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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창업에 주목하는 세계
글 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연구 기관으로 알려진 카우프만 재단

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

(Kauffman Foundation)에서는 2015년 보고서에서 시니어

스나 포럼 등의 행사가 많아지고, 여러 나라에서 시니어 창

창업의 증가에 주목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업, 또는 시니어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설

기업가적 활동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55-64세 그룹의

립되는 것을 통해,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창업이 일시적

창업이 1996년 14.8% 대비 2014년 25.8%로 전 연령별

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라 예상할

그룹 중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시니어 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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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창업이 증가한 이면에는 세계적인 창업 붐 이상의 시
대적 변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세계가 시니어 창
업에 주목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시니어 세

100세 시대의 도래

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현재의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큰 변화는 평
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의 삶이 길어졌다는 사실일 것
이다. 현 시점의 시니어는 베이비부머 세대, 즉 미국의

시니어 창업의 부상

1946-1964년대 출생자와 한국의 1955-1963년대 출생
OECD에서는 ‘시니어 기업가정신(Senior Entrepreneursh-

자들로, 두 나라 모두에서 전체 인구의 15%를 구성한다.3)

ip)’ 보고서를 통해 시니어 기업가정신의 범위와 시니어 창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고 교육 수준이

업의 강점, 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높다는 특징을 갖는데, 1957년 출생자의 50%가 89~94

OECD와 같은 싱크탱크에서 시니어 창업을 세계적 트렌드

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되어4) 100세 시대를 앞둔 세대라고

로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관심

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니어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높

은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와 같은 주요 매체에서 자주 시

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면서

니어 창업을 주제로 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수명이 연장된 사회에서

난다. 매체들에서 소개하는 시니어 창업의 성공사례들은

는 과거의 삶의 기본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와

사회적으로 청년 창업 사례와는 차별화된 시니어 롤모델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100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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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은퇴의 3단계로 여겨지던 삶의 사이클이 작동하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니어 세대의 창업은 장점 못지않

않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영국의 노년 창업 증

게 여러 문제점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진 삶

가가 노후 자금의 불안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

에서 시니어 세대가 ‘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

기도 했는데5) 이는 과거의 연금 제도가 더 이상 노후를 보

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우버(Uber) 기사로 일하는 할

장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린다 그랜튼의 저서

머니, 에어비앤비(airbnb)로 남는 방을 빌려주는 할아버지

‘100세 인생(The 100-year life)’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더

등의 사례는 전통적 고용형태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하는

욱 분석적으로 다루는데, 앞으로 긴 노년을 경제적으로 뒷

‘긱 경제(Gig Economy)’가 향후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과거에 비해 더 오래 일하

개념의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더

모든 시니어에게 있어서 창업이 대안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욱 길게 영위하는 방식 중에서도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시

더욱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

니어 세대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까?

점에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재교육 기회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을 선택하는 시니어가 더욱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여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기회와 어려움의 공존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 창업이 노년의 합리적인 대안
이 되고, 또한 시니어 세대의 경제활동에 새로운 국면을 여

전문가들은 창업에 있어서 시니어 세대가 청년에 비해 많

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은 강점을 지닌다는 의견을 종종 나타낸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며, 청년에 비해 자금 형
편이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시니어 세대가 은퇴
후에 취업할 만한 곳이 매우 한정된다는 점 역시 시니어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 특히 전문적인 업무
스킬을 쌓아온 시니어의 경우, 그 역량을 활용하여 재취업
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창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시니어 세대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
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시니어 교육기관인 앙코르닷
오르그(Encore.org) 설립자 마크 프리드먼 역시 모든 사람
이 기업가(entrepreneur) 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6)
또한 시니어 창업은 노후 자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높다. 시니어 세대에게 있어서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간
과할 수 없다.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한 한 시니어 창업가
는 나이 든 사람이 창업할 때에는 유리 천장이 아닌 콘크
리트 천장이 있다는 말로 그 어려움을 비유하기도 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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