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등록 

11월 16일(수) 행사는  

초청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1월 17일(목) 행사는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사전등록 후 현장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션에는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문의 :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ctms.snu@gmail.com   

www.ctms.or.kr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젠더, 국제이주, 개발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2022 국제 돌봄 컨퍼런스 

2022.11.16 (수)-17(목)

초청의 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

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돌봄을 위한 정책을 개

발하고 돌봄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이주 인구를 수용하고 다문화 가치

를 포용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코이카 개발협력정책

과정, 그리고 한국여성학회는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젠더, 국제이주, 개발의 

관점에서 돌봄경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참

석하셔서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혜안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2.11.16DAY 1
초청자 대상

2022.11.17DAY 2
관심 있는 분 누구나

13:00~13:30
등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컨퍼런스홀

13:30~13:40
개회사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

13:40~14:30 세션 1  아시아의 돌봄경제

사회 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표 글로벌 돌봄경제: 9개국 비교 연구
 이토 펭   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몽골의 돌봄경제 규모와 현황
 어윤투구스 방즈락츠   몽골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돌봄노동과 경제: 스리랑카 사례 연구 
 딜레니 구네와르데나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 경제학과  교수

14:40~16:30 세션 2  라운드테이블

사회 김영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

종합토론 어윤투구스 방즈락츠   몽골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마리나 두라노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 자문관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딜레니 구네와르데나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 경제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토 펭   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서주연   영국 런던대UCL 생활시간연구소CTUR 연구원

13:00~13:30
등록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13:30~13:40
환영사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이현재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여성학회 부회장

축사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13:40~15:30 세션 1  젠더, 개발, 청년 세대와 돌봄

사회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기조발표 페미니즘적 개발 정책과 돌봄경제: 전망과 제언 
  마리나 두라노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 자문관

발표 청년세대 돌봄의 실태와 전망
 문현아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젠더, 개발, 그리고 돌봄경제: 스리랑카의 도전 
 딜레니 구네와르데나   스리랑카 페라데니야대 경제학과 교수

 몽골 사회에서 돌봄경제가 갖는 의미
 어윤투구스 방즈락츠   몽골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에미코 오치아이   일본 교토대 사회학과 교수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5:45~17:25 세션 2  한국 사회 돌봄 위기와 이주돌봄노동

사회 김경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기조발표 초국적 이주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 
 이토 펭   캐나다 토론토대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발표 이주돌봄노동의 경제적 의미: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서주연   영국 런던대UCL 생활시간연구소CTUR 연구원

 한국 가정 내 돌봄과 이주돌봄노동 수요:  

 2022 한국의 아동·노인 돌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토론 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한국여성학회장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17:25~17:30
폐회사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