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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노인취업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박재간* 홍미령**

I. 서 론

고

령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그들에게 취업기회 부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
는 노화현상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인간의 생계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사

안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배경에는 생계와 관련된 긴박한
사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의 개발은 그
들에게 소득을 확보해 주고, 유용감을 안겨주며, 건강증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
므로써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정책대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많으나 이들
에게 일할 기회와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빈곤노인을 구제하기 위한 소득보장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가
빈곤노인들에게 현금과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취
업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생계를 가능토록 하는 일이고, 셋째는
노동시장기능의 개선(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labor market)과 노동자가 필
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일 등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동시장기능개선에 의한 인력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이라 말할 수 있다.
――――――――――
* 현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장, 서울대 상과대졸
** 현 경희대 간호과학부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졸 간호학박사
* 이 논문은 2000년 11월 24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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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가 산업화되면 될수록 노인들이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 받기가 어
려워진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산업화사회에
서 노인들은 공적연금제도에 의해서 노후생계가 보장되던가, 또는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보장받는 양자 중 택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다수는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로부터도 만족할만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년들에게 취업활동
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
을 마련해 보고자 함에 있다.

II. 고령자의 취업여건과 작업능력
1. 노동시장과 노인취업여건

사회가 노인인력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노인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
해서나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실적으로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간에 격차가 있고,
또한 노인이 원하는 일의 유형과 노동시장에서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간에도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체제하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
동력은 활용되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각 개인은 노동력을 기업에 판매
하고 얻어지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근로
자는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평가는 반
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양질의 노동력은 더욱 고가로 판매되고, 그렇지 못한 노동력은 염가로 판매되던
가 전혀 구매의 대상이 없는 노동력도 있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문제를 다룸에 있
어서는 노동가치 대비 임금수준이라는 관점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성순(1985)은 “인간의 체력은 소모와 사멸의 과정을 밟게 마련이고, 상대
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 인력으로 인한 압력은 고령노동력을 과잉인력으
로 전락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낮은 등급의 노동력으로 밀려나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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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숙련을 요하는 직종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인력이라
하더라도 젊은 인력 못지 않게 양질의 것도 있다. 노인들이 재취업을 함에 있
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학력자는 직장을 구하기가 용이한 반면 저
학력자나, 또는 특정한 기술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취업률이 매우 낮은 원인
도 이러한 요인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들이 재취업을 할 만한 직장도 흔치 않지만, 설사
재취업을 할 만한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임금조건 때문에 이를 포기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년전의 임금수준과 재취업시의 제시되는 임금수준의
격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노동시장 임금체계의 이중구조」라
는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에서는 대체로 55세
를 전후해서 직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정년으로 인해서 물러난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
는 경우는 종전 임금수준에는 비할 바도 못 될 만큼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이 일
반적인 통례이다. 따라서 노인들 중에는 그러한 저수준의 임금조건을 수락하기보
다는 차라리 실업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령자 취업문제를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
적 견해를 나타내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노인인력의 활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는 그들의 인력은 쓸모 없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기
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정책을 펴면 노동력 공급
의 과잉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청장년들의 실업상태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설사 청장년들의 취업기회를 좁히는 결과까지는 낳지 않는다 하더라도 젊은이들
의 노동가치, 또는 임금수준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 노동능력의 평가

인간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가령과 더불어 작업수행능력이
감퇴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다. 미국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
하면 산업사회가 노령인구에게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
한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노동성이 제시하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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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은 작업활동에 있어서 속도가 느리므로, 생산공정이 요구하는 규정
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② 고령의 근로자는 젊은이들에 비해서 결근이 잦기 때문에 생산계획에 차
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③ 노인근로자는 고집불통이므로, 협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문제가 있다.
④ 고령의 노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연금이나 보험금 지급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은 모두가 고령자의 노동력을 부정적으로 평
가하려는 의도적인 분석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고령자의
취로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전공한 학자들 중에는 고령인력에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① 노인에게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다.
② 모두가 싫어하는 일도 가리지 않고 잘한다.
③ 인맥에 의한 판로확대에 도움이 된다.
④ 생산방법개발에 도움이 된다.
⑤ 직장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준다.
⑥ 인건비가 싸서 좋다.
일본의 기계진흥협회 부설의 경제연구소가 행한 「기계공업에 있어서의 연
령과 직무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노동능력은 예상외로 저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실험결과 밝혀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에서는 노
동능력이 저하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고령자의 기
능연령이 젊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고령자의 작업능력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그가 지금 연령
이 얼마냐 하는 것은 작업수행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각국에서는 기존의 연령개념을 탈피해서 기능연령(functional
age)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기능연령이라 함은 그가 지금 몇 살이 되었느냐 라는 보통연령기준, 즉 역년연령
(chronological age)과는 달리 직장에서 실제로 행하는 작업수행능력 측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연령이다.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부여받은 일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 능력을 기준으로 해당자의 노화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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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보유하는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Welford 교수의 저서 노
화와 인간의 능력(Aging and Human Skill)에서 더욱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그는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노인들이 특정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측정했다.
실험에 의하면 고령근로자들은 작업의 소요시간, 생산량, 노력척도, 재료손
실 등 면에서 젊은 노동력보다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노동문제전문가인 渡邊高哉 교수는 고령자를 잔존기능자, 또는 기능발달정
지자로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지만, 그것은 소품종 다량생산형 산업구조에
국한된 것이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노인
의 능력이 보다 유효하게 활용된다고 했다. 노인은 창조력, 판단력에서 앞서
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1965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OECD 주최로 열렸던 고령노
무자 고용과 관련된 세미나라던가, 또는 이보다 1년 앞당겨서 런던(London)
에서 열렸던 「고령노무자에 대한 직장환경과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학술세미
나(International Management Seminar on Job-srdesign and Occupational Training
for Older Worker's) 등에서 얻은 결론은 작업속도와 작업의 정확도 중에서 어
느 것이 더욱 장점이 있나를 측정한 다면 그것은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연속작업(paced work)이 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했다. 연속작업인
경우는 시간적인 자유가 속박됨으로 인한 긴장(time stressed) 때문에 고령자
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인간의 지능이 가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고령자의
노동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지능은 가
령과 더불어 저하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념적
판단은 옳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Green 교수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수공예나 조립 등의 작업에 있어서는 가
령과 더불어 그 기술이 저하되지만, 일반적인 이해, 지식, 지능은 오히려 가령
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력활용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이 어떠
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하는 일
을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에게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부
합되는 적성직종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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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Briggs 교수는 「400 jobs for people over 60's」라는 논문에서 고
령자라 하더라도 젊은이 못지 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은 400종류가
넘는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적성직종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바도 있
기는 하나, 아직 초단계적인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적성직종과 직무재설계

어떤 유형의 일이 노인들에게 적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젊었을 때 오랫동안 종사했
던 경험이 있는 종류의 일은 모두가 노인들에 있어서 적성직종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은 체력, 또는 지적 판단면에서 젊은이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노동성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자들은 45세 경부터는 생산성이 약간
씩(slightly) 감퇴되다가 65세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감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white color)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작업능률면
에서 젊은이들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정확성에 있어서 젊은층과 동일했고, 지구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층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창조적 개발프로그램(creativity development programs)
에 참가하고 있는 고령자들은 오히려 젊은층보다도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해
내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냄에 있어서 80.0% 가량은
40세 이상 고령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Welford 교수는 고령자 취업정책을 추구해나감에 있어서는 「to fit the
man to the job」가 되어서는 안되고 「to fit the job to the man」이 되어
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적성 등은 고려함이 없이 아무런 일에나 마구 배
치하여서는 능률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일거리를 노인의 적
성에 맞추어 제공하여야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노인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성직종을 개발해 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가지의 방법은 직장, 또는 작업의 환경조건의 개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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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또는 재설계를 통해서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으로도 능히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노동자의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는 작업환경 등의 객관적 조건
등도 있지만, 근로자의 체력, 지능, 정서적 안정도, 책임감, 업무의욕, 업무경험 등
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직업종류에 따라서는 이들 중에서 특히 체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험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인간의 체력은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완만하게 저하되지만, 업무경험 같은
것은 연륜에 비례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령과
작업능률과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
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첫째는 노인의 작업성과와 생산성이 문제이고,
둘째는 이들을 위한 개발프로그램의 비용을 이들 인력개발에서 오는 이익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더구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은 저하한다는 통속적인 인식이나 관
념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작업능력, 작업평가 등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전공한 大西德明 교수는 노인
에게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종사했던 직종, 또는 작업
은 모두 적성직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가령으로 인한 능력, 또
는 지구성의 감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노동환경의 개선, 직업재
훈련, 직무재설계를 통해서 그중 많은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는 작업환경 등의 객관적 조건도 있지만,
작업자의 체력, 지능, 정서적 안정도, 책임감, 업무의욕, 업무경험 등도 포함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들 중에서 체력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험을 더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체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일정한 연령이 경과하면 저하하기는 하지만 업무경험과 같은 것은 연륜에 비
례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령과 작업능률의 문
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심한 육체노동, 순발력, 또는 기민한 반응 등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능률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반복성이 강한 작업이나 폭넓
은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또는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업무에는 작업의
질적․양적 능률이 더 높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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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또는 재훈련
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의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참여, 또는 취업을 원
하는 노인들은 재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하이테크」의 새 시대가 요구
하는 직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노인인력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은퇴한 노
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은퇴를 목전에 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
준비교육(pre-retirement education) 등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연한을 몇 년 앞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준비교육에서
도 대체로 전자와 엇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통해서 주로 퇴직 후에 제기될 것
이 예상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법과 요령을 교육시킨다.
노인들은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퇴직후의 재취업, 또는 사회참여의 기회
를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보유하는 지식과 경험, 기
능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노후생활을 안
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할 정년준비교육도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 또는 산업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인력활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고령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들의 잠재능력을 재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각국의 고령자 취업정책
선진각국의 고령자 취업현황을 살펴보면<표 1>과 같다. 현재 65세 이상 노
인 중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남자노인의 경우 미국이 17.1%, 독일
이 11.6%, 스웨덴이 12.8%, 캐나다가 16.3%인데 비해서 일본은 46.9%라는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취업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127

<표 1> 주요국의 노인취업률(65세 이상)
(단위: %)

국가별
성별
남
여

일본
(1996)

캐나다
(1990)

스웨덴
(1995)

미국
(1995)

독일
(1988)

46.9
17.8

16.3
6.5

12.8
5.2

17.1
7.4

11.6
4.0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은 해당사회의
사회보장제도 성숙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고령
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그
렇지 못한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일본 등에 비하여 취업노인의 비율이 상당
히 낮은 수준이다.
고령자의 인력활용과 관련해서 선진각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국가의 노령연금재정 부족현
상의 해결을 위한 대안, 그리고 연소인구의 감소현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동
시장의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
들은 가급적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계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년연령의 상향조정을 위한 정책, 또는 제도개선
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미 직장에서 물러난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유럽 여러 나라나 미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통
해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메꾸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모든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극도로 제한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 역시 노동력 부족현상을 자국의 고
령자 인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고령자들의 인력활용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하여 민간기업의 운영주
체인 사용주측, 그리고 피고용자측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은 이와 같은 국가
정책에는 별반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기업이 고령자 인력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로는 생산성의 저하, 작
업동작의 둔화, 정보화․기계화한 작업에 대한 적응력 부족, 잦은 결근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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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국가의 고령자 인력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정년연령을
연장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을 수십년간에 걸쳐 국가나 사회, 또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으니 일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는 취미오
락, 또는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사회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국가가 고령자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1. 미국의 노인인력 활용정책

미국에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은 노인들에게 소득을 안겨준다는 효과 이외에도 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령자 인력활용에 대한 관심은 70여년 전인 1930년대 중반부터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에 대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은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Chadock 교수는 노인인력활용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의 1936년에 발표한
논문「인구분석에 있어서 연령과 성의 문제」(Age and Sex in Population
Analysis)에서 고령자의 근로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서, 노인생계보장을 위한 연금부담 등 그들을 부양하기 위한 경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고령자 인력활용정책의
개발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한 미국의 「국가자원위원회」(The National Resources Committee)에서도
1938년에 연금재정부담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고령자의 취업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근로자들의 조기은퇴를 억제토록 할 것을 주장하므로써 이미 미국에서
는 이 시대에 고령자의 취업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1967년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Employment Act)을 제정하고 40세에서 65세까지의 고령자들을 보호해 왔는데 현
재는 그 상한선을 70세까지로 연장했다. 즉, 미국은 기존의 고용법(The 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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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Act) 중 연령에 의한 차별(The Age Discrimination)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민
간기업체에서의 퇴직연령을 종전의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고, 연방정부 종사자
(Federal Government Workers)에 대하여는 강제퇴직제를 완전히 철폐하였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법령을 통과시킨 이유로는 연령이 높다는 것이 능력판단
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 취업과 건강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강제퇴직
제도는 고령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65세 이상의 고령
자들도 젊은이 못지 않게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의 고령자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연방
정부에서 행하는 노인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사업자금을 지출하
는 기관과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각기 다를 경우도 있어 그 전모를 파악하
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건교육복지성 산하기구인 ACTION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노동성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보건
교육복지성 산하에는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있다. 노인복지청은 노인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기획하거나 행정
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관서나 민간단체에서 행하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지원, 또는 지도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보건교육복지성 산하기구인 노인복지청에는 노인복지기획국, 노
인복지사업국, 그리고 총무과 등이 있는데 노인취업과 관련된 사항은 노인복
지사업국이 관장한다.
노인복지청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중추기관이며, 이 기
관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노인관련 행정기구로는 주단위(State)에는
노인복지국(Bureau of Aging)이 있고, 시군구 단위로는 노인복지과(Area
Agency on Aging)가 있어 노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노인복지청은 노인능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단위 관련 행정 부서에 지침을 시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
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ACTION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의 인적자원 활용을 활성화시키므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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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유하는 능력을 사회적으로 선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
기구의 활동 프로그램 중에는 RSVP(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은 약 20여 만명에 달하고 있다.
RSVP의 내용은 매우 다양해서 전국적으로 660건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교사의 조수역을 하거나 어린
이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 장애자나 소년들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가르쳐 주는 일, 병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노쇠하여 기동이 불편한 노인
을 보살펴 주는 일, 노쇠현상이 심한 고령노인들이 거주하는 가구에서 급식,
세탁, 청소 등을 해주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ACTION이 행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양조부모역을 담당토록 하는 사업
(Foster Grand Parents)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여성노인들이다. 일종의 어린이 돌보아 주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
그램의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며 주 5일간 일한다. 노인들이 배치되는 곳은
부부맞벌이 가정집을 위시하여 고아원, 장애자 시설로써 여기에 수용된 아동
들에게 친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일이다.
ACTION 프로그램 중에는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 기업을 경영해 본 일이 있는 노인 중에서 선발하여 중소
기업의 상담과 지도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하나는 SCP(Senior
Companion Program)라고 하여 병약노인의 동반자가 되어 보호대상 노인과
같이 기거하면서 신변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상과 같은 프로그램
에 참가하는 노인은 각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
이상 예거한 것은 모두가 ACTION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미국에는
ACTION이 행하는 사업 이외에 노동성의 재정지원으로 행하는 사업도 몇 가
지 있다. 그 중 하나는 녹지관리 프로그램(Green Thumb Program)이라는 것
인데, 이 사업은 노인들을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 공공장소의 녹화 또는 미
화작업에 노인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노동성이 행하는 또 하나의 사
업 중에 불우노인지원 프로그램(Senior Aides Program)이 있다. 노동성 지원
에 의해서 미국고령자복지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Senior Citizens)가
주관하고 있는 이 사업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에 못
미치는 노인들에게 주당 20시간을 취업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주로 공영주택, 도서관, 학교 등의 서비스부문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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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보수는 시간당 5달러 내외이다.
미국에는 인력개발과 훈련을 위한 법률(The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of 1962)이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취업을 원하는 무직자나
보다 나은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에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많은 고령자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는 무
료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많은
민간단체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이를 각 개개
인 중심으로 알맞게 연결하여 취업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과 프로그램

일본은 고령자고용정책을 강력히 펴나가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가
고령자고용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현상의 심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노후생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고령자고용정책이 매우 성공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에서 노인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는 현재 일본은 고령자 취업을 가능케 하는 각종 노동정책이 효과적으로 개
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으로 노인인력도
필요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고령자 취업을 가능케
하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고령자의 취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그 방법이 구체
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부터이다. 당시 일본은 도시에 있어서 고령자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절감되기
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고령실업자 등 취로사업」에 관한 정책이 입안되었
고, 그 사업은 5개 현과 15개시에서 추진되다가 1971년에는 「고령자 등의 고
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고도경제성장하의 노동시장에서 상
대적으로 뒤쳐진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의 문제를 크게 다루게 되었다.
일본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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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대책 현황
지원제도
태명
- 계속 고용정착촉진조성금

지원대상자
- 계속고용제도를 수립한 사업주

- 고연령자 고용환경정비장려금

- 고령자를 위한 직장개선, 또는 고연령자
사업소를 설치한 사업주

- 고령기 취업준비 장려금

- 고령기의 직업생활 준비를 위한 유급휴
가 제도를 수립한 사업주

- 특정구직자 고용개발조성금

- 고령자를 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로 고
용한 사업주

- 고연령자 직장개선자금융자제도 - 고령자를 위한 직장개선을 실시한 사업주
- 고연령 고용계속급여
- 60세 시점에 비해 임금이 15% 이상 저
하된 상태에서 계속 고용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1) 고령자 사업단
동경도에서는 중앙에 「고령자사업단」을 1974년 12월에 설립하고, 각 구에
는「지역단위 고령자사업단」을 두어 고령자들의 노동참여를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단체의 사업내용은,
① 지역단위 고령자사업단과의 연락, 지도, 육성
② 지역단위 고령자사업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급 및 사업의 조정
③ 지역단위 고령자사업단에 대한 원조와 운영지도
④ 지역단위 고령자사업단 상호간의 사업조정
⑤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조사연구
⑥ 고령자의 능력개발, 훈련, 연수
⑦ 고령자에 대한 직업보도 및 계몽
⑧ 고령자 대상의 복지사업
⑨ 기타 필요한 사업활동 등으로 되어 있다.
1995년도 고령자사업단의 사업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 43개 지역단위
사업단의 회원 수는 82,000명이며, 이 중 남자가 56,500명으로 68.9%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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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리고 평균연령은 68.8세이며 남자 69.5세, 여자 67.2세였다. 1975년
의 회원수 870명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였다.
이들의 1년간 수탁건수는 57,475건이었으며, 계약금액 31억 1백만원에 연
취로인원은 93만명이며, 월평균 취로율은 23.2%였다. 당해연도의 1인당 배분
금은 58,000엔 이였다.
2) 인재은행 또는 인재센터
인재은행(人材銀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40세 이상의 관리자, 기술자 등
을 대상으로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을 무료로 해주는 국가기관이다. 일본노동
성은 기업이 인재은행을 통해서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연간
30～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채
용할 경우는 이 인재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재은행은 인력을 알선해 주는 공공직업
알선기관이다. 인재은행은 1967년 동경 나고야, 오사카 등 대도시에 개설한
이래 날로 확장되어 현재 전국 100개 주요도시에서 고령자 전문인력에 대한
소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퇴직한 고령자들에게 재취업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일본은 공공직업안정
소내에 고령자 취업반을 설치하여 취업을 돕고 있고, 동시에 민간단체인 사회복지
협의회내에 고령자를 위한 무료직업소개소와 직업훈련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인재센터, 이것은 일명 Silver Center라고도 하는데,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
어 있는 민간단체이다. 이 센터의 전신은 고령자취업단인데, 1979년 그 명칭을 개
정했다. 이 센터는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지역사회와 협력
하여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는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등록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이 자주
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등록을 하게 되면 과거의 경험과 경력, 재능, 전문분야
별로 해당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기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가정에
도 취업을 알선하여 시간제근무(part-time)나 전일근무(full-time)로 일하게 된다.
이 조직을 통하여 취업이 되고 있는 직종은 대체로 서기, 회계직, 정원사,
방문판매원, 창고관리, 편집, 번역, 목공, 상표 붙이기, 건물보수작업,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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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기(baby sitting), 병약노인 돌보기 등이 많다. 그러나 이 센터는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경험,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저
조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도 별로 향상시키지 못한 채 단순노동집단으로
전락된 느낌이 있다.
그 예로써, 이 센터의 직군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사업부문에서는 전
체 취업대상자 중 전문직에 취업한 비율은 5.0%선 미만인데 비해서 단순작업
에 취업한 비율이 70.0% 선을 상회했다.
3) 재고용 및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이나 근무연장제도는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널리 쓸 수 있
는 방법이다. 일본의 경우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중 30.0% 내외가 재고
용, 그리고 20.0% 내외가 근무연장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
히 인건비의 증대를 막고, 인사의 정체를 피하면서 정년 그 자체를 연장하지
않고 기업의 필요에 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재고용이나 근무연장 조치를 받게 되는 근로자는 그 직무도 종전의 그것이 아
닌 경우가 많다. 임금수준도 정년 전에 비하여 50.0%에서 60.0% 정도인 것이 상례
이고 재고용이나 근무연장 기간도 1년마다 갱신하여 지속성의 보장이 없게 된다.
일본에 있어서 재고용제도나 근무연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 제도를 도입․실시하지 않으면 노동력
이 부족해지고 종업원이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업조건의 개선으로
고령자의 취업이 용이하므로,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에, 타사에서 실시하므로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특정한 인재가 필요해서, 정년연장을
하기까지의 경과조치로써 우선 실시, 퇴직근무자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느껴서 등이다.
4) 기타 프로그램
① 일본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고령
자 취업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으며, 1976년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고령자
의무고용율 제도를 창설하였다. 즉, 일본의 모든 민간기업들은 이 법률에 의
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체 종업원 수의 6.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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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직업노동능력의 개발을 위한 조
사․연구사업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일본에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하여 퇴직하기 약 3년 전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퇴직을 앞둔 고령근로자
들로 하여금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케 하고 있다. 직업강좌는 각급 학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통신교육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훈련 또는 강습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고 수강료는 무료일 뿐 아니라 수강
자는 별도로 수강급부금을 지급 받는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주간에 공공
직업훈련소에 나가 수강을 하게 될 경우 기업주는 국가로부터 직업훈련파견
장려 등 급부금으로 100일분 한도로 1인당 하루 1,500엔을 받게 된다.
③ 고령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농림성은 노인단체가 비육우 사육을 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고, 산림지역 노인단체를 위해서는
임산물 또는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자원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④ 일본의 노동성장관은 고령자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능력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선정, 발표하여 이 직종에는 고령자들이 우선적으
로 취업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3. 영국의 노인복지공장

영국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가 있어 이러한 기구에서 노인들이 취업알선도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복지단
체가 운영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소도 있다. 그리고 기업에 따
라서는 퇴직한 노인들에게도 희망에 의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
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종전보다는 낮은 봉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에 종사케 하기도 하고 퇴직노인을 위한 특별한 작업장을 마련
한 기업도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노인들의 적성직종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
해서 400종의 노인적성직종을 선정․발표(Briggs, 400 jobs for people over
60's)한 바 있다.
또한, 영국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인
복지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제도가 있다. 퇴직한 노인들에게
소득과 생의 보람을 안겨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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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목적이다.
노인복지공장은 설치주체나 운영방법 등에 따라서 민간복지단체가 설치하
는 경우, 공립민영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는 대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후원으로 민간복지단체가 이
러한 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노인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국에서 최초
로 시작한 것은 고용자협회였다.
고용자협회는 세계적인 대공항기였던 1922년에 중고령자의 대량실업을 막
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도움을 얻어 노인복지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는바,
현재는 전국적으로 600여개소의 노인복지공장(노인작업장)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협회에서는 노인복지공장의 설립, 계획,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는 물
론 노인복지공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합동연구 등 프로그램을 가지기도 한다.
취로방법은 시간제 또는 주 2～3일제 등 실정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한,
일반기업 중에는 자체내에 노인고용부(Elderly Employees Dept)같은 것을 두
어 그 기업내의 일거리 중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작업의 일거리를 따로 선
별하여 작업을 시키기도 한다.
공립민영의 노인복지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공장을 처음 설립할
때는 공적 원조를 받지만, 일단 설립하고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민간단체가
자립으로 운영하는 것을 통례로 한다.
민간기업에서 설립․운영하는 경우는 각 기업이 평생 일해온 고령근로자들
에게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 맞는 일거리를 분류하여 별도로 작업케 함으로써
일의 능률도 도모하면서 고용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공장은 기업체별로 작업장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공립민영의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적 원조를 최소한
으로 줄여가면서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의 참여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영국
노인복지공장의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립민영의 노인복지공장
처음 설립할 때 공적 원조를 받되, 일단 설립하고 나면 운영을 민간단체 등
이 맡게 되는 유형으로써,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1년 맨체스터의 미들톤
에 세워진 Manchester 노인복지공장이다. 이 공장은 Middle 지구사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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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Middle Round Table)가 스폰서가 되어 그 지역내의 회사, 공장, 로타리,
Inner Wheel, Round Table, 부인봉사단(Ladies Circle, W.V.S), 노동총합협의
회, 시청 등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들로 공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모
금, 공공건물 무상제공 및 수리비 부담 등으로 공적 원조를 최소한으로 줄이
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공장장은 무보수의 부인이 봉사하며, 노인들은 오후에 2시간씩 주 5일제로
주당 10시간씩 취업하고 있다. 노인들은 70～80세의 고령들이다.
2) 민간기업에서 설치하는 경우
① Darlaston, South Staffordshire에 소재한 로버리오웬 회사(Rubery
Owen)는 철제가구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공장 종업원의 정년은 65세
이나 계속 일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으
며, 70세 이후에는 고령자를 위한 특별공장인 노후휴식공장(Sons of Rest
Workshops)으로 옮겨 일하게 된다. 70～80세의 노인 20명이 있으며, 숙련공,
반숙련공, 비숙련공의 3종으로 나뉘며 취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②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메이커로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회사
내에는 고인고용부를 두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거리는 낡은 엔진 분해
작업, 부품의 정리, 종업원 작업복의 수리, 그리고 청소업무 등이다.
퇴직 노인에게 주 1일 취업시키고 있으며, 작업 종류와 근무일에 따라 일당
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100명이 취업 중에 있다.
③ Crittall Manufacturing Co는 고물재생공장이다. 이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노인근로자클럽(over
sixty-five club)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는 평균연령 70세 노인 200명이 고용되고 있으며, 75세까지
는 2주에 3일, 76세 이상은 2주에 2일씩 근로하고 있다.
3) 공사협동의 노인복지공장
민간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은 그 지방의 시청이나 구청의 보
조를 받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노인복지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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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정년과 동시에 그가 종사하던 직을 그만 둘 경우
② 퇴직과 함께 부양자도 없을 경우
③ 일반 공장이나 회사에 취직할 수 없는 경우
그러므로 노인복지공장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생산성의 제고보다는 노인복
지면에서 그 가치가 크게 인식되고 있다. 취업할 노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 우선 노인의 근무능력, 또는 생산성보다는 노인의 Need에 중점을 두는 것
이 이 공장의 특징이다.
한편, 노인복지공장은 그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
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증가해 가고 있
는데, 이와 같은 공비가 물론 복지 측면에서 지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복
지공장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노인을 제쳐놓고 일부 노인에게만 이와 같
이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공평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과연 타당성
만을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Ⅳ.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제언 및 결론
1.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령자의 인력은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젊은이들과의 자유경쟁하에서 취업을 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제약이 뒤따
른다는 사실은 앞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들
의 대부분은 유휴노동력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여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사장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노인복지적인 관점에서
필요불가결한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다음과
같은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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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공
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과 노인집단 또는 노인 개개인에 대한 정
책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고령자 취업확대를 위한 정책
중 현실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몇 가지만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년연령의 연장조치
사회구조가 고령화, 산업화되고 있는 서구사회 여러 나라의 평균 정년연령
은 63～65세인데 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
부투자기관 종사자의 평균 정년연령은 58세 전후이고, 많은 비율의 민간기업
체는 50세 전후해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고, 사회구조도 산업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이상 근로자들의 정년연령 연장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체에 있어서는 정년연령의 하
한선을 60세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은 하한선을
65세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정년연령을 연장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해 나
가야 할 것이다.
2) 의무고용제의 실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므로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선별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실시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의무고용제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업이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 만큼 이
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무고용제
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고령자에게 알맞은 직종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선별
적으로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의무고용제를 솔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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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업 등에서 의무고용제를 실시할 경
우 수위, 공원관리인, 청소원, 창고관리, 수금사원, 주차감시, 유료도로관리, 목공,
차량배차, 사육사, 포장, 발송, 주차장관리, 소독작업, 고궁 및 공원의 매표원, 시
설안내, 식당관리, 영선, 기록관리, 산림감시, 화초재배, 정원사, 조사원, 기타 잡
역 등 고령자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직종에 대하여는 정원의 20.0% 이상은 반
드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러한 의무고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경제단체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
여 가능한 것부터 실시하되 직종과 의무고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고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
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재고용정책․고용기준율․직업재훈련
60대 노인들의 대부분은 건강상태도 좋고, 일할 능력도 있고, 또한 일을 하
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책정된 정년제도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자 중 해당직장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고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은 고령인력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고
령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모든 기업체는 근로자중 일
정비율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체가 적정비율을 초과해서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는 그 초과 고령
자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
도를 병행 실시하면 고령자의 취업률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오늘의 고령자들은 영농작업에는 숙련되어 있지만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생산
공정에는 익숙치 못하다. 또한 과거 생산공장에서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노인
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은 쓸모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이 재취업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작업에 대한 재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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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령자의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4) 고령자 적성직종의 개발과 보호
노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사회가 그들의 적성에 알맞
은 직종을 개발 또는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구미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으
며, 특히 1950년대 이후 그 실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직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8년 한국노인문제연
구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일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내
용을 발표한 것에서부터이다. 그 후 노인취업과 직종개발에 관한 연구발표가
몇몇 있었으나 아직 초단계적인 연구일 뿐이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정책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당시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종
목으로는 수공예품제작, 화초재배, 복덕방, 구멍가게의 경영 같은 직종에 취업
하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는 사회구조가 영농사회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노인들이 원
하는 직종도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것은 소득수준 내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학력 또는 고령화사회가 될
장래의 우리사회의 노인의 취업수요 내지는 취업성향을 충분히 나타낸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노인은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직종에 취업하기
를 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에게 알맞은 직종을 선정하여 가급적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5) 고령자 고용업체에 대한 정책지원
국가는 민간기업 중 정년연한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권장 또는
행정지도를 하던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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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한을 연장할 경우 처음 연장했을 경우에 인건비 등을 일부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연장기간에 따라 혜택 내지는 지원의 정도를 각각 달리하는 방
안, 그리고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부여하는 혜택
도 세제상의 혜택 이외에 기업자금의 저리융자, 종업원에 대한 후생시설 설치자금
의 지원, 기타 행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인당 일정액
의 인건비 보조를 해주던가, 또는 그와 유사한 여타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퇴직자에게 해당직장에서 시간제 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업체에 대하여
는 실시인원 및 근무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
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던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면 시간근
무제가 크게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고령자 직업알선기구의 설치와 운영
국가는 취업욕구가 있고, 취업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노인들
을 위해 현존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정부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현행대로 대한노인회에
그 업무를 대행시킬 수도 있다. 직업소개소는 해당지역 내에 있는 모든 기업과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맺어 나가며 기업의 어떤 직종이 노인적성에 부합되는지
를 찾아내고 기업 운영자를 설득시켜 종업원 중 일정비율은 노인들을 취업시키
도록 하는 역할도 취업알선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취업희망노인들을 기능별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기업
이 요구하는 인재를 지체없이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운영책임자는 인사관리업무에 경험이 있고 산업정보에 밝아야 하고 해당지역의
모든 업계와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던 경력이 있는 자면 더욱 좋다. 그리
고 해당 구청 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들로 하여금 양질의 노동
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직업재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기구는 정부가 직영할 수도 있고 복지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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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도시, 농촌 또는 공장지대 등에 따라 각
기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구가 밀집 거주하는 주택단지 같은 곳에서는 목공, 미장이, 도배, 타일공,
화초재배, 수공예품 제작 등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며, 공
장지대에서는 특정 공장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부분품제작, 제품의 포
장과 조립 등에 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노인들은 직업재
훈련을 통해서 양봉과 가축의 사육, 약용식물이나 버섯재배, 관상용 화초재배,
비닐하우스원예 등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훈련기구와 직업소개기구는 항상 유기적인 유
대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나 노동사무소 등과 긴
밀한 유대를 갖고 노인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7) 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정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작업장, 기능별 작업반, 고령
자사업단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용역수주, 일감부여, 생산제품의 판매알선 등에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일들을 총괄해서 기획, 지도, 알선 등을 담당
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단위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지
역을 가급적 변두리 영세민들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으로 하여 영세노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아
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미한 작업을 개발하고, 시간근무제를 확대
운영하며, 민간단체나 기업이 현존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지역
내의 가용자원(운영비보조, 자원봉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등이 미리 마
련되어서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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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담연구기구의 설치와 운용
고령자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훈련이나 직업소개업무의 추진만으로는 미흡하며, 기업이 고령자 고용
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은 연령과 더불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이
며, 융통성이 적어지는 데다가 장유유서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도 고령자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외면 또는 도외시하고 고령자측의 필요만을 강조하거나 그 고용을
정책적으로 강요만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취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신체
적․정신적 쇠퇴현상, 재활가능성, 재활훈련 등에 관한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
와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과 같은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조사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
써 상황변화를 정확히 관찰할 것이 요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야별 연구체
제의 횡적 연결 등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새
로운 각도에서 재분석하여 그 활용범위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적성능력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
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불가피하며, 또한 이러한
기구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서 직능별로 정년연령의 하한선을 최대한 연장시키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
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올바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거나 행정지
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직종별로 그 유형을 분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령구분을 과
학적인 자료와 외국의 추세,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 예측에 의한 근거와 그로
인한 영향 내지는 효과 등에 관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그 시행을 권
장하기에 앞서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직종별로 합리적인 정년연한
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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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전담연구기구의 운영이 반듯이 필요하다.
2. 노인들의 자주적 노력지원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욕구가 있는 노인들끼리 공동의
노력으로 일거리를 개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노인들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로는 공동작업장의 설치운영, 기능별․업종별 작업
반의 편성과 운용, 단체용역 또는 공동경영방식의 일감개발 등이 있다.
노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
자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운영책임자는 사업의 기획, 또는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인공동작업의 일거리로는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고, 노인정이나 새마을회
관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옥외작업, 또는 생산업체의 현장까지 진출해
서 할 수 있는 작업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공동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취업욕구를 지니는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 적성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기능별로 재분류하
여 각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내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1) 공공작업장의 설치와 운영
노인들이 일거리를 개발하는 방안중의 하나는 뜻을 같이 하는 동년배의 노
인들이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일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기업체 단위로 각기 생산공
장내에 노인작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운영할 경우는 기존의 노인정, 새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지
역설정으로 보아 원료의 확보와 제품의 판로가 용이한 종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하고, 적은 투자로써 작업상 필
요로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종목이라야 하며, 가급적 많은 인원이 일거리
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야 좋고,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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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는 일이라야 한다.
공동작업장의 책임자는 해당지역내에 있는 여러 생산업체 또는 소비시장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항상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맺어나가며 작업장의 일거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공동작업장의 일감은 복잡한 시설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서
도 작업이 가능한 조립 또는 포장 등의 일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지역단위로 설치하는 공동작업장의 작업종류 중 농촌형으로는 과수용 봉투
붙이기, 돗자리나 싸리빗자루 만들기, 왕골참대제품 만들기, 농산물의 가공제
품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도시지역 공동작업장에서는 수공예품제작, 서예작품
표구, 봉투 붙이기, 생산제품의 조립과 포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단위로 설치하는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주체는 행정기관,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가 될 수 있으나 운영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기관, 또는 사회
복지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노인공동작업장을 특정 기업체내에 설치할 경우 일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동작업장을 기업체내에 설치할 경우는 작업장의
운영주체는 해당기업이 되어야 한다.
기업체가 운영하는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책임자는 가급적이면 해당기업에
서 정년 퇴직한 고령자 중에서 선발․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당기
업에 근무하다 정년으로 물러난 노인은 종전에 익혔던 기술과 경험을 재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기업체로부터 더욱 많은 일거리를 얻어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 노인공동작업반의 편성과 운용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노인들이 기능별로 작업반을 편성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상 필요로
하는 노동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개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단위 기능별․직종별 작업반이 할 수 있는 취업종목으로는 목공, 미장
이, 타일공, 정원손질, 도배, 실내장식, 집보아주기 등의 분야가 유망하다. 그
러나 지역특성 등에 따라 이러한 작업반의 구성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노인들의 공동작업반은 기능별로 각기 다른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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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지역단위로 1개소씩의 노인일거리마련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기능별로 도배반, 목공반, 미장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이러한 작업반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기능을 보유하는 노인이
취업욕구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능별 작업반의 사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활동은 행
정기관의 지원을 얻어 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반상회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기능별 작업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
민들이 그들의 기술능력, 성실성, 근면성, 책임감, 그리고 저렴한 임금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작업반원들 스스로의 노력정
도에 따라 좌우된다.
작업반원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양질의 노동
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술향
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훈련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반의 운영주체는 노인단체가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들의 사업
을 측면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단위의 복지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이
노인공동작업반의 운영주체가 되어 복지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
대를 위해서 앞장서는 방법이 더욱 효율적일 경우가 많다.
3) 단체용역에 의한 일감개발
노인들이 취업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임금노동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뜻을 같이 하는 노인들이 협력하여 고령자사업
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도급형에 의한 용역사업도 해 볼 수 있고, 마음에 맞
는 동년배들끼리 모여 특정사업을 위해서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사업을
경영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자사업단을 조직함에 있어서는 그 운영주체가 반드시 노인단체라야 할
이유는 없다. 지역사회의 특정기업이나 복지단체가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뜻을 두고 이러한 사업단을 조직․운영한다면 노인집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노인집단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거리 종목 중에는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으로 특정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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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청소하는 일, 가로수의 보호 또는 육림, 공원․고적지, 공중변소, 어
린이놀이터 등의 관리와 청소, 빌딩, 병원, 아파트 등의 관리 또는 청소, 특정
지역내의 폐품을 수집해서 처분하는 작업, 공원 또는 유원지 등에서 매점을
경영하는 일, 주차장관리업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으로는 약용식물, 또는 식용버섯 등의 계약재배,
특정임야에 대한 산림감시와 육림, 묘목, 또는 관상용 화초재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고령자사업단 등의 노인단체가 농림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
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노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하천부지,
또는 공공유휴지를 할애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문제도 있으나 사업자체가 확실하고 운영․계획면에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인정만 된다면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협 같은 기구에서 장
기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운영책임자의 임무와 자세
노인들의 공동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기획하는 책임자의 역할과 능력, 자세 등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의
미에 있어선 책임자의 역할, 능력 또는 자세 여하에 따라 공동작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책임자는 공동작업을 기획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제 문제들은 민주
적인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공동작업 또는 단체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지
출 또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액에 관한 사항은 항상 구성원 전원에게 공
개되어야 하며, 특히 소득분배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공동작업의 책임자는 노인취업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특정 이권단체와 결탁
해서 개인이득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공동작업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관련업자들과 불미한 결탁을 하여 공동이익에 위반되는 일을 한다
면, 이는 사회에서 모처럼 노인복지를 위해서 제공되는 선의의 일거리가 도리
어 사회로부터 빈축을 받게 되는 결과를 자아낼 뿐 아니라 노인취업의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위축당하게 될 염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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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n for activating a task to take up an job for the elderly

Jae Gan Park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Mi Ryung Hong
Senior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As a policy to secure income for the elderly, it is important for a
government to practise the policy of providing a chance for a job.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modern societies are not from senescence
phenomena themselves but from being excluded from their work, their
living means.
In the case of Korea, many older adults want to take up occupations for
making money. However, it comes out problems of not providing a chance
and a place of work for the elderly. It takes for granted that for extending
opportunities in job market as a way of securing income, multilateral
alternatives of policies must be presented.
There are three ways of saving the poor elderly. Firs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he poor elderly goods, cash, and services. Second,
the government economically makes them be independent by securing job
opportunity. Third way is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of learning new skills that workers need.
However, the best way of them is effective practice of policy developing
man power by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finding multilateral alternatives of policy
for securing income through working of the elderly that have no means of
livelihood in later yea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