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TEL : 043-220-3063, 3066    FAX : 043-220-3069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는 각종혜택을 제공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기업연계형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100세 시대! 일자리가 희망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충청북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또하나의 시작  활기찬 노후!

지/원/사/업/안/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사업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2019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기타
사업

01 02 03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만 60세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

대     상 인증기간 선정규모 인증기업 혜택

도내 소재 1년이상  

정상가동 기업으로

만 60세이상 노인  

고용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인증일로

부터 2년

매년 20개 기업

(’19년 8~9월 

경 선정 공고

예정)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대상선정 가점, 지원금리 0.5% 우대)

• 해외시장 판촉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유예(2년) 등

2018년도 인증기업 현황(20개사) 

구  분 인  증  기  업

청주시 ㈜동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산수야    청주골김치

충주시 보성갈바텍㈜

제천시 주식회사 박달재엘피씨    대송제재소    ㈜엔바이오니아

보은군 대광주철

옥천군 한우영농조합법인 맥우    한울팜스㈜    MVP애그텍

진천군
유성알미늄㈜    ㈜홍창엠앤티 진천공장    다모아영농조합법인

㈜태영산업    ㈜동하정밀    주식회사 티비산업

괴산군 ㈜한흥실업

음성군 주식회사 오성프라스틱    뉴그린창신 주식회사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이상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 촉진

유형 지원내용 지원한도(1인당)

일반형
1인당 월급여액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최대 150만원

전략직종형 최대 200만원

장기취업

유지형

참여자의 계속고용(18개월 이상)여부를 확인 후,  

추가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지원
총 90만원

•사업목적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 지원

•자격요건 :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법인(영리 및 비영리) 등

•지원방법 :  인턴기간(2개월)간 월 최대 30만원~4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6개월 이상) 3개월 추가 지원(1인 최대 150~200만원)

•제외분야

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원, 요양보호사(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원), 

배관세정원(방역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등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042-476-9893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35-2884

㈜제이비컴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001호 715-6764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천시 숭의로 48 644-3905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39 872-5300

※ 참여방법 : 인근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과 유선상담 후 접수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기업을 지원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

정

기업

인증형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없음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신

규

설

립

모기업

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

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설립 가능한 법인
70%이상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단체
없음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 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없음

개소당

1억원

시니어

직능형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모기업 및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70%이상

(직장형)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20%이상

(직능형)

기업연계형사업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설비구입 및
설치, 4대보험료 등 직·간접비용 지원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내용)

세대통합형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

1인당 최대 250만원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등)

(단, 인건비 지원의 경우 기술 전수자에 한함)

일반형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적합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 빛 설비 지원

1인당 200만원(최대 250만원)

(장비 및 설비 등 제반비용, 사회보험료 등)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 042-476-9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