정책을 펼치고 있던 동구 

3)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2개의 수도를 갖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1949년 구 

서독은 의회에서 본(Bonn)을 임시 수도로 결정하면서, 향후 통일이 될 경우 베를린(Berlin)으로 환도(

都)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즉 Bonn은 서독 국민에게 어디까지나 임시 수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

나 1989년 Berlin 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수도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Bonn에 수도를 그대로 

남기느냐 아니면 Berlin으로 옮기느냐 하는 논란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런 논란은 1991년 6월 연방의

회선거에서 337：320으로 Berlin이 새로운 통일수도로 결정되면서 종식되었다. 1994년 확정된 베를린-본 

법(Berlin-Bonn Gesetz)에 따라 총리실, 홍보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건

설교통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외무부 등 10개 연방부처는 Berlin으로 이전하고 보건복지부 등 6

개 연방부처는 Bonn에 남게 되었다. 다만 Berlin-Bonn 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남는 부처들은 각각 Berlin

과 Bonn에 부속 사무소를 두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부처가 Berlin과 Bonn에서 일부 기능이 유

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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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권 국가들로부터 구 서독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증강해야 한다는 냉전체제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감을 내세웠

다(Münch, 1990). 이러한 맥락에서 집권당인 기민련은 사회유지를 위해서 가족의 생산과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는 결국 가족부의 설치로 가시화되었

던 것이다(Wingen, 1993).

구 서독에서는 가족 전담 부서의 설치가 가족 구성원(아동, 청소년, 노인)들의 복지 증

진을 위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인구학적 동기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

민련의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적 시각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정적 반응이 지배적이

었고 가족부는 집행 능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69년 사민당(SPD)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정의 

실현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 강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 실천 분야로 기

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족복지정책이 포괄적 사회정책으로 발전하도록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여타 사회정책 영역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가면서 여성과 청소

년 그리고 보건 업무가 가족부의 소관 업무로 이양되었다.

그런 변화에 따라 기존에 가족 업무를 담당하던 연방정부 가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und Jugend)는 청소년가족건강부

(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로 개편되었다. 이후 가족복지

정책이 발전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지만 가족부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

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산업화의 지속적 추진 결과로 사회경제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가족의 생활환경과 

여건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었으며, 둘째, 구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사회 각 방면에 새로운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셋째, 유럽 통합이라는 범국가적 차원의 환경 변화가 나타남에 따

라 가족복지정책이 새로이 추구해야 할 목표 탐색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BMFSFJ, 1994).

이상과 같은 변화는 곧 가족 전담 부서의 구조와 업무에도 반영되어 기존의 청소년

가족여성건강부(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는 

1995년 노인을 포괄하는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이진숙, 2002, 재인용).

<표 7-1>과 같이 변천을 거듭해 온 독일연방 정부의 가족부는 1998년 이후 현재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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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사민당(SPD)이 순수 독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가족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연방정부 

내 주요 부서 중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노인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가족복지 업무가 여성문제와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그리고 

복지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는 현실적 요청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1> 노인 관련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변화 과정

연도 연방정부의 가족부 명칭

1953～1957
독일연방 가족문제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fragen)

1958～1969
독일연방 가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und Jugend)

1970～1986
독일연방 청소년가족건강부

(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1987～1990
독일연방 청소년가족여성건강부

(Bundesministeriu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1995년 이후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자료：이진숙(2002), 재인용.

한편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행정체계상으로 연방정부(Bund)와 지방정부(Land) 그리

고 지역공동체(Gemeinde)들이 관할 구역과 행정적 권한을 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제

를 띠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한 연방제 국가이므로 연

방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들이 서로 권한과 관할 분야를 분담하여 정책을 수

행하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조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Lampert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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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 재정

독일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용은 1980년 28.8%에서 1990년 25.4%

로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이는 1990년 동서독 통일에 따라 통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중요한 것은 통일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통일 3년째

인 1993년(28.4%) 이미 1980년대 수준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에

서도 선두권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 현재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제도의 충실을 위해 27.4%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정도로 직접적 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 연금 및 의료보장에 사용되는 서비스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재원이 세금(Steuer)이냐 아니면 보험금이냐에 

따라 걷고 쓰는 주체가 정부와 보험사로 갈라져 있다. 여기에 세금의 경우 세금이 연방

세냐 아니면 지방세냐에 따라 그 주체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각각 갈라진다. 이에 비

해 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수발보험의 경우 각 해당 보험사(그 성격에 따라 의무 혹

은 공공보험사와 민간보험사로 갈린다)에서 재정을 집행하며, 연방정부는 그에 필요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보험사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세 분야만 약 

550개나 되며, 각 보험사들은 다른 분야 보험사들과 독립적 위상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표적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부조(Sozialhilfe)와 주택 관

련 보조금(Wohngeld)이 있는데, 주택 관련 보조금의 경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그 수급 여부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연방정부에서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주정부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부조는 연방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되 그 실행은 각 지역과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사회복지사무소, 

Sozialamt)에서 집행하는 이원화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물론 주정부 안에서도 지자체

별로, 특별시와 광역시와 같은 나름의 행정구역별 복지정책은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아동보조금(Kindergeld)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일정 기간을 지급해 

주지만 각 주( )에 따라 또 행정구역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일정한 기간과 금

액을 추가로 지불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 노인복지 관련 재정은 일관성보다는 지방자

치 혹은 지방분권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정책의 다양성을 

담보해 주는 한편 연방 차원의 효율적 중앙집권적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선을 빚

는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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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수와 만족스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공통적인 기본 

욕망이다. 20세기 이후 이런 소망이 점차 충족되어, 이제 대부분 서구 산업국가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나들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도 높아졌고 사회에서 노인의 비중도 그만큼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

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점들도 나타났는데, 유럽의 경우

에 20세기 초부터 이를 사회문제로 간주하며 대처해 왔다. 그 결과 노년학(Gerontology)

이란 새로운 학문이 태어났고, 갈수록 그 역할은 커지고 있다.

1) 인구통계학적 변화 양상

과거 높은 사망률 속에서도 인류 사회가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인구통

계학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출생률로 대처해 왔다. 전통사

회에서 현대사회로 전환되면서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자 많은 인구 분

석가들이 이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성립된 것이 바로 ‘인

구통계학적 과도기론(Theorie des demographischen Übergangs)’이다. 이러한 인구통계학

적 논거는 특히 장기간의 인구 변화 과정을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기에 아

직까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19세기말까지만 해도 죽음은 흔히 볼 수 있

는 것이었고 그만큼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건 죽음은 닥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죽음에 가장 취약한 층은 바로 젖먹이 시기와 아동기라 할 수 있었다. 태어난 지 1

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비율이 23%나 되었는데, 그 결과 1871～1881년 사이 독일인의 

평균 수명은 40세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새로 태어난 여자 아이의 평균 수명은 대

략 38세 정도였고 사내아이는 약 36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회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결과 인간 수명을 줄이는 우연

스런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조기 사망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인생의 진행 경과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죽음은 비교적 노령기에 들

어서 맞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정착되면서 신생아의 예상 평균 수명도 현저하게 연장되

었던 것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00년경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약 28%가 15세에 이르

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1975년에는 그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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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2년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80.9세이고, 남성은 약 74.8세까지 상승하

게 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중반까지 전반적 평균 수명의 현저한 증가는 무엇보다 유아기 

및 아동기의 조기 사망 위험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Voges, 2002).

2) 평균 수명의 영향

평균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신체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주변의 

자연세계와 주변 사회, 의료수준, 개인적 행동방식 등 무수히 많다. 따라서 장차 평균 수

명을 예측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각기 그 비중을 달리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생활 

스타일의 영향에 역점을 두는 논거는 우선 가능한 최상의 평균 수명이 현대 복지국가에

서 대부분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년에 이른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개인적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죽음은 더욱더 고령으로 

미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고령에 이르러 중증의 질병들이 몰리

게 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현대화 이론은 사회의 진보로 

인해 수많은 생활 분야에서 장수에 유리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그럼으로 인해 평균 수

명의 최대 연장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독일 연방통

계청의 평균 수명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00～2005년까지 독일 인구는 증가하겠지만 그 

뒤에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2050년까

지 60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1996, 1998년에 비해 3.5세 그리고 남성은 2.7세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 2001년 1,990만 명에서 2010년 2,130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전체 인구 8,300만 명의 26%까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증가 추

세에 있는 장수의 경향과 아울러 인구 성장의 둔화는 노령자 및 고령자의 인구 비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우선 출산율 저하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로 인해 인구통계학적 고령화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15～45세 사이 여성의 순수 출산

율로 이해되는 출산율은 1964년 1.18명에서 1999년에는 0.65명으로 감소하였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러한 수치는 독일이 최저 출산율 국가로서 자녀 없는 비율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현재 1.34명의 낮은 출산율은 고령사회에 대한 부담

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인구 성장의 둔화를 배경으로 할 때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871년 4.6%이

던 것이 1999년에는 16.2%로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세대 간의 관계 양상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감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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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낮은 출산율과 꾸준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2040년까지 노령자 및 고령자의 비중은 

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02년 기준으로 6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

상 노인이었지만, 2040년에는 3명 가운데 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4). 이처럼 인구의 변동으로 인해 줄어드는 근로자와 더 많은 연금 수혜

자(Fewer Workers, More Pensioners)라는 의미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에서

부터 재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문제는 지난 40여 년간 독일인 평균 수명이 

8세 증가하였지만 출생률이 1,000명당 9.3명으로 감소하여 심각한 인구 불균형 상태가 지

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4년 현재 5,570만 생산 인구에 1,470만이 65세 이상의 노

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2050년쯤 2,390만 명의 노인층으로 증가됨에 비해 생산 

인구는 오히려 4,200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2001년 기

준으로 한 명의 국민연금 수령자가 3.8명의 취업자로부터 지원받는 구조에서, 2050년에는 

한 명당 1.7명의 취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점차 증가하나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생산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접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저출산 고령화 정책

(1) 저출산 현황

독일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출산율이 낮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19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5년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1.34명임에도 전체 인구

변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주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독일정부는 소위 ‘단독부양자모델’이라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전념하며 이후 직업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구조를 견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의 투자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빈약했고, 그 대신 육아휴가기간(Elternzeit)은 3년으로

서 비교적 길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정액으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며, 모든 아동

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아동보조금은 상당히 높은 액수였다(BMFsFJ, 2005).

이처럼 독일의 지금까지 출산정책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율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럼에도 독일의 출산율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실패를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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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율은 단순히 인구감소의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층의 감소까

지 연결되다보니 고령사회의 진척과 함께 노인부양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그 만큼 커

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 저출산 대비 가족정책의 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 독일의 출산정책은 출산율 향상에 거

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과 소득이 높은 여성들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자녀양육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출산을 증가시

키는데 한계가 분명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기존 가족정책은 이제 인구정책적

인 지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가족에게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각성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정책적 변모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02년 집권당 여당인 사민당(SPD)정부는 출산율 타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

정책’ 모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자녀출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는 한 부분만을 위

한 정책이 아니라 주변 사회적 조건들도 함께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하다는 관점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독일의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큰 변화줄기 가운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두 가지 정책을 언급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여건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3세 미만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반일제 학교체계를 종일제 체계로 바꾸는 정책을 시

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종일제 학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시행은 하고 있지만, 

‘보육육성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정책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해 가고 있다. 또한 2005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보육육성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은 부모가 취업상태

이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총 15억 유로를 보육정책에 투자하여 3

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정원을 23만 명 정도 더 늘려 다른 유럽국가의 수준에 도

달한다는 목포를 세우고 있다.

둘째, 부모수당을 통한 출산정책은 독일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이 현

재 육아수당을 임금대체 형태의 부모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육아수당은 소득 보전이 되지 않아 자녀 출산 후 대부분의 부모들은 기존의 소

득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출산 전 소득에 연계해 



 외국의 고령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302

부모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사

람들은 최저기준의 부모수당을 받을 있을 것이다. 부모수당은 소득이 높은 여성들의 출

산유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이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험에서 나타난바 있다. 최대 12

개월 동안 소득에 연계된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면 조기에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인

요인도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수년 동안 떠나있는 것은 직업생활에 공백을 가져오며 

직업능력을 질적으로 저하시킬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경력과 미래 소득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휴가를 오랫동안 주는 것보다 부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

과적 이라는 것이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보통 출산 1년 후 직

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기존정책을 통해 변화되는 시도 

과거 독일의 노인복지정책에 큰 흐름은 전통적 성분업에 근거한 가족제도의 유지가 목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지금은 가족생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가족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자율성과 평등, 민주성 등의 가치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지원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잔여적 가족복지 정책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부모의 존재는 양육을 전제

로 한 전체적 관계로서의 존재지위에 의해 폐쇄적으로 인식되어, 결국 이것이 가족문제

를 부추기는 주요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무엇보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확충과 아울러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비용에 대한 공적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가 제도를 

실시하되 지나치게 긴 것보다는 직장 복귀와 적응을 위해 적절한 시간으로 줄이며, 육아

휴가와 관련해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성도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과 가족의 조

화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가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양성의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육가휴가 이용자의 98%가 여성이었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육아휴가기간에 출산 전 소득과 연계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고소득 여성의 

출산유인 효과와 남성의 육아휴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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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생활 실태

1) 거주 실태

현재의 주택 상황을 놓고 볼 때 독일의 경우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

준의 주택 보급률에 도달해 있다. 이는 독일 인구의 대다수가 비교적 좋은 시설 또는 연

령에 부합되는 주거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독일 정부

는 노인을 위한 주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독일의 노인주택 현황은 50% 정도가 세를 살고 있으며, 다른 50%는 자가 주택이나 

아니면 자기 소유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 

15%는 사회주택이라 불리는 공영주택, 30%가 임대아파트, 그리고 3%는 임대주택이나 

전차( ), 즉 임대된 주거시설에 다시 임대를 얻어 사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거시설 

임대료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4) 물론 65세 이상 독일 연금 생활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

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낡고 협소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정들고 익숙해진 주거시설과 주거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

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주거시설이 다소 낡고 협소하

더라도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기피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러한 낡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낮은 편이고 임대료의 인상폭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노인이 이주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은 대부분 노인 혼자만으로 구성된 단독 가구나 또는 노인 부부

끼리만 사는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대략 83%). 이에 비해서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대략 13% 정도이고, 양로시설이나 수발 요양원에서 사는 비율은 

4～5%로 나타났다(Lade, 1995a：4(13/5)).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볼 때 장차 주거 영역의 개인 소유는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에 있어서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임대료 

4) 독일에서의 집세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대략 2개월분)이고, 대부분 다달

이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월세에 해당하며 전세에 비해서 부담액이 적다. 우리나라 주택

은 한 가족을 위한 주거 형태지만, 당연히 한 세대 가족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세대 이상이 사는 경우

도 많다. 이는 대부분 개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해당되지만 개인 소유의 임대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공공의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임대형 주거시설은 여

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우선 독일과 달리 전세 혹은 월세의 인상이 거의 임의적이고 심한 편이며 

또한 임대자의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 가능성도 독일에 비해 훨씬 심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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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주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2) 경제적 상황

독일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미리 염두에 둘 것은, 경제적 상황만

을 따로 떼어 다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생

활 상황은 다양한 제도와 요인들이 얽혀 있으며, 이러한 제도와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의 물질적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젊은 세대에 비해서 쉽

지 않다. 노인의 경우 고정적 소득원이 없는 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한 비정

기적 소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첨단의 통계 처리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Steinack, 1987).

독일에서는 연금제도에 의해서 직업활동기의 소득 상황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다른 직종에 비해 좋은 편인 공무원이나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최종 월급의 약 75%에 달하는 연금을 받고 있어, 노년기의 물질적 여건

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 외에 물질적 여건의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다른 생

계활동이나 배우자 및 자녀들의 부양 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5) 그러나 독일의 경우보다 

우리 노인이 부수적 생계활동이나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양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 역시 연금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고 독일 노인이 물질적 보장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 소득보장에서 

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면, 다른 생계활동이나 이자소득 혹은 생명보험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노인의 95% 이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노인보장제도(연금보험사회부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노년기의 소득 상황에 따라 독일 노인들을 분류하면 연금소득이 없는 계층, 남편 사후

5) 실질적으로 당장 지출이 가능한 노년 소득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구체적 소득으로는 법적 연

금과 생명보험연금 그리고 근로소득 및 재산에 의한 것들이 있다. 그 밖에 노인의 소득을 자립적 소득과 

의존적 소득으로 구분하면, 노동소득연금퇴직금재산소득배우자의 수입 등이 전자에 속하며, 자녀 

도움생활부조친인척 원조 등이 후자에 속한다. 독일이나 서구 사회에서 노인의 수입원은 주로 자립적

인 것으로 연금제도 등에 의해 보장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연금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2000년 현재 65세에서 79세의 연령층에 있는 노인의 89%, 80세 이상 노인의 92%가 연금에 의존하고 있

다. 법적연금제도를 통한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1,410유로이며, 이는 전체 평균 소득인 1,790유로의 약 

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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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망인연금 수혜자층, 자신의 직업생활에 의한 연금 수혜자층, 그리고 미망인연금에 

더하여 자신의 연금을 받는 계층 등으로 구분된다(Stadié, 1990). 노년기의 소득보장을 위

한 독일 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노동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노후 생활의 법

적 보장과 공무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후보장 및 직장노후보장시스템 등을 말한다. 그

리고 이러한 보장제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그 혜택이 미미한 노인의 경우에는 사

회부조(Sozialhilfe)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과 노후 생활 보장이 이루어져 있다.6)

2001년 현재 독일 노인 인구 중 1,540만 명이 노후보장시스템(Alterssicherungssystem)

인 국민연금, 기업노후보험 등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국

민연금은 노후보장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노인의 수입 근원으로서 약 95%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65세 이상 1,260만 명 노인에게 노후보장시스템의 278Mrd. DM가 지급되

었으며, 이 중 78%는 자신의 고유 요구권으로 22%는 이양된 요구권리권(유가족보장 등)

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노인 인구의 50%가 노인보장 시스템에 의거한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구 서독의 경우 그 액수가 평균 793DM이었다(BFSFuJ, 2001). 

현재 노인 세대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남성의 수입과 여성의 수입이 현저

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7)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

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회적 조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인데, 독일의 경우 특별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연금보험이나 수발보험과 같은 경우 노년층이 수혜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드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도 보여주

고 있다.

6) 기본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회부조(Sozialhilfe) 외에도 주택보조금(Wohngeld)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소득이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주거시설을 유지할 수 있다(Wiese, 2005).

7) 여성과 남성의 사회보장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으로 중단된 직업생활의 햇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중단 기간에 대한 보상이 노후보장시스템에

서 미약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결과가 있지만 2001년의 개혁 이후로 앞으로의 여성 노인은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례로 양육으로 인한 직업생활 중단으로 평균 이하의 수입

인 경우 요구 권리가 강화된 것이다. 짧은 직업생활로 인해서 여성 노인의 노후 수입이 적기도 하지만 일

반적으로 직장생활 당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도 노후연금의 액수가 적기 마련이다. 

특히 노후보장시스템 중 평균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보장하는 판사와 직업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을 받

는 여성은 거의 없고 여성은 78%가 남성은 42%만이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FSFuJ,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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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상태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의학적 지식과 치료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저주나 악귀가 붙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술( )이나 종교

적 힘으로 쫓으려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질병문제는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고 

보건의료의 수요나 공급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른 서비스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방

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과 함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복지국가의 개념과 더불어 현대의학이 발달되면서부터였다.

서구 국가들의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건강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민은 누구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

다고 규정하면서 이 규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비해서 평소에 직업활동에서 받는 신체적 부담

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고소

득층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다. 고소득층은 건강과 관련된 의식적 식생활을 하

고 있으며, 여가 시간에도 일에서 받은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

는 경향이 높다. 또한 직업의 상실이나 가난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받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 열악한 대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교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마련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개개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Oppolzer, 1986).

노년기의 생활 여건과 문제 영역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는 점 또한 몇 

가지는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더 높은 여성의 평균 수명), 성별에 

따른 본질적 차이보다는 성별 노동 분업에 따른 특수한 사회화가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BMFuS, 1993). 더욱이 노년층의 건강 상태는 젊은 층에 비하여 일정치 않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건강상 장애 요인들이나 질병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자(60∼80세)보다 

고령자(80세 이상)의 경우에 더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노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인생의 

경력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남성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1989년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만 35세 이상의 피보험자는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당뇨병, 심장질환, 순환기질환 및 신장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20세 이상의 여성과 45세 이상의 남성은 매년 1회 

암( ) 진단을 받을 수 있어서 암이 더 이상 중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좋

은 예방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 

조기 건강 프로그램은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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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3. 노인복지의 정책 분석

1) 소득보장정책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는 물론 건강의 유지와 문화적 욕구를 기본

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물질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 물질적 안

정과 보장은 생활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각 개인의 건강 상태

에 따라 그에 적합한 주거 상황을 결정한다든가, 혹은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여가생활이

나 사회적 교류 등을 유지하면서 노년기를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소득보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노

화로 인해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

으로 열악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 정책 프로그램은 연금보험을 들 수 있다. 물

론 연금보험은 반드시 노인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일의 경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과 ‘사회부조

(Sozialhilfe)’로 나누어진다.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 부담의 

전제 여부에 있다. 보험의 경우는 각자의 수입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내야 하지만, 사회

부조는 그러한 부담금 없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호를 제공하는 것

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회부조는 보험에 들지 못하여 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

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스스로의 능력과 보험에 의한 혜택이 부족한 사

람들도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과 관련된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0년 3월 31일에 편찬 간행

된 사회법 법전(Sozialgesetzbuch)에 총망라되어 있다. 사회법의 제1권 1조에는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확대를 위한 균등한 조건, 특히 젊은이들에게 균등

한 조건을 부여하고, 가족을 보호 장려하며,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을 통해서 생계가 가능

하도록 하고, 생활에 특별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 조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최고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는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 긴축 사회정책의 시대

를 맞게 되었다. 사회예산의 한계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긴축 사회정책을 요구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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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집권한 기독교민주당(CDU)에서는 사회보장체제에 보수적 입장을 보이게 되었

다. 독일에서 사회보장의 양적 팽창은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독일 경제의 성장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구조적 원리를 무시해 가

면서 사회보장이 지나치게 확대된 점이 경제성장에 한계를 가져왔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1980년대 독일 사회법이 갖는 부담은 바로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 부문의 성장이 팽창 

사회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경제의 변동, 

특히 경제성장의 둔화가 곧 사회정책의 긴축을 강요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인 셈이다.

<표 7-2>처럼 독일의 사회보험체계 근간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및 실업보험

의 네 가지 기본 줄기였다가 1995～199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이 보충되면서 이제 독일의 사회보험에 기본 줄기는 다섯 가지가 되

었다.

(1)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독일의 노후보장제도들은 법적으로 규정되고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법적 연금제도

(GRV)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지류는 바로 노동자 연

금보험(ARV), 사무원 연금보험(AnV) 그리고 광산근로자 연금보험(KnRV)이다. 물론 사

회복지 차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들로서 농민을 위한 노후 보조, 수공업자를 위한 노

후보장, 관리의 연금, 자유직업 종사자들을 위한 노후보장제도 등도 있다. 그런데 독일의 

노후보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 보험과 여러 가지 기업 차원의 계

획들 및 부채 탕감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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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구조

생명의 

위험

질병노동 

능력 

부재임신

기타

직업병 환자

노인생계－

직업 능력 

없음

실업
수발의

경우

특수한 피해로 

건강 침해를 

입은 경우

기타 부담

담당

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수발보험

원호 담당, 

기타 행정 

부서

실시

연도
1883 1884 1889 1927 1995

각 내용에 

따라 다름

부서

활동

업무

치료와 

보조 수단, 

재가간병, 

환자 

생계비

재활, 치료, 

치료 후 직업 

구하기까지의 

보조금

재활, 연금, 

퇴직자연금

재활, 직업교육 

및 새 직업 

얻을 때까지 

보조, 실업수당

수발 및 

가사에 

관한 일정 

보조

재활, 치료, 

환자 생계비, 

치료 후 

직업을 

구하기까지의 

보조금, 주택 

관계 보조금, 

육아보조금, 

세금 감면 등

해당

내역

지역금고, 

동업금고, 

기업금고, 

농업금고, 

보충금고, 

선원금고, 

연방광산 

노동자금고

직원조합, 

공공산재기구, 

선원직업조합, 

농업직원조합

사무직근로자

연방기구, 

지역기구, 

선원금고, 

연방철도금고, 

연방광산노동

자기구

연방노동사무소, 

지역노동사무소, 

직업안내소

수발금고

(질병금고 

소속)

해당법 사회법 V 제국보험규정 사회법 V

농민을 위한 

노년구호법

근로지원법 사회법 XI 연방원호법, 

주택 관계 

보조금법, 

육아보조금법, 

소득세법

재원 각 해당자의 보험료와 세금 세금

이러한 조치로도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사회부조에서 보조를 받는다.

전 제 충분치 못한 소액 소득, 충분치 못한 소액 재산, 무직, 부양자 없음

활동 업무 생계비 보조, 특별한 상황(수발, 노년)에 대한 보조

해당법 연방사회부조법

재원 세금(각종 단체 후원금)
자료：Kli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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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후 대책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들은 사회부조나 전쟁 희생자 생활

보장 및 주택보조금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직업과 생활 형편에 따른 분화는 노후보장

제도의 역사적 발전 양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회보험인 연금보

험은 독일에서 1889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전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 양로－폐질보험법

(Retenversicherungsgasetz) 은 1911년 제정된 제국보험령(RVO)과 1945년 사무원보험법 

및 연금개혁(일반 미망인들을 위한 연금 도입), 1951년의 농민을 위한 노후보장책 그리고 

1972년 자영업자 및 고소득자들의 경우 임의 가입 허용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제정 당시의 연금보험은 제국( 國)의 관리나 몇몇 직종의 도제를 제외한 연간 

소득 2천 마르크 미만인 모든 근로자를 강제 가입의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이었다. 그 당

시 40년 이상 일한 사람일 경우에만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수령자는 4.

4%에 불과했다. 그 후 1911년부터는 연금이 과부나 고아들에게도 지불되었고, 1916년부

터 65세로 연금 지급 연령이 낮아졌고, 1972년 10월 16일 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특정한 

조건이 인정될 경우 63세 또는 62세에도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퇴직에 이르러 연금 수혜 연령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직업상 근로 능력의 상실이

나 저하로 정상적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Hinterbliebenenrente)’이 지불

되도록 했다. 물론 유가족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양자가 있

을 경우에는 연금 지불이 소득에 따라 줄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불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한 6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80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의료부조와 근로장려보조금 지불의 혜택도 주어

지도록 했다. 또 그 기간 동안 해당자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생계비 지불도 가능

하다.

그런데 1957년까지 유지되었던 적립 방식(Kapitaldeckungsverfahren)이 10년 수지 균

형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쟁과 인플레로 기금이 바닥난 상황이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9년 수정 적립 방식에서 완전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적립 

기금이 3년 연속으로 지난해 지출의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

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15년 단위의 장기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3년마다 보고서로 

발간함으로써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1970년대 후반 들어 실업의 증가와 인구 구성 비율상의 일시적 악화가 겹치면서 1976

년 이후 연금 재정의 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금이 급감하자 연금 지출을 억제하고 보험료

를 인상하는 한편 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일부 개인 부담으로 변경했다.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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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부터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한계 등으로 장래 연금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토론되었고, 1992년 실시를 목적으로 1989년 또다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에

서는 60세 이상의 가입자가 신체적 여건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의 상실분은 연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가급적 조기퇴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1992년 발효된 독일 연금개혁이 2010년을 전

후하여 완전히 정착되는 경우 근로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8)

독일의 연금보험은 고령자의 증가와 1960년대부터 감소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로 노년

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57년 이래

로 자연스럽게 전제되었던 연금보험의 ‘세대 간 계약(Generationenvertrag)’이 이젠 종전

처럼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일할 수 

있는 세대가 총수입(brutto)의 20% 정도(2005년 기준 19.5%)를 연금보험에 지불함으로써 

연금 수급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은 과거에 일

을 함으로써 당시의 연금 수급자들의 생활을 유지시켰다. 따라서 이를 세대 계약으로 표

현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물론 근로 세대와 비근로 세대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안에는 이 원칙이 잘 유지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인구구조가 점점 고령화됨

에 따라 비근로자의 수가 근로자의 수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

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새로운 인구조사 수치에 따르면 2010년에는 100명의 근로자에 대

해 65명의 연금 수급자, 2020년에는 100：76, 2030년에는 100：96으로 상승하여 2040년에

는 100：102로 근로자보다 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연간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연금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몇 가지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은 바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현 주소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9)에 따라 2004년 7월 현재 연금은 더 이상 증가

8) 비현실적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낮춰진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 6월이었다. 그때부터 연금 

수령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그 결과 1972～1973년 ‘제2차 연금법 개혁’으로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연금법의 개정은 그 방향을 달리하게 되면서 이제 연금 수령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977년 연급법 개정 당시 연금의 수급 액수를 줄이고, 1992년 개

정에서도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다시 상승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수급 연령이 다시 올라가고(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납부할 연금보험료가 높아진다면 다시 연금 수령액은 낮아지게 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내용

들은 1997년부터 2001년에도 지속되면서 잦은 개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느낀 국민 사이에서는 ‘넝마 

쪼가리 연금(Riester Rente)’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9) 아젠다 21의 주목적은 중장기적으로 2010까지 경제, 직업교육, 세금, 교육과 연구, 노동시장, 보건, 연금, 

가정지원 등 총 8개 분야의 개혁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독일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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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있지만 200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연금 계산 방식으로 연간 증가분 산정 방

식이 변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독일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장기적 연금요율은 2020년

까지 적어도 20% 이상은 오르지 못하도록 하면서 2030년까지 22%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http：//www.bundesregierung.de/2005.6.18). 그러나 계속되는 국가 재정의 고갈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금보험의 혜택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에 따른 

독일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민간 생명보험이나 기업연금, 기타 고정 자산을 보

유하려는 경향이 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Belardi et al., 1999).

지금까지 연금보험의 재원은 피보험자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자와 사용자

가 각각 50%씩 부담했는데, 부담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또한 그 문제의 심각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연금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점차 축소하자는 주장과 부과 연금 방식을 부분 적립 방식으로 전환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강제적(공공부분광산근로자), 자발적(기타 직종) 연금

제도로 대별되는 소득비례의 기업연금제도를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정액급여로 전환시키

자는 주장이 집권연합 녹색당(Grüne)과 우익보수정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헌

법에는 소득비례 연금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논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윤석명, 1999).

마침내 현재 연간 4,400억 달러(약 506조 원)에 이르는 사회보장 지출을 400억 달러(약 

46조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자는 ‘아젠다 2010’에 이르면 정년퇴직 연령을 기존의 남자 

63세, 여자 60세를 남녀 모두 65세로 높이기로 하였다(박동석 외, 2003：383). 즉,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65세 은퇴 연령을 더 올릴 계획은 없지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에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de facto)의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2008년부터 연금 수급 자격은 65세 이후에 주어지게 되지만, 다만 1952

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광산 근로자, 여성, 중증 장애인, 장기 연금 가입자 등은 65

세 조항에서 예외가 인정되도록 했다. 더욱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었던 고등교육

기간은 전문학교 및 직업학교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게 

되었다. 2005년 1월부터 기업연금에 납부할 경우 최고 4,296유로까지 면세되고, 직장 변

경 시에는 기업연금의 경우 변경된 직장에 승계하도록 변모되었다(BMGS, 2005). 이에 

따라 이미 2004년 4월 1일부터 연금 수급권자들은 단독 부담 원칙에 따라 수발보험료 

1.7%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2004년에 동결되어 2005년 현재 소득의 19.5%이

다(http：//www.bundesregierung.de/20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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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주와 피용자가 각각 9.75%씩을 부담하고 있다(BMGS, 2005a：2).10)

결론적으로 이제 독일에서는 조기은퇴를 위한 인센티브는 폐지되었으며 고령자 취업을 

어렵게 하는 노동 및 임금 관련 규정들도 폐지하여 결국 연금 수령이 그만큼 미루어짐에 

따라 노인의 소득보장은 갈수록 열악한 상황에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감당해야 할 몫으

로 바뀌고 있다.

(2) 사회(공공)부조(Sozialhilfe)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정책제도라면 역시 사회부조가 꼽힌다. 물론 용어상

으로는 빈민구제, 빈민구호, 빈민보호, 자선, 구휼 등 다양하지만, 궁극적 방향은 결국 사

회부조에 포함될 수 있다. 처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교적 전통에서 시작된 독일

의 사회부조는 19세기의 산업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그에 의한 빈민층이 형성되면서 공

적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빈민구제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규정은 1842년 제정된 빈

민구제 의무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Verpflichtung zur Armenpflege) 이라 할 수 있

다. 그 뒤 1870년 주소지 보호법에 따라 주소지 보호의 원칙이 정해지고, 주별로 구빈조

합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정된 뒤, 1880년 사회보험이 창설되면서 종래 

구빈 제도의 상당한 부분이 사회보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24년에는 다시 구제 

의무법령이 제정되면서 사회부조의 수급 요건과 구호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지정되었고, 1961년에 제정, 공포되어 196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연방사회부조법

(BSHG：Bundessozialhilfegesetz) 으로 사회부조의 근본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BMFuS, 1994).

예나 지금이나 사회부조가 불가피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체

적정신적 질병과 장애 또는 비정상적 성장 과정으로 인해 정기적 생계활동을 통한 생

계비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없거

나 청구할 수 있더라도 충분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언제나 존재하며, 그중에서 특

히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삼자를 통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대규모 개인적 빈곤은 사회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Lampert et al., 2001). 전자에서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정책의 현대적 개념

10) 한편 2004년 이후 연금개혁의 추세를 살펴보면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의 2중 연금체계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로 인한 임금 부대 비용을 가급적 지양함

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기업연금의 가입 시기가 

지나 버린 연금 생활자들의 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전

제 조건인 노인의 경제적 보장체계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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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동시에 전통적 사회정책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 원인은 아무래도 후자라 할 수 있다(Merten, 1987).

독일 사회부조법에서 현대 사회부조의 일반적 목적은 “부조 수혜자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조는 수혜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부조로부터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혜자 또한 그것에 협조해야 한

다”(Bundessozialhilfegesetz：BSHG §§1-2)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현대의 사회부조 혹

은 사회적 구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과거 전통적 구호활동의 경우에는 생존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사

회부조 이념의 발전이 아니라 사회부조의 토대, 즉 사회경제적 수준의 발전에 따른 것

이다.11)

독일에서 사회부조의 담당기관은 자치단체, 행정단체 혹은 지역연합체와 연방 차원의 

공공 담당 기관이 있고(BSHG §§96-101) 아울러 민간 복지단체 연합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공공 담당 기관은 민간 복지단체 연합 및 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를 이루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의 독립성과 자치성을 존중하고 재정적으로 적절한 원조

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BSHG §10). 사회부조의 재원은 각 주 혹은 도시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와 주에서는 각 기초단체가 모은 재원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규정

과 상황은 주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김근홍, 1999).

현대의 사회부조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일시적인 물질적 빈곤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생활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의 최저 생계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전통적인 공적부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부조는 이제 단순한 구빈제도의 이웃 돕기나 구걸의 행위

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법적으로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부조는 물질적정신적교육적 부조가 통합된 개념으로 ‘생계보조(Hilfe zum 

Lebnesunterhalt)’와 ‘특별보조(Hilfe in besonderen Lebenslagen)’로 구분되어 있다. 생계

보조는 식비, 주거비, 생활비, 의복비, 광열비 및 기타 잡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보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생계보조는 급여의 지속 기간에 따라 계속급여와 일시급여로 나뉘는데, 일시급

11) 따라서 규모의 면에서 ‘인간적’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는 절차와 심리적 부담은 오히려 덜 

‘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근세 이전까지의 구휼에서 부조를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

운 일이 아니었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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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부조 신청자가 계속급여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자금만으로는 필요

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독일에서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사회부조는 두 가

지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는 일상생활을 꾸려 가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상

황에 처했을 때에 지불된다. 사회부조법에 따르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곤

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회부조를 요구할 수 있다. 노인과 연결되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갈수록 더 부유해지는 층이 있는가 하면, 소액의 연금으로 

최저생활을 하는 층이 있으며, 이러한 빈부의 격차가 고령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계활동을 할 때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이 노년기의 생활 형편도 좋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노년에도 가난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셈이다.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2004년 

현재 독일 전체 인구 가운데 사회부조를 받고 있는 65세 노인층은 약 10% 정도로 파악

되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수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기타 소득보장과 기초생활보장(Bedarfsorientierte Grundsicherung)정책

일반적으로 선진사회보장국가의 대표적 판별 기준은 한 나라의 사회보장이 얼마나 목

적론적 급여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신체

적정신적 상황 때문에 특별한 수요를 야기하는 집단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마련이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이

러한 인구 집단에 대해 사전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

에도 유아보조금(Kindergeld) 또는 양육수당(Erziehungsgeld)12)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1998년 기준으로 유아보조금 제도는 첫째 유아의 경우 월 114유로 그 다음 자녀부터는 

154유로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첫 번째 자녀부터 세 번째 

자녀까지 매 자녀마다 154유로가 지급되고 있으며 네 번째 자녀는 179유로까지 상승된 

금액을 수급할 수 있다(http：//www.bundesregierung. de/Artikel /-,413.472305/dokument. 

htm/2005.6.23). 재정은 연방정부가 74%, 주정부 26%를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고용사무소

12) 2001년 새롭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주당 30시간 이하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

는 자산 조사를 거쳐 양육수당을 매달 받고 있다. 금액은 자녀의 두 번째 생일까지 최고 300유로를 받

거나 아니면 첫 번째 생일 때까지 최고 450유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부모의 수입에 영

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생 후 6개월까지는 1자녀 양부모의 연 순소득이 30,000유로, 편부모는 23,000유

로가 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다만 7개월 이후 1자녀 양부모의 경우 연 순소득이 16,500유로, 편부

모의 경우 13,500유로가 초과하면 점차적으로 감액하며 2자녀 이상부터는 추가 자녀마다 소득 한계가 

3,140유로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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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족창구(Familienkasse)에서 지급되는데, 이로써 4년 전에 비해 자녀당 40유로 이상 

상승된 유아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종교적 전통에서 시작된 사회부조

(Sozialhilfe)는 대상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정부의 공적 사회보험 혜택으로 적

절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경우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의 

노후 생활환경이 매우 빈곤한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사회부조(Sozialhilfe)를 신청하지 않

는 모순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부조

를 신청할 경우 부양비 상환이 자식들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

우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주정부에서는 이를 보완하

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사회법전 12권의 규정에 따라 수요 중심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는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의 주요 내용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상 성인이 건강상 또는 신체상 이유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Leistung)

는 필요성에 따라 정해지며 사회부조와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총수입이나 재산이 고려되

도록 하였다.13) 그러나 사회부조와 달리 자녀의 평균 소득이 100,000유로 이하일 경우 부

양비 상환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부조와 차별성을 두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비는 

청구 이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년 동안 지급되지만 해마다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증

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기초생활비의 자금은 세

금으로 조달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노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그들의 빈곤

한 생활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출생 또는 유아 시절부터 신체장애로 생활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장애인 또한 현저하게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http：

//www.bundesregierung.de/dokumente/-,413. 457253/Artikel/dokument.htm/2005.5.23).

이 밖에 목적론적 급여에 속하는 대표적 제도로 가족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지급되는 주택 관계 보조금(Wohngeld) 제도도 있다. 1998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

우 월 평균 110유로였지만 2005년 현재에는 약 160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주택 관계 보

조금은 앞의 사회보험과는 달리 재원을 보험금이 아닌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경제적 소득이 부족한 노인에게 

요긴한 소득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거지를 떠

13) 2005년 현재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월 345유로, 동독 지역은 월 331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제7장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317

나는 것이 젊은이에 비해 어렵고, 물가 변동에 따라 주거비도 오르기 마련이지만 소득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택 관계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

이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로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주택 관계 보조금 수혜의 실질적 대상자는 약 4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Klie, 2001).

종합적으로 노인 인구의 변화에 따라 현재 독일 사회 전체적으로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개정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보험법은 납부

액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과(Leistung) 위주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

다. 따라서 개인 및 회사 재정 부담의 노후 대책을 국가가 적극 장려하면서 여성의 노후 

대책이 보완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다. 이에 노인의 빈곤생활을 방

지하기 위해 수요 중심의 기초생활보장법(Bedarfsorientierte Grundsicherung) 도입은 나

름대로 기존에 비해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고용보장정책

(1) 정년연장제도

퇴직이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어떤 일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의 직업적 역할이 끝난 것으로 인정되는 절차다. 그리고 이때부터 은퇴 생활 혹은 연금 

생활이라는 과정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퇴직과 은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서구에서는 노령

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를 퇴직, 즉 정년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은 인생주기에 

있어서 겪지 않을 수 없는 통과 의례적 사건이며, 그와 동시에 전혀 새로운 역할에의 적

응이 요구된다. 이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노후 생활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0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정년퇴직제도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어서 노후 생활에 불안과 긴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않을 수 없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구 선진국가의 경우 정년 규정의 유동화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

고 정년 연장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일례로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나 미국

의 경우 유동적 법 적용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1986년 당시 레이

건 대통령의 연방정부에서 정년제를 폐지함에 따라 일반 기업에서도 정년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스웨덴도 연금 수급 연령은 기본적으로 65세이지만 본인이 더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68～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연금은 일한 만큼 가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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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부각되면서 1996년 소

위 노인 근무 시간 조정법(Altersteilzeiltgesetz) 을 제정하여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적 장

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 7-3>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정년의 법적 연령 유동화는 세

계적 추세이며, 오히려 앞당겨지는 쪽이 우세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정년제도의 변모 역사

연령 때문에 직업생활을 떠나서 그동안 받았던 급료의 일정 부분을 연금이나 퇴직금으

로 받게 되는 퇴직과 은퇴는 하나의 역사적이며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은퇴

의 형식과 규정 및 그에 수반되는 현상들(노후보장)은 사회적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띠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해 갈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퇴직이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 해지되는 강제 퇴직 혹은 비자발적 퇴직을 의미한다. 이

러한 형식의 퇴직은 현재 거의 전세계에서 기본적 틀로 정착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산업화 이전 혹은 산업화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퇴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심지어 초기 퇴직제도의 도입은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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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주요 국가의 정년제도 변모 역사

연도 국가 내 용

1989
독일제국

의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연금법. 70

세부터 연금 수급 가능(적어도 40년 이상 일을 해야 연금 수급 가능)

1916 독일 독일 제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 시기 65세로 하향 조정

1935 미국 연금 지급 시기 65세부터

1963 한국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정년 연령이 정착됨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55세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61세

1973
독일

(구 서독)

유연성 있는 연금법 개정으로 63세부터 연금 수급 가능

장애인 및 직업 재해자의 경우 62세부터 가능

1973 노르웨이 자유 의사에 따라 70세까지 연장 근무 가능

1976 스웨덴
60세 조기퇴직(부분도 가능)과 함께 연금 조기 수급 가능

본인의 자유 의견에 따라 연금 수급 70세부터 가능

1978 미국 자유 의사에 따라 70세까지 연장 근무 가능

1984 독일 조기퇴직제도 도입으로 58세부터 연금 수급 가능

1986 한국
공무원법 개정으로 6급 이하 일반직 58세 6급 이하 기능직 43～61세로 

연장

1995 한국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 개정

기존 가입자는 기존 연금법이 적용되나 1996년 1월 이후 임용된 자는 20

년 이상 재직 후 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60세에 도달했을 경우만 연금청

구권 부여

1995 한국

1995년 기준으로 60～65세 미만인 사람이 70세에 달할 때까지 5년의 보

험 가입 기간을 충족시키면 특례 노령으로 연금 지급이 가능한 개정 법

률 통과

1999 뉴질랜드 65세 퇴직제도 폐지

2001 독일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존 남자 63세, 여자 60세 연금 수

급 가능 연령을 65세로 높이기로 함. 즉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65세 

은퇴 연령을 더 올릴 계획은 없지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제도에 대

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de facto)의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임. 따라서 2008년부터 연금 수급 자격은 65세 이후

에 주어지게 됨

자료：김근홍(1999)；Statistisches Bundesamt(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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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란 개념이 도입되고 아울러 퇴직의 연령이 규정된 것은 ‘노후보장제도’가 생겨나

면서 비롯되었다. 퇴직의 연령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65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모범을 보인 최초의 사회보험은 바로 독일의 노후 및 

폐질보험이다. 1889년 제정된 노후 및 폐질보험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험법을 통해 가족

과 무관한 노후보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 대상 범위가 노동

자에 한정되었다가 1913년에 이르러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70

세로 규정되었던 연금 수급 연령이 1916년의 법 개정에 따라 65세로 낮추어졌다.

일반적으로 정년 연령의 규정은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띠는 것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정년 연령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결국 정년제도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 복지보다는 사회 전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편

일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만 해도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정

년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드물지 않게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현실

적으로 추진된 것은 구조 개선 및 고용자 감소를 통한 기업체의 경영 합리화였다. 전체

적 경기와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현

재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제도가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경영 합리화는 다시 보험 재원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실업자와 

퇴직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지불해야 할 연금의 액수가 급증하였지만, 이를 위한 재원

의 확충은 오히려 어려워진 것이다. 그에 따라서 다시 근로 기간의 연장, 즉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을 고려하게 되었고, 최근 4년까지 허용되었던 조기퇴직의 규정을 아젠

다 2010 개혁 프로그램으로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볼 때도 조기퇴직의 경향, 즉 나이 든 근로자들이 직업생활에서 

벗어나는 경향은 사실상 시대 역행적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현실 요인들

이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평균 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

다. 특히 노인의 교육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건강 상태도 의료기술의 발달이 양호하여 

평균 수명과 개인적 업무 수행 능력은 더욱 신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퇴직이 앞당겨진다

면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14)

14) 한 사회에서의 노인의 위치는 그 사회가 노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와 노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

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 토매(H. Thomae)는 1968년 발표된 그의 저서 개인과 

그의 세계(Das Individuum und seine Welt) 에서 노화가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평가되고 측정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운명(Soziales Schicksal)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늙었다”는 규정은 본인

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위, 즉 사회에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년제도는 하

나의 사회적 규범일 뿐, 인간의 계속적 발달 과정이 끝나거나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인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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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년연장제도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정법(Altersteilzeiltgesetz)

독일의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진 연도와 빈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96년 제정된 나

이 든 근로자 근무 시간 조정법 도 바로 정년 연장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이 충족된(55세 이상,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완전 고용 상태, 

사용자와의 합의 등) 근로자는 55세 이후 지금까지의 주당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는 것이다. 물론 사용자는 임금(총임금)을 절반으로 줄이지만 사회보험은 계속해서 부담

하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원하여 보험료는 기존 총임금 기준 90%에 해당하도록 한

다는 것이다. 아울러 50% 임금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기존 순임금의 70%까

지 보전해 주는 것이다(http：//www.erziehung.uni- giessen.de/studis/Robert/alt_teil 

.html/2005.5.15).

2000년 1월 개정에서 이렇게 조정된 방식의 근로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주 3일 혹은 5일제 또는 한나절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단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을 채우고 임금도 월 630마르크 이상으로 하여 정

식 근로자의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보험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위에서 제

시한 액수의 이하가 될 경우에는 임시직 혹은 비정기직의 일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의 연계가 합법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당초 근무 시간 조정법안의 제정 동기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96년 2월까지 가능했던 조기 연금 수령의 길을 법적으로 차단하여, 연금 재정

의 안정을 꾀한다는 점이다. 둘째, 노인의 퇴직에 이은 연금 생활자 단계로의 이행을 부

드럽게 연착륙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이 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임금 부

분은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국 정책의 변화 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인구사회학적 (초)고령사회를 맞아 

연금 재정의 압박을 줄이는 동시에 노인 인력의 적극적 활용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65세 정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낮은 출생

률이 지속되고 다른 대체 방법(유입 이민 장려를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국내 실업문제의 

걸림돌과 함께 유럽 전반의 고령사회화로 적절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 환경에 따라 촉진 혹은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심각한 것이다(Thomae, 1968). 프랑스

의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다. “늙어 가는 사람은 자기

가 늙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을 노인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의해 느낀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평가에 심

정적으로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 묻게 된다”(Simone de Beauvoi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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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없는 한은 그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직까지 실업문제의 고리를 끊지 못한 독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동기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한 연구에 의하면 근무 시간 조정법 이 일관되

게 실천될 경우 약 1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에 따른 사용자 측인 기업에는 추가적 부담만 되리란 전망도 나

오고 있다. 업무 시간 조정과 업무 주무 및 분담의 조정을 위해서도 당장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용이 추가될 것이며, 사용자와의 합의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쟁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대안은 정부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http：//bmgs. bund.de/deu/gra/spi/spi0101/2005.6.25).

(2) 고령자 고용

2000년 들어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위치에 도

달하게 되었다. 먼저 가능한 한 조기퇴직의 바람을 재우는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점

차로 늘린다는 것이다. 사실 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연금법 제정 초창기

라 할 수 있다. 188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연금보험의 수급 연령은 비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70세였다. 따라서 당시 실제로 연금이 수급자에게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에 

대한 정부의 변명은 다양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면이 강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즉 “70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

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기에 연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따라 실업자라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독일의 사회보험정책은 사

회적 안전망의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업률 저조에 따른 대량 실업 상

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업자 보호 정책 역시 하나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미래의 근로자 확충에 대한 불안과 노인의 보다 만족스런 

삶을 위한 근로 욕구(금전적 부분과 아울러 자아실현과 여가 활용 등과 맞물려서)를 충

족시켜야 하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고용정책의 실타래는 더욱더 얽혀 갔다고 볼 수 있

다. 결국 독일 정부에서 택한 해결책은 정년에 가까워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시간제 부분

고용제도였다. 물론 이 법은 2005년까지만 효력을 갖는 시한부 법이었지만, 그 효과가 크

다는 판단 아래 연장되었다.

1996년 8월 1일 처음 제정, 공포된 노인부분고용(시간제 고용)법은 먼저 그간 만연되었

던 조기퇴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렇지만 이 법이 나오

고 나서도 시간제 고용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가, 그 뒤로 점차로 늘어

나면서 이제 기업활동의 한 단면을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며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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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하고 있다. 그 뒤 두 차례에 걸친 개정과 더불어 노인의 시간제 부분 근로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한편 제1차 개정안은 2000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핵심 사안을 담고 있다.

첫째, 기존에 시간제 부분고용제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도 노인부분고용법의 혜

택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완전 고용 상태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의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단 근무 시간이 줄고 난 뒤에도 실업보

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노인부분고용제도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완

전고용제 근로자들이나 부분고용 근로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

러 이 개정안에서는 부분고용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였다. 그럼

으로써 지금까지 노인부분고용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상당수 여성 근로자들이 법적 보

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노인부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보조금 수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인 재고용 

증명 절차가 간편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재고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고용자 수가 50

인 이하인 기업들로 노인부분고용법에 따라 전에 근무하다가 실업 상태로 신고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부분고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생기면서 어차피 그 부분 시간들을 해

결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고용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

었던 것이다.

넷째, 고용인 수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위의 재고용 말고도 산업수련생을 고용

할 경우 마찬가지로 부분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제2차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하였는데, 여러 다양한 분야에

서 법안 효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다시 개정한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이

라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첫째, 2004년 7월 31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던 이 법안의 시효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고용 및 근로관계 쌍방 간에 보다 안정적 계획을 세울 수 있

도록 하였다. 둘째, 부분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 기한을 5년에서 6년으로 1년 

연장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먼저 지원

금 지급 기한이 늘어 감에 따라 고용자 편에서는 보다 편하게 장기적 부분고용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그에 따라 피고용자 역시 보다 장기적으로 부분고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록 하였다(http：//www.bundesregierung.de/ Anlage258362 /Sozialbericht-2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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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일자리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의한 사고의 전환으로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1999년 들어 독일 

전체 인구 중 20세 이하 인구가 20%였고 60세 이상 인구도 20% 수준을 유지하면서 논쟁

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에서 유지되어 왔던 원칙은 

“나이 든 사람들이 오래 일자리에 남아 있을수록 일자리를 찾는 젊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관점이었다. 또 나이 든 근로자일수록 임금이 올라가고 자리 보전

의 수단만 늘어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에 따라 ‘값비싼 늙은 토끼’란 말이 사

용자들에게 일반화되었고,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노동시장에 적체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1994년부터 

10%를 넘어선 실업률을 잡지 못하던 상황이 큰 역할을 하였다. 독일 연방 노동부 및 통

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10.6%, 1995년 10.4%, 1996년 11.5%, 1997년 11.1%, 1998년 

11.1%, 1999년 10.5%, 2000년 9.6%, 2001년 9.4%, 2002년 9.8%의 고도의 실업률이 지속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정부로서도 조기은퇴와 조기 연금 수령 가능성을 열

어 줌으로써 나이 든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법정 연한인 65세 이전에 연금 생활로 들어가는 분

위기가 굳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99년에 연금보험을 받기 시작한 평균 연령이 60.1

세로 낮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 든 근로자들이 직업생활을 위한 추가교육이나 재취업

에 관심을 둘 까닭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볼 때 독일의 노인 재취업교육정책

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미진할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적 일례로 1998년 독일에서 

평생교육 혹은 추가교육의 형식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20～25세 사이의 연령층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은 겨우 1%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2040년이 되면 

독일의 20세 이하 인구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60세 이상은 40%에 육박하게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2030년대에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50세 이상이 될 것

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이 나이 든 

근로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가능한 한 직

원들을 일찍 퇴직시키던 기업주들도 자체 이익을 위해 나이 든 근로자들이 더 오래 자신

의 일자리를 지켜 주길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베를린의 ‘독일경제연구소’에서는 기업들이 나이 든 근로자들을 집으로 보내는 시

대는 이미 지났다는 연구 소견을 내놓기도 하였다(Alt hilft Jung Bayern e.V., 2001, Ⅱ). 

그 밖에 1970년대 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던 스페인에서의 나이 든 근로자와 젊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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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고용 현황(젊은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았음에도 나이 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

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과 통독 이후 1990년대 옛 동독 지역의 근로 현황(젊은 근로

자 평균 취업률이 나이 든 근로자 평균 취업률보다 낮았다)을 비교하면서 나이 든 근로

자의 고용이 젊은 근로자 고용 기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로 밝혀

지기도 하였다(Sackmann, 1998).

그와 동시에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의 생각들을 수정하기 위한 작

업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최근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나이 든 근로자’에서 ‘나이가 들었

다는 것’, 더 나아가 ‘늙었다는 것’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OECD에서도 전체 근로 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후반에 속하는 이를 ‘나이 든 근로자’라고 

명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 시기는 45세부터 55세 사이로 편차가 크다는 걸 지

적하였고, 특히 오늘날 40세, 50세, 60세 근로자의 체력과 기타 제반 능력이 20년 전의 

그 연령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나이 

든 사람들의 근로활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며,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단

지 젊은이들과는 다른 면의 근로 능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연방 노동부에서는 설득하기 

시작했다.

젊은 근로자들이 신선한 사고와 신속한 유동성을 자랑한다면 나이 든 근로자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보다 적절한 평가와 실현 가능한 일에의 의미 부여 및 보다 나은 관용성과 

보다 많은 경험 및 지식 그리고 판단력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

에 나이 든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

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발상을 정리하여 본다면, 나이 든 근로자들이 많이 일을 할수

록 그만큼 사회보험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부담이 감소된다면 다시 

사회보험료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회보험료를 같이 부담하는 기업에게도 

전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다시 좀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모든 연령 그룹의 실업률도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이 나

올 수 있다(Klös, 2003).

이에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취업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 재교육을 위한 취업교육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1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한 지

속교육(Weiterbildung) 시 훈련비를 2005년 말까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2005년 현재 시민대학을 

포함하여 약 2,800개가 있으며 이들 중 시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교육기구는 종

교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노인교육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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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undesregierung.de/ 2005.6.18.).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성인교육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아카데미(Akdemie), 부모가족

교육기관(Eltern-und Familienbildungsstatte), 성인학교(Schule für Erwachsene) 등이 있

다. 노인대학과 시민대학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지적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교

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면, 종교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은 취미나 여가생활에 필요

한 내용들이 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기타 관련 정책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생의 절반을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고, 아울

러 노인층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취업교

육이란 노인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모두 관심

을 가져야 할 하나의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현

대인은 과거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오늘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계속 배워

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독일에서 직장인을 위한 재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제 영역 간

의 경계를 초월하는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오

늘날 직원들의 교육 연수를 포기하는 독일 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로 평생교육의 개념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독일의 한 경제연구소가 1,4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98%가 직원들의 연수 및 능력 제고 훈련에 관심이 크다고 대답한 

바 있다. 또 1,000명의 직원 중 754명이 적어도 한 개의 연수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져, 자기개발이나 재취업을 위한 평생교육이란 이제 슬로건이 아니라 필수 사항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퇴직을 앞둔 중년 직원들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http：

//www.yahoo.de/Bildung_ und_Fernunterricht /2005.6.25).

고령자 취업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보다 많은 예비 노인들을 위해 직업생활 또는 가

사에서 물러난 뒤의 노후(특히 여가)를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과 기

회를 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분화된 요구들을 보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재사회화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다.

더욱이 학비가 면제되는 독일 대학 시스템은 재취업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의 수많은 강좌며 전문 교수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대학에 개설된 정규 과목 대부분을 청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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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소정의 청강료만 내거나 그나마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혜택이 주어져 부담 

없이 수강을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에서의 청강을 통해 단순히 관심 분야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만나 정

보도 교환하고 노후의 소외감도 해소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서 이처럼 재취업교육 또는 노인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큰 대표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의 절반을 

노년기에 보낼 수도 있다는 인구통계학적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교육은 청소년

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은 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계속적 사회참여와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다. 둘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양

을 가정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자 생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층에게 그런 현상이 두드

러진 현실에서 재취업교육이나 사회교육은 가정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셋째, 

유권자의 표가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인층에 대한 적절한 일자리 창출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취업 프로그램은 정치가들로 하여금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

게 만들었다15)는 점이다.

3) 보건의료보장정책

노년기의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생활 가능성들이 중년기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높아질 수 있듯이, 노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적 보살핌 역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

요하기 마련이다. 어떤 경우에는 예방이 급성유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늙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노인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 보건시설과 일정 수준의 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각 기관 부처들의 포괄적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노인의 심리적 장애와 질병

에 대한 예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질병에 대한 예방의 목적은 노인 스스로 가급

15) 독일 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의식이 높아 심지어 1989년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노인당(Altenpartei)을 결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 정당 결성보다는 정당

들로 하여금 노인정책에 보다 정성을 기울이도록 표를 가지고 혹은 보다 적극적 의사 표시를 통해 유도

하는 것에서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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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오랫동안 독자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질병들은 신체적심리적

사회적 및 환경적 여건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특히 노인의 경우 그동안의 생활양식에 크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 질병에 대한 예방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노인 보건의료보장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의 보건의료보장정책

은 1883년 세계 최초로 실시된 비스마르크(Bismarck)의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을 꼽을 수 있다. 독일 건강보험의 특징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으로서 보험에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과 이를 유럽 전역에 전파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공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회보험은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경제적 

위험과 의료 사고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시에 과중한 부담을 사전에 준

비하는 것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구분되기 마련이다. 의료보장은 별도의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통한 일반 재정에서 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국영 

의료서비스 방식과 국가와 노사 또는 의료 수혜 당사자가 일정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강보험 방식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따라서 독일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종합

적이라고 한 이유는,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이 질병이나 직업재해, 직업병, 

실업, 생계 유지 불능, 임신이나 노령 그리고 죽음 등과 같은 생활 전반에 걸친 위협에 

대한 종합적 생활보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건강의 유지는 단순히 의료시설이나 

진료와 치료 가능성의 제공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건강하게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의 담당 기관은 공법상의 기관과 단체

들(Körperschaften des öffentlchen Rechts)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들은 재정이나 조직

이 모두 독립적이어서 자체 행정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재정 조달은 

할당 방법으로 이는 보험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보험금이 걷힘과 동시에 분

배하여 지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비로 

충당하는데, 보험비는 일반적으로 보험 의무를 지고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김근홍, 1999).

한편 보건의료보장에 가장 관련이 깊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수발보험)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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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자연적 노화에 따라 몸이 약화되는 노인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맨 먼저 거론되어야 할 것은 바로 건강보험과 수발보험이다. 1883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진 독일의 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질병의 치료, 질병 후의 건강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부조, 임신 및 분만에 대한 보조, 아동보육을 포함한 가사 부조 및 농업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의 부조 그리고 사망에 따른 현금 지급 등의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가입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의무 가입과 임의 가입으로 

구분되는데 의무 가입자의 비중이 훨씬 크다. 의무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에 따른 

보험 납입금은 차등 부과되면서 혜택은 동일하여 일정 정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포함

하고 있다. 보험의 납입금은 의무와 임의 모두 사용자와 피사용자(피보험자)가 각각 50%

씩 부담하며, 보험료 납부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어 보험사에 이월된다. 애초 정년퇴직

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었지만, 1983년부터는 연금 생활자의 경우에도 보험금

을 납부하게 되었다. 연금보험사와 연금 생활자가 50%씩 부담하며 금액은 연금에서 원

천 징수되어 건강보험사에 이월된다.

보험의 혜택 중에는 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약

품, 안경, 의치(저소득층인 경우), 의족, 정형외과 보조 수단 등은 물론 심지어 장기이식

까지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100%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1차 건강보험 개혁 이후 1993년 그리고 1997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법 의 재

정 절약들이 실시되었다. 개혁의 주된 사항들은 1997년부터 보험료율을 0.4% 인하하고, 

약제 급여비의 일부 부담액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경테의 법정급여 삭제나 노인

이 주로 활용하여 왔던 요양치료를 법정급여로부터 삭제하고, 장기 질병수당금의 급여율

을 임금의 80%에서 70%까지 인하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각종 개혁정책 가운데 국민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개정을 놓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띤 논의가 펼쳐지고 있지만 합의 도출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그동안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혀 왔던 독일의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가 연

령이나 성별 수입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앞으

로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어려움에 봉

착하게 되었다. 2004년 현재 건강보험료로 매년 140Miliarden유로가 징수되고 있는데, 이

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국제 비교에

서 독일 의료의 질이 지출에 비해 보통 수준이며 평균 수명도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결

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절반만이 최신의료시설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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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X-ray 촬영도 30% 이상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들로 전문가

들 사이에 현재 지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1/4 이상이 불필요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

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높은 비용에 따른 지출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보건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독일 병

원과 의사 그리고 의약업계가 상호 연관 없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데서 기인했다는 연

구 결과에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 정부 주도로 건강보험 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을 2003년 봄부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후 건강복지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 및 주정부 

대표들이 모여 독일 건강보험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국민보건개혁

(Gesundheitsreform)의 세 가지 목표를 환자들의 치료 과정과 국민보건제도 협의회 참여

권 강화, 의료 혜택 질 향상 그리고 보건제도의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 등으로 설정한 바 

있다. 즉 2000년부터 실시된 개정안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혜택에 예방책을 재도입하고 이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예방이 치료보

다 효율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둘째, 환자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지

출의 80%가 만성 환자의 치료에 지급되는 현 상황의 개선과 치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만성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도 교육을 받고 

치료 과정에 참여하여 치료에 대한 책임의식을 기른다는 관점이다). 셋째, 각 병원과 의

사 간의 상호 연계된 치료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주치의 제도 강화로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 시 중복되는 검사나 치료를 줄이겠다는 관점이다. 넷째, 의료의 질을 더욱 보

장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의 질 보장이 곧 환자 보호를 의미하므로 병원에서 실행되는 검

사 방법이나 치료 방법의 적합성을 검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다섯째, 일괄적으로 

입원 기간에 따라 지급하던 치료비를 진단에 따른 병명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03년 개정안은 보험료의 인상이나 의료보장 혜택의 감소가 아닌 의료기

관의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치료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환자의 치료 과정

에의 적극적 참여와 책임을 골자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바라보면 환자는 치료비와 실행된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를 의사나 

병원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되던 건강보험카드는 2006년부터 인텔리 건강카드로 대체하여 카드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응급 상황에 필요한 환자의 건강 관련 정보가 입력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 가입자는 예방 검사나 예방 프로그램에 참가 시 경제적 보너스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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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주치의(Hausarzt)제도의 경우 주치의와 전문의 그리고 병원 협력이 유기적으로 

협조될 수 있도록 체계적 작업에 착수한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전문의의 진료비가 높기도 하지만 각 병원과 의사들이 상호 연관 없이 진료할 경우 

환자가 수시로 병원과 의사를 바꾸어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치의 

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만을 전문의가 실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만성 환자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반복 

검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보험 가입자가 주치의의 진료를 먼저 받을 경우 경제

적 보너스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남겨 주었다.

다만 주치의 소개(Ueberweisung)를 통해 종합병원 통원치료와 치과의사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첨가 비용이 없으나 주치의 소개 없이 진료를 받는다면 1/4분

기당 진료 시 10유로(약 14,000원)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 비용은 1년 총수입의 2%까지이며 만성 환자의 경우 1%를 넘겨서는 안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 정부의 변모는 ‘의료 남용 차단’, ‘비용에 대한 인식’ 등이 수식어

로 쓰이고 있지만, 결국은 재정의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서 노인 건강보장에 대한 사회

보장 축소에 대한 위급함으로 여겨진다(박동석 외, 2003：384).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의 개정안이 발표된 후 독일 여론의 60%가 이 개정안에 반대

를 하였다는 점이다. 일련의 다른 사회복지 개혁안과 함께 발표되는 개정안들을 두고 일

부는 사회복지국가의 죽음이라는 비판적 탄식을 내놓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국

가에서 특히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정부가 사회제도를 더 복지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

의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럽

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미 다른 국가들은 이 방향으로 개혁의 닻을 올린 지 

오래된 것이 사실이다.

(2) 수발보장보험

1970년데 후반부터 노인의 수발문제가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떠오른 독일에서는 기

존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새

로운 수발보험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5년 질병이나 실직 혹은 

정년을 위한 보험과 동등한 성격의 사회적 의무보험 일종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수발보

험(Pflegeversicherung)이다.

1995년 수발보험 재정 당시 수급자는 106만 명(총 인구의 약 13%)에서 지난 2003년 

189만 명(총인구의 약 23%)으로 1995년에 비해 832천 명이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



 외국의 고령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332

다. 특히 2001년 12월 기점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약 204만 명이고 그중 65세 

이상이 81%이며 85세 이상도 35%를 차지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이처럼 수발보험은 독일의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최근에 

생겨난 것으로서 다른 어느 보험보다 노인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정부

가 역설한 수발보험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발로 인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을 들 수 있다. 수발이 필요하게 

될 경우, 해당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며, 많

은 경우에 개인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둘째, 수발보험법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가장 획기적인 것인데, 수발을 요하는 

사람을 돌보느라고 정상적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수발을 요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가피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이 이러한 일을 전담하거나 분담할 경우,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다시 정상적 생계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수발이 장기화될 경우에

는 그 개인의 일신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당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희생은 이들의 사회적 보장, 특히 그들의 노후 생활 보장에 있어서 희생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희생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장을 수발보험에서 해 준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발시설에 위탁되는 노인의 수가 증가했던 것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설수발의 경우는 그 비용이 다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비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수발

보험법의 필요성에 대한 세 번째 근거다. 즉 사회부조금을 받아야 하는 수발 대상자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회

복지제도들에서 충분한 보호 행위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수 없

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위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회부조의 의미이고 목적인데, 수발시

설에서 수발을 받는 이들의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사회부조를 받는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

우에도 또 한시적인 경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제도에 위배되는 재원 충당은 사회부조의 지속적 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창구의 재정 능력, 특히 지역사회 기초단체의 재정 능력

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의 악화를 막고 또 개개인의 수발을 받는 사

람들도 사회부조에 매달리지 않고 떳떳이 본인 부담의 보험에 의해 수발을 받도록 한다

는 것이다(Jürgens, 2000).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수발을 요하는 사람들의 급증으로 지금

까지 사회보장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해졌다는 점이 이 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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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발보험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구조

에도 변화가 생겨났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우 2007년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커다란 과제로 남겨 있다. 왜

냐하면 현재 연금보험도 정부정책에 불신율이 높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6)

(3) 기타 노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법－노인수발사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문적으로 노인수발을 맡아 하는 전문직종이 생겨났고, 그

를 위해 교육제도가 새로이 마련되었다. 2000년 현재 독일의 80세 이상 인구는 약 3백만 

정도지만 2050년에는 약 8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발 관련 전문인력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과 수발보험으로 인해 새로운 직종의 안착이 가능해졌다는 상황

에 따른 것이다. 즉 수발보험제도 도입 후 약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

었다.

독일에서 수발은 방문이나 시설 모두 언제나 “교육을 받은 전문 수발요원 중 책임을 

맡은 사람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사회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전문 수발사는 간병수발, 소아간병수발 및 노인수발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

로서 적어도 5년 동안의 실무 경험 가운데 최소한 2년 이상을 관련 직종에서 활동한 경

력이 증명되어야 한다(SGB XI, §71, 3). 물론 그 전에도 그와 비슷한 교육제도와 시설들

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현실에서 이러한 직종에 대한 교육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미 1950년대부터였다. 1950년대 독일에서는 일정한 자질을 갖춘 수발요원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반면 간병인력이 충분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따라서 

노인수발을 담당할 최초의 직업교육시설이 몇몇 종교단체에서 시작되어 지자체도 자체적

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을 위한 교육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이라거나 전국적 

통일성이 없었고, 각 주 나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진 채 지속되어 왔다(김근홍, 2002).

그러다 보니 직업교육 및 시험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사항들과 자질 평가의 통일적 기

16) 더욱이 우리의 재원 조달 방식은 독일처럼 완전한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본이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사

회보험 방식과 조세혼합 방식을 혼합한 형태이다. 이러한 혼합 형태에서 재원 분담 비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보험료와 조세 비율 80%(조세는 총재정의 30～40% 수준)로 본인 부담 비율을 20%로 제

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숙, 2004：20). 이렇게 된다면 빈곤가정의 경우 본인 부담비 20%가 부담스러워 

요양급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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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각 주별로 제 각각 남았던 것이다. 그러다 2003년 8월 1일 주별

로 실시되어 왔던 노인수발 직업교육을 독일 연방 차원에서 단일화시켜 새로운 서비스의 

질적 표준을 세우게 되었다. 현재 표준화된 노인수발교육은 3년제로 운영되며, 2002, 2003

년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 수는 약 42,200명에 이른다. 2001년 기준으로 방문수발서비스

에서 일하는 노인수발 인력은 28,200명으로서 1999년 25,460명에 비해 2년 사이에 2,700

명이나 증가하였다. 노인시설에서 일하는 노인수발 인력도 96,700명(2001년)으로 1999년

보다 13,000명 더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학습 분야와 개

념을 정하기 위한 지침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문화에 민감한 노인수발교육을 

위한 모듈을 개발하면서 직업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노인수발교육의 현장실습교육

을 위한 지침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http：//www.bundesregierung.de/2005.5.28).

4) 여가문화정책

(1) 노년기 여가 및 레저

여가의 어원은 그리스 어인 Schole(Scole)와 라틴어 Licere에서 유래되었고, Schole는 

영어 School과 Scholar의 기원이 되는 단어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라틴어의 

Licere는 ‘허락되다(to be permitted)’, ‘자유롭게 되다(to be free)’라는 뜻으로 직업과 노

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자유 시간(free time)보다는 자유 정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유는 단순한 자유 시간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가에 해당하는 어원들은 무료한 시간을 뜻하

는 것이 아니라 ‘평화’, ‘조용함’, ‘의무가 없는’, ‘자발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여가는 한가한 시간을 뜻하기보다는 시간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김근홍, 2003).

이처럼 산업화에 따른 노동의 인식 변화로 노년기를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시기로 

본다면 노년기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은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직업활동에서 벗어난 

노인들로서는 하루 일정 전부가 여가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여가활동 내용이나 

특징은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여가학의 대부 오파숍스키

(Opaschowski)는 여가 기간의 일상생활은 대외적인 활동 요인들보다 ‘본다’, ‘읽는다’, ‘듣

는다’, ‘마신다’, ‘머문다’, ‘잔다’와 같이 개인적이고 사적 감정들이나 감각적 행위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Opaschowski, 1995). 이러한 표현적 특징을 통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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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Gordon)과 그의 동료들은 인생의 단계별 진행에 따른 여가활동의 개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인생의 만족 정도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은 신체적지적정서적 활동을 표

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춤과 음

주, 영화 구경, 스포츠 참여, 옥외활동, 여행, 예술활동에 있어 개인적 즐거움이나 선호도

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인일수록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여가활동의 형식

은 위축되기 마련이며, 가정적 활동이 가정 외적 활동에 비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통념상 은퇴는 노년기의 시작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임의로 쓸 수 있

는 시간은 여가활동에 있어서 노인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여가활동 형식과 그 가짓수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크게 의존하

기 마련인데,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여가활동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가활동의 양식과 

범위에 있어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 상태 및 그와 연관된 신체적 활동 능력

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게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만 여가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체적 활동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여

가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Parker, 1979).

①독일 노인의 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은 산업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산업화가 

더디게 발전되고 있는 국가들은 노동 시간의 규정이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 시간이 길고 또 공식적으로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 시간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 가능성에 대한 요소는 휴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상으로서 물리

적유형적 속성을 지니며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마

련이다. 따라서 여가활동 요소의 구성은 휴가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일차적 

공급 요소와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부차적 공급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

차적 공급 요소는 여가 공간 및 주요 시설 그 자체이며, 부차적 요소는 일차적 공급 요

소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보완적 여가 공간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그럴 경우 여가 

공급 요소는 가치에 있어서 서열이 있으며, 시설수준이 좋을수록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또한 자원 활용도가 클수록 그 가치가 부각되는 여가활동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여가활동 가능성 시설들은 자본 투자도가 낮고 야생성이 큰 자

원으로 토지나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가 공급 부문이 주라 할 수 있다. 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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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볍게 휴식이나 산책 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작은 공원에서부터 외국 관광객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단위 공원까지 독일에는 다양한 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어로 쿠어(Kur)는 치료를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순수하게 치료라는 의미보다 온

천요양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쿠어는 노인 세대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 주치의가 진단서를 발부해 줄 경우 대부분의 비용이 건강보험회사에서 지불되고 있

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시설 주변 환경이 노인 세대 위주로 편

안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세대에게 요양

지에서의 생활은 그만큼 소외감이나 적막감을 감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

인다(Wiese, 2005).

한편 쿠어오르트(Kurort)라고 부르는 독일의 공인 요양지 중에서 온천요양지(Therme 

Kurort)의 수효는 대략 220개 정도가 있다. 독일인이 가장 즐겨 찾는 온천은 프랑크푸르

트 근교의 바트 나우하임(Bad Nauheim)이지만, 국제적으로 독일 온천의 진수라고 하면 

역시 바덴바덴(Baden Baden)을 꼽을 수 있다. 바덴바덴의 온천수질은 심장동맥질환, 류

머티즘, 부인병, 호흡기질환 등에 효과가 높기 때문에 노인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온천으로 대표되는 요양 공간과는 달리 독일의 휴양지(Erholungsort)는 

가족 또는 여행자들에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허락함으로써 산책이나 다양한 운동

을 가능하게 하며, 때로는 카지노나 쇼 행사를 제공하여 미국적 리조트(resort)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독일인이 즐겨 찾는 주요한 휴양지는 대부분 해변이나 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오스트세(Ostsee) 근처의 ‘인젤포엘(Insel Poel)’과 에어푸어트

(Erfurt) 근교의 ‘홀펠트(Hollfeld)’ 등을 꼽을 수 있다.

스포츠 시설은 공간에 비해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며, 인위성이 큰 휴가 공급 부

문으로서 도시 내 혹은 도시 근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자 중심형 성격을 띠기 마련이

다. 세계 최초로 조직적 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체육관, 수영장, 목욕탕, 기타 운동경기를 위한 건물들에 시설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실시한 황금 계획(Golden Plan)의 

각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스포츠휴가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

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김근홍, 2003).

독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스포츠클럽이 성행했던 전통이 있어 보통 국민 9명당 1명 이

상은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안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클럽이며, 단순히 스포츠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사교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모든 스포츠클럽은 그 발족 시기가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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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또 독일인 자체가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노년층이 주로 활동하

는 케겔클럽(구주회)이나 부부댄싱클럽은 그 전통이 무척 오래되었다(동아일보, 2003년 2

월 7일자). 독일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5월에서 8월까지이고, 이 시기에는 서머타

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산과 공원 그리고 호수에서 여유로운 일정들을 간

직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

이처럼 황금계획안에 따르면 5천 명 이상 지역 주민이 있는 곳은 수영장과 체육관 그

리고 축구경기 등을 할 수 있는 일반 스포츠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다.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현재 약 86,000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있으며, 전체 회원 수

만 무려 2,700만 명에 이르고 있을 만큼 독일인에게 여가 스포츠는 막중한 위치를 접하

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mat, 2004).

이 밖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일인에게 지대한 관심과 높은 호응도를 갖고 있는 예

술문화시설로 연극, 음악, 오페라, 발레, 영화, 박물관 등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인이 가

장 자주 방문하는 문화시설 공간은 영화관으로서 월 평균 3.43회 이상을 관람하며, 연극

도 월 0.4회, 박물관 월 0.35회, 오페라 월 0.28회 그리고 콘서트는 0.16회 등 다양한 분포

도를 보여주고 있다(Opaschoswski, 1998). 독일인이 휴가 시간을 얻었을 때, 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극미한 것에 비교하면 위의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실제 독일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슈타트팔라스트(Friedrichstadtpalast), 포츠

담광장의 뮤지컬극장 그리고 바리에떼 빈터가르텐(Variete Wintergarten) 등은 대단히 성

공을 거두고 있는 세계적 명소이다. 특히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각종 오페라와 연

극이 주말마다 개최되지만 세계 각국에서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면서 대도시의 관

광 수입에도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명한 오페라의 경우 몇 년씩 막이 오르지만 

몇 개월 전부터 표를 예매해야 관람할 수 있을 만큼 독일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다양

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②노후의 해외여행

여행을 즐기는 유럽인 가운데 독일인 하면 여행에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챔피

언이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노인 세대에게 해외여행지는 삶을 영위하는 당연

한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세계 관광산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구 북반부의 부유한 산업국가에 속하는 독일의 휴가객들은 이국

풍의 낯선 문화와 민족, 풍경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체험과 모험이 가능한 지역, 특히 

남반부의 열대 지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평소 준비하는 과정이 노후의 여가 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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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 시간이 되어 있다. 해외여행을 단순히 구경하거나 다녀오는 시간이 아니라 중장

기적 노후 대책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지의 언어나 풍습을 지역사회의 시민대학이나 복지기관에서 미리 배울 수 있는 것은 

노인 세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고 있다.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 시민대학에서는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각국의 언어 코스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

택의 폭도 다양하다. 오전반의 경우 가정주부와 노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서 이들은 어

학 코스에서 배운 언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 단체 또는 개인별 해외여

행을 주선하기도 한다.

독일인이 평소 선호하는 주변 해외여행국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

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노인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는 비교적 물가수준이 낮으

면서도 기후가 좋은 이탈리아, 스페인 혹은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비

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온난한 기후의 지중해로서 스페인의 ‘마요르카(Mallorca)’

와 영연방 ‘몰타(Malta)’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와 터키 그리고 동유럽 휴양지 또

는 중남미 지역은 중년층 이상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Opaschowski, 1995). 이처

럼 이들 남부 유럽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독일 사람들을 동경해 마지않는 이유는,17) 노

후에 경제적 여건, 건강, 취미생활과 여가생활 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지의 건강체조 코스나 스포츠클럽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처지가 비슷한 친구나 동료를 사귀어 노년기의 우정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장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의 무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해외여행은 인간으로 하여금 개

인의 한계와 정체성을 결정해 버리는 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이고,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

고 예측해 버리는 일상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은 

경이, 예측 불허, 발견, 도망, 반역,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통해 자아로 하여금 ‘미지의 

자아’, ‘새로운 자아’ 또는 ‘다른 자아’를 선택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생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기능적 시간이 존재한다면, 반대

로 삶 자체만을 위한 해방된 시간도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여타의 의무와 관계없는 

삶 자체를 소비하는 시간, 자신의 달콤한 운명을 즐기는 시간, 삶을 위해 사는 시간이 존

재하는 것이다. 혹자는 휴가를 ‘저주받고 외로운 피조물에게 임시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

17) 최근 국내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만 보더라도 그러한 독일인의 동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날씨는 전통적으로 흐리고 습한 데 비해 이 남부 유럽 지역의 날씨는 맑고 따뜻하다

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라틴 문화에 대한 향수는 로마 후기부터 게르만족의 마음

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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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고를 보상해 주는 성스런 구원신화의 회귀’(비센떼 베르드)라고 규정함으로써 현대

의 휴가에 인류학적 의미를 부여한 바도 있다. 그러나 휴가가 만드는 가장 큰 변화는 단

순히 내가 하던 일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의 변화에 있을 것이다. 휴가 속에는 디오니소

스와 에로스, 나르시스와 바카스 같은 신들의 신화가 숨 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에게서 휴가는 일상을 지배했던 의무와 일로부터 해방되어 가장 본능적 자기 자신에 몰

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근홍, 2003).

(2) 자원봉사활동

독일 노인교육정책은 개인적 차원의 관심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의 변화 추세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연구 

결과 중 제3차 보고서인 “노인과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자원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간 노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한 지원 정책은 여가와 개인적 차원의 만족감, 삶의 질 찾기 

등으로 특징지어진다면, 사람다운 삶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기쁨인 원천의 또 하나가 바

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오는 만족이라는 발상의 전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노인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즉 노인의 지식과 활동을 있는 그대로, 생산적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노인은 또 노인 나름대로 자신의 생산적인 사회적 역량을 되살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을 살펴보면, 더불어 책임지는 삶(eine 

mitverantwortliche Lebensfuehrung)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흔히 이야기되는 자원봉사활

동을 통해 수행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위나 도움과 맥은 같더라도 똑같은 차원은 아니

라는 것이다. 더불어 책임지는 삶은 자원봉사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기

꺼이 몸담겠다는 일종의 가치관이요, 마음가짐이며 개인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이루어 낸 일이나 도움은 다시 본인에게 만족감과 보람으로 돌아

오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책임지는 삶은 사회적인 것과 동시에 다시 개인적

인 것이기도 하다(BFSFuJ, 2001).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과 봉사(자기 자원의 사용)는 더불어 책임지는 

삶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적 자원은 물론이요 젊은 세대의 사회적 자원까지 함께 인정하여 받아들여야만 한

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다. 계속적 계몽과 교육(모든 이들을 

대상으로)이 필요하며, 아울러 가능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책임지는 삶의 의식을 

발현하여 다지는 계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계기로 독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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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원봉사와 비슷한 맥락의 무보수 명예직(Ehrenamt)이란 제도가 있다. 행했던 일

에 대해서는 정신적 만족과 대략의 교통비 정도만 지원받지 결코 일정의 보수는 없다. 

주로 전문가 직종에 많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가 시간을 통해 그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 밖에 노인끼리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자기 책임하에 

지역사회의 일을 거드는, 이른바 노인사무국(Altenbuero)이라는 것이 1992년부터 시작되

어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 정도 분포되어 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 사무국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동시 다른 세대와 다른 나

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노인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을 통해 자신의 지역 공동체에 보탬을 줌과 동시에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풍토에 긍정적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의무와 권리 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독일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 일이나 시민참여 활동 등을 통해 활발한 

참여가 있으며 사회, 공동체, 체육계의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60세에서 70세의 노인 3명 중 1명은 어떤 식으로든지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으며, 다만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에서 그 수치가 다소 줄어

들 뿐이다. 이제 고령사회가 점증할수록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권리가 

연상되는 노인상은 더욱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인이 가진 지적경

험적 자원에 관한 논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노인이 가진 자원과 잠재력

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활용되는 방향 전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①봉사 관련 노인단체

독일에서 노인 관련 단체는 각자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

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생 황혼기 연방협의체(LAB)는 1957년 결성된 단체로서 독일에서

도 가장 오래된 전통에 또 가장 규모가 큰 노인봉사－조직체이다. “스스로를 돕는 것을 

통한 봉사”라는 이 조직의 모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가 그

만큼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른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돕는다는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LAB, 1988).

함부르크 시를 예로 들면 인생 황혼기 연방협의체(LAB)가 함부르크에 결성된 것은 

1963년으로서 가입 인원이 약 2,000명 정도에 이르고, 그중에서 150명은 명예직의 무보수 

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된 노인은 주당 6일 동안 활동하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강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인원은 대략 70,000명 정도에 달한다. 이곳에서 

노인은 새로운 친구들과 교제하거나 그룹별로 정기적으로 춤을 배우고 전국 단위의 경연

대회에 참석하기도 한다. 다른 그룹들은 강연을 청취하기도 하고, 바자를 실시하여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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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며 또 단체 소풍을 가기도 한다(LAB, 1988).

그에 비해 독일 적십자사(DRK)는 산하 주간 노인수용시설의 경우 노인이 보다 다양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강연회, 음악활동, 견학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단체로 한 달에 1번씩 노인 회원을 대상으로 생일 파티를 열어 주고 있으며, 본인

이 만든 공작이나 수작업들을 전시회나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여 기부하는 행사를 정기적

으로 갖기도 한다.

독일적십자사(DRK)가 실시하고 있는 일 중에서 노인에게 매우 효과적 프로그램은 시

설 산하의 보조활동이다. 독일적십자사(DRK)가 운영하고 있는 287개의 상설 노인보조시

설에는 수용 가능 인원이 2만 5천 명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수는 대략 1만 1천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 노인수발교육을 위해 25개의 전문 강좌에서 수발요원

들을 교육, 육성하고 있으며, 자체 확보된 전직 노인 의료인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시설을 찾아오는 회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적십자는 현재 주간 

노인수용시설 700개, 보조서비스 250개, 그리고 식사조달서비스 250개소 등을 운영하면서 

노인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1965년도에 

서비스를 받은 노인의 수가 불과 449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무려 14만 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휠체어 식사 서비스(Meals on wheals)”라는 이름

으로 맨 처음 영국에서 그 근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DRK, 1991：6-7).

위에서 제시된 단체 이외에도 여러 봉사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단체와 

시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비스탈－하이메어쯔(Swisttal-Heimerz) 소재의 양로원 

또는 노인용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단체, 쾰른(Köln)의 노동자－구급협회－독일 연맹, 

함부르크의 독일사회사업협회(Deutsche Sozialwerk e. V. in Hamburg), 부퍼탈

(Wuppertal)의 노인보호협회(SSB), 회색표범협회(Graue Pahtner e. V. in Wuppertal), 카

셀(Kassel)의 노인세대연방회의(Bundeskongreß der Älteren Generation e.V. in Kassel), 

마얼(Marl)의 노인댄스연방협회(Bundesverband Seniorentanz e. V. in Marl), 뮌헨

(München)의 즉흥적으로 활동하는 노인모임, 바이언(Bayern)의 젊은 세대의 생활을 도

와주는 노인모임(Aktion Senioren helfen jungen Existenzen Bayern e. V. in München),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뒤셀도르프－가랏 노인작업소(Altenwerkstätten 

Düsseldorf-Garath e. V. in Düsseldof), 쾰른(Köln) 노년기의 새로운 주거생활(Neues 

Wohnen im Alter e. V. in Köln), 프랑크푸르트(Frnakfurt)의 구급자 정보 및 가정 구급

자 전화 센터에서 활동하는 노인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취미회, 함부르크의 노인－전문가

－봉사(Seniorinnen-Experten-Dienst in Hamburg) 등의 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

고 있다(Lade, 1995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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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정책

독일의 노인주거정책은 대부분 종교단체 소속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복지협의회 단

체(Spitzenverband)18)에서 주거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소자들의 시설 이용료가 비교

적 저렴한 편이다. 또한 입소자 대부분이 자신의 연금으로 시설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우

리처럼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소정의 생활비조차 본인의 연

금으로 전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국에서 사회부조(Sozialhilfe)를 받을 수 있

는 정책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Wiese, 2005).

(1) 주거노인복지시설

독일의 두덴(Duden) 어원사전에 의하면 ‘주거한다(Wohnen)’는 말은 ‘머물러 지내다, 

체류하다, 거주하다；익숙해 있다, 마음을 두다, 기꺼워하다；마음에 들다, 만족하다, 친

숙해지다’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은 여기서 논의되는 맥

락에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여지를 준다. 사람은 어딘가에 그저 되는 대로 거주하는 것

이 아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를 꾸리는 것, 비교적 오랜 기간을 머물러 살

아가는 감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에게 적합한 주거 상황이란 것이 

일반적 생활의 만족을 위한 기반을 의미하는 정도라면, 외부 활동보다는 주거시설 내에

서의 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상황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

기 마련이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독일 노인들은 하루 일과 시간의 4/5 혹은 그 이상

을 주거시설 내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Wahl et al., 1988；Friedrich, 1988). 이

는 우선 기동성의 약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밖에도 사회적 활동의 감소 또

는 결여 및 외부활동을 위한 재원의 부족 등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대부

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거지는 노인에게 사회적 귀소(歸 )의 영역일 뿐 아니라 생활의 

구심점이기도 하다(Schäuble, 1989). 직업생활이 마감되고, 기동성이 줄며 밖에서의 활동

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노인의 삶과 주거 영역은 점점 더 중요하고 핵심적 의미를 갖

게 되고, 더 나아가 주거 영역은 점차로 전체 생활 영역 그 자체가 되어 가는 것이다

(Stiefel, 1983).

노인에게 주거 문제는 자아정체성의 보장, 생활의 지속 내지 연속성 보장, 사회적 통합

의 보장 등과 다차원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 의미를 갖기 마련이다. 노인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주거시설에서 독자적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18) 민간복지협의회는 국가의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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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노인에게는 그들 자신이 살아오던 주거시설이 가장 기본적인, 나아가 유일한 체

류 장소이며, 동시에 그 안에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이고 기억들에 의해서 정력적으로 활

동하던 젊은 시절과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Michel et al., 1984). 그렇기 때문에 노인

주거복지시설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직업생활을 할 때부

터 지속되어 온 주거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오랫동안 교류해 온 주변 

이웃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그대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 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은 노인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노인에게 필요한 주거시설은 벽돌, 철, 목재 등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J. Williamson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거시설과 

환경이란 그 기본적 형식과 시설 등 객관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주거하는 사람 자신에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주관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대다수의 노인은 인생의 황혼기를 가급적이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즉 자신의 보금자

리에서 보내길 원하기 마련이다. 물론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를 다른 형태의 주거지에서 

보내길 원하는 부류의 노인도 많다. 이들은 이를테면 어떤 노인은 독자적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의 생활을 선호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노인은 비슷한 사정의 노인이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하여 노인용 아파트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처럼 원하는 주거지의 형태는 개인

별로 또 연령별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인주거시설의 종류 역시 그만큼 

다양하기 마련이다. 전체적으로 노인은 노후 생활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이 지켜질 수 있

길 원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길 바라기 마련이다.

노인주거시설의 종류는 우선 일반주택과 시설주택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일반주택에는 

다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된 노인형 주택, 가정에서의 재가간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수발형 주택 및 일반주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설주택의 경우도 일반적 주

거생활을 위한 시설(이를테면 양로시설), 요양이나 치료 혹은 수발을 위한 시설(수발원

요양원 등), 혹은 이러한 목적들이 합쳐진 다목적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노인에 적합한 주택시설

노인에 적합한 주택시설이란 그 위치와 시설, 설비에 있어서 노인의 특수한 요구 조건

에 합당한 것으로서, 노인이 가급적 오랫동안 독자적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주택시설을 말한다(KDA, 1972).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방, 부엌과 작은 복도 그리고 세면실 정도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주거시설 내에 문지방과 같은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계단이 없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

우에는 승강기를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중앙난방과 현관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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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전화,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욕실, 발코니 및 적절한 면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적절한 면적이라 함은 거실의 경우 1인 기준으로는 평균 18평방미터(약 6평), 2인 기준으

로는 2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거시설 전체 면적으로는 1인용 주거시설의 경우 

최소한 40평방미터(2인용의 경우 5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환경에 사는 60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을 보면 구 서독 지역의 경

우 대략 2/3 정도이고, 구 동독 지역은 40% 정도이다(Voges, 1995：80).

시설 요건과 더불어 경제적 요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소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

악한 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은 지나치게 비싸거나 불필요하게 커

서도 안 된다.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고 또 재가수발서비스나 경우에 따라서 가사

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자가 있다면, 대부분의 노인은 본인의 주거시설에서 생을 맞이하

고 싶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계획할 때 수발원(요양원)과 지역적으로 연

계해서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는 노인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될 때 가까운 수

발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물론 노인용 아파트나 양로원 그

리고 수발형 요양원 등 복합적 주거시설이 일반주택 주변에 건설될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산책이나 외출 시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다.

②노인주거에 적합한 주변 여건

주택의 주변 여건, 즉 주택 지역의 여건도 주거 만족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인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주거 지역 상태는 주변의 이용 가능한 사회정책적 프

로그램들과 그에 관한 정보 외에도 시장 혹은 슈퍼마켓 등 장을 볼 수 있는 시설, 은행, 

병원, 약국 및 버스 정류소 등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안전과 휴양이 보장될 수 

있는 공원과 녹지대(Dringenberg, 1989) 등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주거 지역 내에 사회

적문화적 시설들과 또 장을 보고 아울러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가게들이 없을 경우라

면 기동성이 적은 어린아이나 가정주부 및 노인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만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과의 연계 이외에도 집안 내부의 주거 

여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chäuble, 1989). 독일 연방정부에서 조사한 자

료에 따르면, 독일 노인들이 중요시하는 주거지의 주변 환경 요건들은, 범죄로부터의 안

전(68%), 의사와 병원과의 근접성(63%), 맑은 공기(59%), 조용한 주변(52%), 그리고 장

보기의 편리함(49%)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BfLR, 1993).

노년기 주거 상황, 즉 주거시설의 종류와 지역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개인적 만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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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노인의 경제적 안정의 정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70%의 노인이 외적 주거 상황에 전반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불만족은 불과 

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0% 정도의 노인들은 만족의 정도가 부분

적일 뿐이라면서 유보를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입장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만족의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재산의 소유 정도라 할 수 있

는데 임대주택시설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자가 소유의 주택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만

족 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 실비유료복지시설

나이가 들면서 노인은 점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가족 내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은 운영 방식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양로시설

(Altenheim), 노인복지주택(Altenwohnheim) 및 수발형 요양원(Altenpflegeheim) 등을 꼽

을 수 있다. 그 밖에 가족들이 있더라도 일정 시간, 특히 주중의 낮 동안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주간 수발원(Tagespflegeheim)과 수발과 관계없이 가정의 노인에게 모임의 

기회와 아울러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 및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주간 노인정

(Altentagesstätte)도 있다. 이 외에 입소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노인의 생활에 편리하

도록 설비된 노인용 아파트(Altenwohnungen)가 있다. 그리고 입주자에게 간호나 보호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도움을 제공해 주는 주거 형태로 입주자는 계약을 통

하여 희망하는 사항들을 보장받는 보호주택(Betreutes Wohnen)이 있다.19)

상당수의 노인은 나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그런데 노인을 위한 복지 차원의 주거 및 서비스 시설

이 수요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

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재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이 자체적으로 혹은 재

가(재택수발)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의지하면서 가급적 독자적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거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독일 사회주택(Sozialwohnung)처럼, 노인에게 적합한 영구임대주택을 건

설하고 또 기존의 주택을 보수함으로써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독일 정부의 정책

적 노력은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 볼 분야라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실비유료복지

19) 현재 독일에 있는 노인주거시설 수는, 노인복지주택이 442개, 양로시설 1,821개, 수발형 요양원 2,272개 

그리고 복합형 양로시설은 3,653개 등 총 8,188 이상이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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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구체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양로시설(Altenheim)

자체적으로 가계를 꾸려 나갈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노인을 위해 숙식 및 

기본적 의료와 관련되는 보호를 제공하는 유료시설로 우리의 실비 양로시설 개념과 유사

하다. 그런데 독일 양로시설의 개념은,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무료로 수용하였던 전통적 

양로원(Altersheim)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로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양로원은 뤼벡(Lübek)의 성령양로병원(Heil-Geist-Hospital)으로서 1280년에 세워

졌다. 전통적 양로원의 경우는 사회단체들, 특히 교회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현재의 양로원 시설도 주로 특정 재단이나 공동체, 교회, 경제 단체 등에 의해 사회구호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료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노인을 위한 

입소시설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근래에 들어서는 수발을 요하되 극단적으로 쇠약한 경

우가 아닌 노인을 위한 수발양로시설과 병행 또는 연계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②노인복지주택(Altenwohnheim)

노인복지주택이 양로시설과 다른 점이라면 각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독립적 아

파트형 시설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 공통의 서비스로 세탁, 손발의 관리 및 치료, 

식사, 상담, 오락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수발과 필요한 일의 대행도 받을 수 

있다.

③수발형 노인요양원(Altenpflegeheim)

장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숙소와 식사, 사회생활과 문화에 

관한 정보 제공, 조언 및 수발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이 있는 노인

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여행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수발 대상 노인

을 맡길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운영된다. 이 경우 최고 90일까지 수발을 받으며 머물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은 대략 하루 약 100유로(약 13,000원) 정도가 된다.

④주간 수발시설(Tagespflegeheim)

이 시설은 비교적 새로운 시설로, 특히 가정에서 직업생활을 하면서도 노인을 계속해

서 보살피길 원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서 평일의 낮 동안 수발 대상 노인들을 수발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론 반드시 노인만이 아닌 기타 장애인도 그 대상이 되긴 하지만, 노인

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은 주중의 낮 동안 이 시설에서 수발을 받고 밤이나 주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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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다시 가정에서 지내게 된다. 따라서 노인이 여생을 자신이 살던 가정에서 계속

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 최근 독일 노인정책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수발 외에도 서로 간의 이야기 상대를 만날 수 있고 또 

여가 선용의 기회가 제공되며, 정보와 교양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전

문요원들이 고용되어 노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만남과 또 적당한 문화행사들을 제공하고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⑤주간 노인정(Altentagesstätte)

평일 낮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대부분 비영리재단과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수발을 위한 시설도 주거를 

위한 시설도 아니어서 특별한 전문요원들을 크게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함부르크 시 옆에 위치한 베델(Wedel)이라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에서 AWO(노동자 복

지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한 곳을 예로 들어 보겠다. 이 주간 노인정은 지방 행정 

단위의 하나로 몇 개의 인근 지역을 공동 관할하는 공동 행정구인 핀네베르크

(Pinneberg)로부터 연 80,000마르크 정도의 운영 보조금을 받는다. 고정적 이 보조금 외

에도 시설의 보수나 확충과 같은 공사들이 요구될 경우에는 공식적 신청 절차를 거쳐서 

추가 지원을 받는다. 시설의 운영비는 행정당국의 정기적 보조금과 시설에 등록한 회원

들이 내는 연회비(1년에 60마르크)와 AWO 총본부로부터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시설의 

업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인데, 그중의 상당 부분

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자원봉사자 대다수가 65

세 이상의 노인이란 점과 또한 각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어서 다른 지원금이나 보상 없

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각자의 소질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려

서 다른 노인을 지도한다. 예를 들자면 그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림반을 만들어 다

른 노인한테 그림 그리기를 지도하는데, 여기서 그려진 그림은 병원이나 고아원 같은 곳

에 기증되곤 한다. 이 시설에서는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이 역시 공익요원(Zivildienst)들

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서비스되며, 점심 값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⑥노인용 아파트(Altenwohnungen)

건물의 구조와 위치 등을 노인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꾸며, 자립 가능한 노인이 자체적

으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지역 행정구에서 담당하는 노인

용 사회아파트(Sozialwohnung)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 사

람들에게 임대된다. 입주자들은 각자 자기 아파트에서 자체적 독립생활을 할 수 있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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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따라서는 뜻에 맞는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수

발이나 응급조치 및 긴급 의료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보호 조치 및 비상 사태를 위하여 각 아파트 또는 각 방마다 비상벨과 인터폰 등이 

갖추어져 있다.

⑦보호주택(Betreutes Wohnen)

보호주택은 입주자에게 간호나 보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도움을 제공

해 주는 주거 형태로 입주자는 계약을 통하여 희망하는 사항들을 보장받는다. 보호주택

은 노인홈이나 노인요양시설과는 달리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간호와 보호를 직접 제공받

는다는 심리적 장점이 있고 노인 개개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주거 공간을 개조시켜 줌으

로써 장애에 대응된 생활환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보호주택은 일반 주거와 노인요양시설의 장점을 살린 주거 형태로서 노인 개개인의 요

구에 맞추어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농촌이나 도시 지역을 막론하고 계획할 수 

있으며 주택 자체는 물론 그 주변 환경까지 노인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언

제든지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와 함께 근처에 노인지원센터나 

보건지원소가 배치된다. 보호주거의 공동시설로는 공동활동실, 간호거점, 간호작업실, 장

애인을 배려한 편의시설, 응급전화시스템 등이 있다.

보호주택은 독일 정부로부터 지역공동시설로 인정받는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공

공의 보조를 받아 건립 운영된다.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보호서비스는 가정간호, 가사 돕

기, 식사 제공, 상담, 관공서 업무 대행 처리, 산책 동행, 도서관이나 미술관 동행, 목욕 

수발, 세탁 등이 있다.

⑧수발주택(Pflegewohnung)

수발주택은 최근에 시도되는 주거 형태로 6～8개의 주거시설들이 모여 한 개의 단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간호시설이 배치되는 개념이다. 입주자들은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영위

하면서 동시에 시설 내에서 수발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작은 단위의 공

동체 삶을 통한 서로의 도움과 함께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다. 수발 직원이 상주하면서 노인을 간호하므로 병원과 같은 집, 집과 같은 병원의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⑨노인주거시설의 공급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시설(양로시설 및 보호주택 등)의 적정한 공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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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cher와 Kliemke는 65세 이상 인구의 10%나 75세 이상 인구의 7.2%를 권장한다. 또

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을 위해 DIN 규정(DIM 18024, 18025)에 맞춘 장애인 주택을 

전체 주택의 5% 비율로 건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Kliemke & Wischer, 1994). 이러한 

노인주거는 가급적 1층에 배려함으로써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데, 이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밖에 혼자서 독자적 가사와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시설을 

함께 모아 놓은 복합형 노인 아파트도 있다. 이 경우 각기 자체로 독립적인 하나 또는 

두 개의 방과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는 본인이 쓰던 가구나 본

인이 원하는 도구들을 가져다 설치,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노인용 공동아파트는 단지를 

이루며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 주거시설이 도시의 한 구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

우도 있다. 기본적 계약 내용상에는 보통 가사 관련 혹은 수발－보호 관련 서비스는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형태의 시설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복합형 시설도 있는데, 여기에서

는 정정한 노인뿐만 아니라 수발을 요하는 노인에게도 숙소 및 서비스가 제공된다

(Mätzke, 1992).

(3) 기타 관련 정책으로서 노인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시

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범위는 의료보장이나 소득보장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복지제도 차원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노인

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시설 문제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거시설에 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노인의 주거시설에 관한 학문적 연구나 

정책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독일도 주거시설과 관련된 학문적 연

구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까지도 이

에 대한 정책이나 문제 인식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더 나아가 이때까지도 독일 노년학에

서 노인의 주택 상황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비판을 뒤

집어 보면 비록 시기적으로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관심이 커지

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주택과 관련하여 일반적 성향의 변화가 보이는데, 그 성향에 있어서 독일과 

우리나라는 각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노인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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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독자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재가복지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

일을 비롯한 서방 선진산업사회에서 사회적 노인시설로부터 가정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

타나고, 또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지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사회적 

차원의 노인시설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 들어와서 사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버타운의 건설 붐이 일어나는 등 사회시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러한 상반된 변화 양상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상

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 거꾸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인 데 

반하여, 전통적으로 효( )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경로사상을 생각할 때－지금

까지도 그러한 전통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노인의 부양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오히려 사회 차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김근홍, 2005).

노인을 위한 독일의 주거정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복지 재원의 부족－특히 통독 이후 심화되었다－으

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부조 역시 약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복지만으로는 노인에게 정서적 만족까지 줄 수 없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이

다. 다시 말하자면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재가보호서비스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시설에서 전문 수발요원들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인 스스로가 느끼는 만족감에 있어서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만큼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노인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보다 더 오래 살고, 그들의 

행복감과 만족감에 있어서도 더 크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서 노인은 평소 자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주변의 물건이나 환경에 깊은 애착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 사정에 의해 정들고 낯익은 주거지를 떠

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경우 그들이 입는 상처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독일 정부의 노인주거정책은 가능한 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독자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독일 노인 가운데 4～5% 정

도는 시설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약 9% 정도는 자녀나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독일의 복지서비스 정책의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정서

적인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예산 감축을 

위한 방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4～5%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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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집단주거시설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용률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택은 단순한 숙식의 장소를 넘어서 개인과 가족의 보건, 사회적 적응, 자아실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장시간을 주택에서 보내야만 

하는 노인에게는 그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부득이 시설에 입소해야만 생활이 가

능한 노인도 있기 마련이다. 독일은 이러한 환경에 처한 노인이 새로운 환경의 입소시설

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면서 가급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단주거시설에 관한 법(Heimgesetz) 을 따로 두어 법적 보장을 하고 있다. 

‘하임(Heim)’이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성격의 집단주거시설을 의

미하는 것으로, 대상과 부류에 따라 시설과 설비가 각기 다르다. 이를테면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양로시설(Altenheim)’의 경우에도 그 구조와 시설이 노인의 활동에 편하게 이루

어져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인 ‘장애인용 입소시설(Behindertenheim)’은 그 구

조가 장애인의 활동과 생활에 편하게 되어 있다. 독일의 집단주거시설에 관한 법에 따르

면, 시설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자 또는 입주자 한 명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개개인

에 보장된 공간의 크기는 달라도 그 시설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공간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용 공간에서는 주로 텔레비전 시

청이나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몇몇이 어울려서 오락을 할 수도 있으며 전체 회의나 강연 

등을 열 수도 있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서의 보험이나 부조와 달리 시설에 대해서 그 시

설 및 운영 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1974년에 제정되어 1975년에 처음 시행되기 시

작하여 1990년과 1994년에 개정된 이 법은 제2조에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 

거주 노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독일주택정책의 총아라 할 수 있다(Klie, 2001).

제4 절 평가와 전망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의 특징적 현상은 노인과 관련된 각종 사회보

장제도들이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빈틈이 없어 보일 정

도로 꼼꼼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수발보험의 경우 도입하기 이전까지 무려 20년이 넘

는 기간 동안 긴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실시하고 있다. 또 독일 정부와 의회에서 

끊임없이 전문 연구 팀들을 구성하여 현재의 노인복지 상태를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평

가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거의 해마다 다

양한 테마로 연구 보고서가 정부 중앙부처의 가족여성노인청소년부에 보고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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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연구 결과는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2000년 제3차 연구 보고서 “노인과 사회”나 2001

년 “사회보고서”의 노인에 대한 시각과 관련하여 새로운 지평의 전환이 의미심장하게 엿

보인다. 노인을 자꾸만 부정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또 당사자 역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노년기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사회적 자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

서는 상호성을 강조하는 “노인과 사회”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오늘날의 70세 노인들이 

30년 전 65세 정도의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자들의 활동 몫은 얼마든지 많아 보

인다. 연륜에서 오는 경험을 활용하고 젊은 세대와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가정에서는 

손자 세대를 돌보고 사회적으로는 어린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또 노인들이 

서로 수발을 품앗이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

라(Infrastructure) 구조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인프라 구조 

중의 하나가 노인교육시설의 확충이나 자원봉사 그리고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보장되는 

각종 법적 장치들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인들의 철저한 사전 연구와 꼼꼼한 준비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애써 배워야 

할 점들이라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노인 친화형 주거시설 개발 정책은 일단 결정되고 나

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꼼꼼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

단 법제화되면 실제로 이용되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 수발 인력 양성과 관련된 법

적 장치의 마련 과정도 깊이 살펴야 할 분야인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수발

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이미 시작한 상태지만, 그 인력의 장차 직업과 관련한 법적 

장치들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에서 각 주마다 알아서 마련했던 교

육제도와 체계를 연방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간호사에 버금갈 정도의 전문수발사라는 직

업을 법적으로 정리하기까지는 수십 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물론 법안이 마련되었으면서

도 몇몇 주의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로서도 노인수발 

전문인력과 그 밖에 노인 관련 산업들의 기준 등은 시급히, 그러나 지나치게 서둘러 그

르치는 일 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시시각각 변화되는 사회 전반적 변화를 제대로 소화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상

황이라는 것을 독일노인복지정책자들도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우선 정책들

이 애초 이러한 변화들을 완벽하게 모두 예상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아울러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더라도 국민 정서나 기업체와 노동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아울러 과

격할 정도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 바로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이다. 그것도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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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동자 계층을 우선시하는 집권사민당(SPD)에서 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 정책이 그대로 실천될 경우 이제 독일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옅어지면서 

개인의 노후 준비에서 몫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연히 연금 수

령 금액이 줄어들고, 그 밖에 다른 보조금들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굳이 부정

적인 쪽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일례로 1970년대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시설 

위주의 노인복지정책을 펼쳐 왔지만, 그것의 비현실성 때문에 바로 재가복지로 방향을 

바꾸었던 것도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재가수발이나 방문수발 등을 적극

적으로 개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만보다 만족하는 성향이 아직까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 정부의 방향 변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겨질 것 같다. 첫째, 독일의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을 크게 내세우며, 우

리 정책의 방향도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 정부가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수행한 노

력들과 경험들로 바탕을 이루었던 노인복지의 기반까지 함께 본다면 그런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이 힘들여 얻은 경험의 결실에서 우리는 되도록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이끌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연금보험의 나아갈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독일은 물론 주변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늦게 시작된 것이 사

실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어둠과 밝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방금 살펴본 

발상의 전환을 거울삼아 처음부터 노년을 사회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자원일 수 있다

는 것, 개인에게도 위기만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정책과 문화와 의식의 바탕

에 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더욱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노후의 삶이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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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서 론

호주는 서부 유럽 또는 알라스카(Alaska)를 제외한 미국의 본토와 비슷한 크기의 거대

한 영토를 가진 나라다. 18세기 후반 유럽의 경제적 공황 시기에 빈곤으로 인하여 범법 

행위를 저지른 가난한 경범죄수들이 추방되어 유배지로 1788년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1901년 영국연방 내의 자치령으로 호주연방이 성

립되었다. 그러나 호주는 지난 40여 년 동안에 걸쳐 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민족의 유입

으로 다민족국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27.1%가 외국에

서 출생하여, 캐나다의 18.2%, 뉴질랜드의 19.5%(2000년 통계), 스위스의 19.9%, 미국의 

11.5%보다 높으며, OECD 회원 국가 가운데 룩셈부르크(38.1%가 외국에서 출생) 다음으

로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다(OECD, 2004a).

2001년 현재 호주의 전체 인구는 약 1,870만 명이며, 인구의 약 80%가 도시 지역에 거

주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호주는 경제적 수준이 비

교적 높은 편으로,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은 25,300달러(미국달러 기준)로서 OECD 30개 

회원 국가의 평균인 25,60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호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캐나다

(27,100달러), 프랑스(28,600달러), 독일(29,1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같은 해 우리나라

의 12,600달러보다 약 2배가 넘는다(OECD, 2004a).

현재 호주의 행정체계는 연방정부 아래 6개의 주정부(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와 2개의 지역정부(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그리고 그 밑에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행정 주무부서에는 노인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가 있다. 전자는 주로 노인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1921년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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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로 출발하였으나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명칭과 주요 기능이 변

경되었다. 1998년에 노인보건보호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로 명칭이 변

경되었으며, 그 당시 가족과 아동, 장애인 및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가 현재의 가족 및 지

역사회서비스부로 이관되었다. 노인보건보호부는 2001년에 또다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

날의 노인보건부가 탄생되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발견되는 주요 특징은 노인보건부의 행정수반인 장관이 2명이라

는 사실이다. 1명은 노인보건부 총괄 업무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노인보건부 장관

(Minister for Health and Ageing)이고 다른 한 명은 노인부 장관(Minister for Ageing)

으로 노인과 관련된 의료복지 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다. 노인보건부에 2명의 장관을 임

명한 이유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과 관련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

문이다. 참고로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재정에 가장 많은 압력을 주는 것은 공공의

료비와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으로,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65세 이하 인구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거의 4배에 달하고 

있다(OECD, 2005a).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는 장애인, 노인, 아동, 간병인, 여성과 관

련된 정책 및 각종 수당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와 노령연금(Age Pension)과 관련된 노

후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무 부서이다.

호주는 100여 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안

전망은 매우 발달되어 있다. 1909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12년에 

출산수당, 1941년에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1942년에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 1945년 실업수당(Unemployment Allowance)이 도입되었고, 1992년에는 노령연

금 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2차 연금인 (직장)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호주 역시 다른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호주 정부의 노

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파악해 보고, 호주 노인 인구의 특징, 노인복지정책에서 

핵심을 이루는 의료, 소득, 고용 및 여가정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 절 노인복지정책의 최근 동향

지난 10여 년 동안 호주의 전반적 경제 상태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낮은 물가상승률, 건전한 공공재정으로 경제가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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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발달하였다. 1993～2003년의 10년 동안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6%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고, 주요 선진국인 벨기에(2.2%), 덴

마크(2.5%), 프랑스(2.1%), 독일(1.4%), 일본(1.3%), 네덜란드(2.9%), 뉴질랜드(3.1%), 노르

웨이(3.2%), 스위스(1.8%), 영국(2.9%), 미국(3.2%)의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높았

다(OECD, 2004a).

호주가 이러한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호주

의 사회복지체계의 꾸준한 개혁 때문일 것이다. 호주는 최근 들어 사회복지의 재정 할당

과 관련하여 보편주의(universalism)에서 선별주의(selectivity)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된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일명 ‘표적보상

금(targeted payments)’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OECD, 2004b). 즉 수혜 대상자가 되

기 위해서는 연령, 실직, 장애, 독신 등과 같은 개인적 상황과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

한 엄격한 조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980년의 경우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67.6%가 

자산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2년에는 90.3%로 증가하여 건전한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

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Gilbert, 2004). 자산 조사

를 강화하는 추세는 호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는 같은 기간 동안 82.8%에서 100%로, 영국은 21.9%에서 33.0%, 미국은 

29.3%에서 39.8%로 증가하였다(Gilbert, 2004).

특히 사회보험이 아닌 자산 조사를 통한 노령연금, (직장)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저축의 

3가지 축(three pillars system)으로 구성된 호주의 노인소득보장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아직 노인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를 위한 전형적 모델로 추천할 만

큼 호주의 노인소득보장체계는 인구의 고령화에도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성이 매우 높은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인정받고 있다(Commonwealth, States and 

Territories of Australia, 2000).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안

정을 유지하고 있는 호주도 최근 들어 출산율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공적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1909년에 자산 조사를 원칙으로 도입된 노령연금

(Age Pension)에 대한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다. 도입 당시 연금 수급 연령은 남성은 65

세, 여성은 60세였으나 1995년 7월부터 여성의 경우 2년 간격으로 6개월씩 연장되어 

2014년부터는 남성과 같이 65세가 될 전망이다. 또한 후기 고령 노인을 보호한다는 차원

에서 1970년대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자산 조사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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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하여 1985년 3월부터 현재와 같이 

노령연금의 자격 조건에 신청 노인의 소득과 재산 모두를 적용하고 있다(Borowski, 199

1；Gern, 2002).

노인과 관련된 의료보호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 가능하면 지금까지 생활하던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를 강조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시설보호(residential care)에서 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 예로 생활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

는 의존도가 낮은 노인 가운데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CACPs：Community Aged Care Packages)가 1992년

에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시설보호 노인 가운데 의존도가 높은 노인을 대

상으로 가정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확대서비스(Extended Aged Care at Home(EACH) Packages) 제도가 도입되었

다. 이러한 지역사회보호 위주의 정책은 시설보호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와 관

련이 있다. 특히 1997년 호주 정부는 재정 능력이 있는 노인이 시설보호서비스를 이용하

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노인보호법(Aged Care Act)을 개정하였다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최근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호주의 정책 방향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

소를 목표로 노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혜택에 대한 자격 기준의 강화와 민영화 및 서비스 

구입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호주의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활동 인구의 증가를 위

하여 과감한 인구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꾸준한 이민정책으로 2003

년 현재 OECD 회원 국가의 평균 인구 성장률인 0.68%보다 높은 1.11%를 유지하고 있

으며(OECD, 2005b), 호주의 총출산율은 2002년 1.75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 출산율인 

1.6보다는 높지만(OECD, 2005c)1) 향후 생산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근 들어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일시불로 자산 조사 없이 

지급되고 있는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이 2004년 7월 1일부터는 출산보상금

(maternity paymen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급되는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였다. 

2004년 7월 1일 이전 적용되었던 출산수당은 자녀 1인당 842.64호주달러를 지급하였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급 금액이 3,042.00호주달러로 거의 4배 정도 인상되었으며

(Family Assistance Office, 2005),2)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호주의 적극

1) 2002년 당시 우리나라의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17로 체코슬로바키아와 함께 OECD 회원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2) 호주에서는 출산 및 아동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업무는 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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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출산장려정책은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은 미래 생산활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

하여 저축 감소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수당과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

다. 그러나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중앙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적절한 수준

의 출산수당과 아동양육비 제공은 물론이고 다출산수당, 자녀 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다

자녀 보유시 주택우선분양, 자녀입양수당, 기업내 보육시설 의무화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능하고 젊은 인력의 이민을 유도하는 정책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호주의 사회복지체계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지 의존성(도덕적 해이, 

Morale Hazar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인센티브(incentives)’, ‘의무

(obligation)’, ‘보호(assistance)’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호주인의 협동(Australian 

Working Together)”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하여 도움을 받

도록 하는, 근로와 연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이와 같이 호주는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매우 탄력적 노

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미래의 전망은 양호한 편이

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내에 가족보호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①아동을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Family Tax Benefit(A와 B)

   ②아동을 정부가 인가한 아동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Child Care Benefit

(아동보육수당)

   ③자녀 출생 또는 입양 시 자산 조사 없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출산보상금(Maternity Payment)

   ④18～24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요구되는 모든 면역 주사를 마쳤을 때 지급되는 출산면역수당(Maternity 

Immunization Allowance)

   ⑤4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세금 감면(Family Tax Benefit Part A & B) 혜택 외 추가로 지

급되는 다산가정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

   ⑥3명 이상을 동시에 출산하였을 때 자녀가 6세가 될 때까지 세금 감면을 통해 지급되는 다출산수당

(Multiple Birth Allowance)

   ⑦자녀가 있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정에 한해 집을 렌트할 때 지급되는 렌트 보조금(Rent Assistance)

   ⑧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Double Orphan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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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2005년 OECD는 앞으로 1946～1964년에 출생한 

‘베이비부머(Baby-Boomers)’ 세대가 노인이 되어 정년퇴직기로 접어들고, 55세 이하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감소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꾸준한 이민자의 유입으로 노동시장 참여

에 도움을 주었지만 이민자 또한 정착인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될 것이고, 80세 이상 후

기 고령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공공의료비에 대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

면서, 경제성장과 공공 지출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3개의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의료 분야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과 이용자인 노인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부담시킬 것과, 경제를 통한 생산성의 증대를 통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시

장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시키는 복지개혁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OECD, 2005a).

제3 절 노인 인구의 특성 및 주요 노인단체

1. 노인 인구 규모와 노인 인구 부양지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난 40여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젊은 이민자의 대량 유

입과 각종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하여,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 12.3%로 다른 주요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2010년에는 

14.0%, 2020년에는 18.0%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8-1).

이와 함께 전체 인구 가운데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 인구 부양지수(age-dependency ratio)는 2005년에 18.8(즉, 15～64

세의 경제활동 인구 5.3명이 노인 1명을 부양)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안정적이다.

2001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약 240만 명이고, 인구의 분

포는 65～74세가 54.2%, 75～84세가 34.9%, 85세 이상이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

1～2001년의 10년 기간 동안 각 연령대의 증가율은 10%, 36%, 69%로 나타나 75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다양

한 이민으로 호주 노인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 호주에

서 출생한 원주민(Aborigines & Torres Strait Islanders)이 0.5%, 호주 출생 비원주민이 

67.3%,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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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OECD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노인 인구 부양지수 및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단위：%)

국가
인구(65+)

노인 인구 

부양지수
노동 인력(65+)

2000 2010 2020 2005 2000 2010 202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2.2

15.5

16.8

12.5

14.8

14.9

16.1

16.4

18.1

17.4

 7.2

14.3

13.6

11.8

15.2

16.9

17.3

15.3

15.6

12.6

14.0

17.8

17.5

14.2

16.2

16.7

16.9

16.9

20.6

22.5

10.7

15.7

15.0

13.4

15.2

17.8

18.7

17.2

16.3

13.2

18.0

20.0

20.4

18.4

19.7

22.1

20.6

21.7

23.5

27.8

15.1

18.5

19.1

17.4

18.3

19.7

21.6

19.9

18.9

16.5

18.8

24.1

26.9

19.1

23.1

23.7

25.0

27.8

29.4

29.7

12.2

20.4

20.8

18.4

22.9

25.1

27.1

25.7

24.1

18.5

24.4

32.1

39.1

24.1

27.8

29.8

36.6

33.2

44.1

32.6

15.5

33.8

26.8

23.8

29.0

37.5

34.1

27.6

31.7

24.7

27.3

37.1

39.7

26.7

31.5

33.9

39.2

39.9

48.3

43.6

23.8

36.5

29.3

26.5

28.3

38.2

38.5

30.4

32.7

26.1

36.2

43.7

47.2

35.8

39.3

48.1

50.5

44.5

55.7

55.9

36.1

44.2

38.0

35.5

34.8

43.1

47.5

35.5

39.0

33.8

OECD

(평균)
13.1 14.7 17.7 21.5 27.7 31.0 38.3

자료：OECD(2005b), OECD Factbook 2005,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2005c),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 2005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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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 수명과 주거 상태

호주인의 평균 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2002년 현재 80.0세로 남성은 77.4세, 

여성은 82.6세다(OECD, 2005b). 참고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보다 높은 평균 수명

을 기록한 국가는 아이슬란드(80.4세), 일본(81.8세), 스위스(80.4세)뿐이다. 그러나 호주 

원주민의 상황은 다르다. 남성 원주민의 경우 남성 비원주민의 평균 수명보다 약 18.2세

가 낮으며, 여성 원주민의 경우는 여성 비원주민의 평균 수명보다 19.8세가 낮다

(Commonwealth, States and Territories of Australia, 2000). 이러한 호주 원주민의 상황

을 고려하여, 호주 정부는 지역사회에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로의 이전

을 막기 위해 1985년에 도입된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HACC：Home and 

Community Care)을 통하여 원주민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룹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유성호, 1996).

①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소수 민족 노인

②호주 원주민 노인

③알츠하이머 치매노인과 기타 정신질환자 노인

④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

⑤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노쇠한 노인과 장애인

2001년 현재 호주 노인의 주거 상태를 보면 노인 부부끼리만 동거하는 노인이 가장 많

은 46.8%를 차지하였고, 혼자 사는 노인이 29.0%, 2세대 이상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이 

15.2%, 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7.6%, 비혈연자와 동거하는 노인이 1.5%로 호주 노인

의 약 85%는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노인 부부끼리 또는 혼자 생활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3. 고용 상태

호주의 노인 인구 규모나 노인 인구 부양지수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이지만,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

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은 편이다(표 8-1). 55～64세의 준고령자 가

운데 노동시장참여율은 2003년의 경우 50.1%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

으로 나타나(OECD, 2005b) 전반적으로 5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

들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주의 향후 노인복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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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55세 이상 준고령자의 고용 활

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정부는 노인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오랫동안 노동시장

에 종사하기 위한 유도 전략으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Pension 

Bonus Scheme, 또는 deferred pension bonus plan). 이 제도는 연금 수급 연령이 도달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적어도 1년 이상 계속 일에 종사한 후 노령연

금을 신청할 경우 1년 동안의 연금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

는 제도이다.

4. 건강 상태

1997년 호주 인구통계청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

상 노인 가운데 70%가 그들의 건강을 좋음, 매우 좋음, 아주 좋음으로 평가했고, 30%만

이 그들의 건강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쁜 노인일수록 그

들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호주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순환계통 질환이며, 2위는 암, 3위는 호흡기계통 질환으

로 이 세 가지가 사망 원인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의 정신 건강은 대체

로 양호한 편으로 2001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남성의 5.6%, 여성의 7.1%(전체：6.4%)

가 치매를 앓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5. 주요 노인단체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노인들은 그들의 인권 옹호와 사회의 기여를 목

적으로 다양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노인조직기구는 다음과 같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1) 50세 이상 호주퇴직자협회(ARPA Over 50s Association)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퇴직을 계획하고 있는 50세 이상인 자에게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

는 비영리조직으로서 1998년 3월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1970년대 설립된 호주퇴직자협

회(Australian Retired Persons Association)와 1995년에 설립된 ‘Over Fifties Focus’가 

합병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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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퇴직한 노인의 복지와 관심사를 증진시킨다.

②퇴직 전후에 직면하여 발생되는 사회 및 재정상의 기획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

시키기 위한 상담과 세미나를 주최한다.

③사회, 여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50세 이상인 자의 관심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50세 이상인 자의 관심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및 연구를 수행한다.

2) 노인위원회(COTA：Council On The Ageing)

1951년에 설립된 Old People’s Welfare Councils와 1970년에 설립된 Australian 

Council on the Ageing이 합병하여 1992년에 설립된 조직이다. 회원의 자격은 50세 이상

이고 2001년 현재 4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걸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노인

의 인권 옹호, 정보 제공, 안내와 상담, 출판 업무를 하고 있으며 노인과 관련된 정책(건

강, 주택, 소득, 고용, 지역사회서비스, 연령 차별 등)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을 분석하며 

정부에 자문을 한다.

3) 전국노인협회(NSA：National Seniors Association)

1976년 Queensland 주에 설립된 조직이다. 이 협회는 보수적 성향을 추구하며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노인도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동

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협회의 대표를 국정에 참여시키고, 빈

곤노인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노인을 위한 숙박시설, 보험과 각종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0세 이상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2001년 현재 약 22만 명

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0 something 이라는 잡지를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2002년 

7월 노인위원회(COTA)와 전국노인협회(NSA)는 노인정책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자는 전

략적 협약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1990년에 설립된 독립퇴직자협회(Association of Independence Retirees), 

1993년에 부양자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족한 호주간병인(Carers Australia), 

1980년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부양자를 회원으로 조직된 호주치매협회(Alzheimer’s 

Association Australi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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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노인복지의 정책분석

1. 소득보장정책

호주의 노인소득보장체계는 자산 조사(means test)로 운영되는 노령연금과 직장과 관

련된 퇴직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 정부에서는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노인에게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노령연금

1909년에 도입되었으며 호주 노인의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이다. 노령연금(age 

pension)의 특징은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령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조세에 의하여 운영된다.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 요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연령에 대한 자격 조

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2004년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남성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62세 이상

이어야 한다.3)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04년 현재 혼자 사

는 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노령연금액은 2주에 $470.70달러(단위：호주달러)이며, 

부부의 경우는 각각 2주에 $390.00달러이다. 노령연금은 6개월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

라 조정되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04년 현재 수급 연령 노인 가운데 54%가 완전노

령연금(full-rate pension)을, 28%가 부분노령연금(part-rate pension)을 받고 있으며, 18%

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4).

1997년 호주 정부는 혼자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노령연금액이 적어도 전체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MTAWE：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의 25%를 보

장한다는 입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노인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Dolan 

et al., 2005). 자산 조사를 특징으로 하는 호주의 노령연금 때문에 호주 정부는 다른 선

진국가와 비교하여 사회복지 지출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예

컨대, 2000년 현재 노령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GDP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이며, 그 이후 노령연금에 대한 지출은 매년 1.6%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GDP의 

4.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로 OECD 

3) 1995년 7월 1일 이전까지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60세였다. 그러나 1995년 7월 1일 이후부터 2년 

간격으로 6개월씩 연장되어 2014년에는 65세로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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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매년 3.4%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10.8%로 될 전망이다(Andrew, 2001).

참고로 퇴역군인에게는 노령연금 대신 퇴역군인연금(veteran’s service pension)을 지급

하고 있는데 노령연금과 거의 비슷하다. 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이 역시 자

산 조사를 거쳐야 한다. 퇴역연금이 노령연금과 차이가 있다면 연금 수급 연령이 5년이 

빨라 2004년 현재 남성은 60세, 여성은 57세다.

2) (직장)퇴직연금

호주는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약 40% 정도만이

(1986～1987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41.6%, 공무원의 63.4%, 민간 종사자의 31.8%) 직장과 

관련된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정부와 노동조합은 노인 대부분이 퇴직 후 노후소득의 

최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퇴직 후 노인의 생활수준 향

상을 위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가입할 필요성에 동감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고용주가 퇴직연금기금에 동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퇴직연금보장의무(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법안을 1992년에 

통과시켜 퇴직연금은 퇴직 노인의 주 소득 원천인 노령연금과 더불어 노후 생활에 중요

한 소득 원천이 되고 있다. 1992년 입법 당시 고용주의 기여율은 3%였으나 2002년에는 

9%로 인상되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02년 현재 상시 근로자의 98%, 임시 근로자의 

72%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Commonwealth of Australia, 2004；Gern, 2002), 

2000년 현재 70세 미만 퇴직 노인의 13%가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다(남성：22%, 여

성：8%). 퇴직연금은 일시불과 연금 가운데 선택할 수가 있다.

퇴직연금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퇴직 노인의 소득 증대를 가져와 자산 조사로 운영되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2050년이 되면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퇴직연금

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인소득의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1/3로 감소하고,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2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4). 이러한 결과는 호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인구의 고령화에도 불구

하고 호주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비용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노인소득 관련 각종 수당보상금(www.seniors.gov.au)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제도가 

포함된다. 호주 정부는 최근 들어 일부 제도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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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거의 모든 수당과 보상금의 제공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또는 소득만)에 대한 자산 조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조

세로 특정한 연령 이상 노인에게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수당은 없다.

(1) 미망인수당(Widow Allowance)

40세 이후에 사별, 이혼 또는 별거하여 혼자 사는 50세 이상 여성 가운데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에게 제공되는 수당이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2)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21세 이상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수당으로 수당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실직 이후 직장

을 찾고 있거나 직장 인터뷰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직심사(Active 

Test)’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50세 이상일 경우는 신체적 여건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감

안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이 고려된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호주는 최근 들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정책을 개혁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Mature 

Age Allowance(노동장애노인수당)의 폐지다. 이 수당은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입은 노인

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2003년 9월 20일 폐지되었다. 그 대신 노동장애노인

수당을 받아 왔던 노인들은 새출발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은 동일하다. 또한 1955

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새출발수당, 노령연금, 퇴역군인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

었던 배우자수당(partner allowance)은 2003년 9월 20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그 대신 새출

발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장애노인수당과 배우자수당의 폐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

부의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복지개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맹인과 장애인 또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4) 사별보상금(Bereavement Payment)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게 지급되는 간병인보상금(carer payment)을 받고 간병했던 간병인이 사망하였거나, 간

병했던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다만 사별보상



 외국의 고령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370

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역군인연금,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새출발수당, 질병수당 등

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동안 혜택을 받았어야 한다. 사별보상금은 매우 다양하며 분할

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불된다.

(5)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직전 다른 배우자와 살고 있었거나, 미망인수당, 퇴역군인

연금, 전쟁미망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4주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다

만 임신 중일 경우는 연장된다), 수당은 2004년 현재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477.70이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와 호주에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 렌트 보조(Rent Assistance)

노령연금이나 정부에서 제공되는 수당을 받고 있다면 렌트 보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

다. 렌트 비용 말고도 노인들이 모여 사는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의 관리비 등

도 보조해 준다. 그러나 정부주택이나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노인보호시설에 거주할 경

우 렌트 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양하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노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

다. 정부에서는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Dolan et al., 2005).

(7) 오지거주수당(Remote Area Allowance)

정부에서 지정한 오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정부에서 제공되는 수당이다. 세금공제가 

되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가 없다.

(8) 연금자교육보조(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중등교육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인정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간병인보상금, 장애인지원연금, 미망인수당 등의 혜택을 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에 대한 세금이 공제된다.

(9) 연금자우대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s)

약 구입이나 수도 요금, 전기 및 가스 요금, 교통 비용(철도 포함), 자동차 등록비, 화

랑이나 국립공원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연금자우대카드는 각종 연

금과 간병인보상금 수급자와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새출발수당, 질병수당, 미망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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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가지 수당 이상을 9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나 주마다 약간

의 차이는 있다.

(10) 노인의료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s)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카드로 소득에 대한 자격 기준이 있다(2001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혼자일 경우는 $50,000 미만, 부부끼리만 살 경우 $80,000 미만이어야 함). 

노인의료카드 소지자에게는 조제약에 대한 할인 혜택과 전화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1) 전화수당(Telephone Allowance)

연금자우대카드나 노인의료카드를 소유한 노인이 집에 전화가 있을 때 받는 수당이다. 

2004년에는 4개월에 $18.60이 지불되었다.

(12) 경로우대카드(Seniors Card)

정부가 운영하는 교통수단, 자동차 등록, 화랑, 국립공원 및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공되는 자격 조건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60세 이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가운데 1주에 20시간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

아야 한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는 없다.

2. 의료보장정책

현재 호주에는 노인만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호

주 노인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97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

보험제도인 Medicare를 통하여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1974년 도입될 당시의 명칭

은 Medibank이었으나 1983년에 Medicare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Medicare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한 소득 상한선 이상에 대한 1.5%의 Medicare 부담

금 및 연방정부와 주 및 지역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1999). 정

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러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비용의 약 75%를 Medicare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Medicare는 치과진료, 응급차 이용, 물리치료,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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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안경과 렌즈 구입과 관련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서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노인의 과반수가 전적으로 Medicare에 의존

하고 있다. 1984년에는 호주인의 약 50%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1998년에는 

30.6%로 낮아졌다(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1999).

호주의 노인의료보호체계는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 및 간병인보호로 분류할 수 있으

며,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하여 시설보호보다는 정상화와 통합화의 사

회복지 이념에 따라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정서를 일부 반

영하는 것이다.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서비스 제

공의 공정성이다. 즉 보호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에 

따라 지불한다. 예컨대, 노령연금 수혜자의 경우 노령연금의 최고 85%에 한정하여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호주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이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노인보호평가 팀(ACATs：Aged Care 

Assessment Teams)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보호평가 팀은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이 지원

되고 주와 지역정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과 그의 가족에게 노인이 필요로 하

는 의료보호의 유형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즉 시설보

호(Residential Aged Care),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Community Aged Care 

Packages),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 확대 패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 가

운데 노인의 신체, 심리, 의료, 및 사회적인 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어느 곳

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2004년 현재 호주 전역에 127개의 노인보호평가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평가한다. 노인의료보

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보호평가 팀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노인을 입소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Bishop, 2004).

1) 시설보호정책

1997년 10월 이전에는 노인장기의료보호를 위하여 2개의 독립된 시설이 각각 운영되었

다. 의존도가 높은 중증 노인은 요양원(Nursing Home)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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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증 노인은 호스텔(Hostel)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1997년 연방정부가 제시한 노인보호법(Aged Care Act)이 통과되어 중증 의료보

호를 담당했던 요양원과 경증 의료보호를 담당하던 호스텔이 합병되어 지금은 단일 시설

보호체계(Residential Aged Care)로 운영되고 있다(Bishop, 2004).

시설보호노인은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신체적의료적심리적사회적 욕구

를 지닌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소 노인에게 숙박과 식사와 함께 세탁과 청소와 

같은 가사서비스, 옷 입기, 화장실 보기, 식사 보조와 같은 일일생활서비스, 각종 요양보

호와 치료요법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002～2003년 동안 70세 이상 노인 가운

데 약 10%가 시설에서 보호를 받았다(Bishop, 2004).

<표 8-2> 주요 노인의료보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

(단위：호주달러, %)

구 분 1995～1996 2003～2004 증가율

총지출 30억 60억 200

시설보호(residential aged care) 25억 45억 180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 4천 5백만 3억 8천만 830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4억 2천만 7억 3천만 170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 확대 패키지 3억 2천만

자료：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2004)；Bishop(2004).

<표 8-2>는 지난 1995～1996과 2003～2004년 동안의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표 8-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8년 동안 

의료보호에 대한 총지출은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2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정부 지출이 시설보호보다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사회보호정책

(1)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CACPs：Community Aged Care Packages)

1992년 시설 입소 노인 가운데 의존도가 낮은 경증 노인을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즉 이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할 만한 문제를 가진 의존도가 낮은 노인 중에서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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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입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5～1996년에 호주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를 위하

여 약 4,50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2003～2004년의 경우 3억 8천만을 지출하여 약 800% 

이상이나 증가하여 지역사회보호정책에서 가장 급속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 확대 패키지

(Extended Aged Care at Home(EACH) Packages)

의존도가 높아 시설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가운데 가정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98년 도입되었으며, 2000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

여 2004년 현재 호주 전역 10곳에서 3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HACC：Home and Community Care)

1985년에 도입되었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및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가정요양서비스, 개인서

비스, 휴식보호서비스, 가사서비스, 식사 배달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및 지역사

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 및 지역정부

가 재정을 지원한다. 앞에서 설명한 시설보호와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의 경우 소요

되는 비용의 100%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한다.

(4) 주간치료센터(Day Therapy Centre)

시설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5) 종합보호서비스(Flexible Care Services)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및 오지 지역 

거주 노인들의 의료 욕구 충족을 위하여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보호서비스를 

포함한 노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간병인정책

노인의료보호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병약한 노인을 보호하는 간

병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다. 간병인에게 수당과 휴식보호 및 간병에 대한 정보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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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 간병인보상금

간병인보상금(Carer Payment, former, Carer Pension)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 때문에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에는 간병인연금이었으나 명칭

이 변경되었다. 노령연금과 같이 자산 조사를 요구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노령연금과 동

일하다. 간병인보상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소득으로 보상금이 감소될 수 있다.

2002년 3월 현재 64,913명이 간병인보상금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 중 45～54세가 가

장 높은 33.2%를 차지하고, 55～64세는 31.9%,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2).

(2) 간병인수당

간병인수당(Carer Allowance, former, Domiciliary Nursing Care Benefit)은 장애나 의

학적으로 심한 질병 상태로 인해 집중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간병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노령연금과 간병인보상금과는 달리 자산 조사를 요구하지 않

으며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2002년 3월 현재 2주에 85.30호주달러가 지급된다. 2002년 4

월 275,444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약 2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3) 국립간병인지원센터

국립간병인지원센터(Commonwealth Carer Resource Center)는 간병인에게 간병과 관

련된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고 간병인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휴식할 기회를 주는 휴식보

호서비스(respite service)를 제공한다.

3. 노인고용정책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경제성장의 하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활

동 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시장참여율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령 인구가 전일

제(full-time) 또는 시간제(part-time)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도록 유도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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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생산활동 인구, 즉 노

동력 규모의 증가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노령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대

한 기여자의 증가를 가져와 부양지수(dependency ratio)를 감소시켜 연금과 의료비용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상 매우 중대한 일이다

(방하남 외, 2004). 이 외에도 정년제의 폐지, 준고령자 이상을 대상으로 구직에 요구되는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연금 수급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여 가능한 한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참여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간제와 임시

직 근로자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기인한 반면,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감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ishop, 1999). 즉, 고용 안정에 있어서 불

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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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2003년도 OECD 주요 국가의 준고령 인구(55～64세)의 고용 비율 및 전

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 비율

(단위：%)

국가
준고령 인구 고용 

비율

시간제 근로자

전체 남성 여성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50.1

30.1

28.1

53.0

60.7

49.9

36.8

39.0

30.3

62.1

57.8

43.5

64.4

68.8

69.0

65.6

55.5

59.9

27.9

13.6

17.7

18.8

15.8

11.3

12.9

19.6

12.0

26.0

7.7

12.6

22.3

21.0

14.1

25.1

23.3

13.2

16.5

3.2

5.9

11.0

10.5

8.0

4.7

5.9

4.9

14.7

5.3

2.3

10.9

9.9

7.9

8.1

9.6

8.0

42.2

26.1

33.4

27.9

21.9

15.0

22.8

36.3

23.6

42.2

11.2

28.1

35.8

33.4

20.6

45.8

40.1

18.8

OECD 평균 50.1 14.8 7.2 24.8

* 주 직업에서 1주에 30시간 미만으로 근무.

자료：1) OECD(2004a), OECD in Figures, Statistics on the Member Countries.

      2) OECD(2005b), OECD Factbook 2005.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3년 호주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7.9%로 OECD 회원국 가

운데 가장 높았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4.8%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았다(표 8-3). 

특히 전체 여성 근로자의 42.2%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임시직 근로자

의 증가도 괄목할 만하다. 1999년의 경우 4명의 근로자 가운데 1명은 임시직이며, 지난 

10년 동안 임시직 근로자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25～54세 호주 근로자 가운데 약 20%, 

5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약 30%가 임시직 근로자였다(Bishop, 1999). 또한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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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는 증가한 반면 전일제 근무자는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전일제와 시

간제 모두에 있어서 증가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참여의 증가 현상은 여성

고용에 대한 고용주의 긍정적 태도, 여성 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산업의 등장, 여성의 고

용 패턴에 적절한 시간제 업무(또는 임시 근로 업무)가 가능한 직종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아동부양에 대한 서비스의 증가, 혼인의 지연(만혼), 아동부양의 지연과 미혼과 이

혼 여성의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입은 노인에게 제공되어 

왔던 노동장애노인수당(Mature Age Allowance)을 노인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

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인식하여 이 수당제도를 2003년도에 폐지하였고, 연방정부, 주정

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노인이 노동시장

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였다

(OECD, 2005d).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과 관

련하여 이미 지적하였듯이, 호주는 고령 인구와 준고령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참고 표 8-1, 표 8-3).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

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로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

보다 낮았고, 2003년 준고령 노인(55～64세)의 고용 비율 역시 50.1%로 OECD의 회원국

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62.1%, 뉴질랜드의 64.4%, 스웨덴의 69.0%와 비교하여 매

우 낮은 편이다.

[그림 8-1]은 2003년 46세에서 70세까지의 각 연령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노령연금 수

급 연령 이전에 조기퇴직하는 노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시장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의 경우 54～55세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5세 남성의 경우 약 8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60세에는 약 62%, 65세에는 

30%, 70세에는 약 10%로 하락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53세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참여

율이 급격히 떨어져, 53세 때 약 68%, 60세에는 약 36%, 65세에는 10%, 70세에는 약 4%

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남성 노인의 약 70%, 여성 노인의 약 75%가 노

령연금 수급 연령(2003년도 남성은 65세, 여성은 62.5세) 이전에 퇴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직퇴직을 하는 호주 노인이 많은 이유로 Bishop(1999)은 직장(퇴직)연금

(superannuation)의 활성화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과 장기 실업 노인에게 제

공되고 있는 각종 수당, 즉, 발달된 사회안전망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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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OECD(2005d), Ageing & Employment Policies-Australia(www.oecd.org)

[그림 8-1] 각 연령의 노동시장참여율(2003년)

결론적으로 호주는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소득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정책에 있어서

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호주 정부가 준고령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

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고령 

인구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OECD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호주 정부에 건의하였다(OECD, 2005d).

첫째,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한

다. OECD는 호주의 노령연금제도가 소득에 대한 자산 조사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노령연금의 혜택을 보는 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노

령연금 수급 노인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며, 일시불

로 지급되는 직장(퇴직)연금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직장(퇴

직)연금액의 상한선을 제한하거나 직장(퇴직)연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시킬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둘째, 조기퇴직에 영향을 주는 장애인 지원 혜택 수급 기준을 강화한다. OECD는 호주 

노인이 다른 OECD 회원국의 노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기퇴직을 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은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지급할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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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셋째,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법안의 효과성을 높인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OECD는 그 법안의 효과성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

를 하고 연령차별금지법안을 위반하였을 때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

였다.

넷째, 고령자의 고용 능력을 강화시킨다. OECD는 기술 능력이 떨어지거나 임시직 고

령 근로자를 위한 훈련 기회를 강화시킬 것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직업 도움망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

였다.

호주 정부의 최근 노인고용정책은 가능한 한 퇴직하지 않고 현 직장에 오랫동안 남아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

하는 노령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

는 데 노력하고 있다(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2005). 호주 정부가 준고령자 이상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주요 노

인고용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Pension Bonus Scheme)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지속적 직장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년간 최소 960시간 이상 

직장생활을 하고(1주 평균 20시간)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노령연금액의 일정

한 이자율(2004년의 경우 연간 지급되는 연금총액의 9.4%)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

하며, 일시불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2) 직장관련법(Workplace Relations Act 1996, WRA)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퇴직 시기와 방법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직업 성격상 특정한 연령에 퇴직을 해야 하는 직종을 제외하

고 고용주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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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제의 폐지

연방정부 사법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65세 정년 의무 규정을 폐지하였다.

4) 호주 직업전산망(Australian JobSearch)

호주 정부는 구직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는 전산망인 ‘Australian JobSearch’를 운영

하고 있다. 전산망의 운영 방식은 구직자에게 구직자가 소유한 기술과 지식을 찾고 있는 

기업을 구직자의 개인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 줌으로써 구직에 도움을 제공한

다.

5) 집중구직지원제도(Job Search(Network) Intensive Support)

연령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특히, 준고령 이상

자와 장애인) 가운데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일

대일(one-to-one assistance)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집중구직지원자로 선정되면 제일 

먼저 구직 계획(Job Search Plan)을 수립하고, 구직에 필요한 기술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원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한다.

6) 경력상담 프로그램(Career Counselling Program)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관심과 능력에 적절한 직업을 추천하고, 직업에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준다.

7) 재취업 프로그램(Return to Work Programme)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간병으로 인하여 2년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

었던 사람을 주요 클라이언트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직

업에 필요한 기술이 없는 45세 이상의 준고령자 가운데 직업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

육 및 훈련 기회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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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obWISE

호주 정부의 고용 관련 전산망으로 준고령 이상 구직자를 위하여 특별히 개발되었다. 

JobWISE는 준고령 이상자에게 호주 정부의 구인 정보, 고용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Australian JobSearch와 같이 구직자에게 구직자가 

소유한 기술과 지식을 찾고 있는 기업을 구직자의 개인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알

려 줌으로써 구직에 도움을 제공한다.

9) 고령자 실습 인세티브(Mature Age Worker Incentive for New Apprentices)

3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45세 이상인 자 가운데 집중구직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가 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취업하였을 때 고용주에게 시작할 

때 825달러(호주달러)를 지급하고 실습 기간 종료 시 825달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호주 정부는 또한 원주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주민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원주민을 고용하는 고용주에는 임금보조금(Wage Assistance)을 지급한다. 원주민이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호주 정부는 고용주에게 6개월 동안 4,400달러를, 1주에 15시간 이

상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 6개월 동안 2,200달러의 임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4. 여가복지정책

호주 정부는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1) Green Reserve

6개월 동안 1주일에 2일 관할 지역의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

램이다. 환경보호 프로젝트에는 공원과 숲에 있는 산책로를 조사하는 일, 유적지를 복원

하는 일, 지역사회 정원을 관리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조건은 새출

발수당을 받고 있는 35～65세의 성인으로 소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2)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구직을 원하는 4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 및 기술 분야(I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기술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

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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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Third Age’란 인생에 있어서 정년퇴직 이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을 의미한다. 제3대학은 호주의 50세 이상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은 혼자 또는 그룹으로 진행된다. 

그룹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한 명이 그룹의 지도자가 되어 수업을 이끌고 나가는데 주로 

자원봉사자가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수업료는 매우 저렴하며(과목당 20달러 정도), 

제공되는 과목은 천문학, 계보학(genealogy), 서양철학과 같은 전문 과목과 함께 노화와 

퇴직, 스페인 예술가, 자서전시소설가족사 쓰기, 이탈리아 예술, 세계의 종교, 컴퓨

터의 이해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을 포함한다. 선택한 과목에 대한 시험도 

없고 학위도 부여되지 않는다.

4)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 (STYLE：Seniors Tell Youth Life Experiences Program)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We know all the answers 

but no one ask the questions)”라는 기치를 걸고 시행되는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통하여 

학습한 역사적 사건(예：베트남 전쟁과 대공황 등)에 직접 참여했던 노인들로부터 그 당

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들음으로써 학생의 이해를 돕고, 노인은 젊은 층을 만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층과 노년층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제5 절 평가와 전망

호주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최근 복지 동향과 노인 인구의 특성, 노인을 위한 소득, 의

료, 고용 및 여가복지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적극적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 인구구조를 유지하

고 있다. 또한 1980년 이후 호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안정에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은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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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차적 연장(1995년 60세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는 65세로 될 전망), 퇴

직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Pension Bonus Scheme), 노인의 소득

보장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제의 도입(1992년), 사

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조사의 강화, 의료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등이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수당, 아동양육

비 제공, 다출산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는 과

감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한 호주 정부의 적극적 노력 결과, 2001년 현재 국민총생산

(GDP) 대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율은 18.0%4)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보다 

낮으며(OECD, 2004b), 2003년 노동 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률 역시 28.3%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이 36.5%보다 매우 낮아(OECD, 2005b)5)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걱정되

는 것은 준고령 이상자(호주에서는 45세 이상을 기준)의 낮은 노동시장참여율이다. 따라

서 향후 호주의 정책 방향은 준고령자와 고령 노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4) 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4.3%,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소득 지원：5.5%, 의료 분야：6.2%, 의료를 제

외한 서비스 분야：1.5%.

5) 2001년 GDP 대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율은 덴마크(29.2%), 스웨덴(28.9%), 프랑스(28.5%), 독일

(27.4%), 벨기에(27.2%), 스위스(26.4%), 오스트리아(26.0%), 핀란드(24.8%), 이탈리아(24.4%), 그리스

(24.3%), …… 영국(21.8%), 미국(14.8%)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6.1%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2003년 

노동 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률은 벨기에(54.5%), 독일(52.0%), 프랑스(48.3%), 스웨덴(46.6%), 

헝가리(45.7%), 이탈리아(45.3%), 오스트리아(45.0%), 핀란드(44.5%), …… 영국(31.1%), 미국(29.4%) 순이

었고, 우리나라는 14.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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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각국 노인복지정책의 공통성과 다양성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하나의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서술한 내용에서 드러난 것은 

공통성과 다양성의 발견이다. 다양성은 각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과 역사적 경험에서 노

인복지정책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이므로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각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탕으로 저출산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해결책으로써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만 그 방법과 형식 및 내용이 각국의 형편에 따라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견하여 각국에 있어서 저출산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대응하고 있는

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수용되어 저출산대책이 점차적으로 지원대책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새롭고 넓은 선택의 인센티브가 제공

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대책 역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는 한편 정책의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과의 협력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동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와 재가복지에로, 소수의 취약계층 노인중심에서 일반노인을 위한 고령자 정책으로, 보건

과 복지의 연계중시에로, 근로능력있는 고령자의 취업과 근로연계의 중시에로, 그리고 가

능한 한 사회복지급여 자격의 엄격한 적용 등으로 노인복지정책이 변모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노인복지정책의 분석과 함께 각국의 저출산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동일한 개념으로 개념화하느냐 하는 문제 역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과 역사적 경험

이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정책 체계와 법적 제도적 체계가 다르므로 하나의 개념과 질서 

정연한 분석틀로써 정리하는 작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거시적 혹은 전세계적인 

조망 혹은 전지구적인  관점(a global perspective)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미시적 

수준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멀리서 본 산은 전체의 윤곽에서는 비슷

하지만 점차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산의 모습과 내용이 다른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런 점에서 본 장에서는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정책과 제도의 비교분

제9장 장 장 장 평가와 평가와 평가와 평가와 전망전망전망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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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틀에 따라 노인복지의 환경요인과 구성요인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내용을 비교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비교검토의 결과에 대한 의미와 한국에 대

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본 장의 비교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대조연구(contrastive study)에 지나지 않는

다.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는 드러난 현상을 만들어내는 숨어있는 인과적인 요인을 

찾아서 이를 일반화하는 작업이라면, 대조연구는 드러난 현상 자체를 연구하고 그 공통

성과 상이성을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 장에서는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환경

과 구성요인, 그리고 내용상 드러난 특징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가져온 독립변수로서 배

경요인을 생각해보기 때문에 비교연구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

한 비교연구로 볼 수 없는 사실은 드러난 결과를 촉진시킨 변수 혹은 요인으로서 숨겨진 

독립변수의 영향이 결정적이고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보잘 것 없거나 다른 변수가 작용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엄밀한 비교연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2절 각국 노인복지정책 환경과 구성요소의 비교분석

1. 노인복지정책의 위상

각국의 환경과 역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보장 혹은 사회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보장

의 한 영역인 이상 결국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의 모형 혹은 특성을 반영하는 형

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넓은 개념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수용되는 사례는 독일로서, 독일의 경우에는 종합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가족복지정책이 시행되고 그중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광

의의 개념으로 종합사회정책과 연관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형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의 체계속에서 노인복지정책이 통합되어 전개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행정주무부서가 노인보건부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가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책임을 가진 행정수반인 장관이 2명

으로서, 1명는 노인보건부 총괄업무를 맡은 노인보건부 장관이고, 다른 1명은 노인과 관

련된 의료복지분야에 책임을 맡은 노인부 장관이다. 

물론 각국은 동일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도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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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예컨대,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으로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및 

주택, 고용 등의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영역별 강조점이 어느 정

도 공통성과 상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2.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

각국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강구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중핵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이 위치를 갖고 있

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미래에

는 단순히 노인복지정책이라는 단편적인 정책수단 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노

인인구가 가져 올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국가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태에 이

르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문제에 대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위원

회 구성하고 국립 노인 혹은 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나 

관련 기구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노인관련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여 노인복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4년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의 건립과 1961년 이래 

10년마다 개최되는 노인대책백악관회의, 영국의 왕실위원회 활동과 정책보고서 제출, 프

랑스의 1962년 노인문제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정책보고서 제출, 일본 노인대책위원회와 

중앙사회복지심의회의 활동과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3. 정치경제적 여건과 노인복지정책의 전개

노인복지정책의 형태와 내용은 정치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노인복지정책이 

독립변수로서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

사적으로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은 2차대전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지고 증대하는 고령인구와 복지욕구에 점증주의적으

로 대응해왔다. 물론 그 결과 소위 과부담정부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1970년대 

초반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한 ‘오일소크’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파탄으로 신보수

주의적 복지국가의 재편에 따라, 사회복지 전반이 축소되거나 민영화정책으로 전환된 사

실을 반영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두드러지

게 발견되는데, 영국의 경우 오일쇼크후 사회보장급여의 축소나 삭감이 이루어졌다. 그리

고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쪽으로 정책이 선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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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0년대 재정위로 말미암아 노인복지분야에서 비용절감과 연방예산을 감소시

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과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

다. 일본의 경우도 이 시기 이후 저성장기에 들어간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1979년 일

후 재가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4. 노인복지입법과 행정체계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특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법 역시 각국의 법체계에 기반을 두고 전개,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은 나름대로 성문법전을 갖추면서 노인복지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이계통의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불문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보장법전, 공공건강법전, 사회활동 및 가족법전 등이 중요한 노인

복지 관련 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이래 소

득보장, 보건의료보장, 거주, 교육 및 여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분야의 일련의 법체계가 

적절하게 입법화되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영

국의 노인복지 관련 법체계는 1908년의 노령연금법, 1925년 고아 및 노령자 갹출연금법,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해 노인에게 대인적 사회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이후 1946년 국민보험법의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체계 혹은 전달체계는 각국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사이에 적절한 역할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모형은 느슨한 형태의 연방체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정

부의 역할이 독자적이고 더 많은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반면 엄격한 중앙집권적인 국

가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각국의 경우는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기 이후 1980년대 재편을 거치면서 점

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화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

다. 중앙정부는 대체로 전국의 통일적이고 기초적인 복지부분을 관장하는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r관장하는 경향이다. 또한 공공부조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경우와 지방정부에서 관장하는 경우로 혼재되어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전체적인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전개되므로, 소득보장, 보건의료보장, 

주거, 사회복지서비스, 고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나라마다 강구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역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건강 및 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DHHS)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소득보장, 보건의료, 식품증서 등의 제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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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집행되며, DHHS 산하의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에서 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주는 노인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Aging)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실행하며, 2명의 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전자는 노인의 의료관련 업무를 후자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관하여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소득유지, 보건, 사회서비스체계가 분리되어 실행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사회보장업무부서는 노동연금부(DWP)이고 보건은 잉글랜드의 경우 보건부(DH)

가,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인 보건부가 전략적 기획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국(Social Services Department)이 실행 및 실질적 서비스 전달책임을 맡고 있다. 

프랑스는 소득보장은 중앙의 연금중앙공단이 담당하고 있고, 사회부조 및 사회활동에 관

한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의 사회활동국(DGAS), 지방자치단체는 위생 및 사회문제국에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노인복지를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일본은 후생성에서 대만은 행정원의 내정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

면서 노인복지는 사회사(Department of Social Affairs)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

수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5. 저출산 대책의 동향

각국의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발견되는 동향

이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진행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일찍부터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저출산대책이 다른 국가

에 비하여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이민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족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제도와 정책이 실행되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인 영유아 급여를 비

롯하여 육아 휴직 급여, 학비 보조 목적의 개학비용지원급여 등이 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증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 하

에 프랑스는 시설 보육과 재가 보육으로 구분되는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 보육은 중산층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독일도 프랑스와 비슷하게 가족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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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의 출산정책은 ‘단독부양자모델’이라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자녀가 어린 시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전념하며 이후 직업으로 복

귀하도록 하는 구조를 견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빈약했고, 그 대신 육아휴가기간(Elternzeit)은 3년으로서 비교적 길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된 독일의 출산정책은 출산율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여건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으

로서, 3세 미만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반일제 

학교체계를 종일제 체계로 바꾸는 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은 

무엇보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 확충과 아울러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보육비용에 대한 공

적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변모를 시도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출산대책은 육아, 출산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각종의 수당 혹은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로 인해 요청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휴가와 

관련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유연한 근로대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출

산과 육아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급여와 수당의 지원수준을 늘이고 내용을 다양하게 확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절 각국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비교분석

1. 사회보험

사회보험으로서 소득보장정책에 속하는 노인복지는 각국이 거의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연금제도나 퇴직제도가 그것인데, 다만 자격요건과 수급연령이 나라마다 조금 상이

할 뿐이다. 연금제도 역시 각국은 하나의 통일된 연금체계를 가진 국가와 다양한 직업군

에 따라 여러 가지의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각종의 연금제도 

중에서 대체로 퇴직군인에 대하여는 각국이 일종의 공헌의 대가로서 제공하는 성격을 지

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고령화현상

으로 인하여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며, 보험요율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등 연금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회보험으로서 노령연금제도라기 보다는 일반조세로 재정

이 충당되는 공적연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호주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한 거주요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연령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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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에게는 노령연금대신 퇴역군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산조사를 받

아야 하며, 노령연금과의 차이는 연금수급연령이 5년 정도 빠르다. 연금제도 중에 특이한 

내용은 호주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오지지역에 거주할 경우 오지거주수당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보장 관련 노인복지정책이다. 각국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대략 전체적인 양상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하

여 일반 연령의 국민과 함께 노인인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별제도를 

설치하여 노인질병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국을 포괄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65세 이상 노

인들에게는 메디케어(Medicare)제도를 설치하여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

주에서는 1983년부터 미국의 메디케어와 유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는 전액무료이지만,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비용의 75%를 

메디케어에서 제공받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다. 일본의 경우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해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의료비용, 특정요양비의 지

급,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방문간호 등의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자동적으로 노인들에게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된

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고령자 의료보장제도의 하나의 특성으로서 매우 최근에 수발보

험 혹은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공공부조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조 역시 각국의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보장제도t가 갖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및 독일의 경우는 소득보

장으로서 공공부조는 노인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공공부조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국에는 SSI(보충적 소득보

장)와 Food Stamp(식품권) 등이 있고 일본과 독일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양국

에는 일종의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영국에는 최저소득보조인 Pension Credit제도가 각각 

존재한다. 

반면에 호주에는 각종 수당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예컨대, 미망인수당, 사별수당, 렌트

보조 등이 주요 수당에 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령최저소득수

당제도가 공공부조로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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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로서 의료부조 역시 각국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는 메

디케이드(Medicaid)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빈곤자와 함께 노인들에게 무료로 기본적인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메디케어(Medicare)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의

료서비스 사회보험형식으로 제공하는 한편 빈곤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이때 고령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무료로 전국민건강서

비스(NHS)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자동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무료의 의료보장

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소득보장, 의료보장에 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는 각국에서 매우 다양하고 변화하는 제

도로 지적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과 의료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국의 노인생

활과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은 자신에 맞는 사회복지서

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로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건강과 개호가 중시되면서 심리사회적 서비

스, 여가서비스, 교통, 주거 및 각종 생활관련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

는 추세이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개호서비스가 발달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증대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간병인에 대하여 각종 수당과 급여를 국가가 지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시설 및 재가복지의 발달 이외에 특히 주거보장서비스가 절절하게 실행

되고 있는데, 보호주택, 주택수리 및 개량서비스, 주거급여, 역저당 융자 등이 그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재가간병서비스, 재택입원서비스 등이 특이한 점이다. 각국에서는 시설보호

서비스에서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행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1. 고령화에 따른 노인청의 신설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노인 관련 업

무가 폭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DHHS 산하의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이 설립되어 노인업무를 총괄하고 전문화하는 것과 같이, 또한 호주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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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Aging)와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실행하며, 2명의 장관이 이를 관

장하고 있다. 

전자는 노인의 의료관련 업무를 후자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관하여 노인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과 같이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노인청을 신설하거나 보건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노인 관계 부처를 묶거나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노인복지 업

무를 총괄하는 노인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노인복지 예산의 점진적인 증가

노인 업무가 증대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다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예산의 3%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당한 사회복지예산 항목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정책이어야 한다.

3. 고령자통합서비스의 개발

고령자들에게 소득, 의료, 주거, 고용, 여가,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

적인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례관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통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진 전달체계

와 급여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는 가능한 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

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4. 고령자복지 전문가의 육성

노후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요청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개인적 노후대비를 위해 여러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노인병 전문의, 노인간호사, 노인요양 및 케

어전문가, 노인건강 및 보건 전문가, 노인영양사 혹은 노인식품 전문가, 노인 관광, 레포

츠 전문가, 노인재테크 및 금융전문가, 노인시설 경영전문가, 실버산업 마케팅 전문가, 노

인 생활 관련 전문가(의류, 가사활동 보조 등), 노인레크레이션 전문가, 노인상담가, 노인

회상요법사, 노인미술치료 및 음악치료사, 노인평생교육사, 노인준비 혹은 은퇴준비 프로

그램 전문가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요청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고령자 관련 분

야가 더욱 분화, 전문화 될 전망인데, 이들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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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공급 주체의 다양화와 제3섹타의 진흥

다원사회의 전개에 따라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던 방식에서부터 민간, 

공사혼합방식 및 제3섹타의 노인복지 공급주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빈곤한 고

령자는 무료로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한편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 계층은 자유시

장 경제원리에 맞추어 여러 가지 민간의 공급주체가 역할을 맡게 되고, 이들의 중간 영

역에 있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공급주체가 요청된다.

소위 제3섹타방식은 복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

는 성격을 지닌 복지공급체계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

체가 설립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급체계로서 노인복지의 사각지

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6. 저출산대책의 확립

저출산대책은 우선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시급한 정책임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이

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출산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종합대책은 모든 정

부부서가 총체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NGO, 시민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2005년 5월 18일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와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

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

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

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

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는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여야 하며,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시

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한 실행계획과 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

도록 정부와 관련 NGO 및 학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