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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소득과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복지패널의

13차(2018년 조사 실시) 및 14차(2019년 조사 실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13차, 14차 조사 자료를 결합하였고,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13차 조사 대상에 포함됨)을 대상으

로 2018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 그룹과 비참여 그룹(14차

조사 대상에 포함됨)으로 구분한 후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실험군

과 대조군을 구성하였다.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

소득에 포함되므로, 각 그룹에 있어 참여 노인의 사업 참여 이전

연도인 2017년의 근로소득과 참여 연도인 2018년의 근로소득 간의

변화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 여부와 근로소득

변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노인일

자리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근로소득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근로소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

으로 하였고,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비롯하여 생활만족도를 세분

화한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등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등을 통제



- ii -

변수로 상정하고, 이러한 통제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며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는 전반적 생활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관계 만

족도에 대하여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어 : 노인 일자리 정책, 노인일자리사업, 근로소득, 생활만족도,

한국복지패널

학 번 : 2019-2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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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768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14.9%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 1,900만 7천 명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19). ‘초고령 사회’의 정의가

65세 이상 인구의 총인구 대비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임에 비추어 볼

때,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 전체에 대한 비율이 2025년 20.3%, 2067년

46.5%가 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초고령 사

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의 관련 정책

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2018년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취업자인 고령자는 전체 인구 중

31.3%인 2,311천 명으로, 2017년의 2,166천 명보다 145천 명 증가하여 65

세 이상의 고용률이 2017년 기준 30.6%에서 2018년 31.3%로 증가한 상

황인데(통계청, 2019), 이는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

활에 대한 사회, 경제적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정년이 이에 상응하여 연장되기에는

각종 법제도의 정비 및 예산의 확보,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년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보장이 더욱 요구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비하여 정부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

법」을 제정,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2008년 3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로 변경되었는데,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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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령자고용법 제1조). 이러한 고령자

고용법에 근거하여,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 및 안정시키고 고령자

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일자리

정책의 대상에는 노인도 포함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욕

구 또한 커졌고, 이와 더불어 2012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무려

4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한 이래 2018년 6월 발표한 한국경

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5.7%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2.9%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어서,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같

은 정책을 정부가 실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 노인복

지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법령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된 이래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

고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고

령자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인다. 이러한 노인 일자

리 정책의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0년 9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은 출범 당시 ‘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의 두 가지 목

표를 두고 추진되었는데,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중시하였다(보건복지

부, 2004).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19년에 실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목적

으로 1순위를 생계비 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과반수의 수준

을 보이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 빈곤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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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

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 왔는데, 다수의 연구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소정 외, 2011; 지

은정 외, 2014)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

인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손병

돈, 이원진, 한경훈, 2018).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 빈곤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손병돈, 이

원진, 한경훈(2018)은 분석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

한다는 연구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완화 효과가 아주 적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은

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최

근의 데이터(13차 및 14차 한국복지패널조사1))를 바탕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노인일자리참여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체화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의 근로소득 변화

를 비교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한편 UN의 산하단체인 HelpAge International이 2015년 발표했던 세

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조사대상인 전 세

계 96개국 중에서 60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원부, 2020; 재인용), 노인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으로서 노인

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

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일원으로서 일자리에 참

여함으로써 소속감, 보람을 느끼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지원 동기가 생계

비나 용돈 마련이라는 응답에 이어 사회참여 및 관계형성의 수단, 일을

1) 13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조사 기간은 2018년 2월 24일 ～ 5월 28일로 기준

연도는 2017년이며, 14차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조사 기간은 2019년 2월 18일

～ 5월 21일로 기준연도가 2018년이어서, 수집 및 정리된 가장 최근의 통계 데

이터이다.



- 4 -

통한 즐거움이라는 응답이 2, 3순위의 동기로서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 또한 노인 일자리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에 한국복지패널조사 항목

중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생

활만족도 등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

는 효과를 세분화하여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의 비율은 2011년에 58.7%

에서 2019년에 64.9%로 약 6.2%p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2019). 매우

높은 비율로 많은 고령자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재까지 이루어져 온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8년 2월 정부가 ‘2018-2022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Encore Life Plan)’을 발표한 이후 노인

일자리 창출 증대와 활동 수당의 상향조정을 실시하는 등 노인일자리사

업을 확대해오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정책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건강증진 효과, 의료비 절감효과를 검증한 연구(이석원 외, 2009)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계량경제학, 통계적 방법 등을 통해 측정한 연구(이석민, 2012), 고령층의

일자리와 복지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송부용 외, 2012) 등이 존재하고,

최근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지혜, 황남희, 2019)와

정부가 제시한 수당인상안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와

효율성 소득분위별,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연구(지은정, 2018)가 이루어졌

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와 사회참여수준, 주관적 효과

성 등을 분석한 연구(권구영･박공식, 2007)나 2004년부터 시행된 노인

취업 기회 창출 사업에의 참여 현황 및 참여 후 삶의 만족도 및 변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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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한 연구(임우석, 2008), 노인 일자리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원부, 2020) 등이 존재하는데,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경제적 측면 혹은 만족도의 각각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되, 가장 최신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의 참여 전, 후의 경제적 상황(근로소득

수준) 비교 및 비참여 노인의 경제적 상황과의 비교,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측면을 연구함으로써 노인 대상 경제 정책인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의 소득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 지표인 소득과, 주

관적 지표인 생활만족도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정책의 현황 및 효과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연구 결과로부

터 시사점과 노인 일자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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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노인’에 대한 정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참여하는 노인의 취

업률 및 빈곤율과의 상관성을 검토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에 대하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

법 등에서 각각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고령

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특수 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정의 외에도 노인에 대하여 존재하는 다양한 정의

대신, 연구의 목적, 특히 ‘노인 일자리 정책’과 부합하는 노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직 후의 일자리 대책 개념으로서 노인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

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은퇴 시기나 체력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50∼60

세, 61∼65세, 65∼70세, 70세 이상 등 연령별 계층을 나누어 각 계층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시행하

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65∼70세의 연령층에 적용 가능한 것이 대부

분인 상황이다(송부용 외, 2012). 이와 더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

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대는 75～7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70～74세와 80세 이상이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 수명이 점차 연장되

고 있고, 실제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 7 -

노인 일자리 정책의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의 ‘노인’은 인 ‘65세 이상의 자’로 정의하도록 한

다.

2. ‘빈곤’ 및 ‘소득’에 대한 논의

1) 빈곤에 대한 논의

‘빈곤’은 가치 판단의 문제여서 이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정의가 존재

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의 정의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개념을 들 수 있다. 우선 절대빈곤과 관련하여 Rowntree는

물리적인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

태를 절대빈곤이라고 보았고(Rowntree, 1901), Townsend는 경제적 자원

의 결핍으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였

으며(Townsend, 1979), 유엔개발계획(UNDP)은 최소한의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소득수준(UNDP, 2013)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상대빈곤은

Townsend에 의해 개념화되었는데, Townsend는 상대빈곤에 대하여 “관

습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인정되는

삶의 환경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

한 경우 해당 개인과 가족, 집단은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은 이와

같은 자원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여 일반적인 생활양식과 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Townsend 1979, 31).”고 정의하고 있다(김지현,

2015; 재인용).�상대빈곤의 측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수준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원의 부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보통 중위

소득의 40%, 50%, 또는 60% 이하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욕구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상대적 빈곤은 사회적

관계에 입각하여 불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연구에서 사용한 ‘자산빈곤’의 정의로서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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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명(2005)은 자산빈곤선을 추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자산을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그 중 하나를 순자산이라 정의한 뒤, “부동

산 + 동산 + 금융자산 - 부채”의 방식으로 기준 자산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자산을 적용자산으로 하여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활용하는 상대자산빈곤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산빈곤선을 획일적으

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였다. 한편 남상호(2009)는 절대소득빈곤과 상

대소득빈곤 개념을 자산빈곤에 적용하였다. 가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빈곤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고, 절대자산빈곤은 Haveman

and Wolff(2001)의 자산빈곤(asset poor) 정의를 활용하였는데, “한 가구

의 자산유형의 자원(wealth-type resources)에 대한 접근이 일정 기간

동안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라

는 자산빈곤의 정의 중 ‘일정 기간’을, 실업상태에서 6개월 이상의 실업

자를 장기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기본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을 최저생계비와 유사하다고 보

아, 순자산이 최저생계비의 6개월분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를 절대 자산

빈곤가구로 정의하였다(임병인, 2012).

2) 소득에 대한 논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

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가구의 2018년

한 해 동안의 연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1,37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의 종류별로 보자면 근로소득이 평균 766.1만 원, 기타 정부보조금이 평

균 313.6만 원으로 소득에 있어 근로소득과 기타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참여 노인 가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원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보험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

전소득으로 전체 소득의 34%를 차지하였으며, 민간 보조금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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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적이전소득은 전체 소득의 7.2%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소득이 증가, 또는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

면 그간 노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루어지던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이전

의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강소랑, 2016, 이지혜 외, 2019; 재인

용).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 노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 간의 소득이전, 민간 보조금 등을 포함한 사적이

전소득을 검토하고, 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공적이전소득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통제변수로 상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생활만족도는 노년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개

념인데, 노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판단하는 측정 개념 중 하나이다(Berg, 2008).

이러한 생활만족도의 개념은 성인 발달 및 노화의 심리학(The

psychology of ageing)을 연구한 Bernice Neugarten을 포함한 연구자들

이 1996년에 생활만족도 지표를 개발한 후부터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

는데, 이러한 생활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행복도 등과 혼

용되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빈곤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차원적이고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Neugarten 등에 의하면 생활 만족이란 지금의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

각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즐겁

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즉 생활만족도는 긍정적 자아존중 정도, 즐거움, 행복 등의 개념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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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Neugarten 외(1996)는 생활만족도에

열정, 설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한 정도, 기분 등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시

키고 있다. Diener(1984)는 생활만족도를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로 보고, 삶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써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린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규범적,

주관적, 감정적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규범적 범주는 그 개인이 속

한 사회 또는 문화가 지닌 이상적인 가치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정의된다

는 것이고, 주관적 범주는 개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도와 만족감을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며, 감정적 범주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즐거

운 감정들을 평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장명숙; 박경숙, 2012).

일반적으로 직업 활동에 따른 경제적 수입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

다. 노년기의 은퇴는 이러한 직업활동 및 경제적 수입의 상실을 의미하

고, 생활만족도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은퇴가 곧 사회적 역할의 상실

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초래하

는 심리적 자존감의 저하 및 고립감의 증대, 사회적 지지에의 부정적 영

향 등을 초래하여 생활이 위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남기민, 2006; 고영준, 2008; 최송식․박

현숙, 2009, 윤현숙․원성원, 2010). 이외에도 우울이나 자아 존중감, 죽

음에 대한 불안과 같은 심리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동배․

손의성, 2005; 이현지․조계화, 2006; 최외선, 2007), 사회 환경의 복잡다

변화 및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면서 노인

의 가치관과 노인 주위의 환경인 가정, 지역사회 등이 상호작용 함으로

써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의 연구(손덕순,

2005; 배나래․박충선, 2009; 홍경숙, 2010)가 있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과 같은 개인적, 일반적

특성과, 과거의 직업이나 가치관, 종교,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는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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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 가정이나 사회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이 노인의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태어난 연도 변수), 교육수준, 혼인 상태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삼고, 노

인일사리사업에의 참여가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보충적 소득보전,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관계 개선, 노인의 건강 향상, 사회적 부담 경

감을 위하여 2004년 도입되었는데(최재원, 2015), 이러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

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3),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4)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5)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 이하의 내용은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
지부’에서 발췌, 재정리한 것이다.

3)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
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
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
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12 -

1) 사업 내용

 
<표 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

구 분 유 형 주요내용 예산 
지원

활동 
성격

노
인
일
자
리

및

사
회
활
동

지
원
사
업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
여하는 활동

자치단체 
경상보조

봉사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
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
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각종 활동

민간
경상보조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근로
시장형
(취창업)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
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
영하는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력
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
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
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
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민간
경상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
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민간
경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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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 공익활동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

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표 2-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의 세부사업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기업
연계형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
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
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민간
경상보조

유 형 세부사업 내용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
동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
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
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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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표 2-3>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의 세부사업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3) 시장형사업단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를 의미한다.

유 형 세부사업 내용
아동

시설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시설지원 ∙ 청소년 수련관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장애인

시설지원 ∙ 장애인 관련시설, 장애인특수학교 등 지원
취약가정
시설지원

∙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다문화가족시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

노인
시설지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경로당 제외),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원

기타
시설지원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 유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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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시장형사업단의 세부사업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 인력파견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생활만족도 측면에

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우선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근로 목적

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인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에 참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

로 생활만족도 측면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상관없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를 측정,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2019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1,250개이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527,205명이다.6)

6) 지역구분체계가 상이한 세종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참여노인 수는

유 형 세부사업 내용
공동작업형 ∙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제조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 사업, 매장운영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서비스
제공형

∙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아파트택배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소상공인 협력사업, 기타 서비스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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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5>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표 재구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욱 높은 비율(약 17.6%p 차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75～79

세의 비율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

시설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은 노노케어는 17.8%, 이 외의 사업유형들은 각각 5% 미만의

세종시의 참여노인 수를 제외한 숫자이다.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성 남 41.2 
지역　

시 38.9 
여 58.8 군 22.2 

연령

60-64세 1.9 구 39.0 
65-69세 12.9 

기관
　

지자체 9.4 
70-74세 29.8 노인복지관 23.4 
75-79세 33.3 노인복지센터 8.2 
80세 이상 22.2 대한노인회 15.8 

사업유형
　

노노케어 17.8 시니어클럽 20.1 
취약계층지원 2.3 지역문화원 1.2 
공공시설봉사 60.0 사회복지관 10.7 
경륜전수활동 4.8 기타 11.3 
사회서비스형 3.5 　

참여경력
　

신규 22.0 
공동작업형 1.7 2-4년차 47.7 
제조판매형 4.9 5년차 이상 30.3 

서비스제공형 3.2 전 체 100.0인력파견형사업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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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시, 군, 구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

타났으며, 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이 가장 높은 비중인 23.4%를, 그 다음

으로는 시니어클럽이 20.1%를 차지하였고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자

체, 노인복지센터는 각각 약 10% 이내의 비율을 보여 비슷한 비중을 차

지하였다. 참여 경력은 2～4년차가 47.7%로 가장 많았고, 5년차 이상이

30.3%로 뒤를 이었는데, 이처럼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비중이 78%, 신규 참여 노인의 비중이 22%로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노인 고용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어서, 관련 연구도

2000년 이후부터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초반의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해결 방안으로서의 노인고용정책을 연구하였고, 이후 고

령화의 가속으로 2004년부터 노인고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고용

정책 수립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노인고용정책의

관리나 평가 및 효율성 검증,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와 보완 및 재원 배

분의 비합리성 보완, 지역적 차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노인고용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어 오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전, 정

기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관계 개선, 건강 향상, 사회적 부담 경감 등 다

양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으므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 역시 경제적 효과, 사회관계 증진효과, 건강증진 효과, 고독․소

외감 감소 및 자신감 증진 등의 정서적 효과, 생활만족도 증진효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졌다(강소랑, 2016; 김수영·이민홍·손태홍, 2015; 김

소향·이신숙, 2009; 김원부, 2020; 김은혜·강종혁, 2011; 이석민, 2012; 이

석원 외, 2009; 이소정 외, 2011, 이지혜·황남희, 2019; 장명숙·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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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변화라는

경제적 효과 및 생활만족도 증진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므로 노인일

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와 생활만족도와 같은 삶의 질

에 대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로 나누어 이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 관련 선행연구의 종합 및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가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 빈곤율이나 보건의료비지출 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석원 외(2009)는 2008년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

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제적 효과, 건강증진 효과, 의료

비 절감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경상소

득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율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소정 외(2011)는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신규참여자 700명과,

이전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2011년도 사업 참여 대기자 300명을 선정

하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 참여집단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증가하였고, 노인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에도 참여

자가구의 소득증가폭이 비참여자가구의 소득증가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

다. 사업 참여 노인의 빈곤가구율(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

개념 사용)과 빈곤갭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석원 외(2009)의 연구와 이소정 외(2011)의 연구는 노인일자

리사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사업 참여 대기자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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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평가에 활용

하였다. 그 이후 실시된 이석민(2012)의 연구와 강소랑(2016)의 연구는

은 한국복지패널을 정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이석민(2012)은 한국복지패널 제4차(2009년)와 5차(2010년), 제6차

(2011년) 및 7차(201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

여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

로는 회귀이중차이분석, 고정효과분석 등 다양한 형태의 계량분석방법을

활용하였는데,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으나 근로소득과 가처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소비지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는 노

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고, 인건비가 낮아

사업 참여노인들의 소득과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강소랑(2016)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 8차(2013년)와 9차(2014년)

종단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분석 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 이중차

이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근로소득

을 증가시키는 데는 기여하지만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의 증진, 사적이전소득의 감

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노인의 지식 및 경륜을 활용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해야 함과, 노인일자리사

업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5년간)가 노인가구의 소득,

소비, 경제적 지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지혜, 황남희,

2019)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근로소득, 소비지출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경상소득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 경제적 지위 이동 측면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개선될 가능성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적 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추는 것

으로 보아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빈곤탈출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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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위 개선에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빈곤가구로 경제적

지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한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

였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정부의 발표나 앞서 언급한 이석원 외(2009),

이소정 외(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율 저

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계량경제학, 통계적 정책평가방법 접근-(이

석민, 2012)에서 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계량경제학과 통계적 정책평가 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측정

한 결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그리

고 소비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상반

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로부터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 전, 후 연도의 경

제적 상황(근로소득)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노일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3차(2018년)와 14차(2019년) 조

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집단과 비참여집

단 간의 근로소득 변화를 비교 분석하되,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하여

선택편의를 줄이고자 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의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에의 영향 관련

선행연구의 종합 및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와 사회참여수준, 노인

일자리사업의 주관적 효과성 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동기와 참여자의 경제적 수준 및 교육수준이 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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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권구영, 박공식, 2007).

이석원 외(2009)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 참여 전 사

회적 관계(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에 투여하던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

리,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참여 전후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다양한 사회활동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원부(2020)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 13차(2018년) 자료를 활용,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임

금근로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임금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보다 높고, 무급가족 일자리의 경우 이에 참여한 노

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노인

일자리 중에서 소득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생활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노인 일자리 중 임

금근로 일자리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2019년 제14차 조

사 자료)를 활용하고, 그 대상을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단

위로 상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되, 생

활만족도를 세부 항목인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반적 생활만족도 또

한 분석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정책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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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문제

1) 노인 일자리 정책이 소득에 영향을 주는가?

<그림 3-1> 연구문제 1: 노인 일자리 정책의 소득에의 영향 분석

노인 일자리 정책 참여 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의 참여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2017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

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 이 후 2018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소득 변화를 분석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

므로 사업 참여 직전연도(2017년)와 사업 참여연도(2018년)의 근로소득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근로소득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

성이 큰 변수인 사전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 보조금 등)과

공적이전소득(정부 보조금 등)을 통제변수로 상정하여 노인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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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에 미치는 효과로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

2) 노인 일자리 정책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그림 3-2> 연구문제 2: 노인 일자리 정책의 생활만족도에의 영향 분석

노인 일자리 정책 참여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성별

▪연령

▪혼인여부

2018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혼

인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상정하고, 노인일자리 정책에의 참여가 생활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

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생활만족도는 그 하위 항목으로서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

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로 나누어 각각의 측면을 분석하였고, 이를

아우르는 전반적 생활만족도 측면 또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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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1) 노인 일자리 정책은 참여 노인의 소득을 높일 것이다.

2) 노인 일자리 정책은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1) 한국복지패널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자료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

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인 13차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2018년 조사) 및 14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019년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019년 14차 조사

까지 수행되었는데, 1차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

널에서는 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보다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OECD의 상대빈곤선 개념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

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를 3,500가구 추

출하고자 하였는데, 1차 조사에서의 원표본가구는 7,072가구였고,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여 저소득 가구와 일반 가구를 동

일비율로 추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의 비율은 약

45%, 일반 가구의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패널 표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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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구분하여 조사 완

료 목표였던 1,800가구의 3배수인 5,400가구를 추출하되 1차 조사와 동일

하게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여 1차 조사에서의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과 유사하게 구성하면서 지역별 표본 또한 유사하게 배분하

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여유진 외, 2019).

최근의 14차 조사 결과 조사가 완료된 원표본가구(기존 패널)는 총

4,124가구이고7) 신규 패널은 1,439가구로, 조사가 완료된 총 표본 가구수

는 6,331가구이다. 지역적으로 조사대상을 제주도 등을 모두 포함한 전국

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유형 또한 농어가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패널조사로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본추출 시 전체 표본의 약 50%를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

층에 할당하여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

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일반사항(성별, 출생연월, 교육수준, 장애

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 등), 건강 및 의료사항(건강상태, 외래진료

및 입원횟수, 입원일수, 주 이용 의료기관 형태 등) 등의 자료를 포함하

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상태(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 주된 경제활

동 참여상태,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근로지속

가능성,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비경제활동 사유)와 소득(가구원의 경제

활동(상용, 임시ㆍ일용, 고용주ㆍ자영업자, 농림축산업, 어업, 무급가족종

사자), 해당 경제활동의 소득, 기타 근로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생

활만족도와 관련하여서는 건강만족도, 직업만족도, 가정수입 만족도, 사

회적 친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등의 항목을 ‘매우 불

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로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을 또한 조사하고 있어 노인일

7) 1차 및 2차 패널 조사에 있어 원표본 가구 중 561가구(전년 대비 7.93%)가

소실된 이래로 그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표본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

다고 판단됨에 따라 신규 표본을 추가함으로써 표본 감소의 문제를 완화하고

향후 표본의 크기를 유지하여 분석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여유진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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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사업의 다양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14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내용 및 현황

14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2018년 말부터 조사의 사전 준비에 착수,

2019년 2월 18일을 기점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5월 21일까지 약 세 달 여

간에 걸쳐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대상 표본 가구는 17개 시·도와 243

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조사 예정 가구는 6,474가구였다. 이 중 원표본 가구는

4,266가구, 2～13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 가구는 731

가구이고, 7차부터 신규 표본으로 들어간 가구는 1,477가구(신규 원표본:

1,392가구, 8～13차 조사 기간 중 분가로 발생한 신규 가구: 85가구)이며,

14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 가구는 119가구이다. 11차의 조사

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여 19가구를 복원하여

이를 포함한 14차 한국복지패널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6,612가구였다.

14차 패널 조사에서는 13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4,266가

구를 기준으로 볼 때 소실된 원표본 142가구를 제외한 4,124가구에 대하

여 조사를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 96.67%로 높은 수준

을 보였다.

〈표 3-1〉 14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구성비율

지역
가구 가구원

14차 조사 비율 14차 조사 비율
전국 4,124 100% 8,447 100%
서울 596 14% 1,3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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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여유진, 오미애 외.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아래의 표는 14차년도 조사의 조사 항목이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 여부와 노인들의 근로소득, 소득에 있어 상호 영향이 있

을 수 있는 사전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생활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

는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항목들을 강조하여 진하게 표시

하였다.

〈표 3-2〉 14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조사 주제 및 내용

부산 293 7% 587 7%
대구 249 6% 507 6%
인천 243 6% 499 6%
광주 161 4% 369 4%
대전 113 3% 251 3%
울산 108 3% 240 3%
경기 630 15% 1,388 16%
강원 155 4% 299 4%
충북 155 4% 319 4%
충남 243 6% 502 6%
전북 223 5% 416 5%
전남 265 6% 490 6%
경북 319 8% 550 7%
경남 320 8% 601 7%
제주 51 1% 106 1%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G.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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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사 가구원용 G. 개인사

2. 근로활동

1) 직업이력 가구원용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B. 근로

3.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VII. 생활비
 X. 재산

3) 재산 및 부채 가구용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4) 기초생활 가구용 XI. 생활여건

4.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II. 건강 및 의료A
 V. 의료B

3) 주거 가구용 VI. 주거

4) 가족관계 가구용 XVII. 가족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5) 기타 가구여건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1/4/7/10/13차)
장애인 부가조사(3/6/9/12차)

5.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1) 사회보험 가구용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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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1 표 재구성

3)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구성8)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구용 데이터는 개인패널 ID를 포함하고 있고,

가구원별 하위관측(Subobservation)들이 가로연속형태(Wide Type)로 이

루어져 있다. 따라서 가구용 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를 개인패널 ID를

기준으로 결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로연속형태의 가구용 데이터를

개인별로 세로연속형태(Long Type)를 가지도록 변환하는 Reshaping 절

차를 거쳤다. 한국복지패널은 모든 가구가 1～9번의 가구원 번호를 갖도

록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용 데이터를 1～9번의 가구원 번

호별로 나누어 9개의 데이터 파일로 분리한 후, 덧붙임 결합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해 연구에 활용할 분석 변수들을 선택하여 각 데이터파일에서

동일한 변수명을 갖도록 하위관측치 식별변수명(Subobservation Identifi

er Variable Name)을 부여하였다. 데이터상 모든 가구가 9명의 가구원을

갖는다고 설정되어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가구원(결측치)을 제외한 후

1번 가구원의 데이터셋을 주데이터(Master Data)로 지정하였으며, 그 아

8) 이하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자료 Us

er's Guide」를 참고,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3/6/9/12차)

6. 기타

1) 기타 생활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가구원용 C.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2)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3) 복지·사회·정치문제 인식
부가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2/5/8/11차)
가구원용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성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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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붙일 나머지 데이터들을 이용데이터(Using Data)로 지정하여 덧붙

임 방식으로 결합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분석에 있어서는 2018년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14차 조사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상정하여

위와 같은 결합 방식을 통해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으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직전연도의 소득과의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

으므로, 추가로 13차 조사 자료와 14차 조사 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을 거

쳤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결합한 14차 조사 자료를 연도별 결합이

가능하도록 포함되어 있는 Key 변수로 정렬하였고, 13차 조사 자료의

소득 관련 데이터 또한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가구용 데이터와 가구원

용 데이터를 결합한 후 14차년도 자료와의 결합을 위해 Key 변수로 정

렬하였다. 마지막으로 13차, 14차 조사 데이터 중 소득 관련 데이터를 K

ey 변수를 기준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소득에의 영향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함에 있어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13차 한국

복지패널 조사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

여한 노인과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각 2017년의

근로소득과 2018년의 근로소득 간의 변화를 분석, 비교하고자 하였다. 노

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

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후의 소득(자산) 상태를 비교하고자 함에

있어 2017년, 2018년도 모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또

한 설정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근 강신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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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한신실(2017), 김환준(2017)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해 보장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전후의 빈곤 변화

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가구용 데이터 및 가구원용 데이터를 각각 결

합한 2017년과 2018년의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구성한 데이터셋에 있

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을

분석변수로 선택하였다.

<표 3-3> 연구 대상 집단과 비교 집단의 설정

노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평균 월급은 월 최대 기본

급이 594,000원이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145,800원까지 지원되어 최

대 712,800원임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내용 기준), 노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창출된 일자

리에 참여하는 것이 수행 가능한 다른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보

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 일

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근로소득 변화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근로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변수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데이터 항목

중 상용근로자 임금소득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을 더한 값이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은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과 민간보험(개인

연금과 퇴직연금의 합), 기타 민간보조금을 더한 값이다. 마지막으로 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그룹화
201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201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연구 대상 집단 × ○
   비교 집단(대조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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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급여와 맞춤형급여, 기타정부보조금의 합인데, 각

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보험급여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합, 맞춤형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합, 기타정부보조금은

장애수당, 기초연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

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기타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연구 대상 집단과 비교 집단(대조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통해

유사성을 갖는 두 집단으로 구성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3> 노인 일자리 정책의 소득에의 영향 분석 틀

[한국복지패널상 전체 표본]

: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비참여 노인’으로 상정

→ 이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

[집단 A] [집단 B]

2018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집단

2018년 노인

일자리사업

비참여 집단

[회귀분석]

▪통제변수: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노인 일자리

정책 참여

▪ t-test : 집단 A, 집단 B의

두 집단 간 동질성 파악

▪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을 구성

2017년(참여 전)과

2018년(참여 후)의

근로소득 변화

실험집단

(참여○)

비교집단

(비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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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조사 14차

(2019년 조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고, 소득 분석 시와 마찬가지

로 14차 자료 중 가구원 데이터와 가구 데이터를 결합하고 노인일자리사

업 참여여부와 참여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교육 수

준, 혼인 여부 등을 분석 변수로 선택하였으며,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등의 항목 또한 분

석 변수로 선택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 것인데, 특히 생활만족도를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고 전반

적 생활만족도 또한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노인들의 인구사회

학적 변수인 성별(남, 여), 연령, 교육 수준, 혼인 여부 등은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므로 통제변수로 삼았고, 각각의 생활

만족도 측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제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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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대상 집단과 대조군 간의 비교(t-test)

2017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8년도에는 노

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하여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연구 대상 집단과 2017년, 2018년도 모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전 단계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집단(연구 대상 집단)과 비참여

집단(대조군) 간의 등분산성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등분산성이 성립

하지 않아 이분산성 하의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성별 변수를 기준으로 한 t-test 결과

‘성별’ 변수에 대한 요약

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비참여 1.614 0.487 4,523
참여 1.735 0.442 407
총계 1.624 0.485 4,930

이분산성 하에서의 t-test 결과
관측치 1 관측치 2 평균 1 평균 2 t_value p_value

성별 변수 4523 407 1.613 1.734 -4.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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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변수를 기준으로 한 t-test 결과

‘태어난 연도’ 변수에 대한 요약

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비참여 1943.673       7.538 4,523
참여 1941.880       5.267 407
총계 1943.525       7.393 4,930

 
이분산성 하에서의 t-test 결과

3) 교육수준 변수를 기준으로 한 t-test 결과

‘교육수준’ 변수에 대한 요약

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비참여       3.650       1.336 4,523
참여       3.268       1.041 407
총계       3.618       1.318 4,930

이분산성 하에서의 t-test 결과

  관측치 1 관측치 2 평균 1 평균 2   t_value   p_value

태어난 연도
변수

4523 407 1943.67 1941.88 4.7 0

  관측치 1 관측치 2 평균 1 평균 2   t_value   p_value

교육수준
변수

4523 407 3.65 3.268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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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상태 변수를 기준으로 한 t-test 결과

‘혼인상태’ 변수에 대한 요약

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비참여       1.503       0.715 4,523
참여       1.585       0.610 407
총계       1.509       0.707 4,930

 
이분산성 하에서의 t-test 결과

5) 가처분소득 변수를 기준으로 한 t-test 결과

‘가처분소득’ 변수에 대한 요약

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빈도수

비참여     2784.148     2764.563 4,523
참여     1947.556     2026.490 407
총계     2715.083     2720.847 4,930

이분산성 하에서의 t-test 결과

이분산성 하의 t-test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가처분 소득의 항목들에

있어, 1% 유의수준 하에서 두 집단이 위 항목들에 있어 유사한 조건 하

에 있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혼인여부만이 1% 유의수준 하에서

  관측치 1 관측치 2 평균 1 평균 2   t_value   p_value

혼인상태
변수

4523 407 1.502 1.585 -2.25 .025

  관측치 1 관측치 2 평균 1 평균 2   t_value   p_value

가처분소득
변수

4523 407 2784.148 1947.556 5.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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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다. 혼인여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많은

항목들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 간에 이질

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성별에 있어 두 집단 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 아직까지도 사회적으

로 여성들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성격의 노인

일자리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성별 분포에 있어 두

집단이 이질성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 주요 사업의 사업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노인일자리 주요사업의 사업 수 현황
구분 사업 수
노노케어 353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300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249 
보육시설 봉사 235 
지역아동센터 봉사 199 
지역사회 환경개선 182 
경륜 전수 활동 167 
도서관 봉사 134 
스쿨존 교통 지원 121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1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모니터링 114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92 
문화재시설 봉사 75 
장애인 봉사 68 
건강 체조 취미 생활지도 66 
주정차 질서 계도 48 
청소년 선도 봉사 41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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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표 재구성.

노노케어, 사회서비스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여성의 분포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

여하는 노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 사

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2>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노노케어는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의 역할을 하며, 생활 안전 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노

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가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으로 아직

까지도 여성들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분야, 그

래서 아직까지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기준

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고, 성별을 변수로 삼아 t-test를 수행하였을 때

두 집단의 성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러한 현황이 그 배경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성도 충

분히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사업 참여 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처분소득에 있어 두 집단이 상이하다는 결과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등에서 실시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대상의 여러 조사에 있

어, 소득 보전의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는 참여 노인 대상

문화공연 활동 28 
체험활동 지원 24 
다문화가정 봉사 16 
한부모가족 봉사 9 
CCTV 상시관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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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t-test를 실시한 결과 여러 항목에 있어 두 집단이 상이하

다는 것이 밝혀져 성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하여 유사성을 갖는 두 집단(실

험집단 및 비교집단)을 구성한 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성향점수매칭법과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결과

1)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성향점수매칭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을 짝지어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대조군)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여러 비실험설계 방법

론 가운데 선택편의(Selection bias)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다 정확한 측

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수한 방법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러

한 성향점수매칭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실험설계에서의 무작위배정

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Khand

ker et al., 2010, 권현정 외, 2011; 재인용 참고).

즉, 성향점수매칭은 관측 가능한 설명변수(observable covariates) X

의 차이에 따른 성향점수를 토대로, 넓은 비교집단(본 연구에서의 노인

일자리사업에의 비참여 집단) 가운데 일부 구성원이 실험집단인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 노인과 매칭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가능한 개인의 설

명변수 X를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설정하여 이의 차이에 따

른 성향점수를 토대로 개인을 매칭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을 연구 대상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성한 후 노인 일자리

정책이 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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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2017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2

018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

고 각각의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근로소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는

데, 이 때 앞서 언급한 t-test 결과로 볼 때 두 집단은 상이한 조건을 가

지고 있으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Score matching, 이하 PSM)을 사용하여 유사한 환경

의 두 집단을 설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018년도 노인일자리사

업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더미변수화 하여 독립변수로

삼고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근로소득 변화를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분

석을 실시하되, 근로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7년도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18년도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보정하고자 하는

공변량으로 지정하여 매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 처치 효과 추정

계수
Robust
Standard 
Error

z P>|z| [95%의 신뢰구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 변화

145.18 42.25 3.44 0.001 62.38 227.98

그 결과 P값이 0.001로, 5% 또는 1%의 유의수준 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의 참여 여부와 근로소득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Coefficient 값이 양의 값을 가지므로 노인일자리사

업에 참여한 집단의 근로소득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근로소득보다 높

아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근로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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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중,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후 변화】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
(단위, %)

항목
급여의 
경제적 
보탬

건강 상태 가족 및
친지관계

친구, 이웃,
직장동료

관계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점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

가장 큰
변화라고
응답한 
비율

42.3 17.1 5.9 6.0 19.6 9.1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도표 재구성.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42.3%

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의 가장 큰 변화를 ‘급여의 경제적 보탬’으로

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여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로 인

한 경제적 도움이 인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소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각각의 세부

만족도(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전반

적 생활만족도 항목을 분석함에 있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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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태어난 연도(연령), 교육 수준

(학력), 혼인 여부를 통제변수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을 하나

씩 추가하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아래의 표는 분석 결과를 종합

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2) (3) (4)
변수명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
 

 

0.052
(0.032)

 

0.372***
(0.036)

 

0.233***
(0.034)

 

0.162***
(0.032)

성별 0.071*** 0.064*** 0.06*** 0.044**
 (0.02) (0.023) (0.021) (0.02)

태어난 연도 
 

-0.001
(0.001)

0.004***
(0.001)

0.01***
(0.001)

0.003***
(0.001)

교육수준 0.034*** 0.065*** 0.03*** 0.053***
 (0.007) (0.008) (0.008) (0.007)

혼인 상태 -0.207***
(0.013)

-0.081***
(0.015)

-0.100***
(0.014)

-0.118***
(0.013) 

상수값 6.452*** -5.347* -16.49*** -3.413
 (2.465) (2.816) (2.640) (2.489)
     
관측값 수 4,821 4,821 4,821 4,821

R-squared 0.057 0.043 0.040 0.039

(괄호�안의�값은 Standard error)

*** p<0.01, ** p<0.05, * p<0.1

회귀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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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활만족도의 다양한 세부 항목인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

족도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 측면 모두에 있어 1%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계수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의 여러 측면 및 전반적

생활만족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했던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

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중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의 각종 만족도 조

사 결과를 살펴보면, 5점 척도로 파악한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4.1점

으로 매우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가족

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했던 조사 중 직업만족도 측면에 대해서

는 다양한 항목에 있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

족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한 급여에 대한 만족(매우 만족+만족) 비율

이 53.6%, 근로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75.1%, 근로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 비율 77.6%, 활동 및 근로시간의 경우는 만족 비율이 77.1%,

활동 및 근로내용의 흥미도는 만족 비율이 79.6%를 보였다. 직무내용 만

족도에 있어서는 활동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및 쾌적성과 이동

편의성(접근성), 동료와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동료와의 관계로서 83.4%의 비율을 보였고, 그 다

음으로 근로환경의 안전성(80.3%), 근로 환경의 편의성(78.5%)에 대한

만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

적 만족도(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상당히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직업만족도

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5점 척도의 조사에 있어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4.0점, 이 관계를 제외한 사회관계 만족도

가 3.8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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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는 3.7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20

16년대 비해 0.3점 상승한 수준이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64.1%(조금 그

렇다(46.4%) + 매우 그렇다(17.7%))로 참여노인의 대부분이 대체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있어 노인일자리사

업 참여가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

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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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방법 및 결과 요약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소득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13차(2018년 조사), 14차(2019년 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방법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하여 13차, 14차 조사 자료를 결합하였고,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 그룹과

비참여 그룹으로 나누어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성

하였다.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각

그룹에 있어 참여 노인의 사업 참여 이전년도인 2017년의 근로소득(:13

차 조사대상)과 참여 연도인 2018년의 근로소득(:14차 조사대상)의 변화

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도출된 P-value 값이 0.001로, 5% 또는 1%의 유의수준 하에서 노인일자

리사업에의 참여 여부와 근로소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 볼 수 있고, 특히 Coefficient 값이 양의 값을 가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근로소득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가 근로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이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

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등을 통제변

수로 상정하여 이러한 통제변수들을 하나씩 추가해가며 전반적 생활만족

도와 더불어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등

의 세부적인 측면과 노인 일자리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하여 회귀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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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인일자리사업에의 참여는 1%의 유의수준 하에서 전반적 생활만

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각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함의 및 제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기자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삼고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경상소득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으며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 연구(이석원 외, 200

9))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집단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참여자 가구가 비참여자 가구보다

소득의 증가폭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이소정 외, 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 중 임금근로 일자리가 생

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원부, 2020)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 8차(2013년)와 9차(201

4년) 조사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모델을

활용한 연구(강소랑, 2016)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 노인의 근로소

득을 증가시키는 데는 기여하지만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소득 증가

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나 사회적 친분관

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 노인의 소득이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한국복지패널의 이전연도의 자료들도 결합함으로

써 근로소득과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오랜 기간에 걸쳐 분석하거나, 이중

차이분석(Different in different, DID) 기법을 사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에의 참여 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에 좀 더 정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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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추후 연구의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혹은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노인 일

자리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우선 소득과 관련

하여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 참여로 얻는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매우

높은 비율(56%)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참여 목적이 경제적 목적

이라는 참여 노인의 응답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 대상이 저소득계층인만큼,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얻는 근로소득이 참여

노인들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서, 일자리의 성격상 급여 수준

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의 발굴 및 정부를 포함한 공

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노인 일

자리 창출 등 노인 일자리 정책에 민간 부문을 포함한 여러 주체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 때에도 근로환경, 급

여 등의 근로 조건이 적정 수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의 비교 검정에 있어

두 집단간 비동질성이 두드러졌고 특히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도

비동질성이 나타났다. 참여 집단에 있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인데, 이는 노인 일자리들의 주된 성격과 내용이 돌봄, 상담 서비스 제공

등으로서 아직까지 여성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분야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지만, 남성인

노인도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더욱 강

화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과, 보다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은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노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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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본래 목적인

노인의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 증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하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효율적

으로 시행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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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Job Policy for the Elderly

- Focused on income and living satisfaction -

CHOI, Seung-E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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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elderly job

policy on the income and living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ting elderl

y,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tilizing the 13th(2018 survey)

and 14th(2019 survey) survey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13th and 14th survey data were combined to examine the impa

ct of the elderly's job policy on the income of the elderly. The senior

citizen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elderly job project in 2017(subj

ect to the 13th survey) were divided into participating groups and no

n-participating groups in the 2018 elderly job project(subject to the 1

4th survey) for establishing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y us

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Since income from

senior citizens' job policies is included in earned income, the impact o

f participation in senior citizens' job program on changes in ear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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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between 2017 and 2018 was examined through the regression a

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b projec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arned income a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

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b project and t

he earned income of the groups participating in the elderly job project

was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elderly job policy on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ting elderly, gender, age, educational backg

round, and marital status on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e job p

roject in 2018 were proposed as control variables, and regression anal

ysis was performed by adding these control variables to examine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senior citizens' job program on various life

satisfaction level(family satisfaction level, job satisfaction level, and so

cial affinity satisfaction).

As a result, participation in the job program for senior citizen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livi

ng, job satisfaction and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respectively, b

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

on.

keywords : Job Policies for the Elderly, Job Program for the Eld

erly, Earned Income, Life Satisfaction, Korea Welfar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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