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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거주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3/4분기 기준) 126만 명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7.0%

• 2015년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시 일하는 노인(자영업자+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6만 7천 원으로 나타나

서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3명(27.0%)은 일하는 중, 월평균 임금은 147만 원

서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3명(27.0%)은 일하는 중, 

월평균 임금은 147만 원 

자영업 노인의 43.8%는 판매종사자, 임금근로 노인의 85.4%는 

단순노무 종사자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69.5%로 대다수를 차지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표 1>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5세 이상
고용률

22.5 23.6 23.5 24.7 24.8 27.0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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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일하는 노인의 근로특성

서울 거주 65세 이상 근로자 975명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2015.4.20.~2015.5.22.)주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자료

I  인포그래픽스

• 2015년 서울시 일하는 노인 중 자영업 노인은 65.5%로 임금근로 노인(34.5%)의 약 2배

• 자영업 노인의 경우 판매종사자(매장 판매직 등)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 노인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등)가 85.4%로 대다수

• 자영업 노인(주 68.4시간 근무, 월수입 159.3만 원)이 임금근로 노인(주 56.4시간 근무, 월수입

   122.8만 원)보다 주당 12시간 더 일하고 36만 5천 원 더 벌어

자영업 노인의 43.8%는 판매종사자, 임금근로 노인의 85.4%는 단순노무 종사자

자영업 노인 임금근로 노인

일하는 노인 중 
비중

65.5% 34.5%

주요 업종

도매 및 소매업(5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4.7%), 

숙박 및 음식점업(9.5%), 부동산 및 

임대업(7.2%) 등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5.5%), 

운수업(6.5%), 건설업(4.8%), 숙박 및 

음식점업(4.5%) 등

주요 직업

판매종사자 43.8%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등)

단순노무 종사자 85.4%

(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 

주당 근로시간 68.4시간 (근무일수 6.2일) 56.4시간 (근무일수 4.6일)

월평균 임금

159.3만 원 122.8만 원

(일하는 노인 평균: 146만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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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일하는 노인의 주된 근로 이유

서울 거주 65세 이상 근로자 975명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2015.4.20.~2015.5.22.)주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자료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 일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9.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노후자금 준비’(8.2%),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 5.7%, ‘용돈이 필요해서’(5.3%) 순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69.5%로 대다수를 차지

일하는 이유 비율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69.5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8.2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 5.7

용돈이 필요해서 5.3

건강유지를 위해서 2.9

가족들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2.8

나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려고 2.6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2.3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0.7

합계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