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 삶의 실질
적 개선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개
발하기 위해 지식을 모으고 연구를 수행합
니다.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와 이메일진을 
통해 발간되는 <50+리포트>는 최신 국내외 
50+동향과 다양한 오피니언을 담으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50+리포트>를 
분야별로 모아 발간한 이 책을 통해 50+동향
과 트렌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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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앙코르 커리어: 
서울시 50+(만 50~64세)가 희망하는 
퇴직 후 일자리는? 

Infographic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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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서울시 50+의 경험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40시간

주 근로시간

200만 원

월평균 급여

34.2%

정규직

27.9%

취업률

364만 원

월평균 급여

퇴직 전 
나의 일자리

65.8%
향후 재취업 희망자

34.4%

교육 및 연구 직종

직업 선택 

고려 사항

사회적 

향유(공유)가치

능력발휘 

기회 및 가능성

근무시간

지금 
나의 일자리

장애요인

기존 커리어 활용 어려움

시니어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 

고정관념

혁신적 사고, 

IT 실무능력 

상대적으로 낮음

대인관계, 

상호작용 어려움

앙코르 커리어란? 

중·장년층 및 고령세대들이 인생2막의 시간에  

인생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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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는 소속감 및 

존재감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며,

기존의 커리어와 연계되는 일을 희망합니다.43.6%

희망 직무

상담·사무

19.6시간

희망 근로시간

159만 원

희망 급여 월평균

50+ 맞춤형 

일자리 개발

50+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30.4%

정규직(일반)

27.6%

정규직

(시간선택제)

37.5%

비정규직

(시간선택제) 선호

25.7%

비정규직

(일반)

6.7%

기타

이 내용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세대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50+세대의 일자리 필요 및 역량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이용자 581명이 응답한 결과로 2016년 11월부터 2주간에 걸쳐 조사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바라는 일자리

50+세대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노하우와 지혜를 

바탕으로 안내해주는 

‘멘토’의 역할을 하죠.

봉사와 재능기부 

등을 통해 모범이 

되어 건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50+ 지원정책은?

재능기부나 봉사를 

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크지 않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해요.

은퇴 전부터 은퇴 후의 삶과 

노후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 근무 중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정부 기관에서 개발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해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에 

있어 시니어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한 수준별·맞춤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47.2%

희망 직종

교육 및 연구

사회복지·종교 40.0%

경영·회계·사무 18.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7.6%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9.8%

기타 35.2%

현업에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조직과 단체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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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서울시 50+ 세대의  
경제적 노후 준비 현황은? 

Infographics 02

부채를 지게 된 이유

전세금, 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탄 곗돈

주택마련

창업, 사업자금 

27.6%

24.3%

13.3%

생활비

자녀교육비

기타

12.9%

5.6%

12.3%

서울시50+세대의 가계소득구조는 근로소득(86.0%), 부동

산소득(6.0%), 공·사적이전소득(7.3%), 금융소득(0.7%)으

로서, 연간 총 가계소득(약 4892만 원)에서 근로소득의 비

중이 크게 나타남.

서울시50+세대의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현금보다는 매우 

높은 부동산자산의 보유경향(전체 자산의 89.6%)을 보이

며, 금융자산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파

악됨.

가계소득구조 가계자산구조

7.3%

6.0% 0.7%

공·사적이전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86.0%
근로소득

총소득 

4892
(단위:만 원)

8.6% 1.8%

89.6%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총자산 

35990
(단위:만 원)

부채 유무

 

51% 49%

부채 있음 부채 없음

서울시50+세대의 5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부

채액 중 51.9%가 주택마련, 전세금 관련 등으로 나타나 주

거비용에 따른 부채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서울시 50+세대의 가계수준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

 
없음 주식, 

채권
부동산 
운용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기타 
공적연금

국민 
연금

70.3%

65.8%

5.9%

16.3%
17.3%

7.9%

58.9%

42.1%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서울시 50+세대

는 42.1%로 나타남. 나머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50+세대는 예금·적금(70.3%), 국민연금

(65.8%), 부동산 운용(58.9%) 순으로 은퇴 후 생활비

를 충족할 것이라고 응답함.

서울시 50+세대가 원하는 정부의  

은퇴지원정책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생활비 지원

61.4%20.9%

17.7%

서울시 50+세대가 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의료비 지

원(61.4%), 생활비 지원(20.9%), 주거비 지원(17.7%) 

순으로 나타남.

은퇴 후 지출이 많은 항목

의료비 식료품비 주거비

은퇴 후 지출이 많은 항목은 의료비(80.9%)가 가장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료품비(57.9%), 주거비

(49.4%), 자녀 교육 및 결혼준비자금(41.7%), 품위유

지비(39.2%) 순으로 나타남.

부족한 생활비 마련방법

서울시 50+세대는 노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지출을 줄

이거나(69.9%), 일자리 마련(62.7%), 주택 등 소유한 

자산으로 대출 또는 매매(역모기지 포함)(47.9%), 자

녀에게 의지(11.8%)하면서 마련할 것이라고 조사됨.

지출을 줄임 일자리 마련 주택 등 소유한 자산으로  

대출 혹은 매매 

(역모기지 포함)

서울시50+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에  
적정한 소득(부부기준)

월

249.3만 원

서울시50+세대의  
월평균 생활비

279.1만 원

   50+정책제언

1. 서울시 50+세대  
일자리 지원 확대

- 중장년 전직·취업 지원체계 강화

-  50+공헌형, 혼합형 일자리사업 지속 

활성화

2.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  50+의 부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금융자산과 함께 서울시 50+세대가 가장 집중하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률 확대 및 활성화

3.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

-  보건소별로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따라 

개인별·생활터·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신체활동, 영양, 절주, 

구강보건, 한의약건강증진,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H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
연금

서울시 50+세대의 노후준비

원자료: 2015년 한국노동패널데이터,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 분석·글: 정책개발실 강소랑PM, 행정학 박사



베이비붐 세대, 
퇴직 후 

새 일자리 필요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50+리포트 통권 04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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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중 최고령자에 해당하는 1955년생은 현재 만 

62세로,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등학력을 가진 첫 번째 세대이며 1960~197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한 주역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세대이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탄탄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가 등으로 고용구조의 양극화를 경험하는 등 

급격한 변동을 겪기도 하였다.① 

�베이비붐�세대의�90.8%는�퇴직�후�가구소득의�감소�경험

이들 가운데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크다. 본인과 배

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균 규모는 약 5억 1,400만 원으로 평가된다. 보

유자산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동화가 

쉬운 금융자산은 7,000만원 정도로 13.6%를 차지하고, 그 외 기타자산은 1,700

만 원으로 약 3.3%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4억 8,400만원으로 조사되

었으며 ‘3억 초과~5억 이하’가 3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억 초과~3

억 이하’ 21.0%, ‘5억 초과~7억 이하’ 19.8%, ‘7억 초과~10억 이하’ 12.6%의 순

이며, ‘1억 이하’ 또는 ‘10억 초과’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응답은 4.6% 정도로 낮

게 나타났다.

현재 가계수지는 절반가량인 49.0%가 ‘적자’상태이다. 그러나 절반 정

도는 가계수지가 균형 이상의 상태를 보인다. ‘흑자’를 보이는 가구는 33.2%로 

적지 않으며 ‘균형’을 보이는 가구는 17.8%로 나타났다. 본인의 퇴직 후에는 대

부분 가구 소득이 줄어든다. 퇴직 전 대비 가구소득 수준이 ‘줄어들었다’는 응답

은 90.8%로 대부분이 가구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

으며, ‘늘어났다0.8%’와 ‘비슷하다8.4%’는 응답은 10%

에도 미치지 못한다.

① �본 원고는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특성과 정책 방향’ (조달호 
외, 2015)에서 발췌,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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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미흡�78.4%,�퇴직�후�국민연금�수령�시까지��

소득절벽�우려�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대비하는 준비

에 대해서 ‘별로 준비되지 않음’이 68.8%, ‘전혀 준비되지 않음’이 9.6% 등 ‘준

비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78.4%로 대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준비되

어 있다’‘어느 정도 준비됨’21.4%, ‘충분히 준비됨’0.2%는 응답은 21.6%에 불과하였다.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연금과 기

타소득으로 생계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본의 절반 이상인 

51.0%가 연금 등으로 ‘최소 생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32.0%

가 ‘여유롭진 않지만, 기본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등 연금과 기타소득을 

이용하여 최소한 이상의 생활은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소 생계유지도 어렵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일자리또는 현재 일자리를 그만두는 퇴직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 50대 중반에 퇴직하지만, 연금수

령은 최소한 61세가 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표 1.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자료: 조달호·최봉. (2015).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서부터의 가계수지는 대부분 적자로 나타났다. 

연금으로 충분한 노후가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가계수지 적자 부분은 자산을 이

용하여 보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일하지 않는 고령자’의 급증은 당사자의 문

제가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가에는 연금재정의 압박이라는 문제로 연결

되기 때문에 적정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정책은 여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은퇴 전연

금수령 이전까지 자산을 확충하거나 덜 감소하도록 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퇴직�후�일자리�제공�시�노인�빈곤율�하락�예측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일자리를 계속 잡지 못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

에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39.7%의 서울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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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붐 세대가 71~73세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생계비로 소진하고 빈곤층으

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연금수령 시기까지 

일자리가 있다면 70대 초반 시점에서의 노인 빈곤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2%로 나타난다.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베

이비붐 세대 중 많은 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노인빈곤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표 2.	 일자리 유무에 따른 노후 가계수지 시뮬레이션 결과

일자리 유무 (연금수령 이전 소득과 지출 가정) 10년 이내 순자산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의 비중일자리 소득 지출

없음 없음 최저생계 수준 39.7%

있음 현재 소득 현재 지출 18.2%
자료: 조달호·최봉. (2015).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제2의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소

득을 확보함으로써 은퇴 시점까지의 자산 감소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

하다.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연금수령 시점의 자산 감소 폭이 대폭 줄어들게 된

다. 이들 자산은 연금수령 시점에서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동일직장에서의 고용연장이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른 일자리로의 

전직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인 62~63세까지

의 기간에 소득절벽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정년을 62~63세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년연장과 함께 베이

비붐 세대들이 희망하는 200만~300만 원대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림 1.	 현재 소득을 연금수령 이전까지 유지할 경우 자산 소진에 걸리는 시간

(단위: %)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70

60

50

40

30

20

10

0

5.0 4.2
9.7

20.1

60.4

자료: 조달호·최봉. (2015).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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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호·최봉. (2015).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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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세대core generation라는 말이 있다. 가족관계에서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지는 수직적 세대 관계의 중앙에 위치하는 세대를 

중심세대라고 하며, 50+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50+의 시간이 개인의 

일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시기이며, 자녀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난 홀가분함과 여유로운 소득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로 불렸던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성장한 

자녀들이 집을 떠나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50+세대가 중심세대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세대 간 자원 이전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50+세대의 중심세대로서 역할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다음에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은 우리나라 50+세대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어떻게 자원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1.	 중심세대로서 50+세대

중심세대 50+세대 50+세대

부모 세대

50+세대

자녀 세대

손자녀 세대

부모 세대

�50+세대의�자산과�샌드위치�세대�역할

50+세대에게 자산은 샌드위치 세대 역할 수행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에게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샌드위치 세대 역할에는 50+세대의 

소득보다는 자산 수준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세대의 자산이 많

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확률이 높았으나, 가계소득은 

경제적 지원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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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이 연구에서는 50~69세를 대상으로 함의 노부모와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이

전에 대한 연구고선강, 2013에 의하면 50+세대가 부모세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

할 때와 자녀세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는 50+세대의 가계소득이 중요한 요인

이었으나, 자녀에 대한 경제자원 제공에는 가계소득보다는 자산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50+세대가 노부모에게는 

생활비·용돈 등과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제적 지원을 더 빈번히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인 자녀에게는 자산에 기초한 목돈지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50+세대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까? 50+세대의 

학력이 높은 경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양친 모두 생존

한 경우, 부모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50+세대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경향이 높았다. 반면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50+세대의 금융자산·기타자

산·부채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손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확률이 높았다. 

50+세대는 노부모나 성인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가? 그

렇지 않다. 드물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50+세대가 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가 50+세

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으나, 매우 이타적인 동기일 것으로 

보인다. 

성인 자녀가 50+세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50+세대가 여

성인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향성이 높

아, 성인 자녀들도 50+세대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 자녀들이 50+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다른 동기를 엿볼 

수 있는 결과도 있는데, 50+세대의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이 많을수록 성인 자녀

가 50+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확률이 높았다. 

자녀들은 50+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만은 아니며, 경제자원 제공을 통해 현재 50+세대의 소득 부족을 채워 주지만, 

50+세대의 높은 자산 수준도 미래에 자녀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능

하게 하여 자녀들의 경제자원 제공의 동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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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자금�지원,�나중에�돌려받을�수�있을까?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선강, 2012b에 의하면 50+세대가 자녀에게 결

혼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에 대한 자녀의 보답은 꽤 긴 

시간 후에 나타난다고 한다. 50+세대의 자녀 신혼집 마련 비용 지원은 자녀가 

50+세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자녀의 결혼 기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나타냈다. 

오히려 자녀의 결혼 초기에는 결혼자금을 지원한 부모가 결혼한 자녀

에게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았다. 신혼의 자녀에게 부모가 제공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가사노동과 손자녀 양육지원 등을 포함하는 

생활 전반의 총체적 지원이었다.

50+세대에게 자녀의 결혼은 자녀의 독립과 부양의 책임을 벗어남을 의

미하기보다 자녀가 결혼 후에도 부양자로서 부모의 역할이 확장되고 무게가 더

해짐을 알 수 있다. 50+세대 자신의 노후 삶에 필요한 자원들이 확장된 부모 역

할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50+세대와 그들의 노부모 간에도 과거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미래의 

보답이 나타나는가? 한 연구고선강, 2012a에 의하면 50+세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미래에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의향이 높아

진다고 한다. 또한 미래에 노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50+세대는 현재 노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50+세대

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에서도 자원을 주고받는 관계가 발견

되는데,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매

를 앓고 있는 부모를 더 자주 방문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경향성이 높았다고선강, 

2008. 

50+세대와 그들의 노부모 간에도 자원 이전 행동의 호혜성이 발견되

며,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 교류를 통한 호혜성은 인생의 여러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0+세대의�경제적�지원과�자녀의�출산의향�관계

50+세대가 결혼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자녀의 출산의향과 관계

가 있음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김주희·고선강, 2015. 

결혼 5년 이내의 신혼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기보다

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출산의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 결혼할 당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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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집 마련을 위해 양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와 결혼 후 친정 부

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이 그렇지 않

은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은 자녀의 결혼 형성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녀출산과 같은 가족생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0+세대는�받을�때�행복할까?�줄�때�행복할까?

자녀에게 경제자원을 제공할 때 더 행복할까? 노부모에게 제공할 때 더 행복할

까? 주는 것이 더 행복할까? 받는 것이 더 행복할까? 50+세대는 부모세대와 자

녀세대 사이의 중심세대로서 부모·자녀와의 교류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노부모보다는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가 이들 삶에 더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고선강, 2014가 있다. 50+세대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자녀에게 자산 상속이나 증여를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50+세대와 비교

하여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것이다. 

50+세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노부모가 50+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이들의 생활만족을 떨어뜨

리는 결과를 나타냈다. 

50+세대에게 부모보다는 성인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가 중요하며,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금액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을 할 수 있을 때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50+세대가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는 이들의 경

제자원 수준소득,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진다. 50+세대를 가계소득에 따라 상·중·하

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노부모, 성인 자녀와의 경제자원 교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50+세대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원교류가 이들의 생활만

족에 영향을 주는 양상이 달랐다.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하)에 속하는 50+세대에게는 노부모에게 경제자

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생활만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요인이었다. 가계

소득은 낮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

을 때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들에게는 노부모 부양의 책임과 

부양 역할 수행이 생활에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상)에 속하는 50+세대에게는 노부모로부

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가계소득이 중간인 집단(중)에 속하는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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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게는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종합적으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50+세대의 삶에 부모세대·자녀세대와의 경제적 자원 교

류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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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은퇴가 멀지 않은 50+세대의 경제상황을 짚어보면서 은퇴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은퇴준비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부분에 유의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 정리해 
보았다. 은퇴한 경우의 경제 상황도 살펴보았다.

100세 시대다. 인생 100세 시대에 50세면 딱 절반인데, 은퇴준비 

라니…?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흔히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란 말들이 들려온다. 또 50대면 돈 쓸 일도 많다. 아이들 대학 

학비도 대야지, 졸업하면 결혼도 시켜야지, 대체 은퇴준비는 무슨…? 

하지만 주변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면 슬슬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1.�50+세대,�은퇴준비는�잘하고�있을까?

50+세대① , 은퇴 후 삶은 길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은퇴 준비는 부족한 세대이

다. 2015년 대한민국 실제 가구주의 은퇴 연령은 평균적으로 62.5세 정도② 다. 

62.5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2015년 기준으로 남성 평

균수명 78.5세③ , 여성 평균수명 85.1세라니 남성은 16년을 여성은 22년 반 정도

의 은퇴 후 삶이 이어질 예정이고, 이 기간은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점점 길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의하면 50+세대 중 은퇴한 사람은 약 30%이다. 

이 30%의 은퇴자들④ 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한 가구가 절반이 넘는 63%에 달

하였다.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라고 한 가구가 30% 정도이며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고 한 가계는 10% 미만인 고작 7.7%에 불과하였다. 50+세대 중 은퇴한 사

람들은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직 은퇴하

지 않은 나머지 70%들은 은퇴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은퇴준비가 잘되고 있다

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12% 정도에 불과하고 보

통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구가 36%, 은퇴 준비

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호소하는 

가계가 절반 이상인 52%에 달한다. 곧 경제적으로 

은퇴가 멀지 않은 50+세대 중 절반 이상이 은퇴준

비가 안 되어 있는 셈이다.

① 본 고에서 50+세대는 50세 이상을 
포함한다.

② 2015년 가계금융복지 데이터 활
용, 저자 산정

③ OECD 발표 자료

④ 정확하게는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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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0+은퇴자의 생활비 현황	 (단위: %)

매우 부족함

부족함

보통

여유 있음

아주 여유 있음

20.57

42.30

29.43

6.08

1.62

그림 2.	 50+미은퇴자의 은퇴준비 현황	 (단위: %)

전혀 안 되어 있음

잘 안 되어 있음

보통

잘 되어 있음

아주 잘 되어 있음

15.79

36.29

36.21

9.63

2.08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통계청 

2.�50+세대,�은퇴준비�잘할�수�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사가 비교적 길지 않은 데다가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서구 유럽에 비하면 은퇴생활을 위해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50대 이전에는 주택 마련이다 자녀교육이다 

이런저런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고, 5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자녀 학

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자녀 관련 지출과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온전히 자

신의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

이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

축할 여유가 없다고도 한다.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저축 

목적⑤ 을 보아도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은 자녀의 탄생과 더불어 4순위에 계속 

밀려있다. 그러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야 3순위로 올라오지만, 여전히 자녀의 

결혼 준비를 위한 저축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결국 자녀가 독립하고 자신도 은

퇴하는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본인의 은퇴준비를 위한 저축이 2순위로 올라

선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뿐 아니라 은퇴생활의 기본인 3층 보장제도 역시 

아직 든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생

활이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은퇴준비를 제대로 못 한 절반 이상의 사

람들이 결국 은퇴 후에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한 연

구⑥ 에 따르면 은퇴 전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했던 사람들 중 52.9%는 은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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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은퇴준비는커녕 현재 

경제생활도 만만치 않다니 과연 50+세대는 은퇴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50+세대의 경제 상황⑦ 을 한번 들여다보자. 50+세대는 평균 3억 7,000

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중 금융자산으로는 약 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자산이 실물자산이라고 할 때, 약 78%를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50+세대의 68%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의 대부

분은 주택이 차지한다. 부채는 평균 5,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

를 포함해 갚아 나가는 빚은 789만원 정도이다.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은 평균 3,400만원 정도, 전체 생활비는 2,000만원 정도이다. 물론 세금, 공적

연금, 이자 등의 비소비지출을 포함하면 총지출은 평균 2,600만원이 된다. 평균

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처분소득이 총 생활비를 상회하므로 저축할 여력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50+세대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단위: 만원)

이자지급 및 상환액

총 지출

총 생활비

가처분 소득

총 부채

금융자산

자산총액

789

2,645

1,967

3,443

5,341

8,096

36,904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통계청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가계의 재무건전성Financial 

Health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산·부채·

소득·지출 등 어느 한 지표의 절댓값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의 상대적 비율로 비교해서 상태

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이라는 것을 활용한다. 예

를 들면 지출 수준이 꽤 높다고 해도 그만큼 소득이 높다면 재무적으로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이며, 부채가 많아 보여도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지표를 상대적으로 비교

한 비율로 표시하여 가계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재무비율이다. 앞서 알아본 자산·부채·소득·지출을 가지고 50+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몇 가지 재무비율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득과 지출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

수지를 살펴보자. 50+이상의 가계에 대해 가계수지 비율은 소득 대비 지출이 

⑤ 백은영(2009)

⑥ 정석원, 김미화(2015)

⑦ 본 고의 50+세대의 경제 현황은 가
계금융복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자가 산
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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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하가 되면 재무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행히 50+세대

의 대부분 가계는 가계수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출

이 소득보다 많다면 그 가계의 가계수지는 위험 상태로 볼 수 있다. 50+세대 중 

약 17%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재무적으로 위험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총부채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라면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 역시 약 89%의 가계가 총자산의 40% 이하 수

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 가계가 총부채부담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가계가 가계수지 측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측면이나 가계 자산의 성장성growth을 나타내는 금융

자산 축적 측면에서는 상당수 가계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가계의 1/5이 

안 되는 17%의 가계만 비상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만한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총자산 중 금융자산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의 36% 정

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의 소득과 지출 구성은 어떠할까? <그림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50+세대의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전체 

소득의 41% 정도를 차지하였다. 근로 및 사업 소득 등 주요 일자리를 통한 소

득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이전 소득을 비롯해 이전소득이 

33%를 차지하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전소득 중에서도 사적이전보다 공

적이전이 더 많은 것은 50+세대 중 주요 일자리에서 물러나 은퇴한 경우에는 

공적이전을 통한 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나타내어 

준다. 

지출의 경우에는 전체 지출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비소비지출을 제외하면 경조비 및 기타, 주거비에 약 15% 정도를 지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통비나 통신비보다는 의료비의 비중이 높은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주요 지출 패턴⑧ 을 살펴보면, 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부터 사교육비 및 

자녀용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다가 자녀 독립 및 은퇴기에 들어

서면 다시 식비·주거비가 주요 지출이 되며, 그동안 전혀 순위권에 없던 보건의

료비 지출 비중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은퇴기에 들어서면 가계에 경제적으로 부

담이 되는 항목이 교육비나 부채 부담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바뀌는데, 50+세대 특히 70·80대 등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⑧ 백은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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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0+의 소득과 지출 구성	 (단위: %)

지출

● 식비
● 주거비
● 교육비
● 의료비
● 교통비
● 통신비
● 경조비·기타
● 비소비 지출

25.76

14.89

3.878.71
8.40

5.74

15.04

17.58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
● 사적이전

42.30

19.92

5.86

23.25

10.09

자료 :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가계재무구조와 저축성향 분석, 2009,백은영

3.�50+세대,�은퇴준비�어떻게�할까?

50+세대의 자산·부채·소득·지출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 은퇴하

지 않은 사람들의 은퇴준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현재 50세라고 한다면 평균

적으로 약 12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50+세대에

는 언제, 갑작스럽게 계획하지 않은 은퇴가 찾아올 수도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사람이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여러 경력과 경험들을 살려 

더 길게,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다수는 이 시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앞서 50+세대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은 근로 및 사업 등 

주된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완전 은퇴는 아니

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은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의 확보이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은 지출의 4∼6배 정도 보유할 것을 권장하는데, 50+세대의 경우는 최소 

5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실직뿐 아니라 건

강상의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이전 세대보다 매우 높

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50+세대의 경제 상황을 보면 비상시 경제적 대응 능

력을 갖추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 시기의 실직은 대부분 은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유동성을 확

보해 두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50+세대의 가계수지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50+세대가 저축할 여력

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 중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자산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현금흐름표를 꼼꼼히 체크하여 매달 잉여자금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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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지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찾아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현금흐름표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줄인 후 나머지는 반드시 저축하

기로 금액을 정하고 ‘선저축 후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출과 관

련해서는 자녀 관련 지출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체크하여 우리나라 은퇴준비

에서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자녀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비 등 이전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향후 비중이 커지게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하고 의료비를 

고려한 자산을 마련해 두는 등 다각도로 위험 대비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은퇴준비가 잘되어 있거나 잘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은

퇴준비를 잘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

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연금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각자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공적연금은 은퇴생활 중 기본 생활 정도를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은퇴 

후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공적연금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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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50+세대는 고령사회 1세대이다. 이들이 살아가는 전략이 차세대의 

매뉴얼이 된다. 가장 급격하게 구축된 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살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 인구의 비중이 높은 세대라는 것 자체가 

자산이다. 글로벌 시니어 인구 중 가장 4차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재집단, 시니어 집단 중 가장 모바일 환경 적응력이 높은 우리나라의 

50+세대가 적극적 소비관리로 노후빈곤을 늦추고, 일거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르무트 로사는 사회가 빠르게 변

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가족이나 노동과 같은 사

회 구성요소 또한 나날이 빨리 변화하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①  

기술과 사회, 그리고 삶의 리듬이 서로 얽혀서 가속화를 부채질할 때 50+세대 

또한 그 중심에 있으며, 고령사회의 길어진 노후는 빨라진 삶의 리듬에서 우리

를 예외로 비껴가지 않는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제 됐다 하고 외친들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회이다. 길어진 노후, 기대여명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

요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

렵게 한다. 소득이 끊긴 경험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지혜가 생기는데, 벤치

마킹할 선진사례도 제대로 없다. 예측이 어려운 미래사회는 퇴직하는 50+세대

에게 조용히 지갑을 들여다보게 한다. 향후 30년을 살아갈 50+세대가 지금 손

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림 1.	 50+세대의 자산현황	 (단위: %)

45

40

35

30

25

20

15

10

0
없음 1만~500만 500만~1,000만 1,000만~5,000만 5,000만~1억 1억~3억 3억~5억 5억~10억 10억 이상

0.7 2.2 1.9

12.1

18.7

39.5

13.0
8.5

3.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분석결과

① Harmut Rosa, 다비드 오티시에, 
이준 필립, 장 미셀 무토의 공저 『딜리
버리』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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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노후를 앞에 두고서야 허덕이며 살아온 시간

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고, 남들은 얼마만큼 준비

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시간, 나의 논문은 <노

후빈곤 진입시점별 특성에 따른 노후대비방안 연구

>② 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내용은 늘 내게 

위안을 주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한다. 당

시의 조사대상자들은 지금 55~74세에 해당된다. 50+

세대③ 인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건전성을 확보

하는 데 중심이 되는 그룹이다.

길어진 노후로 인해 50+세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노후빈곤으로 진입

하게 된다. 이들의 자산은 평균 4억 8,000만원 규모이며, 그중 4억 6,000만원

이 사는 집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④  소득이 끊기는 그 시점부터 자산의 

감소가 시작되므로 노후불안으로부터 안전하기 어렵다. 50+세대들은 47.2%만 

소득이 있고, 저축을 전혀 하지 못하는 비중도 47.6%나 되어 노후 준비의 여력

이 없다. 이들이 지속적 일거리를 찾지 못할 경우 10년 이내에 51.9%가 노후빈

곤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림 2.	 ‘노후빈곤’ 진입시점	 (단위: %)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17.0

35.1

26.8

21.2

11.6

27.7 26.3

34.4

7.3

23.4

30.1

39.2

● 10년 이내   ● 10~20년   ● 20년 이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분석결과

50+세대는 노후빈곤층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세 그룹 중 하나에 속한다. 첫 번

째 그룹은 10년 이내에 노후빈곤으로 진입하는 그룹, 10년 이상은 버틸 수 있지

만 20년 이상은 어려운 그룹, 그리고 20년 이상 계속 노후자립의 준비가 된 그

룹이다. 

② 연구내용은 제2차 고령화 패널 기
본조사 8,688명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
에 근거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한
국노동연구원이 2006년과 2007년 2차
례 기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45세
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 통계자료이
므로, 지금 55세부터 74세에 해당된다. 

③ 이 글에서는 논문의 통계대상인 현
재 55-74세 연령계층을 50+세대라 부
르고자 한다.

④ 연금생활자는 15~24% 수준이며, 
연금액이 월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하는
가의 문제가 따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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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저축 없음’으로 나타난 가구 분포	 (단위: %)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35.1
43.7

53.9
63.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 2008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분석결과

아직도 소득이 있다는 것이 노후자금을 좀 더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아놓은 데에서 꺼내 쓰기 시작한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정도로 생각

하는 게 옳다. 가계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

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고, 결혼시켜 내보내는 시기이다. 

45~49세의 연령층에서 ‘저축 없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35%를 웃

돈다. 그 다음 5년간은 43%, 10년 후에도 53%가 저축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한

다. 60~65세 기간에는 63% 이상이 저축 없이 살아간다.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

들이 독립하고 자신들의 노후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소득은 끊기

고 저축은 어려운 시절이다.

50+세대의 노후는 누가 부양할 것인가. 지금 80대 노년층까지는 

33.5%가 자녀들이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지금 50+세대들은 자식에게 

의존하기엔 그들의 삶이 너무 버거운 것을 이해한다. 8.3%만이 자녀들에게 의

지하고자 하고, 이 비중도 나날이 감소한다. 연금 대세를 절감하지만, 50+세대

에게 소득이 꾸준히 있을 무렵에 연금을 준비한 비중은 15% 미만이었다. 노후

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그 어느 대책에도 끼어들지 못한 18%는 사실 스스

로 헤어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룹이다. 그

리고 50+세대에게는 대부분 일거리가 필요하다.

그림 4.	 노후생활비 마련 대책	 (단위: %)

자산 소득 자식 노후 없음 기타

● 50-64세   ● 65세 이상

15.0

34.1

8.3

24.1

17.7

0.5

13.5
16.2

33.5

14.8

21.4

0.7

1) 자산 = 저축+주식+부동상, 2) 노후 = 사적보험+개인연금+퇴직금+공적연금+공공부조, 3) 소득 = 자신의 소득+배우자 소득
자료: 통계청 인구통계조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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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관심을�집중시키자

소득이 끊긴 시점에 50+세대의 75%는 3억원 이하

의 자산을 가지고 노후와 맞닥뜨린다. 자신이 가진 

자산을 평소 생활비로 나누면 얼마만큼 살아낼 수 

있을까를 알게 된다. 10년 이내일까? 20년 이후에도 아직 건재할까? 빠르게 노

후빈곤으로 진입하는 그룹과 노후자립을 준비한 그룹의 차이를 보면 소득 차이

는 월평균 40만원 수준이다. 노후빈곤그룹과 노후자립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으

로서는 큰 금액이 아니다. 들여다봐야 할 것은 결국 소비 규모다. 자산의 가치는 

소비규모에 의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 자료들⑤ 은 소득이 끊기자마자 잠시 동안은 15~20%의 지출을 줄

여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절약 기간은 오래가지 않고, 곧 원래 생활비의 90% 수

준까지 회귀한다고 한다. 줄어드는 내역조차도 결국 출퇴근에 드는 경비 수준이

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계속 최절약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림 5.	 월 소비 항목 비중 	 (단위: %)

월 식비 월 저축 월 용돈

40.64 40.9
37.53

20.54

29.7
35.22

14.3316.0518.13

● 10년 이내   ● 10~20년   ● 20년 이후

자료: Haider & Stephens(2004),Hurd & Rohwedder(2003, 2008), 안종범 & 전승훈(2003), 이선형 & 이연숙(2002)등

노후빈곤과 노후자립의 두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저축이 많았던 노후자

립 그룹의 경우에는 노후빈곤 그룹보다 적은 식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식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허기를 풀어주는 식문화 소비이다. 일상의 소득부족이 스트레스로 오면 간단하

게 식비가 늘어난다.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허기를 풀어주는 역할, 그것이 

식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것을 일상에서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내 안의 불평을 잠재우고 긍정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 생각해 볼 순간이다.

노후자립 그룹은 매월 사용하는 용돈이 노후빈곤 그룹보다 많았다. 용

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는 식비, 피복비, 문화비 등으로 처리한다. 대

부분의 용돈은 남과의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데 사용된다. 만나

⑤ Haider & Stephens(2004), 
Hurd & Rohwedder(2003, 2008), 안
종범 & 전승훈(2003), 이선형 & 이연
숙(200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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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를 마시고 소품을 사주기도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용

돈이 많이 쓰인다는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서 오는 정

보를 관리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식비를 줄이고 용돈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비

한 지출체제는 향후 보다 신뢰를 받고 더욱 소득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용돈은�소통이다

고령사회이다. 노동시장에서 30년 일하고 퇴직 후 40년을 더 살아간다. 월급을 

받는 동안 절반은 떼어서 미래소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했다. 월급을 받는 30년 

동안에 가족이 생기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비를 지출한다. 그 30년의 소

비가 중요한 마당에, 미래 40년을 설계하자고 선뜻 덤빌 수 없다. 어떻게 할 것

인가? 환갑 무렵에 퇴직하고 한 10년쯤 더 살아가던 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

는 고령사회를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신의 자산과 마주치는 순간을 늘려야 한

다. 부모세대와는 다른 나의 노후를 그저 막연히 세상에 던져 놓고 스스로 자라

기를 바랄 수 없다. 

그림 6.	 관계에 의해 정립되는 나의 가치

관계에 의해 
정립되는 나의 가치 인맥관리 시간관리 경력관리

50+세대의 노후는 4차 산업사회와 맞닿아 있다. 등 돌리고 모른 척할 수 없는 

이 사회변화는 퇴직 전까지 핵심역량에 몰두하던 우리에게 전문성만으로는 안  

된다고 협업을 들이민다. 협업의 골자가 소통이다. 소통을 잘하든, 인맥과 네트

워킹을 중시하든, 노후자립 그룹의 삶의 방식에서 짚어내야 할 것은 ‘관계를 유

지하라’이다.

고령사회로의�진입,�어떤�기준으로�상상하는가?

퇴직하였기에, 현업에서 물러났기에 추구해 오던 많은 것을 내려놓기엔 아직도 

삶의 길이와 깊이가 너무 당당하게 50+세대 앞에 놓여 있다. 50+세대의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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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노후를 살아갈 만큼 모으기는 어렵다. 소득 기간이 비

소득 기간보다 짧고 지출 기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소비관리는 자

산축적보다 다루기 쉽다. 게다가 차세대들도 성장둔화사회를 살면서 다양한 방

법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들은 미니멀리즘까지도 유행시키고 있다.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싸게 많이 사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1

인가구를 위해 소포장과 빠른 배달이 대세를 이룬다. 필요할 때 조금만 사기, 같

이 먹고 각자 내기 등의 소비 다운사이징은 집과 차에도 적용되고, 신용카드의 

상한선에도 적용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공유경제는 가끔만 필요하던 

모든 기기를 그때에만 빌려 쓸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노후는 결국 스스로 관리하게 되므로 소비를 포함한 자기 생활을 관리

하는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 예전에는 역량을 키우는 일을 혼자서 해냈

다면 이제는 다양한 협조라인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찾아서 손을 내미는 전략을 

채택한다. 50+세대의 자산에는 저마다의 경험에서 나온 암묵지와 인맥, 충분히 

축적된 경력을 포함하고, 50+세대의 소비에는 간결함이라는 형용사를 포함할 

시기이다.

그림 7.	 50+세대의 개인별 준비

문제인식의 단계

정보탐색의 단계

대인평가의 단계

저축탄력성 강화

근로유연성 강화

근로생산성 확충

결정의 단계

행동의 단계

오래 사는 리스크에 대비

두 번째 인생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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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는 고령사회 1세대이다. 이들이 살아가는 전략은 차세대의 매뉴얼이 된

다. 가장 급격하게 구축된 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살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

학력 인구의 비중이 높은 세대라는 것 자체가 자산이다. 글로벌 시니어 인구 중 

가장 4차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재집단, 시니어집단 중 가장 모바일 환경 적응력

이 높은 우리나라의 50+세대가 적극적 소비관리로 노후빈곤을 늦추고, 일거리

를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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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어떤�정책을�취하든�‘50+세대’는�스스로�고도�

번영기�때의�야성을�되찾아야�한다.�이들은�30대�후반의�

외환위기,�40대�후반의�금융위기,�50대의�지속적인�

경기�침체로�인생�중반을�고단하게�살아옴과�동시에�

눈치를�보며�살아야�했다.�그러나�이제�50+세대는�나라�

전체가�절벽�앞에�선�것�같은�또�다른�위기의�순간에�

직면해�생존력과�애국심을�발휘해야�한다.”�

다른 결과를 원하면 
다르게 행동하라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
jtbc 메인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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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가경정
안 시정연설을 보면서 ‘어르신’ 관련 대목
에 관심이 쏠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신문사의 정치 담당 논
설위원으로서 직업적 이유로 눈길이 간 게 
아니라, 나의 생물학적·사회학적 처지와 연
결되어 무심코 마음이 발동한 것을 스스로 
알아챘기 때문이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50
대 후반의 이른바 ‘50+’연령이고 사회학적
으로 ‘준어르신’세대이다. 머잖아 ‘어르신’
이 될 것이므로 대통령의 어르신 정책에 민
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20대 눈부신 
젊음 때 기자 직업에 들어와 30년 외길, 세
월 가는 줄 모르고 남의 현실에 대해 취재
하고 기사를 썼다. 어느 날 문득 정년停年의 
압박과 함께 어르신 근처에 와 있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어르신 관련 언급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
을 배정해야 한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
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 빈곤
율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
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노인 공공 일자리를 3만 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
는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이 대목엔 최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사적 수
준의 빈곤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대통
령의 의지가 들어 있다. 하지만 언 발에 오
줌누기랄까. 정부의 예산을 월급 삼아 만드
는 노인 일자리는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
으로서 미흡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지속가
능하지 않다. 노인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
고 이를 부양할 청·장년의 인구 수는 감소
하는 나라에서 정부 재정이 언제까지 우물
처럼 샘솟을 것인가. ‘예산의 우물’ 앞에 공
공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줄 서 있는 어르신

용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

세 수가 줄기 시작했다. 2031년부터는 총인
구 수도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어르신의 삶을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만드
는 일자리 정책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1위의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다음 언급에선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상상력이 넘치는 창의성을 엿볼 수 있
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
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다. 청년 창업자와의 공
동 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
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정부재원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에 쓰겠다는 얘기다. 투자적 예산은 ‘들판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바로 배가 부르
진 않지만 태양과 바람, 강수降水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정성스러운 노력이 만나 시간
의 흐름을 기다리면 풍성한 잎사귀와 맛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방식엔 청년과 노
인의 연결, 창업과 은퇴의 융합이 있다. 또한 
노동력과 두뇌, 시간이 골고루 참여한다. 투
자적 예산이라 해서 집행만 하고 손을 털면 
그것은 불모의 씨앗일 뿐이다. 농민이 씨를 
뿌린 뒤 시시때때로 필요한 일을 베풀듯이 
투자적 예산엔 치밀한 기획, 창조적 열정, 세
심한 손길, 협조적 네트워크가 작동돼야 한
다. 정부는 지원하되 결정하지 않고, 관심 갖
되 압박하지 않는 절제의 묘미를 갖춰야 한
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져 시장이 
회전하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인력이 요구
되는 ‘민간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한국 사회의 청년 실업과 은퇴 공포는 민간 
일자리의 선순환이 끊어짐으로써 더욱 심
각해졌다. 일자리 선순환의 중단이 시장 실
패의 원인이라면 사회적 약자는 시장 실패
의 결과다. 결과물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한다고 해서 원인체인 시장 실패가 교정되
진 않을 것이다.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려면 
일자리 선순환의 장애, 그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서 '예산으로 월급' 처방이 대증 요법이라면 
'예산으로 투자'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따르면, 우리 사회
의 자산 중간층 혹은 소득 중산층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나는 예산 월급을 지원받는 쪽공

공 일자리보다 예산 투자를 기대하는 쪽창업 일

자리에 줄을 서야 할 것이다. 5~10년 뒤 나와 
같은 샐러리맨 출신 예비 어르신들은 공공 
일자리보다 창업 일자리로 방향을 정할 필
요가 있다. 창업 일자리라 함은 스스로 오너
가 되는 창업도 있겠고, 청년 창업에 지혜·
경륜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다.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으나 사회적 약
자를 응급 보호하는 공공 일자리 쪽에 눈
을 돌리는 일만은 피했으면 한다. 민간이 시
장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일자리를 개척하
는 것이 현재 ‘50+’세대가 세상을 헤쳐 나
온 방식이었다.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에서 
국민 세금을 축내며 예산성 자금을 쓰는 건 
1955~1963년생, 즉 54~62세에 이르는 소
위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활 방식은 아니었다. 

베이비부머 인구층은 20·30대에 한국 경
제 팽창기를 이끌고 누렸던 고도성장기의 
마지막 세대이자 억압적 권력을 견디며 저
항했던 민주화 투쟁의 첫 번째 세대다. 국
부를 키우고 시장을 누비는 일에 익숙하
며 정부의 고압적 태도엔 일단 참다가 반
격하곤 하는 집단 품성을 길렀다. 베이비부
머 세대의 선도층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에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경쟁과 
도전, 성취의 경험이 풍부해서 요즘 20·30
대의 공무원, 공공기관 선호 취향을 잘 이
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
대는 사회의 첫 번째 직업에서 속속 은퇴해 
제2의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데, 이

들이 민간 시장적인 야생 본성을 집단적으
로 분출한다면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다이
내믹 코리아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약자
의 구제, 청년 실업의 비상적 상황 탈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시장의 동력과 열린 세
상을 향한 호연지기를 키우는 데 관심이 적
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젊은 층의 전유물처
럼 인식돼 있는 창업의 세계에 은퇴 계층을 
체계적으로 인도하고, 이들을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일자리의 주인공으로 재탄생
시키는 데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 ‘50+’세대는 스
스로 고도 번영기 때의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들은 30대 후반의 외환위기, 40대 
후반의 금융위기, 50대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생 중반을 고단하게 살아옴과 동
시에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
제 ‘50+’세대는 나라 전체가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생
존력과 애국심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지난해 가을 세 명의 여성 국회의원송

희경 당시 새누리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국민의당

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포럼’의 10주
짜리 조찬 강연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국회가 상당한 비용을 보조한 덕분에 강연 
참석자들은 아침 김밥을 곁들인 특급 강사
의 특강에 회비 5만 원만을 지출했다. 내가 
전공과 관계없는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열심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정년 이후의 공포 때문이었다. 큰 병이 없으
면 수십 년은 더 살아내야 할 시간적 공간
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쪽박을 차고 
말 것이란 두려움이 생기자 조바심이 났고 
그 탈출구로 국회 포럼에 등록했다. 결론부
터 말해 눈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으나 미
래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용기,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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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강연 가운데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 총재의 특강이 인상적이었
다. 그가 나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은 이런 
것이다. 

첫째, 이제 칸막이 조직의 수직적 리더십은 
안 된다. 시스템에 의한 수평적 의사결정이
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은 거대한 물고기
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의 조합으로 재편
되어야 한다. 무수한 창업자들은 빠르게 움
직이는 작은 물고기가 돼야 한다. 셋째, 전
통산업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개선돼야 한
다. 전통에 센서를 부착하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결합하면 새 시스템
이 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시대를 열어야 
한다. 배우는 교육Education이 아니라 탐구
하는 학습Learning이 돼야 한다. 다섯째, 교
과서적Text인 지식은 곤란하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이고 살아있는 맥락적
Context인 지식이어야 한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창출과는 반
대 지점에 있다. 슈밥 총재 자신이 4차 산
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앞으
로 700만 개의 전통 일자리가 소멸하고 과
거에 없던 200만 개의 일자리가 탄생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손에 잡히진 않지만 존재하
는 것은 분명한 바람 같은 것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난파될 
수밖에 없다.

슈밥의 현실적 대안은 정부와 정치권이 용
기 있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줄어들었다. 대신 옛것을 고
집하는 정당과 새것에 문을 여는 정당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는 좌우가 아니라, 새것에 대한 개방 정
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그
는 ‘민첩한 정치Agile government’를 요구했다. 
기술적 변화를 이해하고 기민하게 대처하

며 사람을 위한 기술혁신에 알맞은 입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디 정치뿐일까.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
둔 50+세대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
첩한 변화’를 요구받는 건 아닐까. 

10주간 국회 포럼을 마친 뒤에도 나는 그
곳에서 만났던 30·40대 창업자나 창업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엔지니어나 정책 보좌
관들과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 나는 지금까
지 살아왔던 삶의 대륙에서 또 다른 삶의 
대륙으로 떠날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50+
세대 누구나 막연히 느끼는 공포와 기대, 
도전과 용기를 명료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
다. 내 삶의 영토는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넓
어지고 더 풍부해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떠오른다.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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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s 03

서울시 50+세대가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는 일주일에 

1~2번(41.4%)이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2번(35.3%), 거

의 매일 만난다(10.6%), 1년에 4~5번(7.9%) 순으로 나타났

으며, 거의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은 4.8%에 그침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단체(복수응답)

서울시 50+세대는 지인들과의 친목모임(61.1%)에 가장 활

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동창회나 향우회(41.7%)에도 활

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그 외에 종교모임(24.9%), 여가·문

화·스포츠 활동(11.1%) 순으로 나타남

서울시 50+세대의 사회관계

10.6%

7.9%

4.8%

35.3%
한 달에 1∼2번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1년에 4∼5번

거의 만나지 않음

일주일에 1∼2번

41.4%

종교

친목모임(계모임)

여가·문화·스포츠

동창회·향우회

없음

24.9%

61.1%

11.1%

9.6%

41.7%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서울시 50+세대는 

15.9%에 불과한 반면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

는 50+세대는 84.1%로 매우 높게 나타남

서울시 50+세대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는 평균 11회(최소 1회, 최

대 140여 회), 기부액은 연평균 53만원(최소 1만원, 최대 750만여 원)

으로 조사됨

84.1%

15.9%

있다

없다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와 기부액

11회

연평균

53만 원

연평균

서울시 50+세대의 과반수(50.6%)는 분가한 자녀와 한 달에 1~2번 만나는 반면 노부모와는 1년에 1~2번(36.1%) 만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가한 자녀 및 노부모와의 만남

서울시 50+세대의 가족관계

2.4%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29.2%

50.6%

한 달에 1∼2번

1년에 4∼5번

3.7%

거의 만나지 않음

일주일에 1∼2번

14.1%

31.0%

36.1%

1년에 1∼2번 

1년에 4∼5번 

5.1%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4.7%

거의 볼 수 없음

한 달에 한번 

23.1%



Infographics 03

노부모를 위한 금전적 지원

노부모를 위한 비금전적 지원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노부모 부양을 위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서울시 50+세대가 노부모 부양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한 해 기준, 정기적으로는 평균 893만 원, 비정기적으로는 83만 원으로 나

타남.  또한  57.9%가 비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그 종류로는 음식(외식 포함)이 7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강용

품(31.8%)과 생활용품(18.2%) 순으로 나타남

31.8% 18.2% 72.7%

연평균

892.8만 원

연평균

83.2만 원

정기적 비정기적

39.5%

예 아니오

건강용품 생활용품 외식 및 음식물

57.9%



가족관계에서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

서울시 50+세대의 약 64.3%의 가구가 가족관계에서의 근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조사되었음. 그중 자녀로 인한 근심·갈등(자

녀의 취업, 실업, 교육, 행동, 결혼)이 21.3%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가구원의 건강(19.7%)과 경제적 어려움(18.1%) 순으로 나

타남

자녀의 취업 및 실업
13.5%

자녀교육 혹은 행동
3.4%

자녀의 결혼문제
4.4%

64.3%

35.7% 어려움 있음

어려움 없음

자녀로 인한 

근심·갈등

경제적 어려움

(부채, 카드빚) 

기타가구원의 

건강

21.3%

18.1%

5.2%

19.7%

자료 1) 한국고용정보원, 2014,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원자료분석.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한국복지패널조사」 . 원자료분석.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분석·글 정책개발실 PM 강소랑, 행정학 박사.  

   분석종합

서울시 50+세대는 자녀의 취업, 교육, 결혼문제로 인한 근심·갈등을 

겪으면서 여전히 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동시에 노부모에 대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세대임.

가족관계

노후에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비해 서울시 

50+세대의 여가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높은 교육수준과 청·장년기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50+세대는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기대수준이 

높을 것임. 따라서 50+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제공과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가 요구됨.

서울시 50+세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적지만, 일단 참여하면 높은 

참여횟수와 활발한 기부를 통해 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노후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고령인력의 사회공헌 및 

사회적 활용의 중요성 또한 높아질 전망으로, 향후 재능기부 등을 포함한 

자원봉사활동에 서울시 50+세대가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관계



인생 2모작은 
친구와 함께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50+리포트 통권 06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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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다. 만약 50세 남짓에 주된 

직장을 그만둔다면 거의 50년이나 되는 세월을 노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긴 세월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건 뭐라도 할 일, 즉 필드Field를 찾는 인생 

2모작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내가 선택할 필드에서 함께할 가족과 

친구Friends는 길고 긴 노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디딤돌이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과연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는 근거가 있는

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期待壽命은 82.1세로 남자가 79.0세, 

여자가 85.2세이다. 기대수명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평균적인 예상수명이자 

기대여명期待餘命이므로 훨씬 전에 태어난 지금의 나는 그보다 덜 사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일단 이에 대한 대답은 ‘노No’이다. 만약 2015년 현재 만 60세라면 

기대여명, 즉 앞으로 남은 평균적인 수명은 24.6세니까 84.6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대여명으로 계산한 수명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

보다 2년 이상이나 더 많은 이유는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남았으므로 통계적으

로 그만큼 더 살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남녀로 구분하면 60세 남자

의 기대여명은 22.2세, 60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7.0세이다. 따라서 60세의 남

자와 여자는 평균적으로 각각 82.2세, 87.0세까지 산다는 것이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생명표에 의한 우리의 평균적인 삶이다.

표 1.	 연령별 기대여명	 (단위: 세)

0세(기대수명) 40세 50세 60세 70세

전체 82.1 43.0 33.6 24.6 16.2

남자 79.0 40.1 30.8 22.2 14.3

여자 85.2 46.0 36.4 27.0 17.9

자료: 통계청, 생명표(2015년)

최빈最頻사망연령�90세는�100세�시대의�전조등

기대여명까지 끄집어내도 아직 90세도 안 되는데 무슨 100세 시대냐고 반문할 

수 있다.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내놓는 통계가 또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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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최빈最頻사망연령’이라는 용어로  ‘한 해 사망자 중 가장 많이 사망한 연

령’이다. 박명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빈사망연령은 2008년에 

이미 85세를 넘어섰다. 최근 수년간의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0년이면 최빈사

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빈사망연령이 90세

를 넘어서면 100세 이상 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서 100세 시대라

고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문상을 가 보면 90이 넘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

다. 요즘 80세 넘어 돌아가는 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배고픔과 전쟁을 

다 겪은 세대들이다. 그런데 그 이후, 특히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들

이 100세를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

도록 하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나올 질문은 오래 살면 오래 일해야 하는 것 아

닌가일 것이다.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

이 더 크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정년 60세가 2017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60세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공무원과 일부 공기업뿐이

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즉 주된 직장을 그만둘 

당시의 연령은 2017년 5월 현재 평균 49.1세에 불과하다. 남자가 51.4세, 여자가 

47.2세로 남자가 4세 정도 더 많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평균 53세남자 55

세, 여자 51세이던 것에서 갈수록 더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 또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2010년에만 해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19년 8개월남자 22년 11개월, 여자 16년 7개월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5년 4개월남자 19

년 4개월, 여자 11년 3개월로 줄어들었다. 7년 사이에 평균 근속기간이 4년 4개월이나 

짧아진 것이다. 그나마 남자의 근속기간은 3년 7개월 짧아지는 데 그쳤지만 여

자는 5년 4개월이나 짧아지고 있다.  

그림 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단위: 세)

20172010

55.0

52.0
53.0

51.4

47.2
49.1

● 남자   ● 여자   ● 평균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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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모작과�나만의�필드Field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가운데 52.6%가 

현재 취업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을 2모작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워낙 이른 나이에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서 새로운 직

장을 구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 예전에 비해 건강하다지만 나이로 자르는 곳이 

대부분으로 젊은 사람과는 경쟁이 안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어야 하건 아니면 뭔가 할 일

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서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거

기다 원하는 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55~64세의 고용률은 66.1%로 OECD 평균 

59.2%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나는 나

이, 즉 실질은퇴연령에서도 우리나라는 남자 72.9세, 여자 70.6세로 OECD 35

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평균보다 7~8세씩이나 높다. 이런저런 

이유로 은퇴하지 못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 늦은 나이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OECD 주요국의 실질은퇴연령 비교	 (단위: 세)

남성 여성

59.4
62.7 64.1 64.6 65.9

69.3 72.0 72.9

59.4

62.7 64.1 64.6
65.9

69.3 72.0

72.9

프랑스 독일 영국

OEC
D 평

균 미국 일본
멕시코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OEC
D 평

균 미국 일본
멕시코 한국

8.3년

7.5년

자료: OECD, 2015 Pension at, a Glance(Effective age of Labour-market exit 기준)

나이가 들어 아등바등하지 않으면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

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노후를 위해 또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

태주거나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서러운 것도 없으리라. 다만 이 경우

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이면서도 낙천적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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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도�할�일을�찾아야��

어떤 이유에서건 일할 곳이 있다고 할 때 필자는 그 일할 곳을 ‘필드Field’라고 

부른다. ‘필드’ 하면 축구장이나 야구장 또는 골프장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내가 

뛸 수 있는 곳, 일 할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나의 필드라는 뜻이다. 따라서 꼭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같은 소일거리도 노후의 훌륭한 필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생2모작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필드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뭐라도 학교’를 열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에게 처음 강

의 요청이 왔을 때 ‘뭐라도’가 뭐냐고 담당자에게 물은 기억이 난다. 별거 아니

었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해서 뭐라도 학교라고 지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뭐라도 할 게 있어야 한다. 그 긴 시간, 50대 초·중반에 주된 직

장에서 물러나서 뭐라도 할 게 없다면 거의 50년을 더 살아야 하고 운 좋게 60

세 넘어 7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30~40년은 더 살아야 한다. 사진을 찍거나 그

림을 그리거나, 가까운 문화관이나 복지센터에 가면 각종 운동에다 서예 또는 

악기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재능기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돈이 있어야만 기부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

아하는 필드, 보다 의미 있는 인생 2모작을 찾는 노력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마

는 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개인적 사명使命이다. 

�‘Father�and�Mother,�I�love�you!’의�첫�글자�FAMILY

스위스계 글로벌 은행 HSBC가 17개국 1만 7,000여 명에게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라고 물었다. 대다수 선진국 사람

들은 ‘자유, 만족, 행복’을 떠올렸다고 대답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

적 어려움’을 떠올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두려움, 외로움, 지루함’이 이

었다. 은퇴하고 난 후 바로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춥고 배고픈데 주위에 누가 있을 리가 없다고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2,100시간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회사에 얽매여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와 보낸 시간은 거의 없고 놀 줄도 모르기 십상이

다. 이런 사람이 막상 은퇴한 후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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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외롭고 지루함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3.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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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 지루한 건강악화 차별 흥분 지혜 소양 만족 행복 기회 부 자유

● 한국   ● 세계평균

부정적 긍정적

자료: HSBC. (2011). <HSBC Future of Retirement Research>.
주:� 전세계 17개국 경제활동인구(30 60세) 17,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한국인 1,906명)

경제적 어려움과 두려움은 차치하고 외로움과 지루함은 무슨 까닭일까? 돈이 

없으니 할 일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뜻일까?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꼭 

돈이 많아야 할 일도 친구도 생기는 것일까? 필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아니

라고 하는 이가 더 많을 것 같다. 돈이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할 것이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도 만들고 친구도 만드는 게 인

생人生, 즉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기는 하다. 하지만 친구는 나이만 먹는다고 

세월만 간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경험이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도 지루하지도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렇

다면 어떤 친구가 내 외로움과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을까? 친구 중에 가장 중

요하면서도 좋은 친구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이다. 배우자는 더 말할 것도 없

고 부모형제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가족이야말로 죽는 순간까지 함께할 친구

들이다. 가족을 뜻하는 영어 ‘FAMILY’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를 딴 말인 것도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

가족만이 진정한 친구라면서 만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가화만사

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화목한 가족을 일구는 것

은 친구 만들기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하지만 가족을 넘어서는 친구들도 많아

야 가족도 친구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나칠 정도로 

가족, 가족 하는 것도 사실 꼴보기 싫은 일이고 가족은 제쳐두고 친구, 친구하면

서 밖으로만 나다니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가족을 포함한 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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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사귀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대화하면서 노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필자가 친구의 경우 필드Field와는 달리 Friends로 복수형으로 쓰

는 것은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물론 필드

도 많은 게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필드와 친구는 유지와 관리가 어렵다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친구,�돌아보지�않으면�사라지는�사람들

호주 출신의 작가 겸 간호사 브로니 웨어Bronnie Ware는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영국까지 가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한동안 근무했다. 그때의 경험을 펴낸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이다. 말기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

간에 남기고 떠난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그들이 죽으면서 가장 후회한 5가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림 4.	 말기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한 5가지

일 좀 덜할걸

친구들 좀 

챙길걸

화 좀 더 낼걸 도전하며 살걸

내 뜻대로 살걸

자료: 브로니웨어, 2013

번역에 따라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필자가 저자의 의도를 읽으면서 나름 정

리한 것이다.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구나. 친구들도 챙기지도 못 하고 도전하지도 못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구나” 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다. 그것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하는 후회라면 우리들이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5가지 후회 중에서도 지금 건강한 우리는 “그래 맞아. 내가 건강할 때 

내 친구들, 그 친구들 좀 챙길걸”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의 회한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바쁘답시고 언제나 거기 있는 게 가족이고 친구라면서 살다 보면 다 떠

나고 나만 남지 않을까? 고독사孤獨死가 일본의 고령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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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얼마 전 친구들과의 밴드에 올라온 글귀 ‘친구, 돌아보지 않으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마음에 남는다. 내가 돌보고 배려하고 챙기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고 친구들이다. 이제부터라도 내 노후의 내 필드에서 나와 함께 

할 동반자들을 돌아보자. 내 배우자와 부모형제도, 자녀와 손주도, 그리고 친구

들도.     

인생 1모작이 회사와 함께였다면 인생 2모작은 친구와함께 해야 한다. 

은퇴한 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만드는 필드가 진정한 나의 필드이고 이들과 

적어도 30~40년을 함께해야 한다. 어떤 필드, 어떤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당

신의 선택이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노력하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친구와 필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친구와 필드는 노후 행복의 키워드이자 가장 중요한 디

딤돌이다. 다시 브로니 웨어의 말이다. 

“인생은 선택이고 이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의도적으로 현명하고 솔직

하게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라. 행복을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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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심으로 살아온 고령자에게 일은 경제적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개인에게 일을 

의미가 크지만,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 그것도 괜찮은 근무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정책도 취업률 제고가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을 통해 Encore Life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균형있게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대개 일하고 쉬는 것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마감한다. 그

런 의미에서 일은 곧 삶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산업전사로서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신경아, 2011; 지은정, 2017 재인용 고령

자에게 일의 의미는 더 클 것이다지은정, 2017. 그러나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하는 연령은 49세에 불과하다통계청, 2017. 정년이 보장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50세 이상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구나 퇴직 후

에는 재취업의 기회도 적고 어렵게 일을 구해도 평생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경

력과 상관없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을 보면 50세 미만 근로자의 약 27%가 관리자·전문가이고, 

23%가 사무직이지만, 50세가 넘으면 관리자·전문가의 비율은 11.8%로 급감

하고 대신 단순노무직이 22.0%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1.2%로 높아진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 단순노무직이 3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21.7%

로 더 높아진다. 그나마 65세 이상이 되면 동직종의 종사 비율은 각각 34.8%와 

29.6%로 높아지는 반면총 64.4% 관리직·전문가 비율은 5.1%에 불과하다.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특히 60세가 넘으면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직 2개 직종으로 심

각하게 쏠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그림 1> 참고. 

일하는 고령자는 많지만 대부분 기술과 전문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종에서 일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급변한다고 해도 

노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무

역량이 급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축적한 노동시장 경험이 활용되

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다지은정 외, 2015a. 이는 고령근로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

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

다고용노동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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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대별 취업자의 다수고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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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2014년 하반기)」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지은정 외, 2015a)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비 마련을 이유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

하지 않는 조기 퇴직과 장기 실직, 희망과는 다른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를 현

실로 접하고 나면 누구나 상실감과 좌절,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

에최재식, 2017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

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상

위 목표는 국가경쟁력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다Lasswell, 1951; 권기헌, 2007; 

강소랑·문상호, 2010; 지은정, 2017 재인용. 고령자 고용정책도 취업률 제고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지은정, 2017.

이런 의미에서 고령자 정책은 고령자들이 보람과 삶의 균형을 이뤄 

Encore Life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삶의 보

람이 되는 일, 일을 통한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다이호창, 2015. 미국의 

민간단체인 Encore.org가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개인적으로 의미있고 사회

적으로 영향력 있으며 수입활동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지은정·김현지, 

2013; 지은정, 2015b 재인용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이면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도 높다. 

지금까지 저학력·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세 이상에게 적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계비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삶의 보람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지은정,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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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는 고령자 개개인의 역량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

식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채근담》에 나오는 ‘둥근 박’이야기를 떠올려보자. 

둥근 박은 보름달에게 왜 자신의 몸에서는 빛이 나지 않는지 물었다. 보름달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고 말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훗날 보름달이 박을 찾아왔을 때, 박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바가지가 

되겠다고 말했고, 보름달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척 기뻐했

다. 《채근담》의 ‘둥근 박’처럼 이 세상에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내가 그 마지막 가능성을 거머쥐고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최재식, 

2017.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50세 이상도 다르지 않

다. 아니 오히려 수십 년 동안의 노동시장 경험과 삶의 경륜을 통해 더 많은 역

량이 체화되었을지도 모른다. 고령자는 그동안 가족부양, 생계에 대한 책임으

로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불리는 휴식 없는 노동을 살아왔지만신경아, 2011; 지은

정, 2017 재인용 50세 이후에도 자아를 실현하며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고령근로자가 일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와 근로윤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Higgs et al., 2003,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일을 통한 성취와 만족을 느끼며 일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기도 하다Lord, 2004; Kooij et al., 2008. 조직적 관점에서 보

더라도 고령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

고Cole, 1979; Rybash et al., 1986; Stirbekk, 2008 생애 주된 일자리와 유사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몰입도와 헌신, 조직 

애착이 높아져서 근로자의 직업성과도 높아진다Guan et al., 2010; June and Mahmood, 

2011; Yen and ok, 2011; Momon et al., 2015; 지은정, 2017 재인용.  

‘하루는 저녁이, 1년은 겨울이,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마지막이 여유로워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최재식, 2017. 50세가 되었을 때 

살아온 지난 세월보다 앞으로의 30~40년이 더 의미있고 보람될 수 있도록 50

세 이상이 일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Encore Life를 할 수 있는 사회가 가까

운 시일 내에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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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864년에 이미 고령화 문제를 겪기 시작한 프랑스는 

‘세대 간 분배형 연금Le système par répartition’을 기초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정부는 노후의 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개인의 자유시간 활용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수준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해 개인의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후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2020년에는 84.3

세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면 은퇴 이

후에 약 25년을 무언가를 하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긴 노후를 보

내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

인가?’ 하는 노후의 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는 길어졌지만 길어진 그 기간에 마땅히 할 ‘역할’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 

이러한 ‘역할 없는 노년기’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로버트 해비거스트Havighurst 1968는 성공적인 노후를 ‘늙어가는 것에 대

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과 사회에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독립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활동을 통해 삶을 영

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의 활동적인 삶은 경제활

동뿐만 아니라 더 넓은 활동적 의미로서 개인·가족·지역사회 혹은 전체 사회에 

기여하는 자원봉사활동, 가족에 대한 지원활동 등과 같은 의미가 있는 모든 활

동을 말한다. 즉 노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

적으로 의미있게 활용하느냐가 성공적인 노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고령층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정

부의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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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어�가는�것이�행복한�프랑스인들

1864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1946∼1964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로 인해서 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①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들의 긴 노후를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그림 1> 참고. 이러한 사회보장 

덕분에 프랑스 노인들은 다른 젊은 세대들보다도 더 안정적이고② , 더 행복한 삶

을 누리고 있다.③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84년도 전 국민 평균 빈곤율 아

래로 떨어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빈곤율은 현재 전 국민 빈곤율의 절반 수준에

도 못 미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인들은 

50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행복감과 기쁨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적인 인생의 만족

도는 20대에서 50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

한다. 실제로 은퇴와 가까워지는 연령대 인구 집단들의 삶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

져서 은퇴 이후에 완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를 시작으로 가장 정점에 이

르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고. 어떻게 나이들어 가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까? 프랑스 노인들의 행복을 경제적인 안정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

표 1.	 2007~2013년 프랑스 빈곤율 및 노인빈곤율 추이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60~74세 3.5 3.2 3.3 3.6 3 3.3 4.1 4 3.3 3.5 3.1 3.5 3.2 3.6

75세 이상 5.7 2.8 6.4 3.3 5.7 3.1 5.2 3.2 4.6 3.1 3.7 2.4 3.8 2.6

전체 빈곤율 7.4 6.9 7.4 6.8 7.6 7.3 8.1 7.4 8.2 7.7 8.6 8.4 8.1 7.9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각 해당 연도 빈곤율 추계

그림 1.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Le bonheur attend-il le nombre des années?,”, http://www.insee.fr/fr/themes/document.asp?reg_
id=0&id=2363). 20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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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퇴직하려고�하는�프랑스인들

프랑스 노인들은 매우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경제적 안정과 함께 은퇴

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갖게 되는 진정으로 자신만을 위한 제

2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50세쯤 되면 은

퇴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된다. 행복한 노후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프랑스

인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58.4세로 법정 은퇴연령 60세보다 빠르다. 실제로 프

랑스의 55∼64세 인구의 노동참여율은 38.9%로 유럽 평균 54.6%보다 훨씬 낮

다.④  이러한 은퇴준비는 경제적 준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긴 

노후의 자유시간 활용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중고령자 ‘조기퇴직préretraite’문화는 프랑스의 고질병 

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프랑스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비단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연금이나 의료비의 지출뿐만 아니라 조기퇴직préretraite 

문화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또는 

사회적 참여 증진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의 증가와 개인의 ‘삶의 여정parcours de vie’의 변화에 맞춰 중고령자 

노후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프랑스�정부의�중고령층�사회참여�증진을�위한�다양한�

정책적�노력

우선 프랑스 정부가 가장 노력해 왔던 정책은 바로 중고령자 고용 증진을 위

한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sociale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은 중고령자 고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하거나, 중고령자 고용계획을 포함한 산별 노사협정

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며, 중고령자의 근

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수령 분담금 기간을 

연장하고, 마지막 직장의 월급을 넘지 않거나 최저

임금SMIC의 160% 범위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9년에 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중고령층의 노동시

장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① Nathalie Augris and Catherine 
Bac. (2009): 15-23.

② 프랑스 통계청(INSEE). 각 해당 연
도 빈곤율 추계

③ 프랑스 통계청(INSEE) .  (“Le 
bonheur attend-il le nombre des 
années?,”, http://www.insee.fr/
fr/themes/document.asp?reg_
id=0&id=2363). 2012.2.20.

④ 신문기사 Le monde, “Emploi 
des seniors: le double discours 
des employeurs”, 201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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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프랑스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이나 참여는 눈에 띄는 성과를 얻

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프랑스인에게 노후에 경제활동 참여는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 저자는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

에도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는 프랑스 중고령자의 삶이 부럽기도 하다. 물

론 프랑스 사회가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한 고민은 차치하고 말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해 

중고령자의 자유시간 활용에 대해서 최근 크게 두 측면에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노인들의 자유시간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다양

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예로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한 ‘시니어 플러스 카드 La Carte Senior+’, 다양한 인문학을 접할 수 있

는 ‘파리 평생대학UniversitéPermanente de Paris, UPP’, 55세 이상의 조기은퇴자들에

게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클럽 Clubs 

Seniors’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프랑스 정부는 노후의 풍요로운 자유시간과 삶을 통해서 얻

은 많은 경험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중고령자들을 위

해서 노인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시니어 간부임원 연합 Cadres 

seniors’ ‘국제교류와 기술자문 ECTI, Échanges et Consultations Techniques Internationaux’

그리고 ‘고용과 기업을 위한 세대 간 화목 EGEE, Entente des Générations pour l’Emploi 

et l’Entreprise’과 같은 노인전문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이 날로 늘고 있다. 이 밖

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어린 아이들

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가르쳐주자는 취지로 설립된 ‘Lire et Faire lire읽고, 읽기를 

알려주기’와 같은 대표적인 프랑스 노인자원봉사단체도 있다.⑤  프랑스 정부는 사

회적 참여를 통해서 긴 노후 시간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즐거움 

혹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추구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떤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즉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

관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고령자들 개인에게 주관적

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50%에 육박하는 노인 빈곤율로 인해서 경제

적으로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국의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

로 풍요로운 프랑스 노인들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일지도 모른

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는 의미 

없거나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행복한 노후문화를 부러워

⑤ 손동기. 2014: p.4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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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그들이 쏟고 있는 사회적 노력만큼 우리도 하고 있는지 냉철한 자기 

성찰과 반성부터 서둘러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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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30년 또는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 나이듦·퇴직·노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실, 두려움이 될 수 있다. 신체적·심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50+의 삶’을 설계해야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 장수혁명으로 마흔 이후 30년의 

시간을 일컫는 ‘The third age서드에이지’는 멋진 인

생후반전의 시작이다. 영국의 사회철학자인 피터 레

슬릿은, 출생률 저하와 수명연장의 결과로 전통적 은퇴연령을 넘어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의 새로운 인생단계를 유년기, 성인기와 구분되는 제3연

령기인 ‘서드에이지’라 하였다.① 

‘서드에이지’는 단순히 여유로운 인생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절

정기이자 성취의 시기이다. 중년기 삶의 과제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일과 학습 

및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원하는 50+세대들은 일자리와 일거

리에 관심이 많다.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일자리지만 실제로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곳으로 재취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사)50플러스코리안② 은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발 

스마트영상작가 교육 수료생이 참여한 ‘청소년생각배움사업’

① Marc Freedman (2012). <The 
Big Shift>. (한주형·이형종 공역, 빅시
프트,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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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50+세대를 위한 미

래형 신직업군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사업에 주력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스마트영상작가(아날로그 감성

으로 가족·단체·기업의 역사를 디지털영상으로 기

록하는 전문가), 2016년에는 영상맥가이버(아날로

그 영상제작 전문가의 경험과 능력에 IT기술과 그

래픽 활용역량을 융합하여 전자기기나 가전제품, 사

회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알기 쉬운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하는 영상전문가), 

시니어상품 서비스마케터(시니어 고객의 특징 및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시

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겸비한 시니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전문마케

터), 시니어라이프 오거나이저(중장년층 및 노년층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변 

환경정리와 생활패턴을 개선하는 라이프오거나이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진

행하였으며, 이후 교육수료생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일자리 연계를 협동조합, 

포럼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실례로 2015년과 2016년에 양성된 이들 스마트영상작가와 영상맥가이

버 교육 수료생들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청소년 생각배움사업자율학기제에 참여하

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SNS를 

통해 나만의 영상을 공유하는 등 미래영상 꿈나무들에게 영상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세대공유’사업이 계속 채택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의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에도 참여

하여 50+세대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교육,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을 주제로 

하여 영상을 만들고 시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영상맥가이버 교육 수료생이 참여한 2016 SENDEX(시니어리빙 & 복지 박람회) 

② (사)50플러스코리안은 3E 즉, 
Education(교육), Enjoy(즐거움), 
Experience(새로운 경험)의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퇴
직 후에도 행복한 인생후반전을 살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단체이
다. 2010년부터 퓨처모자이크연구소를 
시작으로 시니어 관련 연구와 노년학
(Gerontology) 관련 교육컨설팅, 그리
고 시니어 비즈니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13년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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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스마트영상작가와 영상맥가이버 교육 수료생

들은 50플러스코리안 미디어협동조합을 결성하여 

2016 SENDEX시니어 리빙 & 복지박람회에 참여한 시니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시니어에게 유용한 정보 및 상

품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SNS로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하여 여러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기관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

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협조가 꼭 필요하다. 

교육 후 보람일자리로의 전환 등 우리가 개발한 일자리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보람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와 협치 사업으로 ‘고령친화

마을 만들기’③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民과 관官이 함께하는 사업으

로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

인연구소와 함께 어르신에게도 편리한 상점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고령친화마을시범사업에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지역주민 

및 시니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시니어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겸비한 시니어

상품 및 서비스마케터, 그리고 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알리는 영상맥가이버 

뿐만 아니라 지역활동가 중심의 시니어모니터링단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

렇듯 50+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가 따로가 아니라 미래 고령사회

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 후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이 두 가지 영역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행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50+세대이다. 앞으로 

퇴직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50+세대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통한 진정한 사회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50+세대들의 역할과 소명이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Marc Freedman (2012). <The Big Shift>. (한주형·이형종 공역, 빅시프트,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5).

③ 서울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
제네트워크(GNAFCC)에 2013년 국내 
최초로 가입한 도시로서, 고령친화도시
(Age Friendly City) 조성의 실천적 성
과 마련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
는 지역사회시설에는 상점이용률이 약 
90%에 이르러 이용률이 매우 높고, 그
중 66%가량은 상점을 주 1~2회 이용하
여 이용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에서 가까
운 곳에 있는 지역사회 내 동네 작은 규
모의 상점이용이 많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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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끝자락�노년의�시작,�그들이�바로�쉰세대들이다.�

그런데�참�애매한�나이,�어정쩡한�세대이다.�일도�더�해야�

하고,�자기�자신을�위한�삶도�살아야�하고,�사회참여와�

봉사를�통해�경험과�노하우를�전수하기도�해야�한다.�이�

모두를�충족시키는�해법이�바로�50+세대�정책의�핵심이다.�

쉰세대의�사회참여를�위해서는�쉰세대�스스로�허욕에서�

벗어날�필요가�있다.�돈이�전부라는�물욕에�사로잡혀�사는�

한�나이�들어서도�봉사나�희생은�기대하기�힘들다.”�

쉰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홍윤오
전 국회홍보기획관‧�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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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新世代가 처음 등장했었다. 
 
28~29년 전쯤이니까 거의 한 세대 전의 일
이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그해부터 모 일
간지가 1년여에 걸친 심층 기획 시리즈를 
했다. 타이틀은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였
다. 구세대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부류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된 이상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의적
절한 기획이라는 세평을 받았고 반향도 그
만큼 컸다. 

구세대는 누구인가. 왕조국가에서 식민지
로, 외세에 힘입어 독립국가 수립 후 다시 
동족상잔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부모‧조부
모 세대들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
게 살았다. 빠듯한 살림에 자식들은 많이도 
낳았다. 세계적인 베이비붐 시대였다. 그렇
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덧 성장해 사회변
혁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어버이 
세대와는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자란 그들이
었다. 단순한 세대 차를 넘어 서로 이해하
기 힘든 요소들이 많았다. 신세대라는 용어
가 통용되기 시작한 연유이다. 
 
그 신세대가 이제 50~60대가 됐다. 이른바 
50+세대가 그들이다. 쉰세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50세가 쉰이기도 하고, 신체
적 싱싱함은 상실했으니 쉰세대라는 말이
다.  중년의 끝자락 노년의 시작, 그들이 바
로 쉰세대들이다. 그런데 쉰세대는 참 애매
한 나이, 어정쩡한 세대이다. 오죽하면 ‘낀 
세대’라고도 하지 않나. 

냉전 독재, 고속 압축 성장 시대에 유신 교
육을 받으며 콩나물시루 학교에 다녔다. 앳
된 차장 누나 언니가 배치기로 학생들을 밀
어 넣는 초만원버스를 탔다. 교련과 입시지
옥에 시달렸고 학생 데모와 민주화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 나라를 선진국 문턱
까지 이끌어온 주역들이다. 옛날 같으면 글
자 그대로 ‘진인사盡人事’했다. 그러면 이제 
쉬면서 ‘대천명待天命’해야 하나? 그럴 수 없
는 형편인 것이 문제다. 아직 노인은 아니
고 그렇다고 젊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

나둘 은퇴는 하는데 노후대비는 딱히 해놓
은 게 없다. 그렇다고 일을 하려니 자리가 
잘 없다. 젊은이들조차 일자리가 없는 판인
데 무슨 말을 하랴. 더욱이 지금 우리는 피
로사회, 과로사회, 성과위주사회를 살고 있
지 않은가.

신세대 등장 이후 한 세대가 지났다. 이제
는 쉰세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
점이다. ‘쉰세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쉬었다고는 하나 사
실은 농익은 절정기를 맞은 세대가 그들이
다. 일도 더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
도 살아야 하고, 되돌아보고 쉬기도 해야 
하고, 사회참여와 봉사를 통해 경험과 노하
우를 전수하기도 해야 한다. 이 모두를 충
족시키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
로 50+세대 정책의 핵심이다.

무슨 일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
50+세대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말하기
에 앞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인생 2모작, 3모작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 평균 수명
은 길어졌다.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나. 
늙음의 기준 연령도 훨씬 더 높아졌다. 뒷
방 늙은이로 내다 앉기에는 몸도 마음도 팔
팔하다. 의학의 발달로 쉽게 죽을 수도 없다. 
쉰세대는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일찍이 경험
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젊고 늙음
의 생물학적 연령 기준은 변했는데 사회적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쉰을 넘으면 벌
써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부터 
65세 정도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어중간하
다. 보험금도 65세가 돼야 수령이 시작되
는 경우가 많다. 지공거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

들에 빗댄 말도 65세부터이다. 이 연령도 70세 
정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일자리가 없기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쉰세대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대강의 그림은 그려진다. 젊은 세대와 일자
리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쉰세대 스스로



도 그런 일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머지않
은 미래는 ‘직업職業의 시대’가 아니라 ‘업직
業職의 시대’라고도 한다. 어떤 직책, 자리
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
과 전문성을 갖추는 업業이 먼저라는 얘기
다. 과거에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미
래에는 직장이라는 공간 없이도 한 사람
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런 세상이 이미 빠르게 오고 있다. 쉰
세대는 앉아서 신세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흘러간 옛 노래만 부를 때가 아니다. 부지
런히 배우고 익히고 다듬어서 자기만의 전
문적 업業을 찾아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서 즐기기
쉰세대의 또 다른 운명적 과제는 자기 자신
만의 삶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새 일을 구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쉰세대는 대부
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다. 
학업과 취직, 가족 돌보는 데 모든 청춘을 
쏟아부었다. 틈틈이 취미와 여가를 즐겼다
고는 하나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은 별
로 없었다. 정말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
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
다. 쉰세대는 그것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
다. 더 늙으면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운동도 
여행도 예술도 심지어 독서마저도….  
몇 해 전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의 호주 여
성 브로니 웨어Bronnie Ware가 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The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란 책이 화제가 됐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들이 작가
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5가지로 
요약한 내용이다.  

1)�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2)�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3)�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순간순간의 감정을 꾹꾹 누르며 살았다.

4)�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5)�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자료: 브로니 웨어. (2013).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서울: 피플
트리.

작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
번 살아봤더라면’ ‘고급 차 한번 못 타봤네’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어’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굳이 타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쉰세대
들은 안다. 쉰 정도 삶을 살았으면 각자가 
체득하고 공감하는 인생 철학이 있게 마련
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나’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말이다. 각
자가 그냥 ‘나’일 뿐이다. 어쩔 수 없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
혀 있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그리 대단
하지도, 그렇다고 유독 못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과감히 
하라는 얘기다. 

두 번째는 실패에 관한 것이다. 실패는 누
구나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성공도 그 시
대, 그 순간의 일이지 결과나 훗날의 평가
는 다를 수 있다. 실패를 밥 먹듯 하더라도 
희망의 끈은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 세 번
째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혼자였다. 마지막 가는 
길도 결국은 혼자이다. 쉰세대에서 노인으
로 갈수록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새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오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근
본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독 자체를 받아들
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궁즉독선기신窮則獨善其身 통즉겸선
천하通則兼善天下’라고 했다. 즉 곤궁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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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수양에 몰두하고, 운이 통할 때는 세
상에 나가 좋은 일을 펼치라는 뜻이다. 외
로움과 고독을 긍정의 힘으로 승화시키라
는 뜻이기도 하다. 다음은 무조건 많이 걸
을 것을 추천한다. 그 자체가 축복이고 감
사할 일이다. 걷다 보면 신체 건강이 좋아지
는 것은 물론 온갖 시름 걱정도 다 날려버
릴 수 있다. “걸어야 살 수 있다”라는 한마
디는 가장 간단 명료한 진리이다. 다섯째는 
가능한 한 자주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것이
다.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겠다며 너무 많
은 말을 하는 것도 교만으로 흐를 수 있다. 
쉰세대는 말을 아끼고 많이 들어줘야 한다. 

자기성찰의 대목에 이르니 장자莊子의 제물
론齊物論에 언급된 ‘오상아吳喪我’란 말이 떠
오른다. ‘나를 잃어버린다’ 또는 ‘나를 장사 
지낸다’는 뜻이다. 거짓된 자신을 버리고 진
정한 자아로 거듭 태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 세상, 새 인생을 살아야 하는 쉰세
대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50+의 사회참여‧봉사
쉰세대가 사회를 등한시한 채 각자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이다. 은퇴자
의 사회참여나 봉사 같은 활동은 매우 바람
직한 일이다. 앞뒤가 조화롭게 맞아 떨어진
다. 쉰세대는 젊은이도, 노인도 아니지만 그
들의 심정을 잘 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
유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런 경우는 쉰세대의 사회참여에 장애물이 
없다. 이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거버
넌스를 잘 구축하면 된다. 국가이건 지자체
이건 혹은 사회봉사단체, 모임이나 결사체
이건 간에 이들이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된다. 

문제는 여전히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신체
적으로 더 일찍 쇠퇴한 쉰세대들이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아직도 이룩해 놓은 게 없
다. 30여 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나 지
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보겠지만 일정한 벌이도 

없이 남은 수십 년을 살기에는 막막한 세대
들. 그들이 바로 외롭고 딱한 쉰세대들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와는 처
한 환경이 좀 다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 역시 마
찬가지이다. 그래서 별도의 부처를 만들기
도 하는 등 은퇴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와는 
제반 여건이나 입장이 좀 다르다. 그들은 
선진 복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
여활동도 봉사형‧보람형이 많다. 노장청老壯

靑의 조화, 희생, 봉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50+들은 아직도 생계형이 
많다. 당장 민생고부터 해결이 안 될 판인
데 무슨 봉사며 희생을 하겠는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고 
먹고 살만해야 50+정책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쉰세대의 사회참여 문제는 줄
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

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처럼 두 가
지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 본인이 사
회를 위해 베풀고 봉사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가‧
정부‧사회단체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아직도 기자를 천직으로 여기는 한 쉰세대 
선배는 자신의 카톡 자기 상태 표시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고 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
되면 남을 도우라’고.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아등바등 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베푸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역발상적 당부이다. 

쉰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쉰세대 스
스로 허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돈이 전
부라는 물욕에 사로잡혀 사는 한 나이 들어
서도 봉사나 희생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쉰세대는 불나방이 불빛만 쫓듯 부귀영화
만 추구할 것이다. 젊은이들과 경쟁도 해야 
한다. 쉰세대 스스로 피로사회·과로사회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한 그들에게 
인생 2막의 멋진 미래는 난망하다. 



가족, 여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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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서울시 50+세대 중에서 

18.2%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흡연여부

음주실태

술을 마시는 서울시 50+세대의 1년간 

평균 음주량은 월 2~4회 마시는 경우가 

2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 

2~3회(13.8%) 순으로 나타남.

전혀 마시지 않는다

45.3%

마신다

54.7%

월 1회 이하 11.5%

주 2~3회 13.8%

주 4회 이상 7.2%

월 2~4회 22.2%

18.2% 81.8%

흡연자 비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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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울증점수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증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보면, 별거 및 이혼과 사별이 각각 9.21점과 9.39점으로 기혼(3.46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측정됨. 

•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세대인 경우에는 6.09점으로 가장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50+세대는 3.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인 1분위의 경우 8.76점으로 2분위(4.04점) 보다는 2배 높고, 고소득 

가구인 3분위(2.80점)보다는 3배 정도 높음. 즉 저소득 가구일수록 우울 정도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우울척도(CESD-11) : 지난 일주일간의 기분을 묻는 심리·정서 감사 도구로써 11문항으로 구성.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으며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

우울증 점수 평균

(CESD-11)*

4.57

인구특성별 우울증 점수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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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여부 질병명

있음

65%

없음

35%

고혈압

기타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요통 
·디스크

13.8%

10.8%

6.1%

2.9%

10.3%

서울시 50+세대의 65%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혈압의 비중이 1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타 질병을 제외하면 

관절염·요통·디스크(10.3%), 당뇨병 (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보험료(한달)

1.5개

1인당 평균 22.42만 원

보험료 평균

서울시 50+세대는 1인당 평균 약 1.5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의료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한 달에 평균 22만 4,200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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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구특성별 외래진료 횟수

•  인구특성별 외래진료횟수를 살펴보면, 남성(13.6회)보다 여성(16.3회)의 진료횟수가 많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외래진료 횟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 보면, 별거 및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가 각각 연 평균 24.3회와 22.1회로 높게 나타났고, 기혼자의 

경우 13.2회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는 평균 21.2회이며, 2분위는 15.4회, 소득이 높은 3분위 가구세대원의 경우에는 11.8회

로 감소하며, 1분위와 3분위 간에 두 배가량 외래진료 횟수의 차이가 나타남. 

•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취업자는 11.7회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세대인 경우에는 21.3회로 경제활동을 

하는 50+세대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 연령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13.6

16.3

남자
(횟수)

여자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1분위 2분위 3분위미혼 기혼 별거  
및 이혼

사별

14.2

11.7

17.7

21.3

50~54 55~59 60~64

13.2

14.5

18.3
21.2

15.4

11.8
13.2

24.3

22.1연평균

15.0 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분석·글 정책개발실 PM 강소랑, 행정학 박사. 

분석종합

일하는 서울시 50+세대는 일하지 않는 50+세대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남. 즉 노후에도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건강 측면에서도 확인됨.

서울시 50+세대의 48.5%는 건강상태에 만족하고 있으며, 21.0%가 불만족하고 있음.

일하는 50+세대의 경우, 일하지 않는 5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전체

경제

활동

상태

4.8 16.2 30.5 42.5 6.0

8.9 25.2 29.6 29.6 6.7

6.2 56.6 37.3

2.8 12.1 30.2 49.2 5.7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건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서울시 50+세대 내에서 발견되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임. 취약계층에서 병원이용과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 이들 계층의 

신체・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건강만족도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① 

김범수·최은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50+리포트 통권 07호 게재



81

3장
.	

가
족

, 여
가

, 건
강

고령자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주는 효과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은퇴는 고령자의 

건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은퇴 이후 

건강상태 만족도는 약 10.9% 감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약 

5.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은퇴가 직접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약 19.3% 나빠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자 은퇴와 건강과의 상호관련성 및 노동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인구고령화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은퇴’는 노동력 상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감소로 인해 은퇴자에게 신

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퇴직, 은퇴 후 준비 부족, 사회복지제도 미비 등

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는 고령자의 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Dave et al.2006은 은퇴가 질병상태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효과가 있

으며, 은퇴 후 질병상태는 5~6% 증가하고 정신건강상태는 6~9%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Behncke, S.2012도 은퇴가 만성질환으로 진단받을 위험을 10% 증

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자발적 은퇴는 경제적·심리적인 요인 등에서 은

퇴만족도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반면 Jokela et al.,2010은 은퇴가 정

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법적 은퇴와 조기 자발적 은퇴는 건강상태 및 신

체적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은퇴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에 따르면, 은퇴로 인해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를 받지 않고, 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Charles2002는 전통적 견해에서는 은퇴

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지만, 은퇴와 삶의 만족도는 동시적 관계에 있으므

로 오히려 은퇴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밝혔다. 그리

고 Von Solinge and Henkens2007는 자발적 은퇴의 경우 경제적 준비 및 심리

적 적응과 관련해 은퇴만족도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정년퇴직·조기퇴직

을 비롯한 정리해고 등의 비자발적 은퇴는 경제적·심리적 요인 등에서 은퇴만

족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하였다.

한국의 고령자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주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

①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 노
동정책연구 제17권 제1호에 게재된 “은
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최은영)    논문을 요약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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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1차2006년와 5차2014년를 이용한다. 실험군treatment group은 

2006년 고용상태였다가 2014년 은퇴한 자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고

령자 집단이며, 대조군control group은 2006년과 2014년 모두 고용상태로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선택하였다. 

그림 1.	 KLoSA 2006~2014 건강상태 만족도

2006

50
55

60
65

2008 2010 2012 2014

emploument

retirement

2006

50
55

60
65

2008 2010 2012 2014

emploument

retirement

2006

50
55

60
65

2008 2010 2012 2014

emploument

retirement

2006

50
55

60
65

2008 2010 2012 2014

emploument

retirement

주:� �은퇴한 연도를 세로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은 점(dot)으로, 표준오차는 기둥(column)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 점선은 근로자
와 은퇴자의 건강상태 만족도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림 2.	 KLoSA 2006~2014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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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퇴한 년도를 세로 점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은 점(dot)으로, 표준오차는 기둥(column) 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가로 점선은 근로자
와 은퇴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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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4개의 그래프로 구성되는데 2006년에 고용상태였다가 2008

년부터 2014년까지 은퇴시기가 다른 개인들의 건강상태 만족도 값을 평균

과 표준오차로 나타낸 것이다. 고용상태인 근로자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평균 

59.1~62.3이며, 은퇴자의 건강상태 만족도는 평균 52.4~57.5이다. 이와 같이 건

강상태 만족도는 근로자가 은퇴자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은퇴 직후

의 건강상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고용상태인 근로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60.8~67.4이며, 은퇴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58.3~61.9이다. 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는 은퇴 직후에 가파르게 감소하며, 은퇴한 이후에도 감소추세

가 이어지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자 은퇴 여부에 따른 건강 및 삶의 만족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중차이Difference-in –Differences; DID분석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

중차이DID분석에 투입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1>에 나타나 있으며, 추정

결과는 <표 2>와 <표 3>에서 보여준다.   

표 1.	 기초통계량

변수명
실험군(은퇴자) 대조군(근로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 건강상태 58.054 22.138 64.945 18.230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삶의 질 62.935 18.830 65.589 15.981

주관적 건강상태(좋음=1) 0.336 0.473 0.496 0.500

연령 69.893 8.135 63.456 7.588

연령 자승 4951.19 1152.95 4084.28 1012.32

남자(=1) 0.618 0.486 0.667 0.472

무학(=1) 0.091 0.288 0.067 0.251

초등학교 졸업(=1) 0.307 0.461 0.201 0.401

중학교 졸업(=1) 0.176 0.381 0.198 0.399

고등학교 졸업(=1) 0.280 0.449 0.378 0.485

대학 이상(=1) 0.146 0.353 0.156 0.363

배우자 유(=1) 0.844 0.363 0.898 0.302

자녀 수 2.960 1.407 2.570 1.204

자가 소유(=1) 0.832 0.374 0.823 0.382

대도시 거주(=1) 0.441 0.497 0.384 0.486

중소도시 거주(=1) 0.301 0.459 0.314 0.464

읍면부 거주(=1) 0.258 0.438 0.302 0.459

전체 1.264 4.192
주:� �표본은 KLoSA 1차(2006년)와 5차(2014년) 자료를 이용한다. 실험군은 1차(2006년)에 고용상태였다가 5차(2014년)에 은퇴한 집단이며, 대조군

은 1차(2006)와 5차(2004년) 모두 고용상태인 집단이다. 그리고 기초통계량은 5차연도(2014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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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은퇴자의 건강상태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은퇴×post -6.299*** (1.156) -6.125*** (1.156) -3.192*** (0.941) 18.230

은퇴 -3.738*** (0.986) -1.599* (0.955) -1.058 (0.869) 0.379 (0.829)

post(2006=0, 2014=1) -0.859* (0.489) -0.989** (0.491) -2.511*** (0.424) -2.665*** (0.426)

연령 0.179 (0.522) -0.028 (0.482)

연령 자승 -0.003 (0.004) -0.001 (0.004)

남자(=1) 1.977*** (0.649) -0.877 (0.548)

초등학교 졸업(=1) 7.610*** (1.374) 4.120*** (1.119)

중학교 졸업(=1) 11.331*** (1.472) 7.635*** (1.174)

고등학교 졸업(=1) 12.626*** (1.467) 8.814*** (1.166)

대학 이상(=1) 17.517*** (1.593) 13.672*** (1.293)

배우자 유(=1) 2.267** (0.969) 6.571*** (0.923)

자녀 수 0.337 (0.263) 0.579** (0.243)

자가 소유(=1) 4.635*** (0.759) 7.911*** (0.696)

중소도시 거주(=1) 0.528 (0.631) 1.067* (0.563)

읍면부 거주(=1) -2.064*** (0.702) 1.453** (0.625)

상수항 65.365*** (0.442) 47.325*** (17.330) 66.840*** (0.382) 49.630*** (15.857)

R-squared 0.0306 0.1346 0.0155 0.1262

표본 수 5.454
주:� 1. KLoSA 1차(2006)와 5차(2014)를 이용.
� 2.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 
� 3. *** p〈0.01, ** p〈0.05, * p〈0.10 

은퇴가 고령자 건강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모형(1)에서 -6.299로 나타나 

약 10.9% 감소할 확률을 보였다.②  이는 고령자 건강상태 만족도에 대한 노동공

급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은퇴가 신체적·정신적 건

강상태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고령자 은퇴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모형(3)에서 

-3.192로 약 5.1% 감소할 확률을 보였다.③  이 확률은 은퇴가 건강상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약 10.9% 감소보다 감소율이 낮으며, 은퇴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밝힌다.

표 3.	 은퇴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은퇴×post -0.065** (0.026) -0.063** (0.026)

은퇴 -0.127*** (0.023) -0.038* (0.022)

post(2006=0, 2014=1) -0.151*** (0.013) -0.15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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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연령 -0.015 (0.011)

연령 자승 0.000 (0.000)

남자(=1) 0.072*** (0.016)

초등학교 졸업(=1) 0.063** (0.025)

중학교 졸업(=1) 0.107*** (0.029)

고등학교 졸업(=1) 0.178*** (0.029)

대학 이상(=1) 0.256*** (0.033)

배우자 유(=1) 0.031 (0.021)

자녀 수 0.007 (0.006)

자가 소유(=1) 0.056*** (0.018)

중소도시 거주(=1) -0.034** (0.016)

읍면부 거주(=1) -0.072*** (0.018)

상수항 0.571*** (0.011) 1.192*** (0.379)

R-squared 0.0467 0.1474

표본 수 5.454
주:� 1. KLoSA 1차(2006)와 5차(2014)를 이용.
� 2. 표준오차는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 
� 3. *** p〈0.01, ** p〈0.05, * p〈0.10 

<표 2>에서 은퇴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는 모형(1)에서 –0.065로 약 

19.3% 감소할 확률을 나타낸다.④  이와 같은 결과는 은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시장에서 은퇴 후 건강상태 만족도는 약 

10.9% 감소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약 5.1%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는 은퇴 후 사회활동참여의 감소,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삶의 만족

도가 감소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

도도 감소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은퇴는 직접적으로 고령자의 주관적 건

강상태를 약 19.3% 악화시킨다. 이는 Dave at al.2006에서 은퇴 후 질병상태는 

5~6%, 정신건강상태는 6~9% 나빠지는 확률보다 더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노

동시장에서의 은퇴가 건강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을 밝힌다.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

하는 노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은퇴는 사라

지고 있으며, 명예퇴직·조기은퇴 등 은퇴시기도 선

택할 수 없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 등 노후소득 

확보로 자발적 은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은퇴와 비자발적 은

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으며 은퇴 후 건강보험 혜

② 회귀계수 값 6.299에서 실험군의 
건강상태 만족도 평균값(58.054)을 나
눠 10.850%를 계산한다.

③ 회귀계수 값 3.192에서 실험군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값(62.935)
을 나눠 5.072%를 계산한다.

④ 회귀계수 값 0.065에서 실험군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값(0.336)을 나눠 
19.345%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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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개인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개인들의 건강상태 증진에 대한 투자비용의 발생은 사회·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국내의 노동시장 환경과는 달

리 해외에서는 대부분 자발적 은퇴가 발생하며, 이러한 자발적 은퇴와 고령자 

건강 및 인지력 간에 상호 인관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환경 변

화에 따른 고용 유연화 정책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 등 안정적인 고용정책

으로 은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건강증진에 대한 제도적 방

안이 요구된다. 

5.1%

Life Satisfaction

19.3%

Health and well-being

자료: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017

그림 3.	  은퇴 후 삶의 만족과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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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듦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가활동이 제안된다. 그러나 여가는 시간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잘 보내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하지 않은 

활동을 나이들어서 새로이 하거나 활동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여가경력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들어 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과정인데, 사람들은 나이들어 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나이듦aging’에 대한 부정적

인 고정관념은 고령자의 이미지나 사회적인 역할 기대에 영향을 주며, 고령자

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소외현상을 초래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고령자

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적인 부담이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방

법으로 ‘여가’를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활동이 제안된다. 

즉 여가활동이 연령차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

가는 연령차별ageism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충분히 사

용되지 않은 신체적·정신적인 능력을 예언하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다. 그리

고 여가는 고령자들이 신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여가를 통한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저항은 개인적

일 수도 집단적일 수도 있으며,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역량과 집단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잠재력을 가진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Active aging Model을 제시하고 노화에 대해 6

가지 요인개인적 요인, 사회 환경, 행동요인, 건강과 사회서비스 접근성, 신체적 환경, 경제적 조건 등을 

설명하였다. 즉 ‘개인적 선택, 독립성, 참여, 신체적 활동,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특성들이 고령자들의 삶의 질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또 여가활동

이나 문화적 경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식된다. 

결국 수명이 연장되는 장수사회에서 개인 고령자들은 높은 삶의 질과 

연결되었을 때에만 바람직하며, 따라서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

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수사회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적

인 요인으로는 ‘규칙적이지만 강도가 높지 않은 활동 수행하기’ ‘목적 있는 삶

을 살아가기’ ‘천천히 살기’ ‘더 넓은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자신

의 가족과 깊이 관계함’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가활동이 삶의 질을 향

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증거로도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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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은퇴 후 시도해볼만한 10가지 라이프 스타일

① 해변가 휴양지에서 살기

② 골프 즐기기

③ 학교로 돌아가기

④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기

⑤ 자원봉사하기

⑥ 제2의 직업 갖기

⑦ 자기 사업 경영하기

⑧ 	비용절감을 위한 방법 조사하기	
 (쿠폰 사용,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등)

⑨ 	음악이나 미술, 직문활동을 통해 잃어버린 꿈을 키우기

⑩ 정원 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자료 : U.S. News. 2014.07.14. 기사

그러나 고령자들의 여가활동이 갑자기 삶의 영역에서 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

다. 많은 개인이 청년기나 중장년기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은퇴 후 또는 노년

기에 여유 있는 삶이 보장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원하는 여가생활’

을 하고 싶다고 희망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전 생애주기에 하지 않은 활동

을 나이들어서 새로이 하거나 활동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여가도 

경력이 필요하다’여가경력: Leisure Career는 것이다. 생애주기 후반에 갈수록 사람들

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역할과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대치시키려 하며, 노화 과

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은 자신의 예전 성격이나 경험과 연관 지어서 인식

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이 생애의 초기 및 중년의 기간에 활동적이었다면 

생애의 노년 단계에서도 활동적이기 쉽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 사회봉사 조직

에 가입된 사람이나 사람들과의 교제 범위가 넓은 사람, 지적·예술적 흥미를 느

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젊었을 때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던 사람들

이며, 이와는 반대로 은퇴 이후에 여가활동이 감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

이 젊었을 때 여가 관심의 범위가 한정되었던 사람들이라 하여, 한 개인의 여가

는 강력한 지속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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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가경력 개발과 여가활동 지속의 기제

전문적 여가활동

여가활동 몰입

여가활동
시작

초기 유입

적극적
여가 참여

조직 내
역할 수행

전문성, 지속성 유지

그림 3.	 여가경력 개발의 단계

3단계
(전성기)

2단계(몰입기)

1단계(입문기)

- 여가활동의 전문성 증대 
- 준전문가 반열에 오름
- 봉사활동을 통한 여가 참여 희망

- 한 가지 여가활동에 집착
-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 동호회 활동 활발

-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
- 다수의 공연활동
- 가정 내 여가활동

그런데 지금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나 노인 세대는 과거 자신의 경험 속에서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거나 교육을 통해 참여한 경우가 많지 않다. 예

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청년기나 장년기 동안 특별히 

참여한 여가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8.2%와 76.0%로 나타났다윤소

영, 2008. 특히 현재 50대가 지금의 60대 이상의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된 안정된 

경제력과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새로운 세대The New Age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

들 역시 삶의 중심이 ‘일’work이었다는 점에서 여가생활에서 세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 연장으로 100세 시대가 예견되는 현시점에서 일 중심적 생활에서 

일 이외의 삶, 구체적으로는 여가적 삶에 대해 관심이 많게 됨에 따라 중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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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은퇴한 이후에 새

로이 여가활동에 진입하기 위해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가 쉽지 않

다고 할 때 50대 이후의 여가적 삶의 문제는 생애주기 초반부터 지속할 수 있도

록 인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50

대 이상은 100세까지 살면서 지금부터 ‘나만의 여가 나이테’를 몸속에 쌓고 저

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를 통한 만족과 경험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험과 활동이 있어야만 그다음의 경력으로 지속할 수 있

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현재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이 적다고 볼 

때,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삶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함께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

와 함께 무엇을 하며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으

로 옮기는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이러한 훈련이 안 된 이들에게는 교

육이나 홍보를 통해 생각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교육기회나 경

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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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강하다. 

왜냐면 나이를 들어가면서 비워지는 생활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역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비어 있는 일상의 시간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상실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는 노인들의 일상의 시간을 

채우고 가꾸기 위한 공공문화정책을 198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공문화정책을 통해서 급속히 

고령화가 되어 가는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나이들어 간다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누구나 이러

한 과정을 최대한 천천히 겪고 싶어 한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야지’ 하는 마음에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릴 때의 마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오히

려 나이를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나이들어 가

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할까? 노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노인성 질

환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동반자 혹은 주변인들의 사망으로 고독해

지는 가운데 딱히 할 일이 없어지는 ‘역할 부재roleless role’의 ‘4고苦’를 겪는다고 

흔히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함께 빈곤과 질병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노인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독과 역할상실은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노인 개인들이 안고 살

아가야 하는 큰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

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처분해야 하는’ 또는 ‘채워야 하는’시간의 의

미가 강하다. 그 때문에 노인들은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로 인해서 그들에

게 주어진 자유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워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년기가 이제는 ‘남는 여분의 삶

餘生’의 총량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사회

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저자가 프랑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프랑스

는 이미 1980년부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경제

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의 일상 시간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해왔기 때문이다. 

① 본 원고는 손동기(2015) 〈프랑스 
공공문화정책과 ‘노후 잘 가꾸기’를 위
한 여가활동: Paris시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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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 활

용에 대한 문제까지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노인들은�‘사회적�가족’의�돌봄을�받는다

프랑스 대사전 ‘Le Petit Robert’에 따르면 가족은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살아

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가족은 성과 혈연의 유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

성되는 작은 단위의 사회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가족의 형태가 핵

가족·확대가족·직계가족·결합가족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

서 한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3분의 1 정도이고, 점차 

‘한부모가족familles monoparentales’이나 ‘결합가족famille recomposé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혼외출생naissance illégitime

이 59.7%에 달하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프

랑스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②  하지만 프랑스의 가족문화는 전통적인 ‘혈족

consanguinité’보다는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 규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즉 프랑스 

사회는 가족의 유대가 ‘혈연’ 또는 ‘핏줄’과 같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닌 문화

적인 관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적 가족의 기능보다 ‘사회적 가족’의 기

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프랑스의 노인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토대

로 그들의 일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꾸미고 있다.

�너무나�바쁜�그리고�할�일이�많은�프랑스�노인들�뒤에는�

프랑스의�공공문화정책이�있다

저자가 처음 프랑스에 어학을 공부하러 갔던 2000년부터 2017년인 현재까지 

알고 지내는 프랑스 노부부가 있다. 이들은 직역하면 ‘환영가족Famille d’accueille’

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③  이 가족과 만나기 위

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전에는 약속을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할

아버지와 할머니의 일상이 항상 다양한 스케줄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통화하게 되면 할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정원 가꾸기와 집 인테리어 그리고 할

머니는 그림그리기와 댄스 등 자신들 개인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와 곧 떠날 여

행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행복해하셨다. 이들은 지방에서 정육점을 하

던 개인사업자와 사회서비스를 하던 공무원들로 재혼을 한 커플이다. 딱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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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부유하지도 않은 프랑스 지방에 사는 평

범한 노부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이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공

공문화정책Politique Culturelle Publique’이라고 볼 수 있다. 할아버지가 즐기시는 정

원 가꾸기와 집 인터리어, 그리고 할머니가 즐기시는 그림그리기와 댄스 모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이뤄진다. 이처럼 많은 프랑스 

노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신의 취향Le Goût에 맞는 서비스를 공공의 영

역에서 찾아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그들의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 생애주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프랑스 정부는 노인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

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노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노후를 보

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고민하면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럼 프랑스는 어

떻게 노인들 개인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프랑스�공공문화정책은�자유시간�활용에�있어서�노인의�

자기결정권을�존중한다

프랑스 노인들의 노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어쩌면 무료할 수 있는 긴 노

후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시

간 활용에 대한 문제까지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한 예로,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2003년부터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

후 잘 보내기Bien Vieillir’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노인들

의 건강·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예술적·문화적 참여 증

진Le renforcement du rôle social des seniors en favorisant 

leur participation àla vie sociale, culturelle, artistique’도 함

께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는 건강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노인부터 돌봄이 필

요한 노인까지 각 특성에 맞게 노인들을 재정의하

고, 이에 맞춰 차별화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특히 노인들에게 단순한 소득보장 차원을 넘어

선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노후 생활의 질까지 노

인사회·문화복지정책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노인

클럽les clubs du 3ème âge, 노인대학UTA：Universitéde 

Troisième Âge, 은퇴자 클럽Club des Retraités 등이 프랑

② 프랑스에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사
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혼외출산의 경우도 법적으로 보
장을 받는다. 프랑스는 1999년부터 시
민 결합 제도에 해당하는 ‘시민연대계
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동성혼도 
2013년 5월 18일부터 합법화를 했다. 
이로 인해서 결혼의 형태도 매우 다양
해지고 있다. 2016년 혼인 건수가 23
만 5,000건인데 이 중에 7,000건이 동
성 간 결혼이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결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의 형
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그들을 
통해서 다른 문호를 체험할 수 있어서 
프랑스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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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노인문화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제공되는 여가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프랑스 노인들은 풍성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공공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접근성Accessibilité’과 ‘이용성

Utilisabilité’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문화정책을 크게 ‘문화접근도’를 향상하는 시기와 ‘문화

이용도’를 강화하는 시기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문화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이뤄진다. 아래 그

림처럼 문화정책의 시행을 외적요인으로 본다면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개

인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관심과 흥미는 문화에 대

한 접근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문화접근도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약화시킴으로 인한 개인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문화접근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게 된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도 자신에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정책의 수혜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고 이

는 결국 접근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속적인 이용은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 느꼈던 흥미는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이용의 동기부여

나 의미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금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으로 성숙되는 자신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 등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따를 수 

있다. 즉 문화이용도는 개인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문화

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의 차이가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림 1.	 여가경험요인과 문화정책

외적 요인

문화정책 동기부여  흥미(intérêt) 보상(compensation)

단기 장기

내적 요인

의미부여

사용성(usability)

삶의 균형 찾기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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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도는 문화에 대한 욕구나 보상에 대한 기대

와 같은 개인의 내적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

낸다. 결과적으로 문화정책의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으로는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중

요하지만, 미시적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다양

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문화 정

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

는 다양한 개인의 문화향유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화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

없이 문화정책을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있다.④  그 결과 

프랑스 노인들은 여가를 통해서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소비하는 여가가 아닌 ‘채움’과 ‘생산’의 여

가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 노인들의 노후는 공공의 역할, 다른 말

로 한다면 ‘사회적 가족’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나이들어�가면서�행복해지는�것은�자연스러운�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58년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문화정책을 ‘문

화향수의 기회의 제공’에서 ‘적극적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기’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발전시켜 오고 있다. 개인들의 생애주기별 또는 세대문화에 맞

는 여가활동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공공문화정책은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향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을 근간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랑스의 공공문화정책을 통해서 프랑스 노인들은 즐

겁고 활기찬 노후를 가꾸어 갈 수 있고, 이들을 지켜보는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

은 나이들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프랑스는 사회적 가족으로서 서로의 노후

를 보장해 주는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 어느 사회보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들의 삶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우리는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물론 경제적 안정화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겠지만, 본 글에서는 경제적인 측

면 이외에 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자유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④ 프랑스 정부는 노인들의 다양
한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접근성
(Accessibilité)’을 높이기 위해서 지
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를 위
해서 프랑스 정부는 1982년 지방분권
법 “코뮌(communes),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레지옹(régions)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주
민의 직접 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운
영되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과 운영으로 인해서 주민이 사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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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랑스의 노인들을 위한 문화공공정책이 시사하는 점은 정책의 중심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 창출과 수용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편입이 점차 

진행되면서 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공공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

게 오래 사느냐’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세대의 문

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일괄적인 문화 프로그램 혹

은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하드웨어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오고 있다. 물

론 수요자의 만족도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의 하드웨어 공급이나 천편일률적

인 문화여가프로그램의 역할이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문화향유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공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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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한국의 노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

난 손실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

서 노인들이 노후에 주어진 자유시간 활용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즐거움 또

는 자기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범주를 확장해

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공공문화정책이 새로운 욕구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자본형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는 

공공문화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을 마치면서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문화정책도 이제는 노인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나이들어 가는 것을 두려워

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닌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늙어 가고 싶어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여가·건강·가족관계

송양민 
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50+리포트 통권 07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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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후반부를 즐겁게 지내려면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취미· 

여가생활이 활발해야 장수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골골거리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 

지는 것은 가족이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도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된다. 또 좋은 친구는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윤활유와 같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오래 산다.

인생의�후반전이�중요하다

축구 경기에는 ‘하프타임halftime이 있다.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휴식을 가지면

서 후반을 어떻게 뛸 것인지 작전을 협의하는 시간이다. 전반전에 밀리던 팀이 

하프타임 후에 새로운 팀으로 변신해 경기를 뒤집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 그

래서 축구 경기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다.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인생 마라톤에도 하프타임이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기대수명을 90세로 본다면 50~60세 전후가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인생도 축구경기에 비유해 볼 수 있다. 50세 이전 시기를 인생의 전반

전前半戰이라 한다면, 이후는 인생의 후반전後半戰에 해당된다. 하프타임에 전반

전에서 저지른 실수를 되짚어보고 새 기술을 연마한 사람은 후반전에서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반대로 하프타임을 잘못 보낸 사람은 후반전에서도 부

진할 수밖에 없다.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교수는 95세로 사망할 때

까지 ‘평생현역’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그가 93세 때 신문기자로부터 “당

신은 평생 7개가 넘은 직업을 가졌는데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였나?”라는 질문

을 받았다. 드러커 교수는 곰곰이 생각하다 “나의 전성기는 열심히 저술활동을 

하던 60대 후반이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드러커 교수의 사례를 보면, 인생의 전반부만 살펴보고 성패를 논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서 ‘이모작’ 또는 ‘삼모

작’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장수노인이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

은 사람들이 돈을 얘기하지만, 돈만으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은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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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행복한 은퇴생활은 활기찬 삶active aging을 살아가

고, 원만한 가족 및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에서 만들

어진다고 한다.

 

여가예술·스포츠 활동�시간을�늘리자.

활기찬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취미·여가 생활이 활발해야 한다. 인간의 노

화老化, aging 과정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자극을 통해 계속 

기어를 넣으면 심신이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기어를 중립에 놓아 두는 사람은 

급속도로 늙는다. 따라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생의 발전을 끊임없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취미·여가 생활은 은퇴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림 1.	 2014년 국민 여가활동 순위	 (단위: %)

51.4

11.5
4.5 4.0 2.5 2.4 2.4 1.3 1.0 1.0

TV시청 인터넷 검색 산책 게임 음악감상 헬스 잡담통화 낮잠 등산 스포츠 간접 
관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취미여가 활동이 부진하다. 특히 은퇴자들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대부분 등산이라고 말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간다는 장점 때문이다.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게 고작이다. 등산이나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베이비부머 여가활동 조사 참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단조로운 생활이다.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대체로 직장을 위주로 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직장을 떠나면 ‘외딴섬’에 갇힌 것처럼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끊어지

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이런 때일수록 취미·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

트워크를 잘 유지해야 한다. 취미 여가활동이 부진해서 은퇴생활의 재미가 없

다보니,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건대 은퇴 후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는 데는 예술 활동과 스

포츠 활동이 최고다. 미술, 음악, 사진, 문화재 등 은퇴자들이 즐길 만한 예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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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무궁무진하다. 예술과는 다소 다르지만,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gardening도 

좋은 소일거리다. 아내와 함께 사교댄스를 배우거나 친구들과 탁구 축구 야구 

등  구기球技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노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와 구청 문화센터들은 은퇴자들과 가정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색소폰과 클라리넷 같은 악기를 

다루는 법, 서양화와 동양화 그리는 법, 클래식 음악 감상법 강의 등이 그런 것

들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술과 문화 활동의 묘미妙味를 알게 되면 노후

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예술 활동을 즐기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림 2.	 베이비부머 여가활동 상위 4개 유형

TV시청 낮잠 등산 친구 만남, 동호회 모임 산책

16.2

6.5 6.0 5.5 5.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은 관람료가 거의 무료이고, 고궁 입장료도 저렴

하다. 민간 미술관과 공공 예술회관 가운데서도 입장료가 싼 곳이 많다. 서울 세

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에서는 입장료를 5,000~1만원으로 대폭 낮춘 대중 

음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큰 비용을 쓰지 않고도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

다는 뜻이다. 예술을 즐기는 데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 전문가들은 “많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최고”라는 말을 자주 한다. 많이 보고 들으면 어느 순간

에 느낌이 오고, 언젠가는 깊은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평생학습도 훌륭한 취미·여가 활동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

간의 뇌 용량은 아주 커서 평생 동안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 노년

기의 학습활동은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의

사들이 고령자들에게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법을 배우도록 권하는 게 이

런 이유 때문이다.

고령자들이 큰 부담 없이 다닐 만한 평생학습기관으로는 대학들이 운

영하는 평생교육원이 있다. 시청과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원도 좋다.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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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은 시설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을 위한 교양 프로

그램을 많이 갖추고 있다. 또 문화원은 대부분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노년의�고독을�피하려면�가족을�챙겨라�

은퇴설계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재무적인 준비’와 돈 이외의 문제여가활동과 건

강관리, 가족·친구 관계, 주거계획 등에 대비하는 ‘비재무적인 준비’ 2가지로 크게 나뉜다. 

비재무적인 준비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가족관계이다. 우리

나라 은퇴자들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고독孤獨이라는 병

이다. 

은퇴자들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학연·지연과 같은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은퇴 후엔 점차 힘을 잃어간다

는 점이다. 젊었을 때는 이런 네트워크가 위력을 발휘하지만, 나이가 들어 서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 대신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

해지게 된다. 그런데 한국 은퇴자들은 좋은 이웃관계를 형성하는 데 너무 서툰 

모습을 보인다.

둘째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은퇴 전과 은퇴 후에 크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부부관계가 크게 변화하며,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변화가 불

가피해진다.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역 시절처럼 아무렇게 행동하는 은

퇴자들이 많다. 은퇴 후엔 생활의 중심이 일터에서 가정과 이웃으로 옮겨진다

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그림 3.	 우리나라 50대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단위: %)

22

66

11

2 ● 전적으로 부인 담당
 ● 주로 부인 담당, 남편 도움
● 반씩 나누어서 함
● 주로 남편 담당, 부인 도움

자료: 정경희 외(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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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시간을 가장 많이 함께 보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

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조

사보건사회연구원한 결과에 따르면, ‘대충 만족하고 산다’는 부부들의 비중이 무려 

62%에 달했다.

왜 우리나라 장년층 부부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대체로 남자 탓이

라고 할 수 있다.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들은, 은퇴 후 집에서 쉬면서 갑

자기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아내나 자녀들과 자주 마찰을 빚는다. ‘은퇴남편 증후

군Retired Husband Syndrome’이라는 것인데, 인생의 보람을 잃은 데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살면 가족관계에 점차 틈이 생기게 된다. 은퇴 후 남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기의 역할을 빨리 되찾는 

것이다.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전통적 가장이 아니라, 아내의 멋진 친구로서 또

는 자녀들의 멋진 아버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머

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선 가장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아침에 커피도 끓여 먹고, 집안 

청소도 하고, 간식도 만들어 먹는다. 때때로 직접 요리를 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기쁘게도 해 본다. 은퇴 전엔 아내에게 대부분 맡겨 두었던 가사家事 일을 적극

적으로 분담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아내와 자주 산보를 하고, 노년 주거계획

과 건강관리나 취미여가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보면 소원했던 부부관계

가 회복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워지는 것이 친구들이다. 오래 살다보면 배우자에

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과 비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

울 때 전화를 걸면 언제든지 달려와 놀아줄 수 있는 친구 4명만 가지면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말을 듣는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인생의 정취가 풍성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이다. 

서울의대 박상철 명예교수가 발표한 ‘한국 장수인 연구보고서’를 보면, 

친구를 잘 사귀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오래 살고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은퇴자들의 경우 집에만 머무르지 말고 밖에 많

이 나가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라는 얘기다. 친구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

래 산다는 의학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Living�Longer가�아니라�Living�Better를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꿈꾼다. 실제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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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까. 몸이 불편해 침대에 누어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소일거리를 찾

지 못해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바라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 긍

정적인 장수長壽는 본인의 만족도도 높고 가족들을 기쁘게 하지만, 부정적인 장

수는 개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어렵게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living longer’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

게 사느냐living better’이다.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으로 꼽히지만 병원에서 지내

는 노인이 많기로도 유명하다. 3,500만 명을 넘어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

인 180만여 명이 치매와 여러 노인병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러한 상황에 부닥

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2015년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기대여명

남	 평균 건강수명 65세 유병기간 약 14년

여	 평균 건강수명 66세 유병기간 약 20년

평균 기대수명 79세

평균 기대수명 86세

자료: 통계청(2016)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국민이 건강한가를 따질 때 평균수명을 자주 비교한

다. 그러나 평균수명으로는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래 산

다는 것이 반드시 건강한 삶healthy lif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건강수명health expectancy’이다. 평균

수명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생존하는 기간’을 가리킨다면, 건강수명은 ‘질병

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을 말한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1세2015년 기준, 건강수

명은 73.2세이다. 건강수명이 평균수명보다 9년 더 적은 것이다. 한국인의 삶이 

앞으로 건강해지려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 

격차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은 유병有病 기간을 기

준으로 하여, 2015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남자 65세, 여자는 66세라는 조사결

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망하기 전 14~20년간을 병석에 

누워 지낸다는 것이다. WHO는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병으

로 5가지를 꼽고,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그 다섯 질환은 ①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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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불안증 등 정신질환 ② 척추디스크·관절염 등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 ③당뇨

병 ④협심증·심근경색증 등 심혈관心血管 질환 ⑤폐렴·감기 같은 전염성질환 등

이다.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는 70% 이상이 본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 보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명의 30%만이 유전遺傳과 관련이 있고, 

50%는 개개인의 생활방식life style, 나머지 20%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능력

이 좌우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잘못된 생활습관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노년

에 몸에 탈이 난다는 뜻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은 ‘생활습

관병’이 그런 질환이다.

생활습관병이 심각해지면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치명적 질병으

로 발전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한 번 몸에 붙은 습관은 

쉽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좋은 생활습관으로 추천하는 3가지는 

①올바른 식습관 ②운동 습관 ③금연과 절주 등이다. 한국인은 80세가 넘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34%, 치매에 걸릴 확률이 20%에 달한다고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3가지 생활습관을 꼭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금융회사들은 노후에 들어가는 생활비, 의

료비, 상속계획 등과 같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노후준

비를 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재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등 비非재무적인 준비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생애설계life planning를 할 때가 되

었다. 생애설계는 은퇴 후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삶의 의

미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계획을 말한다. 노후준비가 단순한 재무설계를 뛰어넘

어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은퇴설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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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부도 
행복할까? 
- 
소통하는 평등한 �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선주
서울시 50플러스 
중부캠퍼스 관장

“중년�이후�길어진�삶을�함께�보내는�배우자와의�행복한�

관계를�만드는�조건으로�서로�소통하고�평등한�관계로의�

전환을�이야기한다.�50+�부부관계에서�중요한�것은�바로�

소통과�평등이다.�부부는�인생후반전에는�의사결정을�

위한�‘조직의�언어’가�아니라�대화과정을�즐기는�‘공감의�

언어’를�구사해야�한다.�또한�부부의�평등성은�50+이후�

삶의�질을�결정하는�매우�중요한�요인이다.�부양자로서의�

남성과�양육자로서의�여성으로�분리된�성역할을�

고수했던�부부라면�더욱더�이�시기에�특별한�노력이�

필요하다고�할�수�있다.�”�



3장
.	

50+칼
럼

1970년 62.3세에 불과했던 기대수명이 
2015년 82.1세로 무려 20세나 늘어났다. 
2030년 출생하는 여성이라면 기대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90.8세로 기대되고 있
어, 지금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러한 수명의 증가
는 대부분 중년 이후 노년기의 삶이 길어
지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중년 이후 가족의 시간도 그대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 중에
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함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관계도 변화하면서, 성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관계 중의 
하나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50+
에게 배우자는 인생후반전 가장 중요한 삶
의 파트너이지만 좋은 관계의 유지가 쉽지 
않은 그야말로 ‘가깝고도 먼’ 사이다. 

사랑이 최고조에 이른, 소위 관계의 최고 
정점에서 ‘결혼’이라는 배우자 선택을 하지
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나면 관계
는 변화하기 시작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라는 역할에 우선순위를 내주게 된다. 
특히 한국의 부부는 자녀 양육을 함께 담
당하는 일종의 양육 동업자로서 부모 역할
을 우선하기 때문에 동업자 역할로서의 부
부관계는 자녀의 대학 진학 이후 목표상실
을 경험하게 된다. 예전 부모세대는 지금
과 달랐다. 자녀 수가 많고 기대수명도 60
세 내외여서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나
면 몇 년 이내에 한쪽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그렇
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명은 길어지
고 자녀 수는 적어지면서 50+이후의 가족  
대부분은 자녀독립 이후에 부부만 남는 시
간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가족 안에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
기는 신혼이 아니라 50+시기이다. 그러나 
이전세대는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역할모델도 없고 
학습도 되지 않은 이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
계는 요즘의 50+에게는 매우 낯선 모습이
다.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우선하지 않는 관

계, 부모 역할의 비중이 감소한 관계에서 그
야말로 현재 한국 사회 50+부부는 좌충우
돌 중이다. 이 좌충우돌이 얼마나 어려운가
는 최근에 보이는 졸혼의 유행과 황혼 이혼 
증가를 통해서 증명된다.  

최근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트렌드
가 ‘졸혼’이다. 졸혼이란 단어는 일본 소설
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유명 연예인이 방
송에서 고백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최근 여
러 드라마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에서도 졸
혼으로 조정되는 결과도 많이 있는 편이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던 신혼 이혼을 제치고 최근 황혼 이혼
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혼으로 가기 전 혹
은 다양한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졸혼
을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캠퍼스를 방문하
는 50+세대의 졸혼에 대한 고민을 읽어 보
면 ‘종료한다’라기보다는 행복한 후반전 삶
을 위해 배우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타협한
다’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 부모의 부부관
계와도 다르고 젊은 세대의 부부관계는 어
쩐지 낯설고 그래도 변화가 필요한 건 알겠
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인 셈이다. 

그럴 때 관장으로서 드리는 조언이 ‘부부는 
동무다’라는 개념이다. 지금의 세대는 중매
보다는 대부분 연애 혼을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들로 부부의 시작은 애인이었다. 애인
이란 사랑이라는 정서적 측면에 기울어진 
선택, 그리고 신체적 친밀성을 거쳐 결혼이
라는 제도 안에서 역할이 우선시되는 부모
로서의 시기를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 
역할의 비중이 감소하고 나면, 어쩐지 사랑
이란 단어는 어색한 배우자와 다시금 친밀
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낯설어하는 것이
다. 하지만 50+의 부부는 친밀성이 중요하
다고 해도 이는 젊은 청춘 시절의 애인보다
는 동무에 가깝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동
무라고 부를까? 



둥무는 무언가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서
로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람이다. 부
부가 동무라는 뜻은 부부는 늘 함께하기보
다는 서로의 독립 공간과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로는 
함께하지만 함께 있지 않은 것에도 익숙하
다. 50+의 삶에서 부부관계가 다시금 중요
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과거의 친밀한 관계
로 회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간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 역할의 과정을 거친 
새로운 관계로 재부상한다는 뜻이다. 그리
고 결혼 기간 중 부부는 역할과 관계의 시
소타기를 경험하게 된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프의 x축은 결혼 지속 연수이고 y축
은 중요도이다. 이 그래프에서 관계와 역할
이 교차하는 시기는 두 번 나타난다. 결혼 
초기 첫 자녀의 출생에서 역할이 관계 중요
성을 넘어서는 교차 시기를 경험했다면 자
녀 독립 이후는 다시금 역할보다 관계가 부
상하는 2차 교차기를 경험하는 시소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이 관계가 신혼기와 
차이가 있다면 역할 자체가 비중이 거의 없
던 신혼기와 달리 50+ 동무로서의 부부는 
역할이 있는 관계란 뜻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50+ 부부관계를 좋은 동무, 친한 동
무로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결
정적인 두 요인을 정리하자면 바로 ‘소통’과 
‘평등’이다. 부부가 동무라고 할 때 소통이 
잘되는 동무가 바로 말동무인 것이다. 즉 
50+이후 부부관계의 핵심은 서로에게 말
동무가 되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
람과 말동무를 하고 싶어 할까? 말을 잘하
는 사람이 아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는 강의를 들으려고 할지언정 말동무를 기
대하지는 않는다. 말동무의 핵심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또
한 상대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
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말’에서 남녀 간
의 성별 차이가 발생한다. 서울시 은퇴 평
균이 53세이니 대부분의 50+는 은퇴를 경
험했거나 그즈음의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들이 경험한 조직에서의 언어를 한마
디로 표현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언어’였다.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의사소통
하고 두괄식 표현을 사용하며 정확한 판단
을 위한 정보를 요구한다. 조직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사용해 왔던 단어와 
달리 은퇴 이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
는 공감의 언어와 관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의 요구를 더 많
이 받는 쪽은 남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결혼 지속 연수에 따른 부부의 관계 및 역할 중요도 변화

결혼 역할

부부후기

첫 자녀 탄생

자녀 독립

자녀양육 및 교육기A

중
요
도

결혼지속연수

관계

B

자료: 고선주.(2015). ‘부부관계 만족; 평등에 기반한 관계와 역할의 시소타기’, 최연실 외 15인. 「한국 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 240p. 하우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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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언어’가 아니라 ‘공감의 언어’를 습
득하고 소통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
다.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과정의 언어를 나누어야 하
는 것이다. 이 나눔의 언어를 위한 기본적
인 방법은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
제 해결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저 상황과 
감정을 이해받기 위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
조차 답을 주거나 혹은 ‘나더러 어쩌라고?’
하는 반응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공감이란 상대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
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
음을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공감의 방식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대화에 집중하는 것, 상대의 말 중간중간 
감정의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그렇구나…아…등

의 긍정적 반응이다. 때로 상대의 어깨를 두드
리는 등의 스킨십도 매우 유용하다. 그러니
까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더 중
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때 표현하는 
언어의 주인이 반드시 ‘나’여야 한다는 점이
다. 내가 실종된 언어는 상대를 화나게 할 
뿐이다. 당신으로 표현되는 책임추궁보다
는 나로 표현되는 주인 있는 언어 사용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 50+부부의 성공 요인은 평등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평등이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등이다 보니 많
은 경우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평등과 
불평등을 느낀다는 점이다. 부양자로서의 
남성과 양육자로서의 여성으로 이분화된 
성 역할에 익숙했던 부부일수록 이 두 역할
의 비중이 감소한 50+ 부부관계에서 불편
함을 느낀다. 은퇴를 기점으로 부양자 역할
이 변화하고 자녀독립을 기점으로 양육자 
역할이 달라진 남녀는 부부 후기의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다. 50+세대의 
남성은 자신이 아내와 평등하게 가사노동
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과거의 
자신, 혹은 아버지나 선배 세대의 남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
담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의 입
장에 느끼는 가사노동의 불평등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를 비교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경우는 객관적인 지표
로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유용한 자료는 바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
사 분석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결과에 따른 가사노
동시간은 50대의 경우 남성 하루 33분, 여
성 152.9분이고 60대의 경우 44.3분과 
174.5분으로 남녀간의 불균형이 크게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노동시간이 많

그림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취업자의 생활시간 구성	  (단위: 분)

남성 여성

50대

노동시간 341.3 304.3

개인유지 663.2 653.2

가사노동 33.0 152.9

돌봄노동 4.3 7.0

여가 262.6 202.1

60대 이상

노동시간 292.2 247.3

개인유지 677.5 665.9

가사노동 44.3 174.5

돌봄노동 5.7 4.8

여가 303.6 241.6
자료: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더해 비교해 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50대는 하루 85.6분, 60대는 하루 84.4분
의 노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남성의 가사노
동 참여가 필수조건인 셈이다. 

물론 이러한 가사노동분담만이 평등의 지
표는 아니다. 역할에서의 분담만 필요한 것
은 아니고 앞선 의사소통, 부부갈등 등에서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을 지표로 확
인하는 것은 수십 년을 함께해 온 부부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습관이든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든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영위하는 한 결코 이들은 평등한 동무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실제 노년에 서로에 대한 부
양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50+에 필요한 것은 지위와 역할의 무거
운 갑옷을 벗고 가족이든 친구든 친밀한 관
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일상적인 가사를 누
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유지하는 한 실제
로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워진다. 또
한 일상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을 넘
어 이웃·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생존에 필수
적인 밥을 나누는 행위는 그 타인과 친해지
고 타인의 존재를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방식이고 표현이다. 따라서 남녀를 불
문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일상의 기
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더욱 취약한 것이 현재의 한국 남
성인 셈이다. 따라서 남성의 더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폭제가 있
다면 바로 배우자의 응원일 것이다. 

특히 50대에 경험하는 은퇴는 늘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며 
늘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다’는 것이 정
설이다. 그렇다면 이 은퇴를 개인의 은퇴

로 둘 수 있을까? 가족이 정서적·경제적 유
대를 지닌 공동체라면 이 은퇴는 당사자 
한 사람만의 일일 수는 없다. 배우자의 직
업 유무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은퇴는 가
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부관계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남편의 은퇴 혹
은 아내의 은퇴로 개인이 해결해야 할 적응
과제로 두기보다는 가까운 이의 응원과 지
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인 셈이다. 그
간 가족을 위한 수고를 인정하고 응원하며 
남은 후반전을 새롭고 멋지게 시작할 수 있
도록 잠시 안식년의 시간을 주는 것도 방
법이다. 다행히 서울시민이라면 곳곳에 있
는 50+캠퍼스와 50+센터를 이용해보는 것
을 권한다. 이곳에서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
고 친구를 얻고 후반전 보람을 찾는 새로운 
일에 대한 모색과 도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
다. 현재는 남성보다 여성이 상근으로 근무
하다 퇴직하는 비율이 낮아서 대부분 남편
의 은퇴를 가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
성의 은퇴 역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때 서
로의 은퇴를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은퇴를 경험하는 사람
이라면 바로 재취업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가정으로 재취업을 고민해 보도록 하자. 또
한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면 직장에서의 
은퇴와 함께 배우자의 은퇴 역시 함께 허
락하자. 일단 하나의 주역할에서 부부 모두 
은퇴한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다시 파트타임
으로 재취업하는 것이다. 이때 가정으로 다
시 재취업한다면 두 사람의 조건이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능숙한 숙련공과 초보 인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인턴은 일정 기간 
인턴십 기간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일종
의 주부 인턴십이다. 인턴십의 의미는 익숙
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경험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수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익숙하지 않음을 비난
하지 말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필수
적인 셈이다. 격려는 최종결과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과정을 보며 지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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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중요하다. 현재 부족해 보이더라도 도
전에 대한 용기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한 번의 퇴장을 경험한 50+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지원이 된다. 배우자가 없어 이미 혼
자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
은 것을 배우자에게 의지한 사람이라면 더
욱더 이 주부 인턴십은 필수적일 것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배우자는 나의 지
난 시간을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말동무여야 한다. 그 사람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의 동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이제부터 펼쳐질 후반전을 위해 관
계를 리뉴얼해 보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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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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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s 05

Ⅰ. 서울시 50+세대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대감은?

* 기대감은 0~100점으로 측정, 100점에 가까울수록 기대감이 높음

0점: 그러한 일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 100점: 그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기대감(향후 5년은 더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한 점수)

•서울시 50+세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의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낮게 나타남

1. 일자리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76.6 점

70.3 점

64.3 점

향후 75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수명의 가능성을 나타낸 것

•서울시 50+세대는 전국의 50+세대에 비해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낮음

2. 기대수명

전국

서울시

66.9 점

64.1 점



• 전체적으로 전국의 50+세대에 비하여 서울시 50+세대의 기대감이 낮음

•  서울시 표본으로 볼 때, 건강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50점 이상으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노후소득으로 직결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40.3점, 40.0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낮음

3. 사회보장제도 및 정부정책

■ 전국

■ 서울

국민연금

4
8

.3
9

 점

4
0

.2
7

 점

기초연금

4
8

.5
9

 점

3
9

.9
4

 점

국민건강보험

5
6

.1
2

 점

5
1

.6
5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5
4

.5
5

 점

5
0

.9
4

 점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기대감

•  전반적으로 전국의 50+세대에 비해 서울시 50+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낮음

•  특히,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50+세대(56.8점)와 서울시 50+세대(51.5점) 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서울시 50+세대는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9.7점으로 가장 높고, 배우자 관계 만족도(65.3점), 건강상태 만족도

(63.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51.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

■ 전국

■ 서울

1. 건강상태

6
4

.0
 점

6
3

.4
 점

2. 경제상태

5
6

.8
 점

5
1

.5
 점

3. 배우자와의 관계

6
8

.0
 점

6
5

.3
 점

4. 자녀와의 관계

7
1

.2
점

6
9

.7
 점

5. 전반적인 삶의 질

6
3

.0
 점

5
9

.1
 점

Ⅱ. 서울시 50+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서울시 50+세대의 인구학적 특성별  
삶의 만족도 차이

평균

51.5

•  서울시 50+세대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은퇴여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으며, 고소득가구일수록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성별 교육수준 은퇴여부 가구소득

51.1 51.9

남자 여자 은퇴함 은퇴하지 
않음

초졸 중졸 고졸 대졸

44.9 46.7
51.9

57.0
51.8

1분위 2분위 3분위

45.7 47.8

57.9
52.7

2. 경제상태

1. 건강상태

평균

63.4

•  서울시 50+세대의 남성은 여성보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  은퇴여부로 살펴보면, 은퇴한 50+세대보다 은퇴하지 않은 50+세대의 건강상태 만족도가 높고, 

가구소득별로 보면, 고소득 가구일수록 건강상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

성별 교육수준 은퇴여부 가구소득

65.2
61.8

남자 여자 은퇴함 은퇴하지 
않음

초졸 중졸 고졸 대졸

54.9
59.5

63.8
68.9

59.4

1분위 2분위 3분위

59.9 61.9
66.765.7

3. 배우자와의 관계

평균

65.3

•  배우자관계 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가구일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도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성별 교육수준 은퇴여부 가구소득

65.6 64.9

남자 여자 은퇴함 은퇴하지 
않음

초졸 중졸 고졸 대졸

57.8
64.7 64.9

68.9 66.9

1분위 2분위 3분위

61.9 64.3
67.666.2



평균

59.1

•  서울시 50+세대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교 졸업이상의 50+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60.9점)의 삶의 질이 가장 높고, 미혼자(36.9점)의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은퇴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은퇴여부 가구소득

58.4 59.7

남자 여자 초졸 중졸 고졸 대졸

52.952.8

59.9
64.5

미혼 기혼 별거 및 
이혼

사별

36.9

60.9

51.752.3

1분위 2분위 3분위

53.6 56.2

64.7

은퇴함 은퇴하지 
않음

64.5
61.9

4. 자녀와의 관계

평균

69.7

•  서울시 50+세대는 여성(70.7점)이 남성(67.1점)보다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교육수준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은퇴한 50+세대(73.5점)가 은퇴하지 않은 50+세대(70.8점)보다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이 더 높으며, 

가구소득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성별 교육수준 은퇴여부 가구소득

67.1
70.7

남자 여자 은퇴함 은퇴하지 
않음

초졸 중졸 고졸 대졸

68.1 68.4
70.5 69.6

73.5

1분위 2분위 3분위

69.8 69.0 70.370.8

5. 전반적인 삶의 질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4,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분석.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분석·글 정책개발실 PM 강소랑, 행정학 박사. 

분석종합

서울시 50+세대의 한해 가구 소득 3분위

1분위: 130~2,400만원(평균: 1649.8만원)

2분위: 2,500~4,188만원(평균: 3451.3만원)

3분위: 4,400~1억5천만원(평균: 6621만원)

서울시 50+세대는 배우자가 있고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고학력, 유배우자, 경제적 이점이 서울시 50+세대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요인임이 재확인됨.

반면,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50+세대는 사회관계의 축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즉, 이들이 노후에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삶의 만족도 또한 고취할 수 있을 것임.



한국 베이비부머의 
가족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
①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50+리포트 통권 08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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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는 곧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세대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집단이다. 이들의 가족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결혼상태·가구구성·가족관계·부양태도·성역할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중년기 부부프로그램 

개발과 1인가구지원 및 부양부담완화 등으로 제안하였다.  

1.� �들어가는�말

최근 결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

하고 있고, 가족구조와 가족 내 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길어진 평균

수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족구조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따라

서 여러 가족학자들은 영속적이며 친밀한 인간관계의 장으로서 가족이 갖는 본

질적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생리

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심리적인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자아형성, 자아정체감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김승권, 2006. 

이렇듯 인간 생활주기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큰데, 특히 사회

적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은퇴를 경험하고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에게 

있어 가족관계는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

서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으로 2017년에는 54~63세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부모부양, 아래로는 자녀양육이라는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후세대인 자녀에게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끼인 세대’ 혹은 

‘샌드위치세대’라는 특성을 가진다정순둘, 이현희, 2012, 재인용, p. 211. 

따라서 본고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가족현황을 혼인상태와 가족구성의 

특성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 등을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베이비부머의 가족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① �본고는 2015년 발간된 “한국 베이
비의 삶과 미래”(학지사)중 2장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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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베이비부머의�가족관계�현황

	 •  결혼상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통계청, 2012, 배우자 있음이 5,802명

8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591명8.5%, 사별 299명4.3%, 미혼 258명3.7% 등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 대부분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유배우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사별로 인한 배우자 상실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

비부머의 결혼연령은 이전의 노인세대인 부모세대보다 1~2세 높아졌는데정순둘, 

2011,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동일하다Bouvier & De Vita, 1991. 또한 베이비붐 세대

는 부모 세대에 비해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할 기간이 약 8~10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둘, 2011.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 건수는 부모 세대에 비해 3배 정

도 많아졌지만, 재혼율 역시 부모세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 가족 및 가구의 구성 
베이비부머가 속한 515만 가구 중 65.3%가 2세대 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부로 

구성된 1세대 가구는 14.7%, 1인가구는 11.2%로 나타났다. 이어 3세대 가구는 

8.1%, 4세대 이상 가구는 0.1%, 비혈연가구는 0.6%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그림 1.	 베이비부머 세대 구성

● 2세대
● 1세대
● 1인가구
● 3세대
● 비혈연가구
● 4세대이상

65.3%
14.7%

11.2%

8.1%

0.6%

0.1%

자료: 통계청(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성-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중심으로. 보도자료. 

	 •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은퇴를 경험한 중년층,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베이비부머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김미혜·정순둘, 2010,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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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머 전체 응답자 1,021명 중 ‘만족한다’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9.5%, ‘불만족한다’는 5.5%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는 가

족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와의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 만족도 등 5개 문항을 합산

하여 산출한 결과 5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 부양에 대한 태도 
부양은 부모부양과 자식에 대한 양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베

이비부머의 부모부양에 대해 부양가치관과 형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

각이 1998년 89.9%에서 2010년에는 36%로 크게 줄어들어 가족중심의 가치

관이 개인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둘, 2011. 다음으

로 부양 형태의 경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에서 한 명 

이상이 생존해 있는 베이비부머 중에서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패널에서도 부

모세대와 함께 동거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우에도 전체의 55.3%가 현물 또

는 현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2010. 즉 우리나

라의 베이비부머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빈번하게 교류를 하

며 경제적인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베이비부머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부모부양과 비교한 결

과 부모부양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둘·이현희, 

2012.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대부분이 아직 학생이라서 자녀들에 대한 교

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경우 자신의 노후

에 관해서는 후後세대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1. 

이와 같이 노부모세대의 부양에 대해서는 유교적 가치관과 효 사상에 

근거하여 부양책임 의무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자신의 노년을 자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의존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1.	 부모부양 및 자녀양육 부담 수준
변수 베이비붐 세대(평균, SD)

부모부양 부담
친부모 2.87(0.65)

배우자 부모 2.82(0.67)

자녀부양 부담 3.15(0.99)

자료: 정순둘·이현희 (2012). 노인복지연구 58, 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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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가족간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이은주, 2010; 

정순둘·김예솔, 2014,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가족관계를 위해서도 고려

해야 할 요소이다. 성역할태도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회적 역할 구분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양극으로 분리하는 입장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라 하며, 부부의 역할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고정시키

지 않고 융통성을 두어 함께 수행하는 역동성에 중점을 주는 경우 근대적 성역

할태도로 규정된다김영주, 1990.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들보다 먼저 태어난 예비노

인 세대의 부부 성역할태도를 비교한 결과정순둘·김예솔, 2014, 베이비부머의 성역할 

인식은 2.92로 비교적 공평한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는 가사를 공평하게 부담하며 재산을 공

동관리하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고 보고하였다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 

3.��베이비부머�가족에�대한�미래�지원�방향�

	 • ‘중년기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베이비부머는 길어진 노후로 인해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세

대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부부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중년기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상 후반기의 중년기는 직업을 갖고 사회조직

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던 사회생활에서 한발 물러나게 되는 은퇴를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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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입이 줄어든다. 또한 자녀의 직장 및 결혼 등으로 자녀가 독립하면

서 가족의 주거형태가 변하고, 심리적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빈둥지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의 주요한 사건 중 하나인 

은퇴를 축으로 부부에게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며 유지시켜 나가도록 

은퇴적응과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 관련 서비스 중 전

국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2015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에서 제공하는 생

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서비스로, 중년기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

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도 중년기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해당 기관의 자율성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계적인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1인가구를 위한 방안
앞서 가구 형태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 비해 3세대 가구의 유형 비율은 줄어들

고 2세대 가구와 1세대 및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구성원 형태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2세대 가구유형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는 곧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자녀 세대의 취업 및 결혼 등

으로 1세대 가구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배우자의 사별 등의 이유

로 1인가구가 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128

1인가구의 증가는 곁에서 지지체계가 되어 줄 가족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으

로 가족과의 교류의 증대를 통하여 1인가구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

으며, 사회적으로 지지체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핵가족화되어 가

는 베이비부머의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공공 부문에서의 정서적 지지체계 확립 

및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스럽게도 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가 있어 1인 독거가구에 대한 안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지

만,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

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1인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중산층 이상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 부양부담에 대한 방안
대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들 역

시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되어 부양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

측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부양부담완화정책이 필

요하다. 사회적으로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비도덕적인 사건

을 종종 뉴스에서 접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부양부담을 덜어줄 완충장

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

인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비스 적

절성의 불완전함, 그리고 부양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양자에 대한 서비스의 미

비 등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29

4장
.	

삶
의

 질

참고문헌

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 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예비노인과 비교를 중
심으로’. <가족관계학회지>, 17(3), 211-239.

김미혜·정순둘. (2010).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과제지원사업. 

김승권. (2006). ‘가족특성별 기능수행 수준과 가족정책 방안’. 한국사회학회 기획학술회의, 3-11.

김영주. (1990). <부부의 성역할 성향이 가족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경.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 <노동리뷰>, 63, 21-36.

이은주. (2010).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문화적 민감성, 부부의사소통,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남편대
상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45-71.

정경희.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5-10.

정순둘. (2011). 9월 2일. 타연령층과 비교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 제7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자료집: 
41-76

정순둘·김예솔. (2014).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 영향요인: 성역할인식과 부양부담의 영향을 중심
으로’. <한구가족관계학회지>, 18(4), 191-197,

정순둘·이현희. (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8, 
209-231.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보고서.

Bouvier, L. F. and De Vita, C. J. (1991). ‘The Baby Boom-Entering Midlife’. <Population Bulletin>, 46(3), 
2-35.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

김미령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 

고령사회연구소 소장

50+리포트 통권 08호 게재



131

4장
.	

삶
의

 질

노후준비는 노인4고四苦인 질병·빈곤·고독·무위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질병과 장애의 예방, 신체·인지기능 유지,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로와 칸의 성공적 노화요소로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를 활발히 한다면 이는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즉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인구고령화의�주역�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3년 휴전 협정 이후인 1955년부터 1964년 산아제

한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베이비붐 세대는 

다산의 영향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다른 세대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세대의 특성은 당시의 사회상이나 국가적인 환경이 많이 반영되는데, 특히 청

소년기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다산으로 인한 콩나물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학교교육을 받았다. 또한 한국의 산업화 물결 속에 근면함이 몸

에 배었으며 일중독이라 할 정도로 열심히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일한 세대다. 후기 베이비붐 세대는 386세대라고도 하며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

한 세대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중년기를 넘어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의 연령

으로 노년기에 서서히 진입하는 시기다. 가정적으로는 자녀를 출가시키기 시작

하여 빈둥지를 경험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시기다. 

반면 직장생활을 했던 베이비붐 세대 중 초기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경

험하기도 하였으며 곧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세대로 현재는 부모세대와 자녀세

대에 끼어 있는 ‘낀세대’혹은 ‘샌드위치세대’라 불리기도 한다. 

2.�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

한국은 2017년 8월에 2018년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1년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

하였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26년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 한

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7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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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의 고령화

에 주역이 됨에 따라 사회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기대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베이비붐 세대

의 초년생인 1955년생의 기대여명은 28.27세로통계청, 2011 30년 정도의 남은 여

생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는 노년기의 삶에 중요하며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노후준비일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는 젊을 때와 달리 신체·심

리·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게 된다.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지며 만성질환으로 어

려움을 겪기도 하고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1위이나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아 많은 노인

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노년기 자녀들의 출가와 배우자의 사별 및 

가까운 친구 등의 사별로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고독

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은퇴 후의 소일거리가 없어 무위로 어려움을 겪기

도 한다. 이처럼 노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은 질병·빈곤·고독·무위로, 이

를 노인 4고四苦라고 한다. 이러한 노인의 4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하

는 것이 노후준비다.

노년의 삶이 행복하며,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신체·심

리·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

후 준비에 대한 염려 및 노후준비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관

련 문제이며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 그 다음으로 사회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2011a. 신체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로는 일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들 수 있다.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신체적 노후준비

아침식사하기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82.9% 17.1% 81.5% 18.5% 37.2% 62.8% 53.9% 46.1%
출처: 통계청 2010 

베이비붐 세대들의 신체적 노후준비는 <표 1>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가 규칙

적인 운동을 실천한다는 37.2%로 60% 이상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53.9%로 반을 조금 넘는 수준만이 받고 있다. 베

이비붐 세대의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면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13.4%였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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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가 86.1%한경혜, 2010였다. 적지 않은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인 우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생활	 (단위: %)

계 관람함
공연장이용 전시장이용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영화

베이비부머 100.0 47.8 86.0 32.8 25.2 86.9 31.0 21.6

도시 100.0 50.7 86.7 32.9 25.0 88.0 30.9 21.6

농어촌 100.0 33.4 80.2 32.3 27.6 78.6 31.9 21.7

출처: 통계청 2010.

사회적인 측면의 노후준비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느냐로 직장생활이나 

자원봉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의 여가생활도 중요한 노후준비의 하

나인데, <표 2>는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생활을 보여준다. 지난 1년 동안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47.8%로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56세다. 고용상연

령차별금지법이 2016년 시행되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2017년부터는 300

인 이하의 기업에서 60세까지 고용한다. 이로 인해 은퇴연령이 조금 높아지기

는 하였지만 한국의 평균수명이 82세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한창 일할 나이

인 60세 은퇴는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서구의 경우 미국은 은퇴연령이 없으

며 일본은 2013년도에 은퇴연령이 65세로 되었고 영국은 20011년에 폐지되었

으며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

원회, 2012. 

 

표 3.	 은퇴하고 싶은 연령

54세 이하
1.3%

55~59세
8.9%

60~64세
31.7%

65~69세
33.4%

70~74세
19.3%

75세 이상
4.7%

모름
0.8%

자료: 한경혜(20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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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베이비붐 세대가 원하는 은퇴연령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가능하면 일

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연령은 65∼69세가 가장 많은 

33.4%로 한국의 은퇴연령인 60세보다 훨씬 높다한경혜, 2010. 이처럼 많은 베이비

붐 세대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위의 해결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노후준비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은퇴 후에 역할 대체로 가능한 것은 자원봉사가 대표적일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아직도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은퇴 후에 자원봉사를 통해 

역할정체성을 수립하고 재능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참여·기여할 때 이들의 무

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1.4%한경혜, 2011 혹은 20%를 넘지 않는 것이

금룡, 2011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베이비붐 세대 외 이전 세대를 비교한 연구에

서 연령효과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나 사회참여가 

높았다김미령, 2011b. 

경제적인 측면의 노후준비는 자산이나 연금 등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표 4>에 의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노후준비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20%나 된다. 경제적 노

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전체의 38.5%로 가장 많고 예금이나 적

금이 24.3%, 사적연금이 19.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노후준비	 (단위: %)

준비하고 있음
계국민

연금
기타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

베이비부머 38.5 7.1 19.5 3.8 24.3 6.0 0.8 80.0

초졸 이하 42.0 1.6 18.1 1.6 32.0 4.3 0.4 59.6

중졸 44.5 1.6 18.3 3.9 28.6 2.7 0.3 69.1

고졸 40.7 4.7 20.6 3.8 24.6 5.5 0.2 81.9

대졸 이상 31.7 14.5 18.7 4.3 20.2 8.6 1.9 90.9

준비하고 있지 않음
계

아직 생각 안 함 앞으로는 
준비할 계획 준비 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베이비부머 7.4 39.8 50.3 2.5 20.0

초졸 이하 8.5 33.4 53.4 4.7 40.4

중졸 5.7 34.4 56.2 3.8 30.9

고졸 8.6 41.4 48.5 1.5 18.1

대졸 이상 5.4 56.1 38.5 - 9.1
자료: 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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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88년도에 시작하였으며 국민연금도 수급개시연령을 

2008년을 기점으로 매 5년에 1세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61세가 받고 있

으나 2033년에는 만 65세에 수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퇴와 연금수급의 간격으

로 인하여 ‘신춘궁기’를 겪게 되므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3.�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와�성공적�노화�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겪기 쉬운 질병·빈곤·고독·무위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

는 것이라고 한다국민연금공단, 2011b. 즉 신체·심리·사회·경제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노후준비다. 이러한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변화에 대한 적

응을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변화를 통제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년기의 삶

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Wong & Earl, 2009. 

누구나 노년기의 변화하는 삶에 잘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

내기를 희망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로Rowe와 칸Kahn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1997, 1998 이후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와 칸의 성공적 노화는 ‘무엇을 성공적 노화

로 볼 것인가’로 질병과 장애의 예방, 신체·인지기능 유지, 적극적인 사회활동

의 세 영역으로 보고 있다. 질병과 장애의 예방은 신체·인지기능 유지의 선결조

건, 신체·인지기능 유지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선결조건이다. 즉 질병과 장애

가 없어야 신체·인지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며, 신체·인지기능이 제대로 이루

어져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3가지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성공적 노화라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수명의 증가 속에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기를 

맞이하는 세대이다. 이들의 활력과 높은 교육수준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원봉사

를 통하여 사회통합감, 성취감, 생성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나타나김미령, 2011a, 자

원봉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바람직한 노후준비의 한 영역이 될 수 있

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4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체·심리·사회·경제적인 노

후준비를 하는 것은 로와 칸의 성공적 노화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노후준비

가 잘 되어 있다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 로와 칸은 경제적인 영역

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서구의 경우 연금제도가 잘 발달해 있고 은퇴

연령이 없어진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노후준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

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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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상황을 보면 신체적 노후준비인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중 이미 은퇴한 

초기 베이비붐 세대는 60세 이전에 은퇴를 하여 직장을 통한 사회활동은 그다

지 활발하지 못할 것이다. 

자원봉사는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활동이나 베이비붐 세

대의 자원봉사활동도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듯하다.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

비붐 세대는 은퇴 후에 재능 기부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겠으나 

자원봉사활동을 은퇴 후에 시작하는 것은 늦을 수 있으므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중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1/5이나 

되는데,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사회의 주역을 담당할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노후를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 베이비붐 세대 중 연금을 받는 비율도 

높지 않으므로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개인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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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전국조사와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교육수강생조사를 

비교하여 서울시 5060세대의 부부관계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생들의 

가족 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부캠퍼스 가족 관련 

기획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혼통계와 통계청 사회조사를 근거로 

부부관계가 변화하였으나 중립적 결혼의 축소, 불행한 결혼의 해체, 

행복한 결혼 증가경향을 읽어냈으며 중부캠퍼스 수강생 조사를 통해 

캠퍼스 교육생이 사회변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밝혔다. 대부분의 가족 관련 특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50플러스의 가족 관련 콘텐츠에서 

성별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상담 및 교육 요구도 역시 남녀 

특성이 있고 개인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가 있어 성별특성·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급부상한 5060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는 이전세대와 다른 경험과 자

원을 지닌 베이비부머의 조기은퇴에 대한 우려와 기대라는 양면성이 내재되어 

있다. 출산율이 급등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집단을 베이비부머① 라고 할 때 한

국의 1차 베이비붐은 1954년 한 해 출생하는 출생아 수가 6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63년 87만 명의 출생아 수로 정점을 찍는 시

기인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소위 ‘58년 개띠’라는 표현처럼 특정 경험을 지닌 

대규모 집단의 부상이라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 수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이들의 행동이나 사고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이들의 파급력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1차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존재가 사회

의 부정적인 짐으로 작용할지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

운 동력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실험에 달려 있다. 

최근 서울시의 50+응원 종합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세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들의 잠재력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은 이들 

집단이 가진 특성을 위기인 동시에 자원으로 접근하

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① 국내에서는 합계출산율이 3.0 이
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
지된 인구코호트를 의미함(임성은.김용
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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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5060 혹

은 베이비부머에 대한 관심과 혼란은 이 세대에 대

한 용어와 대상 정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어떤 현상이 이후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문제와 직결되면 그에 따르는 정책적 판단을 검토하는데, 이는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상은 하나의 문제보다는 그 

세대로 통칭되는 여러 요인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령에서조차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주로 10년 단위의 연령을 구분하는 통계청에서는 베이비부머에 대

한 통계도 동일하게 ‘통계로 보는 중장년층 4050세대’로 지역별로 분석하였

고, 서울지역과 인천 통계를 발표하였다.②  반면 대전과 울산의 경우 베이비부

머1955~1964년생 통계를 별도로 2차 분석을 통해 별도로 제시하였고, 서울시의 경

우 65세 노인인구 이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50~64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생이모작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50+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급격한 은퇴를 기점으로,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자

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읽혀지나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소관부서

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향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이 시기

의 대상에 대한 합의와 추적 과정이 필요한 과도기인 셈이다. 베이비부머라고 

할 때 지속적인 나이듦의 과정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서

울시와 같이 50+라고 할 때 64세에서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에 답할 수 없게 된

다. 결국 이후 지속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혼란은 

이후 정책시행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50+인생 후반전의 재설계로 초점

을 맞출 것인지 조기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취업에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혹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조직을 중시하는 직장 중심의 삶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전환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고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준비는 주로 재정과 관련된 영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일과 

직업 중심의 접근방식은 100세 시대 인생후반전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일에 치우친 방식이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물론 충분하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우선적 관심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세대의 부각이 꼭 직업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가 접근하고 있는 두 번째 배움학교로서의 50플러

스 캠퍼스는 베이비부머의 부상에 따르는 사회적 대응을 총괄적으로 접근한다

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의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② 통계청 보도자료, 2017. 3.17. 통
계로 보는 서울지역 중장년층 4050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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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비재정적 방법으

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경혜·장동영, 2016.

서울시의 베이비부머는 가족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동시에 독립적 자립

의식도 매우 강한 세대이다. 이전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오랫동안 

일하고 싶지만 은퇴 이후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세대이다. 서울시가 실시한 실

태조사에서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실태이경희 외, 2014는 ‘불안하다’ ‘일하고 싶다’ 

‘갈 곳이 없다’는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되었다. 또한 이들은 노후에 자원봉사같

은 사회참여활동을 원하지만, 실제 참여는 낮은 세대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이

러한 대상특성에 근거하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는 출자기관을 만들어 재

단에서 50플러스 캠퍼스를 운영하는 형태로 50+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6개의 

50플러스 캠퍼스와 19개의 50+센터를 통해 50+세대의 일·배움·복지의 복합공

간을 만들어 이들 세대의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의 지원정책은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교육·상담·커뮤니티 지원을 통

해 일·삶·관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

환을 이야기하는 삶과 관계의 영역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은퇴를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50+세대에게 가족의 의미는 성에 따라 

다르다. 일 중심의 삶을 영위해 온 남성에게 가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우선

하는 역할이었기에 은퇴는 가족이라는 낯선 영역으로의 적응을 요하는 과제이

다. 장시간 근로 문화가 주류인 한국에서 주된 일영역에서의 퇴장은 존재 자체

를 불안하게 하는 위협인 동시에 다시 배우자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부담

이다. 반면 지금의 5060세대 여성의 경험은 다르다. 성장기에 가정 내 성역할

분업이 정착되고 ‘전업주부’의 개념이 부각된 세대김혜영, 2005인 동시에 애정기반

의 배우자 선택, 동료애 기반의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한 첫 세대

인 셈이다. 같은 결혼제도 안에 있는 부부가 성에 따라 다른 경험과 다른 기대

를 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본격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졸

혼이나 황혼이혼 증가 등의 모습은 은퇴 이후 가족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게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하는 시

간이 길어지지만, 부모세대의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보지 못한 세대에게 길어진 

부부 후기는 매우 낯선 경험인 셈이다. 동반자적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하기 시작한 첫 세대로서 어쩌면 처음으로 실제 동료적 우애관

계로서의 부부관계를 실현하는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한 첫 세대가 바로 지금의 

5060세대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 특성이 가족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 캠퍼스의 사업을 설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삶

의 다른 경로를 경험해 온 남녀가 50플러스 캠퍼스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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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서로 다른지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우선 가족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성별 차이를 밝히고 이를 향후 캠퍼스 교육과정에 반영한 설계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혼과 관련한 통계와 통계청 사회조사를 중심으

로 부부관계의 변화를 읽어보고자 하였다. 이후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이

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가족 관련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

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

퍼스를 기준으로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요

구도를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2018년 가족 관련 프

로그램 및 관계 강의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한국사회의�5060�부부의�모습�

1970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이혼전수 및 조이혼율 추이를 보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변화는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증가이다. 결혼이 

당위가 아니라 선택으로 변화하면서 젊은 층의 혼인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결혼을 지속해 온 부부의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조혼인율은 

5.5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준이고,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중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이혼이 22.9%를 차지한다. 혼인 초기 

이혼이 높던 것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초월한 상태가 

이어지고 그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표1.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건수 및 구성비(2006~2016)	 (단위: 천 건,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124.5 100.0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0.0 -1.7 

4년 이하 33.0 25.9 33.7 33.1 33.7 31.5 30.7 28.2 27.3 27.2 24.7 24.6 22.9 -0.3 

5~9년 27.3 22.3 25.5 21.7 23.6 22.0 21.7 21.5 21.5 22.0 20.8 20.6 19.2 -0.9 

10~14년 22.4 18.4 21.7 18.3 20.0 18.6 17.4 17.7 16.9 16.3 14.9 14.7 13.7 -1.3 

15~19년 18.0 14.8 18.3 16.5 18.4 16.9 16.2 16.6 17.2 17.0 16.2 14.9 13.9 -8.3 

20년 이상 23.8 18.6 25.0 26.9 28.3 27.8 28.3 30.2 32.4 33.1 32.6 32.6 30.4 -0.1 

20~24년 12.0 9.8 11.7 11.9 12.8 12.6 12.6 13.6 14.4 14.2 13.4 12.8 12.0 -4.1 

25~29년 6.7 5.0 7.2 7.9 8.3 7.7 7.7 8.0 8.7 8.6 8.8 9.0 8.3 1.7 

30년이상 5.2 3.7 6.1 7.1 7.2 7.5 7.9 8.6 9.4 10.3 10.4 10.8 10.1 3.6 

평균혼인 
지속기간

12.1 - 12.3 12.8 12.9 13.0 13.2 13.7 14.1 14.3 14.6 14.7 - 0.6

자료 : 통계청(2017) 2016년 혼인·이혼통계� * 미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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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추이(199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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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각 연도 혼인·이혼통계

이처럼 이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결혼

해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의 질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

가? 또한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의 

2006년도와 2016년의 사회조사분석을 통해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6

년의 부부관계만족도를 성별로 살펴보았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 10년의 변화는 서울시 자료만을 별도로 분석하였으나 연령별 남성과 여

성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지역데이터 안에서 연령별 성별 자료를 나눌 수 없어서 

전국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2.	 지난 10년간(2006~2016)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	 (단위: %)

2006년 2016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15~29 세 44.7 28.6 20.3 4.7 1.8 52.0 28.3 15.5 3.0 1.2

30~39 세 36.5 29.5 25.2 6.4 2.4 38.6 36.6 19.6 3.6 1.6

40~49 세 28.8 27.5 32.9 7.4 3.4 28.9 36.9 25.4 5.9 3.0

50~59 세 24.6 25.2 40.2 6.8 3.2 26.3 34.5 31.2 5.0 3.0

60세 이상 21.7 27.9 40.7 7.1 2.6 22.7 36.4 34.2 5.1 1.6

65세 이상 21.4 28.3 40.8 6.9 2.6 23.1 35.9 34.2 5.2 1.6

계 29.6 27.7 33 6.8 2.9 29.1 35.9 27.8 4.9 2.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부부관계만족도변화. 

2006년과 2016년 사회조사를 통해 본 5060세대의 부부관계만족도 변화를 보

면, 불만족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만족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보통의 응답 비율

이 감소하였다. 2006년의 경우 5060의 부부관계만족도는 다른 어떤 항목보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많은 편이었으나 이 비율이 2016년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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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늘어났다. 그리고 

미미한 차이지만 불만족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불만족스럽고 불분명

한 결혼의 종료가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남아 있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예측된다. 개별적 관계를 위협하는 이혼증가가 오

히려 남아 있는 부부관계의 선택의 의미를 부각시켜, 선택결과에 대한 만족도

를 높였을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아직은 조심스러우며 향

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서울시50플러스�중부캠퍼스�이용자를�통해서�본�서울시�

5060�부부의�모습�

두 번째로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부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부부의 대화

시간,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성역할태도, 부부갈등, 그리고 가사노동참여에

서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이 보여주는 관련특성의 성향을 파악

하고 동일한 항목의 2015년 전국 가족실태조사와 비교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중부캠퍼스 교육 수강생 23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인원

의 45.2%는 남성이며 여성이 54.8%였다. 평균연령은 56세이며 이중 40대가 

14.9%, 50대가 53.1%, 60대가 30.3%, 70대가 1.8%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

는 경우가 26.1%였고 전업주부가 21.4%, 퇴직이 40.3%였다. 제1직업의 은퇴 

후 경과시간은 1년 이하가 32.8%, 1~3년이 28.4%, 3~5년이 15.5%, 5년 이상이 

22.4%이다. 가족형태는 1인가구가 8.7%, 부부만 사는 경우가 13.5%, 부부와 자

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 65.5%, 3세대 가족이 4.4%, 배우자 없이 부모

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6.1%였다.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주관적 계층 인

식은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7%, 중층이 50.0%, 상층이 26.3%이다. 전

반적으로 고학력이고 주관적 계층은 중산층이 다수라고 볼 수 있다.  

	 1) 부부의 대화시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족실태조사와의 비교 시 대체로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대화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보이나 표본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34.5%는 하루 평

균 부부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으로 길지 않다는 점이다. 중년기 이후 부부관계

의 질에서 소통과 평등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대화시간을 늘리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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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무작정 절대적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은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소통하는 방법과 상호이해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부부의 대화시간	 (단위: 명, %)

가족실태조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

전혀 없음 204(2.0) 6(2.9)

30분 미만 3,264(31.3) 66(31.6)

30분~1시간 미만 3,421(32.8) 76(36.4)

1시간~2시간 미만 2,054(19.7) 46(22.0)

2시간 이상 1,495(14.3) 15(7.2)

전체 10,437(100.0) 209(100.0)

	 2)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태도나 가치에 관한 성별 차이는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상호기대에서 갈등을 

불러오기에 가족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다. 

전반적으로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을 보면 

전국실태조사와 비교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적 수준이 더 높은 편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중부캠퍼스 교육생의 수용성은 전국 조사와 비교할 때 수

용적 방향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문항이 있었다. 비혼·이혼·국제결혼·입양에 

관한 항목의 경우, 전국의 5060세대는 이러한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향

을 보이는 반면,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은 평균 3점이 넘어 동의하는 경향으로 다

양한 가족가치관에 관한 수용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문항 가족 실태 
조사(평균)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

전체 평균 남성 여성 t

한부모가족도 양부모가족과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3.05 3.21 2.96 3.41 -3.40***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2.53 3.19 2.72 3.56 -5.61***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2.24 2.98 2.72 3.18 -3.02**

이혼 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재혼하는 것이 낫다 2.80 2.95 3.31 2.67 5.19***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2.84 3.37 3.17 3.55 -2.59*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2.19 2.86 2.59 3.08 -3.05**-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1.95 2.47 2.33 2.58 -1.67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 2.78 3.55 3.32 3.72 -3.41**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 2.89 3.17 3.01 3.30 -2.29*
주� 1) *<.05, **<.01, ***<.001
� 2) 2015 전국 가족실태조사 중에서 5060 자료만을 비교
� 3)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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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수용적 가치관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재혼과 혼전출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수용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재혼에 관한 태

도 하나만이 남성들의 동의 정도가 높았고 혼전출산에 대한 태도는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태도의 차이가 없었다. 나머지 한부모 가족, 독신, 혼전 동거, 이혼, 

선택적 자녀출산, 국제결혼, 입양 등 문항에서 여성들의 수용적 태도가 남성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방향 자체에서 

다른 항목은 한부모 가족, 독신, 혼전 동거에 관한 태도이다. 이들 가족형태에 

대해 남성들은 아직은 부정적인 인식을 그리고 여성들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어 향후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체

적으로 국제결혼, 입양가족, 이혼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평균 3

점을 상회하고 있어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이다. 

	 3) 성역할태도 
전국 가족실태조사 5060응답자와 중부캠퍼스 교육생의 성역할태도를 비교해

보면 모든 영역에서 중부캠퍼스 교육생의 성역할태도가 더 평등적이었다. 중부

캠퍼스 교육생 성별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더 평등적이었다. 

표 5.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가족실태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

전체 평균 남성 여성 t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4.05 4.21 4.01 4.38 -4.33***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3.84 4.12 3.66 4.10 -4.09***

남자가 할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2.91 2.19 2.56 1.89 5.46***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 한다 3.67 3.77 3.54 3.98 -4.01***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2.83 2.20 2.55 1.92 5.14***

주� 1) *<.05, **<.01, ***<.001
� 2) 2015 전국 가족실태조사중에서 5060 자료만을 비교
� 3)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이러한 남녀차이는 실제 부부생활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서로 다른 태도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필수적으로 다뤄야 한다. 서

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 배우자와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

문에 상대에 대해 짐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아랫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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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아랫세대와 가치관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연

령층 여성과의 소통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해하는 ‘경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전국조사 혹은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에서 모두 평균 4점이 

넘은 것은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이며 두 번째 

높은 점수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이다. 이는 여성들

은 남성들이 무겁게 지니고 있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남성에게 덜 요구하고 있

으며 대신 가족 돌봄의 책임을 남성들에게 더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남성

들이 은퇴 후 직면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기

대한다는 것은 상호이해와 공감을 키우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은퇴 이후에도 부양자 역할과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

가 성차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과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과돌봄부담에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일이 중

년기 이후 부부관계 향상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서로에 대해 다

른 기대를 지니고 있다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배우자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4) 부부갈등 
부부갈등 영역에서 가족실태조사와 중부캠퍼스 교육생 조사를 비교할 때 전반

적으로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부부갈등 수준이 더 높은 편이다. 통계적으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전국 조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조사와 서

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를 비교할 때 남녀에 따라 갈등 영역이 다르다

는 것도 흥미롭다. 여성의 경우 전국과 중부캠퍼스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가

사분담 영역이다. 남성들의 경우 가사분담에 관한 갈등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

한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자주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

로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소위 시댁과의 갈등이 전국 조사보다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가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 남성들에게 전국 

조사와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의 차이가 큰 항목은 배우자의 성격이

나 사고방식, 본인부모·형제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성생활 영역이다. 전국의 50

대 이상 부부보다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부부갈등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를 엿볼 수 있는 문항들이다.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의 경우 부부

갈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남녀 모두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이었다. 다음

으로 여성은 가사분담, 남성은 배우자의 생활방식을 갈등영역으로 인지하고 있

었다.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내부모형제와의 관계는 남성들이 인지하는 

갈등수준이 더 높은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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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분담에서 남성들보다 더 높은 갈등수준을 겪고 있었다. 남성의 부모가 여

성의 배우자 부모임을 고려한다면 5060들에게 남성 부모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갈등수준이 높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표 6.	 부부갈등 

부부갈등 영역
가족실태조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조사 

남성 여성 남성 여성 t

내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 2.17 2.10   2.59  2.30   2.25*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 2.06 2.17 2.29 2.65 -2.87**

배우자의 생활방식 (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 2.20 2.39 2.44 2.63 -1.47

자녀교육문제 (학업성적이나 생활방식 ) 2.24 2.25 2.53 2.63 -.72

경제적 문제 2.46 2.51 2.44 2.50 -.53

가사 분담 2.03 2.04 2.34 2.71 -2.93**

배우자와의 성생활 2.05 2.01 2.46 2.43 .28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2.45 2.65 2.83 2.96 -.95
주� 1) *<.05, **<.01, ***<.001
� 2) 2015 전국 가족실태조사중에서 50대 이상을 분석
� 3) ①전혀 없음 ②없는 편  ③가끔 ④자주 ⑤매우 자주

다음으로는 ‘배우자와 지난 1년 동안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 중부캠퍼스 응답자 중 24.5%가 

이혼을 고민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19.0%가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다

고 하였다. 가족실태조사에서 부부갈등으로 인한 이혼고려경험이 여성 22.6%, 

남성 15.1%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부부갈등 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5) 가사노동참여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경우 가사노동 영역별 주당 평균 참여 횟수를 보면 쓰

레기 분리수거를 제외하고 남녀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은퇴 이후 가사노동 

중 돌봄의 핵심영역인 ‘식사준비’에서 여성은 주당 8.16회를 준비하는 반면 남

성은 2.23회로 남녀 차이가 가장 큰 편이다. 설거지도 8.53회와 3.42회로 차이

가 크며 세탁도 3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가 가장 활발

한 영역은 설거지와 집 안 청소로 여성들보다 참여가 적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서 빈도가 잦은 편이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남녀 차이가 없어서 남성들의 참여

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가사노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배출 자체의 

빈도가 그리 잦지 않아 전체 가사노동의 비중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성들에게 식사준비에 대한 참여를 더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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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사노동참여	 (단위: 주당 평균 참여 횟수) 

유형
N 평균

t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식사준비 97 100 2.23 8.16 -9.59***

설거지 97 101 3.42 8.53 -7.42***

세탁 98 102 1.04 3.46 -6.47***

다림질 99 100 0.67 1.39 -2.78**

집안 청소 98 104 2.32 3.16 -2.48*

음식물 버리기 96 105 1.96 2.80 -2.61*

쓰레기 분리배출 96 106 1.88 1.77 -.39
주� *<.05, **<.01, ***<.001

3.�증부캠퍼스�이용자들의�가족�관련�프로그램�요구도�

중부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 관련 프로그램인 상담과 교육 영역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50+상담센터 6대 상담 영역별 요구도 
50플러스 캠퍼스에서는 50+상담센터를 통해 생애설계 7대 영역일, 재무, 사회공헌, 

가족, 여가, 건강,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표 8.	 중부캠퍼스 교육생들의 가족 관련 상담 요구도

N 　평균 표준편차
t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일 98 120 3.81 4.05 .85 .77 -2.23*

재무 98 120 3.58 3.85 .96 .86 -2.14*

사회공헌 98 121 3.90 4.05 .79 .69 -1.51

사회적관계 98 121 3.76 4.05 .80 .73 -2.85**

가족 95 121 3.52 3.81 .93 .79 -2.46*

여가 95 121 3.74 4.02 .84 .77 -2.54*

건강 94 119 3.89 4.08 .87 .87 -1.57
주� 1) *<.05, **<.01, ***<.001
� 2)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보통 ④대체로 필요하다 ⑤매우 필요하다

중부캠퍼스 이용자들의 상담 요구는 3점 중반 대에서 4점 초반대로 대체로 필

요하다고 요구하는 편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대체로 필요하다는 데에 동

의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상담요구가 남성보다 더 높은 편이다. 여성들의 

경우 가족과 재무를 제외한 일, 사회공헌, 사회적 관계, 여가, 건강 등 5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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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균 4점을 넘는 점수를 보여 상대적인 상담요구가 높았다. 남성들은 대

체로 3점 중반과 후반대로 여성들보다 요구도 자체는 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 재무, 사회적 관계, 가족, 여가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남녀 모두 가족상담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

담요구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황혼이혼 증가, 졸혼현

상, 부부갈등 등을 고려할 때 관계의 확대안과 확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50+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율을 보면 중부캠퍼스의 경우 2월부터 

10월까지 총 864건 중에서 일과 사회공헌을 합한 상담이 733건으로 전체 상담

의 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족상담은 전체의 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매

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50플러스 상담센터 운영에서 가족상담 영역을 강화하기보다 전

문기관과의 상담을 연계하도록 하고 일과 사회공헌 관련 상담을 특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상담보다는 교육과 같은 

다른 접근방식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중부캠퍼스 교육생들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4점 내외로 전반

적으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성의 경우에 부부소통 및 관

계 향상 영역에서 남성보다 요구 수준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가장 요구도

가 높은 것은 중년 이후 변화 및 자아정체성 탐색 분야였고 여성은 본인배우자 은

퇴 후 적응, 재무 및 노후가계 운영, 중년 이후 변화 및 자아정체성탐색 분야가 높

은 편이다. 남녀 모두 조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았으며 요리와 일상기

술의 경우도 다른 교육 영역보다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가장 요

구가 많은 것은 은퇴 후 적응과 중년 이후의 변화 영역이다. 다음이 부부관계와 

자녀세대와의 소통 및 관계 향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가족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것과 더불어 앞

으로의 가족프로그램을 캠퍼스에서 진행할 때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은 구성원끼리만 상호작용하는 폐쇄체계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반개방 체계이다. 따라서 최근 가족을 둘러싼 사회에서의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부캠퍼

스 5060 이용자들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기

존의 가족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교육 방식만이 아니라 가족을 공동체

의 개념으로 놓고 이 안에서의 개인과 관계를 이어주는 방식, 또한 가족의 개념

을 확대하여 사회 가족의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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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부캠퍼스 교육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요구도

N 　평균 표준편차
t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부부소통 및 관계향상 103 123 3.72 3.97 .86 .72 -2.37*

자녀 /아랫세대와의 소통 및 관계향상 103 121 3.74 3.90 .84 .79 -1.50

노부모 부양 및 갈등관리 103 121 3.51 3.67 .88 .86 -1.33

본인(배우자) 은퇴 후 적응 101 123 3.97 4.08 .81 .76 -1.06

재무 및 노후·가계운영 100 121 3.84 4.01 .79 .77 -1.60

중년 이후의 변화 및 자아(정체성) 탐색 102 125 3.95 4.03 .68 .76 -.84

조부모교육(손자·손녀돌봄 및 놀이활동 ) 102 124 3.48 3.58 .82 .84 -.91

요리 및 일상적 가사기술 습득 102 124 3.63 3.58 .78 .88 .42

주� *<.05, **<.01, ***<.001

4.�논의�

가족은 늘 변화한다. 그러나 그 변화 속도는 세대와 성에 따라 다르다. 50플러

스 캠퍼스는 50플러스 후반전 인생재설계를 위한 장이고 삶의 전환이 이루어

지는 공간이다. 은퇴 전후의 50플러스에게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시간의 

배분이라는 면에서 다시금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5060 남

성에게 은퇴 후의 가족이란 부모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동반자적 부부관계, 오

랫동안 책임져야 하는 성인 자녀들, 간병과 부양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는 노부

모관계 등에서 더 많은 참여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종의 경험하지 못한 과제 같

은 의미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우에도 본인의 은퇴와 배우자의 은퇴를 함께 경

험해야 하는 과제이며, 전업주부라면 배우자의 은퇴에 재적응하는 것이 공간과 

시간의 재구조화라는 면에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젖은 낙엽’이나 ‘삼식이’

같은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은퇴한 남편에 대한 우려와 자조 섞인 

비난은 이러한 중년 부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50플

러스 캠퍼스에서도 전환 과정에 가족을 중요한 영역으로 놓고 교육과 상담에서 

이를 이해하거나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캠퍼스를 이용하는 5060의 부부관계 특성이 어떠한가

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가족과 관련된 조사가 통계청 사회조사

로 이루어지지만 해당 조사는 서울이라는 지역과 연령,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

하기 어렵고 또한 일부 조사만 이루어져서 부부관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파

악이 힘들다. 가족실태조사의 경우 지역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고, 서울서베이

에서 조사되는 내용은 부부관계 특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서 50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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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캠퍼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아직까지 분석된 바 없다. 분절된 업무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50플러스 캠퍼스라는 공간 

플랫폼에서 당사자 주도와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통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

다. 이러한 접근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는 인생재설계에서 가족 영역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된다. 설립 전 수요조사서울시, 2015에서 가족은 중요하게 부각되었

지만 실제 캠퍼스 운영 이후의 이용자 조사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이외

에는 조사한 바 없다. 가족 영역의 가치나 태도는 성별 특성이 매우 중요한 변

인이 될 수 있다. 은퇴 시기까지 다른 삶의 경로를 경험해 온 남녀를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범주로 접근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 동일한 부부 관련 프로

그램의 해석에도 성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가족특성, 특히 부부 관련 특성에 관하여 최근 한국

사회의 5060의 부부관계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루었으며, 50플러스 

중부캠퍼스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부부 관련 특성과 

가족관계 영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부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

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요도를 파악하여 당사자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설계를 

기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서 성별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프로그램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자 하였다.

최근 한국 5060의 부부관계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는 황혼이

혼과 졸혼이 될 것이다. 이것은 길어진 부부후기의 배우자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길어진 시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반영하는 단어이기

도하다. 실제 이혼율과 사회조사에서의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5060 부부관계가 좀 더 방향이 분명해지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중립적 응답이 줄어들고 오히려 만족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

다. 이는 급격히 증가한 이혼 건수가 보여주듯이 불만족한 결혼의 종료가 늘어

난 반작용일 수 있다. 5060에게 결혼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오히려 유지하고 향

상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에 대한 만족도 증가

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추측된다. 향후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부캠퍼스 교육생조사를 통해 드러난 5060 특성은 전국조사와 

비교한다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중부캠퍼스 교육생들이 더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수용적이었다. 특히 한부모가족, 독신, 혼전 동거

에 관해서는 남녀의 동의 방향 자체에서 차이가 있어 여성은 수용하는 편이었

으나 남성은 아직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5060 부부관계뿐 아니

라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향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추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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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다. 또한 성역할태도를 보면 부양자 역할과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수준에서 

남녀 차이가 있어 성별로 서로 다른 기대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남녀 차이는 조심스럽게 부부갈등 심화라는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남

녀 모두 배우자의 생활방식에 대한 갈등 영역이 크고 여전히 시댁과의 관계나 

가사분담에서 남녀 특성이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성별로 갈등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데 이는 이혼에 대한 고민에서도 볼 수 있었다. 

부부후기의 결혼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이 평등과 소통고선주, 2015이라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와 기대는 이 소통과 평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이 차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이후 관계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 상담과 다양한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는 대체

로 요구가 있는 편이었으나 이 역시 성별 특성이 반영되어 여성의 경우에 상담

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가족상담이 다른 생애영역에 

대한 상담요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향후 50+상담센터의 역량을 어떻게 전문화

할 것인가의 선택전략을 고민할 때 타 기관과의 연계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가족 내의 교육뿐 아니라 

중년의 정체성 등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0플러스캠퍼스의 사업 기획 시 분석된 요구도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특히 남성의 가족 내 적응이나 관계향상은 배우자의 요구가 높은

데 반해, 정작 본인은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은퇴 이후 가족관계 재정립

의 요구가 남성들보다 오히려 여성들에게서 더 높다는 연구이선형 외, 2014는 파트

너인 여성이 느끼는 불편함을 남성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요구

를 감안하되 변화와 당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혼인과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라 애정에 기반한 정서적·경제적 공

동체를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의 개념을 부부와 부모자녀뿐 아니라 친밀한 

동료와 이웃까지 확대해 다룰 필요가 있고 개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정

체성을 다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그리고 가족을 넘어 타인과 사회로 관계를 확대해 

가는 50플러스의 관계 전환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5060 세대는 성장과정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의 롤 모델을 만드는 또 다른 ‘첫번째 세대’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다양한 실험과 도

전은 지속적으로 향후 타지 자체로의 확산모델이 될 것이다. 향후 중부캠퍼스 

뿐 아니라 각 캠퍼스 이용자 특성에 대한 후속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각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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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연구의�철학�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사상가였던 프레이리Paulo Freire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천

적이고 참여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란 기본적으로 더 나은 세

상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문제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발굴되어야 

하며, 연구 과정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며, 연구결과는 삶의 변화를 이

끌어내는 지식을 생산해내고 세상의 실질적 개선과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현장에 관심을 가진 실천적

인 지식인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였다. 그 핵심에는 ‘연구=실천, 실천=연구’이

며, ‘연구자=실천가, 실천가=연구자’라는 철학이 있다. 

실천적 연구를 강조하는 논의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연구자의 범주가 확장되었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지식을 생산해내

는 것은 전문 연구자의 몫이고, 현장에서는 전문 연구자가 생산한 지식을 적용

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분법적 관점이 만연해 있었다. 그러나 실천적 

연구에서는 실천가와 연구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현장 

사람들이 연구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것을 중시한다. 연구는 직업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 

즉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가장 핵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연구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구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얼핏 일반 사람들과 연구는 멀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삶과 연구는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기 삶과 외부 세계에 대해 성찰을 해나가는, 즉 연구자적 관점을 가졌을 때 문

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는 일을 어

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아가게 된

다. 개인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시

민들이 학습하고 성찰하고 분석하는 연구적 관점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점은 많은 역사적 

장면에서 드러난다정민승, 2017.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비판적 성인학습의 맥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

어 왔으며이희수 외, 2010; 한숭희, 2000, 현장연구field research, practitionery research, 실행연

구/실천연구action research, 참여연구participatory research 등의 세분화된 연구 모형으

로 진화해 왔다조용환, 2015.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천적 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수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Lewin, K., 1946,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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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사회복지 영역 등의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실천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

다김영천, 2001; 이혁규, 2009; 정민수 외, 2008. 

50+당사자연구의�지향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50+당사자연구는 위에서 논의

한 철학을 기반으로  “성찰하고 탐색하는 연구자로서의 50+세대”, ‘연구자로서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50+세대’,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50+세대’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50+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50+정책은 

50+대상이 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누군가 마련

한 정책의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는 정책의 대상이기보다는, 50+세대들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른 세대를 비롯한 우리 사회를 위해 

50+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50+당사자연구는 50+세대들이 50+사업과 정책 개발의 주역이 될 수 있

는 장을 마련한다. 

50+세대가 50+정책과 함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50+캠퍼스의 교육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커뮤

니티 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더욱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다. 그

리고 일련의 경험들을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되새김질하

는 연구 활동을 할 수도 있다. 50+당사자연구는 그 가운데 50+세대들이 그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 그 성찰들을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민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장

을 마련한 것이다. 

50+당사자연구의�고민

50+당사자연구의 구체적인 과정은 50+세대들이 스스로 연구책임자가 되어서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을 제

안하고 직접 실천으로 이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들은 단순히 연구팀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말에 연구보고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당사자연구의 결과로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

지 시민 스스로가 수없이 던질 질문과 성찰의 과정,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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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리고 이 과정들이 글로써 정리하는 과정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당사자연구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과연 50+세대들이 

연구 능력이 있는가? 연구의 질을 어떻게 검증하고 담보할 수 있는가? 당사자

연구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50+당사자연구가 굉장히 실험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타당한 우려들이었다. 실천적 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있었어도,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의 실천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50+당사자연구가 두 해째를 맞이하면서 시민연구력의 향상이 우리 

사회변화에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논의들이 모이고 있고, 그러면서 당사

자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관심과 지지로 전환되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당사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

제는 여전히 많다. 당사자연구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

획들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더욱 탄탄히 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연구의 가치

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무엇

보다도 50+세대들이, 실천력과 연구력을 지닌 시민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연구자로서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더불어 당사자연구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는 많은 전문가와 협력자들이 이 연구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해야 좋은 성과

를 낼 수 있다. 

이에 각 연구팀의 연구를 지도할 자문 집단과 자문 집단의 컨설팅 내용

을 보다 밀착해서 함께 고민해줄 연구지원단들이 2017년 당사자연구사업에 함

께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연구의 결과적 산출물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과정적 산

출물시민연구력의 향상, 시민연구자네트워크의 활성화, 사회적 실천으로의 연계 등들을 어떻게 포착해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러한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당사자연구 사업을 맡은 담

당자들의 몫일 것이다. 

2017년�50+당사자연구의�추진�현황

	 • 연구팀 선정
2017년에는 의미 있는 연구주제로 35개의 연구팀이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 심

사와 2차 발표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어렵게 10개 팀을 선정하였다. 선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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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히 연구력이 뛰어난 것만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시민연구자들이 현실

적이고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기여할 가능

성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50+세대 자신의 경험과 사

례,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는 문제의식이 있는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가? 연구 성과가 50+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등이 이루어지는가? 시민연구 활동의 생태

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가? 시민연구자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는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함축되어 있다. 

2017년 50+당사자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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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계획 보완
10개 팀이 선정된 이후에는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좋은 연구결

과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적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 당사자연구팀들의 훌륭한 문제의식이 더욱 좋은 연구결과물로 도

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재단 담당자과 연구팀이 함께 

논의하면서 연구계획서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계획의 보완과정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협약을 맺게 된 10개 연구

팀이 다루는 내용은 세대 간 협력형 공유주거, 진지한 여가, 조부모 공동양육 코

디네이터,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50+세대의 자기효능감, 젠더 관점 은퇴교육 

프로그램, 치매예방 생활습관화 프로그램, 커뮤니티 댄스, 마을교육자원과 마을

교육과정, 50+시민의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신선하고 다양하다. 구체적인 주제

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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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 당사자연구 주제

연구명 세대 간 협력형 공유주거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사업을 중심으로

진지한 여가를 통한 50+ Role 모델에 관한 연구

조부모 공동양육 코디네이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통합비전 생애진로설계 프로그램 효과 검증 프로젝트

50+세대의 생애목표와 투지의 관계분석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

서울시 50+세대 젠더 관점 은퇴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치매예방 생활습관화 실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댄스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연구: 2016년 「중년 회복의 춤」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50+ 지역사회 연계 교육 대안으로서 마을교육생태계 자원 조사 및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과정 모델 개발
: 성북구 시범 동을 중심으로

50+시민의 사회공헌 활동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장애요인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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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보완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6월 16일에는 10개 팀과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형식적인 협약식이기보다는 50+세대 당

사자가 주도하는 연구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서로의 연구내용과 예상되는 

어려움을 나누며, 앞으로 서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나누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당사자연구팀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열정과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연구팀 간 협력의 가능성과 서로의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자연구가 진

행되는 과정에서 재단, 전문가와 연구지원단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 연구 착수
2017년 당사자연구는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도 여러 실험을 해 나갈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50+당사자연구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 측면 모두에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시

민연구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재단은 당사자의 편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당사자연구를 함께 수행해 나

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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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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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어린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의 첫돌이면 여러 가지 먹을 것과 물건을 차려놓고 

앞날이 번영하길 바라며 잔치를 한다. 첫돌을 맞아 기념한다는 

것은 열두 달이 한 바퀴 돌아 지나온 시간만큼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4월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도 의미있는 

달이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재단은 2016년 4월에 서울시 

50+세대의 새로운 인생 비전 창조를 모토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재단 설립 이후 같은 해 5월에 1호 캠퍼스인 서부캠퍼스가 

문을 열었으며, 2017년 3월에는 2호 캠퍼스인 중부캠퍼스가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내년 초에는 3호 캠퍼스가 50+세대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점차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지난 1년간 행보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첫돌을 맞이하여 그간 재단이 일구어낸 성과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5월 26일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1층 50+의 서재에서 50+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50+의�가능성을�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의 50+세대에게 성공적

인 인생 재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

해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기관이다. 재단은 1년이

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시도와 크고 작은 성공,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울시 50+세대와 함께 

여러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50+세

대의 가치를 희망적으로 담아낸 ‘50+의 가능성을 열

다’라는 재단의 새로운 슬로건도 발표되었다.  

포럼 부제인 ‘50+가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을 선포한 이경희 대표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0+세대를 위한 정책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

장과 김선갑 운영위원장의 축사도 있었다(이날 참석이 예정되었던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아세안 특사 해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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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50+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

히 서울시50+재단이 직접 50+세대와 밀착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

로 전국적으로 50+정책이 확산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0+세대가 사회

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개발되고 수행되어야 한

다며, 시 차원에서의 성실한 지원과 재단의 열정적인 수행을 통해서 서울시의 

50+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제1부:�서울시�50+정책의�현재와�미래�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고선주 관장의 사회로 진

행되었다.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50+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형수 국회의원은 『‘잉여세대’에서 ‘주역세대’로 ‘스

트레스 사회’를 ‘성숙한 사회’』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산업구조·인

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50+세대가 가지는 가치를 재정의했다. ‘잉여 세대’는 일

이 필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삶을 즐기고 싶은 욕구를 가진 50대 중반~70

대 중반을 의미하며, 이들은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에서 밀려나 남아도

는 세대가 되었다. 또한 자기가 사

는 땅에서 쫓겨났지만 갈 곳이 없

는 ‘난민 세대’로도 불리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한 해 출생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1955∼1974년에 비해 1/2 수준이

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

가 이미 사회적 경험이 출중한 이

들 세대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

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것을 강조하

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주역 세대

발제하고 있는 서형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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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일,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 50+세대의 신뢰와 협동, 자발성에서 비롯

된다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이성은 과장은 『서

울시 혁신정책, 50+정책의 발자취-서울의 힘 50+』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올랐

다. 이 과장은 서울시가 50+세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의 컨트롤 

타워이자 싱크탱크인 재단을 설립하고, 권역별 캠퍼스와 자치구 단위의 센터로 

확장해 온 과정을 소개했다. 

이성은 과장은 총 3가지로 서울시 50+정책의 방향과 미래를 전달했다. 

첫째, 인생의 방향을 주는 정책이다. 그 예로 재단 출범 이후 서부 캠퍼스에서 

처음 개강한 인생학교를 소개했다. ‘쉰 즈음에 다시 가고 싶은 학교’를 콘셉트

로 한 인생학교는 은퇴 후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졸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50+컨설턴트를 통

한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50+상담센터도 서울시 50+정책의 자랑거리다. 실제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컨설턴트들의 맞춤 상담은 내담자들의 인생재설계

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일과 참여에 관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50+세대가 존재가치를 찾

고 사회에 기여하는 앙코르커리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5년간 1만 2,000개의 

‘보람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농촌·중

소기업과 연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50+세대는 물론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문화를 만드는 정책이다. 서울형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 문화

를 선도하는 숨은 50+세대를 발굴하고, 50+롤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

울시50플러스재단은 캠퍼스와 센터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권역별 6개의 캠퍼

스는 50+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꿈의 플랫폼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밝

혔다. 이성은 과장은 50+정책을 추진하며 자주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기존의 어

르신 복지와의 중복되는 점임을 지적하고,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며 이

를 개선해 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50+세대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일자리임에

도 교육·문화 등에 정책의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가겠다며 지원체계 내에서 기관들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50+세대가 개인적으로는 은퇴의 재정의를 통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고 공헌하는 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비해야 하

며, 사회적으로는 50+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사회의 메마름을 적시는 물길을 

내도록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함께 물길을 만들어 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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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의 남경아 관장이 『50+와 함께한 실험

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재단과 함께 출범한 캠퍼스의 지난 1년간 경험을 공유

했다. 서부캠퍼스는 1년간 총 198개의 과정을 개설하고 7,000여 명의 등록생

을 받았으며, 캠퍼스 이용객은 7만 7,000여 명에 달했다. 캠퍼스에서는 스타트

업이나 단체에 공유 사무실을 제공하며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

며, 당사자 주도 운동방식을 채택해 실천하고 있다. 남 관장은 2017년에는 당사

자 주도 운동의 실체를 좀 더 구체화하고, 50+세대의 활동 무대를 확장해 갈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에서도 여러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경계를 넘는 협력

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50+학생회관을 만들어서 이곳에 모인 

50+세대들이 꿈을 만들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부의 마지막 발제에서는 서울시50+재단 일자리사업본부의 김만희 본

부장이 『일을 통한 50+세대와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50+일

자리사업의 미션과 추진 방향, 과제 등을 소개했다. 50+일자리사업은 ①공헌

형·혼합형 중심 50+일자리 ②파트너십 기반 일자리 발굴 무대와 채널 확장 ③

일자리까지의 촘촘한 디딤돌 제공 ④50+세대 인재풀 DB 및 매칭 인프라 구축

을 추진 방향으로 삼는다. 아울러 5대 중점 추진과제로 ①50+세대와 사회 모두

를 위한 한국형 앙코르커리어 모델 발굴 ②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 

발굴 및 확산 ③수익과 공헌 모두를 만족하는 혼합형 일자리 모델 창출 ④앙코

르커리어 전환 교육 확대 및 일자리 교육 연계성 강화 ⑤50+일자리 지원을 위

한 온·오프라인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맞춰 50+일자리 발굴 무대는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약 180명의 시민이 포럼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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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이에 따른 미국 앙코르커리어 유망 6대 분야제1섹터: 연방, 주 공공영역, 사회서비

스 카운슬링, 코칭/ 제2섹터: 의료, 돌봄, 환경 및 지속가능 분야/ 제3섹터: 비영리 사회적경제, 교육에 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공헌형 일자리로서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을 소개하

고 그 성과 및 의의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제2부:�내가�꿈꾸는�50+�

포럼의 2부 세션은 ‘내가 꿈꾸는 50+’의 주제로 허남철 교수경기대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50+당사자 및 관계자를 통해 실제적인 사례

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는 베이비부머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 2막의 원스톱 서

비스를 추구하는 ASKAge Solution of Korea의 김성애 대표로 “베이비부머 문제, 

ASK에 문의하세요”란 제목으로 사례를 공유했다. 코리아헤럴드의 기자로 자

신이 경험한 50+관련 콘텐츠와 지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SK를 창업한 김

성애 대표는 올해 서부캠퍼스 사무실에 입주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

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인생 2막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리어 사이트

를 구축하는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0+세대에게 인생 

재설계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문강의, 커리어 코칭, 커리어 사

이트, 생생뉴스 등의 콘텐츠를 가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표 브랜드가 되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두 번째는 ‘서울의 녹색을 가꾸는 인생학교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발표

한 드림가드닝의 박수덕 대표가 사례를 공유하였다. 박 대표는 서부캠퍼스의 

인생학교 2기 졸업생으로, 과정 중에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제

를 위해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을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멤버들과 함

께 인생 황금기 2막을 꽃 피우겠다는 드림가드닝은 지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것

이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행운이라 자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는 50+세대는 아니지만 그들과의 협력을 이루어 가고 있는 

청년벤처기업 세이SAY, Senior and Youth의 조연정 대표가 맡았다. ‘세이50+캠퍼스 

프로젝트 오버뷰: 청년소셜벤처와 50+튜터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이가 이룬 성과를 소개해 주었다. 세이는 국내 시니어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

자를 연결해 주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시니어에게는 삶의 활력과 의미 있

는 사회활동 기회를 드리고, 학생에게는 좋은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어 프린스턴대학교·예일대학교와 MOU를 맺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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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창출하는 창업활동으로도 이어졌다고 한다. 조대표는 이 과정에서 시니어

들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하

기를 원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당사자들이 서울시50+재단, 캠퍼스와 함께 실천해 온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고 난 이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취합된 질문들이 1부와 2부의 발표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다. 

이것은�일종의�혁신이다(정건화�교수�마무리�발언)

질의응답까지 2부 순서를 모두 마친 뒤 폐회를 앞두고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정건화 교수는 “포럼의 모든 메시지를 다 외우

고 싶을 정도로 신선하고 알찼다”고 평하며, 앙코르닷오르그의 설립자 마크 프

리드먼Marc Freedman의 “이건 일종의 혁신이다”라는 말을 빌려 서울시50+재단의 

지난 1년을 혁신의 관점에서 되짚어보았다.

정 교수가 말하는 재단의 첫 번째 혁신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긍정으로 

전환한 생각의 혁신이다. 재단의 설립이 제기된 당시, 기존의 노인 복지 및 일자

리 정책이 존재하기에 이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1년간 재단이 이루어낸 성과를 보며 의회의 우려는 긍정의 목소리

로 바뀌었다.

마무리 발언 중인 정건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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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우리 
50+세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0+정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A. 
198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고령자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유럽에서는 이 때문에 

퇴직연령을 당기는 정책이 수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와 장년 

일자리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청년·장년 가리지 않는 일자리 정책이 실천되어야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매출이 늘며 일자리 자체도 늘어날 수 있다. 나는 장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헌법 32조 제1항). 당당하게 일자리를 요구하자. 아무리 예산이 

투입되어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50+세대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서형수 국회의원

Q. 50+캠퍼스는 아지트 

같아서 이런 공간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50+정책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전적으로 동의한다.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 50+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다고 본다. 50+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농 관련 정책이 개발되는 등 장년층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자원이 부족한 농촌으로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캠퍼스에도 

개인 단위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로 간의 

신뢰관계, 혈연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집단 

교육을 통해 새로운 힘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공동체가 

공동의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서형수 국회의원

A. 
가장 큰 성과는 50+세대의 

잠재력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잡고자 한다. 누구나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가듯이 앞으로 5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인생학교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성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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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들은 

홍대, 어르신들은 
파고다 공원과 같은 
세대별 상징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50+세대에게도 
상징적인 공간이나 
문화 근거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당사자 운동에서 

50+세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A.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도, 

50+세대에게 세대 문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50+세대의 문화는 다른 세대에 

본이 되는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는 

공간을 넘어서 다른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이성은 과장

A. 
시민참여, 시민주도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 당사자 운동은 최근 청년 운동 등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핵심은 거대담론이 아닌, 당사자들이 

느끼는 아주 구체적인 의제를 밀착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베이비부머가 마을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에 관한 이야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독립하고 

번성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예이다. 50+세대들은 

청년 세대와 달리 조직을 만들면 일단 크기를 키우고 

회장·부회장·총무를 뽑는다. 150개의 커뮤니티가 있다면 

150명의 회장님이 있다는 소리다. 이러한 위계질서가 

가장 힘든 부분이다. 당사자 운동의 요지는 유연함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인데, 50+세대는 

조급하고 성급하게 결과를 추구해서 운동하는 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남경아 관장

A. 
이건 일자리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창업활동에서는 

어떤 사람과 조직을 이룰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실제 

연구결과들을 보면, 창업활동 시에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가장 성공률이 

높았다. 이들의 경우 시행착오도 적었다. 이런 부분에서 

보람 일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사회공헌을 

하며 적은 수입도 얻고,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의 패턴과 

방식을 알아가며 맞추어 나가는 경험이 중요하다. 

김만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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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람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Q. 드림가드닝은 

소득이 없이 지속적인 
봉사활동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Q. 실질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사례가 흥미로 
웠습니다. 
세이(SAY)의 
꿈은 무엇입니까?

Q. 창립한 지 얼마 안 된 ASK는 

팀원들 사이에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극복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오전에 앙코르50+포럼에서 앙코르닷오르그의 벳시 월리가 

강연한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사회에서 50+세대로 인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아까 발표한 세이(SAY)의 사례처럼 시니어들이 더 열정적이고 

노력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례들이 

늘어가야 한다. 현재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매칭했을 때 못 버티고 

나오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시니어들이 개입하여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협업하며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불식하고 추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만희 본부장

A. 
세계에서 가장 큰 

청년과 시니어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화상채팅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시니어와 학생들을 

매칭해 왔는데, 다른 

언어를 추가하거나 

한국의 문화 등을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조연정 대표

A. 
우리 팀원이 10명인데, 이들을 한 데로 묶는 게 

어려웠다. 50+세대인 팀원들이 너무 바빠서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짜기가 어려웠다.  

바로 어제(25일) 서부 캠퍼스의 공유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면서 이제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다. 서로 머리를 맞댈 것이다. 

김성애 대표

A.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체를 

감사한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현재 

소임에 감사하자고 서로를 다독이며 

격려한다. 인생 2막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비우고 버리고 배우고 나누며 

살자고 생각하며 봉사한다. 다들 

공감하고 있다.

박수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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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은 정책의 혁신이다. 정 교수는 서울시50+재단

이 교육과 일자리 사이에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만들어낸 정책들, 자원봉사와 일자리를 연결한 사례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이라고 평했다. 그 외에도 지역을 넘나들고 민간과 공공의 영역

을 넘나든 혁신적인 협력 또한 칭찬했다.  

세 번째 혁신은 연구자가 아닌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성공사

례들에서 발견했다. 지난 1년간 서울시50+재단이 실시한 다양한 정책과 캠퍼

스·센터의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기관들이 와서 배워가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

서 만들어졌으며, 당사자들의 주도하에 성공모델이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혁신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소셜 임팩트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다며, 

정건화 교수는 이제 거꾸로 이런 사례들을 연구자들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더 이상 미국의 사례들만이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발표한 SAY, ASK, 

드림가드닝의 사례가 모두 혁신적이라고 평했다. 

2017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창립 1주년 기념 50+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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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화 교수는 인사를 마무리하며 미국 은퇴자협회AARP의 “Life Reimagined”

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자 에밀리야 팔도의 말을 인용했다. “은퇴 후에 베

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것은 서커스의 공중그네 갈아타기와 같은 

모험적 과정이다”라며 “그렇게 겁나고 떨리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뒷받

침하는 것이 50+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공공 부문

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말한 정 교수는 그러나 언제까지 공공 부문

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과 함

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의 공익성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전했다. 또한 비록 지금에서야 이러한 50+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인식되

며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대부분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세금을 통

해 수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고 알려

서 엄밀하게 성과를 지원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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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50+세대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수행은 혁신이 아니고서는 이끌어 가기 어렵다. 

같은 고민과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한 참석자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지금까지 

이루어온 혁신의 동력이 바로 이들에게서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

고 앞으로 필요한 혁신의 희망 또한 이들, 이곳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뜻깊

은 시간이었다. 서울시50+재단이 걸어온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다보는 50+정책개발포럼은 이렇게 혁신의 희망 속에 마

무리되었다.  

50+정책포럼 발표자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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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정책포럼 발표자 사진들.



앙코르커리어: 	
나의 인생 이야기

50+리포트 통권 05호 게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글: 김시유PM, 김가현

<제4회 앙코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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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앙코르50+포럼은 해외의 50+의 삶과 

일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장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1층 50+의 서재에서 개최된 제4회 앙코르50+포럼에서는 

3회 포럼 때 화상 강연으로 만났던 앙코르닷오르그의 벳시 월리Betsy 

Werley의 인생 이야기는 물론 좀 더 생생한 미국의 앙코르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앙코르커리어: 나의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4회 포럼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여는�말�

포럼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이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생각보

다 더워진 5월의 끝자락에서 이른 오전부터 행사장으로 오르막길을 걸어온 참

석자들에게 건네는 안부 덕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재단이 50+세대를 위해 해온 일들을 공유하

며, 무엇보다 앙코르50+포럼이 다양한 선진사례를 알리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고자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른 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봄의 끝자락에

서 활짝 핀 장미꽃처럼, 50+세대가 삭막한 사회에 희망과 가능성의 꽃을 피워

주길 바라는 격려의 말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인사말을 하는 이경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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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회자의 소개를 받은 벳시 월리이하 벳시가 강단에 섰다. 큰 키와 곧은 자세

로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한 벳시는 나이가 무색하게 당당하고 건강해 

보였다. 벳시는 50+세대를 계절에 비유한 이경희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언급하

며, 참석자들이 맞이하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에 영감이 되는 강연이 되길 바란

다고 화답했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1주년에 대한 축하 말씀도 잊지 않았다. 

연사�소개�

벳시는 기업 변호사와 은행 임원 등 역동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커리어우먼

으로, 은퇴 이후 인생 2막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해 왔

다. 지금은 미국 중장년층의 사회적 활동을 이끄는 앙코르닷오르그Encore.org에

서 네트워크 확장 총괄이사로 일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사회적인 참여

와 활동을 독려하는 앙코르커리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다양한 캠페인

을 실천하고 있다. 

본 강연에 앞서 벳시는 참석자들에게 앙코르닷오르그의 설립자인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이 앙코르커리어 운동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더 길어진 은퇴 후의 삶에서 ‘은퇴자’ 또는 ‘노인’이라는 분류만으로 정의되지 

않는 지금의 50+세대들에게,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경험을 활용하여 지속

적으로 보수를 얻을 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문제의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기여

하는 것이 앙코르닷오르그의 정수라는 내용에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

감했다.

벳시�월리의�인생�이야기��

강연의 주제처럼 벳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풀어놓았다. 현재 61

세로 총 38년 정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벳시는 기업 변호사와 JP 모건 체

이스 맨해튼 은행의 임원으로 사회생활을 해왔다. JP 모건에서 일하던 시절, 처

음 NGO 단체를 접하게 된 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기의 큰 동기가 되었다고 한

다. 자신의 성공만이 아닌 타인의 성공적인 삶에 기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비전을 품게 된 것이다. 그래서 49세가 되던 해, 본격적인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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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시가 앙코르닷오르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일인데, 지

금은 북미·아시아·유럽·남미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은퇴 후 자신의 경

험과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기로 한 벳시의 결정은 자신에게도 영감을 주

고, 열정을 새롭게 하며, 인생 3막의 새로운 시작에도 힘이 되었다고 한다. 

벳시는 사기업에서 NGO 단체 활동으로의 커리어 전환을 ‘인생 전환’

으로 언급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로 자신이 얻은 교훈을 정리했다. 

첫째	 당신의 네트워크는 가장 큰 자원이다.
	 (주위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둘째	 기억하기 쉬운 나만의 비전, 나의 소개, 나의 꿈을 담은 문구를 개발하라. 
	 (벳시의 경우 이 문장을 답하는 데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셋째	 NGO에서 일하고 싶다면, 강의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신용 및 신뢰를 쌓아라.
넷째	 신생 기업이나 작은 기관들은 나의 경험과 재능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은퇴 후 구직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작은 자리라도(예를 들어 자원봉사라도) 일단 시도하고 시작하라.

강연을 하고 있는 벳시 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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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인생전환기의�과제와�해결방안��

앙코르커리어를 찾고 실천하는 것은 힘들다. 50+세대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

해 본인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은 잘 찾

지 못한다. 벳시는 이럴 때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

어 서울시50+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상담 등을 잘 활용하여 그 

가치와 기회를 제공받으라고 첨언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50+세대들

이 어려움을 겪는 방향 설정에서 <앙코르커리어 핸드북>과 같은 관련 책자나 

전문가 또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새로운 일이나 봉사활동을 가족이나 친지가 반대할 경우 맞서 말할 수 

있도록 나의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직장인들 10명 중 3명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것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관심 분야를 파악하며,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한 기회를 잡기 위해 NGO, 자원봉사활동, 커뮤니티 활동, 50+재단 

등을 잘 활용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성공적인�앙코르커리어�사례�

벳시는 또한 앙코르닷오르그에서 60세 이상의 성공적인 혁신을 이룬 이들에게 

수여하는 목적상The purpose prize 수상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있는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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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아시아계 미국인 간병인 단체를 구축한 최임자 씨

미국에서 모친의 병을 간호해 줄 한국어가 가능한 간병인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간병인(돌보미) 인력풀을 시스템화하여 구축하였다. 최
임자 씨의 앙코르커리어의 사례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이 
된 비즈니스적인 성과는 물론 필라델피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시스템에도 큰 발
전을 가져오는 사회공헌 또한 이루어냈다.

사례 2

식품 관련 사업으로 기아 해결에 기여한 스티브 권

식품 영양학 분야의 전문가인 스티브 권은 은퇴 후 아프가니스탄 여행을 하며 그곳의 열악한 식
량 사정을 목격하고, 고단백 콩제품을 개발했다. 이후 제품 생산업체, 이를 보급하는 비영리단체
를 설립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전문지식과 커리어를 그대로 적용해 앙코르커리
어를 실천한 성공사례이다.

청중질문

Q.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우리 
50+세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목적상의 하나로 소개해 드린 것이다. 앙코르닷오르그는 

성공적인 중장년스토리, 열정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도 

한다. 미국 내에는 7,700 만의 베이비부머가 있고, 법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지난 10년 동안 은퇴연령이 

평균 63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앙코르커리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미국 베이비부머들은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인 변화가 중요하며, 

이때 서울시50+재단이나 앙코르닷오르그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다.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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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닷오르그의�프로그램�소개�

	 • 앙코르 펠로십(Encore Fellowship Network, EFN)
	 	영리기관에서 은퇴 후 비영리기관에서 자신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은퇴자들은 1년에 1,000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은퇴 전 

20% 정도의 임금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프로그램 확장이나 기술력 확보의 역

할을 하는데, 경험과 가치미션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비

영리기관에 몸을 담게 된다. 인텔 등 다수의 기업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데, 기

업 차원에서도 사회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다는 이미지가 창출되어 기업 이미지

도 더불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벳시는 무엇보다도 중장년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

기에 기업들이 나서서 후원해 준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공적인 방식이 한

국에도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개된 아래의 사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에서 은퇴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면에서 인상 깊게 다

가왔다. 

사례 1

블레이크 사샤(Blake Sacha)

인텔에서 화학 엔지니어로 28년간 근무한 그는 앙코르 펠로십을 통해 애리조나 과학재단에서 기
획과 프로젝트 관리 등에 참여하며 대학에서 화학을 강의하고 있다.

강연에 집중하고 있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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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라지브 매튜(Rajiv Mathur)

인텔의 반도체 R&D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베이지역기후협동조합에서 친환경적인 기
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앙코르 펠로십을 실천하고 있다. 

청중질문

Q.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례들이 소개되다 
보니 앙코르 펠로십은 
전문영역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앙코르 펠로십의 다른 사례를 소개하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약간의 교육을 받아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중장년층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기보다는 경험과 삶의 지혜라고 생각한다. 여기 있는 모든 

참석자는 그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자원봉사를 통해 펼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Generation to generation(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장년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또는 젊은이에게 그 경험을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총 5년의 기간을 두고 기획한 것으로, 100만 명의 고령자들이 

젊은 세대를 돕는 다양한 역할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 긴급한 현안인 빈곤층 어린이, 교육과 취업 등에 

있어 어른들의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

가 필요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중장년층이 사회의 어른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현

하자는 캠페인부터 시작해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캠페인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상영되었는데, 중장년 세대들이 과학·

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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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진행하며 벳시는 열정적인 참석자들을 보며 더욱 힘주어 자신의 이야기

를 계속했다. 그러다가도 질문을 하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에는 통역한 내용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3회의 화상 강연 때에는 

미처 전달되지 못했던 한국 50+세대의 열정과 또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고스란

히 전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벳시는 이러한 참석자들의 열정과 관심이 한국

의 새로운 50+문화와 일자리, 그리고 성공적인 앙코르 스토리의 씨앗이 될 것

이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포럼은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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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40대부터 미리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앙코르커리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까?

Q. 밀레니엄 세대인 

학생입니다. 중장년층의 
재능과 경험은 청년세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벳시는 
어떤 중장년층의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스토리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개인적인 삶이 궁금합니다.

Q.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65세이며, 서울시50+캠퍼스의 인생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실정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50+는 산업화·근대화·민주화·정보화 등 서양에서 200년이 
걸려서 있어났던 일을 우리 한국 50+들은 20~30년 만에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50+는 대부분 암울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복지는 열악하고 기초연금도 65세가 지나야 나옵니다. 
사회에서는 퇴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고 평생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이렇게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 고령화 시대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건 모든 이의 
희망인데, 건강관리는 
이젠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앙코르재단에서도 미용과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A. 
훌륭한 질문이다. 일부 시도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경험을 보고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미국 

은퇴자협회에서는 50세 되기 직전부터 카드가 나오는데, 이것이 

50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일종의 알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 
굉장히 정열적인 질문이다. 동감한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50+세대는 지역사회와 정부에 우리의 가치를 어필하고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불어 보다 

창의적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동일하다.

A. 
맞는 말씀이다. 앙코르닷오르그에는 정확히 맞는 

프로그램은 없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 

일은 열정을 다시 찾도록 해주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다 쏟아붓고 있다. 현재 35명의 대학생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하나의 롤모델로 

여겨준다면 감사할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앙코르운동이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나도 나이들어서 저렇게 살고 싶고,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난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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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후 벳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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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시 월리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50+
- ‘호모 헌드레드’시대, 삶의 재정의 -	
South Korea – redefining life in the “homo hundred”era

벳시 월리 Betsy Werley  
앙코르닷오르그 국제 네트워크 총괄이사

번역: 정혜윤PM, 김가현

50+리포트 통권 05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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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을 위한 아주 대담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싶은가? 

당장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향하길 

권한다. 지난 5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창립 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중부캠퍼스를 투어하며, 그곳에서 5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리더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앙코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앙코르 프로그램을 만나 보았다. 

하지만 비전과 능력 있는 리더십, 인상적인 시설을 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두 도시에서 체결된 <2016 앙코르-서울 50플러스 협력

관계Encore-Seoul 50Plus connection>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서 ‘아-태 액티브 에이징 컨소시엄ACAP,  Active Aging 

Consortium of Asia Pacific’과 새롭게 협력관계도 맺을 수 있었다.

21세기의�대한민국

당신이 세계사 시간에 대한민국에 관한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이 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배경 정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5,100만 명와 국토 크기남한 국토 전체를 미국으로 옮기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딱 들어맞을 것이다에도 불구하고, 전후 빈곤을 딛고 세계 11위의 경

제 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이다. 

또한 기대수명은 높고더 길어진 수명에 대해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라 출

생률은 낮다 보니, 한국의 노년층 인구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

의 의무 퇴직연령 제도는 53세의 젊은 중년 퇴직자를 양산한다. 이처럼 길어진 

수명과 적은 연금 수령액은 결국, 많은 이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필

수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더구나 청년층이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과 긴장 또한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인구의 절반이 정부와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 지역

의 아파트는 수적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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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이러한 배경을 가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50~65세의 세대들을 위한 명확한 정책 비전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협력자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앙코르 운동은 정치적 어젠다로 주목을 받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미션과�이루어낸�성과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50+세대를 위한 새로운 생애 비전을 창조한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1:1 상담, 다양한 교육과정, 문화적 활동, 공유공간, 그리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앙코르커리어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50+세대

와 관련된 미국의 경험과 자원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단

은 『앙코르커리어 핸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캠퍼스는 이런 다양한 활동의 터전이 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성실

하게 그 목적을 실행해 왔다. 현재 중부캠퍼스와 서부캠퍼스가 개관해 운영되

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안에 서울 내 권역별로 몇 개의 캠퍼스가 더 개관할 예정

이다. 나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중부캠퍼스2017년 3월 개관를 방문했는데, 이 캠퍼

스가 갖추고 있는 훌륭한 시설들은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에 재단이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악수하는 이경희 재단 대표이사와 벳시 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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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와 더불어 노년층이 집과 더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기반

의 19개의 센터 또한 운영되고 있다. 

노년층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은 당사자 주도의 운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다. 

개관 첫 해를 맞은 서부캠퍼스에서는 120여 개의 동년배 그룹이 봉사활동이나 

캠퍼스 기반의 다양한 활동요리교실, 합창, 목공 등, 산책 등을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었다. 

�창립�1주년�기념�프로그램:�전국적인�운동의�씨앗�되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1주년 기념행사는 글로벌한 관점과 지역적 관점이 결

합하여 이루어졌다.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서

울시 사례를 통해 각각의 50+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고자 열심히 배우고 있

었다.  

행사는 나의 ‘앙코르커리어’에 관한 발표로 시작됐는데, 서울 곳곳에서 

온 참석자들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각 도시와 대학들로부터 온 리더들까지 

100여 명의 청중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의 폭은 매우 넓

었다. 왜 사회가 한국의 이 ‘위대한 세대’를 평가절하하는지,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들의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50+세대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재단의 스태프들이 재단의 성공적인 

첫 해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에서�시행되는�긍정적인�에이징�관련�운동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노인생활과학연구소RISBLE, Research Institute for 

Science and Better Living for the Elderly가 위치한 도시이다. 노년학자로, 교수로 활동하

며 긍정적 노화의 지도자로 불리는 한동희 박사가 소장으로 있는 이 연구소는 

노인들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컴퓨터 기술을 가르

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세대 간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한동희 박사는 또한 ‘아-태 액티브 에이징컨소시움ACAP,  Active Aging 

Consortium of Asia Pacific’의 대한민국 대표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만난 한 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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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앞으로 ACAP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좀 더 알

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매체�인터뷰와�앙코르�아웃리치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협력으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

었는데, 부산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와의 인터뷰도 그중 하나였다.

한국은 노년층과 그들의 인생 2막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시작된 나라

이기에, 많은 이들이 나의 앙코르 스토리와 61세에 새롭게 결정한 커리어 플랜

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또 다른 주제는 앙코르닷오르그의 활동

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의 앙코르 운동 지형이 어떠한지, 인생전환기를 맞은 은

퇴자들에게 어떠한 협력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은퇴 후 삶이 어떻

게 준비되고 특히 직업과 관련한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여

러 질문을 받았다. 

또한 ACAP 뉴스레터에 앙코르 운동에 대한 개관을 적은 글도 한 편 기

고했는데, 그 글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멤버를 초청할 수 있었다. 

여행을�마무리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매우 인상적인 비전과 재능이 출중한 스태프들, 그리고 

일류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다. 캠퍼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50+당사자를 지원하는 풀뿌리 리더십을 갖춘 스태프들

이 이끌어 가는 노력의 균형도 강력하였다. 이는 실험하고 서로 배우며 적정선

을 맞추어 가는 데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되는 것이었다. 

재단의 정무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구조적·문화적인 힘은 특히 노인차

별, 의무적인 은퇴연령, 경험 많은 인재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와 같은 문제

들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첫 해에 

이룬 아주 인상적인 성공이자 50+와 관련한 글로벌 지형에 남긴 주요한 족적이

기도 하다. 앞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부터 들려올 뉴스와 좋은 사례들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들과 굳건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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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want to experience a bold, sophisticated program engaging older 
adults, head straight to a Seoul 50Plus campus in South Korea’s capital. 
In May, I met with leaders of the 50Plus program, participated in their 
first anniversary conference and toured the Central Campus. I’ve seen 
a lot of encore programs in my role as Encore Network lead; the Seoul 
50Plus effort stands out for its vision, talented leadership and impressive 
facilities, a product of funding and support by Seoul mayor Park Won-
Soon. My visit continued 2016 Encore-Seoul 50Plus connections that 
were established in both cities. It also fostered a new connection in 
Busan, South Korea’s second-largest city, and with the Active Aging 
Consortium of Asia Pacific.

21st Century South Korea
In case you missed the South Korea lecture in your world history course, some 
background information for context. Despite its relatively small population51million 
and size the entire country fits in the area between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South Korea is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rising from post-war poverty to Asia’s wealthiest 
country per capita. 

Life expectancy is highthus the “homo hundred”shorthand for longer lives and birth rates 
are low, so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is growing fast. Mandatory retirement 
ages in companies produce young “retirees”with a median age of 53. Long lives and 
small pensions mean that paid work is a necessity for many people. Younger people 
are experiencing high unemployment, adding to the intergenerational strains.

South Korea is a high-density country. Half the population lives in the 
province surrounding Seoul, the government and business hub, in relatively small 
apartments. 

In May, the country elected a new President, Moon Jae-In, whose Liberal 
party was the only one to articulate plans for the 50-to-65 generation. Seoul’s 
Mayor Park Won-Soon, the Seoul 50Plus Foundation’s champion, is a close ally of 
new President Moon, so encore work is high on the politic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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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50Plus: Mission and offerings
With a mission of “creating a new life vision for Seoul’s 50 plus generation,”the 
organization offers one-to-one counseling, courses, cultural activities, meeting 
space and an encore career program, designed to help people transition to new, 
paid positions. Leveraging U.S. resources, the Foundation has translated both The 
Encore Career Handbook into Korean. 

Those activities take place on purpose-built campuses. Two have opened–
the Central Campus and the Western Campus–with several more scheduled for 
the next two years, distributed across Seoul’s sprawling territory. I visited the newly 
opened Central Campus, where beautiful facilities make a strong statement about 
the value of investing in experienced adults.

In addition to the campuses, 19 local activity centers will allow older 
adults to connect closer to home. 

To tap older adults’energy and creativity, Seoul 50Plus is creating a 
“platform”that fosters participant-led efforts. In its first year, the Western Campus 
fostered 120 such peer groups whose efforts included volunteering, on-campus 
activitiescooking classes, choral singing, carpentry and walking groups.

 First anniversary program: Seeding a national movement
The Seoul 50Plus first anniversary celebration combined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Representatives from 40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ttended 
to learn and begin planning their own versions. 

My “Encore Careers”program kicked off the day, with an audience of 
100 program participants, staff members, leaders from other cities and academics. 
Questions ranged widely, including why society undervalues Korea’s “greatest 
generation,”how millennials should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entrepreneurship 
opportunities and “‘fun’activities for the 50-plus generation.”

Afternoon speakers included government supporters and staff members, 
celebrating the first year’s successes and sharing plans for the com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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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ositive aging work
Seoul’s second-largest city, Busan, is home to the Research Institute for Science 
and Better Living for the ElderlyRISBLE. Led by Dr. Donghee Han, a gerontologist, 
professor and positive-aging leader, its activities include computer training 
that helps older adults stay connected, programs forAlzheimer’s patients and 
intergenerational programs. Dr. Han also represents South Korea in the Active 
Aging Consortium of Asia Pacific ACAP. She was a gracious host, and I look forward 
to connecting more closely with ACAP and its programs.

Interviews and Encore outreach
In support of the Seoul 50Plus work and other activities, I spoke with a Busan 
newspaper and two Seoul-based papers, one of which focuses on business. 

In a country just starting to think about second acts for older adults, 
all were interested in my encore story and career plans at age 61. Other topics 
included Encore.org’s work, the U.S.encore landscape, corporate support for retiree 
transitions, preparing for post-retirement life and generational conflict, particularly 
around jobs.

I also wrote an Encore overview piece for the Active Aging Consortium 
Asia-Pacific newsletter, introducing our work and inviting members to get in 
touch.

Closing thoughts
Seoul 50Plus has an impressive vision, talented staff and first-class facilities. It’s 
inspiring to spend time on their campus. Their balance of staff-led efforts with 
grass-roots leadership is powerful, as is their commitment to experiment, learn and 
fine-tune.

Structural and cultural forces beyond the organization’s control create 
challenges, particularly ageism, mandatory retirement and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value of experienced talent. That said, Seoul 50Plus has had an 
impressive first year, and it’s an important addition to the global landscape. I look 
forward to sharing news and best practices from their work and continuing our 
strong relationship.



호주와 싱가포르의 
50+정책 사례

- 50+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

Kainan Wang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인턴

번역: 정혜윤PM, 김가현

50+리포트 통권 04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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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의 고령화 

현황과 특성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 

그리고 유관단체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노년층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이들 국가의 고용과 관련한 50+정책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서울의 50+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왜 호주와 싱가포르인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화를 맞이하며 앞으로 몇십 년간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호주의 현실① 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

어난 한국의 베이비부머가 마주할 그것과 매우 닮았다. 호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더딘 편에 속하지만, 변화가 적고 단조로운 지리적 특성에 비해 

내부적으로 인구구성, 인구밀도, 발전단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연방·주·지

역 단위로 다차원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단위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호

응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

행하는 시민참여단체advocacy group의 활동이 눈에 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는 

다르지만 활발한 고령화 문화를 양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훈

련과 참여 활동은 학습할 여지가 있으며, 서울의 50+정책 개발에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이후 몇십 년간 

놀라운 경제성장과 발전을 경험해 왔으며,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무려 8만 

5,382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② . 이는 196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역사와 중복된다. 싱가포르의 인

구는 대한민국의 1/10 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문제들이 국가정책 수립에 주요한 쟁점이 된다는 점

에서 또한 유사하다. 

주목할 점은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화가 야

기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1980

년대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을 준비했다

는 사실이다. 2016년 발표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프로그램 사례는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서 운영하는 50+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연

관하여 상호 발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① “Population by Age and Sex, 
Australia, States, and Territorie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 

② “GDP Per Capita, PPP”. The 
World Bank. 2016. (http://data.
worldbank.org/indicator/NY.GDP.
PCAP.PP.CD?location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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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주의�사례

	 • 고령화 현황과 특성: 경제활동이 가능한 50+ 세대의 급증 

그림 1.	 호주의 성별·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5 04

Males(%) Females(%)

13 22 31 0 4 5

85+
80-84
75-79
70-74
65-60
60-54
55-50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0
0-4

Age group
(years)

● 2014
● 1904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Previousproducts/3101.0Feature%20
Article1Jun%202016)

호주는 대영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기 이전부터 거주

한 토착민들,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식민 개척자의 후

손들, 그리고 유럽 및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 등으로 

다양한 인구구성을 보이며, 총인구는 2,430만 명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기대

수명은 평균 82.2세, 출산율은 1.77명으로③ , 2001년 50~64세의 인구 수가 3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10년 뒤인 2011년 거의 100만 명이 증가한 390만 명을 기

록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50~64세 인구의 급

증은 재정·사회·보건, 복지 현안들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     

그림 2.	 호주의 연령대별 인구 수 변화

4,500,000

4,000,000

3,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0
2001 2006 2011

 60~64
 55~59

  50~54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http://stat.data.abs.gov.au/Index.aspx?DataSetCode=ABS_CENSUS2011)

③ “Australia”. CIA Factbook. 
2017. (https:///www.cia.gov/
library/publications/resources/
the-world-factboo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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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방향: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심의 건강한 노화 
호주의 고령화 관련 국가정책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복지

care·건강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고령화 정책은 2001년 발표

된 ‘고령화 호주의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an Ageing Australia’으로, 다음의 네 가

지 측면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1.	 독립 및 자발적인 노후 대비
2.	 삶의 태도 및 마음가짐, 라이프 스타일, 공동체 생활 지원
3.	 건강한 노화
4.	 세계 일류의 복지care 

	 • 정책 주요 내용 
	 ① 보건/복지: 더 오래, 더 건강하게(Living Longer, Living Better)

노년층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2012년 개

선하여 발표된 10년간 계획인 “더 오래, 더 건강하게Living Longer, Living Better”는 이

를 대표한다. 370만 달러가 투자된 이 계획은 ①노년층이 자신의 집에서 충분

한 돌봄을 받아 독립적으로 더 오래 살 수 있게 돕고 ②노인 복지를 위한 주거

시설을 늘리며 ③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도 서비스 조달을 확장하고 

④노인 복지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년층이 

커뮤니티홈 또는 보호요양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케어돌봄

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주거 지원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My Aged Care’가 있다. 

눈여겨볼 만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다문화, 다언어 배경

의 인구를 위한 국가 고령화 및 노인복지전략National Ageing and Aged Care Strategy for 

People from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Backgrounds)인데, 호주의 토착민 및 

다문화·다언어적 배경을 지닌 노년층이 적정한 복지를 받도록 번역자료 및 통

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용 및 교육: 더 많은 50+ 세대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연방정부는 2012년 노년층의 경제 및 노동력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나이 

차별, 복지 제공 책임, 유연하지 않은 근무 계약, 정신건강 문제, 재교육의 어려

움 등을 포함한 14개로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

하고 50+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노동고용

부가 시작한 시니어 고용지원프로그램인 ‘Experience+program’은 2014년 종

료되었으나, 전문적인 이력서 작성을 지원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고령화 호주의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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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Experience+Career Advice’는 계속적

으로 운영되었다. 노년층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 지원 웹사이트④ 를 운영하여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하며, 특히 기술을 가

진 구직자들의 채용을 활발히 지원한다. 

산업혁신과학부는 45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무료 

온라인 가이드 ‘Investing in Experience Tool Kit’을 제공하고, 50+구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Restart Programme’으로 1만 달러 이상의 수당을 제공

한다. 실제로 노후연금 수령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2017년에는 65.5세부터 노

후연금을 받지만, 이후 2년마다 연령을 6개월씩 높여 2023년에는 67세에 노후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③ 주 단위, 지역 단위의 정책: 다양한 이슈를 더 포괄적으로 다룸

호주는 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방 단위에서보다 정책 수행이 훨씬 수

월하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슈를 포함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대 도시인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과 웰빙, 노동과 퇴직, 거주지 선정, 어울림, 공동

체 참여에 중점을 둔 고령화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첫 해에만 기술과 인터넷 

교육, 노인 학대 신고 서비스, 노인 친화적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 60개 이상

의 프로젝트가 수행된다. 

남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 2014년 ‘Grants for Seniors’프로그램을 

시작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존의 노년층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활발한 노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에서 

할당된 기금과 자원, 인력을 활용하여 호주 지방정부협회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LGA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긴밀한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 관련 단체 
호주에는 인구 대비 매우 많은 숫자인 5만 4,000개 이상의 자선단체들이 있

다. 이중 다수가 노인 문제를 다루며 시민운동, 노년층 돌봄, 고용과 훈련에 관

여한다. 취약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 특히 토착민·이주민·성적소수자 노년

층을 위한 활동에 기여하는 ‘The Catalyst Foundation’, 전반적인 노년층의 관

심사에 집중한 연구와 운동을 하고 실제로 연금과 보건복지, 노동 개혁과 관

련해 성공적인 업적을 거둔 ‘COTA’, 50세 이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

모하는 로비 조직인 ‘National Seniors AustraliaNSA’, 시니어에게 IT 및 사

이버 보안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Australian Seniors Computer Clubs 

AssociationASCCA’, 공동체 기반의 고용과 고용훈련을 제공하는 ‘DOME’, 시

④ https://employment.gov.au/
jobactive?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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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를 대상으로 은퇴 후 사교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Life Activities Club 

VictoriaLACVi’등이 있다. 적십자·구세군 등 국제기구의 고령 인구 관련 지원 프

로그램도 호주의 고령화 정책 수행에 협력한다.  

2.�싱가포르의�사례

	 • 고령화 현황 및 특징: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그림 3.	 싱가포르의 성별·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2016

Males(%) Females(%)
200.0 100.0 0.0 200.0100.00.0

Age group
(years)

85+
80-84
75-79
70-74
65-60
60-54
55-50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0
0-4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2016
Source: Statistics Singapore. (2016). (http://www.singstat.gov.sg/statistics/visualising-data/charts/age-pyramid-of-resident-
population)

총인구가 약 400만 명방문 거주인구 150만 명을 포함하면 550만 명인 싱가포르는 급속한 고

령화로 2016년 이미 50~64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했다. 기대수

명은 평균 82.7세로 15년 전보다 4.7세가 높아졌고, 인구의 중간 나이median age 

또한 40세로 15년 전보다 6세나 높아졌다.⑤  

55~64세의 인구가 높은 고용률을 보임에도 

싱가포르의 노인 부양률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로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

다. 정부는 203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싱

가포르 인구의 1/4,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

측한다. UN이 2015년 발표한 고령화 리포트에서도 2050년 싱가포르 인구의 

40.4%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⑤ “Population Trends, 2016: Key 
Demographic Indicators, 1970-2016”. 
Statistics Singapore. 2016. ( http://
www.singstat.gov.sg/docs/default-
source/default-document-library/
publications/publications_and_
papers/population_and_population_
structure/population2016.pdf)



206

그림 4.	 싱가포르의 1980~2015년 연령별 거주자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50~54
● 55~59
● 60~64

출처: 싱가포르 통계청, 2015
Source: Chart compiled with data from Statistics Singapore. (1980~2015).

	 • 정책 방향: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 프로그램
2016년 싱가포르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의 주도로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3,0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프로그램을 발표했

다. 총 12개 활동 영역보건복지, 학습, 자원봉사활동, 고용, 주거, 교통, 공공구역, 존중과 사회참여, 적정 

퇴직, 건강 및 노화 케어(돌봄, 취약 노년층 보호, 관련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70개 이상의 발의

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전역에서 실행 중이다. 

	 • 정책 주요 내용: 50+세대의 긍정적 노화를 위한 지원 활발
2007년 설립한 ‘인생 3단계 위원회Council for Third Age, C3A’는 독립된 정부 기구

로 평생학습, 시니어 자원봉사활동, 긍정적 노화를 독려한다. 50+세대에 해당

하는 시니어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주도의 커다란 우산조직으로서 가장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3,000여 명의 시니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 실버 아카데미를 운영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년배들과는 물론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과도 관계

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보건 인력을 훈련하고 

시설을 개선하며, 기업가들이 노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스타트업을 활성화하

도록 지원하는 ‘싱가포르의 현대적 고령화Modern Ageing Singapore’ 프로그램도 지

원하고 있다. ‘고령화에 관한 장관회의Ministerial Committee on Ageing, MCA’에서도 정

부 주도의 “성공적 노화”프로그램하에서 고령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다. 70만여 명의 시니어들이 외식, 레저, 평생교육, 라이프스타일, 

웰빙의 영역에서 100개 사업체가 제공하는 2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해 할인을 

적용받거나 무료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SG50 Seniors’를 개시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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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싱가포르 50~64세 인구의 노동 참여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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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art compiled with data from Statistics Singapore.(1994~2015) (http://stats.mom.gov.sg/iMAS_Tables/Times%20
Series%20Table/mrsd_29_Res_LFPR_28Jan2016.xlsx)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는 62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시니어들에게 65

세까지 매년 고용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재고용 기회를 보장하는데, 2017년에

는 ‘성공적 노화’의 일환으로 67세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

다. 또한 사업체가 고령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형성하고 고령인구의 참여와 관

리를 지원하며, 50+세대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

는 환경과 유연한 업무 조건을 제공하도록 설득하고 지원하는 업무 또한 수행

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의 법정 위원회인 Workforce SingaporeWSG는 싱가포

르의 노동력 신장에 시니어들의 고용을 장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다

양한 트레이닝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

는 시니어들의 고용 및 재취업에 관한 포털로 운영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1955년 설립 초기에는 연금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사

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아 저소득층 고령 인구의 은퇴 뒤 주거, 헬스케어 등의 만

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회가족발전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는 ‘ComCare Long Term 

Assistance’프로그램으로 의료 및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저

소득층 시니어에게 매달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이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식료품 바우처 제도, 장학금, 보조금, 

교육 및 재정 리터러시 프로그램, 이동 지원 등도 제공한다.  1996년 발의된 

‘Maintenance of Parents Act’는 성인들이 60세 이상의 부모를 재정적으로 부

양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이들 노인에 대한 학대나 방치가 발견될 시에는 이

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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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단체
‘RSVP Singapore’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5만 명의 수혜자들을 돕는 1,000

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시니어를 위한 자원봉사단체다. ‘Tsao 재단’은 고령화 

이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운동과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AWW’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시니어들의 주거, 복지, 사회적 요구 등을 지

원한다. ‘Centers for Seniors’는 고령 인구의 활발한 고령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직업적·재정적으로 건강한 시니어를 양성하는 재취업, 재정 계획과 관련

한 과정을 제공한다. 

3.�시사점

호주의 고령화 정책은 한국의 복지 패턴과는 달리 공동체, 노인 복지를 위한 주

거시설 등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과 관련한 50+정책은 국

가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자들을 위한 기술 훈련과 

재교육, 채용을 지원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50+세대 직업 관

련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정부 및 조직 간의 파트

너십은 앞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간의 협력에 적용할 수 있다. 무엇

보다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정부의 고령화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의 경우,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 중인 당사

자 연구사업 등과 연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정책개발과 개선에 50+세대 당사자 및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주의 건강한 고령화 문

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 역시 50+세대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교육·고용과 관련한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생 3단계 위원회C3A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National Silver Academy’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50+세대의 사회 참여와 공동체 활동, 재정적, 직업적 지식, 고용 등

의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현장을 제공

한다. 또한 C3A가 경험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참조한다면 서울시의 50+정책

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싱가

포르는 시니어 교육과 고용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협력할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209

5장
.	

2017 서
울

시
 50플

러
스

 재
단

에
서

는
?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의 50+세대 모두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까지 불안한 고용환경과 경제여건

으로 인해 더 큰 도전의 물결을 맞은 대한민국 5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있

어 호주와 싱가포르의 고용·교육과 관련한 고령화 정책과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시민참여 활동은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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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5장
.	

2017 서
울

시
 50플

러
스

 재
단

에
서

는
?

지난 8월 22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국내 50+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달 예정된 <서울50+국제포럼2017>의 대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50+세대의 생애설계와 사회참여를 위한 50+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 재단, 캠퍼스 및 10여 개의 50+유관기관 

관계자 3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재단은 사업 방향을 소개하고 

50+세대의 생애설계를 위한 교육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사회를 맡은 권진희 정책개발실장이 행사 시작을 알리고, 이어 마이크를 전달

받은 이경희 대표이사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50+세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

험하고 공유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50+세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

작 기반 계획>이 골자로 하는 생애설계와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기관들과 어떻게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이성은 과장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다양한 모델을 시

험하고 있지만, 향후 캠퍼스·센터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인프라가 확충되면,  

중장년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시

와 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전부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50+관계기관과

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깊어�가는�고민에�대해�터놓고�이야기할�수�있는�시간�

기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먼저 각자의 소속과 역할, 그리고 맡은 50+관련 사업들에 

대한 고민, 참석 소회를 간단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민간의 영역에서 50+세

대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다가치포럼’의 이순재 대표는 설립 

1년 차 조직이 사업을 추진하며 갖는 고민이 많다며 이 자리를 통해 배울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한경혜 교수는 서울대학

교의 인생3기 대학U3A을 운영하며 해가 지날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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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50+사업이 앞으로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비부머를 대상으

로 대규모 종단연구를 진행해 온 한교수는 “베이비부머 문제는 단순히 노인복

지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50+사업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종신 노후준비지원실장은 공단이 다양한 노

후 관련 서비스 모델과의 연결고리를 고민하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귀담아듣

고, 협력할 방안을 만들어내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노사발전

재단 서울센터’ 권혜영 소장 역시 정부 정책 및 트렌드에 대해 가장 민감한 분

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나누어질 토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다양한�콘텐츠와�차별화된�운영의�힘

참석자들의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이성수 사무총장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설립 배경과 사업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1년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이지만, 50+세대의 핵심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을 구성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재단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재단이 가진 지속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

를 가능하게 하는 서울시의 지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50+유관기관 간담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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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교육과�사회참여,�우리가�힘과�지혜를�모아야�할�일은�

무엇인가?

재단의 사업이 소개되고 50+세대를 둘러싼 이슈들이 제안되자 자연스럽게 토

론의 장이 열렸다. 무엇보다 퇴직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교육과 

이들의 지혜와 노하우가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

한 협력이 필요할지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마주하는 아이디어들과 실현을 위한 

애로사항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이성은 과장은 정책적으로 인생 전환기 때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교육이 보편화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며, 서울시의 50+

세대들을 위한 생애설계 교육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공공·민간·학계의 역할

을 함께 그려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남경아 관장은 

‘고려대 액티브시니어연구원’ 김경철 소장의 말을 빌려 ‘교육의 홍수’시대를 언

50+유관기관 간담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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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며  50+캠퍼스에서 특화된 프

로그램인 <50+인생학교>를 소개하

고 “50+세대들의 경우 몸에 밴 것들

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어려

운 데, 이들을 대상으로는 강의 중심

보다 체험이나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관장은 이어 “무엇보다 동년배의 

고민을 나누고 쓴소리도 할 수 있는 

학장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호응

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 50+인생학

교의 핵심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있다며,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

니티들이 다양한 활동조직으로 연결

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50+인생학

교의 졸업생들은 <50+인생학교>에 

대해 ‘인생학교는 말로 설명할 수 없

는 학교’,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생

학교가 다양한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방법에 대해 참석자들의 아이디어를 

구했다. 

고려대학교 액티브시니어연구원 김경철 소장을 비롯한 50+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50+세대를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재까지 잘하

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침범하는 경

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 담당해야 하는 50+교육생태계를 유

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재단에서

는 <50+인생학교>처럼 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인식 

전환의 교육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인생 2막의 개념만 제대로 정립해 주어

도 삶을 잘 꾸려 나가는 힘이 50+세대에게 있다고 밝힌 김 소장은 서울시50플

러스재단이 서울의 50+세대의 3대 고민으로 꼽힌 ‘불안함’, ‘갈 곳이 없음’을 풀

어가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배움과 탐색의 영역에서 큰 도움

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하고 싶다’는 욕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

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앞선 남경아 관장의 말처럼 교육기관도 많고 다양한 교

육이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화된 부분보다는 일자리 등의 분야를 특화할 필요성

이 있다고 강조했다. 

50+유관기관 간담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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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교육에 관해 다가치포럼 이순재 대표는 실제 본인이 은퇴설계 교육을 3회

나 수강했지만 나중에 실질적인 솔루션이 없어서 허탈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교육을 받고 나면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

험을 통해 이 대표는 캠퍼스나 센터에서 인식전환 등의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나면, 이후 대학이나 설립된 전문과정을 수강하는 ‘단계적인 교육’에 대한 아이

디어를 제안했다. 그래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50+세대가 

이후 봉사와 일자리로 연결되고 사회참여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은 성인학습능력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수준이 중간 이하,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50+세대가 되지 않았더라도 30~40대에 전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수들이 안식년을 받아 재충전의 기회를 얻듯이 

보수교육·전직교육 등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더불어 소득, 일,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은퇴설계를 진행하는 데 경제적 관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덧

붙이며 20~30대의 재무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50+세대들을 위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플러스코리안’의 최

상태 소장도 생애설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50대보

다 40대의 수요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생애설계 교육이 세대의 좀 

더 앞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컬래버레이션

Collaboration’, 즉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인식개

선의 역할을 관에서 집중하고, 실제 교육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

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다. 

‘행복가정경제연구소’ 도기권 이사장도 2030세대나 3040세대에서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생애설계 교육이라고 밝히며, 기업 내에서 진행되

는 생애설계교육이 전직·퇴직자용으로 인식되어 있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

관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잘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는 ‘생애설계’라는 표현이 일본의 영

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설계’라는 새로운 표현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비스기획팀 김종도 부장은 공단의 연금 가

입자들의 뛰어난 경력 등을 고려해 <재능 나눔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 경험

을 들어, 이들의 사회참여가 생계형 일자리 등에 연관되기보다는 사회봉사나 공

헌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에 맞는 재능 나눔

의 콘텐츠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히며, 서울시에 국한되어 있기

는 하나 50플러스 재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참석한 기관들에서 제공하

는 다양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들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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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여러 기관이 이 부분에 양질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종신 노후준비지원실장은 서울시 50+사업이 많은 역

할을 하고 잘 작동되고 있지만, 공적영역에서 정책의 확장성을 넓혀 가야 하는 숙

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중년 정책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이 관

심 있는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한경혜 교수는 현재 대학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의 경우 

아쉬움이 많다고 밝히며 실제로 많은 50+세대들이 원하는 ‘일과 연계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춰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간과 대학이 하기 어려운 50+사업에 

서울시의 자원과 의지를 바탕으로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상생을�위한�끝없는�도전

주제토론이 마무리되며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이성은 과장은 간담회

에서 나눈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50

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이사는 특히 NGO와 NPO의 어려움과 고민에 공감하

며, 재단이 이들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이 대표는 또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단체 지원과 설립이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나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하

고, 많은 NGO가 도움이 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50+의 교육과 사회참여는 유

관기관의 협력 없이는 포괄적인 지원과 실현이 어렵다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이

러한 창구를 만들어 의견을 교환하고, <서울50+국제포럼2017>과 같은 장을 통

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서울시50+중부캠퍼스를 돌아보며 더 많은 50+세대

들이 교육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는 의지를 다지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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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유관기관 간담회 전경.



50+세대 지역통합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역상생 
50+일자리포럼

50+리포트 통권 07호 게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글: 전수진PM, 임승연(정책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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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각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진행 중인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의 일자리 모델 발굴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역상생 50+일자리 포럼>을 열었다. 

본 포럼은 지역별 환경에 맞는 일자리 발굴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중장년층 일자리 발굴과 관련된 고충을 나눔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확산을 위한 협업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중장년층 일자리 

발굴에 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지역상생 50+일자리포럼>은 50+세대 일자리 발굴의 어려움과 향후 방

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포럼 내내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 참여자들 간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졌다. 포럼에 참여한 기관은 울산시내일설계지원센터, 부천

인생이모작센터, 대전시인생이모작센터, 충남인생이모작센터, 광주평생교육진

흥원, 광주복지재단, 제주도청, 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일

자리 사업 관련 성과와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포럼의 일정은 1부 참여 기관에 대한 소개와 2부의 중장년 일자리 관련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인사말 맡은 이경희 대표이사는 “50+세대의 일자리

에 대해 같은 고민을 가진 기관들이 오늘 포럼을 계기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포럼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이성은 과장은 “중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들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일관된 기조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말해 이번 포럼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각�기관�소개�및�중장년�일자리사업�추진�사례�공유���

먼저 1부의 각 기관 소개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

자리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첫 순서를 맡은 김만희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이 기존 일자리 사업과 다른 재단 일자리사업의 차별성

을 설명하고, 서울시50플러스 재단 내 일자리지원본부와 각 캠퍼스 일자리사업

실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였다. 향후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환경 구축에 대한 

비전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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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울산시내일설계지원센터의 박계완 센터장은 현재 센터에서 진행 중인 

중장년층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인 노후설계프로그램·내일개발프로그램·지역

사회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면서,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정책사

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중장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관한 지자체의 정책 지원과 관련 협의체 구성 및 

기능 확대, 일자리 기관 간 협력과 공유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광주복지재단 오영은 연구원은 2017년 연구과제인 ‘광주광역시 베이비

부머 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제언으로 ▲신중년사업 시스템의 필요

성에 따른 ‘신중년재충년센터’설립과 지역 사회 내 베이비부머 대상 사업기관 

협력 강화와 장년층 생애재설계조례 마련 ▲퇴직 후 가족관계와 관련된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후 준비 교육과 관련 협력 사업의 필요성, 사회공헌일

자리 발굴과 맞춤형 지원 시스템 마련, 이에 따른 노후준비강사 양성 사업에 대

해서도 제안하였다.

충남이모작지원센터의 이국권 팀장은 센터의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지역별 맞춤 인생이모작아카데미 ▲사회적 참여문화 확산

을 위한 동아리 구축 ▲신중년 노후준비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확립 ▲외부 지

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센터의 창업

전문과정 프랜차이즈 창설 및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된 원스톱 시스템, 복합적 

분야의 다양한 인력풀 및 전문강사 인력 양성, 신중년세대 취업연계를 위한 지

역맞춤형 박람회 등을 제안하였다. 창업과 관련한 원스톱 창업지원 사업은 실

제 현장 실습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지역상생 일자리포럼 1부 기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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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서진욱 센터장은 일자리를 원하는 50+세대

의 경우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

하나 실상은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새일

지원센터·중장년일자리센터·시니어클럽 등의 일자리 기관이 중복됨에 따라 교

육생 모집 어려움이 어렵다며 실제 생계형 일자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순서인 부천일자리지원센터 백완희 팀장은 제2인생설계 프로

그램과 사회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의 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젊은 세대의 일

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50+세대의 일자리 발굴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

간을 가졌다.

중장년�일자리�사업에�대한�자유토론

	 • 50+일자리의 개념 확장 및 관련 기관 간 중복 문제
2부에서 진행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자유토론은 장현숙 센터장충남인생이모작센터

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장 센터장은 50+세대 일자리 발굴의 방향에 대해 50+

세대가 기존의 채용 시장에 편입되어 이력서를 넣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창업과 창직이라는 대안 역시 그러한 기회나 여건을 만들기에 녹

록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정작 

취업연계 교육을 들을 시간조차 없다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서진욱 센터장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은 취업 관련 기관의 중복성에 대해 언

급하고, 이로 인한 실적 달성의 비현실성과 예산낭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

다. 인생재설계와 생계취업형 취업센터의 구분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이들 의견에 대해 김만희 본부장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교육 후 바로 일자리

로 이어지기 힘든 현실에서, 각 기관이 성과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 이수 후 취업 전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연계활동도 기관의 일자

리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임진섭 연구원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

는 일자리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보람일자리 사업과 같은 일자리는 그 개념

이 다르다며, 50+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개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홍숙희 교육팀장제주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생각해 온 일의 의미와는 다

른 새로운 50+세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50+세대의 특성에 따른 진

로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자리 관련 실적으로서 협동

조합, 창업 준비 단계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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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영 소장노사발전재단은 현재 노사발전재단 사업이 교육 후 즉시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재직자와 구직자,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향후 50+세대의 생애설계교육이나 일자리 지원과 관

련하여 일관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실제 50+세대에게 적합한 직무는 무엇인

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어려움 공유
이러한 논의에 이어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 각 기관이 공유하

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시적·거시적 환경 변화로 인한 구인 감소와 교

육 후 일자리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장년의 일자리 성과를 단순히 

취업률로 측정하는 현 성과측정 방식을 문제점으로 꼽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또한 전일제 및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의 취업을 성과로 측정하는 기존 방식에

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 형태와 창업·창직도 일자리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수요처가 있는 일자리 발굴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마찰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취업률을 목표로 유사한 구직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 간 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지적하

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관의 주 사업대상에 따라 기관을 분류하고 그에 따

른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구분을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아울

러 참석자들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20∼40대 일자리나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개념과 구분되는 50대 이후의 일자리를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

운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성과측정의 방법도 필요

하다는 것에 깊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50+세대�일�가치관�재정립과�협력적�파트너십�구축을�위해

이날 포럼은 종료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발언이 이어진 열띤 토론의 장이

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성은 과장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은 50+일자리 사업의 확

대를 위해서는 직접 새로운 사회공유의 일자리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관련 기

관 간 정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통과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함을 밝히

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성과의 연

계, 종합적 상담 기능의 강화 역시 중요한 일임을 지적하였다.

이경희 대표이사서울시50플러스재단는 현재 서울시50플러스 각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50+세대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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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만나 위로를 받고, 일자리로의 연결 및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만희 본부장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향후 과제로 

일자리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정기적 모임의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하여 장기적인 협업 모델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김 본부장의 제안에 화답하듯 이후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서 두 번째 포럼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

와 함께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해 고민하는 기관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다짐하는 것으로 이날 포럼은 마무리되었다.

지역상생 일자리포럼 2부 자유토론.

지역상생 일자리포럼 참석자 전체 사진.



50+세대를 위한 
더 긴 배움과 

더 가까운 나눔

50+리포트 통권 07호 게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글: 정혜윤PM, 김가현

<서울50+국제포럼 2017> 개최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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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회를 맞는 <서울50+국제포럼2017>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50+, 배움은 더 길게 나눔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행사를 비롯하여 사전·사후행사로 구성되었던 올해 포럼에서는 

뉴질랜드·덴마크·영국의 사례를 통해 서울시 50+세대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배움과 나눔의 길을 모색했다. 국내외 

50+전문가, 정부기관 및 지자체, 학계와 시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50+세대가 앞으로 배움을 지속해야 할 자양분을 얻고 또 

지금껏 배워 온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더 가깝게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앙코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50+, 배움은 더 길게 나눔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서울50+국제포럼2017>

을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50+세대의 

배움과 사회참여 활동을 주제로 뉴질랜드·덴마크·영국의 선례를 공유하며 50+

세대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배움과 나눔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선진사례를 통해 서울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국내외 50+전문가, 정부 기관 및 지자체, 학계와 시

민 등 3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 전후에는 <50+교육 종사자를 위한 콘텐츠 

워크숍>과 <영국 혁신 기관 NESTA 50+프로그램 간담회>를 기획하여 80여 

명의 참가자들과 국외 전문가들 간의 더 깊이 있는 논의와 국내에서의 적용 방

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서울50+국제포럼2017>�개막

50+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진솔한 인터뷰가 담긴 영상이 상영되며 포럼이 시작되었다. 포럼은 서울시50

플러스재단의 이성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경희 대표이사는 사계

절 내내 50+캠퍼스에 바쁘게 오가며 열정을 보이던 50+세대들이 다른 세대에 

모범이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보람일자리나 창업, 창직, 사회공헌 활

동 등 다양한 경로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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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가능

성을 믿고 동행하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개회를 알렸다. 

이어 영상으로 등장한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시정일정으로 자리하

지는 못함을 아쉬워하며 청중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독

립적이고 사회참여와 여가·취미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베이비부머가 앞으

로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50+

세대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배움과 사회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포럼의 축사

를 장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유네스코UNESCO 보고서에서 

성인교육과 평생학습이 도시의 변화전략의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

혔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욕구

를 가졌는지에 관한 연구와 이들의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새로운 인생 2막의 성공을 위

해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50+국제포럼2017>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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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최한 앙코르네트워크Encore Network를 대표하여 미국 앙코르닷오르그

Encore.org의 마르시 알보허Marci Alboher 부회장의 축사 영상이 상영되었다. 서울시

의 50+세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마

르시 알보허 부회장은 향후 앙코르네트워크와의 역동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하

며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기원하였다. 

�<세션�1>�‘교육과�배움을�통한�50+세대의�인생�2막�설계’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 진행된 <세션 1>은 한국여성리더십센터 김경희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50+세대의 교육과 배움을 주제로 한 2개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브라이언 핀센이 첫 

발표자로 나서 ‘인생 후반기의 배움: 개념, 사례 및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시

작했다. 핀센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움을 얻어 가는데, 이것이 형식적이

고 체계를 갖춘 ‘교육’과는 구별되며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인 학습, 배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학자 피터 레슬레Peter Laslett가 사람들

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마침내 하는 시기를 ‘제3의 인생’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인생 후반기의 배움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동시

에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도 하였다. 청년·중년·노년의 교육 접근

권을 비교하며 교육, 고용, 여가연결성 및 통합성을 설명하며 5세 아이든 55세 

장년이든 계속적 배움의 삶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생 후반기에는 교육·배

움이 인지적 재미, 사회적 관계, 타인을 돕거나 자신을 돕는 탈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평생학습 사례, 대만의 세대 간 프로그램, 호주 

남자들의 오두막 프로그램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배움의 현장들을 보여주었다.

핀센 교수는 인생 후반기 배움과 교육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제공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부분의 개인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고 스스로 

학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 후반

기 교육의 책임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나라

에서 인생 후반기 배움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지고 주도해 가는 추

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목적 있는 삶을 위하여 50+

세대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배움을 이끌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의 대표 강좌인 50+인생학교의 정광필 학장이 

‘한국의 50+세대, 배움의 새로운 모델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50+세대가 자신

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배움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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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50+인생학교의 세 가지 큰 흐름은 ①자신을 찾는 과정 ②선배들의 활

동을 찾아가 보는 과정 ③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커뮤니티 활동 혹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광필 학장은 인생학교를 운영하면서 

50+세대는 자기 삶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작하는 작은 용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 인생학교 운영에 감성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즉 껍데기 같은 격식을 걷어내고 알맹이를 중요시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

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정광필 학장은 서울의 50+세대에게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있다고 생각

한다며 이것이 2~3년만 이어지면 훌륭한 전통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아직 새로운 삶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50+세대를 흔들어 

깨우고, 이들이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다른 세대와 함께 나라를 새

롭게 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세션 1.	 교육과 배움을 통한 50+세대의 인생 2막 설계 전경.

서울시 50+인생학교 정광필 학장.

(좌장) 한국여성리더십센터 김경희 대표. 와이카토 대학교 브라이언 핀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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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사의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어보았다. 참가자들은 50+인생학교가 가진 풍부한 인프라와 지원을 바탕으로 

50+세대의 배움의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지속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50+세대가 계속해야 할 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도 논의하였다. 

�<세션�2>�‘50+세대의�사회참여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

두 번째 세션은 사단법인50플러스코리안 한주형 대표의 진행으로 50+세대의 

자기 인식과 사회 인식을 클리커Clicker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며 시

작하였다. 포럼 참가자 중 50+세대는 58.9%였으며, 배우자의 노후와 본인의 노

후 중 본인의 노후를 걱정하는 비율이 67.3%로 더 높게 나타났다. 

클리커 인식조사 결과, 76.6%의 참석자가 인생 후반기를 위한 배움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75%의 참석자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전반적으로 관심

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0+세대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67.4%나 나왔으며, 우리 사회가 50+세대에게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답

한 비율도 61.1%에 달했다. <서울50+국제포럼2017>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세대를 위한 배움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국외 사례 발표가 있었다. 덴마크 <제3의 커리어> 설립자인 폴-

에릭 틴벡 대표는 ‘덴마크의 퇴직 후 삶으로의 징검다리 놓기’라는 주제로 유럽

에서 실제 운영 중인 퇴직 후 워크숍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틴벡 대표는 덴마크 

제2의 도시인 오르후스에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한 50+세대들을 대상으

로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워크숍 및 다양한 자원

봉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틴벡 대표가 운영하는 퇴직 후 워크숍의 특징은 참석자들이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하고 다른 참석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며 퇴직 후 삶에 대해 정

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식이지만 실제 워크숍 참여자

의 95%가 퇴직 후 삶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65%가 새

로운 삶의 시기를 맞이하며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발표 말미 워크숍 참석자의 체험기와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스쿨엉클School Uncle’에 대한 영상을 공유하였다. 사회·문화 환경은 다르지만 배

움을 기반으로 삶의 목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생에 대비하는 참석자들의 활발

한 모습이 서울시의 50+세대에게도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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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혁신단체 네스타NESTA의 캐리 디콘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사회적 연결

과 참여, 그리고 목적: 영국 50+세대의 시간과 재능 공유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디콘 매니저는 네스타를 가장 현명하고 창조적이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네스타는 영국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새로운 평범함 – the 

New Normal’을 창조하고자 하는 비전 아래 다양한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발

굴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디콘 매니저는 50+세대가 사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네스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영국은 시민사회가 발달

한 나라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50+세대가 참여하고 기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스타는 이런 참여율이 충분한지를 고민하며 더 많은 기

회를 사회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여러 세대와 함께할 방법은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

는가?’ 등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자원봉사가 가져다주는 만족감·행복감·

목적의식을 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의 도전 과제상Ageing Challenge Prize’이나 ‘인생2막 기금Second Half Fund’ ‘자원봉사활

동 창출기금Give more Get more’등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50+

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알렸다. 50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로 어려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지만, 실패를 

디딤돌 삼아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뒤이어 대기업에서의 굵직한 사회 경력을 갖고 퇴직한 뒤 협동조합 앙

코르브라보노를 설립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신창용 이사장과 

외국계 항공사에서 12년간 근무하다 가정과 육아를 위해 퇴직한 후 지금은 50+

세대의 인생재설계를 돕고 있는 유은정 50+컨설턴트를 모시고 50+당사자패

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신창용 이사장은 퇴직 후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문제

는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마음을 가진 동료’들과 뜻을 모아 앙코르브라보노 협

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인생 

후반을 몰두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 연구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유은정 50+컨설턴트는 16년간의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사춘기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했던 심리상담 공부가 현재의 50+컨설턴트까지 연결된 본

인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공부에서 재미와 의미를 발견하

면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직업상담사, 진로코칭 상담사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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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이어 파고 50+컨설턴트에 지원하여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

다. ‘저도 했는데 선생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응원의 말로 경력단절 여성

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즐겁게 상담하고 있다는 유은정 컨설턴트는 실제로 이

런 진정성이 울림이 되어 전달되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

가 운영하는 보람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 경험을 많은 분

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종합토론�-�‘50+세대의�배움과�사회활동�증진방안’

종합토론은 재단의 50+모델 소개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50+캠퍼스의 교육 프

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4명의 50+모델

은 밝은 얼굴과 활기찬 언어로 50+캠퍼스의 다양한 가치를 소개하며, 50+의 배

움·교육과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종합토론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였으며, 국외 연사 3명과 서울특

별시 이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종신 노후준비지원실

장, 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한경혜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50+세대의 배움과 

사회활동 증진방안’에 대하여 토론했다. 

틴벡 대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50+지원이 인상적이지만, 그 다음 단계

로 민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 민간과 공공 분야가 협력하여 함께 인

구 변화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더 큰 사회적 기회

50+당사자패널: (좌)유은정 (우)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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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핀센 교수는 사회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

차 강조하며 소외된 취약계층을 포용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이성은 과장은 뭉쳐진 실타래를 풀 듯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50+세대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50+인생학교처럼 잠재력을 끌어내

는 교육과 배움의 방식, 당사자 주도의 교육과 활동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일을 함께해 나가는 동료를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인식

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생계형 일자리의 부족이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인구

절벽에서 도래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종신 노후준비지원실장은 노후준비지원법이 2015

년 제정된 후 지난 2년간 노후준비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민연금공단

이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잘 지원하기 위해 서

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지원이 어떻

게 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관

련 기관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며, 서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한경혜 교수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막막해하는 50+세대

를 위하여 미래를 창조해 내는 상상력, 스스로에 대해 믿음과 가능성을 발견하

는 안목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이 50+세대를 위한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청중석에서는 50+세대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응원’이라며, 

의미 있는 삶의 또 다른 여정을 위하여 재단을 비롯한 전 사회적 응원과 지원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김진석 교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활동의 적극성 및 지속

성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와 사회참여 활동 기여도와 경제적 수입의 균형

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 영국·뉴질랜드·덴마크의 사례를 국외 연사들

에게 물었다. 이에 영국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참여

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용이하며 정부에서 컨설팅을 통해 고령층을 대상으

로 자원봉사활동에 적합한 임금 수준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

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분배하는 모형이 될 것이라

고 자신했다. 

틴벡 대표는 덴마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덴마크의 50+세대 중 20% 이상이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을 가진 인구도 많기 때

문에 퇴직 전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핀센 교

수는 개인적 경험을 나누며, 풀타임 업무시간을 아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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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온 자신의 사례를 공유했다. 재정적으로는 다른 일자리 수입을 통해 보완해 

왔는데, 이러한 대안 없이는 경제적 여건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에 김진석 교수는 아주 미시적인 수준에서 자원봉사에 시간을 투자하다가 일

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급 직종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고 정리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혜택을 인생의 일정 시점 이후 자

원봉사활동을 통해 되돌려주는 것의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긴�배움과�더�가까운�나눔,�이제는�실천으로

‘50+, 배움은 더 길게 나눔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의 이번 포럼은 50+세대가 앞

으로 지속시켜 나가야 할 배움에 대해 동기를 부여받고, 지금껏 축적해 온 경험

과 지혜를 사회에 더 가깝게 나눌 방법을 탐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을 통해 제기

된 수많은 과제는 50+세대의 열정과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의 배움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진사례와 정보를 공유해 길

을 찾는 50+세대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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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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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교육종사자 
워크숍

- 공감(共感) 그리고 공감(空感) -

박현규 
컬러퍼플 대표

50+리포트 통권 07호 게재

<서울50+국제포럼 2017>



237

5장
.	

2017 서
울

시
 50플

러
스

 재
단

에
서

는
?

<서울50+국제포럼2017>의 사전행사로 덴마크 ‘제3의 

커리어en3karriere’설립자 겸 CEO 폴에릭 틴벡Poul-Erik Tindbaek 대표가 

진행하는 <50+교육 종사자를 위한 콘텐츠 워크숍>을 9월 25일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40여 명의 50+재단, 

캠퍼스, 센터 및 관련 분야 종사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EU 

집행위원회 인증 <시니어 포스Senior Force> 워크숍 모델을 배우고 

업무적으로 같은 고민을 하는 종사자가 현장 적용성을 고민할 수 

있도록 종사자 간 배움 및 네트워킹의 장場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공감共感�

평생교육사로서 또는 성인학습자로서 ‘워크숍’이라는 말을 듣거나 단어를 보게 

되면, ‘워크숍이란 과연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결과는 얼마나 유용

하고 효율적일까?’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미력하나마 그동안 

나만의 실패 및 성공 경험을 살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라고 하는 다소 꿈같은 꿈을 종종 꾸게 되기도 한다. 물론 실현 가

능성은 매우 낮지만 말이다. 이렇듯 내 주변에서조차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워크숍인데, 이번에 참여했던 <50+교육 종사자를 위한 

콘텐츠 워크숍>은 과연 그 수많은 워크숍 중 그냥 하나였을까, 아니면 그 수많

은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워크숍이었을까?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이 지면을 통

해 그때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50+교육 종사자를 위한 콘텐츠 워크숍>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센터 교육 담당자들에게 역량 강화Training of Trainers 및 콘텐츠 교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시50플러

스 중부캠퍼스 모두의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워크숍 진행은 미국의 앙코르닷오

르그의 영향을 받아 풀뿌리 단위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가 인증한 <시니어 포스Senior Force> 워크숍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덴마크 「제3

의 커리어En3Karriere」의 설립자 및 대표인 폴에릭 틴벡Poul-Erik Tindbaek이 맡았다. 

워크숍에서는 참여자들에게 50+세대가 앞으로 무엇을 배워 나가야 할

지, 향후에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지, 교육방법론적으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기회가 제

공되었는데, 전반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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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틴벡 대표가 덴마크 퇴직자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워크숍 

개요 및 운영 방법에 대해 발표한 후 그룹별 활동이 이어졌다. 각 그룹은 재단·

캠퍼스·센터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

다. 그룹 활동에 앞서 자기소개 및 기대하는 바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워크숍에서는 ‘삶의 새로운 단계장년과 노년 사이에서-일하는 생활의 끝-장

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전환, 퇴직 전 워크숍덴마크 제3의 커리어의 워크숍 모델 7

가지 주제 중 4가지(역량, 건강습관, 네트워크, 목표 설정하기 살펴보기 등을 주제로 그룹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질의응답, 마무리 및 평가로 일정을 갈무리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본래 1박 2일 프로그램을 여건상 3시간 남짓 압축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워크숍 참가 소감이나 평가를 논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공감할 수 있었

던 것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단순히 워크숍의 내용, 운영 방법 및 기술 등만

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워크숍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사회 및 

50+세대의 특성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퇴직 전 세대의 평생

학습 요구를 확인할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워크숍을 통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즉 워크숍과 관련하여 어느 한구석이 비어 있거나 허전한 그

러한 감성의 측면에서도 공감空感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워크숍을 위해서 그 비어 있는 공감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도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교육 종사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공감空感:�교육�종사자�역량�강화�프로그램의�

고려사항�및�제언

그렇다면 워크숍을 포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방식으로 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

각, 그리고 경험 속에서 비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 공감共感

역시 공감이 우선이다. 먼저 교육 종사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즉 교육 종사자로서의 정체성, 교육 종사자의 직무 및 역할, 자신의 

학습 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조직에

서는 특정한 시기에 마련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어쩌면 특정한 시기의 요구

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종사자들의 교육 요구가 일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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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기획단계에서 학습자 요구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진정성 있

게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를 만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종사자들의 그

러한 일상 학습 요구들이 직접 반영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야말로 워크숍을 

단지 워크숍으로만 시작해서 끝나지 않게 해주는 생명력이 담긴 워크숍으로 오

래 남을 가능성이 높다.   

	 • 공상共想 
교육 종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요구에 대해 공감하고 확인했

<시니어 포스(Senior Force)> 워크숍 모델을 소개하는 폴에릭 틴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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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다음은 함께 상상하는 단계이다. 함께 상상하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워크숍 활동 내용

으로서가 그것이다. 먼저 기획자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경험 활용, 이론적 근거 참조, 성공사례 참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어쩌면 프로그램 기획은 단지 기획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즉 교육 종사자들

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조직, 생활과제, 그리고 미디어, 책, 영화 제목 등 

모든 것이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함께 생각하기’의 원천이 될 것이다. 물론 보

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지만…. 다음은 워크숍 활동으로서 

함께 상상하기이다. 워크숍 활동 중에는 개인이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워크숍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공동연수이므로 참가자들의 함께 생

각하고 토론하기는 가장 중요한 활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획자

는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함께 상상하기 전략을 구상하고 적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기획자는 ‘생각’ ‘상상’ ‘디

자인’, ‘질문’ 등의 용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 공유共有

함께 상상하기 단계를 통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일종의 공유共

有 단계이다. 공유의 단계는 프로그램 내용 공유와 결과 공유가 있다. 일반적으

로 워크숍과 같은 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내용이나 결과가 그 자체

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즉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

만 프로그램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엉뚱한 발언 등은 앞으로 또 다른 무엇인가

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일상 속에서 교

육 종사자들을 위한 훌륭한 학습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는 것으로는 당연히 불충분하며 대다

수의 관계자가 공유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기록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워크숍 그룹별 활동 워크숍 참가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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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기획자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치관

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 공론公論

공유의 단계로서 프로그램 운영이 종료되면 공론公論의 단계가 맞이한다. 즉 일

종의 평가 단계인 데, 대다수의 관계자가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과정에 대해 단

순히 장단점 또는 성공 및 실패 요인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가 또 하

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평가는 기

관 여건상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관계된 특정 몇 명만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기획

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숨어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

련해야 하며,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러한 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정

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한 번

쯤 운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공감共感

어쩌면 혹은 어떤 경우에는 워크숍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다. 워크숍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우연히 도움 되는 사람을 새롭게 만

났을 때, 그리고 맛있는 간식 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계획된 시간보다 

매우 일찍 끝났을 때, 또한 소소하게는 편안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등이 

바로 그때일 것이다. 나는 비록 50+에 속해 있는 교육종사자는 아니지만, 평생

교육 관련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워크숍 참여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학

습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보고, 나의 일속에서 만나는 성인학습자들

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교육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교육방법 또는 프로그램 중에서 ‘워크숍’은 요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주제 중 한 가지인데, 어쩌면 이번 <50+교육 종사자를 위한 콘텐츠 워

크숍> 참여가 워크숍에 대한 그저 막연한 관심을 넘어서 멋진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희

망을 품게 해주었다. 어쩌면 워크숍도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문화’

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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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앙코르커리어를 

응원합니다 
Encore Careers Coming to South Korea 

마르시 알보허 
Marci Alboher

『앙코르커리어 핸드북:인생2막의 변화와 창조』의 원서 저자
앙코르닷오르그 부대표, 커리어 트렌드 및 일자리 전문가

(컬러퍼플 대표이사)
번역: 정혜윤PM, 김가현

50+리포트 통권 04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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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앙코르커리어 핸드북: 인생2막의 변화와 창조The Encore Career 

Handbook: How to Make a Living and a Difference in the Second Half of Life』의 한국어 

번역본 출간 요청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나는 매우 들뜬 기분이었다. 

결국 모든 작가의 꿈은 내가 쓴 글이 세계 곳곳의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책이 한국어로 잘 

번역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다. 

『앙코르커리어 핸드북』은 퇴직 이후에도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삶의 만족감을 얻고 

꾸준한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

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다만 책 속의 

주인공들이 모두 미국의 사례이고,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차이도 있는

지라 염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

각도 들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퇴직의 개

념을 재정의하고, 중장년 및 노년층이 가

진 경험과 지식을 사회의 동력으로 이용하

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

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김만희 일자리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

난 뵌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퇴직을 곧 맞이할 세대가 각자 의미 있는 인생 2막

을 모색할 수 있는 앙코르Encore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하는 일과 재단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의지도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앙코르 운동

Encore movement을 추진하는 앙코르닷오르그Encore.org의 동료들이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고, 재단 관계자와 한국에서 앙코르 운동을 추진하는 주요 리더들이 앙

코르닷오르그에서 개최하는 미국 행사에도 몇 차례 참석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와 비슷한 인구 통계적 변화를 마주하

고 있고, 이로 인해 제기되는 질문과 문제점들 또한 유사하다. 2040년에는 대

한민국 인구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세계에서 

매우 고령화된 나라 중 하나에 꼽히는 수준Milken Institute, 2015이다. 60세 이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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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층이 생산 인구층에서 탈락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기

업들은 인구의 40%가 지닌 재능 없이도 성장할 수 있을까? 연금 시스템을 부

양할 취업 연령의 성인은 충분할까? 돌봄 제공자나 간호사 또는 의료 종사자들

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감당할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지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요인이나 목적 그리고 인

생 후반기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지극히 인류 보편적이다. 대략 40~60

대 중반으로 정의되는 중·장년층middle adulthood에 다다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충동을 경험한

다. 발달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이러한 자질을 ‘생산성generativity’으

로 명명하며, 보다 생산적인more generative 사람들이 중·장년기에 더 쉽게 움직인

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베일런트George Vaillant 교수가 수행한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누군가의 멘토mentor가 되거나 청년들의 삶이나 일을 지원

해 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비교해 행복할 가능성이 3배나 높다는 것

이었다. 목적에 대한 갈망은 생애 모든 단계에 존재하지만, 시간이 다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인생 후반기에는 그 갈망은 조금 더 다른 특성을 띠게 된다.

삶의 중반부를 지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

스의 법무부 장관이거나 서울에 어느 사회기업가이든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

용되는 패턴을 발견했다. 당신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일을 해 왔다면 - 여기에

는 부모로서나 다른 종류의 돌봄을 제공하는 일 또한 포함되는데 - 이제는 휴식

을, 즉 잠깐이라도 멈춰서 한숨 돌릴 시간을 간절히 원할 것이다. 하지만 기운을 

차리기 위해 ‘쉬는 시간’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 직장을 떠나거나 전업으로 하

던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또한 더는 한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

는 조건에 맞춰 일할 준비가 되었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앙코르커리어

가 기업가 정신, 1인 기업, 파트타임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유다. 

『앙코르커리어 핸드북』은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라는 질

문을 가진 사람들이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저자인 

나의 소망은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생 후반기에 관한 질문에 스스로 답

을 찾아가고,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영감을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독자들이 자신이 속

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하는 의료 종사자로, 젊은이들의 멘토이자 가이드로, 

교사로, 돌봄 제공자로, 벤처 창업을 돕는 사회적기업가로 사회 곳곳에서 활동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나의 소망이 한국에서 실현되는 날이 오면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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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메일을 또다시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내용은 아마도….

“한국인들의 앙코르커리어 스토리를 담은 책을 출판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Marci Alboher

Marci Alboher마르시 알보허는 잘나가는 미국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염증을 느껴 회사를 관두고 언론학을 다시 공부하였다. 이후 프리랜서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와 블로거로 활동하여 ‘일자리’이슈에 특화된 칼럼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 앙코르운동을 선도한 앙코르닷오르그 설립자 겸 CEO인 마크 프리드먼을 
통해 앙코르커리어에 대한 개념을 접하고 사례를 수집하였다. 지금은 앙코르닷오르그 
부대표이자 커리어 트렌드 및 일자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저서로는 「One 
person/ Multiple Careers: The Original Guide to the Slash/Career」가 있다. 

※이 칼럼은 『앙코르커리어 핸드북: 인생2막의 변화와 창조』의 저자 마르시 알보허의 영문 원고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앙코르커리어 핸드북: 인생2막의 변화와 창조』는 온·오프라인 서점 및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상담센터
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Milken Institute. (2015). <Wisdom in the Workforce>, Milke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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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 got an email expressing interest in publishing The Encore 
Career Handbook in Korean, I was thrilled. After all, every author’s 
dream is that their words will have global reach. 
Still, I worried that the book might not translate well. The book is 
filled with stories of people who found purpose, satisfaction and often 
continued income in years traditionally thought of as retirement. Yet all 
of those people live in the U.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of 
our countries have some key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I shouldn’t have been surprised. I knew that a movement 

to reframe retirement and harness the experience of older adults had already 

taken hold in Korea. I had met Manhee Kim and several other leaders who were 

designing “encore”programs to help people nearing retirement find their ways 

to meaningful second acts. I knew about the Seoul 50+ Foundation and the 

commitment of Seoul mayor Park Won-soon to making this vision a reality. Several 

of my colleagues from Encore.orgthe organization fueling the Encore movement in the U.S.had 

visited Seoul to meet with these leaders and several leaders from the Korean encore 

movement had come to encore meetings in the U.S.

What’s more Korea is facing very similar demographic trends as the U.S. 

and many other countries and raising some of the same questions and concerns. 

By the year 2040 four out of every ten people will be over the age of 60, making 

it one of the oldest countries in the world.Wisdom in the Workforce, Milken Institute, September 

2015. And if all of those people left the workforce, what kind of impact would that 

have on society? Would companies be able to thrive without the talent of 40% of 

the population? Will there be enough working-age adults to support the pension 

system? Would there be enough human talent to do the jobs that only human 

beings can do – caregivers, nurses, healthcare providers?

Perhaps most importantly, people are people, wherever we live. And 

the factors that drive us to seek out meaning, purpose and legacy later in life 

are universal. When we reach middle adulthood – loosely defined as between 

forty and the mid-sixties -- there is a natural urge to focusing our attention on 

activities that will endure beyond ourselves. The developmental psychologist Erik 

Erikson described this quality as ‘generativity,’and wrote that people who a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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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move more easily through middle adulthood. Research conducted by 

Harvard Medical School professor George Vaillant pointed to a similar idea-people 

who had become mentors or support younger people in life and work were three 

times as likely to be happy in life as those who did not.

After interviewing hundreds of people passing through these middle years 

of life, I noticed some patterns that I suspect are common whether you have been 

a legal secretary in Los Angeles or a social worker in Seoul. If you’ve been working 

for twenty or thirty yearsincluding as a parent or other caregiver, you’re probably eager for a 

rest, a breather, a break. Yet a break doesn’t need to be permanent to be restorative. 

And while you may be ready to leave your job or leave the world of full-time work, 

you probably want to remain engaged in something important. It’s also likely that 

you’re ready to work on your own terms, which is why so many encore careers 

involve entrepreneurship or working for oneself. And the desire for purpose exists 

at every stage of life, but it takes on a different character in later life when you start 

to feel that time is running out.

The Encore Career Handbook is designed to help people move from 

these questions to answers about what’s next. And my hope is that it will inspire a 

cohort of Koreans to answer those questions and find new ways to use their skills, 

experience and wisdom-as healthcare workers, as mentors and guides to young 

people, as teachers or tutors, as caregivers, or as social entrepreneurs creating 

ventures that solve community problems. And when that happens, I have a feeling 

I’ll get another email asking me if we’re ready to agree to a new edition of the book, 

featuring the stories of Koreans who have found their ways into encore careers. 



50플러스 세대: 
오십 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

남경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관장, 

『50플러스 세대: 오십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
의 저자

50+리포트 통권 04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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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 세대: 오십 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출간하고 있는 ‘서울을 바꾸는 정책’시리즈 중 하나이다. 이 시리즈는 

민선 6기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현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도하는 

서울시 정책이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정리하기 위해 

주제별로 기획되었다. 막 시작단계임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 정책과 

사업이 서울시의 주요 성과로 선정되어 책으로 출판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50플러스 세대(오십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

“루거 로이케(Rudger Reuke)를 만난 건 2004년이었다. 당시 나는 프리드리히 
에버트(Friedrich Ebert) 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여행을 하고 있었다. 루거 
로이케는 35년간 정부 기관인 독일개발원조기구(DED)에 근무하다 은퇴 후 
해외 원조 민간단체 저먼워치(German Watch)에서 일을 시작했다. 정부 
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이 단체에서는 1유로(Euro)만 받고 일을 하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1유로 맨’이라고 부른다. 자신은 매일 출근해서 일할 곳이 있고, 
세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좋은 젊은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대만족이라고 
행복해한다. 나는 이 ‘1유로 맨’에게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내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부터 내 학교 동창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면 북한산 입구에서 모여 함께 등산하는 그룹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회원이 너무 많아져 한 번에 모여 등산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아직 
50대 초반인데 직장에서 밀려나 등산 다니는 친구들이 무척 많아진 것이다. 
그때부터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40대 중반이면 회사에서 물러날 걱정을 
해야 하고, 물러나면 할 일 없이 지내야 하는 한국 직장인의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구체화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신노년층 운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 2007년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강연 내용 중 -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의 시초는 2013년 2월에 문을 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

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별다른 대책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의 인생후반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이 센터는 베이비붐 

세대 지원 정책의 국내 최초 사례이자 선도적 모델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서

울시는 2014년 2월 10일 서울시 베이비부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50

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

은 해 4월 22일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땅의 시니어가 인생의 후반전에도 기적을 이루게 도와야 한다’는 시장

의 오랜 열망이 서울시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정책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확

고한 의지를 갖게 된 배경에는 그가 시장 취임 전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민간연

구소 (재)희망제작소에서의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재)희망제작소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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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니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베이비붐 세대 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재)희망제작소가 개발한 교육 과정 ‘행복설계아카데미’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국내 최초의 사회공헌 일자리 입문과정이다. 2007년 9월 1기 수료

생 이후 총 19기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전체 수료생이 700여 명에 이른다. 절

반가량의 수료생이 지역 풀뿌리단체, 사회적기업, 국제구호단체, 복지기관 등 

다양한 제3섹터 조직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었다. 수료생이 직접 설립한 

사회적경제 조직, 비영리민간단체도 13개에 이른다. 이러한 행복설계아카데미

의 사업 성과는 이후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지원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민선 5기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울시의 ‘인생이모작’사업

은 대부분의 혁신정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요구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비판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조정

하기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선택

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 6기 서울시장으로 재선된 후 2015년 1월 1일 자로 시 

행정조직을 개편해 서울시 복지본부 내에 ‘인생이모작지원과’를 신설했다. 같

은 해 4월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생이모작지원단’을 발족했다. 베이비붐 

세대, 시니어, 중장년층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던 정책 대상을 새로이 50+세대

50~64세라 명명하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민선 6기 서울시장 선거 당

시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50플러스캠퍼스의 전문적인 경영을 담당할 ‘서울시

50플러스재단’설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시 산하에 새로운 출자·출연 재단을 설립하는 일에는 대단히 지난한 과

정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을 위해 단계별 연구·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50+세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50+지원 사업의 정체

성,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등을 이유로 여러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빚었고, 시 의

회 및 중앙정부와의 조율에도 난항을 겪었다. 그렇게 꼬박 2년 가까운 시간 동

안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침내 2016년 6월,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이 설립되었다. 재단이 직접 경영하는 1호 캠퍼스인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

스’는 조금 앞서 같은 해 5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기 시작했다. 민선 6기 서울시 50+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올

해 3월에는 두 번째 50+캠퍼스인 중부캠퍼스가 공덕동에 문을 열고 50+세대들

을 만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민선 6기 서울시 50+정책의 수립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 이전의 전사前史(3장)와 함께 현재 서울50플러스재단이 주축이 되어 실행하

고 있는 서울시 50+사업의 주요 내용(4장)을 소개한다. 서울시 50+정책 패러다

임의 주요 키워드인 ‘앙코르커리어 운동’과 ‘당사자 운동’에 관한 설명도 곁들



253

5장
.	

50+ 정
보

였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부에서는 50+세대를 둘러싼 현실과 이들의 

잠재력(1장), 해외 50+지원 정책 사례(2장)를 소개한다. 서울시 50+정책의 남은 과

제(5장)도 정리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50플러스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아직 사업의 공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

지만 한 발 앞선 서울시의 체계적인 준비 덕분에 재단의 활동에 전례 없이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고, 다양한 50+세대가 캠퍼스에 모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는 평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50플러스캠퍼스를 중심에 둔 서울시 50+지원 

체계를 실현하기까지 수많은 의견과 비판과 격려를 접했다. 그만큼 많은 실무

자가 고민하고, 울고 웃고, 땀 흘려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고, 때론 지

켜봤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시작이다. 50+세대는 아

무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서울시의 50+세대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 누

구도 다져 놓지 않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다행히 서울시의 50+지원 

사업 모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산되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

광역시 등에서 유사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는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원하는 50+세대에게 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50플러스 세대: 오십 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경험한 
기업사회공헌

서동혁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일자리지원실장
『컨설턴트가 경험한 기업사회공헌』의 저자

50+리포트 통권 04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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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였다. 휴직을 하고 아침 6시50분 안산 감골도서관 

정문에 줄을 섰다. 막연히 공병호 박사처럼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책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략 서른 가지의 책 제목이 나왔다. ‘임직원 자원봉사’ ‘기부 

마케팅’ ‘나눔을 실천한 한국의 거상들’ ‘나눔과 관련된 역사 현장 

탐방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나눔에 관한 책 목록이 나열되었다. 

하지만 그 목록을 쭉 훑어보면서 무언가 빠졌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나만의 이야기, 내가 쓰는 첫 책은 이런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도서관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늦은 점심을 먹을 때까지 써 

내려갔다. 그러기를 두 달여 만에 이 책이 탄생했다. 

『컨설턴트가 경험한 기업사회공헌』

“그 시절을 돌아보면 ‘개척’, 이 두 글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었고, 우리가 만든 것이 곧 우리나라 기업사회공헌의 
역사였다. 자원봉사에 대한 붐, 전략적 사회공헌, 공익연계마케팅, 공익재단 
설립, CSR vs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투자, 사회적기업,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등 다양한 개념의 혼재 속에서 시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 힘들었지만 젊은 시절 생의 일부를 내걸고라도 얻어야 
했던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아직도 한여름이면, 저녁 7시쯤 냉방이 
꺼졌던 고객사 프로젝트 룸이 생각난다. 흐르는 땀과 함께 한쪽 귀에 흐르던 
‘슈퍼스타 K’의 음원들, 어쩌면 그때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열정과 
도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

기업사회공헌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마치고 기업사회공헌 컨설턴트라는 조금

은 독특한 경력을 쌓았던 사회 초년생 7년의 경험과 다소 생소한 영역에 도전

해 사회공헌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후 들어간 대기업 조직 안에서 기업사회공헌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많

았다. 잦은 조직개편과 전략의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이 정말 중요하기는 한 건지 많은 회의가 느껴지던 시간이었다. 어쩌면 이 글은 

이런 나 스스로 처음 내가 가졌던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했던 일이 사회

를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 냈는지

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 자신을 북돋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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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회공헌과 CSR에 대한 전문내용을 기술하려고 하지 않았다. 철저히 

한 컨설턴트의 경험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한 컨설턴트의 경험을 하나하

나 쫓아가다 보면 기업사회공헌, 기업자원봉사, CSR, 지속가능경영,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200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개념을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가 높은 사회공헌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출해서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적기업가로서�‘기업사회공헌�컨설턴트’

아울러 철저히 사회적기업가로서의 ‘기업사회공헌 컨설턴트’를 다루었다. 좋

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작동하

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

원과 협력기관을 움직이는 기업가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좋은 뜻’을 성취할 수 

없다. 이 책에는 지속가능보고서, 사회공헌 통합관리시스템, 이러닝 콘텐츠 개

발, 비영리단체의 기업 제휴 전략, 회원제 서비스, 도서 출간 등 신규 프로젝트

를 만들어 시장을 창출하는 과정이 다양한 일화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새롭게 

지식 서비스 분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현장감 있는 도

움과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2007년부터 나의 온 관심은 ‘기업사회공헌 전략 컨설팅’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서 회사의 수익을 안정화시킬까에 있었다. 많은 시도가 있었다. 위에 언급한 
사업 이외에도 사회공헌 운영대행, 사회책임투자 평가사업, 전략정보와 전략세미나를 합친 회원제 
서비스,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된다. 성공의 기쁨도 
있었지만, 실패로 인한 좌절도 켰다. 생각해 보면 뿌듯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시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 본문 중에서 -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개인의 열정을 관리하는 법, 직원

들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도 담았

다. 많은 후배를 선발했고, 힘든 과정을 함께했다. 어떤 후배들은 천직처럼 이 

일을 지속하고 있고 어떤 후배는 이직했지만 비슷한 업종에 남았다. 또 어떤 후

배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갔다. ‘대체 어떤 요소들이 한 개인의 공익에 대한 열정

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까?’ ‘나는 어떤 직장인이었고, 또 관리자였을까?’ 등 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한번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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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인재들은 공익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가 가진 
차갑고 매정한 부분보다 비즈니스를 영위하더라도 윤리성이나 공익의 증진에 관심이 많다. 더불어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선임들이 보여주는 일하는 방식,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성과 간의 조화, 회사의 이윤과 클라이언트의 이익 간 조화,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 등 
일반 기업에서보다는 더 높은 기준의 가치를 기대한다.” 

- 본문 중에서 -

 

�사회공헌은�조직,�가족,�개인�모두가�실천할�수�있는�삶의�한�

방식

이 책의 부제인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공익이 있다’는 내가 이 책을 쓰면서 발

견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기업사회공헌은 기업의 대사회적인 공헌 활동이

다. 하지만 사회공헌이 꼭 기업에만 국한될지 생각해 보면 사회공헌은 다양한 

조직, 가족, 개인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이다. 이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내 소명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공익

에 노출되어 있는지,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공익을 찾아내고 실천

할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특히 시니어들은 다양한 직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은퇴를 하는 세대다. 그분들에게 봉사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를 위해 다시 한번 펼칠 기회이고, 남는 시간을 새로운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레저이며,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다.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도 본인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회공헌’이란 말 자체가 
주는 따뜻함과 확장성에 한참 동안 감탄했었다.”

- 본문 중에서 -

이 책은 ‘기업사회공헌 컨설팅’이라는 한정된 분야로 시작했지만, 공익 비즈니

스 모델 생성과 사업의 확장, 공익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개인과 모든 조직이 자신만의 

공익을 찾아 실현해 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담아냈다. 이 책이 

여러분만의 공익을 찾고 실현해 가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컨설턴트가 경험한 기업사회공헌』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100세

김현곤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미래학회 부회장

50+리포트 통권 05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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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나는 몇 살까지 일할까? 행복한 100세 현역으로 

사는 방법은 뭘까? 이 3개의 질문에 저자가 직접 그린 100개의 

그림으로 간단명료한 답변을 제시한다. 행복한 100세 준비법으로서 

알기세상알기&인생알기, 찾기자기찾기&천직찾기, 만들기평생현역 습관만들기로 구성된 

인생 디자인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내 일My Job이 없으면 

내일Tomorrow도 없다. 내 일이 내일을 만든다”라고 말한다.

행복한�100세를�위한�3개의�질문과�100개의�그림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나는 몇 살까지 일할까? 행복한 100세 현역으로 사는 방

법은 없을까? 이 책은 이 3개의 질문에 대해 저자가 직접 그린 100개의 그림으

로 간단명료한 답변을 제시한다.

고령자 또는 노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어둡다. 병약하

고 빈곤하고 외로운 이미지다. 이 책은 100세를 살아갈 인생 후반전에 관한 기

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정관념에 도전장을 던진다. 노인의 약점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고령화 인식에서 탈피해서, 건강한 고령자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긍정 고령화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행복한 100세 준비법에 관한 

비밀노트를 내민다. 알기, 찾기, 만들기로 구성된 인생디자인 3단계 전략이 그

것이다. 그래서 ‘미래 디자이너가 말하는 행복한 100세 준비법’이라는 키워드

가 딱 어울리는 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은 60세 이상 인구

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첫 해다. 50세 

이상 인구는 벌써 1,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평

균수명 100세 장수 인생 120세 시대로,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가 50세 이상인 시대를 맞아 인생의 터

닝포인트인 50세 이후로 접어든 모든 사람의 필독

서로서 권하고 싶은 책이다. 100개의 그림과 함께 

쉽게 쓰여 술술 읽기도 쉽다.

 
그림 1.	 행복한 100세를 위한 인생디자인 3단계 전략

1단계
알기

세상 알기

인생 알기

2단계
찾기

자기 찾기

천직 찾기

3단계
만들기

평생현역 
습관 만들기



	 • 인생디자인 1단계 : 알기-세상알기와 인생알기
책의 뼈대도 단순 명쾌하다. 행복한 100세 현역을 준비하는 인생 디자인 1단계 

전략은 알기 단계다. 세상 알기와 인생 알기로 구성된다. 메가트렌드를 중심으

로 세상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재테크를 넘어 일테크의 중요

성에 대해 알게 해준다. 

먼저 세상 알기가 필요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류 

역사에 있어 21세기는 정말로 독특한 시대다. 인류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2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

리는 지능기반 기술혁명과 고령화혁명이라 불리는 휴먼혁명이다. 그런데 어떤 

혁명이 더 중요할까? 거시적인 사회변화라는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더 중

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생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고령화 혁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50년 가까운 전혀 새로운 

시간이 과학과 의학의 선물로 나에게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2.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혁명,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4차 산업혁명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장수혁명

2차 혁명
산업화

1차 혁명
기계화

3차 혁명
정보화

4차 혁명
지능화

19세기
41~60세

18세기
1~40세

20세기
61~90세

21세기
91~120세

세상 알기 다음으로 인생 알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령화혁명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잘 모르

고 있다. 그래서 세상 알기와 더불어 제대로 된 인생 알기도 필요하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인생후반전은 얼마나 될까? 50세 이후부터 100세까지 적

어도 50년이나 되는 시간이다. 믿기 어렵지만, 이제는 인생 전반전보다도 인생 

후반전의 시간이 더 길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12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시대

로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 후반전이 10~20년

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막막한 인생 후반전이 두려워 

애써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실을 직시하고 노력해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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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야 한다. 전혀 예기치 않게 나에게 5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선물

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인생후반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준비해

야 한다. 

그림 3.	 재테크를 넘어 일테크로 : 돈은 계란, 일은 암탉

고령화 시대의 인생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무엇일까? 필

자는 인생 후반전 종합설계도의 핵심은 ‘일’에 있다고 본다. 일을 하면 소득을 

얻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건강과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휴식과 여

가의 즐거움을 더 만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인생 후반전의 토대이자 뼈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내 일이 없으면 내일도 없다. 내 일이 내

일을 만든다’라고 말한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돕는 대부분의 책이 건강, 

일, 소득, 관계, 가족, 여가, 학습 등 커버하는 영역이 넓고 포괄적인 데 반해 이 

책은 오로지 ‘인생후반전의 일과 인생’으로만 주제를 한정 짓고 있는 이유이기

도 하다.  

	 • 인생디자인 2단계 : 찾기-자기 찾기와 천직 찾기
행복한 100세를 만드는 인생 디자인 2단계는 찾기 단계다. 자기 찾기와 천직 찾

기로 구성된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자기발견과 일의 욕구 단계설에 기반을 

둔 천직 찾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2,300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이 말은 변화

의 시대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인생후반전을 만들기 위해 지금 더더욱 가슴에 

와닿는 명언이다. 세상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를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

인인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자신의 특징·장점·역량·희망 

같은 것을 말해 보라고 하면 자신 있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강점 기반

의 성공적인 인생 디자인을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재테크 일테크

돈 = 계란 일 = 암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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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특히 인생전반전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 제대로 된 자기발견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100세 시대의 새로운 자기발견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장점, 자랑스러운 습관,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각각 20∼25개씩 적어 100개의 자기 특징을 통해 나를 새

롭게 발견하는 ‘자기제품명세서’ 작성법을 제시하고 있다. 100개 항목으로 구

성된 자기라는 제품의 강점 명세서, 행복 명세서이자 가능성 명세서인 셈이다.

이렇게 자기 찾기를 하고 나면 천직 찾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100세까

지 일하면 좋은 3가지 단순한 이유,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패러디해서 저자가 

만든 ‘일의 욕구 단계설’, 재테크로부터 일테크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 나의 직

업 찾기를 위한 현상 질문과 본질 질문, 천직으로 가는 3가지 직업 이야기, 직업 

선택의 3원칙, 나의 천직을 발견하는 4가지 방법 등을 포함해서 인생후반전을 

맞이하는 나에게 맞는 직업과 천직 찾기를 위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팁들도 제

시하고 있다.

	 • 인생디자인 3단계 : 만들기-평생현역을 위한 습관 만들기

그림 4.	 100세 시대 평생현역을 위한 7가지 습관

건강

학습

인성

시간관리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서비스

세상 알기, 인생 알기, 자기 찾기, 천직 찾기까지 끝내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내가 운 좋게 

찾은 직업이나 천직은 내가 선택 가능한 수많은 천직 후보 중 하나다. 이제부터

는 그 천직 후보에서 출발해서 평생토록 나의 진정한 천직을 만들고 평생 현역

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좋은 습관 만들기가 필요하다. 인생 르네상스를 위한 자

기경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인생은 습관이다. 습관이 곧 인생이고 운명이다. 

100세 시대 행복한 평생현역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인생 디자인 세 번째 단계로 평생현역을 위한 습관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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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0세가 넘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곧 

습관이라는 말을 믿는다면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다. 인생 후반전은 인생

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더욱 중요하

다. 그런데 좋은 습관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다. 일과 인생에만 초점을 맞춘 이 

책에서는 일과 관련된 7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다. 건강, 인성, 학습, 시간관리,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서비스를 위한 습관이 그것이다. 책을 펼치면 멋진 인

생 후반전을 위해 필수적인, 간결하지만 유익한 새로운 습관 만들기 노하우들

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함께�누리자,�인생�르네상스�행복한�100세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인류 역사상 평균수명 100세, 장수 수명 120세 시대를 맞

는 첫 번째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주인공으로 하여, 생생한 사례와 증거를 통해 

행복한 100세 현역과 인생 르네상스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미있고 유익한 부록은 덤이다. 고령사회와 일을 주제로 지난 2년간 

저자가 읽은 국내외의 명저들을 잘 요약해 두었다. ‘대가들이 말해 주는 100세 

시대 평생현역 가이드’라는 제목 아래, 인생후반전과 일에 초점을 맞춘 30여 권

의 책들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3~4줄씩 간결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다.

의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혀 예기치 않게 우

리는 50년 이상의 새로운 시간을 선물받았다. 50년 이상의 새로운 인생이 우리 

인생 속에 추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50년의 인생 재탄생life re-birth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인생 르네상스Life Renaissance를 추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

유다. 고령화혁명으로 평균수명 100세, 장수수명 120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

령화혁명이 축복의 선물이 될지 견디기 힘든 길고 긴 재앙이 될지는 오로지 우

리 자신의 믿음과 준비에 달려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장수 수명 120세 시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더없는 축복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50년 이상의 새로운 시간을 갑

작스럽게 선물받았다.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자,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의 르

네상스를!



50년 여행
50일 인생

홍윤오   
전 국회홍보기획관·언론인

50+리포트 통권 07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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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여행 50일 인생』

“여행은 인생 그 자체이다. 50년 살아온 것이나,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50일 
여행한 것이나 같다는 생각이다. 만남과 헤어짐이 있고, 소유의 기쁨과 상실의 
아픔이 있다. 희로애락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다.”

�중년의�비망록이자�인생�반성문,�상처를�스스로�치유하는�

자기위로의�책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일 듯하다. 그것도 아주 먼 곳,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경제적 형편이 되

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길을 나선다. 인생이 곧 여행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여행,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여행 이야

기를 풀어놓은 책이 있다. 한국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종군기자로, <아프간 블루

스>의 저자이기도 한 홍윤오 씨가 재작년에 펴낸  <50년 여행 50일 인생>나눔사 

펴냄이 그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책 제목이 50+재단과 딱 들어맞는다. 주인

공 나이도 그렇다. 저자는 말한다. 

‘Now or Never’라는 말이 있다.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나이 50이면 어떻고 60이면 또 어떤가. 더 늦기 전에 훌쩍 여

행을 떠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곧 행운아가 아닐까.

이 책은 홍만식이라는 3인칭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 형식의 여행수

상록이다. 어느 독자는 이를 가리켜 ‘여행 소설Travel novel’이라고 명명했다. 한편

으로는 저자의 여행 일정과 경로, 각종 여행 팁을 소개한 일종의 여행안내서이

기도 하다.

이야기는 50줄에 접어든 주인공이 갑자기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홀로 중남미와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은 여행하는 

동안 넓은 세상을 보면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고 결국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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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책은 나의 비망록이자 인생 반성문이다. 한편으로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자기위로의 책이다”라면서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도 함부로 

말도 못 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상처 입고도 함부로 말 못 할 사연이 자못 궁금하다. 저자는 그러나 끝

내 밝히지 않는다. 어차피 함부로 말 못 한다고 하지 않았나. 50+세대들치고 그

런 사연 한두 개쯤 없는 사람이 있으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

조차 할 수 없는 신세. 이 책은 그런 세상 그런 50대가 모든 걸 떨쳐버리듯 여행

을 떠나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이다.     

홍만식은�항용�자신을�북악산에�올려놓았다.

한 중년의 홀로 중남미 여행기는 김성한의 소설 <방황>의 첫 구절로 시작한다. 

저자는 본디 ‘홍’가는 맞지만 이름은 ‘만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날 즈

음 자신의 처지를 소설 속 주인공에 빗대어 스스로를 ‘만식’이라 칭하고, 그 ‘만

식’을 내세워 마치 소설처럼 여행기를 풀어나간다. 좀 생뚱맞으면 어떤가. 어차

피 인생은 소설과도 같고, 여행 역시 하나의 스토리인 것을. 

소설 속 ‘만식’은 백수건달이지만 스스로는 두 가지 직업을 지녔다고 

자부한다. 그 하나는 정거장에서 석탄을 상습적으로 훔쳐내는 일이니, 그의 명

명에 의하면 ‘석탄반출작업’이었다. 또 하나는 공상이다. 이것도 그가 붙인 독특

한 명칭이 있으니, 그것은 ‘사고구축작업’이라 했다. 그는 항상 ‘반출’에 용감하

고 ‘구축’에 심각했다. 현실 속 ‘만식’ 역시 여행을 떠날 즈음 6개월째 백수였다. 

신문기자를 거쳐 대기업 임원으로 있던 그는 묘한 악연에 뒤통수를 맞고 끝내 

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런데도 취직은 제쳐두고 여행이란다. 그

것도 중남미란다.  

저마다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유와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목적지를 정

하는 것도, 여유롭게 혹은 급히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식’은 정신적·현실

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중남미 나 홀로 여행을 급히 결행했다. 하지만 현

실도피라기보다는 자신과의 대화를 위해서였다. 일종의 일시적이고 내면적인 

망명이었다. 50년 인생과도 같은 50일간의 여행길에서 중년의 ‘만식’이 본 것

은 무엇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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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루를 내려와 다시 방파제를 따라 걷는다. 방파제의 끝에는 낡은 잔교(棧橋)가 놓여 있다. 
어쩌면 이 풍경은 옛 모습 그대로이리라. 평생을 모험과 이벤트로 살아온 작가는 이 다리 끝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그 그림자를 밟으며 다리의 끝에 선다. 만식의 살아온 삶 역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다. 문득, 수평선 위로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가 포말을 일으키며 솟구쳐 
올랐다가 다시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

“그것은 ‘희망’이었다. <노인과 바다>의 배경지인 쿠바의 코히마르에서 만난 헤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는 명제를 일깨워준다. ‘희망을 버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더욱이 그것은 분명한 죄’라는 사실도.” 

…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미리 계획을 하고 떠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뜻하지 않게 
갑작스레 길을 나서야 할 때도 있다. 그 여행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자. 언제 올지 모를 갑작스러운 
여행을 위해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삶을 마감하는 여행길도 마차가지일 터.”
“꼭 한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못 갈 줄 알았는데 또 가게 되는 곳이 
있다. 우연한 방문에 뜻밖의 감동을 받는 곳도 있다. 다시 가고 싶지만 한 번 간 그것이 마지막인 
곳도 있다. 인연은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도 있다.”

…

“여행도 젊어서 해야 한다. 일도 젊어서 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가급적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해야 한다. 그럼 방법은?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는 수밖에…. 그중에서도 여행은 특히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하면 그만큼 힘이 든다.”

- 본문 중에서 -

	쿠바 아바나 부근 코히마르의 바닷가에서 주민들이 평화롭게 낚시와 휴식을 즐기는 모습.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모티브가 됐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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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곳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말을 거는 것이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다소 무뚝뚝하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어보자. 혼자 여행하면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인간사의 모든 갈등과 전쟁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 그에 따른 
소통의 단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소통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이다. 싸움을 
피할 수 있다.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이야기만 듣고 함부로 사람을 의심할 게 아니다. 어디를 가나 
악인들은 있을 뿐이지 세상은 다 똑같다. 그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고, 대부분은 착한 사람들이다.”

…
“새는 자유롭지만 그 또한 하늘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없다. 
자유는 아무 것에도, 아무 데도, 누구에게도 없는가. 
외롭지 않고 자유로울 수는 없는가.”

…
“먼 길을 무작정 걷는 것은 답답한 가슴을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체력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의 힘 때문이다. 걸으면서 화를 삭이고 냉정을 찾고 용서하게 된다. 분노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걷다가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쯤 비로소 다른 길이 보인다.”

…
“나 홀로 여행에서 변수와 해프닝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항공편·교통편이 변경되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일들은 생긴다.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이다. 인생 여행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여행자가 되면 좋은 것 중 하나가 현지의 관습과 문화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살아가면서 많은 눈치를 보아야 하고 남을 의식해야 할 일이 많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건지 타인을 위해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하지만 여행지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
“멋진 풍경들이 많지만 자연이 만들어낸 장면만큼 걸작은 없다. 
그것은 목격한 사람에게만 내린 축복이다. 
그 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다.”

…
“여행을 하다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 있다. 
단 며칠이라도 눌러 앉아 쉬면서 경치와 정취를 만끽하고 싶은 곳들이다. 하지만 여행은 늘 시간에 
쫓긴다. 여유롭고 품격 있는 여행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주어진 여행이나마 열심히 즐기자.”

…
“혼자 걸어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다. 곁에는 늘 동행이 있어 대화를 나누니 그는 또 다른 
자아이다. 그러니 외롭다 하지 마라. 나를 제일 잘 알고, 이해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함께 
있으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더라도 심하게 티를 내면서 중얼거리지는 말자.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
“길은 사연을 남긴다. 거기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잊을 수 없는 
길이 있다. 사람도 길도 인연이 있다.”

- 본문 중에서 -

여행에서 돌아온 ‘만식’은 ‘인생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세상은 

공평한 것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만식’은 뜻밖의 인물로부터 전

화를 받은 후 아내에게 조용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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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사람을 좀 만나야 하니까 양복 입고 나갈게.”
- 본문 중에서 -

그리고 <방황>의 마지막 문구로 여행기의 끝을 맺는다. 어쩌면 무슨 변통이 있

을 듯도 했다.

폐루 마추픽추.

페루 쿠스코 부근 성스러운 계곡(sacred valley)의 안데스 평원. 끝없은 밀밭 위로 마치 동화 속 기차 같은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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