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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TheoreticalStudyontheFactualAnalysisofAgeManagementand
FurtherSuggestedDirections

Thisstudyinvestigatesthefactsofagemanagementin corporatepractices
and suggests the further improved-action program. Korea has been
industrialized through theeconomicdevelopmentplan sincetheearly 1970s.
AndKoreasocietyisrapidlychangingtoagedsocietywhichresultsinvarious
socialproblems.Inparticular,companiesmightbeexperiencepossiblehuman
resourceplanning and aged human resourcemanagement.Severalresearches
reportthatourbusinesssocietyarestillnotpreparedtheemergingtheaged
relatedissuesandwarnsthatitwillbegreatfacedwithdifficultsituationswith
well-definedagemanagementprogram.
Employment increasing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varied work
arrangements that sustain both the preference of older arrangement and
employee effectiveness.Many works ofretirementage prefer to continue
employment,butwithmoreflexibleschedulesorphasedretirementoptions.For
employees,thewillingnessofolderworkerstoworkpart-timeoroutplacement
program are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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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 절절절 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
입하고 있다.이현승․김현진(2003)은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통해 우리나라 고
령화 현상의 위기감을 지적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2019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그리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우리의 고령화 문제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1)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다른 선진 국가들이 고령화의 진행에 점진
적 대응을 해온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대응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의 15세～64
세의 생산가능 인구(workingagepopulation)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심각한 수준
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관련 있으며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고령화의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일본의 소자화2)현상처럼 우리나라의 저 출산율은 과
도한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원인은 출산 이후 고용의 연
속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은 1.08명,

1)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156년), 미국(86년), 영국(92년), 독일(80년), 일본(36년)
이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2) 낮은 출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가 몰락한다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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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은 1.13명으로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최근 출산율이 약간 높아지
고 있으나 단순하게 1-2년만의 통계치 로서 출산율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결국 낮은 출산율은 고령인력의 증가와 반비례하면서 사회가 고령화되
는 상황을 가시화시키고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는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첫째,노동
력 공급의 감소 현상을 가져온다.노동력 공급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경제인구의 감
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고정민과 정연승(2002)은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경제성장률은 감소하는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바 있다.
노동공급의 감소가 지속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에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2.7%정도씩 증가한 반면,2040년에는 20%,2050
년에는 30% 이상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초고
령사회에 이르게 되는 2025～2050년에는 노동공급이 24.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가
능성이 높아진다.서균석,남영호,최병우(2006)는 고령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
정적 효과로서 ①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 및 취업자 수 감소,②저축의 감소,③투
자의 위축,③국가재정수지의 악화를 들고 있다.
둘째,기업차원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신진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직의
경우 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0대 취업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인력층 이었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40대 취업자의 수가 30대를 추월하는 등 노동시장은 40대
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또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러 20%의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이와 같은 고령화의 추세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수
출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경우에도 1993년에서 2003년에 이르는 동안
고령인력이 3%정도의 증가세를 보여 근로인력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에 이르
고 있다.



- 3 -

근로인력의 고령화 현상은 생산성의 저하와 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와 기업 경쟁
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또한 고령화로 인해 기업 경쟁력 창출에 필수적인
요건인 신기술 및 신지식의 흡수와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업 경
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고령 인력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그렇지 못하는 경우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지식 및 기술기반의 제조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러한 구조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 생산성의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고령화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령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사
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홍백의,2006).왜냐하면 고령자들이 퇴직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비유연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인력
들의 조기퇴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정민․정연승(2002)은 고령화 사회
의 문제점으로 고령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만 이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또한 기업들이 IMF경제위기 이후 구조 조정을 단
행하고 인적 생산효율성을 우려해 고령인력들을 기피하는데 특히 전문적 기술이
나 집중적 업무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다.기업들이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고령인력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고령경영의 프로그램을 도입하
기 어렵다.조영복․최수형(2004)은 고령인력의 문제점으로 고령인력의 재 취업부
진,고령자 취업정책의 결여,고령자 취업프로그램의 미비,노동시장의 구조적 문
제를 들고 있다.
넷째,고령화의 문제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령인력의 효과적인 관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고령화의 원인은 저 출산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
에서 찾을 수 있는데,이러한 고령화로 기업은 인력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특
히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일본은 단카
이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기술공백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을 65세로
올리고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경제,2007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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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참고).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의 위기를 경험한 국가이다.이들이 추
진하는 고령경영은 미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보여주고 있으며 따
라서 일본의 고령경영에 대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고령경영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
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오태헌․이형호,2007;조영복․최수형,2004).
또한 미국은 인적경쟁력의 기준에 의해 고령경영을 활용하고 있는데 선진국가의
고령경영 접근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고령경영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고령경영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일본과 미국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하였으며 인력관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고령인력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본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일본과 미국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고령경영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
라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서균석 등(2006)은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촉
진방안으로서,①고령자 능력개발 촉진,②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 및 직무재설계,
③고령자에 적합한 근로환경의 조성,④고령자에 적합한 임금체계 정립,⑤연령차
별 금지 및 정년제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준거 기준에 근거
하여 우리나라 고령경영의 추진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넷째,우리나라 기업들의 고령경영 실태를 살펴본 이후 일본 및 미국의 고령경영
방식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추진해야 할 고령경영의 방향성 및 실행 프로그
램을 도출해 내겠다.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본 논문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고령경영의 선진화된 모델을 도출할 수 있고 향후 고령경영에 대한
발전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5 -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논문은 고령경영 기법을 도입한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
국기업들의 접근방식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기업들이 고령경영을 성공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기업들이 추진하는 고령
경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도 시도하겠다.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기존의 문헌연구에 기초를 둔 실태분석
방법이다.학술적인 논문을 포함하여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산업체 홈페이지 자
료,신문 등을 분석한 2차적인 자료에 근거하고,또한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향
후 발전적인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 절절절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고령경영의 개념적 접근을 위해 고령경영의 개념 및 대두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고령경영의 연구 흐름을 알아본 뒤,국내기업,일본기업,미국기업들의 고령경
영모델에 대한 프로그램별 사례 특성을 분석하고,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얻어지
는 효과 및 문제점을 조명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1장 서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가 필요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로 인
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설명하고자 한다.2장 이론적 배경에는 고령경영과 관
련한 개념 정리와 왜 이와 같은 고령경영이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고령경영
의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실행되어진 연구의 흐름을 고찰하도록 하겠다.3장과
4장은 실태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그리고 미국의 고령경영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
고 이들 운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분석한
고령경영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령경영을 향후 어
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마지막으로 본 연구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의 한계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들이 수
행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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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제제 절절절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개개개념념념과과과 대대대두두두 배배배경경경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개개개념념념

2005년 10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고령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지팡이 혁명’(TheCaneMutiny,ManagingGrayingWorkforce)이 게재된
바 있다.이 논문은 독일 메디그노스틱 제약회사의 사례를 들어 젊고 유능한 핵심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따라서 고령인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 및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엄동욱,배노조,이상
우(2005)는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관련된 기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고령인력의 인적
자원관리 관점에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범상(2006)
은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방안으로서 고령인력의 채용,직무 재배치,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임금 피크제 실시,재고용제도 시행 등의 점진적 개선을 강조하였다.
고령경영은 고령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전략을
의미한다.현실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정부의 복지 정책적 차원으로 해결하
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부의 법률적 제도화를 기준으로 기업이 고령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220개 제
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기업들은 생산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인건비 부담의
증가(35.5%),생산 활동 지연 및 생산능력 저하(25.9%)등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고 한다.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신진 노동력을 흡수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인력의 조기퇴직 을 시행해 왔다.하지만 이와 같은 조기퇴직 위주의 고
령인력 접근법에서 벗어나 고령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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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또한 고령인력은 장기근속 직원으로서 신입 직원들에게 기업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전파 및 노하우 전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 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고령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이룰 수 있는 경영방식을 창
출하여 기업성과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방안을 고령경영이라고 표현하
며,협의적인 차원에서 고령경영이란 고령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
원관리 전략 및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사사사회회회적적적인인인 관관관점점점에에에서서서의의의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대대대두두두 배배배경경경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3)에
진입하였으며,2019년에는 14.3%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2026년에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됨으로써 고령인구의
비율이 20.8%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그리고 2050년에는 고
령인구의 비율이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는 지수함수 형태의 고령화 현상을 나타내어 2050년에 이르게 되면 유년인구 100
명당 노인 429.3명을 부양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 역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고령화 사회’(7.2%)에서 2018년 ‘고령사회’(14.3%),그리고
‘초고령사회’(20.8%)는 2026년에 또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국
가’(37.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같이 신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
음에도 우리나라는 고령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의 전략적 추진사항
으로서 고령경영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3)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을 기준으로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
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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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고령화 추세

2.9%

7.2%

14.3%

20.8%

38.2%

0%

10%

20%

30%

40%

1960 2000 2019 2026 2050

고령화비율

<자료원:KoreanStaticalInformationSystem(KOSIS)DB>

<표 1>선진국의 고령화 속도
도달연도 소요 연습(이행시간)

7%(고령화사회)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일본 1970년 1994년 2006년 24년 12년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8년 115년 39년
독일 1932년 1972년 2009년 40년 37년
영국 1929년 1976년 2026년 47년 50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6년 61년 18년
미국 1942년 2015년 2036년 73년 21년
<자료원>통계청,장래인구추계결과(2006.11)의 내용을 분석한 이승길(2007)에서

재인용함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황동원(2006)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부족을 지적한바 있다.즉,저 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로 인해 2020년 이후부터는 취업자 수가 밑돌아 산업생산 여력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취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노동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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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이와 같은 고령인
구로 인해 조세부담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엄동욱․장상수(2005)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로서
첫째,공급측면에서 노동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문제될 수 있고 자
본은 저축률이 감소하면서 가용 자금이 위축되고,기술혁신은 둔화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또한 수요측면에서 소비재의 수요형태가 고령화 중심으로 이동하고 건
강,의료,복지서비스 분야의 확대 및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분배측면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비생산적인 인구가 증가한 반면 노인관련 공적지출은 확대되
는 현상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전망하였다.
고정민․정연승(2002)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4).첫째,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구체적으로 고령자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의 증가와 고령자
를 위한 요양시설 투자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게 되
면서 의료보험과 연금부담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둘째,고령인력이 많아지면서 장기요양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005년에는 장기요양 보호대상 인구가 99,000명,2010년에는 200,000명,2015
년에는 34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 장기요양
보호의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2000,12).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 시설은
고령인력을 수용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셋째,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노인인구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전체 취업구조가
고령화되는 추세이며 젊은 인구의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경제
생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
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이지만 고령인구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일반적인 추세가 고령인력이 젊은 인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령화의 비율 증대는 결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온다.

4) 이하의 내용은 고정민, 정연승(2002. 6)의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Issue 
Report 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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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새로운 시대적 환경은 첨단기술과 창의력을 보유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데 고령인력은 새로운 시대적환경이 요구하는 역량차원에서 미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고령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국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내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고령인력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여 건강한 고학력 인력의 실업상황
이 높아지게 된다.노인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상태 호전으로 인해 일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한 노인들이 증대하고 있다.그런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전체 고령자 고용률이 2001년 3.03%를 기록하여 2000년의 3.44%에 비해 낮아졌음
을 알 수 있다.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생산성 문제로 인해 고령자의 취
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회사의 여건상 고령인력의 퇴직 연장이나 재취업의 여건이
희박한 상황이다.
다섯째,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고령자들
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고령인력들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에서의 소외 의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러한 문제로 인해 고령자들은 사회와 격리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다.

제제제 절절절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트트트렌렌렌드드드

거거거시시시적적적 차차차원원원의의의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 연연연구구구

거시적 차원의 고령경영 연구는 고령인력의 활용에 대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을 의미하며,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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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① 고고고정정정민민민․․․정정정연연연승승승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야기되는 5가지 위협적인 상황(노인부양에 대한 국

민부담의 증가,장기요양시설의 부족,국가경제성장률의 둔화,노인의 일자리 부족,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과 실버산업의 성장이라는 기회 요인에 직면하여 다
음과 같은 5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노인전담 특별 통합기구를 설
립하거나 캠페인을 전개하여 노인복지를 사회적 이슈화시킴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이다.둘째,민간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여 한국형 개호보험(介護保
險)5)을 개발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다.셋째,노인촌락을 명소화
하거나 매칭 펀드6)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다.넷째,노인센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노인인력의 지혜를 활용
하는 네트워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이다.다섯째,장기요양
사업을 조직에 선점하는 등 실버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다.

②②② 조조조영영영복복복 최최최수수수형형형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창출되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년인력의 감소와 함께 고령인력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본 연구는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고령인력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둘째,고령자 고용촉진
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셋째,기업 차원에서 고령인력의 취업 활성화와 동
시에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넷째,개인적 차원
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기업,개인차원의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학이나 학술단체에서 시니어 비즈니스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센터나 고령인력 활용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고령인력의 효과적

5)일본에서 2000년 4월 노인요양보장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서,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사회보험체계

6) 혼합기금의 의미로 자산운용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 판매한 자금
을 분산투자하여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증권에 투자할 기회를, 해외투자자들에게는 국내증권
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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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고령경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
고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③③ 이이이명명명자자자
자원을 효과적이고 가장 요긴하게 사용함으로써 목표의 달성 및 효율의 극대화

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특히,교육훈련
자체가 조직차원에서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필수기능 및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교육훈련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요구된다.다수 선행연구에서도 교육훈련 효과성 평가를 교육훈
련 프로그램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교육훈련 효과성 평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밝혀내 교육훈련 참가자 및 실시자에게 교육훈련의
결과를 피드백하고,시스템 구성요인들 중 취약한 분야를 밝혀 그 개선을 위한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교육훈련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
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자 창업 교육훈련은 고령자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론적 기초 작업을 이룰 수 있고 고령자의 창업 정책에 구체적이면서 객관적 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고령자들에 대한 창업조건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④④④ 변변변재재재관관관
고령자 문제에 있어서 정년 이후의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한 보장의
욕구는 중요한 부분이다.건강한 고령자들이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까닭에 일할 능력을 갖춘 노인들의
창업 및 창업지원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런 면에서 변재관(1999)은 고령자 창업 지원의 의의를 3가지로 정리하여 설명
하고 있다.첫 번째는 노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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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와 더불어 짧은 노후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기에 노인의 취업문제는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령자 창업지원은 ‘일하는 노인층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부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고령자 창업지원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사
회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미미미시시시적적적 차차차원원원의의의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 연연연구구구

미시적 차원의 고령경영 연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추진하는 고령경영의
효과성을 분석하거나 이러한 고령경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선행요인들
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미시적 차원의 고령경영 연구와 관련하여 특징
적인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①① 구구구관관관모모모․․․이이이규규규만만만
이 연구는 고령경영을 전직지원활동에 초점을 두고,이러한 전직지원활동이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조직신뢰 및 작업노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민간기업과 군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전직지원 활동의
특성들이 차별적으로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구체적으로 전직지원
의 도입에 참여하는 정도와 실시하는 주체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몰입과 조직신뢰
도에 영향을 미치고,제도의 실용성 인식 정도는 조직신뢰도와 작업노력 정도에 영
향을 미친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도입과정에 조직구성원을 참여시키고 제도를 실행하
는 주체들이 구성원들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작업의 노력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전직직원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결국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실용이 고령경영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고령경영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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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유유유혜혜혜원원원
고령화 사회로 진전한 선진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령자들은 일반적으로 직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능력,학습능력,문제해결능력 등이 다소 저하되지만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으면 업무 수행능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고령자의 장점인 특정 영역에서 축적된 기술,지식과 경험,강한 책임감,업
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낮은 이직률 등을 활용한다면 고령인력의 개발이 보다 효
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특히 고령자에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을 때
목표달성도나 업무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③③③ 홍홍홍백백백의의의
중.고령층의 퇴직을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동안
발생하는 직무만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6년간의 패널자료를 통해 규명한 연
구 결과를 보면,첫째,직무 만족도의 절대적 수준이 개인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과
는 무관하며,둘째,교육수준이나 성별,교육수준 등에 의해 한번 정해진 직무 만족
도는 퇴직이전까지 별로 변화하지 않음을 밝혀 퇴직직전 직무 만족도가 낮지 않음
을 지적하고 따라서 퇴직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본 연
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고령인력의 높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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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기업의 고령경영 실태

제제제 절절절 국국국내내내기기기업업업의의의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실실실태태태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 도도도입입입 배배배경경경

최근 고령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령화와 관련하여 기
업이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이슈를 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경우이다.기업은 이윤극대화의 경제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의 목적과 목
표의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 볼 수 있다.결
국 사회적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화되는 고령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기
업이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으로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이루기 위함이다.우리는 IMF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혁신경영의 차원에서 수많은
관리자들을 해고시켰으며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
다.더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인력들이 대량 퇴직하게 되면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
움이 발생하게 된다.특히 근로자가 기업에서 재직하는 연령대를 25-54세로 가정할
때 실제 근로자 수는 2009년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부터 근로자 수의 감소가 이
루어진다(엄동욱,배노조,2005).따라서 이와 같은 고령인력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경험이 많은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고령
경영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Geissler(2005)는 독일 메디그노스틱 제약회사를
사례로 들어 고령인력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이들을 비용절감 차원
에서 해고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복지 및 헬스케어 제도를 확대하고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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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통해 고령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Cohen(2006)은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고령화로 인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과 저하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인력들이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개발하고 업무환경 및 보상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이와 같은 조직의 후원 프로그램은 고령인력으로 하여금 직무
만족과 직무에 대한 체화를 높이게 된다.
결국 기업이 고령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관점은 사회의 요구를 기업

이 수행하는 수세적인 차원이며,두 번째 관점은 기업에게 향후 도래하게 되는 인
력부족 현상의 예측에 따른 고령인력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우리나라에서 고령경영을 선제적(proactive)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또한 고령경영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인사 운영전략에 반
영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다.고령경영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근로능력(work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퇴직 연장형과 고
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질 향상 프로그램으로 구별할
수 있다.첫째,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안정 프로그램으로는
①임금피크제,②고령자 고용촉진,③고령자 직무개발 등을 들 수 있고,둘
째,근로자의 근로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④고령자 교육훈련,⑤
고령자 전직 및 창업지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이지만․정승화,2006).따라서
각각 프로그램 유형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행사례를 살펴보고,마지막으
로 다양한 고령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사례를 살펴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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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임금금금피피피크크크제제제

임금피크제는 고령인력의 높은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이
다.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IMF경제위기 이후 성과주의 체계로 구조적 틀이 변화
하였지만 실제로 연공서열적 내용이 기본급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력들의
인건비 는 평균적으로 높다.기업들은 고령인력의 생산성 대비 높은 인건비를 줄이
기 위해 고령인력을 해고하는 인력관리 전략을 축구하는데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
이기 위해 최근 도입된 제도가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정해진 정년을 기업이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연

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임금조절 방식이다.임금피크제는
이와 같은 정년보장형을 비롯하여,정년연장형(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임)과 고용연장형(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의 비정규직
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임)으로 구별할 수 있다.이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운영하
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유형을 가지게 된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①① 서서서울울울신신신문문문사사사
서울신문사의 임금피크제의 특징은 정년보장형이다.IMF경제위기 이후 고령인

력의 퇴직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금피크제는 고령인력의 활용보다는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소극적
인 의미로서의 임금피크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울신문사는 만 51세를 기준으로 이후 단계별로 임금을 저하시키고 대신 정년

을 연장하고 있다(부장급 이하 사원을 대상으로 만 51세 90%,만 52세 85%,만 53
세 80%,만 54세 75%로 적용).임금피크제 실행으로 재정적인 면에서는 비용을 절
감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나,대상자들의 업무집중도와 조직충성도는 하락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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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안고 있다.또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초기에는 적용 대상자들이 많지 않았
지만 고령인력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임금
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고령인력의 정년이 보장되지만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에 직면하여 정년까지 적당하게 근무하는 관행이 높아져 임금피크제를 활용함
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기도 한다.

②②② 대대대한한한전전전선선선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으

며,제도를 도입할 당시 50세 이하의 근로자는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적용
시키고 50대 이상은 임금을 동결하고 고용보장을 받았다.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이고 임금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예를 들면 임금피크제 대상자
는 생산직 사원 중 평균일당 시급 31,000원을 초과하는 자가 된다.임금피크제 대
상자는 수행직무,인사고과,공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개별적으로
10~30% 임금을 감소시킨다.즉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였으며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루었다는 특징을 들 수 있으나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 역시 인력의 생산성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고령인력의 능력개발과 관
리를 위한 고령경영의 차원에서는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③③③ 한한한국국국감감감정정정원원원
한국감정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며 자율적으로 직군 전환을 이룰 수 있

는 탄력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59
세로 연장하고,55세 임금을 피크로 하여 56세에 임금피크제 트랙을 선택하거나 혹
은 전직 혹은 퇴직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도의 특징으로서,첫째,
직원의 자유의사로 고용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둘째,개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셋째,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 규정’을 제정하여 직군전환,
임금산정,복무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상에도 문제점은 있다.첫째,직원들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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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크제 적용과 명예퇴직의 방안을 놓고 선택하는 과정에 회사는 개입할 여지가
없음으로써 직원의 선택과 조직발전의 연계성을 이루기 어렵다.둘째,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 대한 차별화가 없음으로 지식근로자와 육체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적용대상에 따른 개인차를 무시함으로써 제도를
수용하는데 불만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셋째,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구성
원을 위한 새로운 직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신분만
바뀌고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경우 심리적 불만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④④④ 신신신용용용보보보증증증기기기금금금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다.IMF경제위기 이

후 극심한 인사적체 및 명예퇴직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고용불안이 지속
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실행되었다.신용보증기금
의 임금피크제 특징은 「직군전환제」 및 「임금커브제」라고 할 수 있다.즉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은 줄이고 직책은 반납하되 정년은 보장해 주는 대신 임금은 변
경된 직무에 합당하게 조정하는 것이다.먼저 직군전환제(positionchange)란 일반
직원으로서의 직책이 아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원인 업무지원직으로
직군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임금피크제에 따라 만 55세가 될 때 일반직원에서
별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채권추심․소송수행․컨설팅․연수원 교수 등의 직무를 담
당하게 되는데,그 동안 외주 형태로 운영되던 것으로 비교적 업무강도는 낮지만
오랜 직무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금커브제(wagecurve)는 만54세를 정점으로 해서 55세부터 점차적으로 임금

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 형
을 배제하여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시행 1차 년도에
는 피크 때인 54세 때의 75%,2차 년도에는 55%,3차 년도에는 35% 수준으로 하
향 조정해 전체적으로 평균 5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하지만 최근 신용보
증기금은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임금율을 인사고과 결과에 의해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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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즉,인사고과가 좋은 상위 10%의 직원은 만 56-57세,고과가 나쁜 하위
10%는 만 53-54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중앙일보,2006
년 4월 24일).
이와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높다.임금피크제

도입효과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의 대체효과를 가져
왔으며,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또한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함은 물론 신입사원을 추가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근로자 측면에서의 도입효과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
(worksharing)로 고용불안이 해소되었고,50대에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신분유지
가 가능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며,무엇보다 명예퇴직 시와 비교하여
최종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도
입효과로서는 고령화 시대 조기 퇴직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특징을 분

석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고령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활용의 목적보
다는 인건비 절감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경향이 높다.많은 기업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IMF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실행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
제점이 노출되고 점차 노동력 부족현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
다.둘째,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의 비 차별화 특징을 들 수 있다.최근 신용보증기
금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인사고과의 결과와 연동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시도하
고 있는데,임금피크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성
과와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개인의 성과와 연
계되어 실행됨으로써 임금피크제가 비용절감차원으로 인식되는 것보다는 고령인력
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발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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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령령령자자자 고고고용용용 촉촉촉진진진

고령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고용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를 들 수 있다.즉 기업차원에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신체
적,정신적 조건에 적합한 설비투자 등을 포함하고 직무개발 등을 이루는 것을 의
미한다.노동부는 이와 같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이루기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
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www.molab.go.kr).
첫째,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을 들 수 있다.이 장려금은 고령자를 다수 고

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고령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기업에는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다.매 분기당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5%(대규모 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고령
자를 지원하는데,매 분기당 해당 사업의 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고령자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이 장려금은 고령자를 신규로 채

용하는 사업자에게 고령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지급 수준은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2003년 기준 1인당 월 28만원)
을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셋째,고령자 재고용 장려금을 들 수 있다.퇴직한 고령자 가운데 능력과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재고용하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이다.퇴직한 중.고령자(만 45세 이상 60세 미만)를 퇴직 3개월 이후 2년 이내에 재
고용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원 받는다.
고령자 고용촉진방안과 관련하여 서균석(2007)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령자의

능력개발촉진과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미시적인 관점
에서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 및 직무 재설계,고령자에 적합한 근로환경,고령자
에 적합한 임금체계의 정립을 주장하였다.서균석의 고령경영 및 프로그램 운영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고령자의 능력개발 촉진 노력이 미흡하다.우리나라의 고령자 직업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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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적응훈련 이외에는 전무하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인력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및 경
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40-50대를 대상을 하는
능력개발 및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필
요가 있다.
둘째,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나라

의 노동법은 암묵적으로 연령에 따른 고령자의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
기업별로 정하는 정년을 인정하고 해고 대상자의 선정에도 연령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이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나 처벌조항을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평균정년을 조사한 결과,2000년 57.2세에서 2002년 56.6
세,2004년은 56.8세로서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확정함으로써
향후 나이로 인한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위반이 된다.
셋째,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에 한계성이 있다.고령자 적합 직종이란 고령자

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직종으로서 고령자들에게 이들 직종을 선택하는데 우선
권을 주자는 것이다.2002년 중앙고용정보원은 고령자 적합 직종을 생계유지형,경
력활용형,우선채용직종 등으로 구별하고,또한 2003년에는 적합 직종을 우선고용
직종으로 명칭을 바꾸어 공공부문 70개 직종과 민간부문 90개 직종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들 직종은 고령자에게 적합성이 떨어지며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또한 선정된 직종이 단순노무직이나 전문직에 치우쳐 있어
고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는 한계성이 있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넷째,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 조성이 미흡하다.고령자들이 업무활동을 하

는데 적합하고 유리한 근로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
회사 ‘인터내셔널 트럭 엔드 엔진’은 고령자들이 차 밑에 들어가서 조립작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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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이와 같
이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의 조성이 서구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설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임금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현재 연공급 체

계가 지속되는 경우 기업차원에서 고령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고령인력을 회피하게 된다.따라서 고령인력의 체계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공급 체계가 직무급 등으로 전환된 필요성이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7)는 고령인력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금체계를 직무급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직무급이란 직무가치를 고려하여 직무수행자의 연령이나 신
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그 직무에 해당하는 급
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소극적이며 수용할 적

극적인 의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이지만․정승화(2006)는 고령 친화적 기업경
영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태분석하고 있다:“국내기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고령 친화적 기업경영모형은 새로운 고령인력의 채용과 취업활성화라는 측면보다
현 재직근로자들의 정년까지의 계속고용보장을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79쪽).고
정민․정연승(2002)은 고령인력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차원과 고
령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또한 고령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지혜
네트워크’등을 구축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같이 정년이 다가오는 고령인력을
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력들은 IMF경제위기 당시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후

고용 없는 저 성장경제가 지속되면서 이들 퇴직인력들에 대한 재고용 대책이 마련
되지 못하고 있다(서균석,2007).따라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즉 미국과 같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이루고 고령자의 연령이 퇴직기준이 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제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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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
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민기,2006).첫째,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55
세 이상의 고령자로 고용해야 한다.둘째,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셋째,실직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
터와 전국 45개의 고령자 인재은행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시도한 기업의 사례로서 GS건설을 들 수 있다.GS건설은 정년을 맞

은 우수 기술 인력을 ‘기술명장’으로 선정하여 정년을 3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시
행,우수인력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후배사원들에게 이어질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조범상,2006).이러한 사례는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가 유연하게 승
계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또한 현재 노동부에서는 기업과 사회의 자산인 고령근로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근로자를 다수
고용하여 활용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고고령령령자자자 직직직무무무개개개발발발

고령자 직무개발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고령자들의 수요를 창출
하는 방안이다.우리 기업들은 고령자를 위한 신규직무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개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고령자를 위한
직무개발은 고령자를 위한 직무재배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극적 대응이 있을 뿐
이다.직무재배치란 고령인력의 잠재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
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다.
고령자를 위한 직무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고령근무자의 산업재해발생 추이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 추이는 2000년 10,434명에서,2002
년 15,319명,그리고 2004년에는 17,351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
이 고령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이지는 추세는 고령자를 위한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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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환경여건이 열악함에서 비롯된다.따라서 고령자의 직업역량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그림 2>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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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직무개발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예를 들면 시간분
할 및 환경개선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있고,고령근로자의 체력
의 단점을 고려하여 파트타임 근로형태로 전환하고 시간대별 교대근무나 요일별
선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뿐만 아니라 젊은 인력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고령인력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신생기업이
나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이루는데 고령자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여 고령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국민은행

은 2005년 처음 내부통제점검자라는 직무를 만들어 은퇴자 524명을 다시 영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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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들은 이미 은행 업무에 익숙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교육이 없어도 업무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금융사고도 줄일 수 있었다.이와 유사하게 대우건
설 SK건설 등도 2006년 인력이 취약한 해외 건설 분야 진출을 위해 각각 40명과
170명의 은퇴한 건설 베테랑들을 재입사 시켰다.이랜드와 GM대우도 300명과
1,700명의 퇴사자에게 일거리를 다시 제공했다(한국일보,2006,11.29일 자 참고).

고고고령령령자자자 교교교육육육훈훈훈련련련

우리나라 고령자들에 대한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고령인력의 생산
성이 낮으며 업무역량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한국노동연구원(2005)
조사에 의하면,중.고령자의 고용 기피요인으로서 고령인력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저하,작업능률이나 능률 저하,체력문제로 인한 힘든 작업의 어려움,보직제공 및
배치 등의 어려움,임금대비 저생산성을 들고 있다.이와 같이 고령인력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팽배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고령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의 실시나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또한 고령자들의 교육 참가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노동부,2005).노동부가 2005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직자나 실업자 모
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이 50대의 경우 10% 미만으로서 기타 연령대와 비교하
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3)

<그림 3>  연령별 훈련참여비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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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노인 직업훈련비율은 열악한 상
태다.(그림 4)한국의 고령인력 직업훈련 비율은 10%대에 불과한 반면 덴마크나 미
국 등은 고령인력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비율은 40%대를 선회하고 있다.이와
같은 실정에 입각하여 정부에서는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
화시키고,한국폴리텍 대학의 고령자 단기적응훈련과정 등과 같은 전문훈련 프로그
램 설치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림 4> 주요국가 노인직업훈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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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례로서는 포스코의 경우를 들 수 있다.포스코는 직원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한해 5~10일을 평생학습일로 정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령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학습을 통한 경력개발의 책임은 개
인에게 있다.

고고고령령령자자자 전전전직직직 및및및 창창창업업업지지지원원원

고령자의 지원활동은 자발적으로 노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기업에게 직
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있듯이,퇴직 이후 개인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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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생애경력(lifecareer)프로그램의 활동을 지원
해주는 것이다.

①①①
KT의 생애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목적은 다음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평생 직업시대에 적합한 직업의식을 높여주고 직원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둘째는 이러한 직원들의 미래 설계를 회사차
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KT의 생애경력 프로그램
은 3단계로 구별되어 있다.1단계 자기혁명I(valueupgrade)과정은 40세 이전의 직
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생활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지식을 자신의 업무와 연계시켜
미래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다.2단
계 자기혁명(Careerfocus)의 단계는 40세부터 44세까지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경력
개발을 스스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구체적인 경력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 단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고 스스
로 경력개발의 주체가 되어 경력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3단계 자기혁명(new
start)과정은 직장을 떠난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직장에서의 타성과 미래
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②②② 기기기업업업은은은행행행
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희망퇴직 프로그램 및 생애경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

령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우선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지원
을 하고 있다.재정적인 지원 외에 기업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개인별 역량 및 적성 진단을 위한 컨설
팅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구분된 과정에 배치하게 되며 최대 6개월간의 교
육과정을 거치게 된다.개설과정으로는 전직지원(outplacement)컨설팅과 공인중개
사,부동산 금융자산 관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 과정,제과,미용 등 창업을 위한 교
육 과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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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애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애경력 그램이란 퇴직이나 전직을 앞둔 직원들이 미래의 새로운 직업을 찾
도록 정신적 안정,진로 결정 및 구직 및 창업에 필요한 교육,전문기관 파견,전직
지원(outplacement)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말한다.기업
은행에서는 직업 재창출을 위한 생애경력 워크샵을 개설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등의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또한 앞에서 설명한 전
직지원 교육도 생애 설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외에도 인력개발
부서 내 창업,전직 관련 Helpdesk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적 퇴직 지원을 위한
인재 유동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퇴직 면담을 강화하고 생애경력 및 퇴직 후 재활
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중.고령자들에게 정년보

장형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
하고 있다.그리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창업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
램과 생애경력 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고경
력직원 제도와 고령 친화적 직무개발을 통하여 직원들로부터 제도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노사 공동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가속화되
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 친화적 기업경영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유유유한한한킴킴킴벌벌벌리리리 사사사례례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서 퇴직예정자의 자기계발 및 교육프로그램,그리고
재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유한킴벌리 사례이다.

7) 다음의 내용은 이지만,정승화(2006),“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과 확산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와 유한킴벌 리가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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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인력관리기법은 독특하면서도 모범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유한킴벌
리의 인력운용기법은 고령자에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고령경영기법을 두
지 않다.여기서는 유한킴벌리의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관리기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유한 킴벌리는 ‘인간 존중’이라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프

로그램으로서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는 평생 재충
전을 통해 지식 근로자로서의 건강하고 보람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고 평생 직
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오랜 기간 동안 회사
를 위해 공헌한 임직원의 퇴직에 따른 심리적 위축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대비한 사전적이고 체계적
인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해주고,동시에 미래에 대
한 불안감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유한 킴벌리가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대내 및

대외 환경적 배경이 있었다.대외적으로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체제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직된 고용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퇴직자들이 퇴직한 이후 고용활동을 유지하면서 인간적인 삶을 누
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내적으로 고령인력들은 경직
된 대외 환경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지식경제 패러다임의 지식근로자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
고 있다.
결국 유한킴벌리를 둘러쌓고 있는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요구는 기업으로 하여

금 체계적인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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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유한킴벌리의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추진 배경

°°°퇴퇴퇴직직직직직직원원원 성성성공공공적적적인인인 제제제 의의의 인인인생생생설설설계계계
°°°재재재직직직직직직원원원 미미미래래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안안안정정정감감감 및및및 회회회사사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신신신뢰뢰뢰감감감

 
체계적 퇴직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람은 누구나 평생 동안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
두되었으며,이를 바탕으로 한 평생 재충전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였다.또한 평생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지식 근로자들의 욕구가 나날이 성장하는 추세였다.이러한
대외 및 대내적 환경 요인을 인지한 유한킴벌리는 2006년 3월,정년퇴직 예정자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심하였다.이는 유한킴벌리의 퇴
직직원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안정감 및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
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유한킴벌리의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
그램은 단순한 비용지원에 그치지 않는다.이는 퇴직 후의 성공적인 제 2의 인생설
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까지 확대된 지원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회사는 정년퇴직예정자들을 위한 근무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해 지원해주
며,정년퇴직 예정자의 보직 변경 및 근태 처리,시간 할애 등은 소속 부서장 및
사업 본부장(공장장)의 승인 하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정년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내환경

평생 재충전
평생학습

평생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지식근로자의 욕구

대외환경

사회보장
시스템 미비

장기불황 지속으로
재취업 시장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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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정년퇴직을 6개월 앞둔 퇴직 예정자이며,시행 시기는 2006년 3월부터
향후 계속된다.개인별 지원기간은 상담 및 교육이 경우 퇴직 전 6개월이며,재취
업 및 창업은 퇴직을 전후로 한 3개월로 이루어진다.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유한킴벌리의 퇴직예정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프로그램 내용
종업원지원프로그램
(EmployeeAssistance
Program)

퇴직과 관련 대상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상담 실시

재취업 및
창업지원프로그램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기본 방향 및 정보
를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재취업,창업 등의 방향 설정
을 도와주는 1:1재취업 상담,취업정보 및 창업교육을 제공

자기계발 및 교육프로그램
퇴직 후 준비에 필요한 자기계발 및 교육비를 100%
지원한다.예를 들어 전문 자격증 취득(공인 중개사,
미용사,조리사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제공

전문분야 고문 계약
프로그램

자기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나 경험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고문으로 위촉

<그림 6> 유한킴벌리의 프로그램 프로세스

시작                                                                 종료  
변화 관리 및 직원 상담 지원 프로그램 (EAP)

오리엔
테이션  →  자기발견 

상담 →  제2의인생목표
설정 장단기 계획 → 탐색 및 

시도 →  새 출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자기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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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시행하는 고령자지원 프로그램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
으면서도 고령친화적인 경영기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이는 대부분의 임
금피크제의 도입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구조 개선과 고용보장에 대한 갈등이
원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고령화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경영기법으로 판
단된다.특히 유한킴벌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년퇴직예정자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서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단순한 비용
지급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유한킴벌리를 제외한 다른 국내기업들은 고령 친화적

기업경영기법이 임금피크제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고령 친화적 기업경영모형은 “새로운 고령인력의 채용과 취업 활성화”라는 목적
보다는 현 “재직 근로자들의 정년까지의 계속고용보장”을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고고고령령령친친친화화화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운운운영영영 효효효과과과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실실실태태태 분분분석석석

이지만․정승화(2006)는 고령친화경영을 추진한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접근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임금피크제 기법을 단독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서울신문사,대한전
선과 한국감정원 3개 기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위의 세 기업들의 고령 친화
적 기업경영모델의 실행의 특징은 고령 친화적 임금체계인 임금피크제만 도입하고
있을 뿐 임금피크제 대상자 고령인력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그리고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합한 과업과 직무를 부여하거나 개발하
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만 단독으로 실행하고 있다.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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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상자인 고령인력들은 자신들의 업무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나아
가 업무와 다른 직원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조직충성심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다른 고령경영의 방식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
서 임금피크제 방식만을 적용시키는 경우 그 효과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고령경영의 관리기법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한 경우이다.이 유형에 속하는

기업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다.이들 세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실행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직무개발을 “고 경력직원제도”,“직군전환
제”라는 제도 하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생애경력프로그램”
과 같은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령 친
화적 경영관리기법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모범이
될 만한 위의 세 사례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세 기업 모두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고령인력이 재직근로자의 2%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고령인력들 모두에게 적합한 직무개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이러한 직무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유형인 “개별기법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례기업”에서 발견된 유사한 문제점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셋째,고령경영기법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내포한 사례기업이다.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우리은행,한국농촌공사,그리고 문화방송은 임금피크제를 비
롯한 고령자 직무개발,고령자 전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고령 친화적 기업경영기법들을 광범위하
게 실행하는 기업들이다.그러나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기업들이 기법들 간의 유
기적 결합을 조화롭게 달성하고 있는 반면,세 번째 유형의 기업들은 기법들을 효
과적으로 실행하기에 미흡한 직무개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그 실행
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로는 고령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직무개발의 미흡에서 발생하는 고령인력과 일반직원 간의 갈등현상
이 있다.고령인력에게 적합한 과업과 직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임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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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제 대상자인 고령인력은 자신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
하고 있으며,젊은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비록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자신의 임금에 부응하는 생산성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따
라서 임금피크제 실행에 대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고령인력들과 젊은 직원 간의
공감대 형성과 고령인력에게 적합한 직무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임금피크제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고령경영기법을 운용한 사례이다.유한

킴벌 리가 대표적으로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보장과 퇴직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으
로서 재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및 교육프로그램,그리고 전문분야 고
문 계약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있다.유한킴벌리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의 효과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실천의 측면에서 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따라서 다른 사례기업보다 유한킴벌리는
임금삭감 없이 고령자를 정년까지 계속 고용하는 제도와 이들이 퇴직할 때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업들의 사례를 기초로 고령경영의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

과 같다.

<표 3>한국기업 고령경영 프로그램 및 특징

프로그램 사례 특징

임금피크제 서울신문사,대한전선,
한국감정원,신용보증기금

인건비 절감에 주안점
강제적 직무부과 및 경력경로
선택으로 인한 부작용

고령자
고용촉진 GS건설

전반적으로 미성숙기
정부주도의 고령자고용 촉진책

제시
고령자
직무개발 국민은행 미성숙 단계
고령자
교육훈련 포스코,유한킴벌리 개인 책임형 교육훈련

고령자 전직 및
창업지원 KT,기업은행,유한킴벌리 전직지원제도의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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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운운운영영영 효효효과과과 분분분석석석

고령경영을 도입하고 추진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직 구성원의 애사심을 높일 수 있다.우리나라는 IMF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다운사이징 등으로 인해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줄어들었다.심리적 계
약관계의 위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이와 같은 고령경영의 추진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몰입 및 애착을 높여줄 수 있다.이는 회사
로부터의 후원의식을 지각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인식하게 하는 계
기가 된다.예를 들면 고용을 연장해주는 재고용제도는 고용연장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인재투자 비용회수 시기를 좀 더 연장시키는 효
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조범상,2006).
둘째,효율적인 자금운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가 성

과급제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임금체계를 구성하는 기본급 체계는 연공급의 성
향이 강하다.따라서 고령자의 임금은 인건비 상승을 가져오게 한다.따라서 임금피
크제 등의 도입을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은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특
정업무직 직원으로 10명이 전직하였고 2명이 명예퇴직 그리고 3명의 직원이 명예퇴
직을 신청하였다.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06년 13명,2007년 29명,2008년 40명
등 향후 5년간 142명에 이를 예정이다(표 참조).따라서 제도 실시로 인한 절감된 인
건비를 재원으로 하여 효율적인 인력구조 개선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
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추진하였으며,실제로 2003년 72명,2004년 80명,2005년 93명
으로 채용인원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는 청년실업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표 4>한국감정원의 임금피크제 효과

*향후 5년간 인건비절감 효과 ⇒약 38억원 *향후 5년간 일자리창출 효과 → 약 130명
<자료원 :조범상,2006>

시행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대상인원 5 10 13 29 40 33 27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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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미국기업의 실태

제제제 절절절 일일일본본본기기기업업업의의의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실실실태태태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 도도도입입입 배배배경경경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 속도가 다른 선진
국에 비해 빠른 편이다.선진국에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보통 반세기가 걸린
데 반해,일본은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의
일시적 퇴직 때문이며,이러한 퇴직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청년층의 노동
시장 참가는 부분적으로 증가,그리고 기술 및 기능 전수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기
고 있다.각종 세제,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 인프라가 이러한 고령화 속도에 적응
할 수 있는가가 일본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장수 리스크와 소자화
(小子化)리스크에 견딜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설계가 주요 포인트로 강조되고 있
다.이미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인데,2000년 6,766만 명의 노동인
구에서 2030년에는 약 1,0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20~40세의 인구
수가 2000년 현재 4,180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3,00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
망된다.또한 정년이 도래할 단카이세대8)의 대량퇴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인력부
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일본은 전체 근로자 평균연령이 이미 40대로 진입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산업이
이미 고령화에 봉착한 상태다.더구나 일본 기업들은 ‘연금재정악화’에 따른 연금

8)원래 석탄 덩어리를 뜻하는 단카이(團塊)는 유명 소설가 사카이야 다이치가 1976년 ‘단카이 세
대’를 펴낸 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그는 이 책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단카이 세대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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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연장과 ‘소자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에 직면하였다.연금지급 연령의
연장에 관한 이슈는 2001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그 이전부터 고령화대책에 대해
기업과 노동조합에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인건비의 급상승에 대한 노사의 공통
적인 문제의식’과 ‘불황기에 있어서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이슈가 부가되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기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의 연장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중앙일보,2008.4.27字 참고).전후세
대의 대량 은퇴가 도래하여 2010년에는 최대 110만 명의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업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런데 일본기업들의 고령인력 활용의
방향성은 크게 ‘사회적 책임’,‘노동력 확보’및 ‘기능전수’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
분된다.첫째,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인데,고용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대규모
전자 업계 등에서 이런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둘째,노동력 확보의 문제는 젊은
신규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로 부각되
고 있다.셋째,기능전수의 문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특히 오일쇼크나 엔고 문제 증 일본경제의 침체로 기업 내 계층별 인력구조의 왜
곡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독
특한 생산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예:도요타 자동차)나 판매 기법이나 노
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소매업 등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일본은 고령경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령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를 통해 우
리나라 고령경영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의의의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김현진(2003)은 일본기업의 고령경영의 특징을 고령인재의 활용에 두었다.고령
인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로서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단카이세대가 정년퇴직하는 2010년경에는 60세 이상의 노동력이 인구의 20%를 차



- 39 -

지하기 때문이다.또한 고령자들의 근로의욕도가 높기 때문에 고령인력을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하며,이러한 접근은 중.고령자들이 단계적
으로 퇴직을 맞이하는 가교고용(bridge-employment)전략의 활용이 필요하다.
일본은 1971년 중.고령자 고용촉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데

따른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이후 198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개정하여 고령자
에 대한 고용의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였다.1994년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개시연령
을 60세에서 65세로 점차적으로 연장하였으며,1999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
하여 65세까지의 고용기간연장을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하게 되었다.또한 이 법
령으로 인하여 2006년 4월부터 기업들은 인력들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며 2013년에는 완전히 이를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결국,일본의
저 출산으로 시작하여 고령화의 경제적 위기를 인식한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며 고령인력의 후원적인 관리를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책의 내용과 <표 5>와 같

이 현재의 고령자고용안정법의 내용을 정리하면,①60세 미만의 정년금지(사업주가
정년을 정한다면 그 정년은 60세를 하회할 수 없다,8조),②65세까지 정년연장,계
속고용제도 도입,정년 폐지 의무화,③고령자의 재취직 촉진,④정리해고로 이직하
는 고령자의 구직활동 지원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⑤모집,채용 연령제한시 이유
제시 의무화,⑥실버인재센터의 일반근로자 파견사업 절차 특례 둥 이다(이승길,
2007에서 재인용).
특히 일본의 고령경영의 특징은 기업에게 고령인력의 재고용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노령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예
를 들면 실버인재센터의 활용을 들 수 있는데,이 센터는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기관이다.1975년 동경에서 처음 만들어져 지금은 전국에
2,000여개 정도에 달하며 외부기관에서 인력지원 요청이 오면 센터의 고령인력들을
도우미로 지원하고 있다(중앙일보,2006년 4월 27일 字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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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경영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고령경영의 특징을 임금피크제,고령자
고용촉진,고령자 직무개발,고령자 교육훈련,고령자 전직 및 창업지원으로 구별하
여 살펴본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일본기업의 고령경영의 특징 및 사례를 살펴보고
자 한다(이지만․정승화,2006).

<표 5>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책
고용촉진책 내 용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도입,공공직업 안정소에
의한 사업주 지도,고령자 고용 상담인을 활용한 상담
및 원조 등

중.고령자의 재취직 지원
및 촉진

① 부득이 이직하는 중고령자의 재취직을 지원하는
사업주 등을 지도 및 지원

② 모집,채용 시 연령제한의 완화를 위한 지도,계몽
③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④ 중고령자 고용사업의 추진
⑤ 공공직업 안정소 등 직업 상담과 직업소개
⑥ 근로자의 고령기에 직업생활 설계에 관한 상담
및 지원(고령기 고용취업지원 창구)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및 사회참가의 촉진

① 실버인재센터 사업 등의 추진
② 중.고령자 창업 지원

임임임금금금피피피크크크제제제

일본에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령자에 대한 수요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원종학,
2007).안희탁(2004)은 일본의 임금 패턴을 정년이전과 이후로 구별하여 살펴보았으
며 정년이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상승형,상승둔하형,수평형,하강형 등
다양한 형태임을 증명하고,임금피크제를 임금제도의 운영차원과 고령자의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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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임금제도의 운영차원은 일정연령(일반적으로 55세)까
지는 임금이 상승하다가 이후부터 임금이 하락하는 형태를 의미하며,고령자의 고
용유지 차원은 정기승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년이후의 계
속고용을 전제로 현재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미한다.

①①① 산산산요요요 三三三洋洋洋 전전전기기기
산요전기는 2000년부터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55세를 임금피크로 정하고 이후 60세까지 피크임금의 70%
또는 75%를 지급한다.그리고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는 월급 15만엔과 보너스 20
만엔이 지급되는 별도의 임금제도가 적용되며 보너스 적용기준에는 성과연동의 금
액이 가산 조정된다.

<그림 7>산요전기의 임금지급 방식

기본급 100%

기본급 30%

기본급 70%
기본급 30%

표준연수 200만엔

                 55세 60세 65세

②②② 후후후지지지 富富富士士士 전전전기기기
후지전지는 55세 시점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것인지,아니면 종래의 60

세 정년에 퇴직할 것인지를 사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제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선택적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56세부터 4년간의 임금
액은 피크임금(56세 시점의 임금)의 85-90%가 지급되며 60세 이후 65세 정년까지
는 피크임금의 50-55%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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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령령령자자자고고고용용용촉촉촉진진진

2012년은 단카이세대가 65세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량퇴
직이 이루어지게 된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기업들에게 2006년부터 정년을 65세
로 늘리고 고령인력의 재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의 고령자고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년폐지형,정년연장형,계속고용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오태헌․이형
호,2007).

①①① 정정정년년년폐폐폐지지지형형형
후생노동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기업 10개 중 7개

(69.2%)가 법정정년과 관계없이 고령인력을 최소한 65세까지 보장하겠으며,그 중
8.5%는 아예 정년을 없앴다(중앙일보,2006년 4월27일 字 참고)
생애고용제로 표현되는 정년폐지형의 대표적 사례로 마에카와제작소를 들 수 있

다.1924년 동네의 조그만 공장으로 출발한 제작소는 창업 이래 정년이 없는 기업
이다.특히 1977년부터 ‘정년제로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일할 의욕,확실한
하고 싶은 일,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원이라고 하는 조건만 맞으면 평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제작소의 고령인력들은 만 59세가 되면 우선 후카가와센
터라고 하는 고령자경험활용센터에 입사를 타진하게 되는데 기술력,전문지식,협
조성 등을 파악하여 입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즉,60세가 되면 제작소를 퇴사하
고 후카가와센터에 취업하게 되며 이 센터를 통해 다시 제작소에 파견근로자로 재
고용된다.이때의 임금조건은 퇴사직전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삭감한 금액이 되며
60세 종업원의 지급비율은 약 60% 정도이다.그런데 이와 같이 후카가와센터를 통
하여 재고용을 추진하던 방식이 2006년 개정고령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마에카와제
작소 자체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의 정년폐지를 사례로 들 수 있다(이하의 내용은 안희탁,

2006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맥도날드는 지난해 3월 60세 정년제를 폐지하고 실
력주의에 근거한 보상을 강화하여 종업원 개인에게 일할의욕이 있고 회사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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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면 60세를 넘어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일본에서
정년제를 철폐한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맥도날드는 2004년에 연공서열 인사․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점장과 부장 등 각각의 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개선을
하였다.정사원은 약 5천명으로 평균연령은 33.7세로 젊지만 향후 10년 동안에 약
60명 정도가 60세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실력본위로 등용한다는 방침
하에 연령에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판단 때
문이다.향후 60세 이후의 인재가 일하기 좋은 근무 제도를 정비하고 정년폐지에
따른 현행 퇴직금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②②② 정정정년년년연연연장장장형형형
정년연장형으로 후지전기홀딩스의 사례를 들 수 있다.후지전기는 정년을 60세

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4월 단계적으로 정년연령을 상향조정하였다.그런데 새
로운 제도는 선택제 정년연장으로서 종업원은 55세에 정년연장 혹은 60세 퇴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55세에 정년연장을 선택한 종업원은 56세부터 4년간 임금
및 상여금의 15%가 감소하고 이 감소분은 65세까지의 고용연장에 활용된다.
또한 정년연장형으로서 선택적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츠비시 전기의 사례를

들 수 있다.미츠비시전기는 2000년 4월 “50세 이후의 노동조건”을 개정하여,최고
65세까지 재고용을 통한 근무연장 제도인 “선택적 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60세 정년을 기준으로,정년 후 원하는 근무기간 만큼
빨리 퇴직하게 되며,퇴직과 동시에 재고용 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 중의 임금액
을 조정한다.예를 들어 63세까지 3년간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60.5세를 기
준으로 2.5년 전인 58세에 일단 퇴직하게 되며,58세부터 63세까지 5년간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이 때,퇴직하는 58세 시점의 임금이 피크임금이 되며,이후
재고용 기간 중의 임금이 삭감된다.재고용 기간 동안 임금은,60.5세까지는 피크임
금의 80%,그 후 63세까지는 피크임금의 50%수준이 지급된다.즉,60세 정년을 기
준으로 60세 이후 근무를 연장하는 기간만큼 빨리 퇴직하게 되며,퇴직시점이 임금
피크연령이 되며,피크임금 이후에는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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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 계계계속속속고고고용용용형형형
계속고용형의 사례로서는 도요타자동차와 다카시마 백화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A.도요타자동차 사례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기간종업원(비정규직)의 비중 증가에 따라 숙련공에 대한

니즈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기간종업원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능직의 30%를 상회하고 있다.단칸이세대의 대량퇴직 이후 ‘기간종업원’을 중심
으로 인력을 충원한 결과,고령자 재고용의 경쟁자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기간종업
원이라는 내부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최근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
족으로 은퇴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작업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이미 조성되
어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도요타자동차는 2001년 4월,기능직 사원 약 3,400명을 대상으로 60세

정년 이후의 재고용제도를 도입하였다.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일본기업
과 마찬가지로 정년연령과 연금수급 시점 간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노동조
합은 소위 ‘희망자 전원의 취로就勞’라는 강도 높은 요구안을 제시하였고,단카이
세대의 퇴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
구하였다.경영진은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결과,철저한 인재
육성에 의해 ‘가치 있는 인재’에 국한하여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고령자 재고용제도로서 “숙련熟練파트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기능직

에 한하여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최장 63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재고용
된 고령근로자들을 숙련파트너로 명명하였다.숙련파트너제도의 특징은 우수기능
고령자를 현업에서 활용 한다는 점이다.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기능 습득제도
상의 A급(원칙)을 선고 기준으로 하는 식으로 기능 레벨을 고령자 고용의 기준으
로 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고령자 재고용제도 이외에 선택적 재취로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

하였다.선택적 재취로 제도는 도요타자동차 그룹기업과 연계한 고령화 대책으로
취업 의욕이 높은 퇴직예정자를 관련기업에 소개해 주는 취업 알선제도이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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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정승화,2006).이것은 도요타 및 도요타 관련 기업에서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고령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도요타의 역할은
취로 의욕이 있는 퇴직 예정자에게 관련기업을 소개하는 것에 머문다.구체적인 업
무의 확보나 개발은 관련기업이 각각 실시하고 있다.
신청 및 등록은 본인의 자유이나 취로 가능한 수는 전부 100인 정도이며 이를

넘는 경우는 각 사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고한다.처우는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50만에서 250만엔 정도이다.또한 숙련파트너와는 달리 업무의 내용
이 단순작업 중심이며 근무형태는 일에 따라 파트타임,격일근무로 다양하므로 60
세 이후의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생활설계에 적합하다.
고용자 재취로 현황을 보면,2001년도 퇴직 희망자 1,000명중 취로를 희망했던

약 350명 중에서 숙련파트너제도와 선택적 재 취로시스템에 의해 약 200명이 취로
의 기회를 잡았다.이는 종업원의 기대에 일정 수준까지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도요타로서는 숙련파트너의 예에 한하지 않고 고(高)능력자를 육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렇게 볼 때 현역사원에 대
한 계획적,적극적인 인재 육성을 통한 숙련 노동자의 양성 및 활용이 고령화시대
에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고령화 대책으로 도요타가 내세우고 있는 궁극적인 모
습이라 하겠다(원종학,2005).

B.다카시마야(일본 최대 백화점)백화점 사례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전체직원 중 50세 이상 사원이 1/3이상을 점유하는 고령

자중심의 기업이다.경영진은 정년을 앞둔 사람의 고급 판매기술이 제대로 후배사
원들에 전수되지 않으면 회사의 판매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고,정년 후
재고용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실제 재고용률은 정년퇴직자의 5%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현실이었다.따라서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2001년 3월,희망자 전원의 재
고용을 골자로 하는 ‘중고령자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의 경력경로 선택에 따
른 경력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이지만․정승화,2006).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중.고령자 지원제도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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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에 전 사원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이 제도는 7개의 코스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재고용되는 것은 전직을 지원하는 SecondLifeCourse와 StandardCourse
(통상 60세 정년)을 제외한 5개 코스로,회사임용에 의한 코스 4개와 건강에 문제
가 없고 본인이 일할 의욕이 있다면 반드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코스가 있다.단,
재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코스가 60세 이후는 ‘촉탁사원’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1년마다 고용계약을 맺어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다카시마야
의 재고용제도는 의욕이 있는 사원에게 일할 장을 제공한다는 의도였으므로 후생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상승에 대응하여 상한연령을 수정하지 않고 도입 초년도의
대상자부터 65세까지의 고용을 보장한다.그러나 재고용자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이 될 자격은 없다.
재고용까지의 순서를 설명하면,우선 40세 때 경력 계획CareerPlan세미나를

실시하여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경력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50세 이후
는 매년 본인의 희망을 조사하며,50세와 56세 때에 생애계획LifePlan세미나와 경
력 상담을 실시한다.50세 때의 세미나 수강 후에는 ‘생애계획 휴가’로서 5일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퇴직 후의 생활까지도 고려한 생애 계획을 구성할 기회
를 제공한다.
정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일반사원과 다른 처우를 하는 코스는 원칙적으로 54세

까지 코스를 선택하게 된다.다른 코스도 57세에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하나,생애
계획은 도중에 바뀔 수 있다.예컨대,60세까지 퇴사할 예정이었던 사원이 정년 1
년 전에 재고용을 희망할 수도 있다.물론 코스 변경에는 제약이 따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고령자 지원제도에는 사외로의 전직지원책(예컨대,
SecondLifeCourse)도 있어 생애계획에 따른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이하 각 코
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회사임용코스’이다.우선 회사가 임용하는 4개의 재고용코스 특징을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슈퍼세일즈코스SuperSalesCourse는 보석류,비단 등 점
포 내 영업이나 점포 외 영업 등,풍부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영업․판매직이
대상이다.일반코스를 선택하면 정년 전까지 근무지․직무를 고정하고 그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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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이나 정기승급은 없어지지만 상여에 관해서는 계장~부장급의 것과 같은 상여
지급표로 통상 3배 정도의 폭을 두고 지급하고 있다.각 코스 중에서도 가장 인센
티브가 큰 코스이다.
둘째,‘기술․경력 코스’는 기술직이나 건축장비사업,설계디자인직 등이 대상이

다.60세 이후의 재고용을 전제로 정년 전에 직무를 고정하나 수퍼세일즈코스와는
달리 정년까지의 근무조건은 일반사원과 같다.
셋째,‘전문촉탁사원코스’는 관리직에 한해 적용되는 코스로 법무,결산,섭외,

교육,채권관리,경영컨설턴트 등의 직무를 대상으로 한다.
넷째,‘그룹 내 재취직지원코스’는 출향 후 전적하고,전적회사에서 재고용하는

코스와 출향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그 회사에서 재고용하는 코스가 있다.전자
의 경우 퇴직금을 정년퇴직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 가산금을 지급한다.양자 모
두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고용관리를 하나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는 60세
미만이면 촉탁사원,60세 이후는 워크쉐어코스로 고용을 보장한다.
다섯째,‘워크쉐어코스’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건강과 의욕이 있

으면 반드시 65세까지 재고용되는 코스이다.근무형태,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사
원과 같으나 희망하는 경우 55세 이후에 근무일수가 적거나 하루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중시형’근무(주30시간)를 선택할 수 있다.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선택권은 본
인에게 있으며 회사가 강제할 수 없다.재고용 후의 직무는 인사부가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라인의 장인 부문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가능한 한 본인의 희망을
듣는 게 원칙이나 본인의 희망을 부문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인사부가 조정한
다.재고용 후의 월 급여는 지역별로 정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각 지역 모두 15만~18만엔 수준이며,승급은 사원의 승급률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임금수준은 타 산업의 동향이나 해당 업무를 외주하였을 때의 비용
등을 감안하면서 고연령 고용계속급부금,기업연금을 포함하여 500만 엔 정도의 연
수를 확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되었다.퇴직금은 60세 정년퇴직 시 지급하며,
재고용기간이 종료하는 65세에는 위로금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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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령령령자자자 직직직무무무개개개발발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일본기업은 그 사례가 많지는 않
다.하지만 대표적으로 동양공업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이 회사는 55세 이상 고령
인력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직장개선과 작업환경개선,그리고 신체적 능력
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령인력의 작업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설비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고
령인력이 충분한 처리실적을 올리며,재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직장환경을 만
드는 것을 목적으로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다.예를 들어,클리닝업 작업은 원래 체
력이나 시력 등 연령에 영향을 받는 신체조건에 영향을 받는 작업이 아니었으나,
최근 신속한 작업 활동과 표준화된 작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형태로 전화됨에
따라 고령인력의 신체적 능력한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기존의 동양산업주식
회사의 설비와 공정 하에서는 고령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육체
적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어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여겨졌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는 젊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양산업주식회사는 고령인력의 신체적 한계를 보충하는 보조 설
비수단을 개발하였다.
고령인력 업무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체적인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고

령인력의 업무능력과 고용능력 향상을 추구하였다.구체적으로 (1)린넨의 공정 중,
탈수기에서 건조기에 이송작업의 신체적 부담 경감,(2)유니폼 건조공정의 개선에
따른 다리미작업의 부담경감,그리고 (3)포장공정의 설비개선에 따른 신체적 부담
의 경감을 위한 작업과 공정을 개선하였다.또한 경영진은 새로운 작업방식과 공정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령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령인력의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승하는 방법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력의 신체적 부담경감과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작업공정과 방식

을 개발,그리고 업무량의 측면에서 1회당 처리량의 적정성 등 고령인력의 효과적
인 업무활동에 매우 세심한 기법들을 개발하여 고령인력들이 자신의 육체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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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로자각 증상과 신
체 피로부위,그리고 업무시 상체 경사각 등을 조사하여 고령인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업무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고고령령령자자자 교교교육육육훈훈훈련련련

일본은 고령자 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운영하고 있는데,3가지
방향은 첫째,기업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촉진,둘째,근로자 스스로의 자기계발 촉
진,셋째,공공 직업훈련의 추진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고고고령령령자자자 전전전직직직 및및및 창창창업업업지지지원원원

고령자에게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사례로서는 마쓰시타 전기의 넥스트 스
테이지 제도를 들 수 있다.마쓰시타전기의 종업원 평균연령은 1999년에 이미 41세
를 돌파하였다.45~50세의 베이비붐 세대와 현재 30대 전후인 버블기에 입사한 인
력이 회사 내 주력 인력 군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고령화 시책의 과제로서
연공임금형의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최대의 난점으로 작용하였다.이에 마쓰시
타 전기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종업원 복지제도가 아니라 고령인력의 효과적인 활
용을 위한 인사정책을 수립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연공적 임금체계의 시정을
전제로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개발,의식개혁 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즉 60
세 이상 맨파워를 활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고,처우는 60세 정년
을 기본으로 재고용하고 ‘시장임금수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전문능력의
향상과 생애현역을 위한 의식개혁을 추진하면서 구직․구인알선제도의 일원화도
병행하였다.이러한 ‘넥스트 스테이지’제도를 60세 이상의 취업희망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1996년 경영방침 발표회 및 노동조합에서 ‘중.고령자 고용’에 대한 요

구가 최초로 제기된 데 기인한다.만 60세의 생일 을 맞는 정년퇴직자 중 필요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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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심신 건강한 자로서 업무의욕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퇴직시점의 재직사업장,본부에서의 고용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며,고용기간은 1
년을 기준으로 하며,최장 65세의 종업원 생일에 해당되는 월까지 근무하도록 하였
다.근무형태는 풀타임,파트타임 근무 등 적절히 설정하고,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은 기본적으로 사원과 동일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 시에 별도 표기하며,시간외
근무,휴일 노동,야간근무는 사원과 같은 방식을 준용하였다.임금은 정년퇴직시의
별도의 체계를 적용하여 ‘업계․시장수준임금’을 기본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60세 이상의 취업 확보에 관한 구인,구직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 하고 적

절한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 ‘넥스트 스테이지 센터’를 설치하였고,정년퇴직을 기
점으로 하여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중.고령자 고용회사(넥스트 스테이지
컴퍼니)를 설립하였다(원종학,2005).

<표 6>미쓰시타전기의 중.고령자 임금구조

풀타임 근무자

․ 연봉 180~300만엔
․ 업무에 따른 임금지급
․ 월급 및 상여
․ 상여는 평가에 따라 변동

파트타임 근로자 ․ 시급제,매월지급,상여 없음

전직을 지원하는 사례로서 또한 후지제록스의 전직․독립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후지제록스는 정년퇴직자의 전직과 독립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외부컨설턴트에 의한 지원 메뉴 외에 그룹 내의 재취직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재고용제도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50대 사원의 전직지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새로운 제도의 명칭은 세컨드 라이프 프로그램으로써 정년 퇴
직자를 지원하는 마이플랜코스 외에 50대 사원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전직코스,재
고용코스의 세 가지가 있다.
마이플랜코스는 정년시의 독립과 타사에의 재취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코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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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을 희망할 경우 회사 측이 마련한 지원회사의 컨설팅 메뉴로부터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또한 그룹 내에서의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재취
직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시니어 전직코스는 50세 이상~59세 미만의 사원이 대
상이며 마이플랜코스와 마찬가지로 전직과 독립을 위한 지원 외에 퇴직 시에는 퇴
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조기퇴직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모집정원에 미달 되더라도 연 1회의 모집기간이 끝나면 마감한다.2001년부터
도입한 63세까지의 정년연장도 단계적으로 최장 65세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계
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처우는 역할에 따라 3단계로 설정,운영되며 평균
연간수입은 현역시의 3분의 1정도이다(안희탁,2006에서 참고)

고고고령령령친친친화화화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운운운영영영 효효효과과과

전통적으로 장기고용의 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경영 방식은 정년 후 재고용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일본기업들은 출향(出向)제도를 통하여 모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방계회사로 이동하여 경력을 승계하는 방식을 택해왔으며
이러한 퇴직 후 재 채용의 방식은 일본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업무몰
입도 향상을 가져오게 하였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년 이후 재고용의 방식은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시켜 ‘2007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는 효과적이지만 이와 같
은 정년 후 재고용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점이 높다.
하지만 고령경영의 프로그램의 활용이 고령인력의 유출을 막는데 는 효과적이

다.임금피크제의 도입,정년연장,전직지원 등의 고령경영 프로그램은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일본의 미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기업들은 사내대학이나 기술교관제를 실행하며 고령인력의 오랜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를 유연하게 기능 전수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표 6>의 내용은 일
본 제조업체의 기능전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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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고령인력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표 7>일본 제조업체 기능 전수 대책

회사명 내용
JFE스틸 제철소 내 사원육성방식 통일
신일본제철 숙련사원과 신입사원간 튜터제도

고베제강․스미토모금속 전 종업원의 기능 레벨 수치화
미쓰비시중공업 맨투맨으로 기능 전수하는 기능교실 운영

IHI마린 유나이티드 퇴직자를 전임 교관으로 재고용
미쓰이조선 기술자의 숙련도를 나타내는 ‘레벨맵’작성
도요타자동차 글로벌생산추진센터설치,임시직도 기능 전수
마츠다 기능 육성 교실 운영

마쓰시타전기 ‘신생 모노츠쿠리(제조)교실’4월 개설
테이진 기능 ‘통솔직’신설,추가 수당지급

<자료원>한국경제(2006.4.20)

제제제 절절절 미미미국국국기기기업업업의의의 고고고령령령 경경경영영영의의의 실실실태태태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 도도도입입입 배배배경경경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 베이비붐이 발생하였
다.이후 출생률은 저하했으나,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적령기를 맞은 1975년
전후에 다시 제 2차 베이비붐이 발생하였다.1차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2000년부터
2010년에 걸쳐 55~64세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35~44세 층은 감소할
전망이다.하지만 미국의 고령화는 일본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그 이유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유입되고 이들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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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젊은 세대이기 때문이며 또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출산율이 상승한 결과
매년 1%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의 고령화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선웅,2006의 논문 참고).첫

째,노인연금이나 의료혜택(메디케어)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적 접근법,둘째,
노인관련법을 제정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하에 노인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셋째,연령차별금지법과 같이 고령인력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고령인력과 관련한 법제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33년 와그너 페이서법(Wager-Peyser):고령자 고용상담 배치에 서비스 제공
② 1962년 인력개발 및 훈련법(TheManpowerDevelopmentandTrainingAct)
:고령자 재취업 실시

③ 1967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DiscriminationEmploymentAct):
특수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65세 이하의 강제퇴직을 금지함

④ 1978년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퇴직연령을 70세로 연장함
⑤ 1986년 연령차별금지법 개정 :특정한 직종이외의 모든 직장에서 강제퇴직을
금지함

미국이 고령경영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고령인력의 증
가에 따른 사회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또한 다양성 사회를 관리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차별을 금지하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는데 고령경영을 통하여 다
양성 경영을 실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고고령령령경경경영영영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미국 고령경영의 프로그램이나 특징을 살펴보면 자율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조영복․최수형(2004)은 논문을 통해 미국의 고령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미국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정년연장과 은퇴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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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고령자들에
게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은 고령인력의 차별금지와 고령인력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표 8>미국 고령근로자의 취업형태

취업률(남자) 취업률(여자)
취업률 계 풀타임 파트타임 취업률 계 풀타임 파트타임

55~61 71.3 100.0 92.3 7.7 58.0 100.0 77.2 22.8
62~64 47.1 100.0 77.9 22.1 34.6 100.0 61.3 38.7
65·69 30.4 100.0 60.5 39.5 19.8 100.0 44.2 55.8
70세~ 12.3 100.0 48.5 51.5 5.9 100.0 36.4 63.6

주 :파트타임은 주 35시간미만의 근로자를 칭함.
자료 :PatrickJ.P."OlderWorkers:EmploymentandRetirementandRetirement

Trends,"MonthlyLaborReview,October2000.

미국은 고용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
별이 금지되고 있다. 1967년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법률’(Age
DiscriminationinEmploymentAct:ADEA)제정으로 중.고령자 고용기회보호기반
을 마련하였다.또한 1990년대에는 ADEA의 문제점 보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
해 ‘고령근로자이익보호법(OlderWorkersBenefitProtectionAct)'을 제정하였다.
고령인력을 보호하는 법제화가 추진될 수 있는 배경에는 유연한 고용시장이 존

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고령인력들이 해고되어도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유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기업의 부담이 적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미국기업들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가 전통적으로 자유롭다.즉.미국
은 임의고용의 원clr(EmploymentatWill)에 의해 사용자나 종업원 모두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종업
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인력을 채용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인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직무급이

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대한상공회의소(2007.4)는 ‘고령사회와 고령인력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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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증진방안’의 보고서를 통해 고령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급여체계가 연
공급에서 직무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직무급이란
직무수행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높은
직무가치를 보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아 퇴직연령을 정하는 것을 금지했

다고 해도 기업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따라서 연령차별금지법은 적극적 의미에서
중.고령자 고용 창출을 의도하기보다는 기업 채용 및 인사 관행에서의 연령에 의한
차별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장치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고령인력 활용에 적극적인 미국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중.고령인력 활용이 기업경

영에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1980년대 불황기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중고령자 활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령인력을 비정규직 인력으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정부가 재원을 제공하고 민간이 구직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특히 비영리조직의 경우,특정분야에서 경
험이나 능력이 검증된 고령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구직알선 서비스를 제공
하여 성공한 사례가 다수이다.
고령인력을 위한 전문화된 구직활동 프로그램들은 특히 소매업이나 패스트푸드

업계의 기업이나 민간기관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민간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
을 받아 고령근로자인력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결과,지역노동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개별 기업사례를 통해 미국
기업의 고령경영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중중 고고고령령령자자자를를를 위위위한한한 구구구직직직활활활동동동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①①① 월월월마마마트트트
월마트는 전사적 차원에서 고령인력 활용을 지점 관리자에게 장려하는 등 고령

인력활용에 대해 적극 지원하였다.이는 고령인력들이 직무몰입도가 높고,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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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뢰감을 제공한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고령인력 활용을 현장 매장에 적극 권
장하였다.별도의 중.고령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채용 시 고령인력을 우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상이나 처우는 다른 종업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
진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였다.그 이유는 고령 인력을 계약사원으로 채용,활용하
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간의 위화감을 배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②②②
이 기관은 비정부기관(NGO)으로서 구직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인력,특히

퇴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동 기관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지난 40년
간 지역 기업에게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퇴직자들을 알선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았
고,주정부 산하 구직알선기관에서 의뢰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간 전문기
관으로 성장하였다.
이 사례는 일반적인 구직알선기관이 전 연령계층을 상대하는 것과 달리 고령퇴

직자만을 전문으로 성공경험을 축적한 결과 대외적으로 공인된 경우이다.또한 이
기관을 중심으로 고령퇴직자 중심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
고,고령퇴직자 고용알선의 전문기관으로서 구직자나 구인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
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③③③
GreenThumb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조직(NPO)으로 미국에

서 가장 오래된 중장년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고용알선 조직이다.
2001년 현재 45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매년 4만 명 이상에게 직업알선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이 기관은 정부와 민간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령인력 취업을
재고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고,민간이 전문적으로 운영
을 방식을 취하고 있다.서비스 내용은 중.고령자 사회고용서비스 프로그램(SCSEP)
과 같이 유급으로 지역사회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특정기업(예: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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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으로의 취업을 위한별도 정보기술 교육 실시 등을 포괄하고 있다.

④④④
동사는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TV쇼핑 프로그램 방송업체로서 고객의 전화주문

접수업무에 55세 이상의 고령인력을 활용한 사례이다.고용형태는 텔레폰 뱅크부서
내의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처우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
다.채용방식은 중.고령자 취업박람회나 지역 자치단체 등을 통해 중.고령자를 적극
채용하고 있으며,전자상거래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고령인력활용의 가능성을 확신
하고 있다.

⑤⑤⑤ 전전전국국국 고고고령령령근근근로로로자자자 캐캐캐리리리어어어 센센센터터터
전국 고령근로자 캐리어 센터는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환경 분야의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고용이나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이다.동 조직은 과
거 전미 퇴직자 협회(AARP)의 부속기관이었으나,환경 분야의 구직알선지원 서비
스를 전문화 하면서 독립하였다.주된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의 고용프로그램을 통
해 전문직 파견사업(Exper-TempService)을 추진하였는데,민간 파견회사와 달리
피 파견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정규직
채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중중고고고령령령자자자 능능능력력력개개개발발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운운운영영영사사사례례례

①①①
DaysInn은 미전역의 모텔 체인 업체로서 1986년부터 테네시 주 녹스빌과 조지

아 주 애틀랜타의 통신센터에 5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이다.동사
는 전화접수업무 담당자들(주로 청년층)의 잦은 이직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중.고령근
로자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채용 후 컴퓨터 교육 등을 거쳐 배치하였다.
채용된 중.고령자들이 예상보다 빨리 업무에 적응하고 교대근무도 실시할 수 있으며,청
년 근로자보다 3배 이상 장기 근무하여 상당한 성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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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맥맥맥도도도날날날드드드의의의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는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McMaster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들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였다.회사
내 중.고령자 교육전담 강사를 양성하여 고령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방식과 급식절
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 점포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였으며,미국 주정부
와 특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므로 신규 고용자에 대한 교육비용을 균등 부담하
였다.

③③③ 미미미국국국 은은은퇴퇴퇴자자자 협협협회회회
AARP는 은퇴한 고령근로자들을 회원으로 한 미국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관으로

지난 30여 년간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중.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이 대표적인데,2001년 현재 33개 주의 102개 프로그
램이 진행되고 있다.이 프로그램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며,근
로자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 후 교육과 상담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④④ 맥맥맥도도도날날날드드드의의의 멘멘멘토토토링링링 제제제도도도
맥도날드는 'Buddy'라고 하는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인력이 후배 직원들

의 일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멘토링 제도는 고령인력이 보
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유연하게 전수토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이와 같은 제도는 고령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직무로 연계시키는 특징이
있다.

중중중 고고고령령령자자자 인인인력력력활활활용용용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유유유연연연고고고용용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미국 내 일부 기업에서는 기본 재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퇴
직자의 계속 또는 재고용을 위한 유연고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퇴직을 앞둔

9)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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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하여금 향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해당 기업에서 퇴직 후에
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퇴직 전후의 단계적 이행이 가능하
도록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
식이다.

①①① 의의의 퇴퇴퇴직직직이이이행행행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동사는 퇴직이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퇴직 전 일정시점부터 업무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퇴직 이후의 노후설계가 가능한 코스를 제공하였다.동 프로그램은 55세 이
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중 3년 이내에 퇴직을 앞 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주 4일제,그 다음에는 주 3일제 등 서서히 근무시간을 조정해
나가면서 적합한 업무를 내,외부에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②②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이 프로그램은 고령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무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소위

‘퇴직의 충격’을 사전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동 프로그램은 퇴직예정일 4개월
전부터 총 40일간의 유급휴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조
절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였다.가령,첫 달은 주 1일,두 번째 달은 주 2일,세
번째 달은 주 3일,마지막 달은 주 4일씩 휴가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퇴직을 유도하
는 것이다.

③③③ 의의의 퇴퇴퇴직직직자자자 인인인재재재은은은행행행
1981년부터 퇴직자 인재은행 TraveTemps를 마련하여 고령근로자를 필요에 따

라 즉시 활용 가능한 잠재적 보충인력으로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인력필요시 파견업체 인력을 활용하기보다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
가 없고 쉽게 옛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한 것이다.퇴직근로자는 퇴직

10) TowleSilver Company는 폐업된 기업이지만, 독특한 제도를 50여 년간 운영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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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회사가 필요할 때 근무할 수 있도록 향후 회사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내용을
TraveTemps에 등록하였고,기술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자들
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④④④ 의의의 중중중고고고령령령자자자 재재재고고고용용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퇴직자와 전직근로자 등을 On-Call근로자로 등록하여 필요시 파트타임 방식으

로 활용한 사례이다.회사가 특정분야의 기술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해당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퇴직면담을 통해 기술자 등록부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미국 연금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가 노후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처우수준에서 계약직 형태로 고용된다.

⑤⑤⑤ 의의의 중중중고고고령령령자자자 재재재고고고용용용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동사는 산재보상전문 보험회사로서 전문능력을 가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

으로 중.고령자를 활용하였다.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에 지급했던 임금수준을 기본
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단,정규 근로시간에 준하여 처우하기보다는
특정 프로젝트별로 성과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된다.

⑥⑥⑥ 의의의 중중중 고고고령령령자자자 앵앵앵콜콜콜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
동사는 중고령자 앵콜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2001년 165명의 퇴직자를 파트타임으

로 재고용하여 활용하고 있다.연금수급시기에 근로자가 퇴직하지만,회사가 필요할
때 퇴직자를 이전부서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이는 미국 국세청이 퇴직근
로자가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연금수당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고고령령령친친친화화화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운운운영영영 효효효과과과

미국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인재 채용,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트
렌드로 ‘노동인력의 고령화 및 인재부족 문제와 증가하는 이직률에 따른 인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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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적하였다.인력시장의 과도한 경쟁 때문에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기보다는
퇴직 또는 이직자를 재 채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퇴직 또는
이직자를 조직을 떠난 사람으로 평가하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 인력의 능
력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 이
유는 인력공급이 줄어들고 이직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조직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종업원은 신입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뿐
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했던 직무 및 자격요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자신들이 채용되지 않더라고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퇴직관리는 퇴직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

고 있다.공식적으로는 퇴직자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채용공고를 공유하고,
전 직장 동료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하며,좋은 채용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천거보
너스(referralbonus)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비공식적으로는 퇴직
자를 위한 친목행사를 개최하거나 때에 따라 뉴스레터 또는 후원행사 초대권을 보
내는 등 가벼운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이는 조직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주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도 있다.예를 들면,
Henry Ford Health System(HFHS)의 '고용명제의 재판매(Reselling the
EmploymentProposition)’라는 퇴직자 재 채용 프로그램은 종업원들의 사직이 이
루어지면서 작동한다.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① 이직 인터뷰를 통해 이직의 원인
및 향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② 회사의 퇴직자 네트워크에 이직자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등록한다.③ 약 한 달 후 뉴스레터를 보내면서 연락을 계속 유지한
다.④ 약 6개월 후 퇴직자를 위한 행사에 초대하면서 채용 시에 다시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이 모든 프로세스는 사직서가 수리되자마자 시작되어 1년 안에 마무리된
다.왜냐하면 퇴직한 후 1년 동안에 새로운 직장이 기대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하
여 과거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력시장의 경쟁이 매우 심한 경우 재 채용을 위해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까지도 기꺼이 제공하고 있다.부즈 알렌 해밀턴(BoozeAllenHamilton)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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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컨설팅사는 전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두기 위해서
‘ComebackKids’라는 퇴직자 재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 운영
결과 지난해 166명의 퇴직자들이 재 채용되었다고 한다.이 컨설팅의 주요 고객
은 정부이기 때문에 이미 자격요건을 갖춘 퇴직자들은 재 채용 후에 매우 가치
가 있다.또한 퇴직자들은 이미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고령인력에 대한 정책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정년연장과 고

령인력의 고용을 위한 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정부차원에서
강제퇴직을 금지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또한 기업들은 고령인력
에게 인권의 차원에서 그리고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고령인
력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제공해주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고령자들이 직장
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고령인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가 유발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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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한한한국국국기기기업업업과과과 비비비교교교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실실실태태태 분분분석석석

제제제 절절절 한한한국국국기기기업업업과과과 비비비교교교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실실실태태태분분분석석석의의의 정정정리리리

현재 우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생)의 은퇴가 이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다고 한다.약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인구집단이 생산현장을 떠나는 순간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엄청난 부담과 혼
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업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고령인력의 은퇴와 더불어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 내 생산인력 부족사태가 멀지않은 시기
에 가시화될 수도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기에
기업이 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지속적인 기업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조범상,2006).
고령인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한국,일본,미국의 접근방향 및 실태를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의 고령경영은 전반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이며 기업들은 고령자의 인

력관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령경영 및 고령인력활용에 대해 기업들이
초보적인 대응을 하는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퇴직
을 유도하는 인사 관행이라 할 수 있다.홍백의(2006)의 연구에서도 퇴직직전의 종
업원의 직무만족도가 이전과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퇴직이 이루어지고 고령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본질
적 이유는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높기 때문이다.최병권(2005)은 고령
인력에 대한 선입견으로 ①고령인력은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②고령인력은 성과가
낮다,③고령인력은 창의적이지 못하다,④고령인력은 열정과 충성심이 적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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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와 같은 선입견으로 인해 고령인력의 활용에 소
극적인 면이 강하다.결국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경영자들은 고령
경영의 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하다.이러한 비적극적인 사고는 고령경영의 비활성화
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한국의 고령경영은 임금피크제와 같이 인건비 조정을 통한 고령경영의 성

격이 강하다.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다.그런데 임금피크제를 활용의 내면에는 고령인력을 고
임금 수혜자로 분류하고 있고 이들의 역량을 임금대비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는 점이다.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게 되면 별정직으로 전
환 배치되고 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업무를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고령경영이 임금피크제
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노동연구원이 2005
년 종업원 100인 이상 1024개 사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고작
24개사(2.3%)였다.도입을 추진 중인 곳을 합해도 4.2%뿐이다.779개 사(76.1%)는
아예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일본은 대기업의 77.5%,중소기업의
66%가 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그 결과 만 54세 근로자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졌다.이와 같이 임금피크제와 관련
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양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방안이 강조된다.
셋째,일본의 고령경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중.고령자 고용촉진법을 통한

고령인력의 고용기회 확대,②중.고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조성금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령자를 취업시키는 경우 중소기업은 40만엔,대기업은 3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③중.고령자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④자영업 사업자금 융자제도로 65세 이상
의 고령인력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장기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그리고 일본은 고령경영의 프로그램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다양한 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산요전기와 후지전기의 임금피크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
는데 이들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간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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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또한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년폐지형,정년
연장형,계속고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또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해줌으로써 고령인력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고령인력들에게 교육
훈련 및 전직/창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결국 일본의 고령경영은
일본식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장기고용의 기업문화 특
성이 강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고령인력의 재취업과 장기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넷째,미국의 고령경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고령인력의 차별을 금지

하는 엄격한 법제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령화의 문제는 고령인력의 해고에서 비
롯된다.그런데 고령인력의 해고는 조직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인원의 감축
이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연령이 기준이 되어 해고대상자가 선택되곤 하
였다.미국은 고령인력의 나이로 인한 해고는 엄격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
에 고령자를 해고하기 어렵다.이러한 법제화는 결국 고령경영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있다.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9>한국․일본․미국의 고령경영의 특징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수준 초보단계 진입단계 정착단계
주체 정부 정부 기업

주요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정년폐지

특징

고령경영에 대한
편견과 정부주도하
의 고령경영의 추
진에 대한 기업차
원에서 수용이 되
고 있지 않아 고령
경영이 임금피크제
의 확산정도에 불
과함

고령경영에 대한 필
요성 인식을 바탕으
로 임금피크제 및 정
년연장, 고령인력의
고용기회 확대 등을
제도화하고 고령경영
을 기업의 전략적인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하고 있음

고령자의 고용에 대해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와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
으며 고령경영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화를 추
진하고 있지 않으나 유
연한 고용경영의 시스
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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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절절절 시시시사사사점점점

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령경영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 위기감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고령경영
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들이 이러한 고령경영에 대한 도입
은 초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고령경영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고령경영을 먼저 추진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경영이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일본에서 고령자의

고용연장이 중시되고 있는 이유로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외에 소자화,
고령화의 진전으로 2010년에는 노동력인구 5명당 1명이 60세 이상을 차지해 청년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령자 활용은 기업 나아가 사회전체의 활
력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55세 정년에서 60세 정년,60세에서 65세 정년이라는 정년연장과 그에

따른 고령자의 처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과정에서 임금피크제가 도
입되었다.즉 연공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기업들이 고령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목적으로 추가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연공임금이라는 임금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공임금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처우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하나는 임

금제도의 운영 차원에서의 임금피크제이고,다른 하나는 고령자의 고용유지 차원에
서의 임금피크제이다.임금제도 운영차원에서의 임금피크제는 기본급의 정기승급
조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일본의 임금제도는 우리나
라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임금체계를 설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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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서 일정연령부터는 정기승급이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급의 임금커브를 보면 일정연령까지는 계속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다가
대개 55세부터는 임금커브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여기에는 기
업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고령인력 고용유지차원에서의 임금피크제는 정기승급을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
을 전제로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을 낮추어 고용연장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
제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의 임금피크제는 승급관리의 합리화,고령자 고용확대라는 관

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에 반해 한국에서 임금
피크제의 접근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즉 정년을 보장하
되 정년 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려는 것이다.전 사원 모두에게 정년보장
을 약속한다는 것은 기업의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노동계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의 편법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노사 간의
마찰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그보다는 연공임금의 개선일환으로 우선적으로 현행
임금체계상의 승급관리가 정년 때까지의 고용기간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공서열주의에서 탈피하여 능력․성과주의

로 빠르게 임금제도가 바뀌고 있다.대표적으로 연공제가 그것인데 연봉제 도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종래의 연공서열임금에서 성과주의 임금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임금커브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짐작된다.이런 기업에서
는 임금피크제가 큰 의미가 없다.또한 다양한 고용조정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효
율적으로 인건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다만 현재의 연공임금제도를
부득이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기업 측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적정한 인건비 배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고용확대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면 노․사․정․학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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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임금제도 개선 전문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현행 임금제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임금피크연령과 임금수준 등을 현실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전 노력 없이 임금피크
제가 논의된다면 노사 간의 또 다른 불씨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현재 임금의 유
연화,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오히려 기업의 인력
관리,임금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승길(2007)은 일본 노동청의 노동정책을 통하여 얻은 효과성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①단계적으로 은퇴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을 최종 65세까지 연장하고,고령인력의 경험을 활
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예를 들면 고령자의 노동이
동 지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이동을 이루게 하며 또한 고령자의
직무급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②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인사관리시스템 및 고
령친화적인 작업환경이 필요하다.③기술과 숙련 전승시킬 수 있는 계획의 마련과
실버인재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 등을 도입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④고령인력
이 자발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규제의 개혁
도 필요하다.
원종학(2005)이 일본의 고령경영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주장에 대

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그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경영을 고령인력의 재
고용과 성과주의 도입에서 그 효과성을 찾고 있다.따라서 일본의 고령경영을 벤치
마킹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점은 성과주의 인사관리 방식
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고령인력의 생산성 및 성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를 통해 고령인력의 재고용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고령경영,특히 퇴직자 재 채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미국기업에서 퇴직 또는 이직자를 재 채용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이점이 있다.① 채용공고를 내고 인재를 유인하는 것에 쓰이는 비용보다
입사 보너스를 지급하더라도 퇴직자를 재 채용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②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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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산업에 대해 보다 넓은 식견을 갖추게 되어 재 채용되면 신입사원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③퇴직자들은 이미 조직문화,직무,고객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이 준다.④퇴직 또는 이
직자들이 재취업을 결정했을 때 조직이 그들에게 주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
문에 보다 강화된 조직몰입도 및 충성도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과 미국기업의 고령경영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개선점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고령인력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
화시켜야 한다.조영복․최수형(2004)은 시니어 비즈니스와 고령인력의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인 관점에서 고령인력의 취업에 대한 필요성을 ①자
녀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②노후 소득보장정책의 불안정,③복지재정부담의
가중을 들고 있다.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위협적인 요소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령인력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최근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의 창
업을 통하여 고령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결국 고령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인력에 대한 사
회적 편견을 줄여야 한다(최병권,2005참고).
둘째,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령인력의 고용촉진을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조영복․최수정(2004)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능별 정년기준의 설정,고
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기준 고용의무화,고령자적합 직종의 개발,고령자를 위한 직
업훈련기구와 연구기구의 설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저 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적,그리고 사회적 효과를 예방하

는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다양한 고령경영모델의 개발과 확산의 중요성을
기업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강조를 통
하여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고령경영모델 실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장기적으로 중

요하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재정,그리고 2005년



- 70 -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
하고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추진 중이다.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일본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법,고
령자 고용확보를 위한 조성금 제도,고령자에 대한 직업소개소와 직업훈련 프로그
램,창업 융자자금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참고하여 새로운 제도의 실행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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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장장장 향향향후후후 개개개선선선 방방방향향향성성성 및및및 연연연구구구 한한한계계계점점점

제제제 절절절 향향향후후후 개개개선선선 방방방향향향성성성

첫째,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현재 임금피크제 제도가 지
속적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임금피크제 정년퇴직 후에도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의 형태로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평균수명의 연
장으로 안정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이
를 요구하는 직원이 많아지고 있다.따라서 임금피크제 종료 후에도 전직지원 프로
그램(outplacementprogram)차원에서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이후 일정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한다.또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개인이 희망하는 연고지 근무를 적
극 보장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생애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고령인력의 재고용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

도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령인력의 재고용이나 취업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제도 실행에 대한 지속적 운영이 가능해지
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고령인
력의 생산성에 대한 명확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주관적인 차원에서 고령인력이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은 편견이 될 수 있다.따라서 고령인력들의 성과 및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실증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령인력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제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도요다
자동차는 고령인력을 재고용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에는 체
계적인 평생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조범상(2005)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인력에 대한 학습을 통한 경력개발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나 이러한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따라서 고령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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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기업의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고령인력에 대한 재고용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고령인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실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는 점이다.따라서 이들에게 생애경력의 경쟁력을 유지해줌으로써 사회에서 경쟁력
을 유지하고 자발적 창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그
대표적인 것이 전직지원 프로그램이다.전직지원은 고령인력의 퇴직 이후 생애 경
쟁력을 퇴직이전에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써 퇴직자의 성공적인 변화관리를 기업
에서 지원한다.결국 이와 같은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고령인력의 선제적(proactive)
인 관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고령인력에게 적합한 직무의 제공과 직무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령인

력은 일반적으로 이직률이 낮고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정도도 높다.하지만
고령인력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공해주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즉 고령인력은
직관과 노하우와 같은 무형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일본 오지(王子)제지의 사례와 같이 신입사원이 조직의 문화에 수월
하게 사회화 되고 동화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과 멘터링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고령인력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일선업무(frontoffice)보다는
지원업무(backoffice)나 카운슬링과 같은 직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기존의 고령경영의 접근법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보다는 부

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방식이었다.단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
거나 혹은 고령인력을 위한 교육훈련제를 도입하는 유형을 보여 왔다.하지만 고령
경영을 실행하는 핵심은 제도의 단순한 실행보다는 조직의 이념과 비전 그리고 전
략으로 연결되는 홀리스틱(holistic)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다시 말해서 조직의
가치관과 이념에서 고령인력에 대한 존중을 가시화함으로써 고령인력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고령경영을 기업의 역할 차원에 한정시켜 설명하였다.하지만 효과적 고

령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그리고 개인의 역학관계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즉 고령인력은 자발적으로 업무역량(workability)을 높이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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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정책은 이와 같은 고령인력을 후원하는 고용기회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예:고용정책,교육정책,퇴출정책,사회와 건강서비스,나이 차별정책 금지법 등)
기업이 고령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고령인력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연계성이 마련된다.즉 고령경영의 기초는 고령인력의 자발적인 경력계획
에서 비롯되어야 하며,기업이나 사회의 지원정책은 보조적인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서드 에이지(thirdage)라고 표현되는 중년의 시점에서 ‘일과 여가 생활의 조
화’를 이루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됨으로써
고령인력은 낮은 성과자라고 하는 등식이 사라지고 고령인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 줄어들게 된다.이렇게 됨으로써 고령인력에 대한 재취업 및 재고용의 기회도
높아지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 및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제제 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첫째,본 연구는 실증
분석이 아닌 문헌상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다.기존의 연구 논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논리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독창적인 가치 측면에 한
계가 있다.향후 연구 논문은 고령경영과 관련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예를 들면
고령경영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성과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에 대한 비교
를 통해 고령경영이 기업에 어떠한 이득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둘째,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근거를 일본과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하지만 영국과 독일 등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유럽국가 및 기업들
의 사례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부분적 벤치마킹 자료로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고령인력의 관점을 기업의 관점으로 한정시켜 설명하였다.하지만 고령인

력의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고령경영 차원만
설명하는 것은 올바른 고령경영의 공식을 도출하는데 한계점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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