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9, No. 8, August 2016(pp. 1433-1443)

http://dx.doi.org/10.9717/kmms.2016.19.8.143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의 스마트 환경이 고도화됨

에 따라 출산 둔화, 베이붐 시대의 은퇴, 평균수명의 

연장 등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저

출산ž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의 감소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

회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가구가 2030

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전체노인계층에 비해 부양의 교환

수준,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이 매우 낮아 자신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에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1].

더군다나 조기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 상태가 발생

하고, 노인빈곤으로 이어짐에 따라 노인계층은 빈곤,

노령화, 질병, 외로움이라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욕

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2]. 특히 기대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후생활, 노년생할 안정을 위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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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건강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부양가치관의 변

화 등에 대비하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

고 있다[3].

통계청(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4] 2014년 기

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고, 2015년 고령층(55～79세)인구의 61.0%

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5.6명이 고령

자 1명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이며, 고령자가 취업을 

원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노인고용에 대한 시장여

건을 개선해야할 시기이다. 현재 중앙정부나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일자리에 관해 유형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

집행 시 참여노인의 성향이나 특성, 욕구 등의 수요

조사나 고려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낮다. 게다가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받는 고령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의 유형, 기간, 보수 등의 기

준만 제시되고 노인 개개인 상태에 적합한 일자리 

구직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어려운 구직문제로 인해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높은 노인빈곤율과 연금제

도의 미성숙, 노인 고용을 위한 시장여건이나 제도,

서비스 등이 매우 미흡하여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의 노후 생활은 대부분 가

족에 의해 보호되어왔으나 핵가족화, 가족해체, 여성

취업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부양기

능이 저하됨에 따라 노인 스스로 자립생활을 위한 

고령 취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령자계

층을 위한 서비스의 경우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완성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계층의 

부양능력이 악화되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

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공간정보

를 활용한 위치기반의 고령자 일자리검색 서비스 제

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고령자일자리 검색

을 위해 제시되었던 검색 기준을 강화하고, 노인 개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노인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범위 안에서의 직장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각화에 초점을 둔다. 특히 정

보화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계층을 위해 쉽고 

간편한 정보접근 체계를 마련하고, 직관적인 시각화 

기법을 적용하여 고령계층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

원하고자 한다.

2. 고령자 일자리

2.1 고령 경제 인력 및 일자리의 개념과 취업의 필요성

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능

력이나 적응성이 퇴화현상을 나타내어 사회기능수

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이다[6] 일반적인 노령계

층 대부분은 신체적 노화현상과 사회기능수행에 장

Fig. 1. Present condition of the elderly who liv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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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권태와 고독감으

로 불안정한 시기이며, 특히 경제적으로도 고용 생산

능력의 후퇴로 임금 중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

지만 지역과 환경에 따라, 또는 시기와 역사에 따라 

연령의 개념이 변화할 뿐 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리

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의 변화가 적용하는 복잡형

태의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

O)1)의 규정에 따라[7] 5세 이상을 고령근로자로 보

고 있으나 최근 수명의 연장과 노인근로능력 향상으

로 인해 65세 이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

라도 이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노동계층 범위 

안에서의 연령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인인력이란 연령의 구분으로 일정 연

령 이후 직장을 퇴직했거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8].

아래의 Fig. 2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

련 서비스 사례이며, 대부분 직종, 지역, 보수, 근무시

간 등의 항목선택으로 일자리 검색이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고령자의 노후 생활은 대부분 부양가

족에 의해 보호되어왔으나 현대 사회진입과 동시에 

핵가족화, 여성취업률의 증대, 가족해체 및 가족구조

의 변화, 가족경제의 취약성,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

관 변화 등으로 가족 부양체계가 악화되고 있다[9].

이처럼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의 자립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UN)의 전문기구로서 자유
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
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을 위한 노후대책은 물론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 및 서비스 체계가 확립되

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의 개념은 고

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

한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노인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노인맞춤형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고령사회에 있어 고령자의 취업문

제는 중요한 과제이며, 그들의 취업 활동은 노후생활

을 대비한 소득보장, 심리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덜어

줄 일에 대한 재미, 점차 저하되는 신체 및 정신적 

건강유지, 고령사회에 발생되는 다양한 노인문제 해

결을 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2.2 고령자의 일자리 현황과 유형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

가 큰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령자 계층

의 희망수명이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의료기술의 발

달에 힘입어 노령인구가 최대 75세까지 근로에 종사

한다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현재 60～75세 취업률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단순히 일자리 제공

이 아닌 산업계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10].

2015년 통계청의 보도자료[11]에 따르면2014년 65

세 고령자 고용율은 31.3%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60～64세 인구의 고용

률이 20대를 추월하고 있다. 65세 취업자는 지난 12

년 사이에 2.2배가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38.3%에 

(a) Plan for senior employment
(source: MiraeAsset Retirement
Institute)

(b) Reseach for the categories of
senior job positions (source:
Smart Life Design)

(c) Information for the senior job
positions (source: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d) Customized information for
the age groups (source: Smart
Life Design)

Fig. 2. Plans and information of the senior job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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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고령층(55

～79세)이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61.0%로 근

로 사유는「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많았고,「일하는 

즐거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근로 희망자 일자리 선

택기준은「일의 양과 시간대(27.7%)」가 가장 높았

고 ,「임금수준(23.2%)」,「계속근로가능성(18.0

%)」의 순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일의 양과 시간대

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

수록 임금수준보다는 일의 내용을 더 중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척도인 일의 양과 시간기준은 고령층 개개인의 신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계속 근로가능성 

경우도 직장으로의 출퇴근 문제와 물리적 접근성과

도 직결된 사항이라 판단되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현상 

가운데 노인의 안정적인 경제력 미확보로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대비하고자 정부·지자체는 물론 한국노

인인력개발원, 민가사업수행기관 등이 사업운영주

체가 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적합형 일자

리2)”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ž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2) 노인적합형 일자리란 일하고자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
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창출·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

Table 1. Elderly job types

Type Definition Example

Social
contribution

Public
services

Job positions with high
publicity that contributes to the
local development

Street,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elementary school dining assistant, library
administration support, crime-prevention
patrol, administrative support, traffic order
guidance, etc

Education

Lecture at the welfare and
education facilities by the
owners of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iences

Forest eco system and culture commentator,
etiquette, calligraphy, and Chinese character
teacher, etc

Welfare

Support for social stability and
pursuit of happiness of the
minor with difficulty in social
activities

Old-Old Care, Project for the prevention of
the abuse on the elderly, day care assistant,
dispatch of educational teacher, teachers at
the welfa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advisors for the health care

Market
entrance

Group work

Jointly working with companies,
jobs create certain profits by
cultivating and selling the
manufactured goods, the
half-finished goods, and crops.

Collaboration with public corporations or
agricultural businesses (pastes, seaweed
chips, tofu chips, onion extracts, Korean
tranditional cookies, natural seasonings),
packing, production of shopping bags, etc

Manufacturing
and sales

Jobs create certain profits by
producing and selling goods or
provide services,

Delivery to the apartments, car-washing/
laundry businesses, box lunch delivery
business, manufacturing and sales of side
dishes/ tofu/ rice cake/ soap, etc

Manpower
dispatch

Jobs paid with certain wage for
dispatch requested by the
source of demand

Exam supervisors, restroom cleaners, gas
station worker, parking supervisor,
caregiver, officiant, housekeeper, building
management, etc

Talent sharing activities

Activities to enhance the rights
of the elderly through finding
advising and educating of
vulnerable or mistreated elder
people by talented or
experienced seniors

Comprehensive advising by No-No Center,
fraud prevention education,
Alzheimer’s-prevention volunteer works,
support for advisors, etc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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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르면 참여노인의 소득 보충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참여노인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켜 노인들

이 적극적인 노년기를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밝혔다[13].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사회공헌

형, 시장진입형, 재능나눔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아

래 Table 1과 같다.

위의 Table 1의 노인의 일자리 예시에서와 같이  

노인일자리는 그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

으며, 일자리를 찾는 노인의 개인 상태를 고려한 일

자리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소개하는 노인일자리의 경우 노인들

의 능력과 기존 경험을 활용할 만한 직업은 극히 일

부에 그치고 대부분 단순 노동직이라 점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의 문제점은 노인취업 시 보장받는 임금 

수준이 열악하여 취업 의욕을 상실한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취업 고령자의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

거나 도ž소매업, 음식 또는 숙박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생산성이 극히 낮은 농촌에 잔류하거나 저소득

층으로 전락하는 등 이를 해결할 방안이 시급한 사항

이다.

2.3 고령자 일자리 검색 현황

정보통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

들의 원활한 정보 활용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보화의 

벽이 높아가고, 세대 간 정보소통과 격차의 수준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14]. 특히 사회 전 분야

가 ICT기술과 결합되어있어 노인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 접근성은 곧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직결되며, 사

회 속에서 하나의 시민계층으로써 소외감과 무력감

이 줄어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내의 경우 노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각 구청의 일자리사업

팀이나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

kordi.or.kr),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잡(www.silver-

jobs.co.kr) 등 구직사이트가 있지만, 정보력이 떨어

지고 인터넷 사용 등에도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겐 

일자리 검색을 위한 정보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

다[15].

다만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

로 노인일자리 개발에 나서면서 이를 이용하는 노인

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부분 검색 조건

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로 노인이 취업에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은 일자리 상담 

및 위업 알선, 취업 전 교육 및 훈련 등 노인의 능력이

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아래 Table 2와 같은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16].

3. 공간정보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3.1 공간정보의 활용과 매쉬업 서비스

무선인터넷망이 보편화되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위치기반의 서비스가 산업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통신망과 GPS 음영지역인 실

내, 빌딩숲 속의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및 이

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LBS)가 우리 생활에 보편화되

고 있다[167]. 특히 최근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

정보를 개방·공유·통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OpenAPI 등을 이용한 매쉬업서비스(Mash-up)3)는 

3) 매쉬업서비스는 웹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
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
드는 기술로 다수의 정보원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조합하
여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

Table 2. Dedicated organization for senior employment

Organization content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Responsible for supporting projects for the senior job positions and senior
volunteer works and research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nior Club
Creates and provides senior job positions by utilizing local resources,
equippedwith certain number of facilities and experts

The Korean Senior Citizen
Association

Employment Support Center

Responsible for the tasks to expand the thesecurity for the incomes of the
elderly 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by advising and
connecting the seniors looking for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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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의 공간정보활용체계를 구성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18]. 매

쉬업이 공간정보서비스의 핵심개념이 된 계기는 구

글지도와 부동산정보를 조합시킨 하우징맵(Housing

Maps.com)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공간정보와 뉴스,

방송정보, 교통정도, 생활정도 등을 지도 기반에 API

로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실시간 오버레이(Overlay)하

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19]. 아래 

Table 3은 위치기반의 매쉬업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

비스의 사례이다.

3.2 공공데이터와 장소검색을 위한 공간정보의 융합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정보의 공유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원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검색되고, 그 서

비스가 어느 위치 또는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공간정보와의 융합을 통해 가능한 일

이다.

일자리 검색의 경우 구인, 구직에 관한 조건에 따

라 추천된 결과를 일정 구간이내의 반경거리 또는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에 따라 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이동방법에 따른 경로분석의 결과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지점 간의 직선거리만을 계산하는 

단순한 방법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경

션이다.

로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장소검색과 접근성 및 경로 분석은 일자리 검색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3.3 고령자의 정보 접근과 노인일자리 검색 서비스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

을 당하게 되는데, 고령자 계층도 누가 얼마나 양질

의 정보를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생활의 윤택

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20] 미래부의 

‘2015 정보접근성4) 싵태조사’[21]에 따르면 정보접근

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웹과 앱에서 

공통적으로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항목에서는 

대체텍스트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

한 기술지원,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령계층의 일자리 검색을 위한 정보접근에 있어

서도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모바

일 SNS를 활용한 구직정보 획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 정보공유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

4) 정보접근성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기술적 조
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각종 
ICT기기를 활용하는 개념

5) 대체텍스트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이 인터넷이나 앱 
상의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Table 3. The location-based public services using mash-up

content characteristics

[Simplyhired_Help Service]
-Search engine expert at hiring information
with strategic tie-up with various companies
<source: http://netkong.eglooscom
/viewer/373156>

- Uses Open API by Google Maps, and
provides along with the location
information based on the maps

[Opentable_Agency Service]
- service that informs the vacant seats and
times at the restaurants
- Groupon, which provides daily coupons
targetinglocal residents
- ‘Living social is a same type of businesses
<source: http://www.opentable.com>

- Service that mediates between
potential demanders and suppliers
- Provides with the information needed
by both the demanders and the
suppliers in real time

[Round about_job search service]
-displays the wanted jobs in the wanted area
based on the map
<source: http://roundabout.io/>

Easy to know the locations of the job
locations depending on the job category
- Able to understand the accessibility of
th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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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계층별 상태 

조건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구직정보에 접근하여 자

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조건 

및 정보접근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제공되는 국내 노인일자리검색서비스의 경

우 대부분 지자체나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 노인일

자리정보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한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Table 4와 같다.

국내 노인일자리검색 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일

자리 정보에 대한 최종 업데이트, 즉 최신성에 대한 

유지 문제이고, 둘째, 정부 및 시, 지자체를 포함하여 

많은 기관이 데이터 개방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셋

째, 관련 정보의 파일 다운방식으로 정보접근이 여의

치 않은 고령 구직자가 직접 검색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넷째, 실제 일자리 검색에 대한 내용보다는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관련 행정통계정

보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검색조건 항목에 있어서 

근무지역, 희망직종이나 임금, 기간 등과 같은 일반

사항에 대한 선택 항목만 있을 뿐 고령자 개인의 상

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항목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자주 찾는 직종의 경우 경비원,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차운전원,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과 같이 단순노무

직이 대부분이며, 고학력 고령자를 위한 취업정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의 노인 일자리검색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사례와는 달리 고령자 상태에 대한 항목을 제공

하고 있는데, 현재 고령자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의 직장의 위치를 지도 기반의 

시각적 정보표현을 통하여 고령 검색자가 직관적으

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또한 GPS 센서나 수신 기능을 통해 모바일 기기

에서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가까운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고령 검색자가 원하는 

요구와 일치하는 항목으로 위치, 키워드, 급여범위 

등과 같은 맞춤형의 일자리 검색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 사례의 경우 쉽게 앱이나 웹에 일자

Table 4. Examples of senior job search service in Korea

senior job search services contens

[Senior Job]
-Provides easy search service for information on job positions to the elderly
with desire and ability to work
-Composed of intuitive and neat UI, provides functions such as job positions,
detailed page, map view, calling the company, signing up for the interesting
items, etc
<sourc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n.seniorjab&
hl=ko>

[Seinor Portal 50+ Seoul Mobile
-One of the ‘Comprehensive senior plan’ propelled by city of Seoul, supporting
job position search and life plans
-In case of job search, the service is categorized into job tyoes, areas, business
types, academic ability, part-time, public jobs, urban-rural job positions,
volunteering works, etc
<source: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wemb.android.se
oulseniorportal&hl=sv>

[Korea Government Portal]
-In case of the customized search on public services by subjects, provide
information on job positions categorized into topics, stages of life-cycle, target
specialties, supported benefits, etc
<source: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List.do?listType=cate>

[Gyeongi-Do Hwasusng Web portal]
-Information on the job positions provided through running the senior job
creating businesses
<source http://www.hscity.go.kr/information/health/health_2/health_2_7/
health_2_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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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위치와 정보를 출력하여 제공함으로써 고령 검

색자가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Table 5와 같다.

4. 위치기반의 고령자 일자리 검색 서비스

4.1 SSJS(Smart Senior Job Search)의 개념 및 정의

고령자일자리검색서비스(SSJS: Smart Senier Job

Search, 이하 SSJS로 표기)는 고령자를 위한 위치기

반의 일자리 검색서비스로 지역, 직종, 보수, 기간 외 

교육수준, 건강척도, 정보접근성 등등 검색조건을 강

화하여 사용자 여건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사용자 거주위치 

중심으로 단위 범위의 섹터를 구분하여 사용자 이동 

가용한 범위 안의 일자리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도

록 일자리 위치를 매쉬업하여 디스플레이해주는 것

이 큰 특징이고 정보접근에 미숙한 고령계층에게 직

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보를 출력해준다.

이는 고령계층의 신체적, 정신적, 생활여건의 상태조

건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수용가능한 경제활동의 일

터가 개개인의 상태조건에 적합한지의 정도를 한눈

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며, 이를 통해 고

Table 5. Examples of foreign search services ofr senior job positions

senior job search services contens

[JobCompass]
-Able to search in the near 1 mile, and search for various job positions within
1000 miles
-able to search jobs near the user in 55 countries, and provides easy and
convenient interface
-Unlike most job search apps, which use the zip codes, this uses the GPS
receiving function of the smartphones in order to search for the job positions
near the user’s location
<sourc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net.jobcompass.
market>

[TweetMyJobs]
-A job-search app compiling the job openings from large search engines
-Search for the pins with viewable conditions and location on the map, and
provide the StreetView
-Confirm the view near the jobs using the overlay of the augmented reality
<sourc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weetmyjobs
&hl=en>

[Reach]
-After logging in with LinkedIn or E-mail address, this service search for
the near job openings using the GPS sensors of the smartphones
-Able to send a request to connect to a wanted person, and, when accepted,
exchange information and make conversation
<sourc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igrocklabs.
reachandroid>

[Snagajob]
-App suitable for searching for the part-time jobs, which displays the
locations of the jobs searched for based on the search options such as job
types, location, etc
-Search for the customized targets through the video profile by clicking the
user profiles
<sourc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nagajob.
jobseeker>



1441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고령자일자리 맞춤형 검색서비스

령 사용자에 대한 일자리정보에 대한 적합성과 접근

성을 적극 지원해주고자 한다.

4.2 SSJS 서비스 특성과 차별화 전략

65세 이상 고령계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체건강

이나 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라 이동가능 유무 및 이동

가능 범위, 이동수단의 이용 유무 등 선택한 직장까

지의 접근 가능정도가 매우 다르다. 본 서비스는 지

도 기반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종, 급여, 근

무시간은 물론 노령사용자 개개인의 신체 상태 척도

에 따라 직장의 위치, 이동수단, 소요시간 등을 고려

하여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요소이다. 아래 Fig. 3은 SSJS 플랫폼의 

기본 프레임이다.

먼저 본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령 검색자가 거주하

는 지점을 중심으로 주소  또는 위치를 선택하고 직

종과 맞춤형 조건을 입력하면 반경 5km 단위의 범위

가 설정되며, 그 안에서 검색 가능한 일자리의 위치

가 매쉬업된다. 직종의 경우 신체노동과 정신적 근

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을 선택할 수 있

다. 좀더 상세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선택을 원할 경

우 본인의 건강상태, 급여수준, 업무형태, 기간, 시간 

등을 선택하여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4.3 SSJS 핵심기능 및 프로토타입

본 서비스는 기존의 다른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이나 앱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 위치 중심을 기

준으로 하여 지도 위에 출력된다. 또한 고령검색자의 

선택 조건에 해당하는 가장 근접한 일자리의 위치를 

표시해줌으로써  고령 검색자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 인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각화에 중점을 두었다. 아래 Fig. 4는 

고령자일자리 검색서비스 “SSJS”의 프로토타입 예

시이다.

5. 결  론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구직 서비스의 경우 현재 거

주 장소에서 직장까지의 이동거리 및 수단, 작업 활

동 가능유무, 작업 활동에 대한 집중도, 지속적 작업

을 위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태, 조직(기업)의 

생산성, 고령자 개개인 삶의 질과 만족도 기여정도 

Fig. 3. Basic composition of Smart Senior Job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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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개인의 상태정보가 매우 중요한 검색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직장까지의 이동

가능유무, 대중교통수단의 활용, 이동시간 등이 고령

자 취업에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이 되며, 신체적 건

강정도에 따라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이동과 관련

된 조건 항목들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조건을 고령자에 개개

인의 상태에 맞춤형의 검색조건을 강화하였다는 점

이 큰 특징이다. 또한 고령자가 현재 거주 위치를 중

심으로 단위거리별 직장의 위치를 쉽게 파악함으로

서 보다 현실적인 구인, 구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에 제공되는 구직서비스와는 달리 고령자 개개

인의 요구를 검색의 선택조건으로 제공하고 매쉬업

으로 위치기반의 지도에 디스플레이함으로서 고령

자에 대한 정보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고령자일자리검색서비스(SSJS)는 일자리 검색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SNS상 기

업의 평판, 고령자 구직경험담 또는 직장에서의 처우

환경, 고령자문화 속성 등을 고려하여 백세 시대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지속적 활용을 통하여 고령자 고용의 지속적 유지율

을 향상하고, 동종간 급여수준과 이에 따른 비교, 만

족도 등에 대한 분석과정을 병행하여 보다 나은 고령

자 경제활동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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