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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정책은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던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

책흐름 3가지가 정책선도가의 주도 아래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결정된다. 그러나 한가지 

흐름 특히, 정책대안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다만, 3가지 흐름이 완전히 결합하지 

않은 만큼 정책결정은 미완성이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문제흐름과 정치흐름

은 있지만 준비된 정책흐름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불충분한 채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

의 정책변동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

리사업의 근거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대안마련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제

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화

합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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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정책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기 어렵

고 오히려 모호함(ambiguity) 속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Kingdon, 2014; Zahariadis, 

2014).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Model)에 따르면1),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더라도 정책결정가는 

수없이 많은 주요 현안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문제에 집중할 수 없다. 정

책결정가가 특정 현안에 주목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문제흐름을 인지하였더라도 면밀하

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제약이라는 급박함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보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선호하는 대안을 관

철시킨다. 그 결과 최적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좋

은(good)' 대안이면 채택될 수 있다(Zahariadis, 2014; 26~37). 정책문제가 복잡하면, 결

정의 최적화가 아닌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도(이종범, 2005) 유사하다.

이와 같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ies)'아래, 

각각의 역학(dynamics)과 규칙(rule)에 따라 흐르던 문제흐름(problem stream), 정책흐

름(policy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이 강력한 사건이나 정치흐름의 변화(행정

부 교체 등)를 통해 정책선도가(policy entrepreneur)의 주도로 결합(coupling)하여 정책

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서 추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Riddle, 20092); Kingdon, 

2014; Zahariadis, 2014). 그러나 3가지 흐름 중 한 가지 흐름이 명확하지 않아도 정책이 

결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3). 물론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이 있고 정책흐름이 부족할 경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현재

는 정책이 결정되는 전체 전 단계(의제설정, 정책결정. decision making, 실행. implementation)를 

설명하는데 활용되며(김주경･현재은, 2014; Zahariadis, 2014; 44), 공공정책결정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Sabatier, 1999; John, 2003; Zhu, 2008 재인용). 최근에는 선진국가뿐 아니라 아

시아와 저소득 국가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Zhu, 2008; Riddle, 2009; Hayle, 

2015) 연구분야도 보건의료, 환경정책(Clark, 2004; Simon and Alm, 1995; Solecki and Shelley, 

1996), 기후변화정책(Fisher-Vanden, 1997), 교통정책(Lindquist, 2006), 건강정책(Sardell and 

Johnson, 1998; Odom-Forren and Hahn, 2006), 국가간 정책결정 비교(Zahariadis 1992; 1995; 

Zahariadis and Allen, 1995), 국가원조(Travus and Zahariadis, 2002), 교육(Lieberman, 2002) 등에 

적용되고 있다(Riddle, 2009; Lie et al., 2010; Zahariadis, 2014; 50~51).

2)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Cohen et al.(1972)의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쓰레기통 모형과는 달리 정치흐름과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지원, 2009; 허만형･정주원, 2012; Zahariadis, 2014).

3) Kingdon 역시 3가지 흐름이 결합하면 정책의제가 설정되거나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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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Teodorovic, 2008; Zhu 2008; Riddle, 2009; Liu et al., 2010). 다만, 최적의 대안

이 채택되지 않은 만큼 정책실행상 문제가 발생하여 불완전한 정책결정이 되기 쉽다.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띤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노인복지서비스 가운데 가장 인

지도가 높은 사업으로4) 성장하였다5). 그러나 2015년 1월 갑자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

업으로 전환되었다6). 정부는 그 사유를 “노인일자리사업이 생계 목적의 근로와 사회봉

사 목적의 공익활동이 혼재되어 사업 정체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보건복

지부, 2015a). 물론 이와 같은 정책변동은 100세 시대 노인의 활기찬 사회활동을 지원해

야 하는 노인복지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갑자

기 바뀌면서 현장과 학계의 혼선이 발생하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머니투데이, 2015.3.1; 한국시니어클럽협회, 2015). 지난 10여 

년 동안의 관성과 정책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노인문제나 노인일자리사업

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 근거는 3가지이다. 첫째, 일명 

‘근로자성’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자원봉사로 바꾸는 미봉책에 그쳤

다. 그 결과 정책이 변동된 후에도 수행기관은 여전히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한국시니어클럽협회, 20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외, 2015; 한국노인복지

관협회, 2016).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고려하

면, 비교적 소득이 높은 시장형 사업을 확대･내실화하여 빈곤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하

였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의 정책변동에서 시장형 일자리의 질적 성장은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못했고7), 2016년에야 반영되었다. 셋째, 2015년의 정책변동은 노인복지의 큰 

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과 정책수정의 당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정책이 변동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의원과 수행기관의 주도로8) 문제해결을 

하였기 때문에(Kingdon, 1995; Riddle, 2009 재인용) 반드시 3가지 흐름의 완전결합을 가정하는 것

은 아니다.

4) 노인의 정부사업 인지율은 노인일자리사업이 68.8%로 가장 높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62.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1.8%, 치매조기검진서비스 41.3%, 노인보호전문기관 22.7%, 치매예방 

프로그램 22.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18.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정경희 외, 2012).

5)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3.5만개) 시작되어 2015년 35.8만개로 10배 이상 증가

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6). 

6)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는 전년도 11~12월에 배포되는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2015년 3월에 공식 배포되어 수행기관과 노인의 불만이 커졌다(머니투데이, 2015.3.10).

7) 시장형사업(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의 모든 수행기관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만 있

다(보건복지부,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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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게 되었다. 3가지 흐름 중 한 가지 흐름이 부족해도 정책이 결정될 수 있지만

(Teodorovic, 2008; Zhu, 2008) 3가지 흐름이 동시에 모두 결합할 때만 바람직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데(Zahariadis, 1999; Riddle, 2009 재인용)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대안

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2015년 말에

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이 입법발의되었다9). 그러나 K법인이 임시총회

를 개최하여 법안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백세시대. 2015.12.4.), 노인일자리사업을 개선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복지정책의 특성상 국회의원과 정책결정자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총선 당시(2016. 4. 13) 정당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10) 내년 

대선에서도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나 노인 표를 

얻기 위한 미끼정책이 아닌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동인할 수 있는 정책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 이후의 과

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결정이나 변동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사회복지정책연구는 4대 사회보험 통합(김지원, 2009), 사회

복지사업법 개정(박윤영, 201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지호, 

2012; 전성욱, 2014a; 이광재, 2011; 이진숙･조은영, 2012) 그리고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정우철･우창빈, 2015)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정부부처, 

노인일자리사업 중앙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청, 선행연구, 주요 일간지를 

활용하였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택하였다.

8)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화와 시니어클럽의 과제｣(2015.9.8. 국회의원 김정록, 김성수 의원 공동주

최,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2015.10.20. 국회의원 이명수 주최)

9)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2인. 2015.8.19.’,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 의원 등 10인. 2015.10.30.’,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 의원실 등’가 입법발의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의안. 최종접속일. 2016. 

3.10.). 

10)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매년 노인일자리를 10만개씩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새누리당, 2016. 2.23), 국민의 당은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경향신문, 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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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분석틀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tiple Streams FrameWork)

다중흐름모형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었다(<그림 1> 참고. Zahariadis, 2014: 31). 첫

째, 문제의 흐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일부가 어느 순간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게 됨으로써 조직된 무질서 위로 떠오르게 된다(김지수 외, 2012). 이렇

게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정부결정가의 관심에서 비롯되며, 정책결정가

의 관심은 사회지표(고속도로 사망률, 질병발생률, 소비자물가 등)나 위기, 재난 혹은 관

심집중사건(focusing event)이 발생할 경우 주목받게 된다. 또한 정부 관료들은 프로그

램이 계획대로 운영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 입법가 등의 평가와 자문

을 받고 이러한 환류를(feedback) 통해 문제에 주목하게 한다(Kingdon, 2014: 90~101; 

Birkland, 1997; Jones, 1994; Zahariadis, 2014 재인용: 32). 그러나 지표가 자동적으로 

문제로 인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에 대한 지각적 혹은 해석적 요소(perceptual, 

interpretive element)에 따라 주목받는다(Kingdon, 2014: 94; Zahariadis, 2014: 32). 

둘째,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국민 여론의 변화, 행정부 또는 입법부 등 정권의 

변화, 이익집단의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적 분위기는 해당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도 이러

한 국가적 분위기를 반영해 주제를 설정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창구이다. 정부 관료는 

이 분위기에 반응하기 위해 국민들에 대한 설문이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정한 의제

가 빨리 제도화되도록 촉구하거나 회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특히, 강력한 대통령제

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선과 새 정부출범이 강력한 정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수 외, 2012; 권석천･장현주, 2015; Zahariadis, 2014).

셋째, 정책의 흐름이다. 정책은 문제해결책으로써, 정책초기단계(primeval soup)에서 

많은 대안들이 제안되더라도 기술적 실행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과 가치수용성

(value acceptability)에 따라 극소수의 대안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Kingdon, 

2014; 131~13211)). 정책은 주어진 정책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정부관료, 국회의원, 연구자, 분석가 등)에서 모색되고 대안의 범위가 좁혀

11)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기술적 실행가능성은 다차원적인 개념

으로써 법, 행정, 재정,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가치수용성도 

관점, 이데올로기, 정치적･국가적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가치수용성을 정치적 수용가능성(political acceptability)으로 보기도 한다(Weir, 1992; 

Rabe, 1996; Shaw, 2000; Huoston and Richardson, 2000; Zhu,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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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협소한 정책공동체 내에서 이뤄지며 중앙집권적 결정구

조를 띤 한국적 상황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형성과정을 주도한다(김

지원, 2009; Kingdon, 2014; 117; Zahariadis, 2014; 33). 

<그림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자료) Zahariadis(2014: 31)

넷째, 이와 같은 3가지 흐름은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역학과 규칙에 따

라 이어지다가 특정 시점에 3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면 추진된다

(Riddle, 2009;  Zahariadis, 2014). 정책의 창이 열리는 특정한 시점은 강력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흐름(행정부 교체 등)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혹은 사회문제에 대한 

절묘한 정책대안이 나타날 때이다(Baumgartner and Jones, 1993; 29: 권석천･장현주, 

2015 재인용: 340; Zahariadis, 2014). 그러나 어떤 흐름 사이의 결합이 언제, 어떻게 정

책의 창을 열게 할지, 어떻게 정책이 산출될지는 획일적이지 않고 선형적(linear)이지도 

않다(Teodorovic, 2008; Ridde, 2009). 

끝으로 이렇게 3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책선도가의 역

할이 중요하다. 정책선도가는 자신의 모든 자원(전문성, 권력, 공식적인 권한, 시간, 에너

지 등)을 동원하여 정책의 방향이 자신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또는 집단(Zhu, 2009; 316; Zahariadis, 2014; 3512))으로써,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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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고 있는 3가지의 각 흐름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결합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시

도한다. 만일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미흡하면 문제흐름이 정부의제가 될 수는 있어도 결

정의제가 되기 어렵고(전성욱, 2014a; Lie et al., 2010), 모든 정책선도가가 성공하는 것

은 아니며, 그들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잘못된 정책의 창을 활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도 한다(Zahariadis, 2014; 34~35). 한편, 정책선도가가 정책결정과정 중 특정 과정에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Golden, 1998; Kerwin and Furlong, 2011; Rinfret, 2011; 

Rinfret and Furlong, 2012; Yackee and Yackee, 2006; Cook and Rinfret, 2013 재인

용), 정책결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Cook and Rinfret, 2013). 

2. 선행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주된 흐름은 연구마다 다르다. 구체

적으로 보면 첫째, 쓰레기통 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차이점인 정치흐름의 중요성을 보

인 연구가 있다(김지원, 2009; 이광재, 2011, 이지호, 2012; 이진숙･조은영, 2012; 정민

경･이병량, 2014). 문제흐름이나 정책흐름보다 노인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근정책’의 일환으로 의제화되고 결정된 기초노령연금정책과(이지호, 2012)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복지론이 선별복지로 전환되고 여당의 절충안 제시와 그에 따른 반대의

견 설득, 여론과 선거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강행처리하면서 결정된 기초연금법에 대

한 연구를 들 수 있다(전성욱, 2014b).

둘째, 다중흐름모형이 강조하는 정책선도가(Zahariadis, 2014; 43)의 중요성을 보여준 

연구도 많다(허만형･정주원, 2012; 성욱준, 2013; 김주경･현재은, 2014; 정우철･우창빈, 

2015; Lie et al.; 2010; Cook and Rinfret, 2013). 정책선도가가 정책의 목적과 가치, 

수혜자의 선호, 예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생색내기용 제도’로 무리하게 추진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김주경･현재은, 2014)과 이익집단이 환경보호기관의 정책결정 전반에 영

향을 미친 것을 보인 Cook and Runfret(2010)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정치적 흐름과 정책선도가의 결합을 보인 연구도 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문제 

흐름 속에 정책선도가가 ‘전자발찌=성범죄자에 대한 족쇄’라는 상징화 전략을 통해 제도

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각인하고, 정책선도가가 집권당으로 전환되는 정치흐름과 결합

되면서 법제화함을 보인 김지수 외(2012)의 연구가 해당된다. 

12) 주로 전문가, 입법가, 시민단체, 정당, 대통령, 정부부처,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익집단이 된다(김지

수 외, 2012; 258, 274; Cook and Rinfre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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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기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한편, 3가지 흐름이 모두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됨을 보인 연구가 

많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정치적 흐름 특히, 

대통령의 소극적 태도와 여당의 입장변화로 정책산출이 실패함을 보인 연구(전성욱, 

2014a), 같은 정책(DCRs)이라도 캐나다는 3가지 흐름이 결합해서 정책이 결정된 반면, 잉

글랜드와 웨일스는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은 있지만 정치흐름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례

(Hayle, 2015),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국가

적 분위기 조성과 박원순 시장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흐름도 중요했지만, 준비된 정책대안

이 결합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려 통과된 것을(정민경･이병량, 2014) 예로 들 수 있다. 

저자(연도) 분석대상 주요 역할

김지원(2009) 4대 사회보험 통합의 정책표류

정치흐름

이지호(2012)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정책결정

이광재(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정

이진숙･조은영(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결정과정

전성욱(2014b) 기초연금법 입법과정 분석

허만형･정주원(2012) 국회선진화법 개정과정 

정책선도자

김주경･현재은(2014)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결정과정

정우철･우창빈(2015)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성욱준(2013)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정

Lie et al.(2010) 지방정책의 결정과정

Cook and Rinfret
(2013)

환경보호기관의 정책결정

김지수 외(2012)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
과정 정치흐름과 

정책선도자
전성욱(2014a)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패

Zhu(2008) 중국의 제3섹터분야의 정책결정
정책흐름과 
정책선도가

정민경･이병량(2014)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책결정 정치흐름과 정책대안

양승일･한종희(2011) 사학정책변동
정책결정과 집행의 

상호작용

권석천･장현주(201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흐름

박윤영(20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Teodorovic(2008) 아르헨티나의 연방교육법

정책의 창Ridde(2009) 아프리카의 건강정책 개혁

Hayle(2015) 캐나다, 잉글랜드, 웨일스의 의약정책(DCRs) 결정

<표 1> Kingdon의 다중흐름이론을 적용한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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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가지 흐름의 일부만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거나(Zahariadis, 2007; 권석

천･장현주, 2015 재인용: 340) 정책대안이 부족하여 3가지 흐름이 결합하지 못한 채 급

히 개혁된 아르헨티나의 연방교육법도 있다(Federal Law of Education. Teodorovic, 

2008). 다만, 3가지 흐름이 불완전하게 결합하더라도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이 있어야 하

고, 정책대안이 부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정대안이 생존하고 선택되는 것은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 보다는 다른 정책과의 공존가능성(compatibility)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Liu et al.(2010)의 연구, 정책선도가가 실행가능한 정책변동(feasible 

policy change)을 추진한다는 명목아래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실행가

능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함을 보인 Zhu(2008)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3가지 흐름이 

완전히 결합하여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지만(기초연금. 전승욱, 2014b; Hayle, 2015) 부

분결합 특히, 정책흐름이 부족할 때도 변동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김주경･현재은, 2014; 

Teodorovic, 2008; Zhu, 2008; Riddle, 2009). 그러나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대안이 채택

되지 않은 만큼 정책실행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대안이 

선택되거나 실행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Zahariadis(1999)가 3가지 흐름이 동시에 모두 결합될 때만 바람직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고 한 것도(Riddle, 2009 재인용) 이런 맥락일 것이다. 정책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추

진되더라도 3가지 흐름이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 불완전하게 결합하는 것보다 합리적으

로 실행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이 비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합리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것이

다(Zahariadis, 2014). 

3. 제도적 배경: 노인일자리사업의 도입맥락 

2000년 이전에도 노령층을 대상으로 ‘일’을 제공하고자 하는 파편적인 시도들이 있었

지만(<표 2>참고)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의 일이다(남기철 외, 2008).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문제흐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중

반만 해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적었지만13) 1990년대 말 이후 노인들

13)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책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인

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 중 일을 

희망하는 비율은 10.2%에 불과하여(이가옥 외, 1994) 노인의 구직욕구가 높지 않았고, 노인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주요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더라도 노인의 근로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기 보다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제안하거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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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정경희 외, 2004) 혹은 기업이 채용하지 않는다는데

(연합뉴스, 1992.5.8; 1994.6.20; 1998.1.5; 뉴시스, 2003.11.21 등) 의견이 모아져 정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연합뉴스, 1991.8.6; 국

민일보, 2002.9.29; 한국경제, 2004.7.1714); 변재관･양철호, 2003; 보건복지부, 2004). 

구분 주요 내용 자료

노인의 
일자리 

욕구 증가

노인(65세 이상) 실업자 2.6배 증가 통계청 KOSIS(1997~1998)

노인의 근로희망비율 증가(78.8%)
김동배･이윤화(2003)
국민일보(2000.12.12)

노인의 85.9%가 경제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뉴시스(2003.11.21)
소일거리, 용돈마련 일자리 희망하는 노인 36.4%(주 
2~3일 근무. 수입과 무관)

2004년 전국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05), YTN(2003.3.15)

노인일자리 창출필요
국민일보(2002.9.29), 
오마이뉴스(2003.10.29)

부양의식 
약화

부양의식 약화
한국경제(2003.10.1.), 
국정브리핑(2004.1.20)

노후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 노인: 노후생활비는 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함 
38.8%
 - 비노년층: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함 73.7%

통계청 사회조사(2002), 변재관･양철호
(2003)

노인문제 
악화

(노인 4고)

복합적 노인문제 악화(경제적 문제 45.5%, 건강문제 
39.3%, 외로움･소외감, 가족의 푸대접 10.5%)

통계청 사회조사(2002)
노인여가시간(TV시청, 라디오 청취 60.6% vs 사회봉
사 1.4%)

노인 우울증, 노인빈곤, 노인자살 등 문제 악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매일경제
(2004.5.7)

고령사회 
진입

고령화 사회에 진입(2000년), 저출산 문제 악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

국정브리핑(2003), 
대통령비서실(2004), 김미숙 외(20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노인지출
증가

지난 10년간 의료비 8배 증가(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복지 관련 예산 6.9배 증가

<표 2>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된 공식･비공식 지표

자료) 국민일보(2000.12.12; 2002.9.29), 국정브리핑(2003. 10. 28; 2004.1.20), 김동배･이윤화(2003), 김미
숙 외(2003), 뉴시스(2003.11.21), 대통령비서실(2004), 매일경제(2004.5.7), 변재관･양철호(2003), 정경
희 외(2005), 한국경제(2003.1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통계청 사회조사(2002), 통계청 KOSIS, 
YTN(2003.3.15)를 바탕으로 작성함.

재성 외, 1994), 노령수당지급으로 인한 연령차별문제를 노인취업기회 확대로 완화하고자 제안되었

다(고철기 외, 1992). 당시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양 당이(정부와 민자당) 사회보장제도 개선안을 마

련하여 노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연합뉴스, 1991.3.28.) 계획과 서울시가 노인공동작업장

(16개)을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음을(연합뉴스, 1990.3.13) 소개할 뿐, 노인의 

구직욕구나 노인 일자리 확대필요성을 제시하는 신문기사는 많지 않았다. 

14)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 급선무(국민일보, 2002.9.29), 노인들도 돈벌고 싶다. 50대 이상 구직

자 4년새 17배 늘어(한국경제, 2004.7.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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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고령자일자리 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

되었지만 표류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노인취업지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더구나 노인의 4고(苦)인,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가 주

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노인이 소득을 올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외롭지 않게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국정브리핑, 

2004.1.22; 2004.8.25; 2005.12.19; 양철호, 2003). 특히,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형성되고(연합뉴스, 2002.7.18; 

국민일보, 2002.11.6.), 1990년대 초보다 의료비가 8배 증가하여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6.9배 증가하였다(김미숙 외, 2003; 변재관･양철호, 2003; 양철호, 2003; 대통령비서실, 

2004; 보건복지부, 200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경향신문, 2003.10.21). 더구나 저

출산 문제까지 겹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국가생산력,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어(김미숙 외, 2003; 대통령비서실, 200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정책결정가

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정책흐름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경제･사회문제가 심각해서 실업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

망이 핵심화두였다. 전국민 연금을 실시하였지만(1999년 4월) 국민연금의 역사가 일천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급여가 낮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노인의 소

득을 보충할 기제가 필요하였지만, 노인 부양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노인

에게 소득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자활사업을 도입하였지만, 노인은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자활대상에서 제

외되었다. 이에 2001년 민간에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CSC. 

현재 시니어클럽15))을 창설하여 노인자활후견기관으로써 역할하며,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노인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노인일자리사업)을 참신한 대안으로 부각시켰다(지은정, 

2013c). 

세 번째, 정치흐름을 들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6대 대선 후보 중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대통령 후보 공약에 포함되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정책의제가 되었다. 이회창 

후보는 공공근로의 성질을 띄는 특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일자리 제

공을 약속하였고,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노인이 큰 수익이 아니라도 보람과 

소일 할 수 있는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약속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매일경제, 

15) 노인일자리사업이 2004년에 도입되면서 시니어클럽이 주요 수행기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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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한국경제, 2002.12.22). 정책참여자 중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공약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포함되어 정책의제가 되고 소규모･분절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을 국가사업으

로 끌어올린 것이다. 또한 대통령 업무 보고시(2003.1.25.; 2003.4.4.)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노인일자리를 보고하며16) 노인일자리 2만개 창출로 구체화하였다

(보건복지부, 2003; 양철호, 2003).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될 수 있었던 정치적 흐름은 정

책참여자의 변동(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국정과제 선정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도입은 비교적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이 명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결정의 정치흐름

자료) 보건복지부(2003; 2004), 관계부처 합동(2003), 대통령비서실(2004),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YTN(2004.7.16), 고용노동부(2013; 2014), 양철호(2003)를 바탕으로 작성･편집함.

4.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하나의 정책이 도입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적합한 다중흐름모

형을 통해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을 연구하였다(<그림 2>와 <표 5> 참고).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다. 연구의 초점은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은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정책대안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수

16) 같은 해 10월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발족하여(대

통령 훈령 제111호. 2003년 9월 19일 개정발령. 보건복지부, 2003)

시기 주요 내용

2002년 12월 16대 대선공약으로 채택(노인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200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노인일자리 창출)

2003년 참여정부의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

2003년 10월
대통령정책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구성 및 산하의 ‘인구･고령사회대책팀’ 
발족 → 노인일자리창출방안 마련

2003년 10월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6대 과제 제시

2003~2004년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 실시(노동부 주관. 현재 고용노동부)

2003년 11월
노인 일자리마련 정책토론회 및 노인 사회참여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시니
어클럽협회 주관)

2004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수립 및 실천전략의 일환으로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수립 필요성 제시(노인일자리 창출 포함) 

2004년 2월
･노사정 합의로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체결
･범정부차원에서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2004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5.5만개 일자리 추가 창출 계획수립

2004년 8월 노인일자리사업 시범사업으로 출발(2.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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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의 압력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부처의 의지에　따라 

전환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노인일

자리사업 중앙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고서, 토론회, 통계동향 등), 통계청, 선

행연구, 주요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한편, 정책변동은 변화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 정책변동(정책이 부분적으로는 변동되

지만,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변동)과 급격한 정책변동(기존정책이 근본적으로 변

화하는 것)으로 분류하거나, 내용에 따라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종결, 정책승계로17) 

구분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정책혁신이나 현존하는 정책(법

률, 사업, 조직, 예산 등)을 완전히 소멸하는 정책종결은 많지 않고 대부분 정책유지와 

정책승계의 형태를 띤다. 정책유지는 정책내용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사업내

용이나 예산, 집행절차가 변경되더라도 정책의 기본특성이 유지되는 정책변동에 해당한

다(법률 등. 정정길 외, 2010).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사업목표, 사업명칭, 유형

17) 정책승계는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정정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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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업성격의 변화)도 정책유지의 한 형태로 정책변동으로 볼 수 있다.  

<표 4> Kingdon의 3가지 흐름별 세부요인 및 분석의 초점

구분 세부요인 분석의 초점 자료

문제흐름

지표(공식･비공식 지표)

정책결정가가 정책문
제에 주목하게 된 요
인･과정

･ 대 통 령 비 서 실 
국 무 총 리 실 , 
보건복지부

･ 한 국 노 인 인 력
개발원 자료

･통계청 자료
･선행연구 
･주요 일간지  

관심집중사건
(focusing event)

근로자성 문제 표출･확산

고용노동부 이관, 지방이양

환류(feedback)
예측하지 못한 결과

예산

정치흐름

국가적 분위기
정책변동을 추진하게 
된 요인･과정

행정부 교체

압력집단의 캠페인

정책흐름 대안생존의 기준: 실행가능성･가치수용성
대안의 경쟁과 생존과
정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가

정책의제, 결정의제가 되는 순간, 정책변동이 발
생가능한 기회, 주도적으로 역할한 주체

세가지 흐름의 불완전 
결합, 정책선도자의 
역할

정책산출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변동내용 정책산출물의 한계

Ⅳ. 분석결과

1.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흐름은 정책결정가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

써(Teodorovic, 2008), 정부관료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표

(indicators18))와 관심집중사건(focusing events), 환류(feedback) 그리고 지표에 대한 해

석을 통해 이루어진다(Kingdon, 2014; 90).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이 변동되던 시점에

는 지표보다 관심집중사건과 환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8) 지표는 정부나 국제기구(OECD, ILO 등)의 공식 통계자료, 실태조사와 같은 공식지표와 학술

연구자료나 정책보고서와 같은 비공식 지표가 있다(김주경･현재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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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

수없이 많은 문제 중 정책결정가가 특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표 그 자체

만으로도 충분하다(정부예산, 연구자료, 질병발생률 등. Kingdon, 2014; 90~93).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은 지표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례로 우리

나라는 노인빈곤률이 49.6%에 이르고(2013년 기준. <표 6> 참고) 노인우울과 자살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가 노인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소

득보장제도를 강화하거나 일자리기능을 강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7월 기초노령

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어 더 이상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크게 개선하기 어려

웠다. 이런 상황에서 남는 정책대안은 노인일자리사업이므로, 정부가 노인빈곤을 해결

하고자 했다면 비교적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확대･내실화하고 민간 

노동시장의 노인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을 것이다19). 하지만 2015년 정

책변동 당시 괜찮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장은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못했고, 2016년이 되어서야 반영되었다.

연도 2006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43.9% 47.0% 48.6% 49.6% 48.8%

<표 5> 연도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자료) OECD Statistics

2) 관심집중사건

정책결정가는 위기(crisis)나 재난과 같은 관심집중사건이 발생하면 문제에 관심을 갖

게 된다.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영화 도가니. 박윤영, 2013)이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김지수 

외, 2012)처럼 전 국민이 주목한 관심집중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교적 

오랜 시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정책결정가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 노인일자리사업의(공익활동. 20만원) 빈곤감소효과는 6.7%에(이석원 외, 2009)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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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심집중사건

근
로
자
성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신청

참여노인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신청→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미근
로시)과 가산수당(1.5배. 근로시)의 예산 추가마련 필요

최저임금 신청
･월 최저임금 준수 vs 최저임금 감액적용 주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활동시간 축소

퇴직금 신청
참여노인의 퇴직금 신청 증가. 12개월 근무할 경우에 필요한 퇴직금(1개월분 
추가 예산) 추가마련

근로장려금 신청
･참여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이로 인해 수행기관은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행정부담 가중
･미납입기간동안의 근로소득세 납입(340만원~1,800만원)

상
시
근
로
자
수

고용보험료율 상승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보험료 상승(0.25%→0.65%) 및 소급적용(3년)

장애인의무
고용률 준수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
수하거나(300명당 8명)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산전후 휴가기간 
임금지원중단

300인 초과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중단(수행기관
이 출산전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부담)

사용자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차이(수행기관/지자체/중앙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고용노동부로 사업이관, 지방이양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변동의 관심집중사건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 박윤섭(2014; 2015), 보건복지부(2015b)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4), 서
종식(2013), 지은정(2013b; 2015a),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 2013c; 2014e), 한국시니어클럽협회
(2015), 뷰스앤뉴스(2008.12.9), 조선일보(2015.3.6), 프레시안(2013.12.16),  OBS뉴스(2015.3.10)을 
바탕으로 작성함. 

(1) 근로자성과 관련된 민원

2010년까지만 해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자성은 정책적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전산통합으로 고용보험료

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지은정, 2015a) 참여노인이 EITC(근로장려

금)와20)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퇴직금, 월 최저임금 적용21) 등을 요청하면서, 근로자성

20) 2013년 세법개정으로 60세 이상 독거노인도 EITC의 정책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유형에 따라 

21~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지은정, 2013a).

21)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를(월 20만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니라, 월 최저임금(약 월 118만원. 2014년 

기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

금개정안(60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함. 백세시

대. 2009. 2.13)이 통과될 경우 노인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며 생계유지의 한계상황에 놓인 노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후퇴라고 반대하였다(프레시안, 2009.1.14). 그러나 한 축에서는 노인에게 

근로연령계층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실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낮춰 적

용하거나 제외해야 하고(백세시대, 2009.2.13.; 2015.3.27) 노인들도 평생 일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을 안 받아도 된다하여(오마이뉴스, 2007.5.25) 논란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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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22). 참여노인은 ‘노동을 하면 다 노동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지만(오마이뉴스. 2013. 7. 8),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

업이 복지사업이고, 사회참여의 한 형태이므로 노동관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

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행기관은 노동관계

법, 세법 준수에 따른 예산과 행정부담이 커져서(서종식, 2013; 박윤섭, 2014; 2015; 보

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지은정, 2013b, 2014a) 회의적이었다23). 

이에 수행기관이 특임장관 현장 방문시 문제점을 보고하고 제도개선안을 건의하며

(2012. 10; 2014. 6) 노인에 맞는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마련해 줄 것과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의 탄력 적용을 요구하였다(뷰스앤뉴스, 2008.12.9.; YTN, 2009.2.24.; 백세시

대, 2009.2.13.).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단체가 연합하여 국회의원에게 문제해결

을 강력히 요청하면서(대한노인회 외, 2014),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문제가 

공식화 되었다.  

(2) 고용노동부로 사업이관･지방이양

2010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가 진행되며 노인일자리사업은 유사중복사업

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2013년 제 4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와 2014~2018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 고용노동부로의 통합이 가시화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3;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2014; 지은정, 2015a 재인용). 그 결과,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주요 노인단체

의 주목을 받게 된다. 주관부처로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90%에 이르는 사회공헌형이 지

방이양되고, 시장형과 재능활용형이 고용부로 이관되면 더 이상 노인일자리사업의 주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요약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전

환하게 된 공식적인 사유는 사업정체성의 모호함이지만,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으로 인한 

제반문제와 고용노동부로의 사업이관 및 지방이양이라는 관심집중사건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22)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국경일에관

한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노동(관계)법의 보

호를 받게 된다(서종식, 2013; 박지순, 2013; 박윤섭, 2014; 2015). 

23)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일부 시에서는 근로소득(보수) 지급자료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

는 사유로 관내 수행기관에 340~1800만원 가산세를(2012년), 고용보험료율 상향조정 및 소급적용

으로 390~1,600만원을 부과한 것을(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b; 김정호, 2015; 박윤섭, 2014; 

2015; 지은정, 2015b)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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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류(Feedback)

정부관료는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환류(지출과 프로그램 운영경험, 평가, 민원 

등)를 통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

며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 특히 예상치 않은 결과(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거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정부관료는 해당 문제에 주목한다(Kindgon, 2014; 100~103). 노인

일자리사업도 성과측정이나 모니터링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예측하지 못한 결과 

① 정책목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 혼란이 야기된 사유는 정책목표를 소득보충과 사회참여의 

2가지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24). 이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보충 목표는 경제적

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서25) 근로라는 견해를 양산하였다. 근로기준법의 근

로자성 판단기준인 ‘임금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조항과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업기준(박지순, 2013; 지은정, 2015b)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보충이 경제적 의미를 가

지고 있다고 해서 정규 노동시장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일에 대한 노인의 

욕구와(남기철 외, 2008) 복잡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이

었을 뿐이다. 일반적인 고용프로그램이나 소득보장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

가 시민들의 사회참여 활동(특히, 자원봉사)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해도 정규 노동시장

의 일자리로 보지 않는 것과(양철호, 2003; 지은정, 2014a) 유사하다. 그럼에도 노인일자

리사업의 목표가 2가지인 것은 정체성 논란을 야기하여, 2015년 정책변동의 주요 사유

로 사업정체성이 지목되게 된다. 

② 사업명칭

2003년만 해도 노인일자리는 ‘노인 사회참여’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어(변재관･양철

호, 2003) 사업명칭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명칭만 일자리일 뿐 자원봉사와 

24)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보건복지부, 2004). 

25)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경제적인 목적(생계비 혹은 용돈 

마련)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60.4%이다(하세윤･이현미, 2013; 지은정, 2015b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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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다(지은정, 2012b; 2013c).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일자

리라는 사업명칭은 근로라는 시각을 양산하였다. 이유는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에 생계

비 마련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저소득 노인의 비율이 높아서(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6) 

근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용노동부 통합이 본

격화됨에 따라 일자리라는 사업명칭은 근로라는 시각을 양산하였다. 셋째, 노인일자리

는 정부사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 혹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자리’를 뜻해서 근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정책결정자는 사업명칭이 노인일자

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예산(Budget)

예산은 문제흐름의 주요 요소로 정책결정의 특별한 문제이다(Lie et al., 2010; 

Kingdon, 2014; 105).  노인일자리사업도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게 되면, 287억 원에서 최대 914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사회보

험료, 60~64세의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2013년 기준). 2013년 예산보다 21%가 더 필요

한 셈이다(1.21배 증가). 그나마도 이 추계는 노인일자리가 25.5만개일 때이다(2013년 

기준). 현재 정부안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43만개가 되면(2017년) 예산이 더 많이 필요

할 것으로 예측된다(지은정, 2013a). 더구나 근로자의 날 등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

면, 공익형(사회공헌형의 일유형)만 추정해도 약 3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어(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a) 정책결정자의 주목을 이끌게 되었다. 

2. 정치흐름

정치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선거결과, 행정부 교체, 압력집단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정책결정가와 주요 정치인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할 경우 나타난다(Kingdon, 2014; 

145; 162).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결정은 국가적 분위기와 행정부 교체가, 정책변동은 

행정부 교체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1) 국가적 분위기(national mood)

국가적 분위기는 일국 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서 여론의 

변화(신문, 사설, 컬럼, 설문조사 등)나 사회움직임(social movement)을 통해 알 수 있다

(Kingdon, 2014; 146).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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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국가적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정책변동 당시 노인문제에 관한 신문기사

를 보면, 높은 노인빈곤율에(<표 6> 참고) 대한 기사가 400여건에 이르러 주요 이슈가 

되었다(2013~2014년). 그렇다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빈곤한 

노인이 많고 일자리 욕구도 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와 같은 현안을 해소하기에 부족

하다는 비판적 기사가 대부분이었다(파이낸셜 뉴스. 2013.4.12; 이투데이. 2013.5.27; 이

투데이. 2014. 3. 20; 이데일리. 2014.07.18; 뉴스토마토, 2014.08.29; 아시아경제 2014. 

10. 2 등). 반면, 노인의 사회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자원봉사률이 낮고 소극적인 

여가활동(TV시청, 라디오 청취 등)이 많다는 언론보도가(SBS. 2014.12.19) 간헐적으로 

있었을 뿐이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처

럼(김지수 외, 2012; 박윤영, 2013) 국가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해관계자의 선호를 고려하고자 했다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의견

을 수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수행기관과 지자체 간담회

가 몇차례 실시되었을 뿐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2) 행정부 교체(changes in government minister)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주요 정책참여자 특히, 정권의 교체

로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정치흐름도 새정

부 출범(박근혜 정부)의 영향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와 맞물려 노인일자리사업이 2.6만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 222,616개→2012년 248,395개26)). 그러나 현 정권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집중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년 만에 약 7.5만개

가 증가하였다(2013년 261,598개→ 2014년 336,431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5). 나

아가 2017년에 43만개로 확대하고, 보수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

며 참여기간 역시 10~12개월로 연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국무조정실, 2013; 관계부처 

합동, 2013; 지은정, 2015a 재인용). 

그러나 정부재정도 악화되고 현정권의 집중국정과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기간이 연장되고(노노케어 12개월, 그 외 공익활동 9개월로 연장), 사업량 급증에 따른 

26)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여성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58)의 일환으로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가 있지만(대한민국정부, 2008), 16대처럼 5만개 창출 혹은 현 박근혜 정

부처럼 구체적인 확대방향(일자리 수, 보수, 참여기간 등)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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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의 70%에게 20만원(월 최

대)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충지원하기 때문에27),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비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참여노인의 근로자성과 노동(관계)법 준수와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의 보수가 근로소득인지 첨예하게 논란이 되었다(서종

식, 2013; 박윤섭, 2015; 지은정, 2013b; 2014a). 이에 일부 수행기관은 근로자성, 사업

자등록, 세법적용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겠다

는 의사를 피력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다.  

3) 압력집단의 캠페인(pressure group campaign)

압력집단의 캠페인도 정치흐름의 주요 요소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결정되던 때도 노

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이 사업필요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

해 노인일자리마련 정책토론회와 노인 사회참여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

하였다(2003년 11월). 특히, 전환기에는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복지

관협회의 조직화와 영향력이 커져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2014.8.21. 대한노인회 

외, 201428)). 국회토론회는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제로 하였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용부 이관 및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가(백세신문. 2014. 8. 22) 주요 내용이다29). 일반적으로 정부관료보다 정치인

이 국가적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정치적 지지, 투표. Kingdon, 2014) 

주요 노인단체가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토론회 직후 3천 

여 명의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지자체의 포괄보조사업)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하

여(KBS, 2014.8.26; 연합뉴스, 2014.8.26.) 정책결정가의 주목을 받게 된다. 

3. 정책흐름

정책흐름은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다(Teodorovic, 2009). 정책초기단계(policy 

27)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을 중심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28) 활기찬 노후,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국회토론회(국회의원 이명수･김성주 공동

주관. 2014. 8. 21).

29) K법인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핵심 노인정책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은 부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복지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며 우려를 표명했다(백세신문. 20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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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val soup)는 여러 정책대안(아이디어 수준)이 하나의 스프(soup) 안에 떠돌아다니

다, 어떤 정책은 사라지고 어떤 정책은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정책은 다른 대안과 충돌

하며 원안에서 변형된 형태로 남기도 하고, 그대로 살아남기도 한다. 이때 특정 정책대

안이 경쟁 속에 살아남게 되는 것은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Zhu, 2008; Kingdon, 2014; 116~117. 131~133). 노인일자리사업을 설계하던 당시 근

로자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전담기관도, 주관부처도 정책대안을 철저

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스프 안에 떠돌아다니는 정책대안도 많지 

않았고, 생존한 정책대안도 극히 적었다. 또한 각 행위자들이 각자의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합의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절은 정책대안을 가치수용성과 실행가

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정책선택에 영향을 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가

치수용성은 학계, 수행기관, 노인 그리고 정부를 중심으로, 정책실행은 실제 사업을 운

영･관리하는 수행기관과 정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대안Ⅰ: 고용체계로 전환

대안 Ⅰ은 참여노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가치수용성

노인일자리사업을 고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일부 참여노인과 학계

가 대표적이다. 참여노인의 EITC, 퇴직금 신청과 노인일자리사업도 사용종속관계가 있

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을 주장한 연구(인력파견형 제외. 서정희 외, 2013; 심재진, 2013)를 예

로 들 수 있다.

둘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EITC, 근로자의 날 유

급휴일, 퇴직금 등을 요청하며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수행기관과 주관부처에 민

원을 제기하며 근로자성 논란이 커진 것에서 보듯이 일부 참여노인은 근로자로서의 보호

를 요청하였다. 셋째, 중앙정부는 주관부처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고용노동부는 자원봉

사형 일자리가 아닐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외 성격의 사업은 노동관계법

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노동시장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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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흐름별 가치수용성･실행가능성 분석결과

자료) 지은정(2012a; 2013b, 2014a), 대한노인회 외(2014), 한국시니어클럽협회(2015),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외(2015), 한국노인복지관협회(2016)을 바탕으로 분석틀에 맞추어 정리함.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사업의 경우 자생력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참여노인을 근로자로 보호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사회공헌형을 

일자리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가 드물지만,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진경 외(2009; 지은정, 2012b 재인용), 지은정(2013c)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만, 소득보충보다는 일을 통한 사

회참여의 의미가 크다고 해석하였고, 이인재(2014) 역시 참여노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

개편
방안

생존
가능성

찬성입장 우려(반대)입장

대안Ⅰ
-

고용
체계

가치
수용성

학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노
동관계법의 보호제공

학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 고용
체계로 보기 어려움

수행
기관

자활측면에서 일부찬성
수행
기관

K협회, S협회, K법인→국회의원에 문제제기

노인
일부 참여노인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요구

노인
･참여노인의 전체 의견을 알기 어려움
･참여기회 축소가능성

정부
노동부 모두 적용

정부
･노인에게 노동시장정책 적용의 적절성
･사회공헌형 사업의 취지와 불일치복지부 시장형일자리만

실행
가능성

수행
기관

－
수행
기관

･현 체제에서 노동관계법, 세법 등을 준수하
기 어려움(예산･인력부족 등)
･정부지원시 일부수용

정부

노동부 －

정부

노동부 타부처사업간 일관성 부족

복지부 － 복지부

･노동관계법과의 쟁점해소
･사용자결정
･고용노동부로의 이관가시화우려
･추가예산 마련

대안Ⅱ
-

시민
서비스

가치
수용성

학계
자원봉사와의 유사성 및 잠식 
논란해소

학계
･자원봉사계의 반발 우려
･시민서비스로서의 체제구축 필요
･시장형사업의 취지와 불일치

수행
기관

－
수행
기관

10여년 이상 추진된 일자리사업의 정체성 훼
손

노인 자원봉사로 보지 않음 노인 참여노인 전체의 의견을 알기 어려움

정부
100세 시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필요성 

정부 시장형 사업의 취지와 불일치

실행
가능성

수행
기관

－
수행
기관

참여노인의  인식전환(일자리→봉사활동?) 어
려움 등

정부

･근로자성 문제해결
･사회공헌형(노인일자리사업
의 90%)이 자원봉사와 유사→
거부점 최소화가능

정부
･시장형사업의 대안으로 보기 어려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및 법개정 필요
･행정자치부와 주관부처 합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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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의 근로자성 인정과 시장형 사업을 수익사

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준수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크고(서종

식, 2013; 지은정, 2013b, 2014a; 박윤섭, 2014; 2015;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의 사회참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근로자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회의원과 중앙부

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나아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대부분이 근로자로서 

보호받기를 원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참여노인과 수행기관 중 누구

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이분법적인 문제로 압축했지만,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단정하기 어려웠다. 

끝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주관부처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되던 당시의 취지

와 고용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적절성, 타사업과의 차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3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노동시장적 관점에서 접근할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

근할지에 대해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인의 구직욕구 증가, 재취업 희망 등을 고

려하면 노동시장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노

동시장을 떠난 노인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고(한국경제, 

2002.12.22),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 결과 노인정

책은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컸다(연합뉴스, 2002.5.29; 국무조정실, 

2006.7.14.).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야 하거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월 60만 원 이상)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용돈정도의 수입을 받으면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제공되

는 사회참여형 일자리는(월 20~60만원 미만의 단순일자리) 노인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장지연, 2003)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보다 

타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였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차원에

서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

서 배제된 사회적 일자리 가운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도입되었다(보

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남기철 외, 2008;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2008; 지은정, 2013b). 사업내용도 자원봉사와 노동의 중간영역, ‘사회적 고용’ 

혹은 ‘복지와 고용의 중간영역’으로 설계해서(변재관･김창규, 2005; 남기철 외, 2008 재

인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노인일자리사업을 고용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가치수

용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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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80~2000년대 초 정부의 노인 취업지원 사업

연도 부처 사업 주요 내용 한계

1981년
보건

복지부

노인취업알선센터(대한노
인회)

노인의 적성에 맞는 일거리 제공
･일회성 단기일자리 알선중심
･전국 70개소에 불과

1986년
노인공동작업장(전국 약 
630개소)

고령자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 제공
작업을 위탁한 민간기업 
부족(일감 부족)

1991년
고용

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년부터 시행)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기준고용률, 고령자 적합직종 등

제도적용 미흡, 장려금 
지원정체

고령자 인재은행(1993
년부터 설치운영. 전국 
36개소)

노인 취업알선, 취업상담 등
･규모와 기능이 영세함
･전문성 부족
･공공-민간간 취업알선정보 
공유미흡, 연계부족
･접근성 부족(각각 36개, 
13개에 불과함)
･65세 이상 주변적

1993년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13개소)

노인 취업알선

2001년
보건 

복지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사업

활기찬 노후에 필요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

･노인들의 사교모임으로 간주
･전국 20개소에 불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자율봉사)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식사배달, 
말벗서비스 등)

･자원봉사형 일자리
･전문성 부족

주) 1) 노인공동작업장은 개소당 연간 600만원(국고 30%)을 지원함. 봉투제작, 제품포장 등
주) 2) 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임.
주) 3) 노인일거리사업은 시군구당 20명의 노인에게 월 2만원씩을 지원
자료) 국정브리핑(2003.10.28), 변재관･양철호(2003), 양철호(2003), 대통령비서실(2004), 보건복지부(2004), 

남기철 외(2008),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김창규(2015), 오마이뉴스(2003.11.13.), 한국경제
(2000.3.30; 2000.12.12.), 정용택(2003)을 토대로 작성함.

(2) 실행가능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법 준수, 사

업자 등록, 세법준수로 인해 행정업무가 폭증하고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서종식, 2013; 

지은정, 2013b, 2014a; 박윤섭, 2014; 2015;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 반

대하는 의견이 컸다. 또한 시장형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공동작업장과 제조판매형은 보

호된 고용의 형태로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안정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복

지사업의 일환일 뿐,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입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컸다. 다만, 현행 체계에서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을 논외로 

하기 어렵다면, 노동관계법 준수, 세법준수와 관계된 예산과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정

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수행기관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뿐, 실질

적인 사용자가30)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관부처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고용체제

30)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비용부담주체와 사업책임주체가 달라진다. 노인일자

리사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지급체계, 지휘감독권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고용주로 보기도 하지만(서종식, 2013), 수행기관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



250 ｢행정논총｣ 제54권 제3호

로 전환하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관련 쟁점을 모두 해소해야 하며(<표 7>과 <표 9> 

참고), 고용노동부 사업과 통합되거나 주관부처 이관이 가시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배제

할 수 없었다. 또한 국가의 재정여건과 전달체계 개편의 실행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서 

결단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 서종식(2013)의〔표4-1〕편집

는 기관일 뿐,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모법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고(박윤섭, 2014) 정부를 사용주로 보는 시각도 

있다(프레시안, 2013.12.16). 

관련 법률 쟁점사항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급휴일 부여기준 불명확, 생산고에 따른 임금
지급, 연수형 참여자의 연수수당의 임금성, 자발적 작업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제23조 징계 및 해고의 기준 불명확

제43조 회원비의 원천공제

제47조 도급제 또는 성과급제 임금체계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제50조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불명확, 경조사휴가 부여기준 불명확

제93조 취업규칙 제정, 신고의무 미이행

제7조의2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주체 불명확(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 근로일 또는 유급휴일 여부 불명확

최저임금법 
제3조 최저임금 미달

제6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 계속근로기간 인
정여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관한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미이행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고용의무 부담주체, 기준 불명확

직업안정법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 운영기관의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

제2조의2
무료직업소개사업 미신고, 중간지원조직의 위탁업무 범위, 무료직업소개
사업과 수수료의 성격, 시니어직능클럽의 직업소개소 해당여부

제18조 신고의무 미이행

제21조의2 선급금의 수령금지

제26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의무 미이행, 겸업금지 적용의 주체 혼선

제14조 신고의무의 주체(직업안정법 시행령)

민법 제664조 적법한 도급계약의 성립

<표 9> 노인일자리사업과 노동관계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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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Ⅱ: 시민서비스로 개편 

(1) 가치수용성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를 사회참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봉사활

동의 일유형인 시민서비스(civic service) 혹은 국가봉사단으로의 개편을 주장한 연구들

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율이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고 노후준비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

인들이 많으므로 국가가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이금룡, 2012; 지

은정, 2012b). 정부입장에서도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를 구현하기 위해 노인의 사회활

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소득보장, 의료보장 외에는 관련정책이 적어서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민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민서비스는 소정의 활동비를 인정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어서(지은정, 2012b; 2014c)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행기관도 10여년 이상 일자리로 추진한 사업을 봉사활동

으로 바꿀 경우 참여노인의 인식과 체계를 전환하기 어려워서 사업 전체를 시민서비스

로 바꾸는 것은 최선의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2) 실행가능성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 및 대안은 고용체제로의 전환이 핵심 화두였기 때문에 수행기

관이 시민서비스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는 많지 않다. 수행기관도 

우리나라 노인의 낮은 사회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절실하게 

노인의 시민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시민서비스

는 근로가 아니라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관련된 고용보호(퇴직금 등), 사회보험, 

세법(법인세, EITC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미국의 Senior Corps 등. 지은정, 2013b; 2014a; 2014b) 대안

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자리가 아닌 ‘사

회공헌활동’으로 분류하면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자원봉

사형 일자리로 근로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고용노동부, 2011; 2014) 배움터지킴이 

사업도 근로자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안전봉사단으로 전환하여(매일신문, 

2015.2.9.) 검토대상이 되었다. 또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정책변동시 저항을 최소화하

는 것이 필요한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약 90%에 이르는 사회공헌형이 시민서비스와 유사

해서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은정, 2012a) 정책대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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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민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분류하더라도 법적근거 없이 사업지침만 바꾸

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언제든지 근로자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실제 정책이 변동된 후 1년도 되지 않아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단체인 S협회, K협회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민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자원봉사와 차별화를 꾀하지 않을 경우 자원

봉사계의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통합논의는 수그러들더라도 자

원봉사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와의 주관부처논란 및 사업통합이 제기될 수 있다(지은

정, 2013b; 2014a; 2014b). 

한편, 정부의 고민지점은 2가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자생력 있는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일

을 통한 보충적 소득지원의 역할을 하였는데, 생계보다 봉사를 강조하면 사업취지상 모

순이 발생해서(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4b),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공

동체의 의견이 모두 같을 순 없지만(Kingdon, 2014) 합의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어려

웠던 것을 알 수 있다.

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가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된 정책의 창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국정과제 선정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인의 일자리 욕구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었지만, 

정책의제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인문제가 악화되고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의식이 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정책

의 창이 열리지 않았다. 주요 정책참여자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16대)이라는 정치적 큰 

흐름에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국정과제로 선정하다. 물론 대한노인회와 한국시니

어클럽협회(구 CSC)의 촉구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통령이라는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노인

일자리사업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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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인일자리사업 도입기와 변동기의 정책의 창

노인일자리사업 도입기 노인일자리사업 변동기

주) 본 그림의 진한 선은 관계나 흐름이 강한 수준, 보통선은 보통 수준, 점선은 약한 수준을 뜻함.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변동되던 정책의 창은 다르다. 정책문제는 있었지만 노인일

자리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나 국가적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럼

에도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노인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의 정부압박이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근로자성 문제가 악화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용노동부 이관･지

방이양 논의가 본격화되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경우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관심집중사건이 발생하면 정책 실패의 증거가 되고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기(이동규, 2011)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하고자 한 것으

로 보인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와서 시간이 촉

박해서 종합지침개정이라는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창을 활용하여 정책변동을 주도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주관부처였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흐름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었고 

어느 대안도 최적의 대안이 아니었다.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조건에서 선택이 어려

운 것은 당연하지만(이종범, 2005), 노인일자리사업이 당면한 환경도 복잡해서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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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았다. 정부로써는 결단해야 하지만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상이

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고, 대안Ⅰ이 대안Ⅱ보다 혹은 대안Ⅱ가 대안Ⅰ보다 적

절한 해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최선의 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법을 신설하거나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법률제정에 대한 노력이 결실

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2014년 여･야 사회복지간사인 국회의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수

행하는 4개 주요 기관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이명수의원․김성주의원 주관) 노인

의 사회참여지원의 필요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이 이에 적합한 정책임을 역설하였다. 그러

나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개편해야 한다

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른 신념과 욕구를 모두 충족

시킬 수 없었다. 

정부로써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볼 것인지, 미봉책이더라도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어떤 대안도 최적의 대안이 아닌데 

그렇다고 협소한 정책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정책흐름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를 기대할 

수도, 기다릴 수도 없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세간에서는 

2015년의 정책변동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지지만, 주관부처는 2012년부터 근로

자성 문제(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인정 등)나 사업유형을 변경하고자(사회적으로 유용하며 

동시에 참여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중심으로 재편) 시도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속

시키기 보다는 임기응변으로라도 시급한 문제를 막고 또 다른 정책의 창이 열리도록 준

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의 2가지 목표 및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대안Ⅰ과 대안

Ⅱ를 결합하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형은 봉사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시

장형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적을 수 있다. 다만 사회공헌형은 대안 Ⅱ의 문제점

을, 시장진입형은 대안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모두 해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장진입형은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데 비해(EITC, 실업급여, 퇴직금 등) 사

회공헌형은 ‘사회참여지원금’만 받기 때문에 참여노인간 형평성문제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결국 3가지 정책대안 모두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

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지은정, 2012a; 2013b; 2014a; 2014b). 그러나 노인일자리사

업의 2가지 목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단점이 적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대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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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의 창은 오랫동안 열려있지 않고 적절한 정책대안이 없거나 기회를 놓치면 

닫히기 때문에 연말이라는 급박한 상황아래 주어진 대안을 절충하여 급히 변경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정책선도가가 정책대안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협상노력을 해서 최종정책

을 산출하거나(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과정. 성욱준, 2013), 수없이 많은 정책대안 가운데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김지수 외, 2012) 장기간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정책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가가 자신들의 선호에 

맞춰 선별해서(이종범, 2005) 결정하기도 한다. 노인일자리사업도 국회의원과 수행기관

의 제도개선 압력,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주관부처의 의지, 법적 근거없

이 실시되어 지침만 수정하면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결합하여 순식간에 변동되었다. 

이는 정치흐름과 정책선도가의 영향이 중요했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

치 부착제도(김지수 외, 2012)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패(전성욱, 

2014a) 및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기초연금의 정책결정과정과(전성욱, 2014b) 유사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기초노령연금(이광재, 2011; 

이지호, 2012; 이진숙･조은영, 2012)의 정책결정과 비슷하다. 다만, 대통령보다는 주관

부처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정책산출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책변동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2015년)’이며, 변

동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업목표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5c). 100세 시대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활기

찬 노후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당면한 생계 목적의 근로와 사회봉사 목적의 공

익활동이 혼재되어 발생한 사업 정체성 및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둘

째,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사업명칭으로 발생한 

근로라는 시각을 축소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셋째, 전체

적으로 복지정책으로써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공익활동 중 전국형 사업(老-老 케어)은 

근로자성이 약하므로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노인의 자발성 제고를 위해 활동시간

과 내용측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은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

고 참여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사업단 

운영규칙, 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5c). 

그러나 이와 같은 변동은 미완성의 정책을 산출하였다. 판단근거는 3가지이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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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4년까지 사용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5년 1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 일자리라는 사업명칭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일반 노동시장의 근로로 바라보는 

시각을 양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수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불과 1년 만이다. 2015년의 정책변동이 다양한 이슈들

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급히 추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맥락 중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라는 사업명칭을 채택한 사유이다. ‘일자리’라는 사업명칭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출

범하던 2004년 당시 ‘고용없는 성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책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중요했고 타사업과의 차별성을(노인일거리 사업 등31))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소득보장기능을 하기 어렵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지출은 

급증하는데 국가의 재정여건은 악화되어 시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반면 

노인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신선하

게 만들었다(지은정, 2013c).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라는 사업명칭을 채택하여 10여 년 이상 고유명사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명

칭변경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재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일자리 사업병칭 채택사유

정책적 필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대안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국가 재정압박)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일자리 창출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국민적 욕구 노인의 일자리 욕구 증가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노인일거리사업(2001년 시작됨. 보건복지부)과의 차별성 필요

사회적 일자리(2003~2004년 시작. 고용노동부)와의 차별성 필요

<표 10>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 명칭을 채택한 사유

자료) 대통령비서실(2004),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2005),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8; 2013b)을 바탕으로 
작성함.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에 따라 공익활동은 시민서비스의 일 유형으로, 시장형

31) 2001년에 시작된 ‘노인일거리사업’이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는

데 사업의 규모는 작지만 활동내용(거리청소, 환경미화 등)과 정책대상이 설계 중이던 노인일자리사

업과 유사하였다. 그래서 노인일거리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업명칭을 채택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

발원, 2013b). 또한 당시 사회적 일자리가 크게 부각되어 노무현 정권의 대선공약에도 ‘노인 사회적 

일자리’로 명시되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보건복지부도 노인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의 일

종이라고 하고(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노인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대통령비서실, 2004) 노동부가 2003~2004년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시작하여

(머니투데이. 2004.6.16; 황정임, 2006) 노동부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며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자 ‘노인일자리’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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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민간시장에서 자생력있는 일자리사업을, 참여노인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는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명

시하거나 노동부와 해결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

렵다. 유사한 사례로 대구시 교육청은 2015년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학교안전봉사단으로 

바꾸었지만, 배움터지킴이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한 방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매일신문, 2015.2.9.). 노인일자리사업도 언제든지 근

로자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16년 사업유형은 다시 한 번 

변경된다. 특히 지역형사업(현재 공익활동) 중 근로자성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유형(8가

지)은 시장형 사업으로 재편되었다(전문서비스형). 그러나 전문서비스형의 시장성이 낮

고, 활동내용도 전문적이지 않고 수요처 발굴도 어렵고 공익활동과의 차별성이 낮아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3가지 흐름이 동시에 모두 결합될 때만 바람직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데

(Zahariadis, 1999; Riddle, 2009 재인용)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흐름이 부족해서 문제

가 남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선도

가의 영향력과 의지가 강해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과(김주

경･현재은, 2014) 정치적으로는 수용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았던 정책

이 통과된 Zhu(2008) 그리고 정책대안은 기술적 실행가능성이나 가치수용성보다 다른 

정책과의 공존가능성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Lie et al.(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정

책결정이 비합리적이었더라도 3가지 흐름이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 불완전하게 결합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던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 3가지가 정책선도가의 주도 아래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려 이뤄진

다. 그러나 한가지 흐름 특히, 정책대안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다만, 3가

지 흐름이 완전히 결합하지 않은 만큼 정책결정은 미완성이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많지 

않고, 그나마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

구는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은 있지만 준비된 정책흐름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어 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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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도입은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이 결합되어 대통

령이라는 강력한 정책선도가의 주도적 역할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2015년의 정책변동은 

인지된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은 있었지만 정책대안은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 

측면에서 부족하였다. 정부로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에 따라 의견이 

달라서 합의되기 어려웠고, 어떤 대안도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협소한 정책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정책흐름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를 기대할 수도, 기다

릴 수도 없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법을 마련하여 참여노인의 근

로자성을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법률제정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그 결

과, 정부로써는 문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볼 것인지, 미봉책이더라도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간에서는 2015년의 

정책변동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지지만, 주관부처는 2012년부터 관련 문제를 해

결하고자 지침을 변경하였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좋은 대안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2가지 목표에 맞추

어 개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부족과 

정책대안이 미흡했던 것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변동은 과거의 경험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 보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당면한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딜레마가 발생한 후에 단기적･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이종범, 2005)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은 미봉

책에 가까웠다. 예컨대, 2015년 정책변동으로 공익활동은 봉사활동으로써의 정체성을 

부여하였지만, 법적으로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배제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익

활동이 시민서비스로써의 성격을 규정한 만큼 일자리가 아닌 시민서비스로써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익활동 발굴, 서비스의 질제고, 성실히 참여할 유

인체계 마련，교육32)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익활동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미흡

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민간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노인고용을 장려하기도 어렵고 인식을 개선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32) 참여노인 중 일부는 아직 공익활동이 봉사활동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익활동의 

성격 및 취지에 대한 교육을 확대내실화하고, 시장형 사업도 소양교육･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서비

스･제품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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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법(가칭)을 만들거나 노인복지법을 개정

해서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 참여노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위에 맞는 법률적･정책

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법

이 마련되면 종합지침 수정만으로 사업이 바뀌기 어렵고,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

이 정교해지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보다 원만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

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만 해도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한 법안도 3개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되었다. 실패한 사유는 여러 가지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둘러

싼 이해관계자의 대립과(백세시대. 2015.12.4.)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대안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와의 

화합과 정책대안마련에 주력해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주관부처가 정책변동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의 준비부족, 협소한 정책공동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은 2~3

년 단위로 담당업무가 바뀌는데 비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10년 이

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정책대안 마련에 더 노력해

야 한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만으로는 정책대안을 고안하기 어려우므로,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정책공동체를 활성화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현안 및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권이나 정책결정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대선, 총선)나 노인의 날, 어버이 날과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된 단기관심이기 때문

에 복지 포퓰리즘이나 노인 표를 의식한 미끼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도 노인복지의 큰 틀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

지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2015년 하반기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등을 중

심으로 노인복지의 일부만 담고 있을 뿐이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도 2014년에 발표한 

장년고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 노인일자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

다. 정부는 노인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의 청사진 아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수정･실행되어야 사회적 정당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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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자체, 수행기관 그리고 정책당사자인 참여노인과 소통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2015년의 정책변동이 아쉬웠던 것은 중앙집권적 결정구조아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소 비능률적이더라도 국민의 선호가 반영된 목표를 추진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토론을 통하여 집단 간의 경쟁과 상호불신, 정부와 정책결정자

에 대한 불신을 낮추고 결정과정의 정통성을 높임으로써 저항을 약화시키고 정책순응을 

유도해야 한다. 주어진 조건하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이종범, 2005). 지금까지 간담회나 사업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더 활성화해야 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와의 화합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의 성격과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일관되게 조정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는(월 최

대 40만원) 봉사형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 문제를 겪지 않아서 모순된

다. 이런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근로자성 문제를 미해결과제로 남겨둔다

면, 정부사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부처간 권력 논쟁만 부추길 소지가 크

다. 수행기관과 참여노인이 정부정책을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제도순응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처별 유사한 사업은 참여자의 지위와 보호기준(근로자성 포함)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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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Changes to Senior Job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ultiple Streams Model

Eun-Jeong Ji

According to the Multiple Streams Model of Kingdom, national government decision makers 

are most likely to enact policy changes when there is an alignment of problems, policy option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However, policy may promote changes even though a window is not 

open perfectly. In spite of that, very few studies deal with the Multiple Streams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poi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remaining matters and 

issues in senior job programs with tasks left after a policy change enacted in 2015 without  

policy flows prepared. As a research, policy alternatives were short of technical feasibility and 

value acceptability. A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is still needed to correct this situation. 

This also shows that policy can be changed through a partial combination of two of the multiple 

flows. However, there should be policy alternatives prepared in order to implement successful 

policy, especially the enactment of the law for senior job programs and specific alternatives for 

activa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aged.

【Keywords: senior job program, Multiple Streams Model, policy change, legal status,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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