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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 Situation of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Rural Areas and Policy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

uation and wants of rural elderly in senior employment projects, 

2)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

icies, and 3)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enior em-

ployment projects in rural areas.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ata, field survey, and case 

study.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450 rural elderly.

Major policy tasks to improve the senior employment proj-

ects in rural areas are as follows: 1) reinforcement of policy pro-

pulsion system in senior employment projects, 2) tailor-made 

task propulsion based on the demand survey, 3) increase of par-

ticipant’s wage and gradation by the type of senior employ-

ment, 4) propulsion of rural community typed senior employ-

ment projects, 5)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publicity ac-

tivities targeting on the rural elderly, 6) construction of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senior employment projects and 

social economy programs, 7)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the manpower exclusively appointed for the post,  and 8) pol-

icy tasks by the type of senior employment.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노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농촌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많지 

않음.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농촌주민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

라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 의 질 향

상에 기여함.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

사항, 그리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사례지역조사, 면접설문조사로 이루어짐. 문

헌조사에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연구나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

음. 사례지역조사는 농촌을 3개 유형(도시근교, 평야, 산간)으로 나누어 

유형별 대표 시․군을 1개씩 선정하여 총 3개 사례지역(도시근교는 양평

군, 평야는 김제시, 산간은 정선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면접설문조사는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

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음. 면접설문조사 대상은 사례조사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전북 김제시, 강원도 정선군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표본 크기는 각 시군별로 150명씩 총 45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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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가.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응답한 농촌노인의 46.9%가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 능력이나 적성 등의 측면에서 본인에게 적

합성이 높지 않음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었음.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27명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나. 소득원 및 소비생활 실태

소득원별 비율은 기초노령연금(71.8%), 농업소득(43.6%), 자녀 및 가

족 지원금(38.9%), 농업 이외 근로소득(22.4%), 공적 연금(15.8%),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8.7%)  순으로 나타남.

가장 비중이 큰 지출 항목은 주거비(45.3%), 의료비(30.0%), 식비

(14.0%), 경조사비(7.3%)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응답자의 82.0%가 적

합한 월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다. 사회적 관계와 자원봉사활동

전체 응답자의 82.7%가 자녀들을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었음. 전

체 응답자의 3/4 가량(74.7%)이 친척, 친구, 이웃들을 매우 자주 만나고 

있었음. 그리고 소수의 응답자들(10.7%)만이 자원봉사를 현재 하고 있거

나 과거에 한 적이 있었음.



요약 5

  라. 노후생활 준비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가 

32.4%,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 31.3%,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자녀와 가족들이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가 

27.1% 순으로 나타났음. 

‘어르신께서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므로’가 77.3%, ‘건강유지를 위해서’가 8.9%, ‘일

을 통해 보람을 찾기 위해’가 5.9%, ‘집안에 일손이 모자라서’가 3.4% 순

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이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

문이었음.

농촌노인들이 현재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료비(병원, 약값 

등) 부담’이 39.2%, ‘생활비 부족’이 36.1%, ‘건강상 문제’가 17.9% 순으

로 나타남.

  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6%에 불과했음. 

과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노인일자리사업

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

는 주된 이유는 ‘신청했다가 탈락했음’이 45.2%, ‘건강이 나빠져서’가 

16.1%, ‘일이 힘듦’이 12.9%, ‘보수가 적음’이 6.5%,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음’이 6.5% 순이었음.

응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형이 66.6%, 

복지형이 16.7%, 교육형이 6.3%, 시장형이 6.3%, 인력파견형이 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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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공익형과 복지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공익형은 도로환경 정화 

및 정비, 교통지도 등이 많았고, 교육형은 전문해설 및 안내 지원이 많았

으며, 복지형은 복지시설 청소 및 식사 지원이 많았으며, 시장형은 세탁

(빨래방)과 식품가공(노가리 손질)을 하고 있었으며, 인력파견형은 가사

도우미와 경비일이 많았음.

응답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월 급여(보수)은 

‘20만원’이 77.1%이고, ‘30만원’이 6.3%, ‘31만원 이상’이 16.6%로 나

타났으며, 평균은 ‘29만원’이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점은 ‘생활비(용돈)에 보탬이 된다’가 68.8%, 

‘건강에 좋다’가 12.5%, ‘일하는 데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가 10.4%, ‘시

간이 잘 간다’가 8.3% 순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68.8%)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

업에 만족하고 있었음.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수가 적어서’라고 응답하였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내년에도 참여하실 생각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와 같은 사업에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95.8%로 나타났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약 70% 정도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잘 모르고 있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1/3 이상이 향후

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음.

전체 응답자의 1/3 가량은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

었음.



요약 7

  바. 노인일자리 관련 농촌노인들의 요구사항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

는 응답자들(142명)이 가장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이 55.6%, 

인력파견형이 20.4%, 복지형이 10.6%, 시장형이 9.9%, 교육형이 3.5%로 

나타났음. 선호하는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은 ‘도로환경 정화 및 정비’, ‘교

통지도’, ‘학교 급식도우미’ 순이고, 교육형은 ‘학습지도 강사’, 복지형은 

‘소외계층 정서․신체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불빨래서비스’, 

시장형은 ‘공동작업장’, 인력파견형은 ‘미화원’과 ‘경비’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1년에 몇 개월 정도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농한기에만(4~5개월)’이 9.2%, 

‘6~7개월’이 16.2%, ‘8~9개월’이 16.9%, ‘10~11개월’이 11.3%, ‘1년 내

내’가 46.5%로 나타나 희망하는 연간 근무기간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1년 

내내’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1주일에 며칠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일’이 3.5%, ‘3일’이 34.5%, ‘4

일’이 9.9%, ‘5일 이상’이 52.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2.0%가 1주

일에 ‘4일 이상’ 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3~4시간’이 44.4%, ‘5~6

시간’이 26.1%, ‘8시간 초과’가 13.4%, ‘7~8시간’이 9.2%로 나타나 희

망하는 하루 근무시간이 다양하며, 전체 응답자의 48.7%가 하루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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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어르신께서는 농촌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

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결과, ‘일자리 수 

확대’가 22명, ‘보수(수당) 인상’ 18명, ‘참여자 선발기준 완화’가 16명, 

‘근로 시간과 기간 연장’이 7명, ‘일자리 다양화’가 4명, ‘일자리의 공평한 

배분’이 2명, ‘농한기 일자리 개발’이 2명 등으로 나타났음.

  사.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①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취약, ②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 

③ 일의 난이도 등과 무관한 급여체계와 낮은 급여 수준, ④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개발의 부족, 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모르

는 노인들이 다수, ⑥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근무여건이 열악, ⑦ 노

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문제점 등을 들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가. 기본방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농업․
농촌 적합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관련 사업을 내실화해야 하고, ② 농

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

진해야 하며, ③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

사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

는 것을 들 수 있음.



요약 9

  나. 정책과제

□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같은 노인

일자리 관련 주요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같이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과 같은 사회적 경

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장과 예산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에 있어서는 낙후지역 농촌의 경우에는 현행(중

앙 50%: 광역 25%: 시․군 25%)보다 더 시․군의 예산 분담을 낮추는 방향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 추진

농촌노인들이 원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기 위

해서는 지역(시․군) 단위에서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참여 실태, 수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농촌노인 

대상의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

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나 연구원 등에 면접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수

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들은 D/B 구축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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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급여 인상 및 사업 유형별 급여 차등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일의 난이도, 참여자의 경력이나 전

문성, 노동 강도 등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임. 월 20만 원이라는 급여 수

준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월 3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 강도, 근로시간, 전문성 등

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화 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추진

농촌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참여자와 전담

인력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함.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기간에 있어서는 농번기나 농한기와 같은 농업

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야 함. 농번기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노

인일자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에 있어서도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직

종을 좀 더 개발해야 함. 새로운 노인일자리의 개발에 있어서 농협, 농어

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와 같은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지

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친화 농업을 육성

해야 함.

□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

농촌노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

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함.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과 홍보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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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신문, 노인 관련 모임, 농업인 교육 및 대

회, 이장단회의, 지역소식지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와 사회적 경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많지 않으나 사업영역이 유

사하여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농림축산

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사회

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간에 유

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협력방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단

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출하는 방식과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

동하는 사업단에 농촌노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보수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근무기간도 연

중(12개월)으로 연장하여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각 기관의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량에 

따른 업무가중정도, 참여노인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 등을 제대로 고려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개선과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생계를 위해 참여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12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위한 일자리와 중산층의 사회공헌 일자리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요처의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순위에 따라 필요한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

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시․군청의 적극적인 도움

이 필요함.

인력파견형의 경우는 남성은 수위나 경비직, 여성은 청소직에 집중되

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사업단 별로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요용어: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이론, 활동적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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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에 따르면, 우리나

라 농촌(읍·면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더구나 36개 군(郡)은 노인인구 비율이 30% 이상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초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기준)

일 뿐만 아니라 초초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30% 기준)로 진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 농업인단체, 농촌복지 전문가, 농촌주민 등

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농촌노인의 복지수준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농촌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을 강화해 왔으며, 농지연금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보장제도에서 외형적인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

었으나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서 농촌주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농지는 소득평가에서 농업소득에 반영되

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도 반영되어 이중으로 소득이 계산되어 농

업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농촌노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사

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촌노인들이 자녀들로부터 생계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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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농촌노

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는 농촌주민의 노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뿐만 아니

라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한다.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에 특화된 사업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관련 법규

로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

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고용정책기본법」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

사항, 그리고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① 농촌노

인의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②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우리나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③ 국내외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의 유형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이인재, 2005; 이문국 등, 2008; 박경하, 2011),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전략(변재관․김종민, 2000;  2006; 최성일 등, 2009; 유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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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박경하, 20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서양열, 2005; 

하춘광․김효순, 2009; 김준환, 2010; 최영호, 2013),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권치영 등, 2007; 권구영․최정민, 2007; 김준환, 2010; 남기철, 

2012; 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개편방안(이석원 외, 

2012)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의 노인일자리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육도수

(2009)는 ‘농촌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가평군을 중심으로’에

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촌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일자

리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 방안

으로는 ① 법적인 활성화 방안, ②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개정, ③ 정년 연

장 및 재고용 확대, ④노인 적합 직종 개발과 보급, ⑤ 노인 취업 프로그램

의 활성화 방안, ⑥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용철(2009)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연

기군을 중심으로’에서 연기군의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강신옥과 방혜선(2010)은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 연구: 충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에서 성공적 노화 

수준, 노인일자리 참여효과, 노년기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노년기 활동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일자리 참여효과가 높을수록 성

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왕기(2011)는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별 만족도 및 효

과’에서 충남 당진군을 조사지역으로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공

익형, 교육형, 복지형)에 따라 만족도 및 사회적․개인적 효과에 차이가 있

는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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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등(2011)은 ‘농촌노인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에서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① 농촌공동체의 재구축, ② 지

역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전략과 연계, ③ 경제․복지․교육․문화 측면의 통

합적 접근, ④ 농촌노인의 자발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 강화, ⑤ 지속가능

하고 자립적인 경영, ⑥ 농촌지역 특성과 농촌노인의 특징 고려를 강조하

였다. 농촌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 제로는 ① 주체 발굴 및 사업

조직의 단계적 육성, ②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인큐베이팅, ③ 

네트워킹 강화, ④ 노인 자발적 모임의 활성화, ⑤ 지속적인 교육사업의 

전개, ⑥ 정부 일자리사업의 개선, ⑦ 시범사업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충적 소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사회활

동을 통해 사회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둔 것

에 반해서 본 연구는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포괄하고, 농촌노인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농

촌의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

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육도수(2009), 유용철(2009), 김왕기

(2011)의 연구는 각각 1개 군의 사례를 연구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농촌이란 행정구역상의 읍․면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이 연



제1장 서 론 19

구에서 ‘노인일자리’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연구의 내용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연구방법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농촌 노인일자리의 개념 정의, 노인일자

리 관련 이론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

반적 특성,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 농촌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농촌 노인일

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다. 제6장에서는 이론적 검토,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

여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4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사례지역조사, 면접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1. 문헌조사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과 같은 관련 



20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

하였다. 외국의 우수사례 조사는 인터넷 검색, 기존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서 일본․미국․영국을 중심으로 조사․정리하였다.

2. 사례지역조사

사례지역조사는 농촌을 3개 유형(도시근교, 평야, 산간)으로 나누어 유

형별 대표 시․군을 1개씩을 선정하여 총 3개 사례지역(도시근교는 양평

군, 평야는 김제시, 산간은 정선군)에 대한 현지조사(9월 31일부터 11월 

21일 기간 동안에)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별 초점집단(노인일자

리 관련 공무원, 민간기관 담당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수혜자, 전문가, 

일반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1>에는 3개 사

례지역 초점집단 심층면접 대상자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초점집단 심

층면접 대상자들은 3개 사례지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 담당자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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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3개 사례지역 초점집단 심층면접 대상자의 구성

지역구분 시․군 초점집단 심층면접 대상자

도시근교
양평군
(6명)

양평군청 주민복지실 노인일자리 담당 1명
양평군실버인력뱅크 팀장 1인 외 1명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담당 1명
용문교회 노인일자리 담당 1명
국수교회 노인일자리 담당 1명

평야
김제시
(14명)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노인일자리 담당 1명
김제노인복지센터 1명
대한노인회 김제시지부 1명
김제시니어클럽 2명
성암노인복지센터 2명
길보종합사회복지관 2명
김제제일사회복지관 1명
김제사회복지관 1명
김제노인복지관 3명

산간
정선군
(8명)

정선군청 경로복지 담당 1명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 1명
정선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정선문화원 사무국장
정선시니어클럽 센터장 외 1명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담당 1명
정선읍사무소 노인일자리 담당 1명

3. 면접설문조사

면접설문조사는 농촌노인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와 요구사

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설문조사 대상은 사례조사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전북 김제시, 강원도 정선군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

로 하였다. 표본 크기는 각 시군별로 150명씩 총 450명이다.

조사지역의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시군 내에서의 지역 할당

은 읍 지역은 2개의 행정리, 면지역은 3개 행정리를 추출하였다.  읍 지역

이 2개 이상인 지역(정선)은 1개 읍만을 선택했으며, 시 지역(김제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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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은 배제했고, 각 시군의 면지역은 인구수와 읍 지역과의 원거리를 

고려해 선택하였다.

표본의 할당과정은 각 행정리에서 30명씩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 특정한 성과 연령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성과 연령대별로 남녀는 

반반의 비율로, 연령대는 60대를 47%, 70대 이상을 53%의 비율로 사전

에 할당하여 진행하였다. 지역, 성별, 연령대별 쿼터는 2개 표본 이내에

서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선정은 최초 선택된 가구로부터 3가구를 건너 뛰어 선택하게 

하는 계통적 추출방법을 원칙으로 했으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가구의 조사를 허용했으며, 1가구에서는 1명만 조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면접설문조사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조사표 등을 참고하여 연

구자들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 이전에 설문조사표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해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2개 리 지역에서 사전 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 2013년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제2장 농촌 노인일자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제2절 농촌 노인일자리의 개념 정의

제3절 노인일자리 관련 이론





제1절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농촌(읍․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 왔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시는 1960년의 2.5%에서  

2010년의 9.2%로 증가한데 비해서, 농촌은 1960년의 4.2%에서 2010

년의 20.9%로 급증했다. 농촌인구의 최근 변화 동향과 전망은 <표 2-1>

에 제시되어 있다.

농촌인구는 2005년의 약 876만 명에서 2010년에는 818만 명, 2020

년에는 68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2020년 기간 동안

에 0~14세는 연평균 5.6% 감소하고, 15~64세는 1.9% 감소하며, 65세 

이상은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대비 농촌인구의 비율은 2005년의 18.2%에서 2020년의 

13.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5년의 18.5%에서 2020년 27.2%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부양비는 2005년의 55.7에서 2020년의 60.1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고, 유소년부양비는 2005년의 26.8에서 2020년의 15.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는 2005년의 29.0에서  2020년의 45.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지수(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는 2005년의 

108.2에서 2020년의 301.9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노인일자리의 
이론적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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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10 2020

연평균 변화율(%)

’10/’05 ’20/’10

인구(A) 48,138 48,875 49,326 0.3 0.1

농촌인구(B) 8,764 8,177 6,847 -1.4 -1.8

0∼14세(C) 1,495 1,138 617 -5.3 -5.9

15∼64세(D) 5,590 5,206 4,125 -1.4 -2.3

65세 이상(E) 1,618 1,737 1,863 1.4 0.7

외국인 60.5 95.9 241.3 9.7 9.7

농촌인구
구성비

0∼14세 (17.1) (13.9) (9.0) -4.0 -4.3

15∼64세 (63.8) (63.7) (60.2) 0.0 -0.6

65세 이상 (18.5) (21.2) (27.2) 2.8 2.5

외국인 (0.7) (1.2) (3.5) 11.2 11.6

B/A(%) 18.2 16.7 13.9 -1.7 -1.8

총부양비 55.7 55.2 60.1 -0.2 0.9

유소년부양비(C/D×100) 26.8 21.9 15.0 -4.0 -3.7

노년부양비(E/D×100) 29.0 33.4 45.2 2.9 3.1

노령화지수(E/C×100) 108.2 152.6 301.9 7.1 7.1

<표 2-1> 농촌인구의 최근 변화 동향과 전망

(단위: 천 명, %)

자료: 한석호 등(2010). 농촌․농가인구모형 개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도 심화

될 전망이다. 농가호수는 2010년의 118만 호에서 2020년에는 101만 호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는 2010년의 301만 명에서 2020

년에는 22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의 31.8%에서 2020년에는 44.7%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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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변화 전망

구 분 단위 2010
2015
(전망)

2020
(전망)

연평균 변화율(%)

’15/’10 ’20/’15

농가호수 천호 1,177 1,092 1,010 -1.5 -1.6 

농가인구 천명 3,063 2,621 2,283 -2.8 -2.8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31.8) (39.6) (44.7) (2.6) (2.4)

총 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율

% 6.2 5.3 4.6 -2.9 -2.8 

자료: 박성재 등(2010).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절 농촌 노인일자리의 개념 정의

‘농촌 노인일자리’는 ‘농촌’, ‘노인’, ‘일자리’라는 단어가 합성된 용어

이다. ‘농촌’의 구분기준은 다양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읍․면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농촌을 ‘읍․면부’로 간주한다. ‘노인’이란 용어도 매우 다양하게 개념정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달력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할 때도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은 개별법

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의 노인은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노인복지법」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을 ‘연령(만)이 65세 

이상 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업으로 삼아 일하는 곳, 일터, 

직장’을 지칭한다. 그리고 일터 또는 직장은 ‘생계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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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란 ‘노인이 생계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일하는 곳’을 의미하며, 노인 취업과 고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5)는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인 연속성과 공간적인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 구분되는 것이며, 사회의 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

리로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

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하였다.

양철호(2003)는 노인일자리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

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안

과 밖에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정의하였다.

변재관 외(2005)는 노인일자리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서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

거리와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영희와 김욱(2006)은 ‘노인일자리’를 노인이 생계를 위해 일상적으

로 일하는 곳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일상적으로 일하는 곳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농촌 노인일자리’란 농촌(읍․면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

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보충적인 소득지

원을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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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인일자리 관련 이론

노인일자리 관련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탈이론, 활동이론, 지속성이

론, 생산적 노화이론, 그리고 활동적 노화이론을 들 수 있다.

1. 이탈이론

분리이론, 은퇴이론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은 Cumming과 Henry(1961)가 구조기능론의 입장에서 주창한 

이론이다. 이탈이란 노년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범

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이탈과정은 불

가피하고 보편적인 과정이며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Richardson and Barusch, 2006). 즉, 이탈을 통하여 사회적으로는 보

다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적으

로는 사회생활로부터의 궁극적인 이탈(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은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된

다.  이탈의 요인으로는 노화에 의한 건강 악화, 죽음의 가능성 증가, 사

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약화 등을 들 고 있다. 이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개인적 이탈’과 사회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이탈’

로 구분된다(Cumming and Henry, 1961).

이탈이론은 모든 노인들이 늙으면 은퇴하거나 비활동적이길 바라는 것

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탈이론은 모든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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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이론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Havighurst와 Albrecht(1953)에 의해

서 처음으로 주창된 이론이다. 활동이론에 있어서 노화는 역할들의 대체 

과정이다. 활동이론은 이탈이론과는 반대로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으로 일정한 활동을 하는 것이 노후생활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활동이

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사회적응도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활동이론은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에 정적인 관계를 가정한다. 따라서 중년기와 같이 활동적

으로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비결이라고 본다.

노인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상실한 역할

들을 새로운 역할로 대체해야 한다.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서 그 역할들을 활발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Lemon, Bengston, and Peterson, 1972). 활동이론은 ‘활동 참여→역

할 지지→긍정적 자아 유지→높은 생활만족도’라는 인과적인 심리적 메

커니즘을 가정하고 있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인은 생리적 변화나 건강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중년층과 거의 비슷한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의 퇴직이나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등으로 초래된 역할 상실이나 사회활

동 범위의 축소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활동을 찾아야 한

다. 노후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

고 자신의 세계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이론은 생산성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서구사회에서 각광을 받

아왔다. 그러나 활동이론은 사회경제적 지위, 인성, 생활방식과  같은 노

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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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 지속성이론

지속성이론(continuity theory)은 이탈이론과 활동이론에 모두 비판

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회심리학적 적응이론이다. 지속성이론은 전 생애

를 통한 성장발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지속성이론에 따르

면,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실하게 되는 역할을 비슷한 역할로 

대체하여 전형적인 사회적응방식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행동유형을 지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극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성격은 질병에 의해 바뀌지 않는 한 전 생애를 

통해서 비슷하게 지속된다는 것이다. 지속성이론은 인간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각기 다른 성격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성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젊

을 때부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노년기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젊을 때부터 비활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은 노년기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지속성이론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는 일생의 경험

과 현재의 활동 또는 생활방식들 간의 일관성에 의해 결정된다(Neugarten, 

Havighurst, and Tobin, 1968; Hooyman and Kiyak, 2008).

지속성이론은 경험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노화과정을 조정하는 외부의 사회적 요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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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적 노화이론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eing)는 ‘생산적’이라는 말과 ‘노화’라는 

말이 결합된 것인데 노인이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적 

노화이론(productive ageing theory)은 활동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노년

기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재

평가하고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생산적 노화이론에서 의미하는 생산 활동은 노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

는 행동을 의미한다. 노인의 활동이 생산적 활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동이 자신이나 사회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가

의 여부이다(Bass and Caro, 2001).

생산적 노화이론은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

써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로 노인고용 관

련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생산적 노화이론은 노인의 경제

활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 문화, 심리, 정치 등 노인의 비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활동적 노화이론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라는 개념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노년

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EU국가들이 활동적 노화의 개념을 처음 채택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

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 EU 집행위원회에서 ‘활동적 노화(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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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ing)’의 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박영란, 2013).

세계보건기구(2002년)는 UN의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을 이행

하기 위하여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개념에 기초하여 정책수행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동적 노화를 가능

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안

전(security)을 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개념 정의에 의하면, ‘활

동적 노화(active ageing)’란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health),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안전(security)의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적 노화이론(active ageing theory)은 유엔이 수립한 노인을 위

한 5가지 원칙(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다. 활

동적 노화이론에서 주창하는 활동적 노화란 노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영적, 시민사회적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한다(박

영란, 2013).

EU는 2012년을 ‘유럽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 간 연대의 해’로 제정하

여 활동적 노화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활동적 노화이론은 노후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장점이 있으나 관련 정책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구성원

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6. 본 연구의 이론적 입장

본 연구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활동적 노화이론(active age-

ing theory)을 주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노인일자리는 일정 수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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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한다. 따라서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활동적 노화이론(active 

ageing theory)은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과

제를 도출하는데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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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각각 250명(50.0%)씩이다. 연령별로는 ‘65~69

세’가 210명(46.7%), ‘70~74세’가 122명(27.1%), ‘75세 이상’이 118명

(26.2%)이다.

학력(중퇴 포함)은 무학이 105명(23.3%), 초등(소․국민)학교 졸업이 170

명(37.8%), 중학교 졸업이 108명(24.0%), 고등학교 졸업이 60명(13.3%),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이 7명(1.6%)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1.1%가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임을 알 수 있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318명(70.7%), ‘사별’이 127명(28.2%), 

기타(미혼, 별거 또는 이혼)가 5명(1.1%)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양

평군, 김제시, 정선군이 각각 150명(33.3%)이고, 읍․면 구분은 읍지역이 

180명(40.0%), 면지역이 270명(60.0%)로 나타났다. 현재 영농 종사 여

부는 ‘예’가 211명(46.9%), ‘아니오’가 239명(53.1%)로 응답자의 과반 

수 이상이 현재 농사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가구소득(연간)은 ‘500만 원 미만’이 119명(26.4%), ‘500만원~1,000만

원 미만’이 144명(32.0%),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이 134명(29.8%), 

‘2,000만원 이상’이 53명(11.8%)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58.4%가 

연간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

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응답자가 42명(9.3%)으로 나타났고,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실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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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343명(76.2%)으로 나타났다.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내용 사례 수 비 율

성별
남자
여자

225
225

50.0
50.0

연령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210
122
118

46.7
27.1
26.2

학력

무학(한글 모름)
무학(한글 해독)

초등(소․국민)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18
87

170
108
60
7

4.0
19.3
37.8
24.0
13.3
1.6

혼인 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별거 또는 이혼

2
318
127

3

0.4
70.7
28.2
0.7

거주지역

양평군
김제시
정선군

150
150
150

33.3
33.3
33.3

읍․면 구분
읍지역
면지역

180
270

40.0
60.0

영농 종사 여부
예

아니오
211
239

46.9
53.1

가구소득(연간)

500만원 미만
500만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2,000만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119
144
134
53

26.4
32.0
29.8
1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42

408
9.3

90.7

기초노령연금 수급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343
107

76.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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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농촌노인들의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는 빈도 분포를 중심으

로 살펴보되,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서 성별(남자, 여자), 연령별(65~69세, 70세 이상), 학력별(초등학교 졸

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읍․면별(읍지역, 면지역), 거

주지역별(양평군, 김제시, 정선군), 가구소득별(500만원 미만, 500만

원~1,000만원 미만, 1,000만원~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 여부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차이가 나는가를 교차

표 검증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만 표로 제시하였다.

1. 경제활동

가. 농업 부문 경제활동

‘어르신께서는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

여 응답자의 46.9%는 ‘예’라고 답하여 응답자들의 약 절반 정도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 참조).

 

<표 3-2> 현재 영농 종사 여부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예 211 46.9

아니오 239 53.1

계 4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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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

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영농 종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김제시 거주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수록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으나, 성별, 학력별, 읍․면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로는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3-3 참조).

<표 3-3> 사회경제적 특성별 현재 영농 종사 여부
(단위: 명, %)

구 분

현재 영농 종사 여부

계 통계
예 아니오

연령계층

65~69세 109(51.9) 101(48.1) 210(100)
χ²= 3.98

df = 1
p < .05

70세 이상 102(42.5) 138(57.5) 240(100)

계 211(46.9) 239(53.1) 450(100)

거주지역

양평군 63(42,0) 87(58.0) 150(100)

χ²= 7.51
df = 2

p < .05

김제시 84(56.0) 66(44.0) 150(100)

정선군 64(42.7) 86(57,3) 150(100)

계 211(46.9) 239(53.1) 450(100)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 30(25.2) 89(4.8) 119(100)

χ²= 34.56
df = 3

p < .001

500만원~
 1,000만원 미만

70(48.6) 74(51.4) 144(100)

1,000만원~
 2,000만원 미만

78(58.2) 56(41.8) 134(100)

2,000만원 이상 33(62.3) 20(37.7) 53(100)

계 211(46.9) 239(53.1) 450(100)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여부

받고 있다 6(14.3) 36(85.7) 42(100)
χ²= 19.77

df = 1
p < .001

받고 있지 않다 205(50.2) 203(49.8) 408(100)

계 211(46.9) 239(53.1) 4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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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211명)의 약 3/4(77.2%)이 

영농 종사 기간이 30년 이상(전체 평균은 36.5년)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

수의 노인들이 평생 동안 농사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4 참조).

<표 3-4> 영농 종사 기간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19년 이하
20년 ~ 29년
30년 ~ 39년
40년 ~ 49년 

50년 이상

33
15
43
52
68

15.6
7.1

20.4
24.6
32.2

계 211 100.0

주: 평균 36.5년

‘현재 어르신께서는 주로 어떤 형태로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우리 집의 농사일을 본인이 주로 하고 있다’가 83.9%, ‘우

리 집의 농사일을 일부 돕고 있다’가 14.7%,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남의 농사를 돕고 있다’가 1.4%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소득 비중이 

가장 큰 작목은 논벼(47.1%), 일반 밭작물(28.8%), 채소(21.2%) 순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작물, 과수, 축산의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표 

3-6 참조).

‘현재 어르신께서 하시고 계신 농사일은 신체적 능력이나 적성 등의 측

면에서 본인에게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매우 적합하거나 적합하다’는 의견이 46.1%이고, ‘보통이다’가 45.2%, 

‘적합하지 않다’가 8.7%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 적합성이 

높지 않음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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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영농 형태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우리 집의 농사일을 본인이 주로 하고 있다 177 83.9

우리 집의 농사일을 일부 돕고 있다 31 14.7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남의 농사를 돕고 있다 3 1.4

계 211 100.0

<표 3-6> 주 작목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논벼 98 47.1

일반 밭작물 60 28.8

채소 44 21.2

특용작물 3 1.4

과수 2 1.0

축산 1 0.5

계 208 100.0

주: 무응답 3명 

<표 3-7> 농사일의 적합도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매우 적합하다 6 2.9

적합하다 90 43.2

보통이다 94 45.2

적합하지 않다 18 8.7

계 208 100.0

주: 무응답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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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사람은 27명(12.8%)으로 나타나 극소수의 노령농업인만이 

농외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8 참조).

<표 3-8> 영농 참여자의 농외 경제활동 여부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예 27 12.8

아니오 184 87.2

계 211 100.0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

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농사일 이외의 경제

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정선군 거주자일수록, 기초노

령연금 비수급자일수록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성별, 연령별, 읍․면별, 가구소득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표 3-9 참조).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서 농사일 이외의 경제활동

을 하고 있는 사람은 74명(31.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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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사회경제적 특성별 농외 경제활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농외 경제활동 여부

계 통계
예 아니오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11(8.9) 112(91.1) 123(100)
χ²= 6.02

df = 2
p < .05

중학교 졸업 9(14.8) 52(85.2) 61(100)
고등학교 졸업 이상 7(25.9) 20(74.1) 27(100)

계 27(12.8) 184(87.2) 211(100)

거주지역

양평군 8(12.7) 55(87.3) 63(100)

χ²= 23.62
df = 2

p < .001

김제시 1(1.2) 83(98.8) 84(100)

정선군 18(28.1) 46(71.9) 64(100)

계 27(12.8) 184(87.2) 211(100)

기초노령
연금수급

여부

받고 있다 15(9.3) 146(90.7) 161(100)
χ²= 7.37

df = 1
p < .01

받고 있지 않다 12(24.0) 38(76.0) 50(100)

계 27(12.8) 184(87.2) 211(100)

<표 3-10> 영농 비참여자의 경제활동 여부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예 74 31.0
아니오 165 69.0

계 239 100.0

2. 소득원 및 소비생활

‘귀댁의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골

라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결과, 기초노령연금(71.8%), 농업소득(43.6%), 

자녀 및 가족 지원금(38.9%), 농업 이외 근로소득(22.4%), 공적 연금

(15.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8.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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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라

고 질문한 결과, 주거비(45.3%), 의료비(30.0%), 식비(14.0%), 경조사비

(7.3%)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와 의료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표 3-11 참조).

<표 3-11> 가장 비중이 큰 지출항목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204 45.3
의료비 135 30.0
식시 63 14.0

경조사비 33 7.3
문화오락비 4 0.9

교통비 3 0.7
기타 8 1.8

계 450 100.0

‘현재 귀댁에서 생활하시는데 적합한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50만원 이하’가 23.3%, ‘51만원~100

만원’이 58.7%, ‘101만 원~150만 원’이 12.7%, ‘151만원 이상’이 5.3%

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89만원이었다. 응답자의 82.0%가 적합한 월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3-12 참조).

<표 3-12> 적합한 월평균 생활비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50만원 이하 105 23.3
51만원~100만원 264 58.7
101만원~150만원 57 12.7

151만원 이상 24 5.3
계 450 100.0

주: 평균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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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관계와 자원봉사활동

‘어르신께서는 자녀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십니까?’라고 질

문한 결과, ‘전혀 연락 없이 지낸다’가 1.1%, ‘명절, 생일 등에 가끔씩 연

락하거나 만난다’가 14.0%, ‘비교적 자주(1~2개월에 1~2회 정도) 만난

다’가 40.9%, ‘매우 자주(주 1회 이상) 연락하거나 만난다’가 36.0%, ‘자

녀와 같이 살고 있다’가 5.8%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2.7%가 자녀들

을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3 참조).

<표 3-13> 자녀와의 접촉빈도

응답범주
빈도
(명)

비율
(%)

전혀 연락 없이 지낸다 5 1.1
명절, 생일 등에 가끔씩 연락하거나 만난다 63 14.0
비교적 자주(1~2개월에 1~2회 정도) 만난다 184 40.9
매우 자주(주 1회 이상) 연락하거나 만난다 162 36.0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 26 5.8
자녀가 없다 10 2.2

계 450 100.0

주: ‘자녀가 없다’는 10명은 제외함.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

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자녀와의 접촉빈도

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선군 거주자일수록(= 34.83, DF = 10, P < 

.001), 소득이 높을수록(= 60.15, DF = 15, P < .001), 국민기초생활

보장 비수급자일수록(= 54.38, DF = 5, P < .001),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일수록(= 25.97, DF = 5, P < .001)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더 높았으

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읍․면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교차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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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범주가 너무 많아서 생략함).

‘어르신께서는 친척, 친구, 이웃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십니

까?’라고 질문한 결과, ‘전혀 연락 없이 지낸다’가 0.2%, ‘명절, 생일 등에 

가끔씩 연락하거나 만난다’가 6.4%, ‘비교적 자주(1~2개월에 1~2회 정

도) 만난다’가 18.7%, ‘매우 자주(주 1회 이상) 연락하거나 만난다’가 

28.7%, ‘거의 매일 연락하거나 만난다’가 46.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들의 3/4 가량(74.7%)이 친척, 친구, 이웃들을 매우 자주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4 참조).

<표 3-14> 친척․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응답범주
빈도
(명)

비율
(%)

전혀 연락 없이 지낸다 1 0.2
명절, 생일 등에 가끔씩 연락하거나 만난다 29 6.4
비교적 자주(1~2개월에 1~2회 정도) 만난다 84 18.7
매우 자주(주 1회 이상) 연락하거나 만난다 129 28.7

거의 매일 연락하거나 만난다 207 46.0

계 450 100.0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

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친척, 친구, 이웃들

과 접촉빈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중학교 졸업일수록(= 21.03, 

DF = 8, P < .01), 양평군 거주자일수록(= 79.86, DF = 8, P < .001), 

소득이 높을수록(= 22.05, DF = 12, P < .05),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

급자일수록(= 9.76, DF = 4, P < .05) 친척, 친구, 이웃들과의 접촉빈

도가 더 높았으나, 성별, 연령별, 읍․면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교차표는 응답범주가 너무 많아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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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

과, ‘현재 하고 있다’가 4.0%, ‘과거에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가 6.7%,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가 89.3%로 나타났다. 소

수의 응답자들(10.7%)만이 자원봉사를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5 참조).

<표 3-15> 자원봉사활동 경험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현재 하고 있다 18 4.0
과거에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30 6.7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 402 89.3

계 450 100.0

4. 노후생활 준비

‘어르신께서는 자신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가 

32.4%,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가 

31.3%,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자녀와 가족들이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

다’가 27.1% 순으로 나타나 본인이 주로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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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바람직한 노후준비 방법

응답범주
빈도
(명)

비율
(%)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146 32.4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자녀와 가족들이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 122 27.1

본인이 주로 준비하고 국가가 일부 지원해 주어야 한다 141 31.3
자녀와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 25 5.6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16 3.6

계 450 100.0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

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바람직한 노후준비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15.55, DF = 4, P < 

.001), 학력이 높을수록(= 15.61, DF = 8, P < .05), 정선군 거주자일

수록(= 35.38, DF = 8, P < .001), ‘전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43.51, DF = 

12, P < .001) ‘자녀와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거나 ‘국가가 전적으로 책

임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낮았다. 그러나 성별, 읍․면별, 국민기초생

활 수급 여부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교차표는 응답범주가 너무 많아서 생략함).

‘어르신께서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므로’가 77.3%, ‘건강유지를 위해서’가 8.9%, ‘일

을 통해 보람을 찾기 위해’가 5.9%, ‘집안에 일손이 모자라서’가 3.4% 순

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이 일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

문임을 알 수 있다(표 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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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므로 225 77.3
건강유지를 위해서 26 8.9

일을 통해 보람을 찾기 위해 17 5.9
집안에 일손이 모자라서 10 3.4
사람들과 사귈 수 있어서 6 2.1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 1.0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2 0.7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2 0.7

계 291 100.0

‘어르신께서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나쁘다(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가 48.0%, ‘보통이다’가 

32.5%,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가 29.5%로 나타나 건

강하다는 응답자(29.5%)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자(38.0%)가 더 많음

을 알 수 있다(표 3-18 참조). 

<표 3-18> 자신의 건강상태 평가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매우 나쁘다 22 4.9
나쁜 편이다 149 33.1

보통이다 146 32.5
건강한 편이다 114 25.3
매우 건강하다 19 4.2

계 450 100.0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

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자신의 건강상태 평

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일수록(= 18.85, DF = 4, P < .01), 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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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55.19, DF = 8, P < .001), 읍지역일수록(= 27.59, DF 

= 4, P < .001), 정선군 거주자일수록(= 40.68, DF = 8, P < .001),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89.44, DF = 12, P < .001),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일수록(= 14.88, DF = 4, P < .01),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일

수록(= 18.90, DF = 4, P < .001) 건강하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38.22, DF = 4, P < .001)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비

율이 더 높았다(교차표는 응답범주가 너무 많아서 생략함).

‘어르신께서는 현재 생활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의료비(병원, 약값 등) 부담’이 39.2%, ‘생활비 부족’이 

36.1%, ‘건강상 문제’가 17.9% 순으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표 3-19>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의료비(병원, 약값 등) 부담 151 39.2
생활비 부족 139 36.1
건강상 문제 69 17.9

외로움 17 4.4
자녀 뒷바라지 8 2.1

친척․친구․이웃과의 갈등 1 0.3

계 385 100.0

주: ‘어려운 점이 없다’는 65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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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응답자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을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

다’가 10.7%,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6.9%, ‘참여한 적이 없다’가 82.4%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응답자는 17.6%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0 참조).

<표 3-2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현재 참여하고 있다 48 10.7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31 6.9

참여한 적이 없다 371 82.4

계 450 100.0

과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노인일자리사

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신청했다가 탈락했음’이 45.2%, ‘건강이 나빠져서’가 

16.1%, ‘일이 힘듦’이 12.9%, ‘보수가 적음’이 6.5%,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음’이 6.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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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

르신께서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사업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

과, 공익형1)이 66.6%, 복지형2)이 16.7%, 교육형3)이 6.3%, 시장형4)이 

6.3%, 인력파견형5)이 4.1%로 나타나 공익형과 복지형이 압도적으로 많음

을 알 수 있다(표 3-21 참조). 공익형은 도로환경 정화 및 정비, 교통지도 

등이 많았고, 교육형은 전문해설 및 안내 지원이 많았으며, 복지형은 복지

시설 청소 및 식사 지원이 많았으며, 시장형은 세탁(빨래방)과 식품가공(노

가리 손질)을 하고 있었으며, 인력파견형은 가사도우미와 경비일이 많았다.

<표 3-21> 현재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공익형 32 66.6

교육형 3 6.3

복지형 8 16.7

시장형 3 6.3

인력파견형 2 4.1

계 48 100.0

1) 공익형은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
2) 복지형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  
    의 사회적응과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3) 교육형은 전문성이 있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  
    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말한다.
4)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  
    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  
    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5)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  
    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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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월 급여

‘어르신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월 급여(보수)는 얼마

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0만 원’이 77.1%이고, ‘30만 원’이 6.3%, ‘31

만 원 이상’이 16.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9만 원’이었다(표 3-22 참조).

<표 3-22>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월 급여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20만원 37 77.1

30만원 3 6.3

31만원 이상 8 16.6

계 48 100.0

주: 평균 29만 원

라. 노인일자리사업이 본인에게 유익한 점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

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한 결과, ‘생활비(용돈)에 보탬이 된다’가 68.8%, ‘건강에 

좋다’가 12.5%, ‘일하는 데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가 10.4%, ‘시간이 잘 

간다’가 8.3% 순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표 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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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노인일자리사업이 본인에게 유익한 점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건강에 좋다 6 12.5

일하는 데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5 10.4
시간이 잘 간다 4 8.3

생활비(용돈)에 보탬이 된다 33 68.8

계 48 100.0

마.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

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질

문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가 16.7%, ‘만족한다’가 52.1%, ‘보통이다’가 

8.3%, ‘만족하지 않는다’가 22.9%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

(68.8%)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4 참조).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보

수가 적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3-24>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한다 8 16.7

만족한다 25 52.1
보통이다 4 8.3

만족하지 않는다 11 22.9

계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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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인일자리사업 계속 참여의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내년에도 참여하실 생각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현재와 같은 사업에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95.8%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들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5 참조).

<표 3-25> 노인일자리 계속 참여의사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현재와 같은 사업에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 46 95.8

내년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2 4.2

계 48 100.0

사.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유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

신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69.6%로 나타났다. 즉,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약 70% 정도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고 있

고 나머지 30% 정도는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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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유무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예 313 69.6

아니오 137 30.4

계 450 100.0

자.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

신께서는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

한 결과, ‘예’라는 응답자가 35.3%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1/3 이상이 향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7 참조).

<표 3-27>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예 142 35.3

아니오 260 64.7

계 402 100.0

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48명은 제외함.

차. 노인취업알선기관 인지 정도와 이용 경험

‘어르신께서는 노인취업알선기관(노인취업알선센터, 고용센터, 노인일

자리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자세히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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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5.3%,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61.6%, ‘전혀 모른다’가 33.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1/3 가량은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전혀 모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8 참조).

<표 3-28> 노인취업알선기관 인지 정도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자세히 알고 있다 24 5.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77 61.6

전혀 모른다 149 33.1

계 450 100.0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

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별로 노인취업알선기관 

인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면지역일수록, 양평군 거주자

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일수록 ‘전혀 모른

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으나, 연령별, 학력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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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사회경제적 특성별 노인취업알선기관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 분

노인취업알선기관 인지 정도

계 통계자세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성별

남자 18(8.0) 141(62.7) 66(29.3) 225(100)
χ²= 8.03

df = 2
p < .05

여자 6(2.7) 136(60.4) 83(36.9) 225(100)

계 24(5.3) 277(61.6) 149(33.1) 450(100)

읍․면별

읍지역 16(8.9) 112(62.2) 52(28.9) 180(100)
χ²= 8.75

df = 2
p < .05

면지역 8(3.0) 165(61.1) 97(35.9) 270(100)

계 24(5.3) 277(61.6) 149(33.1) 450(100)

거주지역

양평군 6(4.0) 65(43.3) 79(52.7) 150(100)

χ²= 39.15
df = 42

p < .001

김제시 8(5.3) 107(71.3) 35(23.3) 150(100)

정선군 10(6.7) 105(70.0) 35(23.3) 150(100)

계 24(5.3) 277(61.6) 149(33.1) 450(100)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 5(4.2) 59(49.6) 55(46.2) 119(100)

χ²= 16.27
df = 6

p < .01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9(6.3) 89(61.8) 46(31.9) 144(100)

1,000만원~
2,000만원 미만

9(6.7) 90(67.2) 35(26.1) 134(100)

2,000만원 이상 1(1.9) 39(73.6) 13(24.5) 53(100)

계 24(5.3) 277(61.6) 149(33.1) 450(100)

기초노령
연금수급

여부

받고 있다 23(6.7) 214(62.4) 106(30.9) 343(100)
χ²= 7.38

df = 2
p < .05

받고 있지 않다 1(0.9) 63(58.9) 43(40.2) 107(100)

계 24(5.3) 277(61.6) 149(33.1) 450(100)

‘어르신께서는 노인취업알선센터, 고용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

과, ‘있다’는 응답자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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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노인취업알선기관 이용 경험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있다 52 11.6
없다 398 88.4

계 450 100.0

제3절 노인일자리 관련 농촌노인들의 요구사항

1. 가장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이 가장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이 

55.6%, 인력파견형이 20.4%, 복지형이 10.6%, 시장형이 9.9%, 교육형

이 3.5%로 나타났다(표 3-31 참조). 선호하는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은 

‘도로환경 정화 및 정비’, ‘교통지도’, ‘학교 급식도우미’ 순이고, 교육형

은 ‘학습지도 강사’, 복지형은 ‘소외계층 정서․신체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불빨래서비스’, 시장형은 ‘공동작업장’, 인력파견형은 ‘미

화원’과 ‘경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가장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공익형 79 55.6

교육형 5 3.5
복지형 15 10.6
시장형 14 9.9

인력파견형 29 20.4

계 1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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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에 원하는 근로조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1년에 몇 개월 정도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농한기에만(4~5개월)’이 

9.2%, ‘6~7개월’이 16.2%, ‘8~9개월’이 16.9%, ‘10~11개월’이 11.3%, 

‘1년 내내’가 46.5%로 나타나 희망하는 연간 근무기간이 다양할 뿐만 아

니라 ‘1년 내내’를 원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표 3-32 참조).

<표 3-32> 희망하는 연간 근무기간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농한기에만(4~5개월) 13 9.2

6~7개월 23 16.2
8~9개월 24 16.9

10~11개월 16 11.3
1년 내내 66 46.5

계 142 100.0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1주일에 며칠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2일’이 3.5%, ‘3일’이 34.5%, ‘4

일’이 9.9%, ‘5일 이상’이 52.1%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2.0%가 1주

일에 ‘4일 이상’ 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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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희망하는 주간 근무일수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2일 5 3.5
3일 49 34.5
4일 14 9.9

5일 이상 74 52.1

계 142 100.0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는 응답자들(142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3~4시간’이 44.4%, ‘5~6

시간’이 26.1%, ‘8시간 초과’가 13.4%, ‘7~8시간’이 9.2%로 나타나 희

망하는 일간 근무시간이 다양하며, 전체 응답자의 48.7%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34 참조).

<표 3-34> 희망하는 1일 근무시간

응답범주 빈도(명) 비율(%)

1~2시간 10 7.0

3~4시간 63 44.4
5~6시간 37 26.1
7~8시간 13 9.2

8시간 초과 19 13.4

계 1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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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건의사항

‘어르신께서는 농촌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

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결과, ‘일자리 수 

확대’가 22명, ‘보수(수당) 인상’ 18명, ‘참여자 선발기준 완화’가 16명, 

‘근로 시간과 기간 연장’이 7명, ‘일자리 다양화’가 4명, ‘일자리의 공평한 

배분’이 2명, ‘농한기 일자리 개발’이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4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

제2절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





제1절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은 노인일자리 관련 기본계획, 보건복

지부의 관련 정책,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정책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관련 기본계획

노인일자리 관련 주요 기본계획으로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

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

되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있다.

제1차(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에 수립되었

으며,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0년에 수립되

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목표는 ‘점진적 출산율 회

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고,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비의 주요 정책대상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두었는데 비해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① 다

양한 고용기회 제공, ②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그리고 ③ 일자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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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의 내실화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로는 ① 고령자 고용연장, ②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

화, ③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④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정착, ⑥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그리고 ⑦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제1차(2007~2011)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2006년에 수립되었

으며, 제2차(2012~201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2011년에 수립

되었다.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더 많은 중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55세 이상 고용률을 2011년 

45.8%(1~11월)에서 2016년 47%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6개 정책과제(① 세대 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강화, ②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③ 퇴직준비․
능력개발 지원 강화, ④ 조기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⑤ 사회기여 및 

재능 나눔 지원 활성화, ⑥ 고령사회 대비 제도․인프라 정비)를 설정하였

으며, 43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에서는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에 공생․발전을 강조하였으며,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 보건복지부의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

럽 운영,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경진대회 개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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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일자리사업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정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

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목적은 ① 일을 통한 적극적 사

회참여, 소득 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

을 절감하고, ②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

를 도모하며, ③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 연계

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노인복지법」제23조6),「노인복지법」제23조의2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1조8)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공헌형은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장진입형은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

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한다. 사회공헌형에는 공익

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으며, 시장진입형에는 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

다(표 4-1 참조).

  

6)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복지법」제23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1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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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구 분 유 형 특성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공익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지원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시장형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공익형은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 공익형 사업의 예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폐현

수막 재활용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

업,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등이 있다.

교육형은 전문성이 있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

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말한다. 교육형 사업의 예로는 1~3세대 

강사파견사업(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숲생태해

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통번역사업, 보육교사도우

미사업 등이 있다.

복지형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과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복지형 사업의 예로는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노-

노케어),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

센터 연계지원사업, 다문화자정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문화

복지 지원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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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

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인력파견형 사업의 예로는 시험

감독관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주유

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식당보조원 파

견사업 등이 있다.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시장형 사업의 예로는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식품

제조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

차 및 세탁사업 등이 있다.

<표 4-2>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지원 기준이 제시되어 있

다. 사회공헌형인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 1

인당 9개월간 월 20만 원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관리를 위한 부대 경비가 참여자 1인당 14~16만 원이 지원된다. 인

력파견형은 참여자 1인당 10~15만 원의 부대경비가 지원된다. 시장형의 

경우 ‘공동작업형’은 참여자 1인당 180만 원, ‘제조 판매형’은 참여자 1

인당 200만 원의 부대경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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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예산 지원 기준

유 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비율
국고
보조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사회
공헌형

공익형

20만원 9개월

14만원
(예산범위 
내 공익형

12~14만원, 
교육․복지형 
14~16만원 
탄력적용 

가능)

192
~

196
만원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나머지 
유형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 연중

15만원
(예산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10
~
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
장
형

공동
작업형

- 연중 180만원
180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제조
판매형

- 연중 200만원
200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20만원 12개월 16만원
16

만원
전국 총 

3,000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100만원 11개월 -
1,100
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그림 4-1〕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가 도식화되어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사업수행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운영주체별 역할을 살



제4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73

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① 노인일자리 정책결정, 종합계획 수립, 예

산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역할은 ① 전국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지원 총괄, ② 신규 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된 일자리 전

국화 보급, ③ 민간 실무자 및 참여노인 교육․훈련, ④ 조사․연구, ⑤ 수행

기관의 경영지원, ⑥ 구인․구직 DB 확충 및 업무 고도화, ⑦ 사업평가 등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를 총괄하고 

예산(지방비)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의 주된 

역할은 ① 지역특화 모델일자리 개발․보급, ② 교육기능을 통한 지역 인적

자원 개발, ③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지원, ④ 정보화를 통한 인력풀 

구축, ⑤ 지역자원 조사 및 연계활용 등이다.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

자리사업계획의 수립, 참여자 모집․선발․관리, 사업평가 등을 수행한다.

〔그림 4-2〕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가  도식화되

어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전체 수행기관 수는 2004년에 750개소이던 

것이 계속 늘어나 2012년에는 5,513개소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사업

단 수는 2004년에 336개이던 것이 2012년에는 1,219개로 늘어났다.

〔그림 4-3〕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의 분포가 도식화되어 있

다. 노인일자리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임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은 노인복지

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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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보건
복지부

• 정책 결정
• 예산지원
 (국고) 등

 ⟹
 ⟸ 한국

노인인력
개발원

• 신규 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된 일자리 전국화

  보급
• 민간실무자 및 
  참여노인 교육․훈련
• 조사․연구
• 수행기관 경영지원
• 구인․구직 DB 확충
  및 업무 고도화
• 사업평가

  ⟰⟱    ⟰⟱         

지방
자치단체

• 지역 내 
  사업 총괄
• 예산지원
  (지방비) 등

  ⟹
  ⟸ 한국

노인인력
개발원

지역본부

• 지역특화 모델 일자리 
  개발․보급
• 교육기능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지원
• 정보화를 통한 
  인력 풀 구축
• 지역자원 조사 및 
  연계활용 등

  ⟰⟱    ⟰⟱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노
인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 사업수행
• 참여자 모집, 선발, 관리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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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그림 4-3〕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의 분포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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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에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실

적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에 35,127개이

던 것이 계속 늘어나 2012년에는 248,395개로 확대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점유 비율(2012년 기준)을 살펴보면 공익형이 57.8%, 복지

형이 18.8%, 교육형이 11.1%, 시장형이 15.4%, 인력파견형이 3.8% 순

이고 창업모델형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2004∼2012)

 (기준 : 2012.12.31, 단위 : 개)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추경
포함)

2010 2011 2012

목표 25,000 35,000 80,000 110,000 117,000 196,000 189,183 200,000 220,000

추진
실적

전체 35,127 47,309 83,038 115,646 126,370 222,616 216,441 225,497 248,395

공익형 28,373 31,101 47,195 57,015 61,732 134,975 126,894 129,066 143,478

교육형 3,800 7,063 8,708 13,240 14,493 16,523 17,480 20,317 27,505

복지형 - 4,581 17,809 33,160 34,164 44,299 47,302 45,097 46,727

시장형 1,748 3,633 7,459 9,378 11,530 17,141 15,373 14,967 16,101

인력
파견형

1,206 931 1,867 2,601 4,451 9,061 8,781 10,380 9,349

창업
모델형

- - - 252 - 616 611 519 89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2012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나. 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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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시니어클럽 운영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

원),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

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

탁 등), 「노인복지법」제45조의 2항(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등에 있다.

사업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사회시니어

클럽(Community Senior Club)을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서 시작하였

다. 2004년에는 명칭을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하

였으며, 2005년에는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시니어클럽’으

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고 노인일자리(시장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시니어클럽이 계속 확대되어 2010년에는 총 95개에 

달하게 되었다.

‘시니어클럽’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

관이다. 2013년 현재 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 및 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하는 것이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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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취업지원센터는 1981년 ‘노인인력은행’으로 처음 시작하여 1996년까

지 60개소의 노인인력은행을 운영하다가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

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전국에 70개의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설치

되어 운영되다가 2004년부터 노인취업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① 구직 희망 노인의 상

담․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 관리, ②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③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실

시, ④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⑤ 구인처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추진, ⑥ 지역사회 내 노인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조직으로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대한노인회 연합회 취업지원센

터, 대한노인회 통합․직할․지회 취업지원센터가 있다.

라.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기존에 실시해오던 노인일자리 박람회사업이 

2009년도에 변경된 것이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의 개최의 목적은 ① 

‘노인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대변화에 맞춘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도

모하고, ② 노인일자리사업의 각 주체(수행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체, 참여자 등)간 상호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③ 노인일자리사업 

내 다양한 생산품 및 노인인력 활용 사례 발굴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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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의 관련 정책

고용노동부의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으로는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센터

의 취업사업,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가.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인력 수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

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해 운영경비 등을 지

원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의 주요 기능은 ① (준)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②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 ③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소

양교육 및 직업훈련, ④ 취업희망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그리고 ⑤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등이다.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성과평가를 받고 재지정, 지정취소, 폐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운영

비도 차등적으로 지급받는다.

나. 고용센터의 취업사업

고용센터(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81개소)는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구

직자(고령자 포함)에게 취업상담,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의 주요 업무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인업체 취업지원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로는 ①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적성 발견 및 직업선택 지원, ② 고

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 제공, ③ 직업능력 진단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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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특성별 맞춤형 취업지원, 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능력 배양, ⑥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 등

이 있다. 구인업체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① Work-Net에 등록한 인재풀

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재 알선, ② 모집, 전형, 선발 등의 채용 대

행 서비스 실시, ③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고용센터는 취업특강,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

면접,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고 50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고령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2009년에 시작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

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시

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구

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연간 최대 650만 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는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와 연장으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1년 동안 고용연장 지

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정년이 만 57세 이상인 사

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 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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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취약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중심이 되

어 종합계획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 간의 협력체계가 미

비하다. 노인일자리 관련 기본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예산, 인력, 행정적 지원 등

이 달라질 수 있다.9)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성이 낮은 경우에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농촌 노인일자

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유인체계가 별로 없다. 

그리고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에 있어서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어

려움이 많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많지 않으나 사업영

역이 유사하여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고용노

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

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수행기관들 간의 연계성과 상호협력이 부

족하다. 예를 들면, 시․군 지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 간에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고, 구인이

나 구직 관련 정보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노인일자리 관련 사

9) 3개 사례지역 현지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양평군이 16억원, 김
제시가 23억 2,700만 원인데 반해서 정선군은 9억 7,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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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하는 기관들 간에 사업의 유형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역할이 중

복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3개 사례지역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나 특화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들이 동시에 유사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상호 간에 불필요한 견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특화하도록 기대

되는 ‘시니어클럽’도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10) 수행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성과와 실적을 낼 수 있

는 사회공헌형 일자리(그중에서도 공익형)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추진

노인일자리 관련 각종 실태조사나 본 연구의 면접설문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노인들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 노후

생활 준비 등이 다르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특성(성별, 연령계층, 학

력, 읍․면, 거주지역,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

급 여부)별로 영농 종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김제시 거

주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수록 현재 

직접 농사일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현행 노인일자리 관

련 사업들은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들이 자

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참여 만족도가 낮게 된다.

10) 정선군의 경우 2013년 현재 정선시니어클럽에서는 공익형 사업인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
사업과 스쿨존 교통지원사업과 교육형 사업인 짚공예 전수자 교육지원사업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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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의 난이도 등과 무관한 급여체계와 낮은 급여 수준

공공부문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일의 난이도, 참여자의 경력이나 전문

성, 노동 강도 등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이다. 급여(임금)가 일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월 20만 원으로 고정됨으로 인해서 참여 노인들의 참여 만

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3개 사례지역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

리의 노동 강도나 전문성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

함으로 인해서 노동 강도가 약해서 힘이 덜 들고 상대적으로 편한 일자리

(예를 들면,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등)에는 

지원자가 몰리는데 반해서, 일이 많고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자리

(노-노케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는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열

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던 안하던 동

일한 임금을 받고 같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성과에 따른 상벌제도가 없

음으로 인해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4.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개발 부족

현행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도입한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 직능클럽)은 

농촌에는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들은 고용보

험의 체계 하에서 추진되어 농촌의 노인일자리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관련 자원이 부족하고 노인들의 접



84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근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다. 특히, 일반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시․군청 소재지까지 가기 위해

서는 교통비가 많이 들고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

야 한다.

현행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농번기나 농한기와 같은 농업의 특수사

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농번기의 경우에는 노인 자신의 영농

활동이나 이웃 농가의 농업노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여유가 많지 않고 경제적 유인도 별로 없다. 즉, 농

번기에는 농촌노인이 이웃 농가의 농업노동에 참여하면 하루 임금으로 

5～7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농번기에는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이나 훈

련에도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해서 농한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아서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다. 그

러나 현행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이러한 농업의 특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 개발에 있어서도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고려

한 직종이 부족하다. 그리고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노인을 시혜적인 복지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농업(고령친화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모르는 노인들이 다수

본 연구의 면접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17.6%만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약 30% 가량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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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1/3 가량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취업알선센터, 고용

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취업알선이나 취업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는 농촌노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

노인일자리사업 일선 수행기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더 나은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

력제를 도입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따라서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2013년은 참여노인 136

명 당 1명의 전담인력 배치)은 임금 수준 및 지원기간 등의 측면에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의 임금은 

월 100만 원이고 지원기간은 11개월이다. 이렇게 전담인력의 임금이 낮

고 채용기간이 한시적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구한 전

담인력들도 이직이 잦아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

다. 매년 신규 전담인력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한시적 근무기간으로 인해서 전담인력의 업무영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이 획일적인 것도 문제가 된다. 현행 수행기관 전

담인력 배치기준은 참여노인 136명 당 1인인데 각 기관의 노인일자리 유

형별 사업 량에 따른 업무가중 정도, 참여노인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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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교육형 

또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문제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

고 매년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어 중장기적인 고용창출이나 노인인

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

육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일자리이다. 교육형 노인일자리사

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자생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농촌에는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상자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면, 양평군의 경우 양평군실버인력뱅크, 양평군종합사회복

지관, 용문교회에서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늘푸른은빛교육단, 사랑나눔 

어린이예절교육 등과 같은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

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노인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

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과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거동불편노

인 돌봄지원(노-노케어),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은 참여노인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김제시의 경우, 거동불편노인 돌

봄지원(노-노케어)의 사업 대상자의 조건이 독거노인이면서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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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노인을 정해진 숫자만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은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한 기간 동

안의 연속적인 참여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이다.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농촌에서는 수요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

업은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영농사업 등에서 소수의 사례가 있을 뿐이고 

농촌에서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개 사례지역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과 정선군에는 아직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김제시의 경우에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김제시니어클럽에서 지역영

농사업(4계절 농산물 재배․ 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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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의 우수 사례

1.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 위치하는 여민동락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마을공

동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따라서 주요 참여자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 주민이다.

2008년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재가복지사업을 시작하였

다. 2009년 8월부터 마을기업인 ‘여민동락 할매손’을 설립하여 영광특산

물인 모싯잎 송편 공장을 운영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고 있다. 100% 지역주민이 생산한 쌀과 팥과 콩, 모싯잎 등으로 송편

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와 품앗이 학교(마을로 찾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민요, 건강 체조, 레크레이션 등을 가르침)를 운영하고 있다.

김장축제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김치의 절반은 나누고 절반

은 판매하여 농업인과 도시민, 지역 내의 소외계층과의 상생을 실천한다. 

휴경지에서 마을노인들과 텃밭농사를 짓는 마을공동농장(동락원, 3만 ㎡)

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마을가게(동락점방)와 토요

일마다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점방(주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이나 생필품, 

과자 등을 판매함)을 운영하고 있다.

모싯잎 송편, 두부콩 등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해 2011년에 186백만원

의 매출을 올렸다. 모싯잎 송편의 경우, 10명의 마을노인이 하루 4시간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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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만들고 각자 월 10~40만 원의 수입을 올린다. 마을노인들은 송편 

빚는 일 외에 떡 재료인 모싯잎이나 서리태,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는 

영농사업단에서도 일하고 있다.

〔그림 5-1〕 여민동락공동체 및 모싯잎 송편 작업

2. 양평 사랑 나눔 빨래방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이불, 무거운 옷 등 세탁서비스

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많았다. 양평군의 사랑 나눔 빨래방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다.

군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세탁기와 대형건조기를 구매하고,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잘 하는 기관 중에서 용문교회가 2010년부터 시작

해서, 2012년에 국수교회도 참여하고 있다. 용문교회는 자원봉사자 2명

이 전담하고 있다. 용문교회는 동부 5개 읍․면을, 국수교회에서는 서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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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다.

기관별로 군에서 6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

(500만 원 정도)은 기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와 일자리가 

결합한 개념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를 자원봉사자가 지

역을 순회하며 빨래를 수거한다.

전담인력이나 자원봉사자가 직접 빨래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

다. 1일 5∼8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용문교회는 가구당 연 3회, 국수교회

는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다. 양평군 내 12개 읍․면, 유관기관으로부

터 의뢰를 받은 독거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방문하

여 이불 및 의류 등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한다.

사랑 나눔 빨래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85명

이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빨래를 수거해 오고, 이불 등을 꿰매는 일이

다. 사랑 나눔 빨래방 사업의 수혜자 수는 1,885가구이다.

사랑 나눔 빨래방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

공을 목적으로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온 수행기관을 선정

하였다. 수행기관에서는 사업부지, 자원봉사자, 사업 운영을 책임지고, 

양평군에서는 건축비, 장비,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제공하였다. 인구 고령

화가 심화되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서 빨래방 운

영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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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용문교회의 사랑 나눔 빨래방

3. 홍성 은퇴농장사람들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은퇴농장사람들’은 은퇴한 도시 중장년

층이 모여 전원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농업노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기회

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실버타운이다.

은퇴농장사람들은 1995년에 문을 열었으며 귀농 희망자의 욕구를 파

악하여 하숙을 모델로 한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입주비용

(21㎡ 기준)은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하숙비(식대, 전기료, 차량 유지

비 등)는 월 70만 원이다. 입주자는 농장에서 운영하는 생산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어서 별도의 투자금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사 기술을 익힐 

수 있다. 24세대 규모의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는 은퇴농장에는 19명(10

세대)의 은퇴자와 청년 귀농인 6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그 중에서 9명이 

농업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농업생산 활동 등에 참여하

여 많게는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하숙비에 대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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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한다.

은퇴농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약 35종의 유기농 채소류를 생산

하고 있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채소는 연초에 계약재배를 통해 

정해진 물량만큼 생활협동조합으로 출하하고, 절임류, 김치류, 잼과 같은 

가공품은 생활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먹거리 회원, 마을공동체 등에 공급

한다. 김장 김치, 메주, 한과, 솟대, 탈 등을 만드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실

시하여 연간 1,400 여명이 방문하여 참여하고 있다. 은퇴농장사람들은 

은퇴자들이 소일거리로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료함을 달래고 건

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5-3〕 은퇴농장사람들 전경 및 교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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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제 백담마을

강원도 인제군 용대 2리(백담마을)는 다양한 경영 조직화를 통해서 마

을의 자원을 고도화하고 있다. 주요 운영 주체는 용대향토기업(합자회

사), 마가목 특화작목사업(영농조합법인), 백담테마체험사업(영농조합법

인) 등이다. 주요 참여자는 강원도 인제군 용대 2리 주민, 백담사 신도 및 

관광객 등이다.

마을이 백담사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1996년에 백담

사의 협조를 얻어 신도 및 관광객 이동 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자기업 

형태의 용대향토기업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인 마가목을 

생산․가공․판매(술, 효소, 비누 등)하고 있다.

매년 약 80만 명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약 16억 원의 매표수입

을 올리고 있다. 이 중에서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을 제외하고 약 1억 

5천만 원을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및 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

러한 마을지원사업의 결과 백담마을(용대 2리)에는 중학생을 포함한 어

린이가 100여명 이상이다.

버스 2대로 시작한 용대향토기업은 백담사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

속적으로 규모가 늘어 2012년 현재 버스 10대를 운행하고 있다. 버스의 

고정 기사 10명 외에 예비 기사 2명, 이 밖에 관리직 5명 등 총 17명을 정

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마을총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마을주민들 간

의 상호 신뢰도가 높다. 특히, 마을이장, 용대향토기업 대표, 마을 총무 

등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신뢰도가 높다. 젊은 층의 인구 유

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존중받는 공동체문

화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도서관, 방과후학교, 노인회관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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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마을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용대향토기

업에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5-4〕 백담마을의 마을버스, 판매장, 체험관

5. 안동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경북 안동시 남산면에 위치한 유은복지재단은 무공해 새싹 채소를 생

산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02년에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이 설립

되었고, 2004년부터 새싹 재배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년 7월 

현재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에는 안동지역 장애인 50명, 고령자 6명, 

새터민 2명, 시설직원 10명 등 총 70명의 취약계층이 한 가족으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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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청각․지적 장애인이지만 일반인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초록이슬새싹’이란 무공해 새싹채소로 2012년에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요 생산 품목은 새싹채소, 어린잎, 콩나물 등으로 고품질 무농약 친

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8년 이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된 인력의 주요 대상이 장애

인이며 일반 관리직과 동일한 인사, 급여 관리체계를 따른다.

비장애인이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화부

터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 나눔공동체에서는 가급적 기계를 사용하지 않

는다. 처음에 하던 봉재사업에서 새싹 재배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새싹 사업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5-5〕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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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제 그룹 홈 경로당

김제시에서는 독거노인의 주거, 보건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

홈 (한울타리 행복의 집)사업을 2006년에 처음 시작하였다. 홀로 사는 노

인들끼리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여 공동숙식을 함으로써 농촌사회에 적

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김제시에서는 신청 경로당 중에서 독거노인 수가 많고 경로당 여건이 

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있다. 김

제시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 홈 경로당(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2006년에 청하면 석한경로당(생활인원 16명)과 황산면 수이제경로당(생

활인원 18명)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 홈 경로당은 노인에 대한 부양과 노인의 소외, 

경제적 빈곤 등 농촌노인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

을 수 있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 등의 가계비 절감 효과로 독거노인의 경

제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형 그룹홈은 2006년의 2개소로 시작하

여 2013년 7월 현재 127개소(경로당을 신축한 경우는 21개소, 개보수한 

경우는 106개소)로 확대되었다. 김제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경로

당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258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가 2개소, 개보수하는 경우가 17개

소로 계획되어 있다. 김제시에서는 2014년까지 총 152개소로 확대할 예

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규모는 85㎡ 이상이고, 시설 당 입소

인원은 5～20명이며, 입소대상은 공동생활이 가능한 마을 내 독거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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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는 그룹 홈 경로당

을 찾아가 건강 체크, 요가, 노래교실, 생활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011년 10월 14일에는 지

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개보수 비용은 개소 당 15백만 원~20백만원이고, 

신축 비용은 개소 당 5,000만원이다. 운영비는 개소 당 연간 3백만 원(하

절기 2분기는 50만원씩, 동절기 2분기는 100만 원씩)이고, 장비(이불장, 

침구류, 냉장고, 세탁기, TV 등) 보강을 위해서 개소 당 650만 원이 지원

된다.

김제시의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홈 경로당은 시에서 300만원의 운영비

(연간)를 지원받고, 모자라는 비용은 마을주민들과 자식들이 보태는 기부

금과, 독거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오는 밑반찬과 채소, 쌀 등으로 보

충하고 있다. 2013년 7월 현재 그룹 홈 경로당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총 

254명(1개소 당 2명씩)이 일을 하고 있다.

예수대 산학협력단(2012)이 그룹홈 경로당 입주자 2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상

되었다. 그룹 홈 경로당 생활 이후에 외로움 정도, 삶의 보람, 규칙적 식

사, 영양 섭취, 잠자리의 편안함, 신체통증 정도, 생활비 부담 등에서 생

활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병원 가는 횟수도 1.4회에

서 0.5회로 줄었고, 냉난방비나 식비 부담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는 도시 거주 자녀들의 부양 부담과 걱정이 해

소되었고, 지역주민을 자원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독거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 홀로 살 경우

에 한 달에 수 십 만원에 달하는 냉난방비와 전기료 등 생활비를 내야 하

지만 그룹홈 입소 노인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비용으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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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김제시의 그룹홈 경로당

제2절 외국의 우수 사례

1. 일본

가. 실버인재센터

실버인재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단체로서 이 

센터의 전신은 ‘고령자취업단’이다. 실버인재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이 가

입대상인데, 노동을 임시적 또는 단기적인 일로 제한하여 취업함으로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버인재센터의 조직체계는 공익사단법인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 도도부현 실버인재센터 연합, 시(구)정촌 실

버인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각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며 국고보조를 받는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사업기관이다. 

2012년 현재 실버인재센터는 전국 시정촌에 1,332개가 설치되어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
시․정․촌별로 설치되어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기업이나 가정, 공공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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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고령자에 적합한 일을 받아서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에게 일을 

제공한다(김옥희, 2007; 박기훈, 2008; 남경희․장유미, 2013).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임시적이고 단기적 또는 

가볍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취업을 촉진하여 고령자의 건강에 보람 있는 

삶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실버

인재센터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먼저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후에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실버인재

센터가 중개한 일자리는 임시적 또는 단기적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이다. 그리고 일에 대한 보수도 임금이 아닌 배

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버인재센터의 취업은 4대 사회보험 적용대

상에서 제외된다. 실버인재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버인재센터는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일을 수요에 맞추어 일

반 가정, 민간사업소, 관공서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일을 수주하여 회원들

에게 제공하고 일의 내용과 취업의 실적에 따라 배분금을 지급한다. 실버

인재센터는 중앙정부로부터 1/2, 지방정부로부터 1/2을 보조받는다. 실

버인재센터의 사업내용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복지․가사원조서

비스사업, ② 지구환경유지․개선사업 확충, ③ 지역문화 전승사업, ④ 간

호보건 관련 서비스사업 등이다(김옥희, 2007; 박기훈, 2008; 남경희․장
유미, 2013).

나. 고령자협동조합

고령자협동조합은 노인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삶의 보람, 

복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생활협동조합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고



제5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103

령자협동조합은 노인의 취업보장을 최대의 복지로 중요시한다. 고령자협

동조합은 1995년에 일본 미에현(三重縣)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2012

년 현재 전국 30여개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다. 고령자협동조합의 주

요 사업은 ① 식농 관련 사업(안전한 식품의 공급, 급식, 가공을 통한 식문

화 재생), ② 개호보험 관련 사업(홈헬퍼가 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배

식서비스 등 제공), ③ 공원녹화 및 자원재생, ④ 병원총합관리사업(의료

를 제외한 병원관리:  급식, 청소, 폐기물 관리 등), ⑤ 협동조합간이 제휴

를 통한 물류센터(농협 및 생협과의 제휴, 업무위탁 등) 등이다. 이중에 

개호보험 관련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배식 관

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협동조합은 취업 면에서 생활협동조

합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유료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일하는 노인

이 대부분이다(남경희․장유미, 2013; 박기훈, 2008).

고령자협동조합은 고령자를 위하 사회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

에  조합원의 연령 제한은 없다. 고령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는 1인당 5,000엔의 출자금을 내야하며  300명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 복지농원

복지농원은 농원시설을 통하여 고령자의 개호와 재활, 장애인의 일자

리 창출, 농업후계인력의 확보 등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농촌 활성화 

모델이다. 복지농원은 농업을 생산, 가공, 판매에 그치지 않고, 여가, 치

료, 재활, 교육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내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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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4월부터 고령자 재활(개호)과 장애인 고용

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복지농원’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

다. 복지농원의 유형은 마을단위 연합단체가 추진하는 ‘농촌형’과 개별 

농원 소유주가 추진하는 ‘도시인근형’으로 구분된다. 지원내용으로는 농

원 개설에 따른 제반 비용과 홍보 활동비(마을단체는 800만 엔, 개별 농

원주는 400만 엔)를 지원하고, 부지 조성과 농업용 시설(하우스, 수확기

계 등) 관련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김응규, 2013).

2. 미국

가.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CSEP)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은 법적으로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 연령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CSEP)은 1964년에 경제기회

법(Economic Opportunity Act)이 제정되면서, 만성적인 실업상태의 

빈곤 고령근로자에게 직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

되었다. 1973년에는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이 개정되면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와 고용 전망이 낮은 실업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주당 최대 20시간의 시간제 지역사회서

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고용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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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과 훈련을 제공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

나는 개별고용계획(Individual Employment Plan)을 수립하여 지역사

회서비스와 현장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부양의무를 중요시하여 가족소득조사를 통해 선

발대상을 정한다. 참여자격은 55세 이상의 저소득층(빈곤선 125%이하 

소득) 고령자이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어능력 및 문자해득력이 낮

은 자, 농촌지역 거주자, 퇴역군인, 고용전망이 낮은 고령자 등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인구집단으로 우대하여 선정한다. 이 프로그램의 사

업예산은 전액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의 수행

기관은 주정부 및 지역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 주로 지역별 노인 관련 기관들이다(권용식, 2009; 나영선, 2011; 최석

현, 2012).

2006년의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개정에서는 개인 참여

자가 전 생애에 걸쳐서 최대 48개월 까지만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CSEP)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총 참여기간 제한 규정을 신설

하였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75세 이상인 자, 중증 장애가 있

는 자, 지속적인 실직 지역 거주자, 고용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자 등은 

예외적으로 참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2년에는 프로그램의 평가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연방 수행기관이 총 18개이고, 56개의 주와 지방 단

위의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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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색 손길 프로그램(Green Thumb Program)

녹색 손길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만성적

인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

었다. 즉, 이 프로그램은 국립공원과 고속도로를 개선하는데 은퇴한 농업

인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녹지관리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등의 취업을 목

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녹색 손길 프로

그램은 농촌의 고령자들과 불우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노동부)에서는 소득

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인들에게 주당 20시간의 취업기회를 제

공한다.

다. 고령자 말벗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고령자 말벗 프로그램은 저소득 고령자들에게 ① 시간제 유급 자원봉

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② 일상생활상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활동에 필요한 건

강 상태를 유지하고 연간 소득이 주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급여액은 시간당 1.65달러 정도이며 상해보험과 전문교육이 제공되고 식

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기도 하는 실비보상 수준의 유급 자원봉사활동 프

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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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가. 뉴딜 50 플러스(New Deal 50 Plus)

뉴딜 50 플러스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지원되고 일자

리가 제공된다. 뉴딜 50 플러스는 정부가 개입하는 적극적인 고용촉진 조

치이며, 50세 이상의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

다. 뉴딜 50 플러스에 참여하는 사람은 뉴딜고용전문상담가(New Deal 

Personal Advisor)로부터 취업에 관한 일대일의 맞춤형 종합 상담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탄력적 뉴딜(Flexible New Deal)

탄력적 뉴딜은 뉴딜 50 플러스를 대신하여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탄력적 뉴딜에서는 1단계에서는 16주간 구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

보와 서비스를 일대일 맞춤상담을 통해서 제공받는다. 그리고 16주 안에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공되는 2단계 과정은 13주간의 집중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13주간의 집중코스에서는 직업체험, 직업훈련, 인턴생

활 등의 직장경험 기회를 갖게 된다. 2단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선택과정으로 불참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자(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나영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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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복지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

노인복지공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 적합

한  직종을 개발하여 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생활의 

보람을 갖게 하고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 노인복지농장은 국가에서 운영

하는 노인복지공장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이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은 국가의 지원금으로 설립되나 운영은 민간단체

에 위탁한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공장은 은퇴한 노인을 위한 작

업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이환범, 2009).

제3절 정책적 시사점

먼저 국내 우수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영광 여민동락공동

체’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복지를 

실천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산

물로 만드는 모싯잎 송편, 마을공동농장, 마을가게, 이동점방 등도 다른 

마을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경기도 양평군의 ‘사랑 나눔 빨래방’은 용문교회와 국수교회가 양평군

을 동부와 서부로 권역을 나누어 빨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인데 자원

봉사와 노인일자리를 잘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 ‘은퇴농장사람들’은 하숙을 모델로 한 체험형 귀농 프로

그램을 정착시킨 사례이다. ‘은퇴농장사람들’은 은퇴자와 청년 귀농인, 

그리고 마을주민이 협력하여 생산적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 농업을 실천

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  ‘백담마을(용대 2리)’은 마을기업(마을버스 운행 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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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통한 이익이 마을 복지사업으로 연계되어 전체 마을공동체가 활성

화된 사례이다.

경북 안동시의 ‘유은복지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고품질의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복지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

이다.

전북 김제시의 ‘그룹 홈 경로당’은 독거노인들이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

여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여 공동숙식을 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농촌

형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1개 그룹홈 경로당에 2명씩 배

치된 노인일자리사업은 구성원들간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의식

을 약화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외국 우수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실버인재

센터는 고령자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임시적이고 단기적 또는 손쉬운 취

업을 촉진하여 고령자의 보람 있는 삶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이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대한노인회의 

취업알선센터와 업무가 유사해보이지만 노인일자리의 중개라는 측면에

서 볼 때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을 

활용하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만하다. 복지농원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창출하는 사례이다.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녹색 손길 프로그램, 고

령자 말벗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원봉사프로그램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

용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생애 참여가능 기간을 총 48개월로 제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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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참여자가 반복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일

자리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영국의 ‘뉴딜 50 플러스’와 ‘탄력적 뉴딜’, 그

리고 노인복지공장은 생산적 복지 구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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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정책과제





제1절 기본방향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 적합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관련 사업을 내실화해

야 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관련 자원이 부족하고 노인들

의 접근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이에 대

한 배려는 별로 없다. 그리고 현행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농번기나 농

한기와 같은 농업의 특수사정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취

업 적합 직종 개발에 있어서도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직종이 부

족하다. 또한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노인을 시혜적인 복지대상으로만 파

악하는 경향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농업(고령친화 농업)을 발전시

키려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농촌 적합형 노인일자리

를 확충하고 기존의 관련 사업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둘째,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관련 각종 실태조사나 본 연구의 면접

설문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농촌노인들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경제

활동, 사회적 관계, 노후생활 준비 등이 다르다. 그러나 현행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의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은 참여노

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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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과 같은 사회적 경제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국내의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는 인제 백담마을, 안동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등은 사회적 경제

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잘 연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광 여

민동락공동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 발전의 일환으로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는 접근은 농촌복지의 향상이라는 측면

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제2절 정책과제

1.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같은 노인

일자리 관련 주요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같이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과 같은 사회적 경

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장과 예산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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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여 상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에 있어서는 낙후지역 농촌의 경우에는 현행(중

앙 50%: 광역 25%: 시․군 25%)보다 더 시․군의 예산 분담을 낮추는 방향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가 

주로 사업수행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사업 수행의 혁신성이 반영

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2.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업의 추진

농촌노인들이 원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군) 단위에서 농촌노인의 노인일자리 관련 참여 실태, 

수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사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촌노인 대상의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

본을 선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나 연구원 등에 면접설문조사

를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

다.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들은 D/B 구축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D/B는 향후 농촌의 노인일자리 관련 새

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농촌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요구사항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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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촌노인들의 사회경제

적 특성, 사업 참여 경력 및 이유, 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포상 등에 대한 

정보도 D/B화 할 필요가 있다.

3. 참여자의 급여 인상 및 사업 유형별 급여 차등화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일의 난이도, 참여자의 경력이나 전

문성, 노동 강도 등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이다. 월 20만 원이라는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적어도 월 3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3개 사례지역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인일자리의 노동 강도나 전문성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일괄적으

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노동 강도가 약해서 힘이 덜 들고 상대적으로 편한 

일자리(예를 들면,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등)에는 지원자가 몰리는데 반해서, 일이 많고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노-노케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은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

다. 이러한 경향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 강도, 근로시간, 전

문성 등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화 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이 

많고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자리(노-노케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는 급여 수준을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4. 농촌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추진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관련 자원이 부족하고 노인들의 접

근성이 취약하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극소수(본 연구의 면접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7.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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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면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시․군청 소재지까지 가

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많이 들고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

업 참여자와 전담인력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기간에 있어서는 농번기나 농한기와 같

은 농업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농번기의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

업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한

기를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에 있어서도 농업이나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직

종을 좀 더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노인일자리의 개발에 있어서 

농협,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와 같은 농업 관련 공공

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면접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신체적 능력이나 적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고령친화 농업

을 육성해야 한다.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

맞은 작목, 농법 등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하이터치(high-touch)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건강산업, 원예치료법, 애완동물치료법

과 같은 농업의 새로운 분야를 고령 농업인의 영농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

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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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강화

본 연구의 면접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 약 30% 가량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해서도 전

체 응답자의 1/3 가량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노인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

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관련 주민교육과 

홍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신문, 노인 관련 모임, 농업인 

교육 및 대회, 이장단회의, 지역소식지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노인일자리와 사회적 경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많지 않으나 사업영역이 유

사하여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농림축산

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사회

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간에 유

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협력방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진출하는 방식과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사회적 기

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

하는 사업단에 농촌노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정책자금 지원자가 아니

라 지역주민의 협력자 및 파트너로 인식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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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의 연계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설립

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단을 자립화를 시킨 경우에는 신규 사업개발비

와 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2013년은 참여노인 136명 당 1

명의 전담인력을 배치)은 임금 수준 및 지원기간 등의 측면에서 근무여건

이 열악하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의 임금은 월 

100만 원이고 지원기간은 11개월이다.

이렇게 전담인력의 임금 수준이 낮고 채용기간이 한시적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담인력

을 구하기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전담인력들도 이직이 잦아서 노인일자

리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보수 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근무기

간도 연중(12개월)으로 연장하여 연초부터 사업 추진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각 기관의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 량에 따른 업무가중정도, 참여노인의 특성, 수행기관의 특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형 또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을 

대폭 낮추어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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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개선과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생계를 위해 참여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중산층의 사회공헌 일자리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수요처의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사업설명회, 노인강사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귀농 및 귀촌 인

력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순위에 따라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야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시․군청의 적극적인도움이 필요하다.

인력파견형의 경우는, 본 연구의 면접설문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남성

은 수위나 경비직, 여성은 청소직에 집중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다양

한 업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군청 단위에서 지역사회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각 사업체에 필

요한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사업단별로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

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시장형 노

인공동작업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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