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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은 통제불능의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 단
2,153명이 46억명 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큰 격차는 불완전하고
성차별주의적인 경제체제에 기인하며, 이러한 체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녀들에 의해 무급 또는 저임금으로 제공되는 필수적인 돌봄노동에
소요되는 수십억의 시간보다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일부 특권층이 가진
자본에 보다 많은 댓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보살피고, 청소 및
식수 조달, 난방을 위한 땔감을 구해오는 것은 공동체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경제가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상 업무이다. 여성들의 이러한 필수적인 돌봄
노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은 성 불평등과 경제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전세계의 각국 정부는 끊임없이 이익과 부를
추구하는 대신 무엇이 진정으로 사회에 중요한지에 가치를 두고 양성 평등적인
인간중심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주로 행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책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보호 시스템에 대한 투자,
부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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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돌봄노동자에게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등은 실행 가능하면서도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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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사진: 케냐(Kenya) 나이로비(Nairobi)에 위치한 마시모니(Mashimoni) 마을에서 클라리스 아키니(Clarice
Akinyi)가 옷을 세탁하고 있다. 클라리스는 가사 노동자이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고용주의 학
대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 클라리스는 현재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그들의 지역공동
체를 개선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웨제샤 자미(Wezesha Jamii)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웨제
샤 자미는 스왈리어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뜻이다. Photo: Katie G. Nelson/Oxfa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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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위나 아베오(Rowena Abeo),
보육노동자 (day care worker),
Salcedo Town, Eastern Samar, Philippines

내 이름은 로위나(Rowena)이고 필리핀 살세도 타운(Salcedo Town) 출신의 보육 노동자(day care worker)이다.
내 고향에서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요리, 청소, 아이 돌보기 등의 가사노동과 먼 거리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다. 가사노동을 하지 않은 남성들은 여성들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가사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없다. 남자들이 버는 돈의 액수, 그들이 받는 교육, 그리고 집
밖에서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십년간 학교에서 보육 노동자로 일하였다. 나는 또한 가정주부이기도 하다. 주부로 사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빨리 끝낼 수가 없다. 가장 힘든
가사일은 물을 길어오는 것이다. 물을 길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4시간이다. 강까지 가서 물통에 물을
채워 들고 와야만 한다.
과거의 나의 남편은 가사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학교에서 하는 보모 일 외에 집에서 해야할 일이
많았지만, 남편과 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연수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배우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는 남편이 집에서 늘
도와준다. 특히 내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남편은 요리, 세탁, 청소와 같은 가사일을 도맡아서 도와준다.
또한 우리 가정은 옥스팜과 SIKAT*의 도움으로 물탱크를 집에 설치하게 되었다. 마침내 집에 설치된
수도꼭지와 호스 때문에, 더 이상 강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러올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투여했던 시간이 줄어 들면서 나는 점차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들을 위한 자조집단(Self-Help Group)에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 청소 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이 관여할 수 있는 각종 지역사회 활동들에 동참한다. 또한 이 집단을 통해 생계와 아이들의 학비와
비상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아직도 여성들이 고군분투하는 많은 지역사회들이 있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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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여성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 SIKAT – ‘Sentro para sa Ikauunlad ng Katutubong Agham at Teknolohiya’의 약자. SIKAT는 필리핀의 비영리,
비정부 단체이다. 이 단체는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성이 있는 해안 지역사회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참여 가능하고, 반응적인 정부 프로그램과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SIKAT의 위케어(WE-Care)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 대비와 경제적 역량강화(economic
empowerment)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여성 주도적인 자조집단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함께
동참하여 일하고 있다.

리마 나나바티(Reema Nanavaty),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

비공식 노동자 가족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극빈층이 여성 노동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내가 근무하는 인도의 SEWA(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는 비공식 부문의 빈곤한
여성 노동자로 이루어진 가장 큰 노동조합이고, 190만 명의 여성 노동자가 회원으로 있다. SEWA는 빈곤이
사회의 동의에 의해 저질러지는 최악의 폭력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오직 일, 꾸준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자산 소유권만이 이러한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SEWA는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빈곤층 여성 노동자와 함께 일한 경험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을 깨달았다. 만약 여성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들은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하고,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임금이 감소되거나 나이가 많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겨야 하는데 그로인해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SEWA의
설립자 엘라 바트(Ela Bhatt)는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전일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야만 여성이 더 냉혹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빈곤한 여성 노동자들은 그들의 가족과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SEWA는 돌봄 노동이 숙련공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다른 숙련공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봄 노동자 조직하기, 역량 강화하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과 훈련,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자격증과 합법화된 정책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품위와 자아존중감을 가져다주고 돌봄 경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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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가 아닌 돌봄 노동자 그 자신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가족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공식 부문 돌봄 노동자들은 보통 노동자가 아닌 가족으로써 일하기 때문이다. 가족과
돌봄은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균형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류 경제에서는 공식 부문이든 비공식 부문이든 수백만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환영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옥스팜의 보고서 ‘돌봄노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시간’ (‘Time to

Care’)는 이러한 기회의 본질과 그 규모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 기회를 잡는다면, SEWA에서
말하는 ‘돌봄경제 세우기’, 즉 경제적 성장이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파 살치(Djaffar Shalchi),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
Human Act Foundation
사람들은 종종 나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해왔다. 나는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진실은 덴마트의 복지 체계의 도움과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지불하는 세금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1961년에 이란(Iran)의 테헤란(Tehran)에서 태어났다. 내가 어렸을 때 모국에서 벌어진 강제 분리와
혼란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한계에 다달았고, 여러 번 이민 허가를 거절당한 끝에 결국 덴마크로 이주하였다.
나는 여기서 학업을 마쳤으며 덴마크 여자와 결혼하여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가졌고, 자영업을 하는
사업가로 재산을 모았다.
나는 내가 경험한 행운이 덴마크와 모두를 위해 평등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곳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사회 체계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 나라는 선진적인 사회 조세제도를 수용하고 있고 세제수입은 주로 덴마크
사람들을 위해 투자된다. 세제수입을 통해 모든 이에게 의료, 교육, 그리고 보편적 아동돌봄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다. 만약 우리가 더 공정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면, 부유층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어야만 한다. 억만장자가 그들의 비서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사회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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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 그들은 슈퍼리치들이 자신들을 위한 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에 적절히 과세해야 한다. 부유층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의
자산에 부과하는 단 1%의 세금으로도 전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십억 달러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부와 정치적 권력을 포함한 힘이 공평하게 분배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빈곤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늘 거기에 존재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믿음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옥스팜의 보고서 ‘Time to Care’는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이 타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적 폭력,
차별과 배제, 환경 파괴와 독재적 이념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하며, 이를 통해 이 세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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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양 극단의 이야기
경제적 불평등은 통제불능의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의 억만장자 단
2,153명이 46억 명 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1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2명의
남성은 아프리카의 여성 전체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2 이러한 극단적 부는
거대한 빈곤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 중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평균 5.50 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으며, 2013년

2019년, 전세계
억만장자
단 2,153명이
46억 명 보다
많은 부를

이후로 빈곤 감소율은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3
이러한 큰 격차는 불완전하고 성차별주의적인 경제체제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가
많은 경제 모델은 부유한 소수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여성과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스템적으로 그들의 권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 경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엘리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다.
그들의 부는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 특히 소외된 빈곤층 여성과 소녀들은
매일 125억 시간 동안 무급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4 또한 전 세계 많은
여성과 소녀들은 수 많은 시간을 빈곤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들의
돌봄 노동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이다. 옥스팜에서는 이러한 노동들이 세계
경제에 최소한 10조 8천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추산하고 있다.5 이러한 수치는
막대하지만 과소평가되어 있고, 실제 수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정적 이득은 부유한 이들에게 귀속되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는 남성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체제는 가장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면서 부유한
엘리트들의 부와 권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결단력 있는 조치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공공지출 감소 및
기후변화로 인한 성 불평등과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자와 관련하여 급증하고 있는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엘리트는 이러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있겠지만,
빈곤하고 힘 없는 자들은 그럴수 없다.
각국 정부는 부유한 소수 보다 모두를 위해 일하며, 이득과 부 보다는 돌봄과 웰빙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새로운, 인간중심경제를 세우기 위해 대담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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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다.

오늘 날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의 규모

베트남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외곽 지역에
위치한 상류층 개발구역로
둘러쌓인 저소득층 거주지
역을 한 여성이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Photo: Sam Tarling/Oxfam
(2017)

슈퍼리치와 나머지 사회구성원들 간의 자산 격차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6

•

2019년, 전세계 억만장자 단 2,153명은 46억명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

22명의 가장 부유한 남성들은 아프리카 여성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는 69억명이 보유한 부의 두 배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

만약 당신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건축 이후로 매일 1만 달러를
저축하더라도, 현시점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의 억만장자가 보유한 평균
자산의 1/5에 불과하다.

•

만약 모든 사람들이 100달러 지폐를 쌓아 놓은 곳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에 해당되는 위치에 앉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중산층에 속한 사람은 의자 높이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명의 남성은 우주 공간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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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15세 이상의 소녀와 여성들이 제공하는 무급 돌봄노동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면 최소한 연간 10조 8천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글로벌
테크산업 규모의 3배에 달한다.

•

향후 10년간 가장 부유한 1%의 재산에 0.5%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면
교육, 건강, 노인 돌봄 등의 분야에서 1억 1,700만 개의 새로운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부족을 줄이는데 필요한 투자액을 감당할 수 있다.

세계적 경제 불평등의 규모를 강조하면서 옥스팜은 주로 부의 불평등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부를 통해 권력과 정치의 독립이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여러 세대를 걸쳐 불평등을
영속화시키기 때문이다.

Box 1

연간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사실들 을 편집하면서 부의 분석과
7

관련하여 옥스팜에서는 전세계 부의 분배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데이터인 크레딧
스위스의 세계 재산 보고서 (Credit Suisse Global Wealth report)를 이용하였다. 8 부에
대한 수치를 수집하는 것은 관련 데이터 상당수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크레딧 스위스나 다른 기관에서 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부의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한다고 널리 여겨지고 있다.9
따라서 부와 부의 불평등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에서는 불평등 위기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척
상황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행동치 않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선다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에 대한 많은 절망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치적 아젠다를 추구하고 있다. 독재형10 지도자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러한

추세의

전형이다.

그들은

억만장자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11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방해하거나,
인종차별주의,12 성차별주의13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한다.14
이러한 지도자들에 맞서, 곳곳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칠레에서 독일까지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나다. 수백만 명이 가두 시위에 나서서 목숨을 걸고 극단적
불평등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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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위기

튀니지 전국노동조합센터(UGTT)에서
이사로 당선된 최초의 여성인 Naima
Hammami가 동료들과 축하하고 있다.
UGTT의 여성위원회는 공공과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MENA
지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사진: Ons Abid/Oxfam Novib
(2017)

무노동 부의 축적
경제적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매우 적은 극 소수의 사람들, 주로 남성들의 손에
수 조 달러의 부가 쥐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재산 규모는 이미 극한에 도달했으며,
망가진 경제체제는 이러한 소수의 손에 더욱 더 많은 부를 몰아주고 있다.
최근 몇몇 시사평론가들은 억만장자들이 경제적 건전성 보다는 경제적 병폐의 상징이며
이들을 없애는 것이 세계를 위해 더 낫지 않겠는지를 질문한 바 있다.15 억만장자 중
1/3은 유산 상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이러한 상속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귀족사회를 창출하고 있다.
슈퍼리치의 재산은 일단 형성되면 스스로 가속도가 붙는다; 초부유층들은 그저 가만히

전 세계 세금 중

앉아서 그들의 재산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오직 4%만이

회계사의 도움으로 지난 10년간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연평균 7.4%에 달하는 수익률을

부에 대한

기록하였다.

17

빌 게이츠(Bill Gates)는 감탄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억 달러의 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을 당시 보유했던 부의 두 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거대한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세율 하락과 의도적 탈세로 인한
11

과세에서
나온다.

슈퍼리치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실패이다. 전 세계 세금 중 오직 4%만이 부에 대한
과세에서 나오며, 18 몇몇 연구에서는 슈퍼리치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조세 채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9 극도로 낮은 법인세 과세는 슈퍼리치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에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G7
국가의 평균 임금은 3% 상승한 반면, 부유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31% 증가하였다.20

Figure 2: 실질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주주 수익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오늘 날의 극단적인 부는 성차별주의로부터 기인한다. 우리의 경제체제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혜택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보다 50% 이상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21 또한 남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장관의 18%, 의회 의원의 24%만이 여성이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국가들에서 주요 경영진 중 약 34% 정도가 여성이다.22

Figure 3: 세계 경제는 여성 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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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저임금 혹은 무임금 돌봄노동으로 시장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3

옥스팜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여성의 무임금 돌봄

노동은 단독으로 매년 경제에 최소 10조 8천억 달러의 가치를 더하고 있고, 이는
테크 산업에서 산출되는 가치 보다 3배 큰 수치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무임금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추산에 사용하고
있고, 돌봄 노동(care work)이 사회에 미치는 폭넓은 가치와 우리 경제가 이러한
지원 없이는 어떤식으로 서서히 멈추고 말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추산에 포함시킨다면, 무임금 돌봄 노동의 총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은 매년
경제에 최소
10조 8천억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무임금 돌봄 노동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를

다수의 주머니로부터 소수의 주머니로 부가 이전되는 성차별적 경제체제가 더욱

더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란(Lan)은 베트남 Dong Nai 지역에
위치한 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공
장일이 끝나면 또 다른 두 곳에서 일
을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과 높은 생
활비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 그녀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계신
부모님에게 자녀를 맡겨둔다.
사진: Sam Tarling/Oxfam (2017)

정당한 대가 없는 노동
세계은행에서 새롭게 보고한 수치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거의 과반수는 하루 5.5
13

달러 혹은 그 이하로 겨우 살아나가고 있다. 24 많은 사람들이 단 한번의 병원비나
흉작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평등이다;
세계경제에서 수익 증가분의 많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최상위층에 위치한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최하위층에 위치한 이들은 점점 더 뒤쳐지고 있다. 토마스 피케티와
그의 팀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은
세계경제 수익 증가분 1달러당 27%를 가져갔다.25 이는 하위 50%가 가져간 전체 몫의

많은 사람들이
단 한번의
병원비나

만약 경제체제가 성장의

흉작으로 빈곤

열매를 이처럼 불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방치된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을 없앨 수 없을

상태에 처한다.

2배 이상으로 이들은 1달러당 오직 12센트만을 가져간다.26

27

것이다.28 또한 불평등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우리 지구의 환경적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29
경제적 불평등은 또한 성 불평등에 기인하며, 경제 피라미드 최하층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여성과 소녀들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고, 무임금

경제적 불평등은

혹은 저임금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30 자본주의 모델은 여성과 소녀들의

또한 성 불평등

권리를 박탈하는 전통적인 성차별적 신념을 전파하면서 착취하고 있는데,31 그들이

에서 기인한다.

열악한 일자리를 맡기를 기대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필리핀 Eastern Samar에 사는 시에나
카부스(Shienna Cabus)와 그녀의 딸이
물을 긷고 있다. 그들은 무거운 물통을
집으로 운반가기 위해 카트를 사용한다.
시에나는 Bangon Pangdan 자조집단 연
합의 회원이다.
사진: Aurelie Marrier d'Unienville/Oxfa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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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지 이해하기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존속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동, 노인,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 청소,

일상 업무에

세탁, 수선, 물과 장작 가져오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가사 노동도 포함한다.

32

이러한

필수적인 일상 업무들에 누군가 시간, 노력,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전체 경제체제는 결국 멈출 것이다.

누군가 시간,
노력, 자원을
투자 하지 않으면,

전세계적으로 무임금, 저임금 돌봄 노동은 불균형적으로 빈곤한 여성과 소녀들에 의해

사회, 직장, 전체

수행되는데, 특히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 국적, 성정체성, 계급에 기반한 차별을

경제체제는

경험하는 집단에 속한 이들에게 더욱 그러하다.33 여성은 무급 돌봄 노동의 3/4 이상을
담당 하고 있으며 유급 돌봄 인력의 2/3을 차지하고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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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것이다.

Figure 4: 무급 돌봄 노동의 막중하고 불평등한 책임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35 36 37 38 39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빈곤층 여성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다른 이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착취받는 근로자에
속하는 가사도우미(가정부)가 있다.

40

가사도우미 인력 중 오직 10%만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41 과반수 정도만이
동일한 최소 임금 정책의 보호를 받고 있다.42 가사도우미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법률
상으로 근로 시간의 제한이 없다.43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가사도우미들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갇혀서 보이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통제를 당하고 있다.44 전세계적으로 강제 노동에 처한 3백 4십만
명의 가사도우미들이 매년 10억 달러를 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마땅히 지불
받아야 하는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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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가사도우미 – 세계에서 가장 착취당하는 노동자

46 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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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나(Regina, 가명)는 인신매매 되어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일하게 되었다. 레
지나는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한 가정의 아파트에서 아
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일해야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동안 전혀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가족과 연락을 취하거나 그 가정에 속한 사
람들을 제외한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녀는 세탁실에서 잠을 자

Box 2
가사도우미 학대

고 남은 음식물을 먹었다. 여권은 빼았겼고, 그 집의 주인은 그녀를 ‘멍청하다’거나
‘쓸모없다’고 말하며 자주 언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묘사하였다.49

멕시코 Chiapas 지역 Yocwitz에 거주하는
Catalina Sántiz가 요리하기 위해 오븐에
장작을 넣고 있다. 사진: Martiza Lavin

돌봄 노동의 힘들고 불평등한 책임은 성적,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노동은 대부분 여성인 돌봄 노동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악화시키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격차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제한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은 시간 부족 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Bolivia)
에서는 42%의 여성이 돌봄 노동이 그들의 정치적 활동함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고하였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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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 데비(Buchhu Devi)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위한
아침식사와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지만 카스트

Box 3
인도에서 나타난
시간의 불평등
(Time Poverty) :
‘나는 죽을 시간조
차 없다’

제도에서 최하 계급인 달리트(Dalit)에 속한 그녀는 그곳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3km를 걸어가야 한다. 그녀는 하루에 3번 물을 가져오기
위해 움직인다. 그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그후에 저녁 가사 노동으로 물과 장작 가져오기, 빨래, 요리, 청소를 하며 자녀
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녀의 일과는 자정에서야 끝난다. 만약 그녀가
장작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은 먹을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자주 그녀의 남편
에게 맞는다. 그녀는 ‘내가 죽으면 모두가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시
간도 없다… 내가 가고 나면 누가 가족을 돌보고 돈을 벌겠는가?’
출처: D. Dutta (2019). ‘No Work is Easy! Notes from the Field on Unpaid Care Work for
Women’, Mind the Gap: The State of Employment in India 2019, Oxfam India.:
https://www.oxfamindia.org/Mind-Gap-State-of-Employment-in-India

무급 혹은 저임금 돌봄 노동은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성적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돌봄 노동은
철저하게 과소평가되고,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당연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급, 저임금
돌봄 노동에 대한 지출은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간주됨으로써 자주 ‘무노동’으로
취급되어 경제 성장이나 정책 의제 관련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돌봄노동 위기
세계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예산 감소,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투자감소로 인해 돌봄노동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2030년까지 노인 1억명과 6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
1억명이 추가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51 노인인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다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할 것인데,52 이를
위한 건강보험 체계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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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서서히 나타나는 돌봄노동 위기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돌봄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지출하기 보다는, 각국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공공 지출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를 민영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금융기구의 조언을 주로 따른다.
최근 옥스팜은 튀니지(Tunisia), 이집트(Egypt), 요르단(Jordan)에서 이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는 IMF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위협이 되는지 보고하였다.

54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가 빈곤층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히는 퇴행적인 세금이라는 사실과 55 여성 돌봄 노동자에게 불평등한
부담을 지운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세제에 의존하고 있다.56
정부의 예산 삭감은 또한 여성 지원 기구들에 압박이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브라질(Brazil)에서는 공공 지출 감소로 인해 애초에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여성 권리
강화 프로그램에 배정되었던 2017년 연방 정부 기금의 예산이 66% 삭감되었다.57

기후 변화는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기후 위기는 이미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5년까지 최대 24억명의 인구가
물부족 지역에서 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곧 여성과 소녀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더욱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8 기후 변화는 또한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증가시킬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증가시킨다.
이로인해 여성과
소녀들은 더 많은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부담시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삶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스트레스와 무급

더 많은 일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노동에 시간
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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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Caparrosa에 사는 루카스 알다나
(Lucas Aldana)는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사는 농부이다. 루카스는 다양한 곡물을 재
배해왔지만, 올해는 가뭄으로 수확이 저조
했다. 사진: Pablo Tosco/Oxfam Intermón
(2019)

보다 공정한 세계는 가능하다
각국 정부는 양성평등적이고 1%가 아닌, 99%에게 혜택을 주는 인간중심경제를 세울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

극도의 경제 불평등
과 서서히 드러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아무도 병원비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있는 돌봄 노동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 경제는 지구

위기가 해결될 수

자원의 한계 내에서 번창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있지만, 이를 위해

극도의 경제 불평등과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돌봄 노동 위기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미 드러난 피해를

이를 위해서는 이미 드러난 피해를 개선하고 모든 시민들을 보살피는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모든 시민

세우려는 대담한 정책 결정과 단결된 협력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여성 권리보호

들을 보살피는 경제

기구를 포함하는 시민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국가 돌봄 노동 체계를 세우는 것은

체제를 세우려는

이러한 방향성에서 핵심적인 단계이다.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를 좁히는 포괄적
접근의 재분배 정책 대안에는 진보적 조세제도, 무료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보장제도,
그리고 기업과 슈퍼리치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정책들과 함께 돌봄 노동의 부담을

대담한 정책 결정과
단결된 협력이
요구될 것이다.

재분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양성평등적 경제와 성평등은 인간중심적인 경제체제를 위한 근본적인 요소이고,
무급, 저임금돌봄 노동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심하는 것은 새롭고, 더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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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적인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돌봄 노동이
행해지는 방식과 가치평가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수십년 동안, 양성평등 경제학자들, 시민 사회 및 돌봄 부문 옹호활동가들은 돌봄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제안해왔다: 이는 변화를 위한 ‘4Rs’ 프레임워크이다.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인정하기(Recognize). 주로 여성과 소녀들이 담당하는 무임금,
저임금 돌봄 노동을 실질적 가치를 지닌 노동이나 생산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기.
감소시키기(Reduce).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장비와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무급 돌봄 업무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감소시키기.
재분배하기(Redistribute). 가정에서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재분배하기. 동시에 무급 돌봄 노동의
책임을 국가와 민간 분야로 이전하기.
가장 소외된 이들 대변하기(Represent the most marginalized).
가장 소외된 돌봄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서비스, 체계를 설계하고 발표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들을 대변하기

변화는 가능하다. 레바논(Lebanon)의 에디오피아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모인 단체인
Engna Legna Besides로부터 남아프리카(South Africe)의 가사도우미 부흥(Domestic
Workers Rising) 캠페인까지, 여성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우루과이(Uruguay)의 획기적인
국가 통합 돌봄 체계는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뿐만 아닐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뉴질랜드(New Zealand)는 2019년에 괄목할 만한 웰빙
예산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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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변화를 위한 움직임, 희망 이야기

옥스팜은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고, 무급, 저임금 돌봄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얻는 부유한 엘리트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조치들을 제안한다.

RECOMMENDATIONS
1. 여성과

소녀들이 주로 담당하는 돌봄 노동의 불균형적인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돌봄 체계에 투자한다: 정부는 현존하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정부간 국가 돌봄 체계에 투자해야만 한다. 국가 돌봄 체계는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및 국내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포함해야만 한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연금이나
아동 복지와 같은 보편적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는 최소 14주의 유급 출산휴가와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되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단계를 포함하여 1년간의 부모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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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2. 극단적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해 극단적 부를 끝낸다: 극단적 부는 실패한 경제

체제의 징후이다.59 정부는 부유층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 간 격차를 급진적으로

정부는 법적,

감소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과 이윤 몰아주기를

경제적, 노동

넘어 모든 시민들의 웰빙을 우선시 함으로써 수백만명을 빈곤에 처하게 하고

시장 관련

특권을 가진 소수 부유층에게 영합하는 세계를 지양할 수 있다. 정부는 부와 높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한 기업과 개인이 조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상 허점과 불충분한 국제조세 규정을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보다

가사노동자와
유급 돌봄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정책들이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급 돌봄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국가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써 정부는 법적, 경제적, 노동 시장 관련
정책들이 모든 가사노동자와 유급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모두에서 이의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국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189개의 국제노동협약(ILO Convention 189)과 모든
돌봄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지불받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의 비준을 포함해야 하며,
또한 성차별적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의사결정 과정에 돌봄노동자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무급
가사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이 모든 수준의 정책 입안 토론회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정책 입안에 대해 알리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원들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 권리강화 활동가, 양성평등 경제학자 및 돌봄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여성 관련 기관과 권리 증진 운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 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5. 유해한 규범과 성차별적 신념에 도전한다: 돌봄 노동을 여성과 소녀들의 책임이라고
보는 유해한 규범과 성차별적 신념들은 돌봄 노동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도록 만들고, 경제적 불평등과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영속화시킨다.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유해한 규범과 성차별적 신념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원들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광고, 공공 PR 및 법제화를 포함한다.
또한 남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이 불공정하게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가사 노동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

6. 비즈니스 관련 정책과 관행에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비즈니스계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노동자의 웰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탁아소나 아동돌봄
지원과 같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부담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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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준비가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다. 60 기업과 비즈니스계는 그들이 부담해야할 정당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고,
유연근무제나 유급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적인 고용 관행을 실행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성차별적 부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질적인 광고나 공공 PR을 진행함으로써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하여 책임감 있게 기여해야 한다.

Ayan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그녀는
소말리아 지역 Garadag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캠프에 거
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계속된 가뭄 때문에 가족은 목축생활
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음식과 물을 구하기 위 고군분투 하고
있다. 사진: Petterik Wiggers/Oxfa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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