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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나라의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어찌 보면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이
고, 긴 안목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다.
다행히도 한국사회는 오래전부터 가족주의와 효사상이
내려오고 있다. 가족주의와 효사상이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작용하며 이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최성규
한 것이다. 효도하는 자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한국효운동단체 화목한 가정이 평화로운 사회와 나라를 이루는 기반이
총연합회 대표회장 되었다는 확신이다. 그간 우리는 “자효쌍친락(子孝雙
親樂),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줄줄 외우며 이 사
회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 때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우선하였기 때문
에 사랑과 효는 쌍무적 관계였지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효와 화목이 가정과 사회의 소중한 가치로 내려왔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남아
있다. 또 그 정신은 기독교, 불교, 유교 어느 종교에서도 존중하며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에 관한한
종파, 이념, 세대를 뛰어넘는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해의 중심에 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 한글 효를 소리나는 대로 알파벳 표기하면 HYO가 되고 여기에 의미를 갖
다 붙이면 H는 Harmony, Y는 Young, O는 Old이고, 묶어서 Harmony of Young & Old라는 뜻으로 풀
이할 수 있다. 이 때 핵심은 ‘하모니’라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전통문화로 내려온 ‘효’의 가치를 ‘하모
니’의 뜻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승화한다면 현대인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어떻게 ‘효’ 곧 ‘하모니’ 정신으로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이
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양육문제이고, 이것은 가족, 직장, 국가 누가 됐든 반드시 책임
지고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부모 못지않은 사랑과
정성을 갖고 있는 조부모의 양육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이것을 단지 각자 가정에서 알아
서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육에 부담을 느끼며 애 낳기를 꺼려하는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쉬고 있는 노인 분들에게 아이 돌봄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이다. 요양보호사가 본인 부모 돌볼 때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듯, 자신의 손자녀 돌봄도 국가가 지원해준
다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가정에서 조부모가 아이 사랑하며 양육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부모 어른공경의 효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다면 이는 아이의 바른 인성함양에도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효개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안을 제출했다. 효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는 뭔가 사유가 있고 나름 반성해야할 부분이 우리
에게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인 효를 인성교육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적된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효문화 확산에 나서는 계기를 삼았으면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대사이고, 이를 하모니 효운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