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26 성남형 어르신일자리 1만개 마련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장기 10,000명 - 명

주관부서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담당 신용승/박지연 ☎ 729-2905, 2887

협조부서

협력체계 성남시니어클럽, 성남분당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3개 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등 27개소

시민참여 방송, 신문, SNS, 홈페이지 등 웹

□ 정책목표

 ·  성남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정부일자리사업의 취약분야 보완
  ·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참여자의 만족도 고취
  · 어르신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대로 고령사회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 일자리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기회 제공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개    요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2조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일부사업 만 60세 이상)

  ❍ 사 업 량: 성남형어르신 일자리 1만개 

  ❍ 사업기간: 2018년 7월 ∼ 지속

  ❍ 사업내용: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소일거리 사업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성남형 일자리 1만개 목표 추진 실시

2019년 연  간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사업개발

2020년 연  간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사업개발

2021년 연  간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사업개발

2022년 연  간 ∘성남형 일자리 1만개 목표 달성

2023년이후 지  속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사업 개발로 지속적인 성남형 일자리 제공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14,644 21,499 58,911 7,953 9,513 14,517 20,741 11,004 34,234

국비 41,810 7,012 22,778 3,354 3,155 5,130 7,329 3,810 12,020

도비 8,249 1,168 4,276 465 518 987 1,411 895 2,805

시비 64,585 13,319 31,857 4,134 4,672 4,751 12,001 6,299 19,409

※ 변경사유: 코로나19관련 사업중단 등으로 인한 2019~2021년 재정투입계획 축소 변경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20 7,287명 7,287명 100

2019년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20 8,061명 8,061명 100

2020년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20 8,680명 8,680명 100

2021년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20 9,380명 9,480명 101

2022년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 20 10,000명 10,186명 101

□ 공약 이행사항
❍ 공약사업 이행상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어르신 일자리
목    표 7,287 8,061 8,680 9,380 10,000

참여인원 7,287 8,061 8,680 9,480 10,186

구   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자격조건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사업은 만60세 이상 사업적합자)

만65세이상 누구나
(경로당급식도우미는 만60세 이상)

활동비/
활동시간 27만원/30시간 27만원(경로당급식도우미)/30시간

11만원(환경정비 등 4개 사업)/12시간

수행기관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13개소  대한노인회지회 3개 지회,
 복지회관 등 27개소   

사업내용

◦공익활동: 동네사랑환경감시단,
  노노케어, 공공시설시니어봉사단 등
◦시장형: 카페,제조·판매,공동작업장
◦서비스제공형: 다목적복지회관 파견
◦취업알선형: 인력파견

◦어르신환경지킴이, 실버금연지킴이,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반려견계도,
  경로당안전지킴이 등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3개 사업, 4,287명
∘어르신 소일거리: 5개 사업, 3,000명 어르신 7,287명

2019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3개 사업, 4,761명
∘어르신 소일거리: 6개 사업, 3,300명 어르신 8,061명

2020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5개 사업, 4,986명
∘어르신 소일거리: 7개 사업, 3,700명 어르신 8,686명

2021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3개 사업, 5,480명
∘어르신 소일거리: 8개 사업, 4,000명 어르신 9,480명

2022년 어르신 일자리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3개 사업, 5,886명
∘어르신 소일거리: 8개 사업, 4,300명 어르신 10,186명

  

 ∙ 사업추진상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종  류 사 업 량(명) 비고

총         계 127개 5,886명 308↑

기존 사업(2021) 노노케어 등 120개 5,726

기존사업   폐지 스마트 알리미 등 13개 595 감소

신규 사업(2022) 자원순환 서포터즈 등 20개 755 증가

[ 신규사업 세부내용 ]

수 행 기 관 사   업   명 사 업 량 비고

총       계 20개 755명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자원순환 서포터즈(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

다함께 보듬이(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등)
19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치매서포터-가치동행(치매노인 돌봄)

손재주 공방(재봉 및 실크스크린으로 제품 제작)
20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탄천지킴이(탄천 내 환경정화)

공공기관서포터즈(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35

상대원1동다목적복지회관

지역사회돌봄사업단(안부전화등)

시니어IT강사파견사업단(어르신IT교육지원)

승강기안전모니터링사업단(승강기위치정보수집등)

노인일자리담장자업무지원사업단(일자리업무지원)

시니어금융업무지원(금융업무지원)

시니어안전모니터링(공공시설물 안전사고예방등)

103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파수꾼사업(경로당환경정화)

양심주차매니저(주정차질서계도)

세대이음 공감(교육시설관리지원)

푸름관리소(공원환경정화활동)

꿈의나들목(지역사회돌봄)

책이랑(도서관업무지원)

지하철수호대(지하철관리지원사업)

명문금빛공동작업장(공동작업장)

578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87.2 76,571 21,499 93 55,072  6,646 7,657 9,442 24,936 6,391

국비 89.8 29,413 7,012 98 22,401 2,803 3,025 4,721 9,186 2,666
도비 81.7 4,881 1,168 87 3,713 387 497 870 1,525 434
시비 86.3 42,277 13,319 91 28,958 3,456 4,135 3,851 14,225 3,291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193,692 21,499 78,754 93,439 11,004 22,666 23,345 24,043 12,381

국비 67,170 7,012 27,805 32,353 3,810 7,848 8,083 8,325 4,287

도비 13,720 1,168 4,956 7,596 895 1,843 1,898 1,954 1,006

시비 112,802 13,319 45,993 53,490 6,299 12,975 13,364 13,764 7,088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해 일자리 중단 시
 어르신들의 소득 감소 예상

 안정적인 소득 유지되도록 비대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일자리 발굴 필요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해 일자리 중단 시
 어르신들의 소득 감소 예상

 안정적인 소득 유지되도록 비대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일자리 발굴 필요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사업발굴로 성남형 일자리 제공

□ 기대효과

❍ 어르신들 재능의 사회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보람된 노후생활 영위

  ❍ 일자리 참여를 통한 여가활동 및 사회관계 증진 기회 제공

  ❍ 활동비 인상 및 활동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