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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설립근거

임직원수

주요 사업장

주요기능

2005년 12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140명

3실 9부 1센터 1팀 9지역본부 1지사

▶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60+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강원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20년 7월 설립 예정)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64-805-3077~8

본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031-8035-7500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6 

우남빌딩 7층

02-6954-2060

성장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6

우남빌딩 6층

1644-5382

경기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032-527-9221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56 

효창빌딩 6층

053-759-190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아이즈비젼빌딩 3층

051-507-6373~5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6층

062-365-8815

중부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둔산동 938) 이안빌딩 7층

042-476-989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실 9부 1센터 1팀 9지역본부 1지사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본부

부산·울산
지역본부

대구·경북
지역본부

경인
지역본부

광주·전남
지역본부

강원
지역본부

전북
지역본부

경남 
지역본부

제주
지사

중부
지역본부

경영혁신실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일자리사업실

사업총괄부

취업지원부

사회참여지원부

성장지원부

정책지원실

교육안전부

홍보부

정보화전략부

이사회원장

연구조사센터 감사팀

('20년 7월 설립 예정)

기관소개 지역본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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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2005

3개 지역본부 개소(부산울산경남, 호남, 중부)2008

준정부기관 지정, 1개 지역본부 개소 (서울강원)2010

가족친화기관 인증 (여성가족부)2013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2015

기업연계형 일자리사업 개시, 제주지사 개소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부문 수상2019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개시 2006

기타 공공기관 지정, 2개 지역본부 개소

(대구경북, 경기인천)
2009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개시 2011

노인재능나눔활동 시범사업 개시 2014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Best HRD 인증 2016

한국의 경영대상 지속가능성부문 수상

(한국능률협회)
2018

3개 지역본부 개소 (강원, 전남, 경남) / 예정 2020
Restart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60+ 시니어의 '일'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기관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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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01 02

노인이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참여연령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활동내용  |  노노케어, 학교활동 급식지원 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등

활동기간  |  평균 11개월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  동  비  |  월 27만원

공익활동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연령  |  만 65세 이상

근무내용  |  지역사회 돌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업무지원 등

근무기간  |  10개월

근무시간  |  월 60시간 이상

급        여  |  월 71만원(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사회서비스형

일정기간 사업비와 인건비를 보충받아 노인적합 직종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근무내용  |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시장형사업단

수요처 요구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진 노인을 연계하여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근무내용  |  시험감독관, 주유원, 경비, 관리사무직 등

취업알선형

 ※ 시장형사업단과 취업알선형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NOW IS

THE BEGINNING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활동

참여연령  |  만 60세 이상

활동내용  |  학대노인 예방 및 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등

활동기간  |  8개월

활동시간  |  월 10시간 이내

활  동  비  |  월 10만원

재능나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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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기타 사업

03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참여기업명  |  송추가마골, 아워홈, CU, 본죽, CGV 등

상담 및 접수  |  1577-1923

시니어인턴십

시장형사업단, 고령자친화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경영관리자문,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

상담 및 접수  |  1644-5382

성장지원센터

노인을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기업 설립자금 최대 3억 원 지원

참여기업명  |  (주)미트뱅크, (주)로제타, 삼척동자사회적협동조합,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종로문화살롱 등

상담 및 접수  |  가까운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의 다양한 사회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교육센터

지원내용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등 (개소 당 최대 5천만 원)

상담 및 접수  |  가까운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60+교육센터

관련 웹사이트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kordi_seniorjob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시니어로

www.seniorro.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diseniorjob

유튜브

www.youtube.com/kordinoin

MAJOR Activities주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