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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effects of ‘Senior Employment Project’, 
implemented by government as a part of senior welfare policy, and at the same time  examine the 
situation that the seniors in modern Korean society face.  The questions to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s offered by Senior Employment Project? Second, how do 
the participating seniors perceive the labor practice and how are they satisfied?  And third, what kind 
of changes did the labor bring to the participating senior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selected the participants of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s the study 
subjects.  The public interest type is created by the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for the 
business area (environment, maintenance of order, facility maintenance, settling the pending issues of 
local community, etc.)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public services, and it corresponds to the public 
interests and is socially very useful.    Preferred by the low-income seniors with low workability and 
weak human resources, such as education, age, health, etc., this type would directly and visibly 
influence the low-income seniors’ process of labor and changes in lives.  Also,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tection project (street cleaning) was selected as the project subtype because it has 
been continuing relatively for a long time since 2000 around when the Senior Employment Business 
started, so that it would represent the effects of labor participation on the seniors.  Before 
participating, the seniors expected that this work will bring positive effects to the overall life.  They 
had financial, psychological, emotional, social, and health motives piled up.  In other words, they 
expected a financial abundance, decline in negative emotions, formation of close relationship with 
co-workers, and improved health, just like the project’s original intent; and the actual result displayed 
positive changes as expected.  Although the price for their labor was small, but they were able to 
make a better living with their economic resources.  Also, their negative emotions reconciled and 
positive emotions were generated, they experienced emotional changes and changes in social 
relationships, and changes in health.  
  By discussing about the relevance between Senior Employment Project and seniors based on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work sites of Senior Employment Project, this study is to provide help in studying 
the effects of Senior Employment Project, a macroscopic senior welfare policy, on the seniors in terms 
of concrete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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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연구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게 실질적으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처한 현실을 조명해보

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고찰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의 특성은 어

떠한가? 둘째, 참여노인은 노동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그 노동은 참여

노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사업 

참여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공익형 유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

으로 업무영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 공

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이다.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학력, 연령, 건강 등 

인적자원이 매우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선호하는 이 유형은 저소득 빈곤층 노인들의 노동과정 및 

삶의 변화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하위 사업 종류로 환경개선보호

사업(길거리 청소)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초기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장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노동참여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대변해 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사
업에 참여하기 전 노인들은 사업장에서의 일이 삶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건강상의 중첩된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업 본래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경제적 풍족, 부정적 감정의 감소, 동료들과의 돈독한 관계망 형

성, 건강의 증진을 예상했었다. 그러고 실제적인 결과는 예상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변화가 야기되었다. 
노동의 대가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노인들은 경제적 자원이 생김으로써 용돈과 생활비로 보다 여유롭

게 생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일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긍정적 감정이 생성되는 심리.정
서적 변화와 사회관계의 변화, 건강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과 노인의 관련성을 논함으로써 거시적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

인 경험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요어 :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유형(공익형), 환경개선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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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고령화’라고 단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13 한국의 사회동향’의 주제가‘고령화와 노인의 삶의 질’인 것만 보더라도 고령화에 대한 사회

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2.2%, 평균수명

은 81.2세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인구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기초

자치단체 지역 단위로 볼 때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

입한 곳도 적지 않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등 노인 4고
(苦)로 대표되는 노인 문제와 일자리, 여가, 자원봉사 같은 노후 사회참여 욕구 증가 등 우리사회의 많은 

과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노인소득보장정책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

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

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노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부

양부담 경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고, 4고(苦)로 상징되는 노인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었다. 2008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의료비 지

출에 대한 연구에서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정기적인 사회활동으로 사회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건

강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

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에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빈

곤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에서 근로능력이 가장 미약하고 학력, 연령, 건강 등 

인적자원이 매우 취약하여 저소득층의 참여가 가장 많은 유형인 공익형 환경개선보호사업(길거리 청소)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노동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사업과 참여 노인의 관

련성, 사업 참여노인의 삶의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노일일자리사업, 환경개선보호사업

장(길거리 청소)과 참여노인의 특성 등을 고찰하고, 사업 참여 전 노인들이 예상하였던 참여동기와 사업

장 특유의 노동특성에 기인한 참여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결국 이런 논의를 통해 노

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처한 현실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에게 실질적으

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처한 현실을 조명해보

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고찰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의 특성은 어

떠한가? 둘째, 참여노인은 노동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그 노동은 참여

노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위의 문제해결을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기존의 문헌연구를 살펴보고, 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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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하였다. 약 6개월 동안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일자리 공익형 환경개선보호사업(길거리 청소) 참여자들과 함께 일을 하

며 직접 사업현장과 참여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평소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하루에 두 명씩 약 한 달간 인터뷰를 통한 대면조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노인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으므로 운영담당자, 일자리 제공자(기관), 수혜자(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서울 광진구 중곡3동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

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거나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조사연구를 하지 못해 노인일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비교집단이 

없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한계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시된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논문은 

크게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참여노인의 사업만족도를 다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사업의 행정적. 제도적. 정책

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최재훈, 2004; 강성추, 2005; 권영보, 2005; 변재관.김창규, 2005; 최병원, 
2005; 황명화, 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설문지와 실태조사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사회전반에 대한 사업의 기능이나 사업이 참여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연

구는 사업 참여로 변화하는 노인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상의 삶의 영역을 사업의 효과성과 관

련지어 살피고 있다(홍석관, 2005; 임재영.이석원 2006; 김효정, 2007; 권구영.박공식, 2007; 권구영.최정

민, 2007; 최은희, 2007). 참여노인의 사업만족도를 다룬 연구 역시 설문에 의거한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의 하위영역에 대한 참여노인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다(박희진, 2005; 김현숙, 2005; 서소연, 2006; 
정경정, 2008).
  위의 연구들은 여러 일자리 유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공익형, 교육형, 복지

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의 5가지의 유형 중 2~5가지를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거시적 측면에

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조망하고 여러 유형의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각 

유형의 특수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연구대상을 피상적이고 일률적으로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과 설문지에 기초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사업과 노인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노동현장에 주목하지 못함

으로써 노동과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환경개선보호사업의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참여관찰과 심층

면접의 방법을 이용하여 노동조건 및 노동과정 등의 노동특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고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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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이러한 노동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인 환경개선보호

사업(길거리 청소)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의 관계를 보다 유기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노인일자리사업

  1)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징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사업운영 주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하나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981년 제정된‘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 2 및 

제45조 제2항)과 2005년 5월 제정된‘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노인복지 4대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260,000여
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2,815억원(국비기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2014년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이 제공하고자 하는‘노인적합형 일자리’는 일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노인

들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

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 제공되는‘사회적일자리’의 일종으로 일부는 시장 내에서 만들

어지는 자립형 일자리가 포함되나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

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로서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

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일컫는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발기준은 65세 이상의 참여희망자 중 기초(노
령) 연금 수급자로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으로서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60-64세인 

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다. 즉, 소득 면에서도 증가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

계가 증진되었고, 반면에 의료비 등에서 절감이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도 순편익이 발생해 경제적인 효

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일자리사업은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곤(2007)
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개인별 소득이 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참여가구의 빈곤율도 참여 전보다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함철호와 오혜연(2010)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배지영(2012)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전후의 

의료비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참여 노인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절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석원과 임재영(2007)은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연간 의

료비를 덜 지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더 큰 건강상의 증진이 있었음을 밝

혔다. 또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 6개월 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1천 828억원의 예산이 집행

되었는데, 의료비용의 감소가 295억 여원으로 나타나 부과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노인의 경제적 효

과성에 문제에 제기를 하는 연구도 있었다. 남기철(2008)과 이석민(2010)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이며 단기적인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장기적이며 소득창출적인 시장진입형 

보다는 예산 소모적인 공공형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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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 

 

형                          

 

설          

 

명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공익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공동작업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

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

비를 지원

       

 

유 

 

형
           

 

참여자 1

 

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비율

 

국고보조

 

월인건비

 

참여기간       

 

부대경비     

 

계

  

 

사회

  

 

공헌형

  

 

공익

 20

 

만원
 9~12

 

 

개월

14

 

만원(

 

예산 

 

범위 

 

내 

 

공익형12-14

 

만, 

 

교육.

 

복지형 14-16

 

만원탄력

 

적용가능)

 

 

연중일자리16

 

만원

 192-256

  

 

만원

 

공익형 

 

지역사회환경개선사

 

업은 

 

전년도 

 

시･

 

도 

 

사회공헌

 

형 

 

대비 

 

배정비율의 3% 

 

증

 

가 

 

이내 

 

추진

 

시･

 

도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

 

서울 

 30%)

  

 

교육

  

 

복지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   

 

연중
15

 

만원 (

 

예산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

 

도별 

 

사업량 

 

할당

 

공동작업형    -   

 

연중     180

 

만원  180

 

만원  

 

각 

 

시･

 

도별 

 

사업량 

 

할당

 

제조판매형    -   

 

연중     200

 

만원  200

 

만원  

 

각 

 

시･

 

도별 

 

사업량 

 

할당

 

 

수행기관 

 

전담인력 109

 

만원  11

 

개월        - 1,199

 

만원 -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즉,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생계비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자원봉사내지는 여가선용 등의 부차적인 

목적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목적인 생계유지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였다(김준환, 2010;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2013). 송부용 등(2012)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입형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근로와 생

산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형 사업의 증가

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진입형 등의 민간부분은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일용

직 형태로, 노인들을 노동시장에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문제의 이면에는 참여노인들의 

생산성 부족으로 인한 급여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였다(남기철, 2013).
  현재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의 유형은 아래 <표 1>,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

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과 인력파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2014년 

노인일자리 개요는 <표 3>과 같다.

              <표 1>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표 2>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2014년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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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서울 광진구 2014년 노인일자리 개요, 서울 광진구청

    추진기간 : 2014. 3. 1 ~ 11. 30. (9개월간)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대상인원 : 16개 사업 1,099명 (현 1,026명 참여 93%) 
                                                                        (단위 :명 /천원 )

  

  구 분          계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전담인력인건비   2013년
  목 표         1,099      947      152       8    1,032
  실 적         1,026      936       90       7    1,029
  예 산

      2,075,380
  (국:시:구=30:35:35)    1,869,880     133,500    72,000  1,925,000

           ○급여 :  ●사회공헌형=20만원+부대경비 , ●시장진입형-부대경비만 지원

    사회공헌형

  

 구분 수행 여부 근무시간           사업명       수행기관 정원(현원)

공익형

  구청
    월
  36시간

공원관리 도우미 공원녹지과  82  (50)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각 동 주민센터 278 (293)
아차산 유적지 청소 도우미 복지정책과  20  (20)
시설물 관리 도우미 시설관리공단  20  (21)

  위탁     월
  36시간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00 (205)
사서 도우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25  (25)
경로당 급식 도우미 대한노인회 광진지회  50  (50)

교육형   위탁     월
20-36시간

교육강사 파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40  (40)
시니어 강사 파견 대한은퇴자협회  60  (60)

복지형   위탁     월
  36시간

노노케어 도우미 사업 광진노인종합복지관  12  (12)
사랑 나눔 도우미 광진노인종합복지관  60  (60)
노노 케어 봉사단 대한노인회 광진지회 100 (100)

    시장진입형

  

   구분 수행여부 근무시간           사업명       수행기관 정원(현원)
시장형 위탁

 수요처

  기준
OK6070 아파트 택배(폐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30 (28)
경로당공동작업장 대한은퇴자협회  20 (19)

인력파견형 위탁
 수요처

  기준
시험감독관 파견 대한은퇴자협회  82 (22)
타오름 주례단 대한은퇴자협회  20 (21)

    시험감독관 파견 2014년 확대(50명-82명) : 수요처 확대로 사업량 변경

    당초 1,067명-1,099명(2014.6.27.)

  2)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특징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

한 일자리로 2014년도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의 종류는 <표 4>와 같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7)의 실

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연령이 높고 소득과 학력수준이 가장 낮으며,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사업에 참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기초

노령연금 수급권자임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액과 급여를 합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참여노인들의 소득보존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송부용,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형 사업

은 비중이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크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익형의 선발기준이 1순위가 경제수준, 2순
위가 신규참여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월 36시간을 근무하며, 월 20만원 내외(시간급으로 계산)의 급여를 

받으며 연 9-12개월 이내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2013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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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미래세대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

 CCTV상시관제사업 
◦학교 내･외부 설치된 카메라(CCTV)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요청을 담당하는 사업

2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수거 및 물품제작 등 재활용사업

3  녹색환경 관리지원

 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자전거전용도로 내 전용보관소 등 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친환경 EM활용사업 ◦유용미생물(EM) 활용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도시농업환경관리사업

◦도시 공동주택 내 미니텃밭, 화초 관리지원, 유기순환운동, 
  공용농장 및 텃밭 보조 관리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환경증진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 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지원사업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5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철도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 및 철도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승강기이용안전을 위한 계도사업 등)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인식

   확산(캠페인), 학교주변 순찰 및 안전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 

6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

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사업

7 기타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세부사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공익형 사업 

  2007년부터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길거리 청소와 같은 공익형사업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노인강사와 같은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

업 가운데 일자리 수만 많이 차지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공익형의 비중을50% 이하로 줄이고 

교육복지형과 자립지원형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2014년도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보건복지부). 

              <표 4>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종류, 2014년도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단의 수나 참여자의 수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환경개선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내용이 거리, 도로변, 마을, 
소공원 등 거리환경개선 같은 단순 업무여서 고연령 노인의 참여가 용이하고, 특정 수요처가 없더라도 

다수의 인원을 투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유태균, 2011). 그러나 공익형 참여노인들 입장에서도 환경개

선 사업 등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 이들의 생활에 활기를 주고 기여를 통한 보람을 얻게 

한다(이경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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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집행과정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의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도 다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 상 문제점 ①
노인일자리 참가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문제점, ②노인일자리 참가사유, ③노인일자리 참가자 선정에 대

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참가자의 건강상 문제

   현재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은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은 반 정도에 불

과하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자가 전체의 반을 넘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 

50%, 나쁨이 50% 정도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보건통계에서 노인인구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

므로, 건강에 대한 인식은 향후 일자리사업 참여를 위한 허수가 많을 것이다. 참여자의 객관적인 건강정

보가 부재한 상태이며, 참여자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많고, 평균적으로 일자리 참여자들의 연령이 고

령이어서 지병 및 관절 등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 치매가 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막무가내적인 주장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다.

   <2>. 참가사유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사유는 생계형인 경우가 가장 높고 이들에게 있어서 소득창출은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

는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집행기관인 행정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 

중 건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사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해도 참여자와 보호자들도 당장 돈이 필요해 문제

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번 참여하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며, 이들에 대해 생활문제가 있어 

중단시킬 수도 없다.

   <3>. 참여 대상자의 기준 설정 준수

   현재 공익형은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그러나 간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잘못된 파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양호한 노인들이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없다. 공익형은 교육형이나 복지형에 비해 업무가 비교적 

단순해 선호도가 높다.

                               제 3 장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광진구 중곡3동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인 환경개선보호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노인 20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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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도구

  본 조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공익형 환경개선보호사업 참여노인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질을 조사해보았다. 삶의 질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함에 있어서 가

치 있고 성공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며, 현재 상황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노던일리노이 대학교(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건강 

자가측정척도(HealthSelfRating Scale)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평가하는 현재의 건강상태 

1문항, 1년 전과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1문항, 일하면서 느끼는 건강상태의 문제를 평가하는 1문항, 동년

배와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1문항의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

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경제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배진승(2010)의 노인의 생활환경 만족도와 관련요인 연구에서 사용

한 주관적 경제상태 측정도구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Medley(1976)의 척도를 김종숙(1987)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 4개와 부정적인 문항 4개로 구성된 총 8문항의 척도이다.
   자아존중감를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역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척도이

다. 
  위의 모든 척도들은 문항의 구성만을 이용하고 측정을 계수화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설문지의 신

뢰도 문제이었다. 설문지 작성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 공무원의 입회

하에 중곡3동 주민센터 건물 내에서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글자 크기를 크게(16 포인트)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평균 연령 75세의 참여노인들은 시력저하와 글자 해독능력 부족으로 설문지의 문항을 읽고 작성

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회복지 담당자가 앞에서 문항을 크게 읽어주고 일반인 5명이 중간 중간에 도움을 

주어 작성하였다. 하지만, 참여노인들은 동료의 눈치를 보고 차년도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 마

음에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와 상응하도록 교묘하게 응답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사업참여 동기와 사업 참여 후 삶의 변화는 인터뷰를 통한 일대일 

대면조사에서 표출된 결과로 일반 설문조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밝히고자 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1. 환경개선보호사업의 노동 특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

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공익형 환경개선보호사업(길거리 

청소)의 특수한 노동조건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건 역시 다른 유형에서

의 시간과 임금 등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노동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심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길거리 청소작업은 일반 가정집. 점포 앞을 청소하는 것보다는 작업의 강도가 높다. 매일 아침 9시부

터 10시까지(하절기 8시30분부터 9시 30분) 1시간 동안 평균 약 1.8 Km (약 3,200보)를 걸으면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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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참여노인은 보행능력이 좋아야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수 없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므로 허리에 문제가 없어야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빗자루를 사용하므로 손

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즉, 요통이나 어깨 결림, 손목 관절염의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 질환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무단 투기된 상한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위도 좋아야 한다. 
   길거리 청소작업의 대상물은 주로 담배꽁초, 명함형 전단지, 무단 투기된 음식쓰레기 등으로 배수구

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처리하기 위해 배수구 망을 후벼 파는 작업과 얇아서 길바닥에 찰싹 달라붙은 명

함형 전단지, 비에 젖은 낙엽 수거는 참여노인의 손목에 많은 무리를 준다. 또한, 넓은 도로에서의 청소

는 자동차의 잦은 운행으로 항상 주위를 살피는 세심함을 필요로 한다. 도로 주변에 주.정차한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뒤에서 작업을 하는 노인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고 주차된 자동차

가 출발한 자리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그 구역으로 진입할 때 다른 자동차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 진입을 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업하는 노인들은 항상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서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을 가진 노인들은 세심한 부분까지 청소작업을 하거나 무기 투기된 쓰레기를 임

의로 처리하는 작업을 함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일정구역을 보행하면서 정해진 

작업을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주차된 차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작업

시간을 넘기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노동강화가 발생한다.

 2. 조사대상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환경개선보호사업 참여노인의 수는 총 20명으로 남성 9명, 여성 11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적게는 69세부터 85세까지이며 대부분 70대 중반으로 80대 노인도 2명이 참여

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약 74세이다.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았고(8명), 교육수준은 무학 5명, 초등학교 

8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명, 대학교 1명으로 무학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동거중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9명).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 상태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생

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차이가 없어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을 분

석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70세-7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 상태는 80세 이상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생활만족도는 75세-80세, 자아존중감은 70-7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들의 참여자 종교에 따른 삶의 질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사업 참여동기와 사업 참여 후 삶의 변화

  1) 경제적 동기와 경제적 변화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하게 된 동기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생계비나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불

안정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일부 노인들만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가구 소득이 

있거나 다른 가족의 보조로 인해 생계비가 비교적 보장되고 있는 노인들은 일을 하게 된 이유로 용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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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식들에게 다달이 정기적으로 또는 생일이나 명절 때와 같은 특정시기

에 매우 적은 금액이었지만 용돈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용돈을 벌고자 했던 이유는 본인들이 

번 돈은 자식들이 준 돈과 달리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었고, 마음 편히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받

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인들은 용돈을 주는 자식들에게 내심 미안함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노인들은 가구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보조도 받지 못하거나 보조를 받더라도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

는 적은 금액만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을 통한 수입

을 생계비에 보태 쓰려는 목적으로 작업장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은 경제적 소득을 얻게 되며, 이를 생계비와 용돈으로 이용하

였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있어 수입사용의 1 순위는 생활비였다. 경제적으로 어

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참여로 발생하는 수입은 노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생계비 걱정

을 비교적 덜 하는 노인들은 수입을 용돈으로 이용하였고 이는 소비증가로 이어졌다. 이 노인들의 소비

영역은 가족들을 위한 소비와 본인을 위한 소비로 구분된다. 가족들을 위한 소비목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손자.손녀에 대한 지출이다. 이는 손자.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그들을 위해 적

금을 붓고, 학자금에 보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신들이 손수 번 수입으로 손자.손녀를 위해 사용하

는 것에 대해 참여노인들은 매우 기분이 좋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편한 기분을 가질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손자.손녀에 대한 지출 외에도 가족과의 외식비용을 낸다던지, 가족들의 생일이나 특

정한 일이 있을 때 용돈을 주는 등 가족들을 위해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사용하였다. 가족을 위한 소비

는 가족관계의 개선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가족들을 위해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족 내 

위상이 좋아졌고, 가족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야기되었다고 하였다. 이 노인들은 가족들을 위한 

소비 외에도 임금 중 일부를 본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본인들의 수입으로 지출함으로써 본인들

의 욕구를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지출은 노인의 삶의 질을 조

금이나마 향상시키고, 노인들에게 보다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소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저축 또

한 노인들의 소비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저축을 함으로써 후에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덜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월급의 저

축은 노인들의 정서적 만족감 증가와 부정적 감정 제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2) 심리.정서적 동기와 심리.정서적 변화

   경제적 이유와 비슷한 비중으로 노인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심리.정서적 이유 때문이라고 대

답하였다. 일을 함으로써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심리.정서적으로 긍정

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을 하기 전 노인들이 부정적으로 느꼈던 감정은 

심심함, 외로움, 잡념과 같은 것이었다. 이들은 역할 상실로 인해 일상에서 심심함을 느끼고 있었다. 가
족과 함께 거주하는 할머니는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할 일이 없어 무료했고 독거노인의 경우에

는 식구가 없어 살림하는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할 일이 없어 심심함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일을 시작한 노인을 제외한 모든 독거노인들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노

인들이 일을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민이나 잡념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노인들은 주중에 매

일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월 36시간 공익형 환경개선보호사업(길거리 청소)의 노동을 한

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매일 하루 일정시간에 나누어 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동기와 더

불어 심리.정서적 동기도 노인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비중이 있는 동기였으며, 경우에 따라 경제적인 

동기보다 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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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작업 참여를 통해 변화하였다. 비록 매일 아침 1시간의 노동이지만 일을 시작

하고 난 후, 스스로 규칙적이고도 새로운 일과를 만들거나 동료 참여들과 어울림으로 그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쓸쓸함, 심란한 감정을 느낄 새가 없도록 만들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잡념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 역시 일을 통해 감소나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노인들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이 굴곡 있는 가정

사의 기억과 조만간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감소나 해소되고 다양한 차원의 긍정적 감

정이 생성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일은 노인들의 심리.정서적인 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

다.

  3) 사회적 동기와 사회관계의 변화

   노인들 대부분은 자녀들을 따라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고 이주 이전에 비해 활발한 사회관계를 맺

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일부 노인만이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관계를 맺고 돈독하게 지냈을 뿐, 나머
지 다수의 노인은 활발하지 못한 사회관계를 맺고 있었다.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과 만나는 비교적 손쉬

운 방법은 동네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참여노인들 중 일부만이 경로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뿐, 현재 경로당에 다니고 있는 노인은 단지 한 명에 불과하였다.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로당의 분위기가 자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경로당에 다녔었던 소수의 노인들은 물

론, 다닌 경험이 없는 노인들도 경로당을 노인들이 모여 화투나 치고 담배 피고 술만 마시는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퇴폐적인 곳에는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참여노인들은 작업 시작 시간보다 

항상 일찍 작업장에 나왔다. 일을 나오면 다른 참여노인들과 대화를 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들에게 사업장은 다른 노인들과 의사소통과 같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되었고, 이들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동료노인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제한된 사회관계를 맺고 있던 노인들은 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기회가 확대됨으로 이전보다 활발한 사회관계를 맺는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작업 중간

에 가지는 휴식시간에 미리 준비해온 간식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때로는 개인적인 조언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였고, 작업 후 다시 만나는 모임을 통해 더욱 더 활발한 사회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4) 건강상의 동기와 건강상의 변화

   거리 청소의 일이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신체적인 건강유지나 개선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였다. 즉, 노동 강도가 약하여 일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작업을 하면서 걷는 것이 걷기운동이 되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빗질이 치매예방에 도움

이 되는 손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은 일을 함으로써 활동량을 

늘려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을 통해 활동량을 늘리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몸을 고되게 만들어서 잠을 잔다는 것과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과는 차이가 나지만, 
일을 함으로써 불면증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건강개선의 의

도를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근심과 같은 걱정거리가 없었던 노인들은 경제적, 심
리.정서적 이유가 아닌, 건강상의 이유가 참여하게 동기로 작용하였다.
  노인들은 일을 하기 전,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여러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노인들의 질환은 중, 장
년기에 걸쳐 또는 노년기에 와서 발병되었는데, 이러한 지병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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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으며 그 밖에 내과질환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계 질환으로는 뇌졸중, 고혈압, 협심

증, 고지혈증, 근골격계 질환은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그리고 내과질환은 위염과 간의 질병 등이었

다. 노인들은 저마다 한 개에서 여러 개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한 

달이나 두 달의 주기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질환

들은 노인들의 노동활동에 큰 제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은 노인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

쳤다. 이러한 질환은 노인들이 이동이나 활동을 할 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행동

에 제약을 주었다. 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던 노인들도 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약을 복용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외 내과질환을 가진 노인들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며, 복용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증상도 통증을 유발하긴 하지만 노인들의 행동에 제약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
러나 일자리사업 참여 후에는 질환의 고통이 반감되는 현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실제로 병원에 가

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매일 규칙적으로 보행운동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유형인 환경개선보호사업의 노동현장, 노동조건, 노동과정, 노동

특성과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삶을 사업참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노인일

자리사업이 노동이라는 매개로 참여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환경개선보호사업(길거리 청소)의 노동조건은 단순하고 짧은 시간 근로와 그에 상응하는 적은 임금이

지만 임금을 넘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였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 노인들은 사업장에서의 일이 자

신의 삶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 건강상의 중첩된 동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업 본래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경제적 풍족, 부정적 감정의 감소, 동료들과의 돈독한 관계망 형성, 건강의 증진을 예상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사업참여 후 실현되어 실제적인 결과로 표출되었다. 노동의 대가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노

인들은 경제적 자원이 생김으로써 용돈과 생활비로 보다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일을 

통해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다양한 차원의 긍정적 감정이 생성되는 심리.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

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제한된 사회관계를 맺고 있던 노인들은 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새

로운 사람과 만나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전보다 활발한 사회관계를 맺는 변화가 있었다. 일자리사업 참

여 후에는 질환의 고통이 반감되는 현상을 몸소 체험하고 실제로 병원에 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특히 환경개선보호사업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개별적 이익을 중심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노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평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2007년부터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길거리 청소와 같은 공익형사업

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노인강사와 같은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일자리 수만 많이 차지하고 사회적 유용

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익형의 비중을50% 이하로 줄이고 교육복지형과 자립지원형 사업을 확대하고

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취약한 소득보충 기능을 보강

하는 동시에 일자리 사업이 한시적 소득 확보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참여하는 노인들을 

위한 민관합동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민간으로부터 참여지원을 받아 9개월 간 정부에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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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하고 나머지 3개월간은 민간이 지급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적게나마 실질적인 소득유지

가 가능하도록 하여야겠다. 셋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강한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들에게 적은 임

금을 넘어설 수 있는 생활양식의 기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동료와의 관계를 강화하

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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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노인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어르신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평소 어르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차승목(핸드폰 번호 : 010-5553-8410

01. 어르신의 연령은? (만 나이로)____________세 (19_____ 년도 출생)
02.  어르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03. 어르신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이상

04. 어르신의 결혼관계는? ① 결혼  ② 미혼  ③ 별거/이혼  ④ 사별
05. 어르신의 총 가족구성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__________명
06. 어르신께서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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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혼자  ② 배우자(부부끼리)와만  ③ 배우자 및 자녀(손자.손녀 포함)
    ④ 자녀(손자.손녀 포함)  ⑤ 친척  ⑥ 친구  ⑦ 기타
07. 어르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
08. 어르신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① 신경통, 관절염  ② 고혈압, 저혈압  ③ 빈혈  ④ 위장병  ⑤ 당뇨병

    ⑥ 암  ⑦ 치아약화  ⑧ 간 질환  ⑨ 천식, 폐렴  ⑩골절, 탈골, 디스크

    ⑪ 심장병  ⑫안(눈) 질환 및 시력 약화  ⑬신장(콩팥) 질환  ⑭중풍

09. 어르신께서는 한달에 평균 몇 번 의료기관(병원)에 가십니까?
    ① 거의 방문하지않는다  ② 1-2회  ③ 3-5회  ④ 6-9회  ④ 10회 이상

10.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② 돈이 필요해서  ③ 건강유지를 위하여

    ④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⑤ 사람들과 사귈 수 있어서

11. 어르신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일의 나이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쉽다  ② 쉽다  ③ 어렵다  ④ 매우 어렵다

12.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셔서 번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 개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① 생활비  ② 약값 및 의료비  ③ 자녀 보조  ④ 손자. 손녀 용돈  ⑤ 경조사비  ⑥ 저축  

    ⑦ 경조사비 (부조금)  ⑧ 문화 활동비  ⑨ 개인 용돈  ⑩ 기타
13.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대체로 좋아졌다  ③ 차이가 없다  ④ 조금나빠졌다   ⑤ 아주 나빠졌다

14.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기 전과 비교하여 외로움이나 자신감 등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대체로 좋아졌다  ③ 차이가 없다  ④ 조금나빠졌다   ⑤ 아주 나빠졌다

15.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기 전과 비교하여 

   가족(배우자, 자녀)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대체로 좋아졌다  ③ 차이가 없다  ④ 조금나빠졌다   ⑤ 아주 나빠졌다

16.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기 전과 비교하여 

    사회생활(친구, 이웃)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대체로 좋아졌다  ③ 차이가 없다  ④ 조금나빠졌다   ⑤ 아주 나빠졌다

17. 어르신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기 전과 비교하여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② 대체로 좋아졌다  ③ 차이가 없다  ④ 조금나빠졌다   ⑤ 아주 나빠졌다

※ 각 질문에 해당되는 칸에 ○ 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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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전혀

그 렇 지

않다

별로

그 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사람

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쉽게 갖는

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주관적인 경제상태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태는 10년전과 비교해 

나아졌다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경제적 상태는

좋은 편이다

현재의 경제상태에 만족한다

■ 주관적 생활 만족도

               문             항

전혀

그 렇 지

않다

별로

그 렇 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이 너무 단조로워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가끔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마음이 뿌듯할 때가 많다

앞으로 즐거운 날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산다

매일 하는 일들이 보람이 있다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게 느껴진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 자아 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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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