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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역사를 함께 한 한일중은 최근 또 다른 공통점이 생겼다.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3국의 현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서 저출산과 고령문제는 전세계에

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어 3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총력을 기울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은 사회문제를 넘어 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3국은 저마다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인구고령화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건수준의 향상으로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

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일중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국의 현재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 

  * 본 논문은 2019년 동명대학교 교내연구지원에 의하여 지원되었음(2019F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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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인 노년 부양비를 살펴보면 세계 속의 이들 국가들이 갖는 고령화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와 3국의 노년부양비 추이 비교한 UN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3국 모두 세계수준인 11.4%를  넘어섰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17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42.7%나 되었고 한국은 17.7%, 중국은 13.3%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UN, 2017).

한편 인구고령화는 한 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성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가늠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그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이현정, 2018). 3국 중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사

회에 진입하였으며 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걸리는 기간이 겨우 25년으로, 

35년 걸린 일본에 비해 매우 빨라 국가적인 대비없이 인구고령화를 맞고 있다. 중국 역시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어 인구고령화가 대규모,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력

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미부선로(未富先老, 경제적 부를 누리고 부의 

시기를 맞기도 전에 이미 늙게 됨)문제와  도시와 농촌의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에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Wang, 2018).

인구고령화는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노인부양문제이다. 노인부양

이란 사람들이 노화로 인해 생긴 육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영역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 노인부양은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

배경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부양의식은 부모

에 대한 의무, 보호 부양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보호하려는 의무와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부양의식에는 의무감과 사회도덕 가치와 의지력 등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김명자 외, 1999; 이혜원, 1999; 반호진, 2018).

3국은 고령시대에 노인부양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메리 더글러스(Mary Douglas)의 문화이론을 사회복지발달에 접목시킨 박병현의 ‘문화적 

요인’을 참고하여 3국의 노인부양관련 법규를 분석하였다. 3국은 유교문화를 함께 공유한 

역사적 토대를 공통분모로 하여 노인부양에 있어 효(孝)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효문화는 

각국의 고유한 가족제도와 역사관에 흡수되어 상이한 형태로 발현되었다. 

박병현(2008)은 사회복지발전에 있어 산업화, 경제성장, 정치발전이 필요조건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회복지의 수준이나 내용이 어느 수준이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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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되는 것이 아니며, 각 나라마다 다양하며, 이러한 이면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하였다. 홀과 테일러(Hall and Taylor: 1996)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준거틀을 제공하는 상징적 체계로서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

로 해석된다. 즉,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그리고 노동운동의 성장과 같은 권력자원의 

확대는 사회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환경은 조성할 수 있으나 해당 국가 고유의 문화나 가치에 의해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앞당겨 질 수 도 있고 늦춰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park, 1990). 오영란 외(2016) 역시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 및 전개과정 비교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자도 이런 주장들과 같은 견지에서, 고령화에 대비하는 3국의 노인부양대책이 궁극

에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각 국의 효문화를 통해 각각이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2. 한일중의 고령시대 특징과 대응

3국의 인구고령화 시기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2000년 고령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인구 14.2%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에는 고령

인구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을 전망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화된 국가로 

이미 한국보다 30년 이른 1970년 고령인구 7.1%로 고령사회가 되었고 1994년 고령사회, 그리

고 2005년 고령인구 20.2%로 초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 3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선을 넘어섰다.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다소 고령시대

를 늦게 접한 중국이지만 그 속도 역시 만만치는 않다. 2001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고령화사

회를 맞이하였으며, 2017년 고령사회, 그리고 2033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1 한국

한국은 급진적인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없이 노인인구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는데 인구구조의 변화중 노인인구의 급증은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에 해당하는 성인 인구 중에서 20대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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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18%, 40대는 21%, 50대는 20%, 60대 이상은 24%를 차지해 60대 이상은 거의 1/4에 

달했고 50대 이상까지 합치면 거의 1/2이나 되었다. 2019년 3월 말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많아도 31,810,000명 정도고 적으면 11,690,000명 정도까지 

될 예정이다(통계청, 2019). 이렇게 되면 낮은 경우에도 노인 비율은 41%나 되고 높은 경우에

는 노인 비율이 54%나 되어서 인구의 과반수가 노인이 된다(나무위키). 

한국은 2006년부터 세 차례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사회 대책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매번 약간씩 변화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건강한 

노후실현,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대

한민국정부, 2005, 2010, 2015). 노인의 사회참여와 고령 친화 경제로의 도약, 노인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노인부양문제이며 전통적인 효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역시 가정 내 부양노인에 대한 학대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게 된다. 

2017년 복지부에서 조사한 노인학대의 유형별 실태는 정서적 학대가 67%,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2013년 

82.5% 2015년도 84.5% 2017년도 88.7%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 사위, 며느리 등 가족에 

의한 학대가 70%이다. 또한 노인학대 행위자가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등 친족이기 때문

에 처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가정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개인의 가정문제로 생각하고 은폐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시니어매일, 

2019. 6).

2.2 일본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월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 UN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28.1%, 이탈리아 23.3%, 포르투갈 21.9%, 독일 21.7%, 핀란드 21.6%보다 높다. 일본의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후기 고령자’층도 갈수록 두툼해지고 있다. 일본 고령자 중 80세 이상은 

1104만명, 90세 이상은 219만명으로 각각 총인구의 8.7%, 1.7%를 차지했다.

일본은 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 노인의료지원, 노인돌봄지원 등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은 건강보험과 돌봄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 있기 때문에 

이를 고도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일자리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65-74세 노인의 급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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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의 일자리 수요가 매우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의 사업확

장 제약 등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연령을 불문하고 개인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소에 의해 실시한 고령자 대상 근로 희망연령 설문조사 결과 65세까지 근로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6.6%에 불과한 반면, 80세까지라도 일하고 싶다 응답한 비율이 

40%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2019; 大和總硏, 2017).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일본은 노인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재취업지원,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고령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1998년에 60세 이상 정년제도를 의무화한 이후에도 고령화 

가속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65세 이후에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도록 ｢고령안정법｣에 규정하였다(이강호, 2018; 

Hayashi, 2018).

또한 오래전부터 증가하는 의료․개호보험비의 부담을 억제하고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복합

적 욕구를 지닌 노인 등이 지역에 존엄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와 생활 패턴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전달체계의 재구조화)가 제기되었다(長壽社會開發

セソター, 2011).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community care system) 

구축에 박차를 가해 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이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리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 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임정미, 2018). 

일본의 고령화는 일찌감치 진행되어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노인 문제들이 일본에선 10-20년 

전 불거졌고, 그 수준 또한 더욱 심각하다. 급속화 되는 고령화와 함께 일본에서 노인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2017년 노인이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건수가 1만7078건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 역시 510건

으로 직전 해에 비해 12.8%나 늘었다. 가족과 요양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 건수 모두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사상 최대다(厚生勞動省, 2017). 

2.3 중국

중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중국 국가통계국 2019년의 통계결과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중국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5억 명으로 전체인구의 17.9%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6억 명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한 자녀 정책’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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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미치는 효과를 내고 있어 캐피털 이코노믹스 역시 최근 분석에서 “중국의 인구구성 

전망이 당국의 예상보다 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 최고 행정기

관이자 중앙 인민정부인 국무원(國務阮)이 2017년 1월에 발표한 ｢국가인구발전계획(2016- 

2030)｣에 의하여 203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의 16.1%에서 25%로 증가할 예정이

며 2011년부터 15-59세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 하였다(중국 국무원, 2017). 

이 계획은 인구와 관련된 국가의 장기계획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인구전략방

향 및 지침을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인구 및 출산조절 관련 정책은 물론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인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김병철, 2017). 또한 동년 2월에 ｢13차 5개년 국가 노령사업 발전 및 양로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개선, 양로서비스시스템 완비, 건강지원시스템 

강화, 소비시장 발전, 주거환경개선, 문화생활 장려, 사회참여 확대, 노인 권익보호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실버산업의 법제화, 정보화, 규제화 등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중국 

국무원, 2017). 

시진핑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샤오캉 사회건설1)의 청사진은 고령화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

한 자신감을 보여 주지만 현실은 그 선언만큼 녹록지 않다. 차은영 외(2019)는 중국의 이원적인 

사회구조에 대해 도시와 농촌의 경제 발전 수준의 불균형과 각 지역의 인구 연령구조, 생활방

식, 소비습관, 빈부격차 등을 밝혔다. 이런 불균형과 함께 최근 연구들은 지난 20년간 중국의 

노인 자살률이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특시 농촌 지역에서 노인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Li et al., 2009). 연구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세대의 도시 이주에 따른 

돌봄 부재 및 고독감의 문제를 들고 있다(Zhong et al., 2016; 이현정, 2018). 

중국은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권익보호법’을 1996년 제정하여 ‘노인의 부양은 가정을 기반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가족부양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회보장을 인구 고령화

의 대응수단으로 삼았으나(송영신, 2017) 중국은 유교적 전통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2012년 

개정된 노인권익보호법을 강화해 노인의 부양문제를 가족책임,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1) ‘샤오캉’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 즉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함,  
이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완성하
겠다”고 말한 이후 중국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됨(김병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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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중의 효문화: 비교분석틀

3.1 한국

일반적으로 효사상은 유교문화와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왕규(2016)에 의하며 효는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문화이며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내 부모만 공경한 것이 아라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공경하였고, 내 자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봐주던 정신문화”로 유교의 인(仁)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효 사상이 한국에서 전재되어 왔던 양상 또한 시대에 따라 변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국가의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인 국학(國學)에서는 논어(論語)와 효경(孝經) 등

이 필수 과목이어서 효 교육을 특히 강조하였다(한국철학연구회, 1997).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하게 번성하면서 유교적 전통의 효사상에 불교문화가 가미된 새로운 효행이 이루어졌고

(한국철학사연구회, 2003) 삼국유사에서는 김대성과 설총의 일화를 기록하면서 확고한 효의 

실천의식이 불교신앙과 조화롭게 융화되고 있을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이효걸 외, 

2002). 

고려시대에도 태학인 국자감(國子監)에서는 논어(論語)와 효경(孝經)을 방경으로 삼아 기초

적인 과목으로 중시하여 효사상은 국가의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되었다(한국철학사연구회, 

2003). 이 시대 효 관념의 또 다른 특징은 의례의 실천을 효행(孝行)으로 높였다는 사실이다. 

즉, 고려시대의 효 의식은 부모에 대한 봉양으로 집중되거나 제의(祭儀)를 통한 효의 성격이 

강조됨으로써 효의 사회적 확산보다 가족적 내지 의례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더욱 확고해지는 사실을 보게 된다(성균과대학교 유학과, 1998). 

조선사회는 도학적 이념에 기초하여 백성을 이끌어가는 준칙으로서 충효를 근본으로 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도덕적 질서가 국가적 권위에 의해 강조되었다. 이때 편찬된 삼강행실

도(三綱行實圖)는 충․효․열(忠孝烈)의 모범적 행적을 그림과 글로 풀어서 설명하여 제시함으로

써, 조선사회의 저변에 까지 충효사상과 문화를 보급하고 고취시켜 갔다(최상권, 2017). 

18세기 이익을 계승한 다산 정약용은 효․제․자(孝悌慈)를 인륜의 원형으로 삼아 가정과 국가

와 천하로의 확장 응용되는 질서를 제시하였으며 대학(大學)의 조목으로도 효․제․자(孝悌慈)를 

들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개화사상이 대두되면서 윤리적 가치가 분화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데 구체적으로 가족윤리, 국가윤리, 사회윤리를 따로 생각하여 효․충․신(孝忠信)을 덕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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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그 대상이 부모-자식, 임금-신하, 이웃-이웃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한국철학사연

구회, 2003). 

삼국시대부터 공인된 사회 국가사상으로서 그리고 교육적 규범으로서 역사적 맥락을 유지

해온 충효사상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기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훼손되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전통적 충효를 맥락으로 하는 도덕교육은 서당, 서원, 향교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으나 교육의 주체가 일본 제국으로 전환됨으로써 수신이라는 과목으로 대체 되었다. 

일본의 제도적인 학교 교육의 강화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 도덕 교육은 중지되었고 수신교육은 

식민지배 이데올로기를 침투시키는 교육 기제로 자리하면서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도덕 교육의 

장이 되었다(김미화, 2009). 일본은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 천황제 사상을 주입시키

기 위해 수신교과를 이용하였고 수신교과의 기본 윤리 덕목인 충과 효는 천왕숭배와 국가 

신도를 바탕으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면서 삼강오륜의 유교도덕에서 상향적 복종과 

가(家)사상에서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었다. 결국 해

방이후의 충효교육은 경제성장구축을 위한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로서 국가 재건을 위한 애국

심으로 변형되고 충효사상이 곧 복종과 강요의 통치이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고 현대사회에서도 외면당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황수영, 2018).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경로효친, 충효사상들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선

을 불식시키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발굴하여 오히려 국가발전과 사회공동체회

복을 위해 활용하려는 모습을 갖춘다. 한국은 2007년 8월,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2014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탄생하게 되어 

3국간에도 효에 대한 종주국임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다. 

 

3.2 일본

장만석(2016)과 최왕규 외(2016)등은 일본의 효문화에 대해 일본의 고유한 가족문화와 결부

시켜 해석하였다. 즉, 일본 역시 한국과 중국처럼 유교문화권이지만, 일본의 고유한 풍토에 

적응하여 그 결과 다른 형태의 효문화가 탄생하였음을 지적한다. 분명 역사적으로 고대 일본

에 유교가 수입되면서 효의 관념도 받아들여졌지만 중국과 같은 대가족에 기초한 가부장제가 

없었던 일본은 부자간 친애의 정이 우선시 되어 중국처럼 부모에 대한 엄(嚴)이나 공(恭)의 

태도가 요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봉건시대에 주종관계에서 주군의 은혜에 대한 

가신의 보은을 충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부모에 대한 보은로서 효의 

권장은 간접적으로 충을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효가 같은 유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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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변질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 것은 일본의 경우 이미 토대가 잡혀져 있던 ‘무사문화’에 

유교의 지배이념을 도입해서 재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최왕규 등, 2016). 

메이지 유신 이후 정부 주도하에 급속히 추진된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 기술과 일본정신의 

조화로 부국강병을 이루고 서양을 앞지르자는 민족의적, 방어적인 근대화였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은 유신이라는 위로부터의 혁명과 이들의 지속적인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특유의 ‘가족국가’이념을 만들었다. 이 이념은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계층주의적 상하관

계, 보호와 복종의 일본정신을 강조하여 천황은 백성의 아버지로 백성은 천황의 자식으로 

설명하며, 일본 사회 전체가 위로는 아버지격인 천황에서 시작하여 밑으로는 각 가정에 이르

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 단위로 그려졌다. 그래서 가족 윤리인 효가 천황, 국가, 또는 상급자에 

대한 총석의 기본이 되고, 청치적인 충의 개념이 효로서 보강되었다. 가족국가관이야 말로 

일본정신의 핵심이고, 일본정신의 우수성이며, 그 우수성을 전제로 비로소 부국강병도, 서양

의 추월도 가능하다고 주장된 것이다(이혜경, 1985)

이런 부분에 있어 나카네 지에(中根千柀)는 일본의 문화를 종적 사회의 인간관계가 지배하

는 문화로 보았으며 개인주의나 계양정신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계층, 서열, 상사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中根千柀, 1970). 

2012년 일본 수미토모생명보험에서 실시한 효도 관한 설문조사는 일본의 효문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건이 되고 있다. 20세 이상의 1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도에 관한 조사 

결과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효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1위는 ‘부모를 걱정시

키지 않는 것(19.6%)’, 2위는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18.6%)’, 3위는 ‘만나는 것(13.7%)’, 

4위는 ‘오래 사는 것(12.9%)’로 나왔고 금전적 지원(1.3%), 선물(0.6%)은 각각 14위와 16위였다

(오기노 신사쿠, 2014, 최왕규 외, 2016).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효는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오기노는 이런 일본의 효문화는 베네틱트의 국화와 칼(2008)에서

도 찾을 수 있는데 그가 말한 일본의 ‘羞恥の 文化(수치의 문화)’는 이런 ‘걱정시키지 않는 

것’,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일본의 특유한 효 문화 사이에 연결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 효가 유교의 가족 윤리 중 최고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일본인에게는 수치가 

효를 실천하는데 있어도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것이다. 즉, 이 수치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타인, 

심지어 부모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신세나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도덕관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노후에 자식에게 봉양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수치스

러운 일이라 노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일본의 효문화는 법률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장만석(2016)은 일본의 효문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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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에서 우리정부가 효행확산을 위해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2014년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음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

는 효행관련 법률제정 등을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일본의 민법에서

는 부모와 자식, 손자 등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서로 부양해야 한다’는 것뿐이고 특별히 자식이 부모를 일방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것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노인권익보호법’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방문을 명령하는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자식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쌍방의 합의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적이 방문을 명령 심판례는 발견되

지 않는다고 밝혔다.   

     

3.3 중국

중국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효의 개념은 중국 한나라 때 정립되었으며 

그 목적이 통일국가로서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충은 군주에 대한 신하의 윤리이

고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윤리로 오륜(五倫) 중에 한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공자의 효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경(敬)이었고 이것은 물질적 봉양을 통한 효행보다는 정신적 경심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경의 정신은 생존의 부모는 물론 조상에 대한 숭배와 경모를 하는 윤리덕목이다. 

맹자에 와서는 가정윤리에서 출발한 효가 사회윤리로 확대되며 공자와 맹자의 효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적 효는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자연스런 덕목을 강조하는 

요소로 하는 것이었다(김평일, 1995).

중국 전통 효문화를 기재하는 효경을 살펴보면 중국사람 마음속에 효라는 것은 도덕이고 

의무이면서 문화적 추구이기도 한다(蕭放, 2015).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란 

효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적인 효이며 혈연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유가적 사상 

체계에서 궁극적인 효는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리는 ‘입신행도 양명후세

(立身行道 揚名後世)’이다. ‘백선 중에서 효도가 첫째다’는 윤리는 중국 도덕 문화의 핵심이며 

사회 환경을 안정시키고 문화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맡게 되었다. 

중국 한나라 시기에 효경 박사와 효 사적을 홍보하는 관원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효경
및 논어를 공부하였다. 그 이후는 위 진 남북조 시대를 걸쳐 유가 문화의 사회적 지위가 

다소 흔들려진 반면에 효 사상을 찬양하는 효경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본 서적이었다. 남조 

황제들이 효도를 중시하고 직접 효경을 강의하기도 하고 이 시기에 대량의 효자의 모범 

사례가 출현하였다. 당나라 시대부터 청명절이 차례를 지내는 ‘효친일’로서 중국의 전통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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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송나라와 명나라 때, 가정을 응집하는 효 윤리는 사회 주류 가치관이 되었다. 

사람들이 효경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훈, 가범, 가의 등으로 집안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예컨대 후이저우 왕씨의 家規에서 부모에게 인사하는 예절부터 일상생활에서 

행동까지 기재되었다(蕭放, 2015).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는 가족의 유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일부 가족에서 가법으로 의해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명나라 이후의 효도윤리는 법률, 제도, 

민속과 결합하여 사람 행동을 제약하는 중요한 힘이었다. 

하지만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부분을 차지했던 효문화는 근대에 들어와서 유교문화와 같이 

심한 도전을 받으며 변천하게 된다. 陳江麗는 중국의 전통적 효문화가 변화게된 역사적 계기

를 다음의 근대적 사건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청나라 말기의 ‘西學東漸(서학동점)’의 사조로 

들었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서양 유학을 통해 서양문물을 중국에 도입하면서 전통적인 

중국의 윤리사상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직책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1911년 발생한 

‘辛亥革命(신해혁명)’은 중국의 봉건정권을 무너뜨리고 신해혁명 지도강령인 삼민주의(민족

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는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큰 충돌을 일으켰다. 셋째, 1919년 ‘5.4 

신문화운동’으로 당시 유교문화는 청산되어야 할 봉건잔재로 간주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장애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으로 십 년간의 문화대혁명은 

중국에 깊은 상처를 주고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효문화는 물론 유교문화가 철저히 

부정되고 타도되었으며 완전히 왜곡되고 파괴되었다고 지적하였다(陣江麗, 2017). 이렇듯 중

국은 특히 사회주의체제와 문화혁명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윤리사상은 완전히 부정되고 

개혁과 개방정책 선언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위주의 사조가 확산돼 중국 고유의 전통적인 도덕

관과 가치관은 붕괴되어 많은 국가들이 겪게 되는 산업화과정의 사회문제, 즉 핵가족화 부부 

이혼률의 증가, 노인의 방치문제들이 속출되었다. 

또한 중국 문호 개방 이후 고위관료의 부패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중국사회의 

전반에 도덕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은 최근 더욱 건전한 가정의 

회복과 전통적인 가정윤리 부흥에 주목하여 국제유학연맹을 창설하였고, 공자의 사상과 유학

을 재조명하는 행사를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효 사상을 배우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2012년 자녀가 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고소할 수 있는 노인권익보호법을 개정 강화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왕규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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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중의 노인부양관련법제 비교

4.1 한국

효를 가족관계의 기본윤리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삶았던 한국 역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부양문제는 불거지게 되었고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노인정책으로 대응

하게 된다.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에 우선을 두고 가족의 기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차흥봉, 2009). 노인에 대한 

부양은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나뉠 수 있는데 공적부양으로는 공적연금, 각종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등이 있고, 사적부양으로 민법상 부양제도

가 있다(김인유, 2017). 그러나 국가 재정상 사회보장제도로만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병행이 강조된다(이희배, 2007). 

한국의 경우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효”라는 명칭을 한 개별법을 만들어 사적부양은 물론 

공적부양에 이르기 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어른을 섬기고 효행을 행하는 문화를 창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령사회 노인문제를 대응하고 한국 고유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사회에 확산하려

는 시도로써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하게 된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법)’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

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4장 15조로 이뤄진 효행법 내용에는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지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특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조항을 

바로 제5조이다. 제5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고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야야 하고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제시

한다. 제7조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이 강제력이 미약하여 그 실천적 이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희완(2016)은 이 법이 발효된지 당시 8년이 지났으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에 관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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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하므로 효행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경민(2018)은 효행법의 

법적보장과 관련된 연구에서 효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효교육사나 지도사와 같은 민간자격증의 영역에서 그 격과 혜택을 높여 국가자격증으로 법제

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한국의 경로효친에 관한 문화와 그 계승노력은 ‘노인복지법’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노인

복지법 제3조는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

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를 규정을 통해 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문화를 통해 가족제도를 유지하

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 기제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제6조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격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는 내용을 지정해 

경로사상과 효행 윤리를 명문화하였다(엄경민, 2018).

이렇듯 한국은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효도와 효행의 윤리를 효행법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심을 얻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1994)와 중국(1996)에서 입법화 되어 있는 부모부양에 대한 강제 이행이니 구속력이 

강한 법제는 결코 아니나 매우 자발적이며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4.2 일본

일본에서 효는 오야코코(親孝行)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오야코코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 내용을 법률에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 

부모학 추진협회명의의 단체가 ‘부모학 연구회’를 조직하여 부모학 관련 각종 세미나를 개최

하고 있으며, 정치권을 상대로 가칭 ‘가정교육추진법’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움직이 있다(장만

석, 2016). 

일본의 가족주의는 한국과는 상이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오영란 외(2016)는 일본과 

한국의 가족주의 개념에 대한 특성을 일본과 한국의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양국의 상이성을 보고하였다. ‘부모가 거동이 힘들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라는 노인돌

봄에 대해 일본은 21.6% 비해 한국은 30.4%가 선호하여 한국에 비해 부양의식 낮은 일본의 

문화를 보였으며 ‘가족에 대한 정서적 부양 책임’을 지지하는 항목에서 일본은 15.5%, 한국은 

22.8% 나타났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일본 1.7% 비해 한국은 6.4%로 나타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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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 보다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장래 희망하는 돌봄형태에 대한 문항에서 노인시설이용에 대한 의사는 일본 35.4%, 한국 

19.0%로 두배 가량 일본의 높음을 보였다. 반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항목에서 한국이 3.5%에 비해 일본은 27.6%로 양국의 가족주의내 상이점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기 장만석의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일본의 가족주의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양하는 효보다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부모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내 노인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도 급변해 

나아가 노인에 대한 학대까지 발생하게 된다. 김재경(2017)은 가정내 노인학대가 일반적인 

가정문제로 인한 구성원의 갈등 속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의 고령으로 인해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등의 질병으로 부양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발적 폭력과 간병과 부양

이 어려움으로 인한 인의적인 노인학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복기 외(2015)와 조윤득 

외(2016)는 부양의식의 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으로 시설에서 보호받는 노인들

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에의 체계적 대응의 중요성도 피력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이미 2006년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독립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국의 경우 노인학대에 대한 가장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관계법은 노인복지법인데 반해 일본

은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이후, 가족이나 양호자에 의한 가정내 노인학대가 표면화 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노인의 권익과 존엄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고령자학대방지에 대한 특례법

(2006)을 제정하게 된다. 동법의 목적은 노인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무, 노인학대

를 받은 노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 양호자의 부담 경감시키는 등의 양호자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 위한 지원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해 이로써 노인의 권익이익의 옹호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법률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양호자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 제3장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제4장 잡칙, 제5장 벌칙으로 총 5장 3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제3장으로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이다. 제20조에는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와 분리하여 시설의 설치자와 사업자가 고령자학대방지를 위해 

하여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복기 외(2015)는 한국의 향후 노인복지법 

개정에 있어 한국사회에도 노인관련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가 증가할 것을 예상되고 

보호자에 의한 노인학대와 전문가인 시설조사자에 의한 노인학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선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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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국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말 중국의 양로보험기금 잔액이 4조

8000억위안(약826조원)으로 흑자를 유지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수혜가 늘고 납부자는 줄어

들면서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잔액이 오는 2027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3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연금수령이 가능한 60세 이상 남성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억5,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9%였지만 2053년에는 34.8%에 해당하는 4억8,700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지난달 발표 보고서에서 기금 잔액이 2027년 6조9,900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35년이면 바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경제).

중국 노인 중 연금제도에 의해서 노후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비율이 17.9% 나머지 83%이상

의 노인들은 자녀들에 의해 노후 삶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급속한 가족제도의 변화와 

고령화는 중국 역시 노부모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급기야 1996년 

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을 한층 강화하여 2012년 개정 시행하였다. 노인들의 생활 보장과 

양로･진료･문화･체육 활동 보장 등의 사회복지를 한 층 강화해 개정하였으며 가장 핵심은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중국은 유교와 효라는 전통문

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듯이 전세계에서도 자녀의 부모부양의무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한국은 오직 자녀의 부모부양의무에 대해 민법에 해당되는 친족법 제974조

에 “직계혈족과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부모부양의무와 관련

한 규정을 없다. 그러나 중국은 헌법, 혼인법, 노인권익보장법 등에서 자녀가 나이든 부모에 

대한 의무부양에 대한 세부사항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헌법(2018년 개정) 제49조에는 “성년의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로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부양이 명시되어 있다. 혼인법(2001년 개정) 제21조에는 부모와 

자식간에는 무조건 부양의무를 지니도록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비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와 제25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젊은 자녀가 

일찍 사망시 그 어린 손자와 외손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와는 반대로 부양능력

이 있는 손자 또는 외손자는 부모가 일찍 사망하였거나 생존을 하고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1996년 제정되어 2012년 강화된 노인권익보장법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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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는 “가족봉양 및 부양”중 10개 조항에 걸쳐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제13조 노인부양은 주로 가족에 의해 제공되며, 가족은 그들의 노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제14조 자녀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봉양과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부모를 적시에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자녀들은 부모의 거주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 주여야 한다. 제17조 노부모가 토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돌본다면 자녀들은 이를 거들어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소득은 부모소유로 

한다. 제18조 가족은 노인의 정신적 돌봄도 이루어져야 하며 노부모를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자녀들은 부모

의 이혼, 재혼 및 재혼생활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부모는 자기 재산을 법에 따라 

처분한 권리가 있으며, 자녀들은 이에 간섭하지 못하며, 부모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요구해서

는 안 된다.

노인권익보호법의 개정은 법으로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중국 정부가 가족 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행한 ‘효도’가 진지한 효도인지 

한참 동안 이슈가 되고 있다. 常冰(2017)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일부 자녀(22.22%)들은 법의 

개정됨에 따라 부모를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대부분 자녀(77.78%)들이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부모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휴가 부족’은 50.51%, ‘멀리 

떨어져 있음’은 47.47%, ‘더 중요한 일이 있음(예: 직장 일, 아이 교육 등)’은 25.25%, ‘경제적 

문제’는 13.13% 순이었다(常冰, 2017). 따라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이 조항은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다. 우선 이 조항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자주’란 개념이 계량화되기 힘들

고 ‘일 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또한 어느 정도 해야 ‘방문’이

라 할 수 있는지가 판단하기 어렵고 ‘효도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가 있다(彭

迪, 2013;  王振, 2014; 张娣, 2017; 常冰, 2017). 둘째는 관리와 소송의 어려움이다. 조항 범주의 

모호함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상 관리하기 어렵고 자녀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소송 안 하는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한편, ‘효’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은 만약 소송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해질 우려가 생긴다

(王振, 2014; 张娣, 2017; 常冰, 2017). 셋째는 집행의 어려움이다. 중국은 집에 멀리 떠나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한번 귀가하고자 하면 시간적, 경제적 지출이 매우 많다. 

따라서 마음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王振, 2014; 张娣,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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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冰, 2017). 마지막으로는 다른 법률과의 연결 문제이다. 예컨대 노인권익보호법을 근거하여 

자녀들은 방문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에 노동법에 의하여 특수 직업의 종사자의 근무시

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방문하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법이 우선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王振, 2014).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인권익보호법 개정의 동기는 사회의 인정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더 자세한 규정에 대한 요구가 시급하다.

많은 논란 속에 상기 기술한 내용들은 중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태도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같은 유교문화권임에도 한국과 일본과는 사뭇 다른 노인부양

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5. 결론

지난 2019년 9월 9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에 관한 국제포럼’이 

열렸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기반으로 한 인권적 관점의 활동과 개입 등으로 노인의 부양문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반영된 포럼이었다. 고령사회의 노인부양문제와 노인학대문제는 국경

을 초월한 국가간의 큰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3국의 기본적인 효문화와 그 가치를 살펴보면 각국의 대응을 이해할 

수 있어 무분별한 타국의 제도 수입이라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유교문화를 비롯한 효문화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대부

분이다. 유교문화는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개입하기 

보다는 그 개인의 가족이나 친족 지역사회에서 도와줌으로써 그 위기상황을 해결하게 한다. 

더욱이 효문화는 노인문제의 사회화를 늦추는데 많은 영향을 미쳐 일본과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의 정도가 같은 수준의 나라보다 매우 낮은 이유가 이런 문화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었

다(박병현, 1993, 1996). 그러나 본 연구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유교문화 내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효문화와 사상으로 말미암아 고령화시대의 노인문제

와 노인부양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효의 본국으로 알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최왕규 등이 주장한 한국이 

효의 발생지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는다. 한국은 유교를 통해 효사상이 전파되기 전부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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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에서도 찾을 수 있어 오늘 날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2014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탄생하

게 되어 3국간에도 효에 대한 종주국임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다. 중국의 경우 2012년 마련된 

‘노인권익보호법’ 개정을 통해 노인부양과 섬김에 대해 가족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속출

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노인학대, 방임 등의 산업화 부작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가족주의와 부모에 대한 가족책임도 변해가는 추세들이 노출되고 있어 

노인이 된 부모의 시설부양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국와 중국에 비해 매우 다른 효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중국과는 달리 대가족제

도가 발달하지 않은 일본은 고유의 ‘무사문화’로 인해 효가 충의 하위개념이고 일본인의 ‘수치

문화’는 부모와 자녀간에도 존재하게 되는 쌍방이 모두 신세를 지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효와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화는 고령시대에 시설에서 

노인 자신의 노후를 보내거나 혹은 자녀가 부모를 시설에 모시는 것이 크게 불효라는 가치를 

버리게 한다. 이런 근거에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령자학대방치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하였으며 특히 양․개호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의 방지 조항까지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노인부양대책이 궁극에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각 국의 효문화를 통해 각각이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시기에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그 대응 정책에 

있어 무분별한 수입이 아닌 이웃국의 대응에 대한 고유성을 이해하고 궁극에는 우리의 정체성

과 근본을 파악하여 노인복지의 발전적 양분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한편 본 연구는 3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화중 고령화문제를 효문화라는 틀로 해석

하여, 노인관련 각국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금번의 

시도가 경제, 산업적인 구조의 변수 외에 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를 토대로 접근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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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 의 고령시  노인부양에 한 효문화  분석 

김남숙･사 상

본 연구는 한일중의 고령시대 노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효문화적 
입장에서 각국의 해결 방향을 고찰하였다. 3국이 각각 지니고 있는 고유의 효문화와 효사상이 현재 고령시대 노인정책 
형성과 무관하지 않고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현대 노인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복지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보다 나아가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개별법을 두어 
자발적인 경로효친 문화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폐를 끼지는 것은 수치라 여기는 문화로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것 보다는 시설입소를 더 희망하여 결국 일본에는 
‘고령자학대의 방지 및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시설내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을 강하게 내세워 2012년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해 강화하는 
개정조치를 이끌었다. 이러한 법제의 탄생 배경들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넘어 효문화라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를 통해 3국은 같은 시기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수입이 아닌 이웃국의 대응을 그 고유성과 함께 인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근본을 파악하여 발전적 양분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A Study on the Effective Hyo Cultural Analysis 

of Elderly Care of Korea, Japan and China

Kim, Nam-Sook･Xiang, Sh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each country’s responses to the policies of senior citizens in the advanced ag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e three countries considered the direction of each country’s solution from a culture perspective. 
It was discovered that the unique culture of filial piety and filial piety possessed by each of the three countries are not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policy of senior citizens in the old age, but are based on it. Korea tried to secure the social status 
of senior citizens through a voluntary route-promoting culture by regulating the elderly abuse, which can be called a modern 
problem, through the Welfare of the Elderly Act and further ‘Implementing Filial Behavior Encouragement and Support Policy 
Act’ and ‘Promotion of Humanity Education’. Unlike Korea and China, Japan hopes to be admitted to facilities rather than 
relying on their children for old age as a culture where parents find it a shame to bother their children, and eventually, Japan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elder abuse prevention law of Japan’.China, on the other hand, led the revis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2012 ‘Human Rights Act’ by strongly advoc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for the care of senior citizens.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se legislation means that it can be understood by cultural factors such as filial culture, beyond 
just socio-economic factors.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 hope that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respons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t indiscriminate income, together with their own uniqueness, and to identify our identity 
and foundation and make them a source of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