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사회복지연구
Korean Journal of 21 Century Society Welfare
2008, Vol 5, No 1. 199-221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성희* ․ 이건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한영신학대학교)
일반적으로 인구의 7%가 노인인구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영국은 47년, 그리고 일본
은 24년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급속하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은 아
주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문제의 일차적인 해결방법으로 재정적 자원의 확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재정적 능력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에 자녀가 있더라도 함께 동거하기보다는 스스
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Wilmoth, 1999). 또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 질병이 있
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노인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독거노인으
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노년
기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취업의 기
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력을 사회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이라는 것이 매우 유효한 방안이다. 노인취업은 개인적으
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
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급히 노인들의 취업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은 쓸모없다는 과거와
같은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
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욕구 충족과 안정적인 물질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
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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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참여하는 사업으로 자치
단체별 참여 사업의 유형은 각각 다르며, 자치단체별 특색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시
행하고 있으므로 그 수혜의 대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유형별 실태
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재취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구로구와 인근 양
천구를 대상으로 노인 15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노인 일자리사업의 창출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밑거
름이 되고자 함은 자그마한 소망이기도 하다.
노인문제 가운데서 노인의 건강문제보다 경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하기를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역할상실과 수
입감소의 문제,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예산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2. 고령화 사회의 노인취업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수입 및 재정적인 요인, 일상적 활동의 규칙성, 자아정체
감의 제공, 유의미한 사회관계의 근거,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등 다양
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Aleander & Kaye, 1997).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노동3권(헌법 제 30조)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
법이 보장하는 근로 노동권은 정년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물론 노인은 능력
면에서 젊은이에 비해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정신적으로나 신
체적으로 건강이 좋고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새로운 것을 배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 열정 및 경험 등을 유지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80). 특히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전체의 부양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인취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80년대 후반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 노동시장참여의 고학력화 및 3D업종
의 기피현상 때문에 현장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단순생산직 기술 인력의 부
족으로 인해 유휴 인력의 전체구성에 있어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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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
정된 후부터 노인고용 관련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이영우, 1996). 고령자취
업은 퇴직고령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획득한 활동경험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한
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Ⅱ.

본

론

1. 구로구 2008년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 노인 인구 현황
구

분

(단위 : 명)

’04

’05

’06

’07

’08. 5

비

고

구로구

25,154

26,636

26,998

29,126

33,111

서울시 대비

서울시

673,124

706,768

731,349

768,523

844,834

3.9%

※ 구로구 인구(421,388명) 대비 노인인구 7.9%(2008. 5월말 기준)

2) 노인 일자리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국․시비 보조사업): 8개 분야 483명 749백만원 (단위: 명/천원)
사업유형
총

육
복
지
형

업

명

소

배정

요

예

산

일자리

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자부
담

8
거리환경
깔끔이 사업

483

749,850

224,955

262,448

262,447

-

375

566,250

169,875

198,188

198,187

소
계

7

108

186,000

55,800

65,100

65,100

-

교육

‘1․3세대
통합프로그램’

20

31,000

9,300

10,850

10,850

-

형

‘학교급식도우미’
지원사업

20

31,000

9,300

10,850

10,850

늘푸른wellbeing사업단

20

31,000

9,300

10,850

10,850

-

경로당 노-노
케어프로그램

20

31,000

9,300

10,850

10,850

-

10

15,500

4,650

5,425

5,425

-

6

9,300

2,790

3,255

3,255

12

18,600

5,580

6,510

6,510

2

16,200

4,860

5,670

5,670

계

공익형

교

사

복지 ‘실버맞춤 급식관리’
사업단
형
‘의료 나눔 네트워크’
건강케어
관리사업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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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1)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비례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욕구 증대
(2) 기초노령연금지급․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자리 또는 봉사활동 참여희망(귀속감
부여 희망)
(3) 최근 노인 일자리 마련 유형의 개인사업자(노인을 활용 광고대행)로 인한 피해 사
례 발생
(4) 사업체 취업알선의 경우 경제 불황․노인층 고용기피․노인층 일자리 감소로 노인 재
취업률 저조

2.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문제점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노인이 확대가족 속에서 최고 결정자로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노인은 지위나 경제
력도 없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노인 개인 및 사회의 대안은 노인 스스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자립적 생활은 경제적 기반이 요구되
므로 퇴직 후 경제적 수입과 더불어 사회적 활동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재취업이 활
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현황
(1)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3년 26.5%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30.7%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는 28.7%로 감소하였다. 2003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8.7%는 2002년 30.7%에 비해 2.0% 감소한 것이
다. 성별로는 남자가 39.8%, 여자가 21.5%로 2002년 42.7%, 23.0%보다 각각 2.9%,
1.5% 감소하여 남자의 감소폭이 더 컸다.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욱 높다. 2003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실업률은
0.4%이며, 성별로는 남자 0.6%, 여자 0.2%이다.
<표 1>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 업 률

(단위:%)

1993

남

여

2002

남

여

2003

남

여

26.5

40.6

18.2

30.7

42.7

23.0

28.7

39.8

21.5

0.2

0.3

0.0

0.5

0.6

0.2

0.4

0.6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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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2003년 65세 이상 취업자 중 비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4.2%이며, 이 중 고용주
및 자영 업주는 58.0%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5.9%인데, 이 중 일용은 46.4%,
임시 43.7%이며, 상용은 9.8%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 33.8%에서 2003년 43.7%로 약 10%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60

6 5세 이 상

5 0 .5
50

4 6 .4

4 3 .7

40

3 4 .7

30
20

1 4 .8
9 .8

10
0
상 용

임시

일용

<그림 1>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2005)

2) 우리나라 노인취업의 문제점 및 대책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라 하면 노인의 4고, 즉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역할상
실을 들 수 있다. 이 4가지 노인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우선 노령으로 인
한 노동현장에서의 이탈이 역할상실로 이어지고 이로써 빈곤과 질병 및 고독이 수
반된다고 말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노인취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에도 농·어업직과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을 제외한
노인의 대부분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노인 능력은행에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있지
만 장기취업의 경우는 특수기능직(0.3%), 행정사무직(0.6%), 건축기능직(1.5%)만 기
능직이며, 나머지는 공동작업(83.4%) 등 단순 근로직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정도다.
단기취업의 경우는 전부가 단순근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취업 노
인의 취업희망직종으로 기계장치 조작원이 71.0%로 가장 높고, 기술공, 준전문가
4.1%, 전문가 3.7%, 고위전문직 및 관리자가 2.3%로 대부분 정년퇴임 이전의 직업
에 종사하길 원하고 있다.
재취업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의 수가 너무 적고 직종의 관련분야가 제한적이
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살리고 싶어 하는 노인 취업희망자나 단순직을 선호하지
않는 취업희망자는 재취업의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다양한 직종
개발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선정된 직종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사양직종의 선정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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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취업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인 재취업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게 될 수 있
다.
셋째, 노인 직종을 선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없다. 직
종과 노인 능력간의 비교 연구, 작업환경의 보완조건, 경제 및 인력시장의 요구 등
고령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연구가 없기 때문에 선정된 직종의 실제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직종을 전 직업분류에 걸쳐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개별성을 고려하여 적
절하게 선정한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한 유명무실한 법조항일 뿐이다. 노인에
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인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노인취업을 위한 대책
① 정년의 연장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대부분이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정년
제를 보편화한 것은 70년대의 일로, 그때는 노동시장이 루이스형 전환점을 통과하
기 이전의 일이었다. 즉, 외부노동시장에는 무제한적 노동공급이 있음으로써 인력을
소모품시하고 고도경제 성장을 해오던 때였다. 따라서 연소 신규인력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육체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50대 후반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
요는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정년제와 관련된 문제점은 첫째, 정년연령의 절대수준이 낮다. 정년연령
이 50대 중반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모순되는 것이며,
또한 인구 전체의 고령화 현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정년연령은 정년 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55세 전후로 교육비, 자녀혼인비용 등으로 가계의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정년이 됨으
로써 비축해 둔 자산정도에 따라 노후의 경제적인 역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취업 욕구는 매우 절실하다.
셋째, 성별 차등정년제의 모순을 들 수 있다. 이는 남녀평등의 원칙과 여성의 노
동권을 침해하는 조처이다.
넷째, 정년퇴직 후 제도적으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의 길이 거의 없다. 일본의
대기업이 정년퇴직 후 고문, 촉탁 등 별개의 지위로 재고용하는 사례 또는 그룹 내
계열회사에 고용기회를 마련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섯째, 연금수급연령에 따른 무소득기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는 60세 이전 정년 퇴직자에게도 60세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하여
무소득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② 노인인력의 직업훈련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에 대한 교육은 노인교실, 종교기관에서의 노인교실,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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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노인교육, 사회단체에서의 노인교육, 양로원, 경로당 등 시설 중심의 노인교육
이 있으나 조직적인 노인 직업훈련을 시키는 곳은 없다. 노인교육의 내용면에서도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도 없고, 전문적인 강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적절한 교
재도 없다. 그러므로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
한 고령자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보면 공공참여
형(공익형), 사회참여형(복지형), 시장참여형(교육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공공참여형
공공참여형(노인지킴이형)에는 거리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지킴이사업, 교통질서
지킴이사업, 청소년지킴이사업, 친절도움이사업, 기타 부문형(화장실청소원, 주차관
리원, 공원관리원, 매표원) 등이 있다.
(1) 거리환경개선사업
‘거리환경개선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철역 및 주요 먹자골목, 주변 도로바닥
과 차량방지턱, 벽에 부착된 스티커, 유흥광고 전단지, 키높이 현수막, 기타 각종 전단
지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단속하고 계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홍보물 제거 및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
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형 사회적 일자리창출사례로 타시·도에 모범이 되어 노인 맟
춤형 일자리로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적극적 사회참여로 사회적 소외극복 및 건강한 노인상을 정립한다.
셋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전기 마련 및 참여정부의 노인정책에 부응하여 전
국적 사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2) 자연환경지킴이 사업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을 활용하여 읍면동 산하에 자연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산, 하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의 순찰활동을 통해 산불, 악취,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하천 오염 등의 감시, 계도 및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형 일자
리사업이다. 공공영역 내에서의 노인 일자리 개발·확대와 더불어 자연환경감시 활동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체장의 사업추진의 확고한 의지와 사업 지원
이 중요하다.
(3) 교통질서 지킴이 사업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이 교통 혼잡 및 위반지역, 등하교지역, 철도건널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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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교통질서 계도, 횡단보도 보행안내, 도로시설물 점검·신고 등의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노인일자리이다.
(4) 청소년 지킴이 사업
65세 이상 노인들 중 건강하고 사회지도층(퇴직교사, 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청
소년 지킴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노인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학교에 파견하여 청소년 지킴이로서 금연지도와 학교시설 및 학교정화 시설
을 순찰하며 지도하고, 반말사용이나 인사 등에 대한 기본예절을 지도하는 활동이
다.
(5) 친절 도우미 사업
친절 및 행정 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구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에 ‘친
절도우미’로 배치하여 행정절차 및 편의제공 등의 안내업무와 행정보조업무를 수행
하는 공공 서비스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6) 기타부문 사업(화장실청소원, 공원관리원, 매표원, 주차관리원)
지자체에서 학교 등 공공시설 화장실청소, 주차관리, 매표, 공원관리 등 공공부문관
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 예산의 일정부문을 우선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로 전
환하여 공공부문 내 틈새시장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는 직접 사업 참여 노인을 모집하고 관련부서 기관 및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사업별로 적정인원을 조별로 편성하여 조장중심으로 공
공시설 화장실 청소원, 주차관리원 매표원, 공원관리원으로 활동하는 사업이다.
2) 사회참여형
사회참여형(공익강사형)에는 숲생태해설가파견사업, 문화재해설가사업, 노인강사
파견사업 등이 있으며, 인력파견형에는 주유원파견사업, 주례파견사업, 간병인파견
사업, 가사도우미사업, 베이비시스터사업 등이 있다.
(1) 공익 강사형
① 숲생태해설가 파견사업
숲생태해설가 파견사업은 전문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노인들이 숲생태지도자로
서 산, 국립공원, 수목원 등에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체험교육을 활동·진행하는 공익형 사업이다. 전망으로는 도시화,
산업화로 여가시간활용을 위한 숲생태 체험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및 인력이 부족하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숲생태 해설가 배
출, 추후 교육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규 특별활동과정으로 제도화 된다면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
② 문화재해설가 파견사업
문화재해설가 파견사업은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노인들이 지역 내 문화유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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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 중· 고등학생 및 국· 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
있는 해설과 인내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광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업이다.
③ 노인 강사 파견사업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노인들이 지역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장애인학교, 기타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 3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교육을 통해 세대 통
합을 이루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득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업이다.
(2) 인력 파견형
① 주유원 파견사업
지역 내 주유소협회 등과 연계를 통해 주유원 채용 협의 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인력풀을 구성, 인력수급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일자리 학대를 도모하는 사업
이다. 철저한 직업훈련을 통한 노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수요처 발굴 및
확대가 관건이다.
② 주례파견사업
노인주례파견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을 지역 내 예식장 및
각 사회복지단체 예식홀 등을 연계시켜 주례를 원하는 신랑신부에게 주례활동을 하
여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다. 사례로는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학식과 연륜이 있는 노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에게 주례를 전하는 노인적합형 사회적 일자리로 마련되었으나
주례 수요처 부족 및 영역별 인력풀, 한계로 인하여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
며 지역 내 웨딩관련업체, 지자체 및 은퇴자 직능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 활성화
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③ 간병인 파견사업(요양보호사 참여사업)
지역 사회봉사와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노인들이 전문교육과정(요양보호사)을 수
료한 후 케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병원, 가정, 시설 등에서 유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간병 인
력과 수요처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실습교육 위주의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④ 가사도우미 사업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건강한 여성노인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킨 후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청소, 세탁, 다림질, 시장보기, 반찬 만
들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⑤ 베이비시스터 사업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건강한 여성노인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킨 후
베이비시스터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주로 0~12세 정도의 아이를 대상으로
우유먹이기, 기저귀 갈기, 병원가기, 이유식 및 간식먹이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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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기, 식사 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청소, 세탁, 조리서비
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서비스내용을 다각화하고 퇴근이 늦은 가정 중심을 서비
스를 제공하는 등 틈새시장을 확보 한다면 사업 참여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3) 시장참여형
시장참여형에는 지하철 택배사업, 떡 제조사업, 유기방사업, 재활용품가게 운영사
업, 도시락배달사업, 번역사업 등이 있다.
① 지하철 택배 사업
지하철택배사업은 65세 이상의 건강하고 노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
차 제도를 이용하여 기존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운송 택배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소득창출의 보람을 주는 사업이다. 전망은 65세 이
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로 인한 비용절감 및 노인인력을 활용한 정확하고 안전한
물품의 배송이라는 틈새시장 발굴, 특히 여성노인의 노동수준에 맞는 사업으로 여
성노인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참여율이 있다.
② 떡 제조 사업
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계에 의존한 떡 제조가 아닌 노인들의 평생에
걸친 ‘손맛’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떡을 제작 납품하여 참여노인의 소득창출과 경제
활동을 도모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떡은 각종행
사나 의례, 제례 때에 꼭 필요하므로 노인들의 잔여기술인 손맛을 이용하여 시대에
맞는 떡문화를 개발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안정적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
③ 유기농작물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단을 구
성, 유휴 토지를 임대하여 하우스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친자연적 방법으로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여 지역사회 또는 수
도권 등지에 유통 판매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상추, 토마토, 파, 고추, 배추, 강
낭콩, 땅콩, 고구마, 감자, 딸기, 배, 포도, 쌀 등이 재배되고 있다. 본 사업의 핵심관
건은 유휴 토지 및 다양한 판매처 확보 가능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④ 스팀세차 사업
스팀세차사업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이 누구나 손쉽
게 조작이 가능하며 노동 강도가 낮은 스팀세차기계를 사용하여 더러워진 차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외부세차, 내부세차, 광
택, 코팅이 있다.
⑤ 세탁방 사업
본 사업은 65세 이상의 건강하고 노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수건, 담요, 이불, 가운
등을 물세탁하여 기존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황으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에서 협동조합형태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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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과, 찜질방, 목욕탕, 병원 등의 세탁물을 수거·세탁하여 납품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다.
⑥ 재활용품가게 운영 사업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집 분류하고, 수선, 재창작 판매하여 참여노인의 소득
창출과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망에는 가정에서 쓰지 않는 재활용품을 쓰지 않고 보수 및 수선을 하여 염가 판매
함으로서 절약정신 고취와 환경보호 및 자연친화적인 공동체 삶의 방법을 전파하는
것과 지역사회 환경지킴이 사업과 연계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으로서 매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⑦ 도시락배달 사업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뛰어난 조리능력을 가진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들이 다양한 맛과 저렴한 가격의 도시락을 제작하여 관공서, 일반사업장,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단체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배달서비스를 제공
해 주는 것이다.
⑧ 번역 사업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65세 이상의 노인이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외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사업서류, 법
률서류, 유학 및 비자서류, 취직서류, 영상번역, 홈페이지내용번역, 음악가사 번역,
인문사회번역 및 과학기술 분야의 번역 업무 등이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번역서비
스를 제공해 틈새시장을 개척한다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다.

4. 노인취업 욕구에 관한 조사
1)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방법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 구로구와 양천구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남․
녀 노인 1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문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3주간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특성상 우편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개별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사용한 설문지
는 모두 150부인데,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수된 설문지 150부 모두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노인들의 성별, 연령, 학력, 가족형
태, 결혼상태 등을 알아보았다. 현재 노인들의 취업상태 및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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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현황을 알아보고자 했다. 노인들의 재취업 희망여부와 원하는 직종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끝으로 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노인들
의 생각을 알아보는 문항을 넣었다.
(3) 자료 분석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
성을 알아보았다. 노인들의 취업현황, 취업의지, 더욱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직종 및 근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의지와 원하는 직종 근무형태 등을 교차분석을 통하여 관련성을 알아보았고,
나아가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노인들의 의
식을 조사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1.0을 이용하였다.

2) 노인취업 욕구 분석
서울시 구로구와 양천구의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설문 내용이 전 노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들의 취업관련 생각을 알
아봄으로써 노인취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등의 한정된 곳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일반성을 대표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1) 일반적 특성
①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았는데, 이것은 복지관이라는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연령은 복지관이라
는 특성 때문에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았다. 즉 일반적인 고령자 기준보다는 좀
더 높은 나이 대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교나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건강상태는 일반적으로 좋은 편이었다.
② 노인들의 가족형태
노인들은 배우자들이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아직까지 배우자가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령대가 70세 이상이 대부분인 조사 대상자들이
라고 볼 때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③ 노인들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대부분 조사 대상 노인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자녀보조에 의해서 월
3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몇몇의 노인들은 수입
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이 지출하는 돈은 약값, 의료
비나 생활비 등에 주로 쓰이는데, 30만원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기는 많이 부족한
듯하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조사 대
상 노인들에 있어 건강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노인이 많았으므로 그들의 취업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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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④ 노인들의 현재직업 형태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 직업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직종에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
었다. 이 중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보수가 낮아서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였고, 직
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대부분 일자리의 부족을 꼽았다.
이것은 노인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일자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⑤ 취업프로그램
조사 대상 노인들은 취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취업 프로그램을 이
용해 본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건강
이 좋지 않아 참여하기도 어려우며 취업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취업프
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복지관 이용 노인 대상 설문이었기 때문에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의 대부분은 복지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참여하였으
며 참여결과 어느 정도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⑥ 노인들의 재취업 의식
노인들의 68.5%가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직업 종사자가 19.5%인 것을 볼
때 취업 희망자에 비해 취업자들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취
업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돈이 필요해서와 건강 유지를 위해 취
업하고자 하는 이유가 53.3%로 가장 높았다. 원하는 직종 또한 다양하게 분포하였
으나 특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
하는 종일제 근무 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응답으로 엿보인다.
⑦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
46.6%가 노인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
은 우리사회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보다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위주로 사업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였던 항목으로 노인취업알선
센터의 마련과 노인에 대한 사회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금처럼
노인취업알선을 잠깐 치러지는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걸 맞는 노
인취업알선센터가 마련되었으면 했고,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노인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며 뛰어난 경제 인력이 될 수 있다는 데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
겠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취업 현황조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 밖에 가족형태나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따른 재취업의
지와 원하는 재취업 형태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나아가서 각 특성에 따른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각 경우에 빈도수가 작은 경우는
Fisher의 정확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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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성별, 연령, 종교, 최종학력, 건강상태에 따른 재취업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연령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에 관한 욕
구는 더욱 커짐을 보여준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취업프로그램을 한 부분에 국한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방면에서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근무형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연
령이나 종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의 경우가 시간제
일을 하길 원했다. 여성이 출근제를 기피하는 반면 남성에 있어서는 출근제가 높게
나왔다. 남자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한다는 생각에 츨근제 형태의 근무를 선호
하는 것 같다. 연령에 따라서는 젊은층이 오히려 격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없는 노인들이 격일제를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식도는 종교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종교의 구별 없이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가장 많았으나, 특히 불교를 종교로 가진 이들은 노인
취업알선센터의 증진 및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독
교인들은 노인에 대한 사회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정부의 제도 및 정책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건강이 좋
은 사람들이 다른 집단 보다 많은 경향이 있었다.
② 가족형태에 따른 분석
취업을 하려는 이유는 결혼 상태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돈이 필요해서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원하는 직업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단순노무직을 원하는 직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배우자가 있고 없음에 따
라 직장을 선택하는데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사는 이가 배우자인 경우 고령화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다
른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와 노인을 위한 취업교육, 훈
련을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 현재 동거인에 따른 고령자 취업
의 활성화 방안은 차이가 나타났다.
③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따른 분석
노인들의 주 수입원과 수입의 양 지출 항목에 따라 취업 의지와의 관련성을 알아
보았다. 우선 주택소유 현황, 월평균 소득, 수입원 마련 방법, 소득 지출 항목에 따
라서 취업의 의지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수입원 마련방법에 따라 재취업에 대한 이
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취업 하려는 이유
에 대해서는 수입원을 자녀들의 보조로 얻는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 재취업을 하려
고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근로수입으로 마련하는 경우는 건강 유지를 위해 재취
업을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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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원하는 직종에 있어서도 수입원 마련 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이는 주 수입이 자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들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소유 현황에 따라 소득 지출 항목에 따라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식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주택소유자들은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인에 대한 적합한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라고 응답하고 있
다. 소득의 지출 항목이 본인 및 배우자의 생활비나 용돈으로 나가는 노인들 또한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④ 취업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분석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사람일수록 취업에 대한 의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이는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며 그에 따라 취업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해 보았을 것으로 여
겨진다.
(3) 각 요인에 따른 재취업 현황 조사
요인에 따라 재취업에 대한 의지나 원하는 직종 및 근무 형태를 알아봄으로 노인
들의 성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① 성별
성별에 따라 취업 희망 여부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재취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의 경우는 사회활동 참여나 건강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남자의 경우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우리사회의 전통
적인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 시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에는 남여 모두 단순 노무직이 높았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며 남자들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를 더 원했
다. 재취업 시 일하고자 하는 근무형태에 대한 응답에는 여자는 시간제를 남자는
종일제 근무를 원했다. 이 또한 가부장적인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였으며, 여자는
일을 생업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남자는 생업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
일제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② 연령
정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연령에서는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많
았고 연령이 높은 데서는 취미생활로 재취업을 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
년이 막 끝났을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이 해결이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
르면 자녀나 사회기관의 도움으로 생활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취업
을 하려한다는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을 원했으며, 이는 노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종사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곳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막 퇴직을 한 나이대인 50대 중반에서 60대까지의 나이에서 단순노무
직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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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로는 시간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특히 막 정년을 맞이한 연령대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75세 이상에서는 재택근무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았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점을 생각하여 재택근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최종학력
전반적으로 재취업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특히 고학력으로 갈수록 재취
업을 원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자신들의 능력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엿볼 수 있고, 학력이 초졸인 그룹에서 취업의
이유가 취미 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외 그룹에서는 건
강유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전반적으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았다. 전문대졸이상의 학
력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중졸이상의 학
력의 노인들이 고위 임직원이나 관리직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
는 보상심리에서 그러한 응답을 했으리라 보여 진다. 재취업 시 근무형태에 대해서
는 연령에 상관없이 시간제 근무 형태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④ 건강상태
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노인들이 단순노무직을 선택하는 율이 큰 것과 함께 단순노무직에
있어서는 특별한 능력보다는 건강하면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그룹에서 건강유지를 위
해 재취업을 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가 실제로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
외되어있다는 생각에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생활을 함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건강상
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 일을 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은 그룹에서는 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 반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룹에서는
고위 임직원이나 관리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육체적인 일이 적은 분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라
는 특성상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시간제에서 일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 분석결과
서울시 구로구와 양천구 내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들의
취업의지 및 취업욕구 분석에서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노인들은 아직까지 일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응
답하였으며 단순노무직으로 시간제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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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 등의 특수한 곳에서의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연령이 65세 이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들 연령대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노인문
제가 시급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노인인력을 중요치 않고 방치함으로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와 노인인구 증가
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인들의 재취업
욕구를 알아보았고 노인들의 재취업에 대한 경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부족하
나마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또한
그들 스스로의 자립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자녀
에게만 부담되어 있는 노인 보살핌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노인취업에 적극적으로 관
여함으로 자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소외의식을 덜어주어야 한다.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북돋아주며, 노인들을 경제인구로 활용하여 사회보
장비를 경감시켜 사회보장 안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본다.

5.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은퇴나 실직 등으로 정규수입원이 막히고 인플레이션이나 물가고로 인하여 경제
력이 약화된 노년기에는 소득에 대한 보장이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
리나라의 정년퇴직 평균 연령은 대부분이 55세(교육공무원은 65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60세로 단일화 추세)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미국은
1967년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하여 70세로 되었고, 서구 각국은 63세 전후에서 대체
로 65세를 정년을 보고 있다. 일본은 현재 60세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노
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각한 것은 조기퇴직에
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중․고령층을 위한 취업정책을 시혜적이고 임시적 구빈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
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에 따른 능력의 저하를 퇴직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대우이다. 노인도 헌법상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ILO는 고령노동자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older workers,
No,162)에서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근로자가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
여 각 가맹국은 고령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및 직업에 있어 차별대우 방지조치를 취
하고, 고령노동자가 직업지도, 직업소개소를 받은 경우에 다른 노동자와의 기회 및 대
우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노동자가 적절한 조건하에서 계속 고용될 수 있도
록 조처해야 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강제적이 아니라 임의적 퇴직이 보장되어야 하
며, 노령연금이 부여되는 연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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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자를 위한 소득보장의 체계는 정부의 정책도 미약하고
민간기관의 역할도 미미한 상태이며, 개인이 노력 하여도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 환경적 차원에서 중․고령층의 취
업촉진이 ‘생산적 복지’라는 대전제 하에 자치단체에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방안이 모색ㆍ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1)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재취업
노인이 취업을 통하여 소득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생활에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의 건
강수준과 근로능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전제로 하지만,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힘이 덜 들고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노인취업에
적합한 직종은 주로 단순한 업무나 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근
로능력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이 취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정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을 소유
하고 있으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노
인들을 채용함으로써 더욱 능률적일 수 있는 직종을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직종별로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며, 노인을 고용한 민간 기
업에게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전체 임금의 일정부분만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노인 재취업의 활성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많은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중․고령층을 위한 취업정책을 시혜적이고
임시적 구빈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는 고령에 따른 능력의 저하를 퇴
직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대우이다.
따라서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법적으로 노인들의 취업 보장을 강화
해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는 퇴직 연령을 증가 시키며 노인들을 고용
한 사업체에 혜택을 보장해 주며 일정 크기 이상의 사업체에는 몇 명이상의 노인
고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인력의 실성을 사회적으로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 인력이 쓸모없는 인력이란 인식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거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인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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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익과 그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연금 연령을 점차적으로 높임으로 국가적으로
사회보장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령사회에서 각 개인들과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고령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노인들의 문제를 노인
들의 부양문제, 경제적 빈곤문제, 건강문제, 역할상실과 소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노인문제는 해당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로 변화된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인들의 취업이 이
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노인들의 취업이 활발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직업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젊은이들의 취직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통념과 노인 자신의 취업에 대한 의식 부족 등의 이유
가 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노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건이 체
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취업이 갖는 중요성,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과 제도의 현황, 그리고 설문을 통한 노인취업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과 취업의 욕
구 등을 다루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이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꼽고 있다. 그것은 현재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우선 앞장서야겠다.
둘째,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일거리
를 마련하는 것 말고도 민간차원에서의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노인인력을 확충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노인인력을 사용함
으로써 기업에 해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선 노인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처럼
노인고용에 대해서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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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걸 맞는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
이다. 노인인력이 개인생활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력을 사회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이라는 것이 매우 유효한 방안이다. 노인취업은 개인적으
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
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급히 노인들의 취업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은 쓸모없다는 과거와
같은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노인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욕구 충족과 안정적인 물질적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가
적 차원에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사회를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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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Devices for Activating of
Elderly Job Work

Choi, Seong-Hee ․ Lee, Keon-Hak

Generally speaking, it is called an ageing society when the population of aged is
7% of the whole. Korea had come to the aging society at 2000 already and it
will be an aged society more rapidly.
The primary solution of old-age problems is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e economic independence is the most important role to prevent the loss of
senescence so it is very important to give them the opportunity of employment.
The elderly employment is a very effective measure to get the utmost out of
elderly human power. Korea should take social effort to solve the elderly
employments urgently.
To provide aging society we should renovate social recognition for elderly
human power and make the best use it. A self-governing body should pull out
all the stops for elderly desire sufficiency and prevention of stable finance and
the nation as well.

key words : Aging Society, Elderly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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