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으로 상당한 일자리
가 기계로 대체되는 등 한국사회는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사회는 불과 1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경제활
동인구는 급속히 줄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구조에 대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인력을 노동시
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경쟁력은 물
론 우리사회의 기존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으
며, 미래사회는 노인이 일을 해야 사회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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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가 될 것이다[1].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의 기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고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전략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

국가적 차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 주요대상은 
노인복지법과 동일한 65세 이상의 성인이며, 생산
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는 2020년(21.7명)에서 2065년(100.4
명)으로 약 5배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7~2067), 국가승인통
계 제10133호」, 2019.03.28.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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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등 ICT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과 함
께 인구 고령화라는 큰 변화에 직면해있다. 더욱이 인구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도
화된 산업 자동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확대 및 재교육 정
책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 노인 친화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천안의 노인 노동시
장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중점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We are facing major changes such as an aging population alo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CT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utonomous driving, and factory automa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dexed in high population extinction risk, it is essential to consider market expansion and 
re-education polici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such as advanced industrial 
automation and population aging. For the reemployment of the elderly, we will analyze previous public strategies for 
elderly-friendly jobs, expand investment in age-friendly industries. In this study, we suggest to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elderly labor market in Cheona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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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은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수적이다.
  첫째, 노인취업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으로 다양한 노년기의 문제인 소득상실, 역할상
실, 지위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효
과적인 방안이다[]. 
 둘째, 공공 부문의 대체 노동인력으로서의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그 충원을 심각하
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취업을 일자리
를 구할 수 없는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
형을 이루고 있다. 더군다나 소산소사(小産小死)
형 인구증가율의 변화는 생산인구의 격감과 심각
한 노동인구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대체노동력으
로 노인 인력활동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2].

Ⅲ. 천안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천안의 대표적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
하는 시니어 클럽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
적으로 ‘연령’이 아닌 ‘능력’중심의 고령사회기반 
구축을 모색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개발, 일
하는 노년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노인의 
경제, 문화,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에서는 2020년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
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
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
출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여, 공익형 2,6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
며, 천안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노인
종합복지관, 아우내 은빛복지관, 쌍용 사회종합복
지관, 백석실버타운 등에서도 사회서비스형, 시장
형, 인력파견형 사업등 위탁사업을 실시하여 총 
3,336명의 시민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4].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정책과 함께 노인 스스로 일 건강 경제적 안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나가는 자세가 필수적
이다. 
 공공에서는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교
육 프로그램을 개인의 경력과 능력, 건강상태에 
따라 일자리를 세분화하고, 고령자도 새로운 지식
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고령자들의 일자리 연계가 일회성으로 끝
나지 않는 단계별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적응 
단계, 지속 단계, 안정 단계에 따라 고용주와 고
령 취업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야한다. 고령 취업자가 주어진 업무
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어진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연금, 의료비 
등의 복지관련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
한 경제적, 사회문제를 초래 할 수 있다.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는 단순히 복지적 차원을 떠나 노
동시장 성립의 전제로서 고령인력을 하나의 상품
으로 인정하고 산업인력 수급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고령자들이 산업현장에 부합하
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개발의 기회
를 확대하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서 다른 근
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
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일과 복지의 분리보다는 여전히 ‘일’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고용복지전략이 중요하
다 하겠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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