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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인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벨재단의 이토 이사오입니다.  주최자를 대표로 인사 드립니다. 
 
제15회 “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은 한일 양국을 대표로 하는 사회 

복지학자나 지도자가 서로 만나,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게 된것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 한일 양국의 실행 
위원회 선생님을 비롯하여, 공동개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랫동안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지 증

진과 공헌에 힘쓰고 있는, 전통과 명예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

지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해,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유니벨재단은, “모든‛생명’에 희망이 있는 미래(내일)을”함께 만들고, 

지혜와 자비의 융합으로, 국경, 인종, 종교의 모든 벽을 넘어 인류의 지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융화세계를 구축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구원

을 전하는 불교 교단 신뇨원의 시조, 이토 신죠 큰 스님께서 남기신 뜻에 의

하여,  인류의 과제라고도 해야 할 고령화 문제에 힘쓰며,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에 설립했습니다. 

이후 누구나 건강하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장수사회의 구축

을 목표로 국제적 조사연구 조성이나 NPO등의 시민활동에의 지원, 복지연

구자의 국제학술교류 및 장래의 복지를 담당할 인재의 육성, 마음의 케어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의 보급 · 계발등의 공헌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2년 공익재단법인으로 이행을 계기로 하여 “고령화 문제를 글로벌 시

점에서 보고,  조성, 인재의 육성, 국제교류등의 사업을 폭 넓게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감소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 로 활동영역을 넓혀  
고령자복지 뿐만 아니라, 아동·장애등 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

여 누구나 건강하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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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2003년에, 한국의 제주도에서 출발한 심포지엄의 본 프로그램

은 해마다 매년 충실해져, 현재는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과 젊은 소셜워

커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전문직 육성·국제 교류 세미나”두 프로그

램으로 확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산관학민의  여러분과 만

날 수 있게 된 것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주제로 정했습

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자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자 차별 

금지법)이 2008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뒤늦게 일본에서도 2016년 4월부

터,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장애자 차별 해소법)
이 시행되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가 있어도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

답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방면에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

다. 
또 장애인 분들이 각각의 심신의 특징을 살려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새로

운 예술과 스포츠 종목이 만들어지는등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용기

를 주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 참여 함으로써 풍부한 다양성이 
풍부한 세계를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한일 양국에서 그런 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로 부터 귀

중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배워가며 보람찬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매우 기대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복지 분야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배워 나가며 교류해 나가

는 것들이 확실한 우호 관계로 구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경, 
인종, 종교의 모든 차이를 넘어, 융화 세계로 퍼져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간

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행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내일 세계를 밝게 비추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무궁한 활약과 건승, 또 전 세계

가 평화롭고 기쁨으로 차게 될 날의 실현을 기원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

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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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ごあいさつ 

  
  

  

  

  
  
  
伊藤 勲 (いとう いさお) 

 
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ヨロブン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ユニベール財団の伊藤 勲でございます。主催者を代表して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 

 

第15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韓日両国を代表する社会福祉学者や

指導者が一同に会し、韓国の首都ソウルに於いて、国際交流と協力を図ることに心よ

り感謝と敬意を表します。さらに、韓日両国の実行委員の先生方をはじめ、共催・ご

後援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長年に

わたり韓国国内のみならず、世界の福祉増進と貢献に取り組まれている伝統と名誉あ

る韓国社会福祉協議会・韓国社会福祉会館で開催させていただけますことを大変光栄

に存じますとともに、ご理解、ご協力賜りました関係各位に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

す。 

 

ユニベール財団は、「すべての“いのち”に希望ある未来（あした）を」ともに築

き、智慧と慈悲の融合から、国境、人種、宗教の全ての壁を越えて、人類の至福と世

界平和を祈念し、融和世界を構築し、過去・現在・未来の三世に救いを渡す仏教教団

真如苑の開祖、伊藤真乗大僧正の遺志により、人類の課題とも言うべき高齢化の問題

に取り組み、社会福祉の向上に貢献することを目指し、1990年に設立いたしました。 

以来、誰もが健やかで心豊かに暮らせる長寿社会の構築を目指して、国際的調査研

究への助成やＮＰＯなどによる市民活動への支援、福祉研究者の国際学術交流や将来

の福祉を担う人材の育成、心のケアに寄与するボランティア活動の普及・啓発等の貢

献事業を展開してまいりました。 

2012年、公益財団法人への移行を機に、「高齢化問題を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捉え、

助成、人材の育成、国際交流等の事業を幅広く行うことにより、少子高齢社会および

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社会福祉」へと活動領域を広げ、高齢者福祉のみならず、児

童・障がいなど福祉のあらゆる分野で事業を展開し、誰もが健やかで心豊かに暮らせ

る社会の実現を目指しております。 

 

 惟えば、2003年、韓国・済州島でのシンポジウムから出発した当プログラムは

年々充実し、現在では『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と、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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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院生を対象にした『専門職育成・国際交流セミナー』の二つのプログラムに拡大、

実り多い成果を収めることができ、喜び感謝でいっぱいでございます。更には韓日両

国の社会福祉に関わる産官学民の皆様と巡り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もうれしく、

光栄に思っている次第です。 

 

さて、本日のシンポジウムは、『障がいのある当事者の社会参加と包摂』をテーマ

に定めました。 

韓国では、障害者差別禁止及び権利救済等に関する法律(障害者差別禁止法)が2008

年４月に施行されました。遅れて日本でも、2016年４月より、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

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障害者差別解消法）が施行され、社会的障壁を取り除き、

障がいがあっても地域社会のなかで自分らしい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各方面

において努力が続けられております。 

 また障がいのある方々が、それぞれの心身の特徴を生かし、個性を発揮すること

で、新しい芸術やスポーツの種目が生み出されるなど、新たな文化が創出されており

ます。前向きに元気に日々の生活を生きる姿は、周りの人々にも勇気を与えることで

しょう。障がいのある方々が社会に参加していくことで、豊かな多様性に富んだ世界

が開かれていく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本日は、韓日両国においてそうした活動に尽力してこられた専門家の方々より、

貴重な社会福祉実践のお話しを伺い、互いに学び合う、実り多いシンポジウムになる

ことと、大変期待し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 

 

 韓国と日本が、福祉の分野において、心を開いて互いに学び合い、交流を続ける

ことから、確かな友好関係が築かれることと、確信しております。そしてやがて国境、

人種、宗教のあらゆる隔たりを越えた融和世界へと広がっていくことを心より強く願

っております。 

また、本日ここ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方の、真心とまことのこもった行いが、

周囲の人々にとり希望の光となり、明日の世界を明るく照らしていくことと信じます。 

 

結びに、本日ご来会の皆様方の益々のご健勝とご活躍、さらに全世界が平和で喜び

に満ちる日の実現を祈念いたしまして、御礼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本日は、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カムサ ハムニ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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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포함” 
 
 

 

 

김 경 미 (金 京 美)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정교수 

  

  

 

1.사회참여의 의의와 사회적 포함의 의미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장애인의 
각종 삶의 영역에서 낮은 참여가 나타날 때 장애는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한

다(Oliver, 1989). 2007년 국내에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표 중 하나

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옹호했던 장애운

동의 결과이며, 일상적인 활동들에서의 선택과 만족, 합리적인 배려와 프로

그램 그리고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s)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개념적 모델과 과학적 패러다임 역시 생물학적 능력에서 장

애를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장애를 주창하는 가운데 발

전되고 있다(Noreau et al., 2004). 또한 새로운 장애분류 체계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는 장애

인의 환경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참여를 그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WHO, 2001). ICF 모델에 의하면 활동(activity)이란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과업이나 활동의 실행으로 묘사된다. 걷기, 쇼핑하기, 과업완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참여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ICF에

서 개념화한 참여란 손상이 있는 사람과 손상이 없는 사람을 비교하여 손상

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손상이 없는 사람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여(involvement)의 확장’을 말한다(WHO, 2001).1 

 
사회적 포함2 
 
실제 사회적 포함은 배제담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주변화  
 

1 김경미, 윤재영 (2010). ICF 모델에 기초한 장애인의 참여척도 개발. 재활복지, 14(3), 95-119 에서 발췌. 
2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 (2013).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5(3). pp.5-28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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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사회약자들이 사회에 포함되는 능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당사자들을 비롯한 실천가, 정책 입안가 등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배제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를 구체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학문적 사회적 불만

은 사회적 포함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포함은 
최근 들어 가속화된 경제의 세계화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존권 
확보를 위해 근대적 시민적 권리 확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부터 다원화 된 
사회에 성별, 연령, 계층, 지위 등 다양성에 차별과 배제를 가하는 기존 사회

권 재정립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한편 장애인복지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함 개념의 등장배경에서는 탈시설

화 운동, 정상화,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등 장애운동과 이념들이 상당히 영

향을 미쳤다(Fyson and Simons, 2003; Simpson and Price, 2009). 통상적으로 
탈시설화 개념을 사회적 배제로 정상화는 사회적 포함으로 지칭하기도 하지

만 이들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포함 개념에 상응되기는 부족

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이 개념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에 완전히 참

여하고 포함되도록 기존의 장애모델이나 접근방법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다

양한 자원, 관계성, 선택 및 통제, 자율성 등과 같은 다원적이고 능동적인 요

소들 또한 제시된다.  
 
이렇게 탈시설화, 정상화,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포함의 개념에는 장애인

들을 억압하고 병리화 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배제적인 정책이나 실천전략 
역시 등장하는데 이들은 1980년대 등장한 급진주의 실천인 임파워먼트 실천

이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개념은 1990년대 초 영국 건강서

비스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법(the National Health Service 와 
Community care Act)에서 강조되면서 그 개념적 활용수준은 더욱 확대되었

다. 이 같이 반억압적인 실천전략이나 이념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영역에 광

범위하고 빠르게 전개되었는데 이때 장애인 영역에서도 그의 영향으로 새로

운 장애운동이 함께 일어났으며 운동 내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와 선택 등

의 이슈들이 새롭게 논쟁되기 시작했다. 이 논쟁은 1990년대부터 보다 가속

화 된 경제위기와 세계화로 인해 사회권이 축소되고 당사자들의 의견, 서비

스 이용자 등이 배제된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들 중심의 새로운 
장애운동 방향으로 전개되었다(Price and Simpson, 2007). 이 운동을 통해 서

비스 이용자의 참여, 선택과 통제 등을 강조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자

유시장의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포함이란 정책 아젠다 등장에 선구적

인 역할을 한 영국은  Department of Health(2001) 와  Scottish Executive 
(2000) 등 보고서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서비스 이용 권리와 
자율성 보장을 정책과제로 제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관련 정책발단에 지속

적인 노력을 가해 왔다. 사회적 포함이란 정책 아젠다는 역시 유럽연합의 회

원국들을 비롯한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관련 정책기

조로 활용되었다 (Fyson and Simons, 2003; Forbat, 2006; Simpson 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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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arnaby et al., 2010).  이는 오늘날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건설을 위해 장애와 빈곤, 장애와 배제, 장애와 포함 간의 상

호 연관성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등장한 사회적 포함은 합의된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이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각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달리 정의되는 데 그러한 개념적 정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Australian social Inclusion Board(2010)에 의하

면 사회적 포함 개념은 배우고(learn), 일하고(work), 참여하고(engage), 정치

적 발언권을 가지면서(have a voice) 이에 필요한 자원(resource), 기회

(opportunities), 가능성(capabilities)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같이 
사회적 포함의 개념은 자원과 기회, 능력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며 구체

적으로 자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인간, 사회와 경제적 자본을 포함한 다

양한 형식의 자본)기술과 자산을 의미하며, 이들 세 구성요소들은 개인, 가족 
혹은 지역사회 등에 주로 연관된다. 또한 여기서 지칭된 발전능력 혹은 가능

성(capability)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혹은 에이전시)으로, 기회(opportunities)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개

인 능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혹은 구조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2004)는 사회적 포함은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 혹은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이라고 규정된 삶의 수준 및 안녕을 누리기 위

해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 개념규정은 스스

로의 삶과 기본적인 권리접근에 영향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보

장의 의미도 내포한다. 또한 Simpson과 Price(2009)에 의하면 사회적 포함

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 시민권, 완전참여 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그 
원칙으로는 권리의 원칙, 독립의 원칙, 선택의 원칙, 포함의 원칙 등으로 언

급된다. 실제적으로 탈시설화 운동 혹은 정상화 이념만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은 보장될 수 없음으로 이 개념에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참여, 기

회평등 보장,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표현과 선택 및 통제, 임파워먼트 등이 
함께 강조된다.  

 
다음으로 Rimmerman(2012)은 사회적 포함은 관계성과 시민권에 대한 능

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행하는 과정으로 본다. 그는 이 개념은 소속

감 강화와 관계성, 시민권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지지

적인 환경,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확보는 사회적 포함의 수준을 증대시

킨다고 본다. 이의 전략으로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자본이 제시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선택권과 통제, 자율성을 획득한다고 본다. 또한 
Rimmerman(2012)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포함되거나 소속되었다는 느낌 혹은 인식을 갖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 옹호(self-advocacy)와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과 수행, 개입을 통해

서는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력 등을 확보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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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특히, 한 구성원으로 또한 소속된 집단의 지지자로서의 옹호활동은 사

회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됨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사회적 포함 관련된 정책마련에 당사자들의 관점의 이해와 경험공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포

함이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 전반적인 제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

는 권리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기회, 사회 기반시설, 연대감, 자기 존중감 
등 획득,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공평한 재분배를 통한 총체적인 자원 확보로 
사회, 경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완전히 참여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포함은 다각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들 간

의 상호작용에 의해 도출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포함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요소와 심리사회적 차원의 요소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약자들이 사회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동등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제도화가 사회구조적 요소로 제시된다. 즉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구성요소로 
사회적 권리가 제시된다. 특히 이는 임금노동과 비장애 남성 중심의 사회권

이 아니라 성별, 연령, 계층, 지위, 장애 등에 따른 집단 간의 다양성, 그리고 
집단 내 차이, 욕구, 관심 등을 다룰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권리를 의미

한다. 이렇게 사회권을 비롯하여 소득과 수입, 자산, 기회 등 사회구조적 차

원에서 공평하게 재분배되어야 할 구조적 차원의 요소들이다.  
 
다음으로 심리사회적 차원의 구성요소로는 사회적 관계, 소속감, 사회적 

수용, 자기 존중감 등이 보고된다. 사회적 관계는 장애인 개개인간의 관계뿐

만 아니라 국가, 사회, 세계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하여 주요하게 다뤄진다. 
이렇듯 사회적 포함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적 차원

의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져야 할 것이다. 
 

2. 사회참여와 사회적 포함을 위해 실천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가치: Capacity /Co-production/ Personalization (person 
centered)3 

 

Capacity 
 

이전에는, 역량(capacity,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의 고정되어 
있는 성격으로 (characteristic) 보았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인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역량을 갖거나 갖지 못하는 것 두 
가지로만 구분되었다. 하지만 현재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

는 능력이고, 특정한 시기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의사 결정을 ‘특정한’시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의 뜻은 역량이 개인

의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 대한 기술 

 
3 Hunter, S., & Rowley. (2015). Social Work with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y, Polic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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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습득 될 때 역량이 향상될 수도 있고,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역량이 약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을 수도 있다. 
역량에 대한 예를 들자면, 개인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 매일 작은 결

정을 내리는 것, 개인이 거주할 곳을 고르거나, 재정/금융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개인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역량을 개인의 상황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던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의 역량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역량을 치료적/개인적 진단

에 기초했던 ‘상태 접근 방식(status approach)’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기능

적 접근 방식(functional approach)’ 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Suto라는 연구자는 ‘의사 결정 능력과 역량(capacity)이 고

정되어 있지 않고, 개선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량과 관련된 기술

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역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량(capacity,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정

보에 대한 ‘접근’ ,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의사 결정을 유지하는 ‘의사소통 
능력’, 대안에 대한 이해 등이다. 개인에게 역량(capacity)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개인의 인지와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 손상 될 수 있다. 
 
역량을 법적/정책적 맥락 아래에서 살펴 보았을 때, 먼저 역량과 관련된 

정책의 목표는 공동 생산(co-production)이다. 공동 생산은 지원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과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생산은  ‘개인화 아젠다’ 아래에서 최고점에 달했는데 
이는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서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구

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부장제주의(paternalism)에서는 임파워먼트로, 전

문가주의에서 ‘개인은 본인 삶의 전문가이다’ 라는 생각으로의 변화를 구체

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법적 맥락에서 역량을 살펴보자면 법

을 제정할 때는 전문가, 가족 구성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

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하고, 개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

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을 모색해야만 한다. 
 

Co-production 
 

공동 생산(co-production)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사용되었

고,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를 관리(broad public service management)하는 것

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아래에

서 공동 생산은 개인화와 관련된 정책과 개인화를 실천하는 것에 가장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동 생산(co-production)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

리고 개인은 자산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여기서 자산이란 문제

와 관련된 자원과 기술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사람 중심의 계획(people-
centered planning)’에서처럼 개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간주된다. 



－ 20 － 

공동 생산(co-production)을 설명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설명은 "이용자와 함

께 작업하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매우 명백하고 간단하다. 결국, 공동 생산

(co-production)에서 누가 참여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 생산(co-production)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면 관계에서, 집단 사

이에서, 사용자 사이에, 또는 전문가 사이에, 조직 또는 기관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공동 생산은 강도의 수준에(occur on a scale of intensity) 
따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준수(compliance)’, ‘지원(support)', '전환

(transform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말로 공동 생산(co-
production)이라는 것은 협의하는 것이고,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서비스의 지배(service domination) 공동 생산(co-production) 
힘이 있는 전문가의 현장 지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현장 

전문가적인 욕구 사정 이용자에 의해 정의된 결과 

전문가가 주도한 서비스 개발 이용자가 주도한 서비스 개발 

이용자는 수동적인 수혜자 이용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 

혼합 경제에서의 소비자 능동적인 시민 

서비스에 초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량에 초점 

 
또한 공동 생산은 지역사회 연결(community connecting)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지역사회 연결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지역사회 연결에는 두 가

지 접근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에는 사람 중심 접근(people-
centeredness)과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community-centered)이 있다. 이 두 
접근 모두, 공동 제작(co-production)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 중심적

인 접근은 말 그대로 사람을 중심적으로 여기면서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개별화(personalization)와 매우 관련이 있

다. 그리고 지역 사회 중심의 접근은 지역 사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간 협력 관계 및 지역사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접근성

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개입은 공동 생산(co-production) 및 개별화 아

젠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개입은 개인에게 이루어져, 개인을 위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도시와 같은 공동체의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Personalization 
 

개별화는 서비스의 계획과 지원에 있어서 사람을 그 중심에 배치하고, 사

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개별

화라는 용어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 ‘직접 지불(direct payments)’이라는 장

애 운동에 의한 것이다. 이 운동은 개인이 그들의 생활 보조를 위해 활동보

조인(personal assistants)를 고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

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개인이 고용자가 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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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ol과 같은 기관과 자기 주도적 지원(self-directed support)은 개인 
예산제도를 더욱 광대하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조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화 아래에서 개인예산제도는 전통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와는 완전

히 다를 수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요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서비

스 제공자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각각의 독특한 세

계관을 이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만

들어야 한다. 개별화와 관련하여 Rhodes라는 학자는 개별화가 완전히 실현

된다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기존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급진적으로 변화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hodes는 주정부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이

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수급권의 분배자가 되고, 사회 안전

망의 수호자(guardian)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화가 실현되면 주거, 고용, 
교육 등과 같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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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社会参加の意義と社会的包摂の意味  
 

障がいのある人たちと彼らを取り巻く環境との相互作用により、障がい者の各種生

活の領域において､関与が低い時、障がいはより明らかに表れる。(Oliver、1989) 
2007年に国内で制定された障がい者差別禁止法の目的の一つは、障がいのある人々

が自分たちの生活活動に完全に参加できるように保証することである。障がい者差別

禁止法は、障がい者の社会統合を擁護していた障がい運動の結果であり、日常的な活

動での選択と満足、合理的な配慮とプログラム､そして築かれた環境(Built environme
nts)への平等なアクセスを保証している。 

 

障がいの概念的モデルと科学的パラダイムもやはり生物学的能力で障がいを規定し

始めたが、社会的脈絡での障がいを唱える中で発展している(Noreau et al.,2004)。ま

た、新しい障がいの分類体系である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disab
ility and health(ICF)は、障がい者の環境的な脈絡で個人の参加を、その構成要素と

して含めている(WHO、2001)。 ICFモデルによると、活動(activity)とは、個人によ

って実行される課題や活動の実行として描写される。ウォーキング、買い物、課題遂

行などがここに含まれる。これに比べて参加は、個人と環境との間の相互作用の結果

である。 ICFで概念化した参加とは、障がいがある人と障がいがない人を比較して､

障がいがある人々が自分たちの生活のさまざまな分野で､障がいがない人と同じように

参加できるようにする「関与(involvement)の拡張」をいう。(WHO､2001)1 
 

社会的包摂2 

 

実際、社会的包摂は､排除の論調が社会的に不利益を受ける集団の主変化に焦点を置

くのとは違い、社会弱者が社会に包摂される能動的な過程に焦点を置くことにより、

当事者をはじめ実践家、政策立案者などからかなりの関心を受けてきた。特に排除に

関する研究が､社会、経済、政治、文化的など多様な分野の参加を具体化してこなかっ

たことにより、惹き起こされた学術的、社会的不満は､社会的包摂への関心へと転換し 

 
1 金京美、ユ･ジェヨン(2010)｡ICF モデルに基づいた障がい者の参加尺度開発｡リハビリ福祉、14(3),95-119 から抜粋｡ 
2 シン･ユリ､金京美、ユ･ドンチョル、キム･ドンキ(2013)｡障がい者の社会的包摂の概念化に対する理論的考察、 

韓国社会福祉学、65(3)、pp.5-28から抜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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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のである。これらの社会的包摂は､最近になって加速された経済のグローバル化で社

会的弱者の生活の質の向上、生存権の確保のために近代的な市民的権利の拡大に影響

を与えた。このことから、多元化された社会に性別、年齢、階層、地位などの多様性

に差別と排除を加える既存社会権の再定立の必要性も提起された。 

 

一方、障がい者福祉の領域での社会的包摂概念の登場の背景には､脱施設化の動き、

正規化、社会的役割の価値化などの障がい運動と理念がかなりの影響を与えた。(Fyso
n and Simons、2003; Simpson and Price、2009年) 通常､脱施設化の概念は社会

的排除に､正常化は社会的包摂を指し示すというが、これらは、包括的で複合的な特性

を持った包摂概念に相応するには不足な要素がかなり多い。この概念には、障がい当

事者が社会に完全に参加して包摂されるように、既存の障がいモデルやアプローチで

議論されなかった多様な資源、関係性、選択、および統制、自律性などの多元的で能

動的な要素も提示される。 

 

このように脱施設化、正常化、統合などの影響を受けた包摂の概念には、障がい者

を抑圧して病理化することに反対する反排除的な政策や実践戦略も登場するが、これ

らは1980年代に登場した急進主義実践のエンパワーメント実践理念の影響だといえる。

エンパワーメント概念は、1990年代の初め、英国の健康サービスと地域社会ケアサー

ビスの法(the National Health ServiceとCommunity care Act)で強調され、その概

念的な活用水準はさらに拡大した。このような反抑圧的な実践戦略や理念は、全体的

な社会福祉領域に広範かつ迅速に展開されたが、この時、障がい者の領域でも、その

影響で新しい障がい運動がともに起こり、運動内の社会サービスの利用者の権利と選

択などの問題が新たに議論され始めた。この論争は、1990年代から、より加速された

経済危機とグローバル化により、社会権が縮小され、当事者の意見、サービス利用者

などが排除された不当に異議を提起する当事者中心の新しい障がい運動方向へと展開

された。(Price and Simpson、2007)この運動を通して、サービス利用者の参加、選

択と統制などを強調するなど、新自由主義政策や自由市場の改革を要求した。 

 

特に、障がい者福祉の領域で社会的包摂という政策アジェンダの登場に先駆的な役

割を果たした英国は、Department of Health(2001)とScottish Executive(2000)など

の報告書で障がい者の社会的包摂のためのサービスを利用する権利と自律性を保証す

る政策課題として提起してから、今までの関連政策発案に継続的な努力を加えてきた。

社会的包摂という政策アジェンダは、やはり欧州連合の会員国をはじめ、アイルラン

ド、オーストラリアなどでも盛んに研究されており、関連する政策基調に活用された。

(Fyson and Simons、2003年; Forbat、2006; Simpson and Price、2009年; Carna
by et al., 2010)。これは、今日の多様な構成員を包容する､より包括的な社会の建設

のために障がいと貧困、障がいと排除、障がいとを包摂間の相互関連性に関心を置く。 

 

このように登場した社会的包摂は､合意された明確な概念で規定するには無理がある。

これは複合的で包括的な意味を持つ概念で､国家と社会、そして各学者により多少異な

って定義されているために、そのような概念的な定義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まず、Australian social Inclusion Board(2010)によれば、社会的包摂概念は学び(le
arn)、働き(work)、参加して(engage)、政治的発言権を持ちながら(have a voice)、こ

れに必要な資源(resource)、機会(opportunities)、可能性(capabilities)を獲得する過程

で定義される。このような社会的包摂の概念は、資源と機会、能力間の相互作用の過

程で見え、具体的には、資源は人々が持っている(人間、社会と経済的資本を含む様々

な形式の資本)技術と資産を意味し、これらの3つの構成要素は、個人、家族あるい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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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社会などに主に関連付けられる。また、ここで示された発展能力あるいは可能性

(capability)は、望まれる結果を得るために、資源と機会を活用する個人の能力(ある

いはエージェンシー)で、機会(opportunities)は、望まれる結果を得るために、個人の

能力と資源を活用できる環境あるいは構造を意味する。 

 

これと類似した脈絡で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
ment and Social Affairs(2004)は、社会的包摂は､貧困で社会的に排除された個人あ

るいは集団が､経済的、社会的、文化的な生活に完全に参加するために、そして社会的

に、正常と規定される生活の水準と平安を享受するために必要な機会と資源を獲得す

る過程として規定する。この概念規定は、自らの生活と基本的な権利のアクセスに影

響与える意思決定過程に対する参加を保証する意味も内包する。また、SimpsonとPri
ce(2009)によると、社会的包摂は、社会的権利(social right)、市民権、完全参加など

を確保する過程で、その原則的には、権利の原則、独立の原則、選択の原則は、包摂

の原則などに言及される。実際に脱施設化運動あるいは正常化理念だけで障がい者の

社会的包摂は保証できないので、この概念には、当事者の社会的権利と参加、機会平

等の保証、そして経済的、社会的表現と選択および統制、エンパワーメントなどがと

もに強調される 

 

次に、Rimmerman(2012)は、社会的包摂は、関係性と市民の対する能力を徐々に

発展させ､実行する過程とみなす。彼は､この概念は所属感の強化との関係性、市民権

の拡大に寄与する一方、意思疎通の円滑性と支持的な環境、機会に対する同等なアク

セス確保は､社会的包摂の水準を増大させると見る。この戦略で社会的保護と社会的資

本が提示され、このような戦略を通して市民としての選択権と統制、自律性を獲得す

ると見る。また、Rimmerman(2012)は、地域社会で他の人との相互作用は、社会的

に包摂されるか、所属したという感じあるいは認識を持つのにかなりの影響を及ぼし、

自己擁護(self-advocacy)と当事者中心のサービス計画と遂行、介入を通しては、彼ら

自身の生活のための自らの選択と統制力などを確保することになると見る。特に、一

構成員として､また所属している集団の支持者としての擁護活動は、社会的資源を獲得

することができる通路となり、障がい者の生活の質の向上のための社会的包摂に関す

る政策準備に当事者の観点の理解と経験共有が切実に必要であると見る。以上で議論

された内容を総合すると、「社会的包摂とは、社会の一構成員として社会の全般的な

制度に同等にアクセスできる権利だけでなく、所得、資産、機会、社会基盤施設、連

帯感、自己尊重感などの獲得、そしてこれらに対する公平な再分配を通じた総体的な

資源の確保で、社会、経済、経済、文化など多様な領域に完全に参加していく過程」

と定義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に、社会的包摂は多角的な要素で構成されており、

これらの間の相互作用により導き出される複合的な概念として理解されなければなら

ない。 

 

社会的包摂概念に対する体系的な理解を図るため制度的､構造的次元の要素と心理社

会的次元の要素などすべて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まず、社会弱者が社会

制度へのアクセスを同等に確保できるように機会の制度化が社会構造的な要素として

提示される。つまり制度的､構造的次元の構成要素として社会的権利が提示される。特

にこれは、賃金労働と健常男性中心の社会権ではなく、性別、年齢、階層、地位、障

がいなどによる集団間の多様性、そして集団内の差異、欲求、関心などを扱うことが

できる差別化された社会的権利を意味する。このように社会権をはじめ、所得と収入、

資産、機会など社会構造的次元で公平に再分配されるべき構造的次元の要素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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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に、心理社会的次元の構成要素としては、社会的関係、所属感、社会的受容、自

己尊重感などが報告される。社会的関係は、障がい者個々人の間の関係だけでなく、

国家、社会、世界との関係をすべて包括して扱われる。このように社会的包摂概念を

より明確に理解するために制度的､構造的次元の要素だけでなく、心理的、社会的次元

の構成要素が総体的に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社会参加と社会的包摂のために実践次元で社会福祉士に必要な価

値：Capacity/Co-production/Personalization(person centered)3 
 

Capacity 
 

以前は、力量(capacity、ある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能力)を個人の固定されてい

る性格(characteristic)と見た。従って個人の力量について話す時、個人の状況に対す

る考慮もせずに単純に力量を持つか持たないかの二つだけで区分した。しかし、現在､

力量といえば、ある決定ができる能力であり、特定の時期に意思決定できる能力だと

いうことができる。意思決定を「特定の」時期に行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は、力

量が個人の精神的な状態により異なる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人生の技

術が習得される時、力量が向上することもあり、認知症が進むにつれて力量が弱化す

る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生まれたときから今まで変わらないこともあ

る。力量に対する例を挙げれば、個人が何を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か、毎日小さな決

定を下すこと、個人が居住する場所を選択したり、財政/金融生活をするように「個人

の生活を変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決定」を個人が下せ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力量

を個人の状況とは独立したものとして見た過去の観点から現在の力量に対する観点が

変化するようになった理由は、力量を治療的/個人的診断に基づいた「状態アプローチ

(status approach)」から意思決定に対する「機能的アプローチ(functional approach)」
に変化したためである。 

 

これに関連し、Sutoという研究者は、「意思決定能力と力量(capacity)が固定されて

おらず、改善できる」と主張した。また、力量に関連する技術を教えることができる

と見て、選択をする機会が多いほど力量に対する理解が高まるとした。これらの力量

(capacity、ある決定ができる能力)を考慮するときは、いくつかの前提条件がある。

これらの前提条件は、情報への「アクセス」、意思決定を行い、意思決定を維持する

「意思疎通能力」、代案の理解などである。個人に力量(capacity)が内在されていない

場合､決定を下す過程が個人の認知と判断により決定されるものではなく、様々な外的

要因により損傷することもある。 

 

力量を法的/政策的な脈絡のもとで見てみたとき、まず力量に関する政策の目標は、

共同生産(co-production)である。共同生産は支援を必要とする人々と、これらの支援

を提供する人々との間のつながりになれるだろう。これらの共同生産は「個人化アジ

ェンダ」のもとで、最高点に達したが、これは専門家と利用者の意思決定での力の均

衡(balance of power)を具体化するものであった。また、家父長制主義(paternalism)
はエンパワーメントで、専門家主義から「個人は、本人の生活の専門家である」とい

う考えへの変化を具体的に作り出すことだった。そして法的な脈絡で力量を見てみる

と、法を制定する際は専門家、家族､構成員が必ず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個 

 
3 Hunter, S., & Rowley. (2015). Social Work with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y, Polic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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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は、意思決定をよくできると仮定しなければならず、個人が自らの決定を下す際に

手助けとなるあらゆる手段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Co-production 
 

共同生産(co-production)という用語は、1970年代以降、米国で使用され、広範囲な

公共サービスを管理(broad public service management)することから使用されてき

た。しかし、成人を対象とした社会的ケアサービスのもとで共同生産は､個人に関連す

る政策と個人化を実践することに最も密接に関連している。共同生産(co-production)
でサービスを利用する個人は、「問題そのものではなく、問題を解決する組織の一部」

とみなされる。そして個人は資産がある人と思われるが、ここでの資産とは、問題と

関連する資源と技術と考えてみることができる。 「人間中心の計画(people-centered 
planning)」のように、個人は自身の問題の専門家とみなされる。共同生産(co-produc
tion)を説明する際によく使われる説明は、「利用者とともに作業するように」である。

この説明は、非常に明白で簡単である。最後に、共同生産(co-production)で、誰が参

加したのかを強調しているのである。 

 

共同生産(co-production)は、個人と個人の間で、対面関係で、集団の間で、使用者

の間で、または専門家の間で、組織または機関の間でなされることがある。また、共

同生産は、強度の水準に(occur on a scale of intensity)により発生するが、これは

「遵守(compliance)」、「支援(support)」、「転換(transformation)」に分類できる。

また、他の言葉で共同生産(co-production)とは、協議することで、問題を定義するこ

とと説明できる。 

 

サービスの支配(service domination) 共同生産（co-production） 

力のある専門家の現場 サポートを利用する人の現場 

専門家的な欲求事情 利用者によって定義された結果 

専門家が主導したサービス開発 利用者が主導したサービス開発 

利用者は、受動的な受益者 利用者は、能動的に参加する存在 

混合経済での消費者 積極的な市民 

サービスに焦点 地域社会ネットワークを作る能力に焦点 

 

また、共同生産は、地域社会の連結(community connecting)と非常に似た概念であ

る。地域社会の連結についてみると、まず、地域社会の連結には、二つのアプローチ

がある。この二つのアプローチには、人を中心アプローチ(people-centeredness)と、

地域社会の中心のアプローチ(community-centered)がある。この二つのアプローチと

も共同制作(co-production)と関連しているのである。人中心的なアプローチは、文字

通り人を中心に考えて個人を支援するものである。自分の能力を発見し、認識し、他

の人に貢献できるよう、個人を支援す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特徴は、個別化(pers
onalization)と非常に関連がある。そして地域社会中心のアプローチは、地域社会の中

で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地域社会の機関間の協力関係や地域社会の中でのリーダー

シップへのアクセスを向上させるものである。また、介入は、共同生産(co-productio
n)と個別化アジェンダの一環として行われる。介入は個人になされ、個人のための結

果を直接支持する方式だけでなく、都市のような共同体の力量開発に寄与する方式で

も現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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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ation 
 

個別化は、サービスの計画と支援において人をその中心に配置し、人々が自身の人

生を統制できるようにする政策で使われる用語である。個別化という用語の歴史を見

ると、1990年代の「直接支払(direct payments)」という障がい運動によるものである。

この運動は、個人が彼らの生活補助のために活動補助人(personal assistants)を雇用

できるようにした。しかし、当時の専門家は、専門的な知識が不足しており、個人が

雇用者になるには、煩わしさがあった。In Controlのような機関と自己主導的支援(sel
f-directed support)は、個人予算制度をより広く利用するようにし、より広い範囲の

サービスを調整できるようにした。 

 

個別化のもとで個人予算制度は、伝統的に提供されたサービスとは完全に異なるこ

ともある。個人が持っている需要は継続して変わるので、サービス提供者が引き続き

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は、利用者それぞれの独特な世界観を理解し、利用者に対

する理解をもとに、より直接的な関係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個別化と関連してRh
odesという学者は、個別化が完全に実現されれば、社会福祉士の役割が既存の機能を

するよりは急進的に変化した機能をするものと考える。 Rhodesは州政府が次のよう

に変化すると話している。このような変化は、個人が受給権の分配者となり、社会的

セーフティネットの守護者(guardian)となるものである。そして個別化が実現される

と、住宅、雇用、教育などの個人の生活に影響を与える構造的な問題に焦点を当てる

ことができるものと期待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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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도전  
시설폐쇄 선언과 지역의 개별지원 확대를 

 

 
 

  

박 찬 오 (朴 贊 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1. 왜 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이 마지막 선택인가? 

 

한국에는 3만1천여명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일하는 

서울시에 시설거주장애인은 약 3천여명, 또 인근 경기도에는 6천3백여명(경

기도에만 입소대기자가 1,700명이라고 함)이 살고 있다. 

 

2005년에 자립생활센터의 정부 지원이 시작되고, 2007년 활동지원제도

(Personal Assistant Service, 介助서비스)가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80시간으

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정부는 월 360시간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서울

시의 추가지원으로 720시간(일 24시간)을 지원 받는 장애인도 100여명이 

넘는다. 이런 제도와 환경이 구축되면서 많은 신체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왔

고, 이제 더 이상 신체장애인들은 시설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3만여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한

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자. 이들 3만여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중에 약 90%는 

발달장애인들이다.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조사표가 신체장애

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인정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현재 많이 

나온다고 해도 100시간을 넘기가 힘들다. 특히 일상에서 신변처리 등이 가

능한 경증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지역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은 가족의 

짐이 된 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주시설에 들어갈 기회만을 기다리는 신세

가 된다. 이것으로 우리는 아직도 한국의 발달장애인은 지역에서 적절한 서

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나이가 들면

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거주시설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

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말 거주시실이 발달장애인의 삶의 마

지막 선택이 되어야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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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는 거주시설에서 나 온 사람

들을 위한 체험홈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체험홈을 통해서 3명의 발달장애인

이 4~5년 전부터 자립을 시작하였고, 이들 중 1명은 간섭이 싫다면서 체험

홈을 나가서 지역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발달장애가 

있어도 경증지적장애이라고 평가절하 되기도 하였다.  

 

이즈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송전원과 인강원의 인권침해를 고발

하며 이 시설의 폐쇄를 권고하는 일이 있어 났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들을 지역에 자립시키는 정책을 서울시는 추진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송전

원은 폐쇄가 되었다. 이 때 경증이라도 부모가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본인이 

자립을 원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가 되었다. 그러나 부

모가 없는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립을 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송전원과 인강원의 15명은 중증장애인은 장애가 심하여 

서울시에서도 도저히 자립일 불가능하다고 할 때, 2016년 8월 11일 8명의 

송전원과 인강원 거주발달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싶다고 특별한 지원 대책

을 요구하는 장애운동단체와 함께 서울시복지재단 전환지원팀을 점거하여 

자립생활주택(체험홈으로 7년까지 거주가능함) ‘다’형이라는 것을 확대하여 

이들이 나올 수 있는 주거와 지원을 확보하였다. 우리 센터에서도 다형 운영

사업자에 공모하여 2016년 11월에 2명의 발달장애여성이 체험홈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자립체험주택 다형의 운영은 주택은 

서울주택공사(SH)의 연립주택을 지원받아 적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며, 예

산은 6천만원이며, 인력을 2명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들 2명은 40대 중반의 장애여성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설에 들어오

게 되어 약 40년을 시설에서 생활한 2급 발달장애인들이다. 신변처리는 스

스로 가능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활동보조서비스

가 월 90시간(활동지원2등급)만 나왔기에 담당 직원이 많은 케어를 하여야 

했다. 그래도 24시간의 케어는 물리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래서 할동보조인 1

명이 2명을 동시에 보는 방식과 낮시간은 센터의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것으

로 진행을 하였다.  이들 외에도 자립생활주택 가형에 같은 인강원에서 다운

증후군인 남성발달장애인 L씨도 이들보다 몇 달 빨리 입소를 하였다. 이분도 

활동지원등급이 2등급으로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서 산다는 것은 많은 큰 도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사회적 제도적 환경의 책임이 아닌 자립생활센터의 직원들에

게만 부담이 지워지는 것이 모순 같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센터는 할 수 있어

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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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이들 중 한명인 발달장애여성 L씨는 인강원으로 돌아 갔다. 2개

월 후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그녀는 무엇을 해도 울면서 거부를 하여 서포터

들을 힘들게 하였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만만한 직원이나 서포터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센터에서는 그녀를 도저히 케어할 힘이 없어져 우리

는 그녀의 지원을 포기하고 인강원으로 돌려 보냈다.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

를 듣고자 노력했으나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늘 불안해 했고, 

활동보조인(서포터)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께 늘 엄마라고 하며 다른 활

동보조인(서포터)는 가라고 하면서 때리거나 활동보조인이 제안하는 모든 일

들을 울면서 거부하였다. 40년간 집단생활에서 갑자기 자유가 생기고 선택을 

하는 것이 힘들었을까? 늘 여럿이 있다가 룸메이트와 관계에서 질투하고 불

안해 한 것인가? 자세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

고 좌절을 했다. 앞으로 더 이상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할 수 없을 것 같

았다. 갱년기인가 생각도 해보고, 정신과도 다녀보고, 치매 검사도 받아보았

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더 힘들었다. 

 

그녀와 함께 온 또 다른 K씨는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근처 

보호작업장을 다니자고 하면 ‘만져’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거부를 한다. K씨

는 지금 센터에서 늘 유투브를 보는 것을 좋아 한다. 그녀는 밤마다 울고 날

리를 치던 룸메이트 L씨가 시설로 돌아가고 너무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최

근에는 주 2일은 활동보조인(서포터)가 없이 밤에 혼자서 자기도 한다. 또 9

월초에는 동사무소에서 부양의무자 체크를 위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검색을 하다가 옆 동네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 주었다. 그리고 추석연

휴에 1박2일로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왔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머

니를 왜 시설에서는 찾지 않았을까? 다행히 K씨는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부

양의무자가 있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아서 수급비를 받으면서 지금생

활을 유지하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송전원과 인강원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발달장애인 남성 L씨는 생

활비 체크카드로 노트북과 테블릿 PC 2개를 동시에 200만원이 넘게 주고 

사서 우리를 놀라게도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식비로 주당 10만원씩 매주 

금요일에 넣어주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면 체크카

드가 안된다면 돈을 넣어 달라고 담당을 제촉하고 있다. 그래도 그는 보호작

업장도 다니며 댄스과외를 받으면 댄스대회를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또 그는 가끔 용감하게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에 가서 헤매기도 한다. 그럼 

그는 우리 직원에게 전화해서 지하철역의 이름을 사진을 찍어보내고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기도 한다. 그는 전도사가 꿈이라고 하면서 늘 양복에 가방

에 잘 읽지도 못하는 성경책을 넣어 다닌다. 그가 시설에서 본 제일 멋진 사

람이 목사 였을 것이라 추측을 해 본다. 그도 시설에서 40여년을 살았고, 지

금 지역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원으로 조금씩 사회에 

통합이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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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도 4~5년전에 들어온 부양의무자 체크에 돈 버는 아버지가 나

타나서 수급자에 탁락한 K씨는 비롯 이직을 자주하고 있지만 마트에서 노동

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 또 성실한 또 다른 K씨는 7년 체험홈이 끝나면 

집을 얻겠다면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 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자립

생활주택을 제일 먼저 박차고 나간 자유인 K씨는 간질장애가 있어서 응급실

도 가고 하지만, 가끔 약 잘 먹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살아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들이 지역에서 사는데 적절한 지원이 한국 사회에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일

을 우리센터가 지금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더 늘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이들은 외롭다. 늘 외롭다. 우리 센터가 쉬는 주말이나 연휴에

는 이들은 사회와 소통이 끊기고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다.  

 

3.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신체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가 아닌 발

달장애인에게 맞는 지원제도가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장애와 인지수

준 너무 다양하여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발달장애인의 선호와 꿈을 파악하는 사람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

을 도입하면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즉 전문가 중심의 표준화 된 

서비스가 아닌 발달장애인 한사람에게 맞추어진 지원이 있어야만 발달장애

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고 또한 시민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이 공동체

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런 발달장애인의 개별지원 확대는 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궁극

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지원

하는 것은 가능 불가능을 떠나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기에 무

조건 늘여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거주시설폐쇄를 하루 빨리 선언하고 

사회통합 지원을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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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 찬 오 (朴 贊 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학  력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98년),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15년) 
 

경  력 
1994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사 및 교사대표(9대) 역임 
1998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기획팀) 근무 
1999 정립회관(자립생활팀장) 근무 
200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창립 발기인  

및 공동대표/이사 역임 
2008 보건복지부 장애인장기요양추진단 단원 역임 
2013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홍보분과위원(현) 
2015 한국장애학회 학술분과 위원(현) 
 

연 구 
장애인 동료상담가 역할의 범주화, 재활복지17-2(공동연구) 
성인 지적장애인의 지역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2014, 삼육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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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１ 

 

発達障がい者の社会包摂のための挑戦 
施設閉鎖宣言と地域の個別支援拡大を 
 
 
 

  

朴 贊 五（パク・チャンオ） 
 
ソウル障がい者自立生活センター 代表 
 
 
 
1. なぜ発達障がい者にとって施設が最後の選択なのか？ 

 

韓国には3万1千余人が､障がい者居住施設に住んでいる。私が住み働くソウル市に施

設居住障がい者は約3千人、また近くの京畿道には6千3百余人(京畿道のみの入所待機

者が1,700人という)が住んでいる。 

 

2005年に自立生活センターの政府支援が開始され、2007年の活動支援制度(Personal

 Assistant Service、介助サービス)が最重度障がい者に月80時間で開始されたが、現

在、政府は、月に360時間の支援を行っており、ここにソウル市の追加支援として720

時間(日24時間)の支援を受けている障がい者も100人余りを超える。このような制度と

環境が構築され、多くの身体障がい者は、施設から出て、もうこれ以上施設に入って

住むことを望んでいない。それにも拘らず、今日3万余人の障がい者が居住施設に住む

韓国の現実を考えてみようと思う。これら3万人を超える障がい者の中に、約90％は、

発達障がい者である。発達障がい者は、活動支援サービスの認定調査票が身体障がい

者を中心に構成されており、認定点数がよく出なく､現在多く出るとしても、100時間

を超えるのは難しい。特に日常で身の回りの処理などが可能な軽度発達障がい者は活

動支援サービスが全く出ない。 

 

地域で生活する発達障がい者は特殊学校を卒業すると、殆どは、家族の重荷になっ

たまま、齢をとればとるほど居住施設に入る機会だけを待つ身となる。これで私たち

は､まだ韓国の発達障がい者は地域で適切なサービスを受けられずにいることを反証す

るものである。従って、親が加齢とともに発達障がい者には居住施設が唯一の選択肢

だと思っている人が多いことが否めない現実である。本当に居住施設が､発達障がい者

の生活の最後の選択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ろうか？ 

 

2.発達障がい者の社会包摂には、まだ多くの困難がある 
 

私が働いているソウル障害者自立生活センターには、居住施設から出た人のための

体験ホーム事業を行っている。この体験ホームを通じて3人の発達障がい者が4〜5年前

から自立をはじめ、彼らのうちの1人は干渉が嫌だといって体験ホームを出て地域で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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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で生活している。しかし、これらは発達障がいがあっても軽度知的障がいだとして

評価が切り下げられたりもした。 

 

この頃、韓国の国家人権委員会では、ソンジョン院とインガン院の人権侵害を告発

し、この施設の閉鎖を勧告する出来事があり、ソウル市は､ここで生活していた障がい

者を地域で自立させる政策を推進をすることになった。実際ソンジョン院は閉鎖され

た。このとき軽度であっても、親がいる発達障がい者は、本人が自立を望んでも親の

反対で他の施設に転院措置がとられた。しかし、親がいない障がい者は重度障がい者

であっても、本人の意思により自立をすることになった。最終的にソンジョン院とイ

ンガン院の15人は、重度障がい者の障がいがひどく、ソウル市でも到底自立は不可能

であるとした時、2016年8月11日､8人のソンジョン院とインガン院居住の発達障がい者

が自立したいと、特別な支援対策を要求する障がい運動団体とともに、ソウル市福祉

財団の転換支援チームを占拠し、自立生活住宅(体験ホームで7年まで居住可能)「タ

(다)」型を拡大して、彼らが出ることができる住宅と支援を確保した。私たちのセン

ターでもタ型運営事業者に公募し、2016年11月に2人の発達障がい女性が体験ホームを

通じて、地域社会の包摂を支援することとなった。この自立体験住宅タ型の運営は、

住宅はソウル住宅公社(SH)の連立住宅の支援を受け､少ない家賃で使用し、予算は6000

万ウォンで、人材を2名まで利用することができた。 

 

彼ら2人は、40代半ばの障がい女性で､小学校入学前に施設に入り、約40年間施設で

生活した2級発達障がい者である。身の回りの処理は自ら可能だったが、意思疎通が円

滑でなかった。彼らは、それぞれの活動補助サービスが月に90時間(活動支援2等級)だ

けだったので、担当職員が多くのケア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れでも24時間の

ケアは、物理的にできなかった。従って活動補助1人が2人を同時に見る方式と昼の時

間は、センターの事務室に居住することで進めた。彼らの他にも自立生活住宅「カ」

型のようなインガン院からダウン症候群の男性発達障がい者Ｌ氏も、彼らより数ヶ月

早く入所をした。この方も活動支援等級が2等級で十分な時間でなかった。 

 

発達障がい者が地域で自立して生きることは、多くの大きな挑戦である。そして、

このような挑戦に社会的、制度的環境の責任でなく自立生活センターの職員だけに負

担されることが矛盾のようだが､こうでもして始めないと、結局発達障がい者の社会包

摂は永遠に不可能であろう。私たちのセンターはできるからするのではなく､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からするのである。 

 

6ヶ月後に、彼らのうちの一人である発達障がいの女性Ｌ氏は､インガン院に戻って

いった。２か月後から泣き始め、彼女は何をしても泣きながら拒否し､サポーターを疲

れさせ、自分が思う優しいスタッフやサポーターを叩き始めた。そして、私たちのセ

ンターでは、とても彼女をケアする力がなく、私たちは彼女の支援を放棄し、インガ

ン院へ戻した。私たちは、彼女の声を聞こうと努力したが、彼女は幸せそうには見え

なかった。彼女はいつも不安で、活動補助人(サポーター)の中で最も年上の方にいつ

もお母さんと呼び、他の活動補助人(サポーター)は行けといいながら叩いたり､活動補

助人が提案するすべてのことを泣きながら拒否した。40年間、集団生活し、急に自由

が生じ選択することが大変だったのだろうか？いつも大勢いたのにルームメイトとの

関係で嫉妬したりして不安だったのだろうか？詳しい理由をいまだに分からない。私

たちは失敗したと考え､挫折をした。今後これ以上は発達障がい者の自立支援を行うこ

とができないようだった。更年期だからかと考えてみたり、精神科にも行ってみて、

認知症の検査も受けてみたが、理由が分からないので、余計苦し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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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女と一緒に来たもう一人のＫ氏はよく適応するようだった。しかし近くの保護作

業場に行こうとすると「触って」と言い強く拒否する。Ｋさんは、今センターでいつ

もユーチューブを見るのが好だ。彼女は､毎晩泣いて騒いでいたルームメイトＬ氏が施

設に戻って､たいへん平穏に生活している。最近では、週２日は活動補助人(サポータ

ー)がいなくても夜一人で寝ることもできる。また、９月初めには、洞事務所で扶養義

務者のチェックのために洞事務所社会福祉士が検索をして､隣町に住んでいる母親を探

してあげた。そして秋夕の連休に１泊２日で母親の家で過ごしてきた。このように簡

単に探せる母親を施設ではなぜ探さなかったのだろうか？幸いなことにＫさんは、母

親が高齢で扶養義務者がいても受給者から外れずに受給費を受けて今の生活を維持す

るのに問題はない。 

 

そしてソンジョン院とインガン院で一番最初に入ってきた発達障がい者の男性Ｌ氏

は､生活費チェックカードでノートパソコンとタブレットPCの２つを同時に200万ウォ

ン以上で買い、私たちを驚かせたりもした。だから今は、食費として週に10万ウォン

ずつ、毎週金曜日に入れてあげるチェックカードを使っている｡それで水曜日や木曜日

にチェックカードが使えないと、お金を入れてくれと担当を催促している。それでも

彼は保護作業場も通ってダンス課外を受けてダンス大会の準備しながらよく過ごして

いる。また、彼は時々勇敢にも地下鉄に乗って他の場所に行って迷ったりもする。そ

の時、彼は職員に電話して地下鉄駅の名前を写真に撮って送り、自分を連れに来てと

いうこともある。彼は伝道師が夢だといい、いつも洋服とカバンによく読めもしない

聖書を入れて通う。彼が施設で見た一番素敵な人が牧師だったと推測する。彼も施設

で40年余り暮らし、今の地域で多くの試行錯誤をしているが、私たちの支援で少しず

つ社会に包摂されて行っている。 

 

彼らの他にも４〜５年前に入ってきた扶養義務者のチェックでお金をもうけた父親

が現れ､受給者から外れたＫ氏は、例え離職をよくしてはいるが､スーパーで労働し苦

労しながら暮らしている。また誠実な別のＫ氏は、７年の体験ホームが終われば家を

探すといい、給料の殆どを貯蓄して、夢を膨らませている。そして自立生活住宅を最

初に出て行った自由人Ｋ氏は、てんかん障害があり応急室にも行ったりするが、時

折、薬をちゃんと飲んでいるとメールを送ってきながら､生きていることを知らせてく

れる。 

 

彼らが地域で暮らすのに適切な支援が､韓国社会にはまだない。しかし彼らの生活に

は、ある部分では、必ず適切な支援が必要である。このようなことを、私たちのセン

ターが、今はしているけれども、今後、制度的な支援が増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

て、彼らは寂しい。いつも寂しい。私たちのセンターが休む週末や連休には、彼らの

社会とのつながりが切断され手助けを請うにも難しい状況になる。 

 

3.発達障がい者の社会包摂支援の戦略が必要である。 
 

発達障がい者の社会包摂のためには、身体障がい者の活動支援制度ではなく、発達

障がい者に合った支援制度の拡大が必要である。特に彼らは障害と認知水準も多様

で、個々の柔軟化（personalisation）戦略が必要である。そのために発達障がい者の

嗜好や夢を把握する人中心計画（person-centered plan）を導入しながら支援が行わ

れるべきである。すなわち、専門家中心の標準化されたサービスではない発達障がい

者一人に合わせた支援があってこそ発達障がい者の社会包摂がなされるものであり､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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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市民として発達障がい者の共同体に参加できる方案も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発達障がい者の個別支援の拡大は､居住施設が発達障がい者のための究極

の選択肢だと思うなら絶対に不可能である。地域での社会包摂を支援する事は可能､不

可能を離れて発達障がい者の基本的人権の保障なので無条件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このために居住施設の閉鎖を一日も早く宣言し、社会包摂支援を継続して増やし

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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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朴 贊 五（パク・チャンオ） 

 
ソウル障がい者自立生活センター 代表 

 

 

学 歴 
三育大学校 社会福祉学科 卒(98年),  

同大学院 社会福祉学科 碩士(15年) 

 
経 歴 

1994 ノドゥル生涯者夜間学校 教師 及び 教師代表 (9代) 歴任 

1998 ソウル市立北部障害者綜合福祉館 (企画チーム) 勤務 

1999 チョンリプ会館 (自立生活チーム長) 勤務 

2005 韓国障害者自立生活センター総連合会 創立 発起人 

 及び 共同代表/理事 歴任 

2008 保健福祉部 障害者長期療養推進団 団員 歴任 

2013 韓国障害者福祉学会 弘報分科委員 (現) 

2015 韓国障害学会 学術分科委員 (現) 

 

研 究 
障害者 同僚カウンセラー役割の分類, 再活福祉17-2(共同研究) 

成人 知的障害者の地域社会統合のための支援方案研究 

 (2014, 三育大 碩士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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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１ 

 

지역에 뿌리 내려 
 
 

 

 

 

마츠후지 세이이치 (松藤 聖一) 
  
일본  NPO법인 코무노 사무소 대표이사 

 

 

 

NPO법인 코무노사업소 
 

소재 : 효고현 타카라즈카시(인구 23만)메후히가시노쵸우 12-9 

설립 : 2009년 9월 설립총회, 2010년1월20일 인증, 22일등기 

사업 : 장애자취업계속지원사업A형(장애인자립지원법) 

임원 : 이사 6명, 감사 2명, 회원(정회원 29명, 찬조 178명) 

직원 : 상근이사 1명, 장애인 스탭19명, 스탭28명 

 

1  소셜팜 “코무노 사업소”                     
 

・COMSi. (A Community Organization Managed for Social inclusion) 

소셜 인크루젼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조직 

・소문자의 “i”는 인크루젼의 i,  작은 “아이(사랑)”의 의미도 

 

 
 

2  사회적 배제의 쓰라린 체험에서                   
 

・1990년 복지추진과에서 30대의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에서의 선의에 

의한 사회적 배제에 

・그룹홈이 시설 철폐의 열쇠, 장애복지과장과 미네소타주 램제이군 복지  

사무소(세인트폴시)에 

・2~30명, 니즈에 맞는 다양성, 최대의 임팩트는 원호 취업 시스템, 생활

하는 것과 일하는 것의 일체화 
 

3  장애인 플랜(계획)을 실행                     
 

・장애인 플랜을 위한 지적 장애자복지의 10년간의 구상도를 작성하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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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달성하였으나, 취업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그 숙제가 정년 

퇴직 후에 일로 

・1994년 직역 개발 지도원을 설치, 10년간 49명이 시설을 나가 취업,  

4년전 확인시 43명이 재직, 장애자취업·생활지원센터「아토무」로 발전 

・그후, 20년간 실현되지 못한 것이, 일반취업이 곤란한 사람의 일자리 만

들기 

 

4  큰 사회적 변동 속에서                      
 

・1995년 1월 17일 한신아와지(고베) 대지진, 다카라즈카시민 218명이 

 사망, 약2만가구가 전괴·반괴의 피해,  한편으로 봉사 활동 원년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 만들기가 

・피재민인 시민자신들이 6곳의 거점에서 70곳의 피난소로 매일 식사 

공급을, 시로 부터는 한끼 25엔의 슈퍼 식재료 구입권을 발행, 시민과 

행정의 협동을 체감 

 

5  시민협동의 힘을 실감                       
 

・시민들 스스로 비품등을 마련하고, 돈을 모와 다카라즈카시에서 제1호 

NPO을 만들어, 민가활용형의 데이서비스를 개설하고, 시는 사업을 위탁 

・시청등의 데스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치매(인지증)하룻밤 지켜보기 

서비스가 시작되고, 시민이 스스로 직접 일으켜 나가는 복지 서비스의  

대단함을 눈 앞에서 실감  

・개호보험의 상황의 추가, 아래 의지가 있어서, 배제가 없는 지역사회 

(소셜인크루젼)이 실현되어, QOL의 유지, 향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확신 

 

6  소셜 인크루젼의 첫발걸음                     
 

・한 기업인이 지진 구조 봉사활동을 체험한 것을 계기로 프라자 컴이라 

는 재단을 설립, 시민에 의한 복지활동의 거점“복지커뮤니티 플라자”  

(용지 2.1ha, 취득비 25억)을 정비 

・보류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복지문화연구회를 설치, 3년 반동안의  

활동 결과, 사회적 배제가 없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구조로서,  특히 

“일하는 것”을 키워드로 한 소셜팜을 세우는 일로,  계기가 된 것은  

일본 소셜 인크루젼 추진 회의 

 

7  사업을 뒷받침하는 설비·기부, 봉사, 공적 사업 발주         
 

・시설은 공익재단법인 프라자 컴이 4억 3천만으로 건축 공사를 하고, 

설비·비품도 무상으로 NPO법인 코무노 사업소에 대여 

・주방, 식당, 매점, 공방, 교실, 트래이닝룸, 성년후견센터등의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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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주거가 3채 

 

8  장애인 직원 고용의 대처                                
 

・2009년 9월 NPO법인 설립총회, 12월 시사협에서연말 돕기의 오세치(설 

음식) 요리 193끼의 작성을 수탁받아, 자원봉사들에 의해 조리하고, 설

날 대문에 장식하는 소나무도 제작,  2010년 4월 시사협으로부터  고텡

야마 만남의 광장 청소, 야스쿠라미나미 신체장애자 지원센터 급식 조리

를 수탁받아 장애자 3명을 고용, 7월에는 석양 콘서트에 구운주먹밥을 

만들어 포장마차를 냈을때, 등교 거부생 지원 모임에서 4명의 학생이 참

가하고 그 중 한명을 10월에 고용 

・2011년 4월에 코무노 사업소가 완성, 5월에 장애자 취업 계속 지원 사

업 A형  지정 

・인접한 후레미라 다카라즈카의 청소를 수탁, 장애인스태프 10명을 고용,  

외부위원도 포함하는 채용위원회에서 21명 응모자 중의 3명은, 민간 고

용 우선이라고 판단 

・외톨이가 되었던 청년 4명이 주1시간 ~ 25시간, 또는 임시적으로 청소

에 종사했다. 

 

9  일을 만든다                                                      
 

・복지 커뮤니티 전체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에 아울러 관리를 재단 에

서 수탁하여, 요금을 사업소의 수입으로 삼고 장애인 스태프 5명을 고용,  

6월에 인근의 메후 플라자 급식을 시작, 레스토랑「코무즈」를 오픈하여 

2명을 고용  

・코무노시장에서는, 채소와 식품을 판매, 교토 키타야마의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현미 4톤을 구입, 2013년 4월 컴퓨터 수리 사업을 시작, 상

근의 기술 지원 직원 한명, 장애인 직원 둘이서 봉사활동의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 개발 판매등을 추진, 장애인 인력의 확보, 매출의 확보가 과제 

 

10  봉사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많은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레스토랑 코무즈에서는 매일 

주로 장애인 스탭들의 서포트를 

・샹송과 재즈공연, 자원봉사 강사의 의한 색종이 살롱등 지역의 주민분들

이 참가, 장애인 스탭들의 일로 

・아파트 청소를 위해 직원들 송영, 야채 구입,준비등에 사업 개설 때부터 

2년간의 봉사자의 도움으로 사업이 궤도에 

・한자교실에는 매주 월요일에 강사가 와서, 지금은 가계부 쓰는 방법, 

스케줄 관리, 신문을 활용한 시사 문제의 학습 등을 해온지 5년째 

・스트레칭교실 지도는, 전직 학교 체육선생님으로  이들 자원 봉사자 

에게는 보수도 교통비도 식사도 없다. 



－ 46 － 

 

11  다른 하나는 주거 지원                      
 

・코무노사업소의 2층에는,  2DK의 주거가 3채 있는데, 시설 및 병원 

또는 부모로부터 자립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훈련 시설로 이용 

・공적인 제도가 없는 부모와 아이, 아이와 부모, 형제등 가정 폭력으 

로부터 피난하기 위한 쉘터(피난처)로 이용, 심각한 상황들로 인해 지원 

기관으로도 공헌 

・집세는 불필요, 광열비와 약간의 관리비가 필요, 기타 필요한 비용은 기

부 재원, 최장 6개월 이용이 가능 

・필요한 서비스는, 반입, 긴급 대응은 24시간 연락 대응이 가능한  지원

자를 통한 계약에 의함 

・코무노사업소는, 방을 빌려주기만하고 특별히 필요한 것은 지원, 베테랑

의 복지 경험자가 자원봉사로 상담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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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마츠후지 세이이치 (松藤 聖一) 
 

일본  NPO법인 코무노 사무소 대표이사 

  
 

 

학력・경력 
1949년 후쿠오카현 출생.  

대학 졸업후 (주)다스킨에 근무한 후 

1974년 다카라즈카시청에서 근무. 

복지부문, 기획부문, 환경부문등을 거쳐   

2010년 3월에 정년퇴직, NPO법인 코무노사업소를 세우고 대표로 취임.  

다카라즈카시청 재직중에는 장수사회복지계획, 고령자보건복지계획,  

장애자 계획, 아동육성계획, 건강장수 도시정비 기본계획 책정이나  

지역복지추진 시책등에 종사했으며,  

효고현 지역 안심 거점 구상 책정 위원,  

오사카인간 과학대학 비상근 강사(지역복지 계획론),   

후생노동성 위탁연구 “장애자 계획의 방법연구회”위원,  

코베학원대학,  

류우코쿠대학 비상근 강사(복지 행.재정과 복지계획)등을 맡았다. 

 

저서 
“우리동네 지역복지 계획 만들기”(공저) 중앙 법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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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１ 

 

地域に根ざして 
 

 

 
 
 

 

松藤 聖一（まつふじ せいいち） 
 
特定非営利活動法人 こむの事務所 代表理事 
 
 
 
NPO法人こむの事業所 

 

   所在 ： 兵庫県宝塚市（人口 23 万）売布東の町 12－９ 

   設立 ： 2009 年 9 月設立総会、2010 年 1 月 20 日認証、22 日登記 

   事業 ： 障害者就労継続支援事業 A 型（障害者自立支援法） 

   役員 ： 理事 6 人、監事 2 人、会員（正会員 29 人、賛助 178 人） 
   職員 ： 常勤理事 1 人、障害者スタッフ 19 人、スタッフ 28 人 
 

 

１ ソーシャルファーム「こむの事業所」                  

                           

・COMSi.( A  Community  Organization  Managed for Social inclusion )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実現のためのコミュニティ組織 

・小文字の”i”はインクルージョンの i、小さな「愛」の意も 

 

 

 

２ 社会的排除の苦い体験から                        
 

・1990 年福祉推進課に、30 代の知的障害の女性が地域の善意の中で社会的排除に 

・グループホームが施設撤廃の鍵、障害福祉課長とミネソタ州ラムゼイ郡福祉事務 

所へ（セントポール市） 

・2 人～30 人、ニーズに合わせた多様性、最大のインパクトは援護就労のシステム、 

暮らすことと働くことの一体化 

 

３ 障害者プランを実行                                                 
 

・障害者プランのため知的障害者福祉の 10 年間の構想図を作成し 10 年間で達成し 

たが、就労の場づくりが課題に、その宿題が定年退職後の仕事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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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年職域開発指導員を設置、10 年間で 49 人が施設を出て就労、4 年前の確認 
では 43 人が在職、障害者就労・生活支援センター「あとむ」に発展 

・それから 20 年間実現できなかったのが、一般就労が困難な人の働く場づくり  

 

４ 大きな社会的変動の中から                           

 

・1995 年 1 月 17 日阪神淡路大震災、宝塚市民 218 人が死亡約 2 万戸が全壊・半壊 
の被害、一方でボランティア元年と言われる新たな社会づくりが 

・被災した市民自身で、6 か所の拠点から 70 か所の避難所へ毎日の炊き出しを、市 
からは一食 25 円スーパーの食材購入権を発行、市民と行政の協働を体感 

 

５ 市民協働の力を実感                          
                          

・市民自らが備品・調度、お金を持ち寄って宝塚市で第 1 号の NPO を立ち上げ、

民家活用型のデイサービスを開設し、市は事業を委託 

・役所のデスクでは考えられない、認知症のお泊り見守りサービスが始まり、市民

自ら起こす福祉サービスのすごさを目の当たりに 

・介護保険の上乗せ、横だし、下ささえがあって、排除のない地域社会（ソーシャ

ルインクルージョン）が実現し、QOL の維持、向上が可能になることを確信 

 

６ 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への一歩                  
 

・ある企業家が震災救助ボランティアを体験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財団プラザ・コ 

ムを設立、市民による福祉活動の拠点「福祉コミュニティプラザ」(用地 2.1ha､ 
取得費 25 億)を整備 

・リザーブ用地の活用のために福祉文化研究会を設置、3 年半の活動の結果、社会

的排除のない地域社会を支える仕組みとして、特に「働く」ことをキーワードに

ソーシャルファームを起こすことに、きっかけは日本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

ン推進会議 

 

７ 事業を支える設備・寄付、ボランティア、公的事業発注          
 

・施設は、公益財団法人プラザ・コムが 4 億 3 千万で建築工事をし、設備・備品も

無償で NPO法人こむの事業所に貸付 

・厨房、レストラン、売店、工房、教室、トレーニングルーム、成年後見センター

等の事務所に加えて一時的使用のための住居が 3戸 

 

８ 障害者スタッフ雇用の取り組み                     
 

・2009 年 9 月 NPO 法人設立総会、12 月市社協から歳末助け合いのおせち料理 193
食の作成を受託、ボランティアにより調理、松飾も制作、2010 年 4 月市社協から

御殿山よりあい広場の清掃、安倉南身体障害者支援センター給食調理を受託し障

害者３人を雇用 7 月に夕ぐれコンサートに焼きおにぎりを出店した際に不登校サ

ポートの会から 4 人の生徒が参加し、そのうちの 1 人を 10 月に雇用 
・2011 年 4 月にこむの事業所が完成、5 月に障害者就労継続支援事業 A 型の指定 
・隣接するフレミラ宝塚の清掃を受託、障害者スタッフ 10 人を雇用、外部委員も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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めた採用委員会で 21 人応募者のうち３人は、民間雇用優先と判断 

・引きこもりであった青年 4 人が週 1 時間～25 時間あるいはスポットで清掃に従事 

 し 

 

９ 仕事を創る                              
 

・福祉コミュニティ全体の駐車場の有料化に併せて管理を財団から受託、料金を事

業所の収入にして障害者スタッフ 5 人の職場に、6 月に隣接のめふプラザ給食を

開始、レストラン“こむず”もオープン 2 名の職場に 

・こむの市場では、野菜・食品を販売、京都北山のまちづくり協議会から玄米 4 ト

ンを購入、2013 年 4 月パソコン修理事業を開始、常勤の技術支援職員 1 人、障害

者スタッフ 2 人でボランティア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の開発販売など推進、障害

者スタッフの確保や売り上げの確保が課題 

 

10 ボランティア社会の実現をめざして                   
 

・たくさんのボランティアと地域住民に支えられ、レストランこむずでは毎日主に

障害者スタッフのサポートを 

・シャンソンやジャズライブ、ボランティア講師の折り紙サロンなど地域の皆さん

が参加、障害者スタッフの仕事に 

・マンション清掃への職員の送迎、野菜の仕入に事業開設時から 2 年間ボランティ

アの助けで事業が軌道に 

・漢字教室へは毎週月曜日に講師に来ていただき、今では家計簿のつけかた、スケ

ジュール管理、新聞を使った時事問題の学習など積み重ね、5 年に 

・ストレッチ教室の指導は、元中学校の体育の先生です、これらのボランティアに

は、報酬も交通費も食事もありません。 

 

11 もう一つは住居の支援                         
 

・こむの事業所の 2 階には、2DK の住居が 3 戸あり、施設や病院から、あるいは親

元からの自立生活を始めるための訓練施設として利用、 

・公的な制度がない親から子、子から親、兄弟などの家庭内暴力から非難するため

のシェルターとしても利用、深刻な状況ばかりで、支援機関にも貢献 

・家賃は不要、光熱費と若干の管理費が必要、その他の必要な費用は寄付財源、最

長 6 か月利用が可 

・必要なサービスは、持ち込み、緊急対応は 24 時間連絡対応ができる支援者を交え

た契約による 

・こむの事業所は、居室を貸すだけ、特に必要なことは支援、ベテランの福祉経験

者がボランティアで相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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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松藤 聖一（まつふじ せいいち） 
 
特定非営利活動法人 こむの事務所 代表理事 
 
 

 

学歴・経歴 
1949年福岡県に生まれる。 

大学卒業後（株）ダスキンに勤務後1974年宝塚市役所勤務。 

福祉部門、企画部門、環境部門などを経て 

2010年3月定年退職、NPO法人こむの事業所を立ち上げ代表に就任。 

宝塚市役所在職中に、長寿社会福祉計画、高齢者保健福祉計画、障害者計画、 

児童育成計画、健康長寿のまちづくり基本計画策定や 

地域福祉推進施策等に従事したほか、 

兵庫県地域安心拠点構想策定委員、 

大阪人間科学大学非常勤講師（地域福祉計画論）、 

厚生労働省委託研究「障害者計画のあり方研究会」委員、 

神戸学院大学、 

龍谷大学非常勤講師（福祉行財政と福祉計画）など務める。 

 

著 書 

「わがまちの地域福祉計画づくり」（共著）中央法規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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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월평빌라 이야기 

 

 “자취, 밥보다 사람 집보다 사람” 
 

 

 

박 시 현（朴 時 賢） 
 
중증장애인거주시설“월평빌라”시설장 

 
 
1. 월평빌라 소개 

 

월평빌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에 있

습니다. 그래서 월평! 장애인 31명, 11가구가 사는 연립주택이라 할 수 있습

니다. 그래서 빌라! 

2008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적장애인 19명, 자폐성장애인 3명, 지체장애인 3명, 뇌병변장애인 5명, 

시각장애인 1명. 초등학생부터 일흔일곱(1939년생)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

양합니다. 이삼십 대가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4곳에 4명이 다닙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합니

다. 

꽃집, 옷 가게, 미용실, 농장 같은 일반 사업장 13곳에 12명이 일합니다. 

주5일 주40시간, 주5일 주20시간, 주3일 주9시간, 주1일 2시간…. 겹벌이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가 공예 피아노 드럼 한글 문인화 수영 볼링 승마 컴퓨터 보치아를 배

웁니다. 학원 공방 수영장 탁구장 승마장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같은 지역 기

관 18곳에 15명이 다닙니다. 

교회 12곳에 22명이, 성당에 1명이 다닙니다. 

집에 있을 때는 청소 빨래 요리 같은 집안일을 합니다. 한가할 때는 TV 

보고 차 마시고 음악 들으며 쉽니다. 중증 장애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권하고 돕습니다. 

 

31명을 지원하는 직원은 24명입니다. 생활재활교사 15명, 간호사와 물리

치료사 각 1명, 촉탁의, 조리원 2명, 위생원, 사무원, 국장, 소장. 입주자가 

낮 시간에 주로 시설 밖에서 활동하니 직원도 낮에는 시설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학원 가고, 외출했다가 오후 4시쯤 한두 사람씩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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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 전까지 씻고 쉽니다. 저녁 먹는 풍경은 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집은 공동 식당을 이용하고 어느 집은 밥해서 먹습니

다. 

주말은 집에 있는 입주자도 출근한 직원도 쉽니다. 각자 계획한 주말 활동

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푹 쉽니다. 주말 활동이라 하면, 부모형제와 가족 나

들이, 교회 성도들과 야유회, 친구와 목욕, 지인과 외식, 학원 수강, 신앙생

활… 입니다. 

 

31명 가운데 5명은 평소 시설 밖에서 자취합니다. 직장 가까이, 학교 가까

이, 농장 주인집 아래채, 혼자 지낼 만한 곳에 방을 얻어 삽니다. 주말이나 

방학에 시설 안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시설 안

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경우 외에도 주말, 방학, 휴가, 생일, 명절, 기념일, 집안일, 마을 

잔치, 학교행사, 직장 일, 동아리 활동으로, 부모형제 집이나 친척 집 혹은 

고향에, 연수원이나 펜션 혹은 아는 사람 집 같은 곳에, 당일이나 1박 2일, 

일주일, 몇 달씩 시설 밖에서 지내다 옵니다. 

“(시설은)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 집, 그 사람의 집입니

다.” 『복지요결』 

시설은 입주 장애인 개개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맞게 자기 생활을 

하며 자기 삶을 사는 곳입니다. 

 

 

2. 자취, 집보다 사람 밥보다 사람 ! 
  

31명 가운데 5명이 시설 밖에서 자취합니다. 직장 가까이, 학교 가까이, 

농장 주인집 아래채, 혼자 지낼 만한 곳에 방을 얻어 삽니다. 다섯 분 가운

데 가장 최근 자취를 시작한 이대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대수 씨는 서른여섯 생일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월평빌라 입주 8년 만

에 독립하는 겁니다. 이대수 씨는 여덟 살 되던 해, 부산 영도구 어느 시설 

앞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뇌성마비를 앓았고, 보조기가 있어야 걸을 수 있었

다고 합니다. 걷지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가 길거리에 혼자 남겨진 거죠. 가

까운 시설에 잠시 머물며 가족을 찾겠다는 게 지금까지 시설에서 지냅니다. 

부모형제 소식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은 보조기 없이, 서툴게 걷습니다. 계단

은 벽이나 손잡이를 짚고 오르내립니다. 말은 못 해도 질문하면 고개를 끄덕

이거나 손가락으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줄 알

고요. 

 

2009년 6월 29일, 월평빌라에 입주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산에 있는 복지

시설 두 곳에서 살았습니다. 스물여덟 청년이었지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해 7월, 인근 아림고등학교에 전학했고, 2011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모교를 찾아가 은사님을 뵙고 후배들을 만납니다. 운명인지 우연인지, 

자취방이 아림고등학교 정문 맞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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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빌라에서도 대수 씨의 신앙을 이어가게 도왔습니다. 인근 교회를 수소

문하고 대수 씨와 방문하여 대산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닙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배당 신발장 정리는 대수 씨 

몫입니다. 교회 나들이, 절기 예배, 임직식 같은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습니

다. 목사님은 심방이나 지나는 길에 대수 씨 집에 종종 들릅니다. 

졸업 후에는 종이아트 학원에 등록해서 2년 정도 배웠습니다. 한때 한글을 

배우려고 학원에 잠깐 다녔고요. 굳은 몸을 유연하게 할까 싶어서 수영장에 

등록해 3개월 다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의 도예교실에 등록해서 지

금까지 다닙니다. 도예교실 회원은 한 번 등록하면 오래 수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 4년 다닌 대수 씨는 회원들과 아주 친합니다.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그도 그럴 것이, 개강식 종강식 때마다 대수 씨가 떡이나 음료수를 

대접합니다. 흙을 반죽하고 도기를 빚을 때, 유약을 바르고 구울 때, 완성된 

도자기를 옮길 때, 회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개강할 때 잘 부

탁드린다고 인사하고, 종강할 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대수 씨의 인기는 월평빌라에서도 대단합니다. 인기만큼이나 입주자 자치

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2011년 월평빌라 입주자 자치회 총무, 2012년 선

거관리위원장, 2013년 총무, 2014년 소식지팀장. 대수 씨는 말을 못 하고, 

글이나 수를 모르지만 잘 감당했습니다. 

 

2014년 5월 2일, 대수 씨는 생애 첫 직장 ‘이해숙머리방’에 취업했습니

다. 미용실 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미용실이 있는 3층 건물의 계단 청소가 

주 업무입니다. 건물주가 미용실 사장님이고, 계단 청소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단, 창문, 난간, 출입문을 쓸고 닦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한두 시간씩 일

합니다. 한동안은 시설 직원이 동행해서 거들었고, 요즘은 혼자서도 잘합니

다. ‘이해숙머리방’은 대수 씨 단골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대

수 씨를 잘 알았습니다. 인근 미용실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하는 월평빌라 

입주자의 소식을 사장님이 들어서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

에도 몸 불편한 분이 계단 청소를 했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맡

은 일은 건물 계단 청소이지만, 미용실이 바쁠 때는 미용실 청소를 돕습니다. 

차 마시고, 간식 먹고, 휴식하고, 회식할 때는 미용실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일 년 남짓 일하니 미용실 단골손님들도 대수 씨를 직원으로 알거니와 길거

리에서 대수 씨를 만나면 알아봅니다. 영락없는 미용실 직원입니다. 

 

2017년을 맞으며 대수 씨와 대수 씨를 지원하는 임경주 선생님은 ‘자취’

를 꿈꾸었습니다. 밥은 할 줄 알지만 반찬은 계란 프라이를 겨우 했고, 국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전기레인지와 전자레인지를 서툴게 사용했지만 음식을 

데우는 정도였습니다. 장애연금 20여만 원과 월급 8만 원이 고정 수입이었

고, 서른여섯 청년의 살림은 종이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청년은 생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취는 무모한 도전 같아 

보였습니다. 이대수 씨와 임경주 선생님은 믿는 게 있는지 1월부터 자취방 

알아보며 자취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무얼 믿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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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자취를 의논했습니다. 자취방을 부탁했고, 자취 

후의 생활도 부탁했습니다. 도예교실 강사와 회원들에게 알리고 부탁했습니

다.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부탁했습니다. 다들 얼마쯤 걱정하면서도 ‘대수 

씨는 잘 살 거야.’ 하며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운명처럼, 우연인지, 모교 정문 맞은편에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이삿짐은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돼.’ 하며 직장 사장님은 미용실을 잠시 닫고 밥솥 사

서 건넸습니다. 밥 그릇 국그릇, 온갖 그릇은 도예교실 회원들이 손수 빚어 

준비했고, 밥상 겸 교탁은 입주예배 때 목사님이 선물했습니다. 주인집 아주

머니와 앞집 옆집 이웃들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직장 다니며 동료와 함께하고, 교회 다니며 교우와 관계하고, 동아리 활동

하며 회원과 어울리고, 시내 오가며 이웃과 더불어 사니 자취가 불쑥 다가왔

습니다. 발판이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대수 씨와 임경주 선생님은 이 사람

들을 믿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밥하고 요리하고 샤워하고 청소할 줄 알면 독립한다는데…. 생존훈련은 독

립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못 됩니다. ‘자취, 집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취, 밥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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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 시 현（朴 時 賢） 
 
중증장애인거주시설“월평빌라”시설장 
 

 

학 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다. 

 

경 력 
전석복지재단 산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 가까이 일했으

며,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산하 노인복지센터에서 가정봉사원으로 2년 가

까이 일했다.  

월평빌라는, 2008년 12월 12일 시설이 문을 열 때부터 일했다. 

 

주요저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은 사업을 정리하여 『플러스원 매뉴얼』(2006년), 

가정봉사원 활동 기록을 모아 『간 좀 봐 주세요』(2010년),  

월평빌라 초기 활동을 정리하여 『월평빌라 이야기』(2011년)를 출판했

다. 

박앤박사회복지사사무소 cafe.daum.net/welfare.park 와 월평빌라 cafe. 

daum.net/ilove392766 웹페이지에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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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重度障がい者居住施設 

月坪ヴィラ物語 

 

“自炊,ご飯より人、家より人” 

  

 

 

朴 時 賢（パク・シヒョン） 
 
重度障がい者居住施設「月坪ヴィラ」 施設長 
 
 
1. 月坪ヴィラ紹介 
 

月坪(ウォルピョン)ヴィラは、重度障害者の居住施設です。韓国慶南居昌郡南上

面月坪里にあります。だから月坪と呼びます。障害者31名、11世帯が暮らす連立住

宅と言えます。だからヴィラ（韓国では連立住宅をヴィラと呼ぶ）。2008年12月に

開設しました。 

 知的障害者19名、自閉症障害者3名、脳病変障害者5名、視覚障碍者1名、小学生か

ら77才(1939年生)のお年寄りまで、年齢層が多様です。2,30台が多数です。 

小・中・高等学校4カ所に4名が通学しています。一般学校の特殊学級で勉強します。 

花店、服装店､美容室、農場のような一般事業場の13カ所に12名が仕事しています。 

週5日40時間、週5日20時間、週3日9時間、週1日2時間…､掛け持ちやアルバイトする

人もいます。 

ヨガ、工藝、ピアノ、ドラム、ハングル、文人画､水泳、ボーリング、乗馬、コン

ピューター､障害者スポーツのボッチャなどを学びます。塾、工房、プール、卓球場、

乗馬場、文化センター、スポーツセンターのような地域機関18カ所に15名が通いま

す。教会12カ所に22名が、聖堂に1名が通います。 

 家に居る時は、掃除、洗濯、料理のような家事をします。暇な時はテレビを見て、

お茶を飲み、音楽を聞いて休みます。重度障害者がいますので、できるものはする

ように勧め、手助けします。 

 

31名を支援する職員は24名です。生活リハビリ教師15名、看護士と物理治療士各1

名、嘱託医、調理員2名、衛生員、事務員、局長、所長、入所者が昼の時間は主に施

設の外で活動するので、職員も昼は施設の外で仕事する場合が多いのです。 

学校に行き、職場に行き、塾に行き、外出して午後4時ごろ、一人二人と家に帰って

きます。夕食まで体などを洗って休みます。夕食を食べる様子は、家ごとに少しず

つ違います。 

ある家では、共同食堂を利用し、他の家では、自炊して食べます。 

週末は、家にいる入所者も出勤する職員も休みます。それぞれ計画した週末活動が

あればそれをして、なければゆっくり休みます。週末の活動と言えば、父母兄弟と

家族の外出や教会信徒たちとの野遊会、友人とお風呂、知人と外食、塾の受講、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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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生活...です。 

 

 31名の中5名は、平素施設の外で自炊します。職場の近く､学校の近く、農場主の

家の離れなど､一人で過ごせるところに部屋を得て暮らします。週末とか夏冬休みに

は施設の中で過ごしたりします。都合が良くなければ､いつでも施設内に帰って来る

ことができます。 

 自炊する場合以外にも、週末、夏冬休み、休暇、誕生日、祝日、記念日、村祭り、

学校行事、職場の仕事､サークル活動で父母兄弟の家や親戚の家、あるいは故郷に、

研修院やペンション、または知り合いの家のようなところに、日帰りや1泊2日、1週

間、何か月間など施設の外で過ごして帰ってきます。 

 「（施設は）それぞれ自分の生活をするところです。自分の家、その人の家です。」

（福祉要訣） 

施設は、入居障害者一人一人の家です。それに合わせて自分の生活をし、自分の人

生を生きる場所なのです。 

 

 

２．自炊、家より人、ご飯より人 ! 
  

31 人中、5 人が施設の外で自炊します。職場の近く、学校の近く、農場主の家の離

れ、一人で過ごせるところに部屋を得て暮らしています。5 人の中で最近自炊を始め

たイ・デスさんの話をお聞かせします。 

  

イ・デスさんは､36 才の誕生日に自炊を始めました。月坪ヴィラ入居 8 年目で独立

したのです。イ・デスさんは、8 歳になった年、釜山影島区のある施設の前に一人置

かれました。脳性麻痺を患い、補助器がなければ歩けなかったそうです。歩くことも

話すこともできない子供が一人で路上に置き去りにされたのです。近くの施設にしば

らく居て、家族を探すといっていたのが、今まで施設で過ごすことになりました。親

兄弟の消息は未だに分かりません。今は､補助器無しで、危なげでも歩けます。階段は､

壁や手すりに手をついて昇り降りできます。話せなくても質問すると､頷き、または指

で自分の意志を明らかにします。自分の名前程度は書くこともできます。 

 

2009 年 6 月 29 日、月坪ヴィラに入居しました。その前には、釜山にある二つの福

祉施設で暮していました。28 歳の青年でしたが、高校生でした。その年の 7 月、近く

のアリム高校に転校し、2011 年 2 月に卒業しました。今は時々母校を訪ね､恩師や後

輩たちと会います。運命なのか偶然なのか、自炊の部屋がアリム高校正門の向かい側

です。 

月坪ヴィラでもデスさんの信仰を続けるように手伝いました。近くの教会を探し回

ってデスさんと訪問して､テサン教会に登録しました。今までよく通っています。教会

では、誠実な青年として認められています。礼拝堂の靴箱の整理はデスさんの役割で

す。教会の外出、季節の礼拝、任職式のような教会の行事は欠かしません。牧師は、

信者宅の訪問や通りすがりにデスさんの家にちょくちょく立ち寄ります。 

卒業後は、紙アート学院に登録して 2 年ほど学びました。一時ハングルを学ぼうと

塾に少し通ったりしました。硬い体を柔軟にするため水泳場にも登録して 3 ヶ月ほど

通いました。 

 

2013 年 3 月から慶南道立巨昌大学生涯教育院の陶芸教室に登録して、今まで通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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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ます。陶芸教室の会員は、一度登録すると長く受講するほうです。だから満 4 年通

ったデスさんは会員たちととても親しくしています。会員たちに人気があります。そ

れもそのはず、開講式や終講式のたびデスさんが餅や飲み物でもてなします。土をこ

ねて陶器を作るとき、釉薬を塗って焼くとき、完成した陶磁器を運ぶとき、会員たち

が手助けします。だから開講するとき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挨拶し、終講すると

きは、ありがとうと挨拶するのです。 

 デスさんの人気は月坪ヴィラもすごいです。人気と同じくらい入居者自治会活動も

活発です。2011 年月坪ヴィラ入居者自治会総務、2012 年の選挙管理委員長、2013 年

総務、2014 年会報チーム長。デスさんは話もできなく、文字や数字も知らないのです

が、立派に役割を果たしました。 

 

 2014 年 5 月 2 日、デスさんは､生涯初の職場「イヘスク美容室」に就職しました。

美容室の職員として採用されましたが、美容室がある 3 階建ての階段掃除が主な業務

です。家主が美容室の社長で、階段を掃除する契約をしました。階段、窓、手すり、

ドアを掃いて拭きます。週に二日、1〜2 時間ずつ働きます。しばらくの間は、施設職

員が手助けしましたが、最近では、一人でもよくこなします。「イヘスク美容室」は、

デスさん行きつけの美容室でした。 

だから社長もデスさんよく知っていました。近くの美容室で時間制のアルバイトを

する月坪ヴィラ入居者のことを社長も聞いて、その内容もよく知っていました。そし

て、前にも、体の不自由な方が階段掃除をしていました。こんな背景があったのです。

引き受けた仕事は、建物の階段の掃除ですが、美容室が忙しい時は、美容室の清掃も

手伝います。お茶を飲んで、おやつを食べて、休憩し、会食するときは､美容室の仲間

たちと一緒にします。一年余り仕事したので､美容室の常連客もデスさんを職員として

理解し、路上でデスさんに会えば分ってくれます。紛れもなく美容室の職員です。 

 

 2017 年を迎え､デスさんとデスさんをサポートするイム・ギョンジュ先生は､「自炊」

を夢見ました。ご飯は炊けて、おかずは目玉焼きをやっと作りましたが、汁物は考え

もできませんでした。電子レンジを下手くそに使ってみましたが、食べ物を温める程

度でした。障害年金 20 万ウォン余りと月給 8 万ウォンが固定収入であり、36 歳の青

年の生活は、紙箱 3 つだけでした。独立を夢見る青年は生存する準備が全然されてい

ません。自炊は無謀な挑戦ように見えました。イ・デスさんとイム・ギョンジュ先生

は､信じているものがあるのか、1 月から自炊できる部屋を探して､自炊の準備をしま

した。一体何を信じているのでしょうか？ 

 テサン教会牧師、奥様と自炊の相談をしました。自炊の部屋をお願いし、自炊後の

生活もお願いしました。陶芸教室の講師と会員たちに知らせ､お願いしました。職場の

同僚たちに知らせ､お願いしました。みんなちょっと心配しながらも、「デスさんはう

まくいくでしょう。」といい、応援し､手助けしました。 

 運命のように、偶然なのか、母校正門の向かいに自炊の部屋を探しました。「引っ

越しの荷物は､炊飯器を先に入れなければ。」とで、職場の社長は美容室をしばらく閉

めて、炊飯器を買って渡しました。茶碗､汁椀、いろいろな食器類は、陶芸教室の会員

たちが､自ら作って準備し、食卓兼机は、入居礼拝の時、牧師がプレゼントしました。

大家のおばさんや隣近所の人も良い人たちです。 

 

職場に通い、同僚たちと共に働き、教会に通って教友と交わり、サークル活動し、

会員と仲良く、市街を行きかいし、隣人とともに暮らしていると､自炊がさっと近づい

てきました。支え台であり、力となりました。イ・デスさんとイム・ギョンジュ先生

は､これらの人々を信じていたのでした。これからも大きな力となること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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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飯を炊き、料理し、シャワーをし、掃除することを知れば、独立するといいます

が…。生存訓練は、独立の必要条件でも充分条件でもないのです。「自炊、家よりも

人が先」なのです。「自炊、ご飯より人が先」な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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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朴 時 賢（パク・シヒョン） 

 
重度障がい者居住施設「月坪ヴィラ」 施設長 

 

 

学 歴 
慶北大学校 社会福祉学科 卒業。 

 

経 歴 
轉石福祉財団傘下の綜合社会福祉館で社会福祉士として5年近く勤務。 

韓国長老教福祉財団傘下の老人福祉センターで家庭奉仕員として2年近く従事。 

2008年12月12日､月坪ヴィラ開設時より勤務。 

 

主要著書 
綜合社会福祉館で担った事業を整理して『プラスワンマニュアル』(2006年) 

家庭奉仕員活動の記録を集めた『塩加減を見てください』(2010年) 

月坪ヴィラの初期活動を整理した『月坪ヴィラ物語』(2011年)を出版。 

パク＆パク社会福祉事務所 cafe.daum.net/welfare.parkと  

ウォルピョンヴィラ cafe.daum.net/ilove392766 ウェブページに執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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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지적장애인의 창작활동 

―복지와 시장의 접점― 

 
 

  

 

 

하야시 토모키（林 智樹） 
 
일본 사회복지법인 소오회 아틀리에 인커브 치프 

 

 
1. 아트리에 인커브 –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창작 활동 

  
아트리에 인커브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통소형 복지 시설이다.  대상

은 그림을 그리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하:아

티스트).   2002년에 설립되었고 올해 9월에 15주년을 맞았다. 활동은 예술

의 영역에 특화 되어 있어, 취업 및 임금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등의 

하청과 가벼운 작업등은 하지 않는다. 현재 25명이 다니고 있고, 매일 매일 

각자의 페이스로 창작 활동에 힘쓰고 있다. (사진:왼쪽) 

 

지원을 담당하는 인재(이하:스탭)들에게도 특징이 있어, 필자를 포함한 대

부분이 아트 디자인계의 대학을 나온 자들이다. 아트 영역에서 지원을 하기

에는 전문적인  반주자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창작 활동에 

특화된 사업을 하고, 스탭의 속성이 아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는, 아트리에 인커브가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스탭은 「복지」와 「아트」의 양바퀴를 맡기 위해서는, 복지에서는 국가자

격인「사회 복지사」, 아트에서는「학예원」의 자격 취득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상근 직원이 있다. 

 

그동안 국내외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발표. 2010년

에는 아트리에 인커브의 아티스트들의 전속 갤러리「갤러리 인커브 / 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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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앙)」을 오픈하고, 1년에 3~4회의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아

티스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상품(사진:오른쪽)을 전개하고, 온라인쇼핑 외, 

뮤지엄 샵이나 인테리어 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2. 환경을 만든다 －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긍정감을 기를 수 있는 장소 

 
일본의 지적 장애아/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유년기에서 부터 성인까지 당

사자의 특성을 살리는 장소나, 진로 선택 사항이 적은 현상을 꼽을 수 있다. 

특별 지원 학교 교육 현장이나 졸업 후 시설 내에 있어서도, 보다「정상인」

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지도와 훈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장애의 특성 때

문에 잘 되지 못하고 「못한다」라는「자기 부정」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경

우도 적지 않다. 

 

다양성이나 사회적 포함이라고 말하는 요즘에,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없

는 환경에서는,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정상인」이나 「보통」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사람답게

「그대로가 좋다」라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긍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못 하는 것」이 아니라「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함양하는 기회나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한다. 「정상인」과 가까워 진다는 가치관에서의 지원은,「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되어 버려, 저절로 되는 단순 작업이나 가벼운 작업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트리에 인커브의 작가들처럼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만든 것이 예술성 높은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이 없이,  한정된 선택 사항 

중에서 진로와 취직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아트리에 인커브의 역할은, 뭔가 만드는 것에 집중하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부응하여, 허물없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이

다. 그 중에서 붓을  잡는 방법이나 물감의 섞는 방법등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한 지도는 일체 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의 작품에는 각자의 오리지날리티가 

있고, 스탭이 개입함으로써 그 오리지날리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탶은 아티스트가 원하는 화구나 창작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개개인

의 생각을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그들의 창작 환경을 정비해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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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태어나는 작품을 어떻게 사회와 연

결해야 할지는 다음 단계이다.  

 

3. 작품을 시장에 묻다 - 복지와 시장의 접점 

 
그러면, 태어난 작품들을 어떻게 사회와 연결할 것인가. 국내에서 창작 활

동을 하는 복지 시설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주활동 중간에 주어

지는 여가 활동 시간으로, 충실한 창작 환경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다. 결코 그 대처방법

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선택 사항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 중에는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더욱더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작품 발표의 장에서는 「장애인의 작품」혹은「장애인 아트」라는「장애」

의 틀을 적용한 형태로 된 것이 많아,「장애가 있는데 그림을 그린다」「보

기만 해줘도 좋아」라는 자신감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편으로 사회

측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만든 작품을 특정의 가치관으로 여겨버리는 

일도 있다.「열심히 그리고 있다」「장애가 있는 사람의 그림은 순수」등,

「장애」나「복지」에 대해서「아트」와의 선을 그어 버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복지에 종사하는 측의 인식과 사회로 발신하는 방식에도 원

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와 방법을 보면, 갤러리에서가 아니라 마을 회관 등

에서 임시 가설 벽에 압정같은 것으로 작품에 구멍을 뚫고 붙이는 등, 작품

이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적도 있다. 아트에 정통한 스탭이 현장에 

없는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린 작품들은 「아트」의 

세계에서 충분히 제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도화지나 캔버스 위에서는 

어떤 사람도 플랫하고 거기에는 「장애」의 유무는 무관하지 않을까.  

 

아트리에 인커브에서는, 아티스트의 작품에 「장애」의 관을 두지 않으며,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티스트가 만드는 작품으로서 「현대 아트」

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품 발표 장소도 「복지」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트」의 영역을 향해 발신하고 있다.  

 

최근에, 특히 활동의 주축을 두는 것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아트 페어」

이다. 아트 페어는 세계의 갤러리가 한자리에 모여 소속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기간 한정 이벤트이지만, 특징은 작품을 매매하는 「시장」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티스트의 작품을 아트의 시장으로 연결하고, 그 매매를 통해 수익을 획

득하는 것이다. 판매된 작품의 수익은, 액자와 배송 비용등 필요 경비를 빼

고, 그 작품을 제작한 아티스트 개인에게 환원하고 있다. 그 중에는 1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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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엔으로 거래되는 아티스트도 있다. 거기에 「장애」라는 틀은 필요로 하

지 않는다. 

「복지」의 시점에서 아티스트들의 창작 여건과 일상생활 환경을 지키고, 

작품을 「시장」으로 연결하해 나가는 것이 아트리에 인커브의 대처 방안인 

것이다. 

 

 

 

 

 

 

 

 

4. 한 아티스트로서 – 개인으로서의 포함 

 

먼저 말한 아트 시장에서는,「팔리는 작품」이 있는 방면에, 당연히 「안

팔리는  작품」이 있다. 평가되는 아티스트와 평가되지 않는 아티스트와의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로 

묶어 버리고, 각각의 개성이나 생각, 가능성을 뭉개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경제학자인 마츠이 아키히코씨는「복지는 약자를 구하는 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뻗어 나려고 하는 싹이 부딪치는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도 활용

되어야 한다 (아사히 신문 : 2013년 3월 1일)」 라고 했다.  공동으로 일정

한 생활을 함께 하는 복지 현장에서 어떻게든 격차가 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떻게든 개인의 가능성에 가

까이 다가서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아트리에 인커브의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희망을 갖고 있다.  해외로 날아

가 활약하고 싶은 아티스트도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이

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아티스트도 있다. 그와 그녀들도 

다양하다. 「장애인」라는 묶음(통합)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

으로서 사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티스트들은 각자 각각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와의 접점을 낳는다. 개인

의 가능성 앞에 먼저 그 접점이 있다.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출하는 아티

스트들에 대한 존경(리스펙트)이  자립으로의 길을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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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 복지와 아트의 양륜 
 

아트리에 인커브의 대처 방법으로는 「 복지 」 와 「 아트 」 의 양바퀴다. 

「복지」라는 땅에 제대로 발을 대어서, 아티스트들의 창작 환경과 일상을 

지킨다.  그리고 각각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아트」의 세계에서 가능성

을 찾는다.  언젠가 이 대처 방법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당연한 선택 사항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이 아트리에에 다니는 25명의 

아티스트, 그리고 함께 일하는 스탭들과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나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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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하야시 토모키（林 智樹） 
 

일본 사회복지법인 소오회 아틀리에 인커브 치프 
 

 

학력・경력 

1980년 오사카출생.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후,  

2004년부터 아틀리에 인커브에 근무.  

지적장애가 있는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을 서포트하고 있다.  

2010년 오픈한 아틀리에 인커브의  전속 광고갤러리 

 “갤러리 인커브| 교토”의 시작사업에 종사하고, 전시회의 기획·운

영부터 국내외의 아트페어(전시회) 업무를 맡고있다.  

사회복지사, 학예원 자격 소유  

 

최근의 강연 경력 
2017   아틀리에 인커브 설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7   카시바시 교장회 인권교육연수 

2016   카나자와 미술공예대학 

2015   오키나와현립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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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知的に障がいのある人の創作活動 

－福祉と市場の接点― 

 
  

 

 

 

林 智樹（はやし ともき） 
 
社会福祉法人 素王会 アトリエ インカーブ チーフ 
 
 
１.アトリエ インカーブ ー 知的に障がいのある人の創作活動  

 
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は社会福祉法人が運営する通所型の福祉施設である。対象は絵

を描いたりものづくりが好きな知的に障がいのある人たち（以下：アーティスト）。 

2002年に設立し、今年の9月で15周年を迎えた。活動はアートの領域に特化しており、

就労や賃金の獲得を目的とした企業等の下請けや軽作業は行わない。現在25名が通い、

日々それぞれのペースで創作活動にはげんでいる。（写真：左） 

 

支援を担う人材（以下：スタッフ）にも特徴があり、筆者を含めた大半がアート・

デザイン系の大学を出た者たちだ。アートの領域で支援を行うには、専門の伴走者が

必要なのである。福祉の分野において、創作活動に特化した事業を行い、スタッフの

属性がアート専門の知識と技術を有している団体は、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が国内で唯

一と言っていいだろう。スタッフは「福祉」と「アート」の両輪を担うために、福祉

では国家資格である「社会福祉士」、アートでは「学芸員」の資格取得につとめてお

り、現在10名の常勤スタッフがいる。 

 

これまで、国内外の美術館やギャラリーでアーティストたちの作品を発表。2010年

には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のアーティスト専属のギャラリー「ギャラリー インカーブ

｜京都（写真：中央）」を開廊し、年に3〜4回の展覧会を開催している。また、アー

ティストの作品をもとにしたグッズ（写真：右）を展開し、オンラインショップのほ

か、ミュージアムショップやインテリアショップなどで販売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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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環境をつくる ー 自由に自己表現ができ、自己肯定感を育める場所 

 
 日本の知的障がい児者を取り巻く環境において、幼少期から成人にかけて当事者の

特性を生かす場所や、進路の選択肢が少ない現状があげられる。特別支援学校の教育

現場や卒業後の施設内においても、より「健常者」に近づけていくような指導や訓練

がなされることが多く、障がいの特性故にうまくいかずに「できない」という「自己

否定」の意識を強くもってしまうことも少なくない。 

 

 多様性や社会的包摂がいわれる昨今であるが、自分自身を肯定できない環境では、

社会に受け入れられているという意識をもちえ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健常者」

や「普通」に近づけるのではなく、まずはその人らしく「そのままでいい」という自

分自身を認められる「自己肯定感」が重要だと考える。そのうえで、「できないこと」

ではなく、「できること・やりたいこと」に視点を置き、それを育む機会や環境が整

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健常者」に近づけるという価値観での支援では、「障が

いがあってもできる」ことに着目されてしまい、おのずと単純作業や軽作業に落とし

込まれてしまうのではないだろうか。  

 

 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のアーティストたちのように、知的に障がいのある人たちの中

には、ものづくりが好きで生み出されたものが芸術性の高い作品となる場合もある。

しかし、多くの場合それを生かす場所や環境がなく、限られた選択肢の中で進路や就

労先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  

 

 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の役割は、ものづくりにうちこみたい人たちの想いに応え、心

おきなく自由に創作できる環境を提供することが第一なのだ。その中で、筆の持ち方

や絵の具の混ぜ方など、描き方の指導はいっさい行わない。アーティストの作品には

それぞれにオリジナリティがあり、スタッフが介入することでそのオリジナリティを

失わせてしまいかねないからだ。スタッフはアーティストが望む画材や創作にあった

スペースを確保するなど、個々の想いを尊重し、あくまで彼らの創作環境を整備する

だけである。 

 

まずは環境を整備することが大切で、生まれてくる作品をどのように社会とつなげ

ていくのかは次の段階である。  

 

 
 

３.作品を市場に問う ー 福祉と市場の接点 

 
では、生み出された作品をどのように社会とつなげていくのか。国内において創作

活動を行う福祉施設は少なくない。しかし、そのほとんどが主活動の合間にあてられ

る余暇活動の時間であり、充実した創作環境が提供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そもそ

も創作活動がしたい人たちが集まっているわけでもない。決してその取り組みに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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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あるわけではなく、選択肢が限られていることに問題があるのだ。その中には、芸

術性の高い作品が含まれていたり、もっと創作活動に専念したい人もいる。 

 

作品発表の場では、「障がい者の作品」あるいは「障がい者アート」という「障が

い」の枠組みをあてがわれた形となることも多く、「障がいがあるけど絵が描ける」

「みてもらえるだけでもいい」という自信のなさからくるものなのだろうか。一方で、

社会の側でも障がいのある人がつくった作品を特定の価値観で捉えてしまうこともあ

る。「がんばって描いている」「障がいのある人の絵は純粋」など、「障がい」や

「福祉」に対して「アート」との一線を引いてしまうことも否定できない。それは、

福祉に携わる側の認識や社会への発信方法にも原因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 

 

 作品が展示される場所やその方法をみると、ギャラリーではなく公民館などの仮設

の壁に、画鋲で作品に穴をあけて貼りつけるなど、作品が尊重されていないと感じる

こともある。アートに精通したスタッフが現場にいないことも大きな要因の一つだろ

う。しかし、描かれた作品は「アート」の世界で十分に評価される可能性をもってい

る。画用紙やキャンバスの上ではどんな人でもフラットであり、そこに「障がい」の

有無は無関係ではないだろうか。 

 

 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では、アーティストの作品に「障がい」の冠をおくことはなく、

いまの同時代を生きるアーティストが生み出す作品として「現代アート」と位置付け

ている。その上で、作品発表の場所も「福祉」の領域ではなく、あくまで「アート」

の領域にむけて発信している。 

 

 近年、特に活動の主軸をおいているのは、国内外で開催される「アートフェア」で

ある。アートフェアは、世界中のギャラリーが一堂に会し、所属アーティストの作品

を展示販売する期間限定のイベントであるが、特徴は作品を売買する「市場」の場で

あ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 

 

 アーティストの作品をアートの市場へとつなげ、その売買によって収益を獲得する

のである。 販売された作品の収益は、額装や配送費用など必要経費を差し引いて、そ

の作品を制作したアーティスト個人に還元している。 中には1点数百万円で取り引き

されるアーティストもいる。そこに「障がい」という枠組みが必要となることはない。 

 「福祉」の視点でアーティストたちの創作環境と日常を守り、作品を「市場」へと

つなげていく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の取り組みである。 

 

 

 

 

 

 

 

 

 

４.ひとりのアーティストとして ー 個人としての包摂 

 
 先にあげたアート市場では、「売れる作品」がある一方で、当然「売れない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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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ある。評価されるアーティストと評価されないアーティストの格差が生まれてしま

うことは事実である。だからといって、「障がいのある人たち」として一括りにして

しまい、それぞれの個性や想い、可能性をつぶしてしまってよいのだろうか。 

 

 経済学者の松井彰彦氏は「福祉は弱者を救うためだけに存在するのではなく、伸び

ようとする芽がぶつかる障害を取り除くためにも活用されるべきである（朝日新聞：2

013年3月1日）」と言う。共同で一定の生活を共にする福祉の現場において、いかに格

差を生み出さずに環境を組み立てていくのかは大切である。しかし、その中でいかに

個人の可能性に寄り添っていけるのかを考えていくことも同様に大切ではないだろう

か。  

 

 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のアーティストたちは多様な希望をもっている。海外に飛び出

して活躍したいアーティストもいれば、誰に見せるでもなく自分のために絵を描いて

いたいアーティストもいる。彼ら彼女らも多様なのである。「障がい者」というまと

まりとしてではなく、あくまで「個人」として社会に包摂されるべきだろう。 

 

 アーティストたちはそれぞれの作品を通して社会との接点を生み出す。個人の可能

性の先に、その接点がある。芸術性の高い作品を生み出すアーティストへのリスペク

トが、自立への道を切り開くのだ。 

 

 
 

５.おわりに ー 福祉とアートの両輪 

 
 アトリエ インカーブの取り組みは「福祉」と「アート」の両輪である。「福祉」と

いう地にしっかりと足をつけ、アーティストの創作環境と日常を守る。そして、それ

ぞれの想いに寄り添い、「アート」の世界で可能性を探る。いつかこの取り組みが、

「障がいのある人たち」にとって一つのあたりまえの選択肢となっていくことを願い、

現在このアトリエに通う25名のアーティスト、そして共に働くスタッフとの日々を大

切にしていきた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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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林 智樹（はやし ともき） 

 
社会福祉法人 素王会 アトリエ インカーブ チーフ 

 

 

学歴・経歴 
1980 年大阪生まれ。芸術大学の美術学科卒業後、 

2004 年よりアトリエ インカーブ勤務。  

知的に障がいのあるアーティストの創作活動をサポートしている。  

2010 年に開廊したアトリエ インカーブ専属のコマーシャルギャラリー 

「ギャラリー インカーブ｜京都」の立ち上げに携わり、展覧会の企画・運

営から国内外のアートフェア業務を担う。  

社会福祉士、学芸員の資格を有する。  

 

近年の講演歴 
2017 アトリエ インカーブ設立15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 

2017 香芝市校長会人権教育研修 

2016 金沢美術工芸大学 

2015 沖縄県立藝術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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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회 “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第 15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통합 
障がいのある当事者の社会参加と包摂 

 
 

 

 

 

 

 

 

 

 

2017年 11月 8日発行 

 

 

 

 

◇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160-0004日本東京都新宿区四谷 2-14-8 ＹＰＣbldg. 5階 

ＴＥＬ：03-3350-9002  ＦＡＸ：03-3350-9008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実行委員会 日本事務局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 실행위원회 일본사무국 

〒590-0142日本大阪府堺市南区檜尾 3360-12 

ＴＥＬ：072-271-0881  ＦＡＸ：072-271-5474 
 

◇社会福祉法人 尹鶴子共生財団 사회복지법인 윤학자공생재단   
〒04158韓国 Seoul 特別市麻浦區麻浦大路 53 麻浦 TrapalaceA 棟 2307 
ＴＥＬ：02-704-4011   ＦＡＸ：02-704-4015 

 
 

 

発行者：尹    基（윤 기 Tauchi Motoi） 

監 修：田内 緑（다우치 미도리） 

編  集：朴 榮太（박 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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