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교육자료 2018-10-1

제36차 지역사회교육포럼

지역사회교육운동과 고령사회

때 : 2018. 12. 14 (금) 13:30~16:00
곳 : 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 소극장

후원 : 교육부 현대자동차(주)

》제36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을 열며

지역사회교육운동과 고령사회
KACE 창립 49주년과 지역사회교육포럼 개최 36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포럼이어서 더욱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포럼을 통해 모아진 의견들이
KACE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교육운동의 실천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교육운동과 고령사회”를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령화 문제가 ‘신체적 건강’과 ‘돌봄’으로 국한되어 다루어졌다
면, 이제는 고령인구 특성 변화에 따라 ‘직업’,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
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가기 위한 사
회의 인식이 함께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
다도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나침반
처럼 본 포럼이 변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늦가을의 정취 더불어 따뜻한 차 한 잔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초대
하오니 부디 왕림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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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희

일 정

⦁진행 : 최선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13:00-13:30 등

록

13:30-14:00 식전공연 공연팀: 어울새오카리나 앙상블
개 회 식
14:00-14:40 [기조강연] 고령사회와 공동체
최일선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4:40-15:00 [발표1] 신중년, 그들은 누구인가?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

15:00-15:20 [발표2] 노년기의 직업능력개발
김현수 | 순천향대학교 교수

15:20-15:40 [발표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민간단체의 역할
허정무 | KACE청주 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15:40-16:0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16:00

폐

회

차 례

기조강연 고령사회와 공동체
최일선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발표1 신중년, 그들은 누구인가?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

발표2 노년기의 직업능력개발
김현수 | 순천향대학교 교수

발표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민간단체의 역할
허정무 | KACE청주 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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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신중년, 그들은 누구인가?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교수

시니어붐이 시작되었다.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양적
변화의 상징이라면 시니어붐은 본격적인 노인 시대의 막을 올리고 이들의 삶
의 컨텐츠 변화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활동적 노년의 상징으로 나타난
새로운 이름표, 신중년! 우리는 쉰세대를 넘어, 새로운 세계의 트랜드를 만들
고 콘텐츠 시장의 새 강자로 떠오른 이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많
아지는 시대에 노인의 입과 귀와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돋보기 세대가 아니다.
21세기 사회, 경제, 문화, 언론 모든 분야에 낯선 시야, 신선한 소리, 그리고
집단의 입으로 새 모자이크를 만들고 있는 21세기 6075세대의 새 이름 ‘신중
년’, 그들은 누구인가?

1. 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 가진 자, 쓰는 자, 신(新)시장의 운영자
1970~80년대 고도성장기부터 시작된 서민들의 부의 축적이 시작된 이래,
준비없는 노후를 목도한 세대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산축적의 중요성과
노후준비의 절실함을 경험하였다. 공적 연금 개념을 알게 된 세대이자 개인연
금과 새로운 투자의 달콤함을 맛본 세대의 60+인생은 농토가 아니라 건물 위
의 삶을 꿈꾸고 준비하는 안정성을 갖추었다.
이들은 소비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를 잡으며, 백화점의 큰 손이자, 안
티에이징을 위해 기꺼이 지출을 하고, 새벽 홈쇼핑의 주역이자 영화관과 스포
츠센터, 카페의 낮고객이자 비수기 여행사의 성적표를 책임져주며 젊은 층과
는 다른 시간대의 주요 매출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마천루를 경험한 첫
세대이자 엘리베이터의 첫 세대, 집전화에서 스마트폰까지 경험한 세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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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와 미니스커트의 세대이고, 아스팔트 위에서 마이카를 경험한 세대이고,
주판에서 컴퓨터까지 이용한 세대이자 더 이상 달에 토끼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세대이다. 자본의 단 즙을 맛보고, 새로운 자본시장을 열고, 재
투자의 실천가이자 굴하지 않는 부동산의 건물주들이다. 풍요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세대들, 그리고 그 경험을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일상 속에서
청춘기 즙보다 달콤하게 즐기고 있는 자들, 경제주체로서의 신중년들이다.

2. 교육주체로서의 평생교육의 선택자: 배운 자, 아는 자, 다시 배우는 자
공교육의 첫세대이자 민주화를 일구고 자력으로 투표의 방식을 바꾸었던
사람들,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으며, 성교육에 첫눈을 뜬 사람들, 교육복
지서비스의 첫 수혜자이자 재취업교육의 본격적 참여자, 평생교육의 주역, 조
부모교육경제의 주역, 바로 신중년들이다.
더불어 이들은 높은 교육열과 그 열기로 얻은 자유교육과 민주교육을 통과
하며 선택의 힘을 알고 실천한 세대였다. 연애결혼물결을 만든 주인공들이자
이혼을 기꺼이 선택하는 세대, 재혼을 당당히 말하는 세대이고, 자신의 남은
삶에 투자하고자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세대이자, 환갑잔치보다는 여행을
선택한 세대, 인공중절 수술을 받은 세대이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세대들이
다. 밀려가지 않고 만들어가는 세대로서 늦은 교육에 뜨겁게 열광하고, 본격
적 인생막을 위한 자기교육투자를 아끼지 않는 세대이기도 하다. 정규대학과
편입을 기꺼이 선택하고 사이버대학의 주요학생들이고, 석박사과정에 진학하
거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전문상담사와 같은 자격증 과정
에 도전하며 앎을 즐기고 삶을 새로이 개척하는 이들이 바로 신중년들이다.

3. 문화창조자로서 콘텐츠메이커: 블로거, 카페동아리장, 유튜버
적극적 은퇴는 신중년들의 주요 특징이다. 이들은 무조건적 희생정신보다
자기투자와 자기계발, 여가활동과 적극적 관계메이커, 노무(No More Uncle)
족이자 루비(RUBY:Refresh, Uncommon, Beautiful, Young)족으로 살며 나
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추구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활동과 취미생활를 선택한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공유하면서 블로거로
활동하고, 인터넷카페를 통한 동아리를 구성하고, 유튜버로 활동하며 자신만
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새로운 관계맺기와 문화적 창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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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창출에 대한 도전적 호기심을 보이고, 도전을 통해 기꺼이 성취
를 즐기며, 제 2의 삶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부
각시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새로운 노년 문화를 구축하며, 건강한
신중년만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라는 세대 매체 속에
기꺼이 들어가며, 카톡방의 주인장이자 정치뉴스의 전달자이고, 밴드의 주요
고객이자 페이스북과 인스타의 팔로워이자 스타이기도 하다. 신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모든 세대와 공동의 매체로 함께하나 자신들만의 콘텐츠로 승
부한다.

4. 세대의 연결자, 시대의 운영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젊음에서
노년까지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한 신중년들은 줄다리기에서 네크워크까지를 경험
한 다경험세대이기도 하다. 노년들의 놀이재미에서 청년들의 게임머니까지 알
고 즐기는 세대이자, 청색전화에서 유선전화를 넘어 5G 스마트폰을 직접구매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즐기는 세대이다. 청년의 매체와
노년의 도구를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세대이자, 추억과 역사를 신매체 콘텐츠
로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이다. 윤심덕에서 BTS까지 알고 있는 세대,
장터국밥의 맛부터 배달앱까지 사용하는 세대, 게임에 동참하고 길드를 이끄
는 세대를 아우르며 문화적 경험과 역사적 경험을 이어내는 연결세대이다.
문화적 연결성은 세대의 연결로, 그리고 새로운 연결자로서의 역할은 이 시
대의 운영자로서 세대간 유사성을 높이고, 문화적 단절성은 낮추며, 세대간
거리와 격차를 줄이는데 기꺼이 기여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모습이기도 하다.

5.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참여자에서 다시 주도자로
과거 경제적 수혜자이자 교육의 수혜자, 문화적 수혜자로서 청년이었던 이
들은 이제 기브미 쪼꼬를 외치던 꼬마에서, 국민학생으로, 민주화 운동의 주
역으로, 넥타이부대로 성장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기고 지금 ‘신중년’
이 되었다. 그 사이 이들은 수혜사회의 수혜자로서 살고, 참여사회의 참여자
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제 주도사회의 새로운 리더로서 새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
문화적 주도자로서 이들은 Cafe+(플러스) 컨셉, Travel+Study 모델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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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페기능을 넘어 교육과 공동체 기능을 갖춘 곳에 신
중년들이 모이고 이들은 서비스를 받으며 질좋은 식사를 하고 기꺼이 자녀들
과 주말을 ‘엔조이’하며 지낸다. 장소와 열정을 묶어 새로운 문화적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인터넷활용기술을 통해 취미, 여가프로그램의 모델로서 가족과
SNS를 하며,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문화적 동지들의 유튜브를 구독하고
동시에 유튜버로 활동하며 구독자 수를 늘려간다. 기꺼이 배우고, 나누고, 창
조하며 문화적 주도자로 활동한다.
사회적 공헌자로서 신중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
역사회에 공헌한다. 지역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서관에서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고, 이전 경험을 살려 무료 법률 자문을 하고, 소비자분쟁상담
사로 활동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희생이라기보다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모
든 세대를 위한 ‘기꺼운 세대보상(Pay-Back Service)’에 나섰다. 문화, 사회,
행정, IT, 연구, 상담, 재무, 교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신중년들의 적극적
참여와 나눔과 봉사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있는 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현대발전의 주역이었던 우리나라 신중년의 발달과정은 수
혜사회-참여사회-주도사회라는 사회적 발달과정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발달 지표인 셈이다.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에서 늘 있어왔지만, 완전히 새로운 집단인 신
중년들의 욕망을 읽을 때가 되었다. 소비에 있어 거침없지만 계획적이고, 자
기계발에 있어 도발적이나 신중하며, 참여와 관계에 있어 매우 포괄적이나 전
문적인 이들의 다중욕망은 향후 초고령사회의 사회심리 모델이 될 것이다. 이
들은 더 진화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만들고 기꺼이 몸집을 키워가는 그들,
계속 늙어가나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이들, 신중년 그 인류의 첫그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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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노년기의 직업능력개발
김현수 | 순천향대학교 교수

Ⅰ. 왜 노년기의 직업능력개발인가?
노년기는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어
지는 일련의 삶의 주기(life cycle)에서 이전의 삶과 연속적이면서 또 다른 경
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삶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노
년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쌓아 온 다양한 경험(학습,
생활, 직업 등)의 연장선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는 달
리 자의 반 타의 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로 적
절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생 100세 시대로 불리는 장수시대에 적응하기 쉽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성인들은 평균 49.1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통계청, 2016) 평균 72.9세에 은퇴를 한다(남성. OECD, 2015; 지은정, 2017
재인용).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38.2%, 2017년에 42%(통
계청, 각년도) 정도로 40% 안팎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근로시간 대
비 고령자의 전반적인 생산성은 낮지 않고(김문정, 2017)으나, 60세 이상 취
업적합직종은 경비원 21.2%, 청소원 19.3%로 자신들의 생애직업경력과 무관
한 분야가 다수이다(지은정, 오학수, 2016). 2017년에 60세 이상 운영 사업체
87만여 개 중 문턱 낮은 요식업 위주로 1년새 5만개가 증가하였다고 한다(세
계일보, 2018.12.5.). 65~79세 은퇴세대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는 36.1%가 단
순노무종사자, 26.1%가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6.3%가 서비스·판매종사자,
13.6%가 기능·기계조작 종사자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8.12.5.).
특히, 이제 정년을 맞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는 여러 측면에서 현재의 노인세
대와 다른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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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이소정, 2011).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
년기 진입(‘20~), 현세대 노인의 高교육수준에 비추어 볼때 기존의 저학력·저
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지은정, 2017).
그럼에도 법적 퇴직연령이(60세) 지난 고령자를 위한 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정책절벽), 연령 및 주관부처에 따라 주요 정책대상이 달라서(~60세:
고용부, 65세~:복지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지은정, 2017).
그동안

‘교육=학교교육’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

위해

평생교육

(lifelong education)이 대두된 것과 같이, 산업화시대에 청소년과 구직자를
위한 단순 기능 중심의 단기 직업훈련은 이제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
로 바뀌었고 재직자, 인생이모작 준비자, 중고령자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이제 평생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과
크게 구분하기 어려운 교육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사
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만큼 교육은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직업교육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는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가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 늘렸다는 반
증이기도 하다. 전체 평생교육프로그램 가운데 50%에 가까운 과정이 직업능
력개발과 관련된 것도 이러한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교육부·국
가평생교육진흥원, 2018).
‘인생은 길고 직장은 짧다(Life is long, job is short)!’. 직업능력
(competency, employability) 개발은 이제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인 수입 확보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 직업생활을 통한 자아실현과 인간다움의
구현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더 길어졌다는 의미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독거노인 혼자 생활하다 사망하는 일이 사회문제화되고 있
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건강상의 이유때문만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하지 않아
서, 또는 봉사활동이나 사교활동 같은 사회적 어울림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노년기의 직업생활이 더욱 필요하다. 물론 직업생활
에 필요한 적절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것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사회의 메가트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 학교교육만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따
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인생의 특정시기에 끝나는
front-end식 교육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언제든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필요에 따라 왕복할 수 있는 school-to-work, work-to-school 체제가 구축
되고 recurrent education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정지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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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년기 직업능력개발 현황
베이비 붐 세대의 58.5%는 소득을 위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하
였고 ‘건강을 위해’가 16.2%, ‘자기발전을 위해’가 14.4%인 것으로 나타나 경
제적 사유 외에 건강,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공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41.5%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소정, 2011).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 70.9%는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이러한 비율은 특히 남성일수록, 배우자가 없고 독거가구 이거나 미혼
자녀와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이소정, 2011).

[그림 1] 베이비 붐 세대가 인식하는

[그림 2]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일자리

노후 삶에서 일의 중요도

희망 사유

베이비 붐 세대의 70%는 노후 일자리로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또는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을 원하는 한편 이전에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을 원하는 비율도 30%에 달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이소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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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베이비 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 일자리 유형(교육수준별)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은 7%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고령층의 향후 참여 희망률도
15%로 높지 않다(황남희, 2014; 정경희 외, 2012).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
회가 45%로 가장 많고, 주 1회 37%, 주 4회 이상 14%, 월 1회 2% 정도이
다.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 종교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 5% 등이다.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고, 일반교양 21%, 건강관리·운동 20%, 정보화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
문이라고 응답해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건강상 이유(20%)와 시간부족(17%)이 평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이다. 참여희망자가 선호하는 평생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을 47%,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28%로 응답하여 현재
평생교육 참여자와 유사하다(황남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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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별 및 가구소득수준별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그림 5] 노년기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

Ⅲ. 노년기 직업능력개발 지원 현황
1. 정부정책의 한계
60세 이상(60+) 노년기 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원 관련 정책은 일자리정책과
봉사활동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은정, 2017).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빈도,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아지고 공식적 사회적 관계의 빈
도,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은나 외, 2017). 그러나 일자
리 마련과 사회활동을 위한 평생교육 및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201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등이 있다(지은정, 2017).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자 중심, 부처별 정책대상의 차이로 인한 정책절벽의 문제가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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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지은정, 2017). 노인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욕구를
지닌 60세 이상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지출비율은 26.7%로 OECD국가 평균(14,3%)보다
높은 반면, 고용서비스·훈련 지출비율은 27.7%로 OECD평균(49.3%)보다
21.6%p 낮다(지은정, 2017).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형태도 임금근로자는
52.8%, 비임금근로자는 47.2%인데 그나마도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
이다. 퇴직 후에도 일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70%(지은정, 2017)로
대부분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퇴직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60세 이상에 대해
서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순노무
직을 중심으로 한 쏠림현상도 뚜렷하다. 단순노무직 비율은 50대 25.4%, 60
대 43.4%, 70세 이상 72.1%이다(지은정, 2017).
2. 지자체 사례
가. 서울시니어직업훈련센터
고령인구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면서 시니어
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자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약 72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고령자
의 재취업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2004년 4월 서
울노인복지센터 내 서울시어르신 취업훈련센터를 개소하여 재취업교육을 진행
하고 있으며, 내일행복학교와 시니어직업능력학교를 통해 연간 2,000여명의 취
업훈련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서울시니어직업훈련센터 홈페이지).
서울시니어직업훈련센터 취업훈련과정인 내일행복학교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취미가 직업(my job)과 연결되어 행복한 미래(tomorrow)
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의 단순노무직을 벗어나 보다 전문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직종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일행복학교는 은퇴이후의 취업설계,
직업에 대한 전문기술 및 신규직종에 대한 직무 교육, 기술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업에 대한 일련의 교육 등 5가지 아카데미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1).
1) 출처: http://upgrade-u.tistory.com/3852 [직업능력개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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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언 - 생산적 고령화를 위해

노인기의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이 제언을 쏟아 놓고 있다. 그만큼 노인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교
육과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이유이든 자아개발과 보람있는 삶을 위한 개인적·사회적인 이유이든
간에 말이다.
예컨대, 사전예방적인 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을 통해 본인의 생애경력 및 경
험을 살릴 수 있는 고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 참
여자 학습관리가 필요하고(김문정, 2017), 미리부터 노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설계서비스 이외에도 별도의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 시
스템의 도입도 필요하다(이소정, 2011). 평생직업교육체제는 학교교육이 중심
이 아니라 생애 단계별 학습이 연계가 되어 일관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직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정지선, 2018).
노년기 평생교육이 노년층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교육매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평
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해 보건정책과 연계하여 맞춤형 가정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에
서 예비노년층의 건강관리 및 운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필요하다(황남희,
2014). 시간부족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직접 가
정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도록 방문 교육프로그램도 대
폭 늘려야 한다.
평생교육사를 활용하여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전문성을 확대하
여야 한다. 노년층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
하다. 노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도 다양
화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외에도 사회활동을 위한 기반구축과 일자리 지원이 필
요하다. 여기에 사회공헌활동(프로보노) 같은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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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민간단체의 역할
허정무 | KACE청주 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1. 고령사회에 대한 전망
고령사회의 도래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서적과 논문에서 위기적 예측이 많은
가운데, 정말 위기인지 어떤지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고령사
회로의 이행 단계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실현된다면 큰 화근을 남기게
되지 않는다. 위기인가 아닌가라는 양자택일적인 발상으로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의 이행 단계에 맞추어서 고령사회의 문
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과 같
은 보건·복지적인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는 필
연적으로 노인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 증가 및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력이 있는 노인과 학력수준이 높은 노인인
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30~40대의 상당수가 공·사적 연금을 통하여 노
후준비를 하는 등, 미래 노인인구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에 따라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지식정보화와 관련된 가치가 중시되는 지
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수반되는 노인
문제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
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노인평생교육과 취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변화로
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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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단순히 노인들의 생계해결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
이 형성되고 있다. 의존적 존재로서 노인의 복지가 아닌 자활적 노인생활을 꾸
리는 사회보장으로 변했다. 교육이 그 매개체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사회보장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생활수준도 향상되면서 생존권의 틀을
넘어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복지의 연계가 불가피해졌다.
평생교육을 연계한 노인정책은 노인들의 공적 활동과 사적 생활을 복지적 차
원에서 결합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연계는 생존권과 선택권의 틀의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인복지와 노인평생교육의 연결은 정부 차원에서
만이 아닌, 민간단체 또는 비정부기관(NGO)의 활동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
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들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가는 그들의 학습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은 자활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받아
야 한다. 노인세대의 잠재적 학습능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만
한다. 국가에 무조건 의지하지 않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상생의 차원에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2. 민간단체에서의 노인평생교육의 가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노인평생교육활동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가치를 지니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일생을 통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타인
과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한 개인에게 있어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의 사회관계망은 직장이나 소속집단과 함께 일생을 통하여 구축해
가는 중요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신체적·경제적·사회적인 역할
상실로 인하여 활동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호성이 적었던 집단과의 관계가 소
원해지는 반면, 가족이나 친지 등 상호성이 강했던 집단과의 관계망에 일변적인
의존도를 나타내게 된다. 현재의 가족은 주부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인자녀의 이
중적인 부양의무 때문에 가족과의 사회관계망 형성에 노인들은 심한 불만을 나
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대인적 상호관계망 형성에 있어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하
는 가족의존에서 벗어나 비슷한 연령에 속하는 배우자나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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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이를 중심으로 일차적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성인자녀가 중심이 된 가족과 달리 동년배집단과의 관계망을 잘 형성하
면 전생애적 경험과 인생 단계의 위기감 및 외로움의 정도가 비슷하여 상호 의
존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보다 넓고 든든한 지지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초기사회화과정이 동일하고 집
단정체감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동료집단과의 관계는 노인의 사회관계망에 새
로운 변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노인일수록 사회활동이나 각종 모임에의 참여도가 높
다. 이는 한 가지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은 다른 관계망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이
며, 특히 사회적 모임을 통한 민간단체활동은 집단소속감으로부터 오는 만족감,
동료에게서 얻는 안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계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민간단체 노인평생교육의 영역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문제 해결이 오늘날 사회와 가정에 큰 과제로 부과
되고 있으므로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노인들의 삶을 만족스럽게 돕는 노인평생
교육이 민간단체에서 요청된다. 노인평생교육은 노인의 특성에 관한 지식과 정
보를 통해 노인들이 변화하는 여러 환경에 잘 적응함으로써 만족스러운 노후생
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단체에서의 노인들을 위한 교육
은 노인들이 직면한 많은 상실들과 변화에 잘 적응하여 만족스러운 노후를 사
회활동을 통하여 영위하게 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민간단체에서의 노인
평생교육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영역은, 신체적 상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주변으로부터 소외감을 느
끼는 노인들에게 민간단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노인 자신들
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집을 떠나고 마지
막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빈 둥지인 집에 노인들만 남게 되므로 노인들이 외로
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으로 상실된 노인들에게 중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민간단체는 노인세대와 중년 자녀세대, 더 나아가서는 손자
녀 세대 사이의 간세대(間世代) 교육을 수행해야 된다. 간세대 교육은 양쪽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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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상당한 보상을 준다. 서로에 대한 비평, 상반됨, 그리고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이유 등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친구관계를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 성인자녀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손자녀와의 관계
도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단체는 노인들이 성인자녀 및 손자녀들
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간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 영역은, 은퇴로 인한 직업활동을 상실한 노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자신
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은퇴 후의 노인들이
창조적인 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를 들면, 민간단체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 계속 공헌함으로써 유용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전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라도 어떤 젊
은 노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특별한 능력, 시간과 에너지, 주변이웃들을 도
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민간단체는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의미있는 활동들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단체는 노인들
에게 이러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시에, 젊은 노인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4. 민간단체에서의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과제
노인평생교육은 노인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이며, 노년기
의 인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기에 동년배들과 만나 살아온 인생에 대
해 대화하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을 숙의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 및 취미생
활 등을 통하여 은퇴에 따른 공백과 시간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민간단체 노인
평생교육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세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넘나드는 인간애의 세계로 인도되는 휴머니
즘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평생교육은 인간존중의 표
시로서 자립과 생산성을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결
합하는 방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노인평생교육이 권리로서 주장되어야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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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법적인 권리의 차원을 넘어선 의미깊은 인간존재가 되
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서로 돕고 지탱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본주의적 노인평생교육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민간단체에서의 노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노년기의 민간단체활동을 통한 노인평생교육 참여는 노인의 삶에 있어
서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층이 단체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
간단체에서 어버이날이나 명절 등에 경로잔치를 하고 노인대학을 설치·운영하
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직까지 소수만이 민간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도 일회적이거나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
로 한 것이어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는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의 욕
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의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
화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와 관련된 혹은 사회적인 만남은 노인들 사이에서 친목조직 다
음으로 인기가 있다. 민간단체와 관련된 집단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다른 자발적
조직체에도 역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집단의 성원인 사람과 민간단체에
서 친구가 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참여를 유도시켜 노인들이 겪게 되
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민간단체는 노인의 정신적 욕구
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서비스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 민
간단체 개설 고령자교실에서는 노인들에게 계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적
클럽들,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
비스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에게는 다른 노인
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예컨대 매일 전화를 걸어서 안심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셋째, 노인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정 기간 또는 수시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노인들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 쌓아
온 경험들이 어떤 경우에는 고집과 같은 경직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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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해야 한다.
넷째, 노인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노인평생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잠재적 교육욕구가 교
육서비스 이용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잠재적인 교육서비스
욕구가 실제의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노인
평생교육기관 설립과 같은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민간단체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인평생교육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시설들이 적지 않은 규
모이지만 이들 민간자원들이 연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민간단체가 본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고령사회에서는 노인평생교
육의 장소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을 교육의 대상자로서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 즉
교육담당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여 노인평생교육의 대상뿐만 아니라 노인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강사로 활용하도록 한다. 노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적
인 노인평생교육 강사뱅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평생교육을
취업과 자원봉사활동과 연계시킴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받은 노인들을 적절한 구직처와
연계시키는 작업과 구직처에서 원하는 노인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
을 전개해야 한다.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달라지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
이다. 민간단체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적절한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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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0) @kace.or.kr
남양주
031-567-822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지금동),
2008. 11. 4 F.031-567-8338 남양주시 제2청사 3층
(12249)
부천
1999. 6. 1

kacenyj
@kace.or.kr

032-614-836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4번길 kacebc
F.032-614-8365 20 (심곡동), 2층
@kace.or.kr
(14640)

성남
031-707-83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40 (이매 sncem
1999. 5. 27 F.031-707-8411 동),2층
(13569) @kace.or.kr
경
인
권

수원
031-224-467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 (신풍 scem85
1985. 8. 31 F.031-224-4674 동), 신진프라자 201호
(16252) @kace.or.kr
시흥
031-312-0966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44번안길 17, 성실 shcem2004
2004. 2. 20 F.031-312-0967 빌딩 3층
(14950) @kace.or.kr
안산
2004. 5. 3

031-417-44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F.031-418-4481 (고잔동), 대우빌딩 4층 402호 (15461)

aj4452
@kace.or.kr

안양 ․ 과천
031-385-98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20번길 anyangos
1999. 7. 14 F.031-385-9842 4 (관양동), 건준빌딩 3층
(13945) @kace.or.kr
용인
031-275-178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53-1(죽 yongincem
2004. 5. 25 F.031-360-6528 전동) 상생프라자 A동 502호 (16876) @kace.or.kr
의정부
031-879-015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5 (의정부동), kaceujb
2000. 5. 10 F.031-855-2278 경민빌딩 6층
(11653) @nate.com
화성
031-357-145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620
2011. 5. 26 F.031-357-1453 명진빌딩 4층
(1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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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kace
@kace.or.kr

구분

협의회
(설립일)

전화/팩스번호

주소

대전
042-489-8177 대전시 서구 갈마로 34 5층
1989. 9. 21 F.042-472-8177

충
청
권

E-mail

(35277)

djcem
@kace.or.kr

서산
041-662-2727 충남 서산시 시장6로 35, 2층
1982. 10. 15 F.041-666-2723
(31981)

seosan71
@kace.or.kr

천안
041-578-444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12길 47, 2층
2004. 4. 29 F.041-578-4447
(31124)

chbumosarang
@kace.or.kr

청주
043-253-449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37번길 18, cjcem
@kace.or.kr
1985. 3. 23 F.043-253-4495 2층
(28712)

호
남
권

영
남
권

광주
062-522-8301 광주시 북구 금남로 99 (북동),
1982. 10. 29 F.062-522-8303 광주수창초등학교(내)
(61240)

kwcem
@kace.or.kr

전주
1985. 7. 6

063-278-590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45 전라교 jjcem85
F.063-278-7558 육사 5층
@kace.or.kr
(54939)

경주
2005. 9. 9

054-744-8377 경북 경주시 용담로 104번길 37 (황성 kacegj
F.054-744-8378 동), 2층
(38082) @kace.or.kr

구미
054-455-2579 경북 구미시 형곡서로1길 22
1980. 3. 21 F.054-454-0229
(39319)

kacegumi
@kace.or.kr

053-742-2076 대구시 수성구 시지로 33 (시지동)
F.053-742-1493
(42253)

dgcem
@kace.or.kr

대구
1983. 6. 3

부산
051-558-0012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03 (초량동)
1981. 5. 20 F.051-557-0388 부산교총회관 403호
(48792)

pusanedunet
@naver.com

울산
052-235-9911 울산시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 평 ulsan9911
@kace.or.kr
1973. 12. 21 F.052-230-0817 생교육원 109호
(44022)

강
원
권

강릉
033-646-3385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41 (옥천동),
1991. 12. 23 F.033-646-3386 현대자동차빌딩 4층
(25552)

krcem98
@kace.or.kr

원주
033-732-352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단구동),
1991. 12. 23 F.033-732-3565 프리미엄아울렛 4층 431,432호 (26487)

kw732
@naver.com

춘천
1982. 8. 8
제
주
도

033-242-3266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서부시장 kacecc
F.033-242-3265 상가 1층 106호
@naver.com
(24272)

제주
064-744-6026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83 1 (연동),
1986. 10. 26 F.064-744-6027 현대빌딩 2층
(63125)

checem
@k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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