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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포구 시니어 인구 및 일자리 현황 파악

마포구의 시니어 인구는 2019년 기준 총 101,397명으로 마포구 전체 인구의 

26.2%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시의 시니어 인구 비중이 29.7%인 것에 비해 적은 

편이다. 동별 인구를 살펴보면 성산2동과 공덕동에 가장 많은 시니어 인구가 분

포하고 있으며, 대흥동과 염리동은 시니어 인구가 가장 적다. 공덕동 시니어 인구

는 12,037명, 성산2동 시니어 인구는 10,899명이며, 대흥동 시니어 인구는 

3,462명, 염리동 시니어 인구는 3,389명으로 나타나 지역별 시니어 인구 편차가 

큰 편이다. 시니어 일자리 구직자들은 대부분 근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근로 의욕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니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마포구 시니어 고용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나 

전체적으로 구직·취업건수가 감소

시니어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용은 2015년 대비 2019년 

42.2% 증가한 반면, 70세 이상 고용은 9.8%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같은 

기간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시니어 

고용은 5인 미만 사업장과 30-99인 사업장의 시니어 고용이 증가하였고 사업시

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니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시니어 구직 건수는 2015년 5,697명에서 2019년 6,689명으로 992명 증

가하였고 취업 건수는 2015년 2,339명에서 2019년 5,075명으로 2,736명 증가

하였다. 마포구 시니어 취업 비중은 전체 취업의 47.6%를 차지한다. 시니어 구직

자들은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경비원 등 단순 업무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구직자 특성을 파악하고 일자리 기관 여건 및 법·제도 개선 필요

마포구 시니어 구직자들 중 일부는 단순직 일자리보다 바리스타, 사무직 등 출근

을 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제한적인 수요처, 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마포구는 동서로 긴 지리적 특성을 지니는데 시니어 구직자들은 자신

들의 지역에서 먼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포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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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의성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니어 일자리 전담 인력의 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다. 전담 인력의 행정적, 업무 

수행 포지션은 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1인당 업무량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급여 수준은 최저시급에 가까워 담

당 인력의 근로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시니어 

일자리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근로기준법과 접촉되는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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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포구 시니어 인구는 적은편이나 근로 경험 풍부

1_시니어 인구의 지역별 편차 발생

마포구 총 인구는 2015년 약 40만 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약 38만 명으로 3.7%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핵심노동인구(25~49세)는 2015년 약 17만여 명에서 2019년 약 16만여 

명으로 5.5% 감소하여 마포구 총 인구 증감률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모습이 나타난다. 

마포구 시니어 인구는 2019년 총 인구의 약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시니어 인구 비중인 29.7%보다 3.5%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5년 대비 시니어 인구 증감률

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증감률 15.6%에 비해 적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마포구의 시니어 인구는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별로는 성산2동과 공

덕동의 시니어 인구가 많은 편이며 대흥동과 염리동의 시니어 인구가 마포구 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덕동의 경우 시니어 인구는 12,037명으로 거주 인구 대비 시니어 

인구 비중은 11.9%이며 마포구 전체 시니어 인구 중 3.1%가 거주하고 있다. 성산2동의 

경우 거주 인구는 41,623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시니어 인구는 

10,899명으로 거주 인구 대비 시니어 인구 비중이 10.7%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포구 전체 

시니어 인구의 2.8%가 거주하고 있다. 공덕동과 성산2동과는 반대로 대흥동과 염리동의 

시니어 인구 비중은 마포구 내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보인다. 대흥동의 경우 거주 인구는 

13,776명이며 시니어 인구는 3,462명으로 거주 인구 대비 시니어 인구 비중이 3.4%로 나타

난다. 이는 마포구 전체 시니어 인구의 0.9%에 해당한다. 염리동의 거주 인구는 총 13,533

명으로 마포구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시니어 인구는 3,389명

으로 거주 인구 대비 시니어 인구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고 마포구 전체 시니어 인구의 

0.9%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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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3/4 2017.3/4 2019.3/4
4년 전 대비

증감
(증감률)

서울시 인구 10,331,847 10,158,411 10,025,927 -3.0

핵심노동인구
(25~49세) 

4,286,819 4,147,827 4,023,452 -6.1

시
니
어

55~59세 812,738 821,038 802,554 -1.3

60~64세 588,514 651,111 706,105 20.0

65~69세 449,902 464,818 486,035 8.0

70세 이상 809,042 888,668 982,111 21.4

시니어 합계 2,660,196 2,825,635 2,976,805 11.9

시니어 비중
(서울시 총인구 중 
시니어 인구(%))

25.7 27.8 29.7 15.6

마포구 인구 400,596 387,776 385,605 -3.7

핵심노동인구
(25~49세) 

178,505 171,645 168,676 -5.5

시
니
어

55~59세 27,330 27,131 26,711 -2.2

60~64세 19,575 20,936 22,725 16.0

65~69세 15,762 15,323 15,344 -2.6

70세 이상 37,722 34,113 36,617 -2.9

시니어 합계 100,389 97,503 101,397 1.0

시니어 비중(점유율) 25.0 28.8 26.2 4.8

자료: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표 1] 마포구 시니어 인구 추이 및 비중

(단위 : 명, %)

동 총인구수
시니어 
인구수

동별 인구 
비중(%)

동별 시니어 
인구 비중(%)

동내 
시니어 인구 

비중(%)

용강동 22,403 5,562 5.8 5.5 1.4

대흥동 13,776 3,462 3.6 3.4 0.9

염리동 13,533 3,389 3.5 3.3 0.9

신수동 22,514 6,090 5.8 6.0 1.6

서교동 26,104 6,129 6.8 6.0 1.6

합정동 19,175 4,998 5.0 4.9 1.3

망원1동 21,995 6,244 5.7 6.2 1.6

망원2동 19,270 5,436 5.0 5.4 1.4

연남동 17,051 4,651 4.4 4.6 1.2

성산1동 20,288 5,465 5.3 5.4 1.4

성산2동 41,623 10,899 10.8 10.7 2.8

상암동 32,976 7,388 8.6 7.3 1.9

도화동 22,663 6,973 5.9 6.9 1.8

서강동 26,240 6,236 6.8 6.2 1.6

공덕동 40,603 12,037 10.5 11.9 3.1

아현동 25,391 6,438 6.6 6.3 1.7

합계
(평균)

385,605 101,397 100.0 100.0 26.3

자료: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표 2] 마포구 동별 시니어 인구 분포

 (단위 : 명, %)



01 마포구 시니어 인구는 적은편이나 근로 경험 풍부 / 5

2_공공기관을 통한 시니어 취업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18년 조사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마포구 내 65세 시니어 

인구의 약 85.6%는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31.2%로 서울시의 35.1%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근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은 54.4%로 서울시의 

49.6%보다 높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전체 노인의 14.4%는 평생 근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구분 빈도(명) 현재 일하고 있다
과거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하고 있지 않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 3,034 35.1 49.6 15.3

마포구 109 31.2 54.4 14.4
자료: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표 3] 현재 근로 여부 또는 근로 경험 여부

(단위 : 명, %)

시니어 인구의 취업 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3.8%가 공공기관을 통한 취업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이 외의 취업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지인을 통한 취업(29.1%), 민관 기관

의 소개를 통한 취업(10.7%), 정보 검색을 통한 취업(4.1%), 채용 박람회를 통한 취업(2.3%)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공공 기관
가족, 친척, 

이웃 등 
지인의 소개

민관 기관 
소개

신문, 광고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검색

채용 
박람회 
참여

기타

서울시 915 56.1 26.5 7.9 7.1 2.2 0.2

마포구 42 53.8 29.1 10.7 4.1 2.3 0.0

자료: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표 4] 60세 이후 취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단위 : 명, %)

하지만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인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8.7%는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의 62.9%보다 높은 수치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같은 직종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한 인원은 21.1%로 나타났으

며, 0.9%는 현재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9.3%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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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하고 있는 
직종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

서울시 3,034 62.9 25.2 2.5 9.4

마포구 109 68.7 21.1 0.9 9.3

자료: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표 5]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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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니어 근로자의 대다수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종사

1_대규모 사업장의 시니어 고용은 감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니어 고용 증가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96,376명에서 2019년 현재 199,600

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7,674명에서 2019년 10,913명으로 42.2%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70세 이상 고용

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5,069명에서 2019년 4,570명으로 9.8%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5년 60.0%에서 2019년 

56.7%로 감소하였고 여성은 40.0%에서 43.3%로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구분 2015.12 2016.12 2017.12 2018.12 2019.12 증감 증감률

서울시 합계 4,028,833 4,083,750 4,173,526 4,284,459 4,368,870 340,037 8.4

시
니
어

55~59세 254,856 270,702 287,699 298,893 310,890 56,034 22.0

60~64세 155,185 172,086 187,467 203,278 219,046 63,861 41.2

65~69세 91,179 93,678 103,552 108,415 118,926 27,747 30.4

70세 이상 64,911 65,528 75,300 81,165 88,916 24,005 37.0

시니어 
합계(명)

566,131 601,994 654,018 691,751 737,778 171,647 30.3

시니어 
비중(%)

14.1 14.7 15.7 16.1 16.9 3 20.2

마포구 합계 196,376 189,249 194,710 201,067 199,600 3,224 1.6

시
니
어

55~59세 13,236 12,336 13,567 14,157 13,665 429 3.2

60~64세 7,674 8,812 9,844 10,795 10,913 3239 42.2

65~69세 5,402 5,276 5,729 5,546 5,510 108 1.9

70세 이상 5,069 4,113 5,019 4,953 4,570 -499 -9.8

시니어 
합계(명)

31,381 30,537 34,249 35,451 34,658 3267 10.5

시니어 
비중(%)

16.0 16.1 17.6 17.6 17.4 1.4 8.8

자료 : 고용행정통계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표 6] 마포구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 5년 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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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

2019.12
서울시 시니어

2019.12
마포구

2019.12

마포구 시니어

2015.12 2019.12

남성 2,362,610(54.1) 420,096(56.9)
106,972 
(53.6)

18,822
(60.0)

19,662
(56.7)

여성 2,006,260(45.9) 317,682(43.1)
92,628
(46.4)

12,559
(40.0)

14,996
(43.3)

계 4,368,870(100.0) 737,778(100.0)
199,600 
(100.0)

31,381 
(100.0)

34,658 
(100.0)

자료 : 고용행정통계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표 7] 마포구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성별 구성

                                                         (단위 : 명(%))

사업장 규모별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275명으로 39.7%의 비중을 차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4,546명으로 12.6%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장 규모별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고 5인 미만 사업장과 30-99인 사업장은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마포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는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은 12.6%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시니

어 고용이 높은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시니어 고용형태는 대부분이 상용직(99.8%) 형태로 

자영업(0.2%)은 거의 없는 편으로 나타난다.

산업분포별로 보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시니어의 43.0%가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의 종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시니어 종사자 비중은 2015년 대비 2019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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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

2019.12
서울시 시니어

2019.12
마포구

2019.12

마포구 시니어

2015.12 2019.12

5인 
미만

535,161(12.2) 102,061(13.8) 2,733(1.6)
3,115
(10.8)

4,546
(12.6)

5인~
29인

850,526(19.5) 159,247(21.6) 46,868(27.3)
5,224
(18.1)

6,457
(18.0)

30~
99인

496,529(11.4) 95,870(13.0)
27,230
(16.0)

3,265
(11.3)

6,010
(16.7)

100~
299인

519,819(11.9) 104,634(14.2)
25,316
(14.8)

4,745
(16.5)

4,666
(13.0)

300인
이상

1,966,835(45.0) 275,966(37.4)
69,086
(40.3)

12,445
(43.2)

14,275
(39.7)

계 4,368,870(100.0) 737,778(100.0)
171,233
(100.0)

28,794
(100.0)

35,954
(100.0)

자료 : 고용행정통계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표 8] 마포구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장 규모별 구성 

(단위 : 명, %)

구분
서울시

2019.12
서울시 시니어

2019.12
마포구

2019.12

마포구 시니어

2015.12 2019.12

상용직 4,363,554(99.9) 735,978(99.8)
199,262
(99.9)

31,334
(99.9)

34,540
(99.8)

자영업 5,316(0.1) 1,800(0.2)
253
(0.1)

47
(0.1)

68
(0.2)

계 4,368,870(100.0) 737,778(100.0)
199,515
(100.0)

31,381
(100.0)

34,608
(1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고용보험

[표 9] 마포구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장 고용형태별 구성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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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분류)
서울시 마포구 

전체 시니어 전체 시니어

농업, 임업 및 어업 885(0.0) 285(0.0) 191(0.1) 73(0.2)

광업 172(0.0) 70(0.0) 0 0

제조업 488,324(11.2) 50,324(6.8) 15,913(8.0) 1,217(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647(0.2) 1,177(0.2) 225(0.1) 54(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208(0.2) 3,114(0.4) 284(0.1) 77(0.2)

건설업 177,584(4.1) 31,814(4.3) 6,817(3.4) 1,152(3.3)

도매 및 소매업 757,635(17.3) 70,345(9.5)
26,054
(13.0)

2,397(6.9)

운수 및 창고업 215,015(4.9) 57,690(7.8) 10,311(5.2) 2,063(6.0)

숙박 및 음식점업 267,101(6.1) 42,629(5.3) 12,874(6.5) 1,953(5.6)

정보통신업 423,464(9.7) 16,755(2.3)
37,216
(18.7)

1,736(5.0)

금융 및 보험업 319,210(7.3) 18,212(2.5) 6,342(3.2) 455(1.3)

부동산업 111,820(2.6) 61,936(8.4) 4,083(2.0) 2,467(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0,640(7.8) 38,037(5.2) 15,447(7.7) 1,100(3.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34,292(14.5) 208,841(28.3)
39,537
(19.8)

14,887(4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583(0.9) 13,576(1.8) 1,463(0.7) 453(1.3)

교육 서비스업 120,018(2.7) 20,202(2.7) 4,434(2.2) 774(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6,383(7.5) 76,731(10.4) 11,028(5.5) 2,835(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590(0.9) 5,264(0.7) 2,138(1.1) 122(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1,826(2.1) 20,728(2.8) 5,217(2.6) 834(2.4)

기타 473(0.0) 48(0.0) 0 0

합계 4,368,870(100.0) 737,778(100.0)
199,349
(100.0)

34,649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고용보험

[표 10] 마포구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업 분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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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시니어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전체적인 구직·취업 

건수의 감소 추세

마포구 시니어 구직 건수는 2015년 5,697명에서 2019년 6,689명으로 17.4%가 증가하였

으며, 같은 기간 전체 구직 건수 내 시니어 구직 건수의 비중은 18.8%에서 27.6%로 8.8%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의 구직 비중이 같은 기간 7%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마포구의 시니어 구직 비중은 더 빠르게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니어 취업 건수는 

2015년 2,339명에서 2019년 5,075명으로 117.0%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취업 

건수 내 시니어 취업 건수의 비중은 20.4%에서 47.6%로 27.2%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취업 비중이 12% 증가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마포구의 시니어 취업 

비중은 더 빠르게 증가하였고 전체 취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마포구의 시니어 

취업률은 35.4%로 서울시 시니어 취업률인 10.8%를 크게 상회하였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 증감률

서
울
시

시
니
어

구
직

건수 17,566 196,613 212,750 175,593 187,101 169,535 965.1

비중 22.6 23.3 25.6 26.7 29.1 7 28.9

취
업

건수 7,242 112,405 130,326 112,768 97,300 90,058 1243.6

비중 29.0 33.5 38.4 40.2 41.1 12 41.7

취업률 41.2 57.2 61.3 64.2 52.0 10.8 26.1

마
포
구

시
니
어

구
직

건수 5697 5702 6603 5806 6689 992 17.4

비중 18.8 18.4 20.4 24.0 27.6 8.8 46.8

취
업

건수 2339 4455 7755 5706 5075 2736 117.0

비중 20.4 33.5 47.8 45.6 47.6 27.2 133.3

취업률 41.0 78.1 117.4 98.3 76.4 35.4 86.3

자료 : 고용행정통계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표 11] 마포구 시니어 구직·취업 추이

(단위 : 건, %, 5년 전 동년 대비)

월별로는 평균 1,808명의 구직 신청이 나타나고 있으며 1월 구직자 수가 1,990명으로 가장 

많은 모습이 나타났다. 구직자 수가 가장 적은 달은 10월로 1,638명의 구직 신청이 이루어

졌다. 구직자 수는 1월에 최대치를 보이며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10월에 최저치가 

나타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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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90 1,933 1,828 1,758 1,929 1,888 1,714 1,662 1,664 1,638 1,798 1,898 1,808

자료 : 고용행정통계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표 12] 2019년 마포구 시니어 유효 구직자 월별 추이 

(단위 : 명)

시니어 구직 및 취업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포구 시니어 구직자의 남성 

구직자 수는 2015년 2,915명에서 2019년 3,413명으로 498명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전체 

남성 구직자 중 시니어 남성의 비중은 2015년 23.1%에서 33.9%로 31.9%의 증가율이 나타

났다. 

마포구 시니어 구직자의 여성 구직자 수는 2015년 2,782명에서 2019년 3,276명으로 494

명 증가했다. 전체 여성 구직자 중 시니어 여성의 비중은 2015년 15.7%에서 23.1%로 

32.0%의 증가율을 보였다. 

마포구 시니어 취업자의 남성 취업자 수는 2015년 1,057명에서 2019년 1,051명으로 6명 

감소했다. 전체 남성 취업자 중 시니어 남성의 비중은 2015년 21.5%에서 35.3%로 39.1%

의 증가율을 보였다. 

마포구 시니어 취업자의 여성 취업자 수는 2015년 1,282명에서 2019년 4,024명으로 

2,742명 증가했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시니어 여성의 비중은 2015년 19.6%에서 52.3%로 

62.5%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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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 증감률

서
울
시

시
니
어

구
직

남성 9,284 96,988 101,856 86,213 98,835 89,551 964.6

비중 27.1 26.9 29.0 30.7 35.2 8 29.8

여성 8,282 99,625 110,894 89,380 88,266 79,984 965.8

비중 19.0 20.7 23.1 23.7 24.4 5 28.2

취
업

남성 2,027 32,186 33,617 30,758 29,715 27,688
1366.

0

비중 21.7 25.8 28.6 31.3 34.7 13 59.5

여성 5,215 80,219 96,709 82,010 67,585 62,370
1196.

0

비중 33.3 38.0 43.6 45.0 44.7 11 34.2

취
업
률

남성 21.8 33.2 33.0 35.7 30.1 8 37.7

여성 63.0 80.5 87.2 91.8 76.6 14 21.6

마
포
구

시
니
어

구
직

남성 2915 2590 3055 2787 3413 498 14.6

비중 23.1 21.3 23.7 28.1 33.9 10.8 31.9

여성 2782 3112 3548 3019 3276 494 15.1

비중 15.7 16.6 18.3 21.2 23.1 7.4 32.0

취
업

남성 1057 944 1031 907 1051 -6 -0.6

비중 21.5 21.0 25.5 27.7 35.3 13.8 39.1

여성 1282 3511 6724 4799 4024 2742 68.1

비중 19.6 39.8 55.2 52.0 52.3 32.7 62.5

취
업
률

남성 36.3 36.4 33.7 32.5 30.8 -5.5 -17.9

여성 46.1 112.8 189.5 146.5 122.8 76.7 62.5

자료 : 고용행정통계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표 13] 마포구 시니어 구직·취업 성별 구성

(단위 : 건, %, 5년 전 동년 대비)

시니어의 희망 직종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9년 모두 단순 업무를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시니어 희망 직종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모두 청소 관련 단순 종사자, 

경비원 등을 주로 희망하였고, 2019년 시니어 희망 직종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모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경비원 등을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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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5

순위
55~64세 65세 이상

직종 건수 비중 직종 건수 비중

1
청소원·가사도우미 및 

그 외 청소 관련 단순 종사자
711 12.5

청소원·가사도우미 및 
그 외 청소 관련 단순 종사자

409 7.2

2 경비원 385 6.8 경비원 273 4.8

3 의료복지 지원종사자 274 4.8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41 0.7

4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267 4.7 자동차 운전원 40 0.7

5 주방장 및 조리사 264 4.6 식당서비스 관련 종사자 40 0.7

6
보육교사·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216 3.8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38 0.7

7 자동차 운전원 199 3.5 의료복지 지원종사자 26 0.5

8
경영지원·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150 2.6 건설마감 관련 기능종사자 26 0.5

9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149 2.6

경호원·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7 0.3

2
0
1
9

순위
55세~64세 65세 이상

직종 건수 비중 직종 건수 비중

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747 11.2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4 8.4

2 돌봄 서비스 종사자 632 9.4 경비원 310 4.6

3 경비원 366 5.5 돌봄 서비스 종사자 181 2.7

4 식당 서비스원 230 3.4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63 0.9

5 경영지원 사무원 200 3.0 자동차 운전원 54 0.8

6 주방장 및 조리사 192 2.9 식당 서비스원 36 0.5

7 자동차 운전원 171 2.6 주방장 및 조리사 29 0.4

8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168 2.5 작물재배 종사자 25 0.4

9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125 1.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2 0.3

10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123 1.8 건축마감 기능원 22 0.3

자료 :고용행정통계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표 14] 마포구 시니어 구직자 연령대별 주요 희망 직종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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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니어 일자리 관련 지원 및 인력 확보 필요

1_시니어 일자리 구직자 특성과 지역 여건

마포구 시니어 일자리 지원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마포구 시니어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들의 경우 생계유지보다 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노인분들이 많

은 편이었다. 대표적인 시니어 일자리로 인식되는 경비, 단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바리스

타, 사무직 등의 업무를 찾는 시니어 구직자의 경우도 나타나 소득보다는 출근을 하여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시니어 구직자 수요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노인 교육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 수요를 알아보면 부동산, 바리스타 등의 수요가 많으며, 

여가 취미 수요 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일자리로 연결되기까지는 제한적인 

수요처, 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포구 시니어 구직자들은 지역 내에서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 지리적으로 동서로 긴 모습을 가지는데 자신들의 지역에서 먼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올해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시니어 일자리 자체가 제공되지 않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

가 발생했다.

마포구는 특성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적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일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득보다는 출근을 좀 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고 멋있는 일을 찾으세요. 바리스타라든가 보여지는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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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교통 편의성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시니어 구직자들의 경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는데 마포구는 버스와 

지하철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이..본인들 지역 내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마포구가 동서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덕동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암 같은 곳은 잘 안 가시려고 해요.

다른 이점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안내하는 인쇄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공공의 지원이 강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균등한 역량을 가진 구직자가 필요한데 

구직자의 역량이 일정하지 않아 모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니어 

일자리 사업 특성상 마포구가 강점을 가지는 출판, 방송 디지털 등의 산업 분야와 괴리가 

나타나며, 연계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괄적인 균등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모집을 해야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학력이나 그런 부분들에도 편차가 있고... 지역 상황특성도 조금 
노인일자리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포구 특성이 약간 출판이나 디자인, 방송 이런거랑 디지털 
같은 이런 것들이 노인일자리랑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곳
에서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 할 일이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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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시니어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여건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

시니어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의 경우 행정적, 업무수행 포지션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들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시니어 일자리 지침에 따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시니어 일자리 업무가 종료되면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기관에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남겨진다.

저희는 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으로 있잖아요. 제 위치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정확히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데, 사업을 따로 만들어서 그 사업 때문에 뽑아진 인력이 돼서 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되게 애매해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맞춰진 거라서 다른 
업무를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가 업무가 끝났어요. 그때부터 꿔다놓은 보릿자루인거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노인일자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센터 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수행 인력의 수급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매년 시니어 일자리 사업량은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이나 시니어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행 인력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수행 

인력 1인당 소화해야 할 사업량은 점점 늘어나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업무 특성상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이 일자리 수요처를 구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구직자와 수요처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노인일자리가 계속 사업량이 늘어왔거든요. 이 사업량이 늘어 온 것을 일괄적으로 이제 전 구에 배정
하다 보니까 계속 느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배정량을 무조건 소화를 해야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도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어진 사업량을 
구에서 소화를 해야되고 시행기관 입장에서는 “어? 이 사업은 더 인원을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무조건 구에서는 소화를 해야되고 그래서 조금 사실 논의도 많이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화를 해야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인원은 늘지 않고..사실은 뭐 지금 150명 당 1명
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늘려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또한 전담인력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처음 시니어 일자리 담당 인력이 배정된 

이후 현재까지 담당 인력들은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담당 인력의 근로 동기부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금을 어느 정도 담당자들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면...지금 거의 최저시급이거든요. 일자리 업무량 
증가폭이 임금 인상폭보다 크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동기부여도 안 되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생긴지 이제 2년 반 밖에 안됐고,. 최소한 생활할 수 있게 급여를 맞춰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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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를 법·제도 측면에서 보면 시니어 일자리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제한적

인 부분이 발생한다.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근로자로 정의하는 순간,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복지 사업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기관들은 노인들의 주휴 수당, 퇴직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기관이 모든 부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결국에는 시니어 일자리가 줄어

들거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인일자리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걸리는 게 많아요. 파고들어서 잡아내자고 하면 
다 망하게 생긴? 이게 되게 난감한게, 어르신들에게 더 일을 많이 제공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러는 순간, 그걸로 저희가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1년에 267만원으로 모든 걸 다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일자리가 
너무 없고, 질이 나쁘고,. 질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예전에는 노인일자리가 근로기
준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노력 했던 것 같은데 그런것도 없고.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형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 다 주거든요? 보조금으로.. 그러면 운영이 가능한데.. 시장형에서 그 부분을 다 
맞출거면 예를 들어 저희가 임대료 내는 것도 있었거든요. 임대료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 내고 
어르신들 월급주고 뭐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주고 판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면서 
이렇게 복지를 하라는게 저는 좀 어려워서.. 근로기준법의 제외를 어느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행정기관의 시니어 일자리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는 부분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행정

기관의 담당자들은 보직이 주기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새로 배치되면 업무를 다시 숙지하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나 

연계에 참여하기까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니어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를 전문 업무로 보고 지속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매번 노인일자리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1년마다 바뀌세요. 어쩔 수 없긴 한데... 교체되면 거의 싹 
바뀌는.. 완전히 리프레쉬 되는? 초기화되는 상황이에요. 행정기관에서는 어차피 그 이동하시는게 
거의 노인일자리를 전문으로 하시는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초기화되는 거에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니어 일자리 담당 행정부서의 대처와 결정이 늦게 

내려오면 현장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부서

와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나 이랬을 때, 너무 대처가 느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3월에 선 지급 어르신들 일 안하시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3월 선 
지급.. 어르신들 일 안 하셨지만 활동비를 미리 드린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담당자들이.. 
저희 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에 있는 담당자들이 많이 요청을 했어요.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 물론 
쉽게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걸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연성
이나 소통이 느리지 않나... 이건 좀 답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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