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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들의 은퇴와 더불어 매우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국가의 사회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대응 정책도 수행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수준
과 정책변화를 고찰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 실태와 유형을 분
석하여, 효과적인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 경
제교육도 수요자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평생교
육으로서 경제교육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학
습자에 맞는 특화된 맞춤식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
대에 대한 경제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
교육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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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베이비붐 세대
의 경제적 위기 문제이다. “베이비붐 세대 현재의 소비지출 수준을 은퇴 후에도 지
속할 경우 파산 가능성이 85%에 달한다.”(아주경제, 2012.2.13), “베이비붐 세대 자
녀의 결혼자금 부담감 두렵다.”(한국경제, 2012.6.26), “올해 부도난 자영업자 절반은
베이비부머”(연합뉴스, 2012.9.11.) 등은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현 주소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언론보도와 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기를 맞이
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적지않은 비율이 파산할 수 있다며, 국가의 공적연금이 없다면 베이비붐 세
대는 은퇴 이후 파산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국민연금공단,
2011.11.25; 정경희 외, 2011a; 정호성 외, 2010; 최영준, 2012)들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지속적으로 근로현장에서 떠나면서, 국가의 사회비용도 점차 증
가하고 있다. 국가도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안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
하고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층을 위한 정책이고, 이 또한 산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정경희 외, 2011a).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자)의 대규모 은퇴
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한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법을 개정하여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 근로자
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 은퇴와 고용연장을 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법 제도 기반을 정비하였다(김준영, 2011). 베이
비붐 세대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서 법 개정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고용유지
정책 이외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같은 경제교육 지원의 정책적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재취업 경제교육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우리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고
용연장 정책과 더불어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경제교육 등의 정책 수행이 시급하나,
아직까지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들이 경제교육을 학교 정규교육에서만 끝나는 것으
로 인식하는 풍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경제교육을 평생 동안 지속되는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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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자리 잡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개
발되어야 한다(손정식 외,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베이비붐 세
대를 위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정부정책과 과제,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장
효과적인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에 대해 그 실태와 프로그램 유형을 고찰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생교육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특징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김용하·임성은(2011)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
가 일정기간 이상 유지된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국가마다 베이비
붐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과 규모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국제 공통의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된 개념은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출생과 더불어 국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
급효과가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 전달하기 때문에 일종의 인구 쓰나미와 같은 존재
(김용하·임성은, 2011)라고 칭하기도 한다.
원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에서 시작된 말로,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말하며, 현 미국인구의 29%인 2억6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신사회 주도계층으로 성해방과 반전운동, 록음악
등으로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일본에서는 1947년에서 1949년에 출생한 사람을 베이비붐 세대라 하며, 인구규모
는 806만여 명이다. 1948년 국가가 정책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여 다른 나
라에 비해서 일본은 비교적 베이비붐 기간이 짧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의 9년간에 출생한 세대로서 6.25 전
쟁 전후의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한 세대이다. 통계청 2010년 인구추계 조사에 의
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712만 명이고, 국가 전체 인구가 약 4,858만 명임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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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
규모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규모

(단위: 만 명)

출생년도 인구규모
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남자
여자
계
712.5
358.7
353.8
531.7
311.7
220.0
1955
66.3
33.2
33.2
43.7
22.9
20.8
1956
70.9
35.6
35.3
52.4
30.2
22.2
1957
74.3
37.5
36.8
54.9
31.6
23.2
1958
78.4
39.6
38.8
58.0
33.4
24.5
1959
82.4
41.4
40.9
60.9
35.1
25.8
1960
84.9
42.5
42.4
62.7
36.2
26.6
1961
85.8
43.0
42.8
66.9
41.1
25.8
1962
85.5
43.2
42.3
66.7
40.9
25.7
1963
84.2
42.9
41.3
65.7
40.3
25.3
출처: 통계청(2010a).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장래인구추계.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
교육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을 분석해 보면 초·중·고 시절까지는
전후의 재건과 교육열에 따라서 이른바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이 실시되었다. 초등
학교 진학시기의 취학률은 100%에 근접하였고, 1966년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혜택도 누렸다. 그리고 1958년생 이후의 연령층은 1974년 고교평준화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진학률은 30%를 넘지
못하였다.
<표 2>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대학진학률
이 남성이 81.6%, 여성이 82.4%로 80%를 웃도는 대학교육의 공급과잉 상황(통계
청, 2011)과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에겐 대학졸업의 프리미엄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청년층 구직난과 고실업 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베이
비붐 세대에게는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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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현재와 같은 구직난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
가 야기되지 않았다.

<표 2> 베이비붐 세대들의 교육수준 분포
구분

초졸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전세대
60이상
51~59세
3,974(63.5) 1,166(26.3)
848(13.5)
1,053(23.7)
598(14.3)
1,484(33.5)
475(7.6)
619(14.0)
62(1.0)
114(2.6)

베이비붐세대
(42~50세)
623(8.7)
1,188(16.7)
3,286(46.1)
1,752(24.6)
281(3.9)

출처: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http://www.census.go.kr).

(단위: 명, %)
이후세대
30~41세
19~29세
120(1.2)
26(0.4)
361(3.7)
83(1.1)
4,562(46.7) 1,975(27.0)
4,231(43.3) 5,045(68.8)
498(5.1)
201(2.7)

1980년 중반의 수출산업 호조기를 거쳐 ’88년 올림픽으로 인한 특수, 1990년대
초반의 건설경기 호조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시기였다. 이
만큼 베이비붐 세대들은 모든 학력계층이 확대·팽창하는 경제사회적 자원과 일자리
기회의 혜택을 보았을 것이고, 초기의 직업경력도 강한 상승이동의 조류를 타게 되
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가 확대된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도 커서 보다
높은 경제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세대 내의 경쟁도 심하였을 것으로 알 수 있다
(방하남,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여건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봉양과 더불어 자녀들의 양육, 대학교육, 결혼, 주택마련까
지를 책임지고 있기에 캥거루 세대, 또는 낀 세대라고 부른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는 생활비의 20% 이상을 자녀교육 및 양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에 정작 자신을
위한 은퇴이후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박인종,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 취업연령이 늦고 은퇴연령이 빨라 인력자원
활용도가 미흡하며 은퇴를 준비할 시기도 매우 짧다. 이에 따른 희생양이 베이비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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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생명표(통계청, 2010b)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평균 32.6년의 기대여
명을 나타냈고, 은퇴 이후 2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령화 시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생명연장은 기쁨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를 한다 해도, 청년실업률이 높아 자식세대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또한 은퇴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은퇴이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기에 재취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한 이후
에 재취업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은퇴이후의 재취업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정경희,
2010) 63.9%가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 3천 783명
을 조사한 결과(한혜정 외,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는 100점 만점에 62점
에 불과하였다. 은퇴 이후 필요자금을 계산해 본 베이비붐 세대는 25%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 후 생존기간 동안에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할
지를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언론보도(경기일보, 2012.2.23)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부부 최소 생활비 월 평균 148만원을 토대로 3억 6천만 원 정
도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3억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
유한 세대는 전체 24.3%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정호성 외(2010)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사회적 역할, 세대관계, 건
강인식, 미래전망, 사회에 대한 기대, 은퇴 후 거주, 문화적 특성 등으로 아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첫째, 전후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
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렸지만,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등 성장에
서 진통까지를 체험한 세대이다. 특히, 토요근무와 휴일근무 그리고 초과근무를 당
연시하였고, 무엇보다도 일을 최우선시하였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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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덜 기대하고, 직업과 학업 등의 이유로 이산가족 형태를
띠는 경우도 많이 있다. 셋째,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편이며, 넷째, 소득수준이 향
후 감소할 것을 예측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다섯째,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충분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여섯째,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으나, 부
동산 가격하락으로 처분이 어려우며, 일곱째,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 속에서 은퇴 후
금전의 축소로 상당한 갈등을 경험할 것이 예상된다(정호성 외, 2010).
<표 3>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특징
•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동까지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
사회적 역할 • 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며,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을 당연시함.
• 소비지출 중 부모생활비, 자녀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녀결혼비
등도 자신이 책임질 몫으로 인식.
세대관계 • 용
자신에 대한 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는 편이어서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멀어져 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수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향후 노인돌
대한 기대도 높은 편.
건강인식 • 봄서비스에
특히 2009년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신체관리뿐 아니라 마음관리에도 주의할 필요성 인식.
•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의식에 관해 중간층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주 대비 높은 편.
미래전망 • 이앞상으로
소득수준에 대해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연금 이외
에 마땅한 노후준비는 없는 심정
활동을 위한 자신의 체력과 활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사
對사회기대 • 사회적
회·심리적 위로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경제·실리적 혜택 및 안정을 추구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며 만족스러운 처분이
은퇴 후 거주 • 현재
어려우므로 은퇴 후에도 현 거주지를 유지할 가능성 높음.
•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부유층 베이비붐 세
문화적 특성 대를 제외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금전 자원 축소와 증대
된 문화욕구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구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35. 정호성 외(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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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특징에서 파악되듯이 이들 상당수는 은퇴 이후의 노후
준비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국가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생
100세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의 저주를 한탄만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책과 과제
전후(戰後),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사회의 큰 문제로 부
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국가도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후 연착륙을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여 나서고 있으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정책과 과제
IMF위기 이후에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취약한 노후 소득보장과 맞물리면서, 베이
비붐 세대들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가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경희 외, 2011b). 더군다나 100세 사회라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베이비
붐 세대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와 이탈은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부
족과 고령자 사회부양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며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60세 정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취업의 경우도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자격이 사업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손유미,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관
련하여 연구한 손유미(2011)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니어 창업
의 경우, 5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중심으로 인식되어 예산이 배정되기 보다는
창업교육기관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등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
2009년 191억 원을 투자하며 시작한 귀농정책은 중앙과 지자체 간의 귀농 기준이
서로 상이 하는 등, 귀농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 인력이 많지 않은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하였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과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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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세대의 고용에 일조를 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정부지원 한계에 따
라 인건비 지원에 편중되어 지속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간중심의 사회공헌일
자리와 재능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이란 면에서
긍정적 평가이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 해외파견의 경우 파견 인력과 요
구 인력의 불일치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크게 베이비붐 세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표 4>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지원 정책과 문제점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생계형

경로
고용연장을 통한
계속 고용

생계형

재취업

생계형

시니어 창업

생계형

귀농․귀촌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60세 청년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권고사항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이 소수에 불과
‣기업, 노동조합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자격이 사업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
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
‣실질적인 전직 성공률이 낮음
‣대부분 교육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과도한 정책지원보다 시장 생태계 조성과 애로를 줄이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바람직
‣추진체계가 미미하고 중앙과 지자체간의 귀농기준이
상이하여 귀농정책의 일관성 결여
‣행정의존적인 귀농정책은 급증하는 귀농수요에 한계로
작용: 보조금 사업 지양
‣전문인력풀 미비

* 2009년 이후 191억 투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범 부처별 접근
* 319개, 11,177명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
지원방식이 인건비 지원에 편중, 지속적 자립의 어려움
혼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부의
사회적 기업의 인증 범위가 협소하여 창의적 모델 진출 어려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경부, 행안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시행(행정의존적, 가시적 성과위주)
헌일자리/ ‣민간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시적 지원
공헌형 사회공
재능기부
정책은 미흡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해외파견
공헌형
해외파견
* 2010년 100억, 100명 지원
‣파견인력의 불일치, 사업의 인지도 낮음.

출처: 손유미(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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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대
책을 준비 중이나,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주요 현안에 밀
려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편이며, 예산배정에도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정책과 과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교육관련 정책에 관한 논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의
경제적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 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
진흥원을 중심으로 100세 사회에 대비하여 인생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애를 재설계
하고 형성해 가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논의로 전개되고 있
다. 노일경(2011)은 고령화 시대에서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생학습에 대해 교육개
발원(2010)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찰하였는데, <표 5>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생학습 참여율
연령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5～34세
37.3
9.0
32.0
19.7
35～44세
33.1
2.2
31.8
18.0
45～54세
25.2
1.1
24.3
11.5
55～64세
21.2
2.0
20.5
6.9
출처: 노일경(2011). 고령화시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95 한국교육개발원(2010)에서 재인용.
2010년기준 베이비붐 세대 연령(47∼55세).
아울러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86.1%가 시간부
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비용문제로 15.6%라고 하였다(노일경, 2011).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차 평생학습진흥종합
계획(2008∼2012)에서 베이비붐 세대 대상 정책 지원계획에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
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기 이후 시기의 과제인 환경변화 대응 및 세대 간 적응 프
로그램 등 생활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란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정책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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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생교육정책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
업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성
인문해교육은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고령층이 대부분이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타 부처 정책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다(이세정, 2011).
노일경(2011)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비용은 참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보다 외부 지원을 통해 무료 또는 저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
며, 명목상 드러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하나, 은퇴 후 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질적 내용과 방법의 다양함이 추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부
분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 주제를 나열해 놓은 형태라고 하였다.
박인종 외(2011)는 급진전되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서 평생학습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
모하고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교육정책이 별도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고령자를 포함한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고령자 지원정책으로 차별
화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고용노
동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서를 주축으로 추진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
부의 별다른 정책 제시는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교육 현황과 유형
일반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교육도 학교 정규교육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
으며, 최근에 와서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을 기반으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
로 경제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최영준(2012)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
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자립적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경제교
육실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적합한 경제교육이 학교
교과과정 속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못하고, 일반 경제이론도 베이비붐 세대가 너
무 오래 전에 배운 내용이라 대부분 기본 원리조차 기억 못하고 있다며, 베이비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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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들의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은 기초 신진대사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의 평생(성인)교육 참여율3) 국제비교
성별

남
여

전체

연령
25-34
35-44
45-54
55-64
25-64
25-34
35-44
45-54
55-64
25-64
25-34
35-44
45-54
55-64
평균

OECD
평균1)
51
44
39
27
41
48
44
41
28
41
50
44
40
27
41

EU19
평균
48
41
36
23
38
46
42
37
24
37
47
41
37
23
37

한국2)
40
27
22
23
29
32
32
31
25
31
36
29
27
24
3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0), OECD 교육지표
비고: 1) OECD평균의 기준연도: 2007년
2) 한국 데이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기준연도: 2010년
3) 25-64세 성인인구의 참여율

2010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인 45∼54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보면 OECD 평
균이 39%이고, EU19 평균이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22%에 미치고 있어 10% 이
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이세정, 2011).
실제 경제교육의 현황(전홍택 외, 2007)을 보면, 2007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가 속
하는 40대와 50대의 경제교육 참여경험은 40대가 13.9%이고, 50대가 12.4%로 나타
나서 경제교육 참여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을 받고 있는 40대의 경
우, 금융과 생산 부분의 경제교육을, 50대의 경우 금융부분의 경제교육을 주로 학습
하고 있었다. 경제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5점 척도(매우 필요를 5점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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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한 결과, 40대는 3.49점, 50대는 3.35점을 나타내 보통 이상의 경제교육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교육 참여의사에 대해 40대는 69.6%, 50대는 51.0%를 나
타내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성인대상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분류도 학
자마다 다양하다. 오영수 외(2010)와 조정자(2011)는 성인대상의 경제교육 프로그램
을 소양경제교육, 금융경제교육, 창업교육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유형
화하였다. 전홍택 외(2007)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제
교육을 생산활동 경제교육, 소비활동 경제교육, 금융활동 경제교육, 시민소양 경제
교육의 네 가지로 성인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였다. 손정식 외(2009)와 이
윤호(2010)는 소양 경제교육, 개인금융 경제교육, 창업 경제교육, 직업교육의 네 가
지로 유형화하여 학자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성인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하
였다. 특히, 손정식 외(2009)의 연구는 네 가지 유형의 경제교육으로서, 소양, 개인
금융, 창업, 직업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상세히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양 경제교육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
사,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금융투자
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기관
에서 성인들의 경제소양 증진을 위해 사회적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주제별 강연,
주제별 교육과정 개설, 경제TV강좌,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고 분석
하였다. 개인금융 경제교육은 성인의 전 생애에 걸친 재무계획의 수립, 주식이나 채
권, 연금 등의 각종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와 매매, 세무 등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창업 경제교육은 순수창업
이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전업을 도와주는 재교육 프로그
램의 기능도 한다고 보았다. 벤처소호, 자영업 등의 창업을 통한 사회적 성공과 사
회적 의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이에 따른 창업 경제교육 요구도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직업 경제교육은 경제관련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능력
증진을 위하여 경제관련 전문지식 습득과 경제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손정식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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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은 제 2의 인생을 담보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서 실시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에 대해, 이윤호(2010)는 학교 밖 경
제교육이란 의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경제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해왔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를 띠어 왔으며, 관련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이나 이론 정립을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거의 뒤따르지 않았다
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평생교육으로서의 정규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서 경제교육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교육내용 및 사회적 수행체계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더 이
상 지체되지 않고 본격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윤호, 2010).
이미경(2004a)은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이 기술진보, 세계화 등 끊임없이 변화
하는 정치․경제적 환경 하에서 사회 구성원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고 역설하였다. 또한, Milligan et al.(2003)은 경제교육을 통하여 실업, 주택, 사회복
지 등 경제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흥미와 지식이 개선되고, 정책
에 대한 국민의 참여율이 높아져서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의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하
였다. 이를 볼 때 경제교육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
여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평생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경, 2004a). 베
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도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제언도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
다. 손정식 외(2009)는 성공적인 경제교육이 평생교육 관점에서 실시되려면, 공급자
중심적인 필요가 아니라 평생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 베이비붐 세대의 입장에서 현
실적 필요로 다가오는 다양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수요자 중심적 사고를 지니고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럴 때 평생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사
회적응과 생애 설계를 도와주는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일관
성 있는 배치, 노동력의 고용 가능성 증진, 경제적 인적자원의 축적이라는 평생교육
으로서 경제교육의 사회적 목표의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요구되는 경제교육에 대해, 손유미와 김찬훈(2010)은 기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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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의 실제 대상자인 베이비붐 세대 요구와 특징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중심의 교육, 개인적
차원이 아닌 공공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
해 베이비붐 세대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
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지원 서비스망을 구축하며, 직업능
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식서비
스업과 학습형 일자리 등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제시하였다.
박인종 외(2011)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 40∼50대를 4050세대라 하며 이들의 뉴
스타트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고령자취업을 위한 경제교
육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외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예비은퇴자들도 이 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시켜 직업훈련 경제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인종 외
(2011)는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학습-고용-복지 관련 정책이 조정되고 통합 관리
될 수 있는 국가단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 4050세대의 뉴 스타트 통합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통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제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관설립에 대한 다른 입장
도 있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의 백은순(2011)은 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관련 대책을
위한 제6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
안 모색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베이비붐 세대의 진로전환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문
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
인지를 찾고 그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구설립의 접근법 보다 나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업을 옮기고 싶을 때 왜 옮
길 수 없는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하여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
워주는 것이 방대한 기구 설립보다 나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세정(2011)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타 국가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노
동자 311만명이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퇴직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소득유지형 경제교육이 중시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소양측면의 경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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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 교양함양과 지식습득을 위해 중요하며, 취업, 이직 창업 등의 경제교육을 사회
적응형 경제교육이라고 칭하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할 것
을 강조하였다.
나일주 외(2008)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교육과 축적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사
회적 부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국내 경제를 위해 사용되도록 베이비붐 세대의 교
육가치를 평가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평생교육에서의 재활용을 제시하
였다. 이세정(2011)은 베이비붐 세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중고령 베이비붐 세대를 강사 및 시간제 연구원 등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급 인적자원의 국가자원화를 제안하였다. 백은순(2011)도 베이비붐 세대의 경
제활동 활성화 방안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전반적 삶-복지여가-교육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 방향 탐색을 연구한 최영준(2012)은 경제교육의
수요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입장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베이비붐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금융
경제, 직업교육, 창업교육, 소양, 소비의 경제교육 내용을 분리하였다. 금융경제교육
면에서는 소득과 합리적 소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직업교육은 이직과 재취업이 중요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자기가치를 제
고시키는 교육과 노후에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창업교육은 창업실패율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창업업종 선택, 자금계획, 위치선정, 홍보, 절세 등의 교육을 제시하였다. 소양교육
은 연금의 종류의 이해와 선택, 소득공제, 경제지식의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국제
경제변화의 이해 등 사회통합과 국가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소비교육은 신용불량자의 심각성과 가계부 작성의 필요, 자녀 교육과 결
혼자금 예산안 작성, 대출과 이자율 계산법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시
하였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과 평생교육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긴요하다고 평하였다(최영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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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경제교육은 국민의 민주시민 자질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평생교육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
제성장 주역으로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도 평생교육으로
서 실시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 경제활동은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수준과
정책변화를 고찰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 실태와 유형을 분석하여, 가
장 효과적인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인구의 14%를 넘게 차지하고 은퇴를 맞이
했거나 맞이하고 있으며, 부모를 봉양하였지만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세대
이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전후 재건과 교육열에 따라 이전 세대보다 높으며, 초 중
등교육을 무난히 받을 수 있었으나 대학진학률은 30%를 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
기에서 취업기회의 혜택을 받았고, 직업경력도 강한 상승이동을 야기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3억 6천만 원 정도이나, 이 정도의 은퇴
후 자산을 준비한 베이비붐 세대는 24.3%에 불과하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
으로 준비 중이거나 시행중인데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인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의
주요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편이며, 예산배정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이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였
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60세 정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귀농정책도 중앙과
지방, 지자체간의 귀농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귀농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 인력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를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학습-고용-복지 관련 정책이 조정 통합관리 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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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한 실질
적 내용과 방법의 다양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베이비
붐 세대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 주제를 나열해 놓은 형
태이었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교육 현황을 고찰한 결과 저조한 평생교육 참여율에
서 암시되듯이, 경제교육 경험이 없는 베이비붐 세대가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
고,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 이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참여의사
는 40대는 약 70%, 50대는 51%가 경제교육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으로서 금융 경제교육, 직업교육, 창업 경제교육, 소양 경제교
육, 소비 경제교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은 베이비붐 세대 전 생애를 통해서 실시
되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실수요자인 베이비붐 세대 입장에서 필요한 경제교
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응과 생애 설계를 도와주는 일-학습
-삶을 연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의 일관성 있는 실시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중요
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 인적자원의 축적이라는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의 사회적 목표의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은 다음과 내용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금융 경제교육은 합리적 저축-소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 경제생활을 영
위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직업교육은 이직과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교
육과 자격증 취득 교육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교육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어야 하고, 소양 경제교육은 사회적 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 선진화에 필수적
인 교육으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소비 경제교육은 합리적 소비생
활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중심의 사회, 글로벌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
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은퇴기를 맞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경제교육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천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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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비중을 볼 때, 그리고 4050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교
육체계를 전담할 기구와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옛말처럼,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
제교육의 경험과 기회 확충의 방안이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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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conomic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for Baby Boom Generation in Korea
Young-joon Choi
The social concern about “Baby Boom Generation" in Korea, those who were
born in between 1955 and 1963, is greatly being built up, in company with their
retirement. Baby Boom Generation accounting for 14.6% of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has faced or is facing the time when they should retire from their
jobs. The social cost paid for the generation in Korea is increasing and the
counterplan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caused by them are carried out, but
they have been ineffective yet. In this research, we watched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changes that they experience
after the government carrying out the counterplans for them. After that, the
economy education for Baby Boom Gener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will be
proposed.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economy education is being limitedly
given as a lifelong education to those who are “Baby Boomers”, the demanders.
For the economy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to get its effect, the next
things should follow: firstly, we should carry out the education that is suitable
especially for the adult learners of “Baby Boom Generation.” Secondly, we
should extend the chance of their getting the economy education for “Baby
Boom Generation.” Thirdly, we should have the depart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a lifelong education for Baby Boom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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