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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턴」
영화 <인턴>은 고령사회의 대비책 중 하나인 시니어의 재취
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회사를 은퇴한 후 시간이 남
아돌아 요가를 즐기고 커피전문점을 매일 방문하며 소속감
을 느끼던 주인공 벤 휘태커는 우연한 기회로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노인에 대한 편견과 반감이 있던
그의 CEO인 줄스 오스틴은 자신의 인턴에게 특별한 업무를
주지 않았지만 벤 휘태커의 친화력과 오랜 경력으로 쌓인 업
무능력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된다. 그녀는 때로는 회사의 일
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생활을 소통하는 친구가 되는 그에게 점점 의지하게 된다.
벤 휘태커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사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영화 <인턴>은 시니어들만이 가지
는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재취업뿐
만 아니라 시니어 창업, 교육 등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방법이 어찌됐든 시니어들이 다시금 사회로 나갈 수 있
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시니어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숙제가 아닐까 한다. 모든
시니어들이 ‘다시 전쟁터로’ 향할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글 김보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턴)

영화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s)라는 말이 있다. 활동적인 고령자를 지칭하는 단어로써 자신
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삶을 향유하는 계층을 말한다. 바로 ‘베스
트 액조틱 메리골드 호텔’의 주인공들을 말하는 것 같다. 삶을 정리하려고, 혹은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황혼기의 주인공들이 인도의 한 호텔을 찾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
들은 소득이 끊긴 은퇴 생활의 막막함, 배우자와의 사별, 질병과 소외감, 인생에 더 이상 남
은 사랑은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맞서 싸운다. 젊음은 역동적이고 아름답지만 미완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반면 시니어는 풍부한 인생경험으로 삶에 대한 혜안을 가졌다. 점
점 높아지는 기대수명으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요즘. 시니어는 이미 사회에서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력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으로 위축된 삶을 거부하고, 시간적 ·
경제적인 여유를 기반으로 활기찬 인생을 사는 시니어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가 될 것
이다. 주인공 에블린이 말했듯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늙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다를
바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일일 것이다. 매 순간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며
현재에 충실 하는 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맞는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가 아닐까.


글 오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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