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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돌봄의 의미

송 상 현

서울대 명예교수 /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Prof. Dr. Sang-Hyun Song

Professor of Law,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n.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들어가며

  제게 주어진 제목을 돌봄의 의미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새롭게 조명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돌봄 노동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이 어떻게 소외되었는가를 직시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돌봄을 신시대에 맞게 재구

성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일별하고 그곳에서 말하는 정의(justice)와 

포용(inclusion)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짚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정의의 

뜻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를 간결하게 소개한 다음 돌봄의 현대적 의미를 찾기 위하

여 젠더 저스티스(gender justice)의 관점에서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화두

를 던져 보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2030년 의제

  유엔개발정상회의가 17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이를 2030년까지 

모두 함께 달성하도록 결의한 것이 2015년 9월이었다. 그 이후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도 진화를 거듭해왔다. 애당초에는 주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점차 경제성장, 사회통합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 확대발전을 하다가 다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전반적 향상을 추구하는 균

형개념으로 진화해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현재에는 주로 학자들이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및 사회적 지속성을 상호 연결하여 논하면서도 각자의 전공분야를 

추가 또는 접목하여 각 분야에서 점차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균형적 발전전략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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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아직 개념

의 모호성과 복잡성을 극복하지 못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

고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파괴가 불가피

하므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빈곤퇴치, 일자리 확보와 경제성장 등에 대한 중점 

전략이 항상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도시재생, 공해없는 에너지확보, 공유 경제 등

에 관한 논의가 체계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환경과 경제 중심의 논의는 UNDP나 UNESCO등을 중심으로 사회영역으로 확장

되어 정치, 정책, 인권, 고용, 교육,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함께 다루게 

된 것도 값진 수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에 인권, 정의, 평화, 평등, 안전,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소 내지 인

류의 보편적 가치가 녹아들어가면서 커다란 인식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2030년 

의제는 이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다양하고 야심적이며 포괄적인 과제를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

3.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과 정의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사회발전영역의 목표 및 경제성장의 달성

을 위한 목표 그리고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목표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특

히 SDGs 16은 이 같은 여러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수단으로서 정의

를 내세웠다. 즉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의 접근

(access to justice for all)을 보장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2030년 의제의 중심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정의롭

고, 평등하고, 관대하며 공개적이고도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세상을 이룩하려는 비전

이 담겨있다. 사실 정의는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관통하는 실(threads)과 같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야에 정의를 확대하지 않으면 빈곤을 종식시키

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평화와 포용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의를 

위한 개혁이란 왕왕 처음부터 대중으로부터 거리가 있어서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 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의시스템의 중심에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각종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중심에도 이러

한 정의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소위 사람중심의 정의

(people-centered justice)라는 접근방법은 정의에 관한 대중의 다양한 필요를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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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제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중심의 정의는 그 자체가 공개적이고 포용적이어

야 하는데다가 다른 부문 즉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과 제휴하고 협력해야만 현대

적 눈높이에 맞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의를 정치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워서 대중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보건, 교육, 사회적 보호, 일자리 등과 같은 부문은 

사람중심의 정의의 실현에 가장 필수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4.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관한 개념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법

학분야에서 고전적으로 논의되는 정의는 형사적 정의(criminal justice)와 사회적 정

의(social justice)가 아닐까 생각한다. 형사적 정의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자를 처벌

함으로써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구현하여 사회 평화를 유지한다는 오래

된 개념이다(no peace without justice). 그런데 신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피해자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을 통하여 응보적 정의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죄 피해자(예컨대 소년병)를 사전 또는 사후에 돌보는 회

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와 치유적 정의(reparative justice)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는 공정과 형평을 핵심 요소로 하는 배분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응보적 정의를 포함하는 수가 있다. 최근

에는 존 롤스(John Rawls)가 주장하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와 이

와 약간 입장을 달리하면서 포스트 신자유주의시대의 공정성을 논하는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에 이르기까지 복잡다기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SDGs 16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람중심의 정의를 돌봄 노동에도 적용하여 새로운 준칙을 정하

고 종래의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면 그 정의의 핵심은 양성 간에 공정과 형평을 중심

으로 하는 젠더 저스티스(gender justice)라고 할 수 있다. 

5. 돌봄 노동과 정의사회

  과거에는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과 같은 돌봄 노동(care work)이 

전연 주목받지 못했다. 공식적 대가를 받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거나, 아니면 가정

과 같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보수도 없이 무한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

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간에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이 한다는 점, 보수를 못 받거

나 받더라도 적게 받는다는 점, 노동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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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공통적 특징 때문이었다. 특히 여성들이 집안에서 무임금으로 제공하는 무

한봉사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이문제가 마침내 

사회적 이슈로 주목을 받고 '돌봄 경제(care economy)'라는 분야까지 탄생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로 돌봄 노동을 더 이상 집에서 

무임금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돌봄 노

동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로 빈번하

게 이동하여 노동인력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는 점(예: 조선족 

간병인이나 아이 돌보미/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돌봄 노동을 경제적 관점에서 아동,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독일이나 덴마크에 이어 우리 정부가 수립한 2019년 제2차 사회보장 기

본계획에도 돌봄 기술의 개발 및 자원 활용을 통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전문분야

가 함께 관여되어있고, 서비스 확충 및 연계, 돌봄 산업의 육성, 서비스제공인력의 

교육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서비스(community care)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고 돌봄 경제가 산업

혁신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포용의 작용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돌봄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고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돌봄의 사회적 의미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 경제적 맥락

에서 관련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우선 당장에는 음지에서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는 돌봄 노동자와 같은 필수노동자들이 겪는 코로나 역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정부가 긴급구제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가족과 가정이야말로 국가사회의 

안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도 마련하면서 기업 등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각종 물적 지원 외에 가

족 돌봄 휴가의 적극사용, 재택근무와 같은 융통성있고 포용적 노동패턴의 도입을 

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문

제와 양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초로서 정의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돌봄 체계를 토대

로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

해서도 정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돌봄 노동 수행이 기본적으로 뒷

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돌봄은 그 나라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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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중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은 국가,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낸시 폴버(Nancy Folbre)에 의하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분석대상에서 비시

장적 요소와 돌봄 노동을 제외함으로써 여성과 어린이 및 가족을 소외시키고 돌봄 

경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는 그들이 가정과 지

역공동체에 기여함을 저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장과는 독립

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좀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돌봄 책임

이 좀 더 형평에 맞게 분배되고 여성에게만 불균형하게 부과됨을 지양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돌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조

명하면 좋을까. 많은 나라의 국가발전계획에서 정의의 요소는 생략되거나 망각된 

연결고리임을 본다. 종종 국가경제는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도 잘 돌아가고 건강과 

교육은 개선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가 없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잠재가

능성이나 열망에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하여 기회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의 없이 이룩한 발전은 확고하지 못하다.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으로 

잠재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의 고려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면 

그 대가도 크게 마련이다.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단일한 처방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고유한 배경과 우선순위에 터잡아서, 

그리고 인류보편적인 인권기준과 2030년 의제의 완수를 위한 약속에 따라 정의에

의 접근을 증진시켜야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산업경제가 발달하여 선

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의롭고 공정한 돌

봄은 최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성취도가 가

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와 걸

맞지 아니하다. 특히 양성평등과 어린이권리보호의 면에서 몹시 취약하여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의로운 돌봄을 위해서는 이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세밀

하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표출하는 다양한 새로운 요구에 잘 대응해야 한다. 때로는 이처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스템이나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현실정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부터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른 강력한 부문과 경쟁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역할 담당자를 

정의의 부문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의에 터잡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과 공유된 스탠다드는 결과공유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파트너를 다양화하면서 

정의시스템의 일관성을 증진시킨다. 

  현재 각국의 논의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경제와 산업으로 끌

어올리려고 하므로 거버넌스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그리하여 복지의 대상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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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외연을 넓혀 일자리 등 경제적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돌봄 

정책의 무게중심인 듯하다. 그러나 돌봄 경제의 문제는 그 실천적, 정책적 실현수단

의 강구에 앞서 철학적으로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젠더 저스티스의 문

제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돌봄 산업 육성을 위하여 만드는 

로드맵은 이러한 정의의 관점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이 무임금 또는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공급하였던 구

조를 타파하고 이제는 공정과 형평을 핵심기준으로 삼는 정의의 관념에 맞게 돌봄 

책임을 재분배할 때가 왔다. 이것이 한국에서도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인권, 정의, 평화, 안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개발협력, 기후변

화 대응 등에도 들어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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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Song, Sang-Hyun President, Korean Committee for UNICEF /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 및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과 재판소장을 역임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Sang-Hyun Song passed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 and the National Judicial 
Service Exam in 1962;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in 
1963, and served as a professor and honorar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Law School from 1972 to 2007. From 2003 to 2015, he served as the 
Appeals Judge and the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 has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Law Professors Association, chairma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president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And He is currently the honorary president of the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UNICEF.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Shin, Sung-Sik Journalist, JoongAng Daily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 했고,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노년학회 부회장,  
국회 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회 위원, <중앙일보> 정책디렉터를 거쳐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한국연금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현재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이자 논설위원이다.

Sung-Sik Shin received a master's and doctoral degree of health sciences in Yonsei 
University.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Children's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Countermeasures. He was vice chairman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Suicide Prevention 
Forum, and a policy director of the JoongAng Daily. And He is currently a 
journalist and editorial member specializing in welfare at the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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