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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6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公･民協働で取り組む地域共生社会の実現 

先進的実践と課題 
 

민･관 협력을 통해 실현하는 지역사회 공생 

선진적 실천과 과제 
 

 

 

 
日時：2018年11月30日(金)13：00～16：40 

  

場所：龍谷大学 響都ホール 校友会館 

장소：류코쿠대학 교토홀 교우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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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사회복지법인 윤학자공생재단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일반사단법인  

일본소셜워크교육학교연맹 
공익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소셜워커협회 
일본지역복지학회 
류코쿠대학 단기대학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日韓こころの交流” 
プログラム実行委員会 

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韓国 社会福祉法人 尹鶴子共生財団 
 
一般社団法人 日本社会福祉学会 
一般社団法人  

日本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学校連盟 
公益社団法人 日本社会福祉士会 
特定非営利活動法人 
     日本ソーシャルワーカー協会 
日本地域福祉学会 
龍谷大学短期大学部 
韓国社会福祉協議会 
韓国社会福祉士協会 
韓国社会福祉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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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藤  勲 公益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祝 辞 

 

基 調 講 演 

「公･民協働で取り組む地域共生社会の実現」 

先進的実践と課題 

日本：渋谷 篤男 社会福祉法人 中央共同募金会 常務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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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栗林 知絵子 NPO法人豊島子ども 

WAKUWAKUネットワーク  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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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ース管理センター部長 

休 憩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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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牧里 毎治  関西学院大学 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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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카츠베 레이코 일본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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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종 합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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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사토 츠네지 일본 간세이학원대학 명예교수 

 

폐 회 사 

윤 기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 6 － 

 
 

 

 

 

 

 

 

 

 

 

 

 

 

 

 

 

 

 

 

 

 

 

 

 

 

 

 

 

 

 

 

 

 

 

 

 

 

 

 

 

 

 

 

 

 

 

 

 

 

 

 

 

 

 

 

 

 

 

 

 

 

 



－ 7 － 

 

 

 

 
 
 
 
 

 

主催者挨拶 
 

주최자 인사 

 
 

 

 

 

 

 
 
 
 
 
 
 
 
 
 
 
 
 
 
 
 
 
 
 
 
 
 
 
 

第16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6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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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からご参集の皆様、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ようこそ、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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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回を迎え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両国を代表する社会福祉学

者や指導者をお迎えし、地域共生社会の実現という課題に向き合い、共に考える意義

深い時間を持てますことを大変嬉しく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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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日は、日本の古都・京都において、龍谷大学のホール

をお借りして開催させていただき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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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教の全ての隔てを越え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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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福祉の向上に寄与する財団として、1990年に設立されました。 

以来、誰もが健やかで心豊かに暮らせる社会の実現に向けて、福祉研究者の国際学

術交流や福祉人材の育成、国際的調査研究への助成、ボランティア活動の普及・啓発

等さまざまな社会貢献事業を展開しております。 

韓国と日本の福祉分野における国際交流を目的とする本プログラムは、2003年の韓

国・済州島でのシンポジウムから出発しました。少子・高齢化の急速な進行という共

通の社会現象に直面する両国の福祉関係者が一堂に集い、多様化する人々の福祉ニー

ズに応えられる社会システムや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を展望することをめざして

おります。 

更に、2008年からはシンポジウムに加え、社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と、現場で活躍

する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対象とした、「専門職育成・国際交流セミナー」を併

せて開催し、現在の形に発展・拡充いたしました。 

 

さて、本日のシンポジウムは、『公・民協働で取り組む地域共生社会の実現―先進

的実践と課題』をテーマといた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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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家族の形態が変わり、ひとり世帯が増え、地域共同体の絆や組織における人

と人のつながりが希薄化し、社会的に孤立する人が増え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子

どもから高齢者まで、すべての世代が安心して暮らすことのできる社会の仕組み作り

が強く望まれるなか、地域福祉の可能性を共に討論できる本シンポジウムの意義は、

大変大きいと実感いたします。 

基調講演に続く後半のセッションでは、韓日両国において、行政と市民が協働して

コミュニティケアに取り組んでこられた実践に関する事例発表と、ご来場の皆様を交

えての討議がございます。活発な意見交換がおこなわれることと期待しております。 

 

シンポジウムに併行して進めてまいりました「専門職育成・国際交流セミナー」で

は、韓国から優秀な若手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大学院生11名を招聘しました。一週

間にわたって、日本の各分野で先進的な取り組みをおこなっている施設の視察や大学

院の授業に参加し、有意義な成果をおさめております。グローバルな視点をもって社

会福祉の発展を担う人材として、今後ますます活躍されることを心より念願いたし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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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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인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셨습니다. 

유니베일 재단 이토 이사오입니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제16회를 맞이한 "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사회 

복지 학자나 지도자들을 맞이하여,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이라고 하는 과제에 

마주하여, 함께 생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

각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실행위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공동개최 및 후원해 주

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본의 고도・교토에서 류코쿠

대학교의 홀을 빌려 개최합니다. 이해, 협력해 주신 관계 각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니벨재단은, "모든‘목숨’에 희망 있는 미래(내일)를" 함께 만들어,지혜와 

자비의 융합으로부터, 국경, 인종, 종교의 모든 간격을 넘어 인류의 지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융화세계를 구축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구원

을 전하는 불교 교단 신뇨엔의 시조, 이토 신죠 큰 스님의 유지에 의해, 인

류의 과제라고도 해야 할 고령화의 문제에 힘쓰며, 사회 복지의 향상에 기여

하는 재단으로서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래, 누구나 건강하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복지연구자의 국제학술교류나 복지 인재의 육성, 국제적 조사연구에

의 조성, 자원봉사 활동의 보급·계발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지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은, 

2003년의 한국·제주도에서의 심포지엄에서 출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라는 공통의 사회현상에 직면하는 양국의 복지관계자가 한 자

리에 모여, 다양화하는 사람들의 복지 니즈에 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나 

소셜워커의 역할을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심포지엄뿐 아니라, 사회복지를 배우는 대학원생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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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활약하는 신진 소셜워커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 육성·국제 교류세미

나"를 아울러 개최해, 현재의 형태로 발전·확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심포지엄은, "민･관 협력을 통해 실현하는 지역사회 공생：

선진적 실천과 과제"를 테마로 했습니다. 

현재, 가족의 형태가 바뀌어, 한사람 세대가 증가해 지역공동체의 유대나 

조직에 있어서의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희박화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람

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조 만들기가 강하게 요망되는 가운데, 지역복지의 가능

성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본심포지엄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실감합니다. 

기조강연에 이은 후반부 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행정과 시민이 협동하

여 커뮤니티 케어에 임해온 실천에 관한 사례발표와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토의가 있습니다.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

니다. 

심포지엄에 병행해 진행되어 온 "전문직 육성·국제교류세미나"에서는, 한

국에서 우수한 젊은 소셜워커와 대학원생11명을 초빙했습니다. 1주일에 걸쳐, 

일본의 각 분야에서 선진적인 대처를 행하고 있는 시설의 시찰이나 대학원

의 수업에 참가해, 의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점을 가

지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담당하는 인재로서 향후 더욱 더 활약하실 것을 진

심으로 염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무궁한 활약과 건승, 또 전 세계가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의 실현을 기원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

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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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6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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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公・民協働で取り組む地域共生社会の実現 

先進的実践と課題 
   

  

  

 

渋谷 篤男（しぶや あつお） 
 
社会福祉法人中央共同募金会 
常務理事 
 
 
 
1.私たちが、なかなか気がつかなかった社会の変化 
 

オレオレ詐欺はどうしたら防げるか。電話を受けた時、となりに誰かいて、「その

電話おかしいんじゃない？」と言えば、大丈夫だろう。しかし、それが難しい日本の

社会がある。ひきこもりは、何らかのきっっかけで、社会とつながることが難しく

なってしまった人の問題であり、子育て不安も、家族や回りの人が日常的に相談に

乗ったり、手伝ったりすることにより、不安はかなり軽減される。災害は、家族、職

場、そして地域をなくし、孤立状態に陥る人が多く出た。災害による被害は、もとも

と社会とのつながりが弱い人に集中し、深刻な社会的孤立を生み出している。 

私たちが、気がつかないうちに、社会とのつながりの弱い人が急増しているのであ

る。 

 

2.制度を利用することで見えなくなっていること 
 

制度サービスは、まだまだ充実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しながらも、制度

の限界について考え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制度を利用することで、ニーズを制度に合わせてしまうような現象が起きてしまっ

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問題提起したい。 

介護保険制度の生活援助の例、成年後見制度の例を見ながら考えてみたい。 

「ゴールドプラン」(1989 年、高齢者保健福祉推進 10 か年戦略)を推進する時に、

国は「(専門性が要求される)身体介護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話相手(おしゃべ

り)、お茶飲みは禁止」として、家事援助を軽視すると同時に、家事援助と身体介護

に限定し、それ以外の支援を禁止した。 

しかし、その時ホームヘルパーたちは、「私たちは家事援助をするのが目的ではな

くて、その人の生活を見ている」「自分で生活をきちんと整えることができない人へ

の対応は専門性が必要」として、ホームヘルプの意味を伝えようとしていた。 

ところが、介護保険制度を導入したら、現場の対応は、二つに分かれた。①生活援

助を通して、種々の支援、見守りを行う ②生活援助だけを行うである。しかし、介



－ 16 － 

護保険制度が浸透するにつれ、徐々に現場は②に統一されていくこととなった。確か

に制度が求めているところであるが、制度が対応しないニーズは徐々に忘れられてい

くという例である。 

人の生活を支えるのは、もちろん身体介護、生活援助だけではなく、さまざまな要

素がある。困っていることは何なのか、生活援助や身体介護の裏にあるニーズは何な

のか、また、自立を妨げるものは何なのかを考え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 

成年後見制度や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は、一人暮らしの高齢者を権利擁護という点

からも、生活支援、介護を手当てするという点からも重要で、力を発揮するものであ

る。しかし、それでは、日常生活を送るうえで、近隣の助け合い・支え合いが不要か

というとそうではない、という点に思いを致す必要がある。 

このように、ニーズを見つめれば、社会的孤立が大きな課題であり、同時にそれに

かかわる住民・地域社会の重要性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なお、ここで述べたいのは、

介護保険制度や成年後見制度が不十分、不適切だということではなく、制度の持つ性

格を踏まえること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ある。 

 

3.福祉関係者の思い 
 

一方、福祉関係者は、2010 年末「全社協福祉ビジョン 2011」をまとめ、近年、現れ

ている福祉課題が、誰にでも起こり得る課題であるととらえ、その原因が少子高齢化、

働き方の変化、家庭機能の低下、地域社会の機能の脆弱化、家庭の考え方そのものの

変化等にあり、中でも、それらが、「社会的孤立」と密接な関係にあると考えた。 

そして、これらの深刻な問題に、現在の社会福祉システムが十分に機能していない

と考え、①制度内の福祉サービスの改革、財源確保を要望するとともに、自らが②制

度外の福祉サービス・活動を開発・実施する、③住民・ボランティアの主体的な参加

の環境づくりをすすめるとしたのである。 

制度では対応できないニーズの存在、制度外ニーズへの対応の必要性、そのニーズ

の主因となっている社会的孤立という問題があり、それに対応する方法は、個々の人

とのつながりづくり、地域づくりである、ということが、関係者の中でも徐々に明確

になってきたのである。 

実は、2000 年の社会福祉法改正は、福祉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住民を、地域社会を

構成する一員として、参加する機会を確保するよう求めている。この後述べる、今回

の地域共生社会の理念を掲げる社会福祉法改正は、この 4 条の規定をさらにすすめる

ものと言うことができる。 

 

4.福祉施策の転換 
 

近年、行われた福祉施策の転換を３つあげたい。 

①生活困窮者自立支援事業(2015 年創設)は、総合相談支援(幅広いニーズの受付、

対応)の推進をかかげている。その背景として、社会的孤立に注目し、「個人への支援

を通じて地域をつくり、また、地域づくりによって個人を支えるという相互作用を促

進する」としている。 

②介護保険制度における新たな総合事業への移行(2015～2017 年度に移行)は、予防

給付の内、訪問介護、通所介護を住民による助け合い活動を基本とするというもので、

住民の活動を重視し「支援する側とされる側という画一的な関係性ではなく、地域と

のつながりを維持しながら支援を行う」としている。 

③社会福祉法人の公益的な取り組み推進の(2016 年度全面施行)は、社会福祉法人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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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福祉事業に係る福祉サービスの供給確保の中心的役割を果たすだけでなく、既存

の制度の対象とならないサービスに対応していくことを本旨とする法人だとし、制度

を着実に実施するだけでなく、制度から漏れている地域のニーズに目を向け、既存の

制度(＝社会福祉事業)では十分に対応できないもの(制度外の活動)に対する支援を行

うことが必要だとするものである。 

これらの施策に共通することは、①制度外ニーズ、地域のニーズへの対応、②地域

づくり－住民・地域社会の重視、③総合相談支援の仕組みづくりであり、これが「地

域共生社会」につながっていくこととなる。 

この３つの施策転換の内、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が基本的考え方として整理した

ことを紹介しておきたい。 

 

(生活困窮をめぐる現状と課題) 

生活困窮が広がる中で、家族などのつながりをなくして孤立化する人々が少なくな

い。低所得で家族をつくることができず、また年金など老後の備えをする余力のない

まま単身で老齢期を迎えていく人々も増えている。社会的孤立の拡大は、自立への意

欲を損ない、支援を難しくし、地域社会の基盤を脆弱にする。 

 

(生活支援体系の基本的視点) 

生活困窮者が孤立化し自分に価値を見出せないでいる限り、主体的な参加へ向かう

ことが難しい。一人一人が社会とのつながりを強め周囲から承認されているという実

感を得ることができることは、自立に向けて足を踏み出すための条件である。新たな

生活支援体系は、地域社会の住民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人々と資源を束ね、孤立して

いる人々が地域社会の一員として尊ばれ、多様なつながりを再生・創造できることを

目指す。そのつながりこそ人々の主体的な参加を可能にし、その基盤となる」とし、

生活困窮が社会的孤立を生み出すのではなく、むしろ、社会的孤立が生活困窮につな

がる流れの方が大きいと指摘している 1。 

近年起きている変化について、あらためて整理すると、①福祉ニーズをみると、社

会的孤立が大きく影響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る。あわせて、最

近の健康観、幸福観も変化してき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すなわち、健康寿

命に大きく影響するのは、肥満解消、運動、禁煙よりも「人とのつながり」が長生き

への影響力が高いことが分かってきた。また、②制度外対応の重要性が分かってきて、

そこにおける住民・地域社会の力が欠かせ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そして③

①②を通じて、福祉をあまり狭くとらえず、生活を支えるには何が必要か、という発

想が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5.｢地域共生社会｣の登場 
 

「地域共生社会」と銘うつ施策は社会福祉法改正により(2018 年 4 月施行)打ち出さ

れた。実は､「地域共生社会推進事業」というものは存在せず、現時点では、一部モデ

ル事業があるだけで、新たな財源が用意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社会福祉法により

「理念」が示されているというものである。 

基本は、(身近な圏域)住民主体による福祉活動の推進、(身近な圏域)他人事を我が

事に変えていくような働きかけ、(身近な圏域)「丸ごと受け止める場」、(市町村域)

総合相談支援体制の整備で構成されている。 

この「地域共生社会」について、住民･地域社会の活動の推進ばかりが強調されてい 
 
1 社会保障審議会生活困窮者の生活支援のあ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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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という印象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実際には、専門職、専門組織の活動についても、

提案が行われているものである。 

この「地域共生社会」「地域福祉」を実現するための課題について述べていきたい。 

 

6.｢地域共生社会｣ ｢地域福祉｣実現の課題 
 

(1)住民主体による福祉活動の推進 

「住民主体の福祉活動の推進」の提案について、人々がそのまま受け取ることは、

難しい。次のような疑問が出されている。 

①政府の財政負担を減らすためではないか。 

②自治体の仕事を押し付けるのか。 

③やはり専門職が担うべきではないか。 

④やはり住民への”丸投げ”ではないか。 

⑤地域共生社会は福祉の仕事？ 

⑥既に地域社会の担い手が少ないなかで本当に住民が担えるのか。 

これに対して、きちんと答え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る。また、これは国､自治体だけ

ではなく、地域福祉に関わってきた私たちとして、応えていくことが大切だと思う。 

住民の福祉活動をすすめていくには、なぜ住民・ボランティアが活動を担うのかを

明確にし、納得してもらう必要がある。まず、住民･ボランティアと制度との関係を明

確に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①住民目線があるからこそ「制度から漏れている問題に気づく」ことができるとい

うこと 

②それを社会に提起すること、すなわちソーシャルアクションという動きもあり、 

③同時に、制度では対応できない(しにくい)ニーズを目の前にして、ニーズに対応

すること 

これは、活動を通して、なかなか気が付かないニーズを地域社会に理解してもらう、

という意味を持つ(そういう意味ではソーシャルアクションでもある) 

④そして、この活動がとりわけ、「社会的孤立」に対応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

である。 

なぜ、住民の地域活動、ボランティア活動が必要なのか、ということをもう少し付

け加えれば、次のとおりである。 

①住民･ボランティアでなければできないこと、ふさわしいことがある。 

②地域活動、ボランティア活動で培われた意識が制度を支える。 

③住民の意識が変わらなければ、制度も成立しないことがある(たとえば、差別解消

法、LGBT) 

そして、もう一つ付け加えれば、制度、専門職の縦割りを住民目線が打ち破るので

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る。 

 

(2)(身近な圏域で)「丸ごと受け止める場」 

地域共生社会では、ニーズを分析、分割して対応するのではなく。「丸ごと受け止

める」ことを求めている。その受け止めるところ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のが、a)地域

住民ボランティア、地区社協、社協地域担当、b)分野別専門相談(高齢、障害、児童)、

c)施設法人、d)NPO 等々である。 

①住民自身による相談支援機能の意義 

従来は、専門職が把握したニーズを住民に「振る」かたちが想定されていたが、自

ら把握すれば対応が速やかに適切に行われ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それが、住民･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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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とのつながりが重要なニーズであればなおのことである。しかし、同時に、住民

が受けとめかねるニーズがある時に、それを支える専門職は重要である。したがって、

専門職、専門組織に必要な情報を伝える仕組みづくりは欠かせない。 

実は、この種の相談窓口に来る件数は少ない。なぜなら、相談を受け止めることが

できるような、地区社協等には、さまざまな活動があり、その活動を通して自然と

ニーズが把握されていくからである。このような、住民の活動の特徴を踏まえた仕組

みづくりが重要である。 

②専門相談の意義と限界 

一方で、専門相談も重要なことには変わりはない。地域共生社会では、「自ら解決

が困難な地域生活課題を把握した時には…他の機関につなぐ」(社会福祉法第 106 条の

2)とし、「自らが解決に資する支援を行うことが困難な地域生活課題を把握した場合

には、必要に応じて適切な支援関係機関につなぐことを､各相談支援を担う事業者の努

力義務としたものである。なお、必要に応じて適切な機関につないだ後であっても、

当該相談支援を担う事業者は、引き続き、相談者とその世帯が抱える地域生活課題全

体の把握に努めながら、相談支援に当たることが期待される」2 としている。つづめて

言えば、支援関係機関も守備範囲を少しでも広げて欲し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わ

れる。 

典型的な事例として、「8050 問題」「ダブルケア」等世帯単位の対応をすることを

求めている。 

しかし、実際には、制度間の連携は簡単ではない。この問題は、制度間の壁という

問題ももちろんあるが、専門職間の壁ととらえて、対応していくことで打開点が見出

さ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３)総合相談支援体制の整備 

市町村域の総合相談支援体制については、まず、従来の福祉領域を超えた連携が強

調されている。これは、従来の「福祉課題」を「生活課題」ともいうべき広い視野で

とらえ、生活を支えるあらゆる分野との連携の必要性を述べているものである。 

しかし、他の専門家に「振る」ことができる課題はよいが、すべての課題に応えら

れるかというともちろん無理である。解決が難しい「福祉課題」「生活課題」は、多

くの分野の活動にわたり、それぞれの専門家の関わりが必要であるが、解決の道を探

るためには、お互いの共通認識が求められるが、これはそもそも難しい作業である。

もちろん、連携･協働は追求する必要があるが、漏れを必ず拾うという機能が重要であ

る。 

この「漏れを拾う」機能を担うところ、として、「地域共生社会」は生活困窮者自

立支援事業の中核事業である「自立相談支援機関」と「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を例に

あげ、各地域における判断であるとしている。今後の展開が注目される。 
 

 

 

 

 

 

 

 

 

 

 

 

2 (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た地域福祉の推進について(2017 年 12 月 12 日)局長通知) 



－ 20 － 

プロフィール 

 
渋谷 篤男（しぶや あつお） 

 
社会福祉法人中央共同募金会 常務理事 
全国社会福祉協議会 前常務理事. 
 
1954年、名古屋生まれ。 

1977年より全国社会福祉協議会、全国ボランティア活動振興センター、地域組織部、 

高年福祉部、中央福祉人材センター、地域福祉部長、政策企画部長、 

事務局長、常務理事などを経て、2018年３月退任。 

 

現在、中央共同募金会常務理事、 

日本社会事業大学専門職大学院客員教授、 

日本福祉大学客員教授。 

 

人間関係･社会関係が薄くなっていることが原因で深刻な問題を持つに至っている人

が多く、あらためて地域社会の力が求められている。「あらゆるサービスを『地域福

祉志向』に」が私の仕事のいちばん大切なテー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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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민･관 협력을 통해 실현하는 지역사회 공생 

선진적 실천과 과제  
 

 

 

 

시부야 아츠오 (渋谷 篤男) 
 
일본 사회복지법인 중앙공동모금회  
상무이사 

  

  

 

1.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회의 변화 
 

오레오레 사기(보이스피싱)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전화를 받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전화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사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일본사회가 있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

톨이)는 어떠한 계기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의 문제이고, 육아 불안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상담을 해주거나 도와줌으로써 불안은 

꽤 경감된다. 재해는, 가족, 직장, 그리고 지역을 잃고, 고립된 상태에 빠지

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한다. 재해에 의한 피해는 원래 사회와의 관계가 

약한 사람에게 집중돼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낳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와의 관계가 약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제도서비스는 아직 충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제도의 

한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니즈를 제도에 맞추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개호보험제도의 생활원조의 예, 성년후견제도의 예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다. 

“골드플랜”(1989 년,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 개년 전략)을 추진할 때에 

국가는 “ (전문성이 요구되는)신체개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상대(수다), 

차 마시기는 금지”라며 가사원조를 경시하는 동시에 가사원조와 신체개호

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지원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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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때 홈헬퍼들은 “우리는 가사원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다”  “스스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

한 대응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홈헬퍼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하자, 현장의 대응은 두가지로 나뉘었다. ①

생활원조를 통해, 다양한 지원, 돌봄을 실시한다. ②생활원조만 실시한다. 

그러나, 개호보험제도가 침투함에 따라, 서서히 현장은 ②로 통일되어 갔다. 

확실히 제도가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가 대응하지 않는 니즈는 서서히 잊혀

져 간다라는 예이다. 

사람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신체개호, 생활원조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있다. 곤란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활원조나 신체개

호 뒤에 있는 요구는 무엇인가, 또 자립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성년후견제도나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은, 독거생활의 고령자를 권리옹호

라는 점에서도, 생활지원, 개호수당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힘을 발휘하

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일상생활을 지내는데 있어, 인근의 서로 돕기·

서로간에 지지가 불필요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니즈를 주시하면, 사회적 고립이 큰 과제이며, 동시에 그것과 

관계되는 주민·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덧붙여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개호보험제도나 성년후견제도가 불충분,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아

니라, 제도가 가지는 성격을 입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복지관계자의 생각 
 

한편, 복지관계자는, 2010 년말 “ 전사협(전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비전 

2011” 을 정리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복지과제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과제라고 파악해, 그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노동의 변화, 가정 기능의 

저하, 지역사회의 기능의 취약화, 가정의 사고방식 자체의 변화 등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들이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일하는 방법의 변화, 가정 기능의 저하, 지역사

회의 기능의 취약화, 가정의 사고방식 자체의 변화 등에 있으며, 그 속에서

도 이들이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①제도내의 복지서비스의 개혁, 재원확보를 요망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②제도외의 복지서비스·활동을 개발·실시한다 ③주민·자원

봉사의 주체적인 참가를 위한 환경만들기를 권유했다. 

제도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니즈의 존재, 제도외의 니즈에 대한 대응의 필

요성, 그 니즈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고립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개개인과의 연계만들기, 지역정비라는 것이 관계자중에서도 

서서히 명확해졌다. 

실은 2000 년의 사회복지법개정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참여기회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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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는 이번 지역공생사회의 이념을 내거는 사회복지법개정은 이 4 조의 

규정을 더욱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복지시책의 전환 
 

최근 시행된 복지시책의 전환 3 가지를 들고 싶다. 

①생활궁핍자 자립 지원사업(2015 년 창설)은, 종합상담지원(폭넓은 니즈

의 접수, 대응)의 추진을 내걸고 있다. 그 배경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주목해 

“개인에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을 만들고, 또 지역만들기를 통해서 개인을 지

탱한다고 하는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라고 하고 있다. 

②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업에의 이행(2015~2017 년도에 이

행)은, 예방급부의 안에, 방문개호, 통소개호를 주민에 의한 서로돕기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의 활동을 중시해 “지원하는 측과 지원 받는 측

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관계성이 아니고, 지역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한다” 라고 하고 있다. 

③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인 활동의 추진(2016 년도 전면시행)은, 사회복지

법인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공급확보의 중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존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본지로 

하는 법인으로써, 제도를 착실히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제도로부터 빠져 있는 

지역의 니즈에 눈을 돌려, 기존의 제도(=사회복지사업)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제도외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책에 공통되는 것은, ①제도외 니즈, 지역의 니즈에 대한 대응, 

②지역만들기-주민·지역사회의 중시, ③종합상담지원의 구조만들기이며, 이

것이 “지역공생사회” 로 연결되어 간다. 

이 3 가지 시책의 전환 가운데, 생활궁핍자자립지원제도가 기본적 사고방

식으로서 정리한 것을 소개해 두고 싶다. 

 

(생활궁핍을 둘러싼 현 상황과 과제) 

생활궁핍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등과의 연결이 없고 고립화하는 사람들

이 적지 않다. 저소득으로 가족을 만들지 못하고 연금등 노후를 대비할 여력

이 없는 채 단신으로 노령기를 맞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의 확

대는 자립에의 의욕을 해치고, 지원을 어렵게 해, 지역사회의 기반을 취약하

게 한다. 

 

(생활지원체계의 기본적 시점) 

생활궁핍자가 고립화되어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주체적인 참

여는 어렵다.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해 주위로부터 승인받고 

있다고 하는 실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립을 향해서 발을 내디디기 위한 

조건이다. 새로운 생활지원체계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

과 자원을 묶어, 고립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되며, 다양한 

연결을 재생·창조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연결이야말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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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그 기반이 된다." 고 하여, 생활궁핍이 사회

적 고립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고립이 생활궁핍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재차 정리하면, ①복지니즈를 보면, 사

회적 고립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일이다. 아울

러, 최근의 건강관, 행복관도 변화해 오고 있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즉, 

건강수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만 해소, 운동, 금연보다 “사람과의 

연결”이 장수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②제도외 대응

의 중요성을 이해해, 거기에 있어서의 주민·지역사회의 힘이 빠뜨릴 수 없다

는 것이 밝혀져 왔다. 그리고 ③①②를 통해서, 복지를 너무 좁게 파악하지 

않고, 생활을 지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발상이 중시되고 있다. 

 

5. "지역공생사회"의 등장 
 

“지역공생사회”라고 명시한 시책은 사회복지법개정에 의해 (2018 년 4 월 

시행) 나왔다. 실은“지역공생사회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현시점에서는, 일부 모델사업이 있는 것만으로, 새로운 재원이 준비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이념”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기본은, (친근한 권역) 주민주체에 의한 복지활동의 추진, (친근한 권역) 타

인 일을 우리 일로 바꾸어 가는 제의, (친근한 권역) “통째로 받아 들이는 장

소”, (시읍면역)종합상담 지원체제의 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공생사회”에 대해서 주민지역사회의 활동의 추진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문직, 전문조직의 활동

에 대해서도,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공생사회”“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말하고 싶다. 

 

 6.“지역공생사회” “지역복지” 실현의 과제 
 
(1) 주민주체에 의한 복지활동 추진 

 “주민주체의 복지활동추진” 제안에 대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한다. 

①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②자치체의 일을 강요하는 것인가. 

③역시 전문직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④역시 주민에게의 “통째로 맡기기”가 아닌가. 

⑤지역공생사회는 복지의 일. 

⑥이미 지역사회의 담당자가 적은 가운데서 정말로 주민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것은 국가, 자치

체 뿐만이 아니라, 지역복지에 관련되어 온 우리로서, 대응해 가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1 사회보장심의회 생활궁핍자의 생활지원의 자세에 관한 특별부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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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복지활동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왜 주민·자원봉사가 활동을 담당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자원봉사와 제도와

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주민시선이 있기 때문에“제도에서 누락된 문제를 깨닫는다”는 것을 할수 

있다. 

②그것을 사회에 제기하는 것, 즉 소셜액션이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 

③동시에, 제도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어려운) 니즈를 눈앞에 두고, 니즈에 

대응하는 것. 

이것은, 활동을 통해서,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니즈를 지역사회에 이해받

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그러한 의미에서는 소셜액션이기도 하다) 

④그리고, 이 활동이 특히,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다. 

왜 주민의 지역활동, 자원봉사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덧붙이

면, 다음과 같다. 

①주민·자원봉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적절한 일이 있다. 

②지역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길러진 의식이 제도를 뒷받침한다. 

③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별해소법, LGBT)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제도, 전문직의 종적관계를 주민시선이 타파해

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기대하고 있다. 

 

(2) (친근한 권역에서) “통째로 받아 들이는 장소” 

지역공생사회에서는, 니즈를 분석, 분할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받아 들일”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거론되는 것이, a)지역주민 자원봉사, 지구사협, 

사협지역 담당, b)분야별 전문상담(고령, 장애, 아동),  c)시설법인,  d)NPO 

등이다. 

①주민 자신에 의한 상담지원기능의 의의 

종래에는, 전문직이 파악한 니즈를 주민에게“맡긴다”는 형태가 상정되고 

있었지만, 스스로 파악하면 대응이 신속하게 적절히 행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주민·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한 니즈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동

시에, 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니즈가 있을 때에, 그것을 지원하는 전문직

은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직, 전문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구조만들기

는 빠뜨릴 수 없다. 

실은, 이런 종류의 상담창구에 오는 건수는 적다. 왜냐하면, 상담을 받아들

일 수 있는, 지구사협등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 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

게 니즈가 파악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의 활동의 특징을 이용한 

구조만들기가 중요하다. 

②전문 상담의 의의와 한계 

한편, 전문상담도 중요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지역공생사회에서는 “스스

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생활과제를 파악했을 때엔 … 다른 기관에 연결한

다”(사회복지법 제 106 조의 2)고 하고, “자신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생활과제를 파악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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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관계기관에 연결하는 것을 각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노력의

무로 한 것이다. 덧붙여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기관에 연결한 후라도, 해당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계속해, 상담자와 그 세대가 안고 있는 지역

생활과제 전체의 파악에 노력하면서, 상담지원에 임하는 것이 기대된다. ” 2 

고 하고 있다. 짧게 말하자면, 지원관계기관도 수비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 

주었으면 한다, 라고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형적인 사례로서 “8050 문제”“더블 케어”등 세대단위의 대응을 하는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간의 제휴는 간단하지 않다.이 문제는, 제도간 벽이

라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전문직간의 벽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으

로 타개점이 보일 것이다. 

 

(3) 종합상담 지원체제의 정비 

시정촌 지역의 종합상담 지원체제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의 복지영역을 초

월한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복지과제”를 “생활과제”라고도 

해야 할 넓은 시야에서 파악해 생활을 지탱하는 모든 분야와의 제휴의 필요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에게 “맡길”수 있는 과제는 좋지만, 모든 과제에 응

할 수 있을까 하면 물론 무리다. 해결이 어려운 “복지과제” “생활과제”는 많

은 분야의 활동에 걸쳐 각각의 전문가의 관계가 필요하고,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통인식이 요구되지만, 이는 원래 어려운 작업이다. 물론, 

제휴·협동은 추구할 필요가 있지만, 누락을 반드시 줍는다고 하는 기능이 중

요하다. 

 이 “누출을 줍는”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지역공생사회”는 생활궁핍

자자립지원사업의 핵심사업인 “자립상담지원기관”과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예로 들고 각 지역에 있어서의 판단이라고 하고 있다. 향후의 전개가 주목받

는다. 

 

 

 

 

 

 

 

 

 

 

 

 

 

 
 

2 (지역 생사회의 실현을 향한 지역복지의 추진에 대해(2017 년 12 월 12 일) 국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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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시부야 아츠오 (渋谷 篤男) 
 

일본 사회복지법인 중앙공동모금회 상무이사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전 상무이사. 

 

1954년, 나고야 태생. 

1977년부터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 지역조직부,  

고령자복지부, 중앙복지인재센터, 지역복지부장, 정책기획부장,  

사무국장, 상무이사 등을 거쳐 2018년 3월 퇴임. 

 

현재 중앙공동모금회 상무이사,  

일본사회사업대학 전문직 객원교수,  

일본복지대 객원교수. 

 

인간관계·사회관계가 엷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재차 지역사회의 힘이 요구되고 있다. “모든 서비스를

‘지역 복지 지향’에”가 나의 일의 가장 중요한 테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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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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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6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 30 － 

 
 
 
 
 
 
 
 
 
 
 
 
 
 
 
 
 
 
 
 
 
 
 
 
 
 
 
 
 
 
 
 
 
 
 
 
 
 
 
 
 
 
 
 
 
 
 
 
 
 
 
 
 
 
 
 
 
 
 
 
 
 
 
 
 
 
 
 



－ 31 － 

◆事例発表  セッションⅠ 

 

地域を変える、子どもが変わる、未来を変える 
～貧困の連鎖から、おせっかいの連鎖に～ 
 

 
 
 

栗林 知絵子（くりばやし ちえこ） 
 
特定非営利活動法人豊島子どもWAKUWAKUネットワーク 
理事長 
 
 
はじめに 

2004 年、我が子の遊び環境を地域に創りたくて、豊島区が区政 70 周年事業で立ち

上げた「池袋本町プレーパーク」の運営に携わった。そのプレーパークで子どもから

「昨日からご飯食べてないから、何か食べるものちょうだい」「おれ、高校に行けな

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 SOSのようなつぶやきを聞き、ほっとけなくなった。 

「目の前に困っている子どもがいたらほっとけない」おせっかいな人がつながり地

域で貧困問題に取り組みたいと考え、2012 年 6 月「地域の子どもを地域で見守り育て

る」をコンセプトに、ゆるやかにつながる「豊島子ども WAKUWAKU ネットワーク(以下

WAKUWAKU)」を地域の仲間と共に立ち上げ、ニーズに合った居場所とネットワークを創

出してきた。WAKUWAKU の一番の特徴は地域住民主体で始まったことであろう。地域の

子どもの日常生活を支えるためには、その地域に住む人たちの力が必要だと考えてい

る。 

 

活動の概要 

WAKUWAKU では、子どもの「暮らし・遊び・学び」をサポートしたいと考えている。

子どもが生活する地域に、いろいろなカタチの居場所を点在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

る。居場所は子どもや保護者が安心して過ごせる場であり、人と人がつながる場であ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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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ーパーク 

私たちの活動の原点となるプレーパークは子どもがやってみたいことを実現する場

である。公園という屋外で誰もがいつでも行ける公の場だからこそ、「困難を抱えた

子ども」「居場所がない子ども」がアクセスしやすい。 

プレーパークには既存の遊具は何もない。あるのは自然の素材（土、木、水、火）

と物置小屋にはシャベルやバケツ、ロープ、木工道具など、遊びを創り出す為の道具

が用意され、遊びを見守るスタッフがいる。2014 年からは常設（水曜～日曜、10 時～

17 時開設）となり、豊島区から受託運営している。  

 

無料学習支援 

2013 年 2 月から、集会室を借りて大学生ボランティアとともにスタートした無料学

習支援は、小学 1 年生から誰もが参加できる場である。学び環境が不十分な家庭の子

には、早期につながり、基礎学力の定着や学校行事や夏休みの過ごし方にまで、お

せっかいしたいと考えている。毎週 15 時～20 時の WAKUWAKU 勉強会には、地域、学生

ボランティアが約 20 名と小学生～高校生の子、不登校や LGBT、外国籍の子ども約 40

名が同じ空間で学び、遊び、食べる居場所となっている 

 

子ども食堂 

子どもだけでも、親子でも参加できて、ワイワイがやがや手作りのご飯を食べる子

ども食堂の取り組みは、2013 年春からスタートした。こども食堂を始めたきっかけは、

小学校低学年からコンビニ弁当を自分で購入して、一人で食べている子がいたからで

ある。 

WAKUWAKU は、4 ヶ所のこども食堂を運営しているが、区内には 10 か所以上のこども

食堂がある。複数箇所行けば、多くのおせっかいさんに話を聞いてもらえる。また親

や子どもが役割（例えば、食器洗いや小さい子の遊び相手など）を創出できる場でも

ある。 

 

 

 

 

 

 

 

 

 

広がれ、おせっかいの輪！ 

子どもの居場所を継続していくと、地域の子どもや親と“知っている関係”になる。

子どもたちの抱える課題が見えてきて、おせっかいをやきたくなる。 

「子どもには、楽しくみんなでご飯食べる場も必要だけど、遊ぶ場も必要だ」とか

「遠足用のリュックサックなら、貸すよ」と。おせっかいさんは、必要なニーズに気

が付けば、次々とモノや支援や居場所を創出していく。自分たちだけの力では実現で

きなくても商店や企業、大学など様々なステークホルダーと連携するゆるやかなネッ

トワークを持っている方が多い。まさに地域力であり、これからのまちづくりと言え

るだろう。 

 

つながれ！地域のネットワーク 

 豊島区では地域住民主体の無料学習支援、こども食堂、遊び場のネットワークが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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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メーリングリストだけでなく、行政と支援団体が定期的に会議をもち、顔と顔を

合わせて課題を共有する。家庭丸ごと支援のために、多文化共生のための支援や、居

住支援、日常の食品支援も創出してきた。 

 他方、豊島区は子ども若者支援員（生活保護家庭に特化した子ども若者ソーシャル

ワーカー）2 名と、子ども若者支援ワーカー2 名を配置し、官民協働の包括支援が充実

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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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どもの成長には「人・モノ・金」の資源と「食う、寝る、遊ぶ（学ぶ）」環境が

なくてはならない。 

 親が孤立している家庭の子どもも、大勢の人に囲まれて成長してほしい。必要な物

は、おせっかいさんを介して大抵のものは揃う。しかし暮らしを支える金は、なかな

か地域で何とかできない。そこは行政の役割だ。親が就労に繋がらない、生きづらさ

を抱えていたら生活保護につないでほしい。しかし生活保護を利用するだけでは地域、

大勢のおとなにはつながらない。子どもたちをつなぐ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出番であ

る。子どもや親を地域につなげ、地域のおせっかいさんが親とともに子育てをしよう。

「ひとりで育てないで、一緒にそだてようね」と声をかけ続けよう。 

 大切にされた経験のある子は、自分を大事にできる。誰かに困りごとを相談できる。 

行政と市民がよい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できれば、子どもの人生を変えていけると

信じている。 

 

新たな取り組み パントリーピックアップ 

昨年までは夏・冬・春休みに「おなかいっぱいプロジェクト」と称し、ひとり親家

庭 100 家庭に段ボールいっぱいの食材を配送してきたが、今年は「パントリーピック

アップ」にチャレンジした。ひとり親世帯のママやパパが豊島区内の会場に直接来て

もらい、フードバンクの食材や、洋服・日用品などを、ご自身で自由に選び、無料で

お持ち帰り頂くという取組みである。会場にはお子さんが遊べるキッズスペース、お

母さん同士が情報交換できるカフェスペースも作り、食糧支援と同時に交流の場を創

るねらいである。 

この取り組みは WAKUWAKU だけでは決してできない。食材を提供するセカンドハーベ

ストジャパン（フードバンク）、会場を提供して下さる目白聖公会・ワーカーズコー

プ・スーパーサカガミ、および豊島区社会福祉協議会・豊島区との連携で実現した。

様々なネットワークがあり、官民、企業がコンソーシアムを組み、定期的に開催する

予定である。 

全国の 2300 ヶ所の子ども食堂が、パントリーを実践したら・・・子どもだけでなく、

町の全ての人が食に困ったときに行ける「食の交番」としてのソフトインフラとなる

だろう。また災害時の備えにもな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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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いごに 

 平成の時代が終わりを迎える。ゆとり世代に育った子どもは、学校で男女問わず調

理や裁縫を学び、両親で家事育児を分担するのがフツウとなった。パワハラ、セクハ

ラ、ブラック企業、昭和のころのフツウが、通用しない時代へと成長した。人工知能

の開発で、10 年後には銀行員、税理士業務はＡＩが担う時代がくる。いままでのスゴ

イやフツウが変わりつつある。 

一方で子どもは安心して「食う、寝る、遊ぶ、学ぶ」環境と、人に大切にされて育

つ環境が今も昔もこれからも、大事なことだと社会は改めて感じ始めている。 

子どもの居場所が増えれば「子育ては親の責任」の常識から「地域の子どもは地域

で見守り育てる」がフツウの時代が来るかもしれない。「地域を変える・子どもが変

わる・未来を変える」をキャッチフレーズに、貧困の連鎖を、おせっかいの連鎖に変

えていきたい。 

目指す共生社会は、公・民協働で、新たなフツウを創出していく先に、きっとある

は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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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栗林 知絵子（くりばやし ちえこ） 

 
特定非営利活動法人豊島子ども WAKUWAKU ネットワーク 理事長 
「広がれ、子ども食堂の輪！全国ツアー」実行委員会 代表 

民生委員・児童委員 
 
2004 年より池袋本町プレーパークの運営に携わり地域活動を始める。 

自他共に認める「おせっかいおばさん」である。 
 
地域の子どもを地域で見守り育てるために、プレーパーク、無料学習支援、子ども食堂など、

子どもの居場所を点在化して、子どもと家庭を伴走的に支援している。 
東京都豊島区在住。同居する義母と夫、社会人 1 年生と大学生の 2 男は良き応援団だ。 

 

受賞経歴等「特定非営利活動法人豊島子ども WAKUWAKU ネットワーク」 

 

2015年度 「あしたのまち・くらしづくり活動」内閣官房長官賞受賞 

2015年度 東京都女性活躍推進大賞を受賞 

2016年度 ソロプチミスト財団社会ボランティア賞 受賞 

2016年度 第 9 回日本女子大学家政学部賞 受賞 

2017年度 日本地域福祉学会 地域福祉優秀実践賞 受賞 

2018年度 第 8 回地域再生大賞 準大賞 受賞 

 

著書：「子ども食堂をつくろう！―人がつながる地域の居場所づくりー」（2016 年、明石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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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세션Ⅰ 

 

지역을 바꾼다, 어린이가 바뀐다, 미래를 바꾼다  
∼빈곤의 연쇄로부터, 참견의 연쇄에∼ 
  

 

  

 

쿠리바야시 치에코（栗林 知絵子）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토시마어린이WAKUWAKU 네트워크 

이사장 

 

 
처음에 
 2004년, 우리 아이의 놀이 환경을 지역에 만들고 싶어서, 토시마구가 구
정70주년사업으로 시작한 "이케부쿠로혼쵸 플레이 파크"의 운영에 참가했다.
그 플레이파크에서 아이로부터 "어제부터 밥을 못먹었는데, 뭔가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고등학교에 못갈지도 몰라"라고 하는 SOS와 같은 혼잣말을 듣
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게 되었다. 

"눈앞에 어려움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모르는척 할수가 없는" 참견하기 좋
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에서 빈곤문제에 대처하고 싶다고 생각해 2012년
6월 "지역의 아이들을 지역에서 보살피며 키우자"를 컨셉으로, 완만하게 이
어지는 "토시마 어린이 WAKUWAKU 네트워크(이하 WAKUWAKU)"를 지역 
동료들과 함께 설립해, 니즈에 맞는 거처와 네트워크를 창출해 왔다. 
WAKUWAKU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민 주체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
역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동의 개요 

WAKUWAKU
에서는, 아이들
의 "생활·놀이·

배움"을 서포트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이들이 생활
하는 지역에, 여
러 형태의 거처
를 점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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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거처는 아이나 보호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이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장소이다. 

 
플레이 파크 

우리 활동의 원점이 되는 플레이파크는 아이들이 해 보고 싶은 것을 실현
하는 장소이다. 공원이라고 하는 야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적
인 장소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아이" "갈곳이 없는 아이"가 오기 쉬운 
장소이다. 

플레이파크에는 기존 놀이기구는 아무 것도 없다. 있는 것은 자연의 소재 
(흙, 나무, 물, 불)와 헛간에는 삽이나 양동이에, 밧줄, 목공 도구등, 놀이를 
만들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아이들을 보살피는 스탭이 있다. 2014년부
터는 상설(수요일~일요일, 10시~17시 개설)시설이 되어, 토시마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무료 학습 지원 

2013년 2월부터, 집회실을 빌려 대학생 자원봉사와 함께 시작한 무료학습 
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다. 학습환경
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빠른 시기부터 연결하여 기초학력의 정착이나 학
교행사나 여름방학을 보내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참견해 나갈 생각이다. 매
주 15시～20시 의WAKUWAKU 공부회에는 지역, 학생자원봉사자가 20여명
과 초등학생~고등학생의 자녀, 등교거부와 LGBT, 외국국적 아이 40여명이 
같은 공간에서 배우고, 놀며, 먹는 장소가 되고 있다. 

 
어린이식당  

아이들끼리라도, 부모와 함께라도 참가할 수 있고, 왁자지껄하게 집밥을 
먹는 어린이식당의 활동은, 2013년 봄부터 시작했다. 어린이식당을 시작한 
계기는,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자기가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혼자서 먹고 
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WAKUWAKU는 네 곳의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에는 열 곳 
이상의 어린이식당이 있다. 여러군데 어린이식당에 가면 많은 참견쟁이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아이의 역할(예를 들면 설거지나 
어린 아이와 놀아주기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퍼져라, 어린이식당 활동! 
어린이식당의 활동은 이제 전국에 2300 개소 이상으로 퍼졌다. 어린이식

당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개최 횟수도 매월1회의 곳도 있으면 매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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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곳도 있다. 절이나 교회, 고령자 시설, 자치회관, 아동회관 · 공민관, 
기업의 사원식당 등의 지역자원 (장소)를 이용해서, 식사시간도 토요일 점심
이나 평일저녁등 활동의 형태도 시작동기도 다양하다. 공통점은 "아이가 혼
자서도 안심하고 올 수 있는, 무료 또는 저가의 식당”으로 정성으로 지은 
집밥을 제공하는 뿐이다. 

 
퍼져라,참견 활동! 

아이의 거처를 지속하다보면, 지역의 아이나 부모와 "아는 관계"가 된다. 
아이들이 안고 있는 과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참견을 하고 싶어 진다. 

"아이에게는, 즐겁게 다함께 밥 먹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노는 장소도 필
요하다"든지 "소풍용 배낭이라면, 빌려 줄께"라고. 참견쟁이들은, 필요한 니
즈를 알게 되면, 차례차례로 물건이나 지원이나 아이들의 거처를 창출해 나
간다.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은 상점이나 기업, 대학등 여
러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연계하여 완만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바로 지역의 힘이자, 앞으로의 지역 만들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져라! 지역 네트워크 

토시마구에서는 지역주민 주체의 무료학습지원, 어린이식당, 놀이터의 네
트워크가 있다. 

메일링리스트 뿐만 아니라, 행정과 지원단체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과제를 공유한다. 가정을 통째로 지원하기 위해 다문
화 공생을 위한 지원이나 주거지원, 일상 식품지원도 창출해 왔다. 

한편, 토시마구는 아이 청년 지원원(생활보호 가정에 특화된 아이 청년 소
셜워커) 2명과 아이 청년지원워커 2명을 배치하여, 관민 협동의 포괄 지원이 
충실해졌다. 

 
 

 



－ 40 － 

 
아이의 성장에는 "사람·물건·돈"의 자원과 "먹는, 자는, 노는(배우는)" 환경

이 없어선 안된다. 

 부모가 고립된 가정의 아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둘러쌓여 성장했으면 좋겠

다. 필요한 물건은 참견쟁이를 통해 대개는 갖추어지지만, 살림살이는 좀처

럼 지역에서 버틸 수 없다. 그곳은 관의 역할이다. 부모가 취업이 안되고, 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생활보호에 연결하면 좋겠다. 그러나 생활보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주변 어른들 한테는 연결되지 않는다. 아이들을 

잇는 소셜 워커가 나설 차례다. 아이들이나 부모를 지역에 연결하여, 지역의 

참견쟁이들이 부모와 함께 육아를 하자. "혼자 키우지 말고, 함께 키워요"라

고 계속 애기해주자. 

소중하게 큰 아이들은 자기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누군가에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 할 수 있다. 

관과 시민이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수 

있다고 믿고 있다 

 

새로운 활동 팬트리 픽업 

작년까지는 여름·겨울·봄 방학에 "배터지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편부

모가정 100 가정에 골판지 가득한 식재를 배송해 왔는데, 올해는 "팬트리 

픽업"에 도전했다. 편부모세대의 엄마나 아빠가 토시마구내의 회장에 직접 

와서, 푸드뱅크의 식재료나, 의류·일용품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무료로 가

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회장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킷즈스페이스, 

엄마들간의 정보교환할 수 있는 카페스페이스도 만들어, 식량지원과 동시에 

교류의 장소를 만드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활동은 WAKUWAKU 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식재료를 제공

해주는 세컨드 하베스트 재팬(푸드뱅크), 회장을 제공해 주는 메지로성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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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즈 코프·슈퍼 사카가미, 및 토시마구 사회복지협의회·토시마구와의 연계

로 실현되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어 관민, 기업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정

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2300 곳의 어린이식당이 팬트리를 실천한면... 아이 뿐 아니라 동네

의 전체 주민들이 먹을 것에 곤란해지면 갈 수 있는 “먹거리 지구대”로서의 

소프트 인프라가 될 것이다. 또 재해시의 대비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헤이세이(平成:일본년호)시대의 끝이 다가온다. 유토리(여유)세대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남녀관계없이 조리나 봉재를 배우고, 부모가 가사 육아

를 분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다. 파워하라(Power harassment), 성희

롱, 블랙기업, 쇼와(昭和:일본년호)시대의 당연함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성

장했다. 인공지능의 개발로, 10 년후에는 은행원, 세무사업무는 AI 가 담당하

는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 대단함이나 당연함이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이들은 안심하고 "먹는, 자는, 노는, 배우는"환경과 사람에게 

소중하게 키워지는 환경이 지금도 옛날에도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사회

는 다시금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아이들의 거처가  늘어나면 "육아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상식에서 "지역의 

아이들은 지역에서 보살피며 키운다"가 당연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지역

을 바꾸다·아이가 바뀐다·미래를 바꾸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빈곤의 연쇄를, 

참견의 연쇄로 바꿔나아가고 싶다. 

목표로 하는 공생 사회는, 관·민협력으로, 새로운 당연함을 창출해 가는저

너머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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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쿠리바야시 치에코（栗林 知絵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토시마 어린이WAKUWAKU 네트워크 
이사장 

 

2004년부터 이케부쿠로혼쵸 플레이파크의 운영에 종사하여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참견쟁이 아줌마"다. 

 

지역아이를 지역에서 보살피고 키우기 위해 플레이파크, 무료 학습지원, 어린이 

식당등 아이 거처를 점재화해 아이와 가정을 반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쿄도 토시마구 거주. 동거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사회인 초년생과 대학생의 2

명은 든든한 응원단이다. 

 

수상경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토시마 어린이 WAKUWAKU 네트워크” 

 

2015년도 “내일의 마을, 생활 만들기 활동' 내각관방장관상 수상 

2015년도 도쿄도 여성활약 추진대상 수상. 

2016년도 소롭티미스트 재단 사회봉사단 수상 

2016년도 제9회 일본여자대학 가정학부상 수상 

2017년도 일본 지역 복지학회 지역복지 우수 실천상 수상 

2018년도 제8회 지역재생대상 준대상 수상 

 

저서: 어린이 식당을 만들자! 사람이 연결되는 지역의 거처 만들기"  

(2016년, 아카시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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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セッションⅠ 

 

蘆原地域の児童青少年のために 並んで! 並んで～～ 

 
 
 
 

 

金 廷 翰（キム・ジョンハン） 
 
韓国 蘆原区庁 児童青少年課 児童親和政策 
チーム長 
 
 
蘆原(ノウォン)には他の地域より遥かに多いものが 3つある。 

子どもが多く、子どもたちと共にする機関が多く、 

子どものための民、官、学協力事業が実に多い。 

それで、私は今日も子供のために民間と共に並んで歩く。 

 

I.蘆原 民·官ガバナンス土台構築過程の話   
 

□ 官民の協力が可能だった地点 

民間領域で活動した活動家に対する信頼があったからだ。そして、民が官を越える

情報力と人脈を民(現場)が持っていたからだろう。例えば、他の地域の事例を持って

政策を提示したり、専門的な助けが必要な時に、適切な担当者や専門家につなげてく

れた事例が多かった。民間活動家の本物度を見て、それに呼応する担当者がいた。そ

して民に対して青少年関連分野の専門家としての認識を持っていた。地域で長年活動

してきた経験があるため、区が事業を推進しようとした時、その古い経歴が非常に役

立った。 

 

□ 民同士の協力 

結局、官民協力がうまく進んだ土台には､民の協力がうまくいっていることが基に

なった。官民協力の中心軸がうまくいっていた部分が重要だった。民は中心軸が明瞭

だった。官は変わるが、民は動じなかった。球心を形成した。民の現実性も重要だっ

た。まず、民間が先に出てこれを先に助けるので、官はこの部分だけ協力してほしい

という話をよくした。「官の事業だ」という限られた視覚ではなく、実際の児童、青

少年という大きな枠組み、子どもたちを中心にした認識をもとに，官の事業を覗き見、

それをどのようにしっかりさせるのかに対する認識を持っていた。誰に会うと問題が

解決されるというパートナーシップ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た。互いに意志をあきらめ

ずに時を待つことだ。 

 

□ 絶え間ない協議 

今年で10年目、民と官は協議ができようができまいが、協議のための場を地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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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ってきた。重要なことは､「できてもできなくても」協議してきたというのが重要な

ようだ。 

 

□ 恐れぬ失敗 

失敗した経験も多かった。しかし、失敗に対する恐れはなかった。球心が現場の中

にあるからだ。それにも拘らず､依然として官民協力の水準は取捨選択の水準だ。協力

が自発的、主体的に起こってはいない。今もかなり不安定な状態だ。それでも地域に

古い人がいて､地域内の誰々と会って話ができそうだということを官も知っている。そ

んな点を感じる。蘆原区に古い人が多い。そんな人に少しずつ会えるのが長所だ。 

 

Ⅱ.民と官が協力して作った児童·青少年事業の事例 
 

□ 2004年、子供のための民､官､学の本当によい連携! その序幕を開ける 

2004年､月桂洞(ウォルゲドン)住民センターに勤める時である。ある大企業の奨学財団

の力を借りて、低所得層の中学生数人に学習を支援する青少年勉強部屋を運営するた

めの計画を立てていた。ちょうど、2003年から教育部のモデル事業として教育福祉投

資優先地域支援事業が蘆原区で進められていた。各地域団体は、放課後に子どもの世

話や教育を担当するインフラが不足し、代案を模索していた時期だったという。学校

に勤める地域社会教育専門家(民間)は、公共の民間財源を作るために、官公庁、SH公

社、管理事務所などを訪れ､協力を求めていた。その時、私が直接民間を訪れて、月桂

洞で必要な青少年を推薦してくれと、民間に打診した。これが、子供のために民、官、

学が連携する序幕が始まった訳である。 

 

□ 2010年、下渓洞住民センター地下空間に教育福祉活動家達が来たらどうだろう？ 

2010年、下溪洞(ハゲドン)住民センターの地下には倉庫と卓球台があった。子供たち

のためにどんな施設にしたらいいか、公務員である私と教育福祉活動家が相談する場

が設けられた。住民センター近くの中峴(チュンヒョン)小学校と漢川(ハンチョン)中学校の

子どもたちに相談とメンタリング活動ができる空間があればいいという意見が集まっ

た。暗かった地下空間は、子供たちが直接壁画を描き、空間が明るくなった。続いて

地域が共にする町内祭り「祭り開いたね」を開催した。この祭りは、ハンサルリム、

ナラニ、マドゥル住民会、同住民センターなどが企画し、地域の遊び場を活用して町

内祭りへの始まりを知らせ、この祭りを契機に、他の地域に町内祭りが広がった。

「祭り開いたね」という子ども市場を運営し、同住民センターに民間教育福祉活動家

が集まり始めた。民間の教育福祉活動家らは、同住民センターを拠点に、自然に自発

的な民間の集まりを作った。官が門戸を開けて喜んだら、民が花束を持って入ってく

るようになった。 

 

□ 2011年、中溪洞の子どもの行く所がないの  私たちが共に作ってみよう 

中溪洞(チュンゲドン)住民センターが新築移転し、その場所にドリームスタートセン

ター事務所ができた。コンテナだが、子供たちに必要な空間を作ってみようという会

議が数回開かれた。蘆原区庁はドリームスタートセンターを運営し､民間主導でケアベ

ルトを進めてきた民間ボランティアが香木(ヒャンギナム)図書館を担当、中渓洞地域の

青少年のための勉強部屋(マドゥル創造学校)とサークル室、子供たちの個別支援のた

め、学習相談室(蘆原教育福祉センター)を運営することになった。子供たちのためな

ら、民と官の境界を崩して、ともに役割を分かち合う経験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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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年、みんなで遊ぼう!  陽気な運動会 

ドリームスタートが木蓮(モンリョン)3団地に移転してから始まった家族一緒の陽気な

運動会があった。第1回は、土砂降りのように降ったが、雨に打たれながらも各種の遊

具を活用した陽気な運動会が行われた。民間では、マドゥル福祉館の厨房施設を活用

し、マドゥル福祉館の社会福祉士、ナラニなどの実務者が、おにぎりや飲み物を用意

して提供したりした。 

 

□ 2015年、児童青少年事業担当者ワークショップ 

民、官、学ワークショップと呼ばれる児童青少年従事者ワークショップがある。こ

の事業は地域の民、官、学に従事する児童青少年事業担当者たちのワークショップだ

が、初期の数回は毎年行われている単なるワークショップと認識されてきた。しかし

次第に民、官、学企画団を構成し、膝を突き合わせながら「どうすればこのワーク

ショップが儀礼的な参加を超えて、真に休みと回復する場と作るか」と悩み始め、今

は地域の民、官、学の多様な機関で従事する実務者が参加したいワークショップとし

て定着しつつある。 

 

□ 2016年､ユニセフ児童親和都市造成推進での官､民の協力について 

児童親和都市とは、児童人権(権利)を保護するGood governance体系を構築·追求す

る都市(地方政府)をいう。また公共行政以外に民間部門と市民社会を含む多様な構成

員間のネットワークを強調している。蘆原区は、このような児童親和Good governanac

eを構築するために、様々な努力を傾けており、個人的にもっとも印象的だった経験を

語る。2016年、児童権利憲章を知らせ宣布する行事を行っていたところ、我らの区

キャンペーンの文句と行事内容が児童権利に反すると感じた地域内の児童人権擁護市

民団体が、ピケットを持って抗議し、鋭い質問を投げかける状況に直面することに

なった。こんな経験が初めてなので戸惑いはあったが、まず彼らの意見と提案事項を

受け入れ、今後正式に会おうという約束で状況を整理した。その後、電子メールを利

用して数回にわたって資料を取り交わし、会議も進行しながら民と官が本当に理解し、

理解される時間を持った。 

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以下のようなキャンペーンの文句を作り出し、児童親和

都市を知らせるきっかけを作った。また児童権利にどうして関心を持たなければなら

ないのか、時間をかけて説得した結果、地域住民の心のこもった関心が多く寄せられ

た。  

児童親和都市の蘆原は、物理的な構造物を生み出すのではなく、考え方の変化(多様

性と違いを受け入れる社会環境と雰囲気)と考え、大小の民、官協力を積極的に推進し

ている。 

蘆原区は、児童·青少年、民間と行政機関、そして学校従事者が、毎年ワークショッ

プを行っている。これを通じて、従事者間の親近感を持ち、機関間で発生しうる誤解

を予防し、対象の児童に対する効果性のあるサービス議論を活性化させている。 

 

― 後でなく、今幸せになりたいです。 

― 私、言いたいことがあります。口答えではなく、意見です。 

― 充分に休んで、自由に遊ぶよりも、何がもっと大事～ 

― 殴られる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花でも殴らないでください。 

― すべての児童は差別を受けずに、同等な権利を享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2017年、安っぽい仮建物の小さな図書館が威風堂々の蘆原児童福祉館として誕生する!!! 

蘆原児童福祉館は、単なる利用施設ではなく、支援が必要なすべての児童に対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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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ケア･教育･福祉など児童期の成長過程を支援する様々なシステムを連携·調整·統

合し、効果的にサービスを提供する基礎自治体型児童統合保護専門機関だ。 

蘆原児童福祉館の主な施設としては、ドリームスタート、児童保護専門機関、教育

福祉センターなど、児童福祉遂行機関と子供図書館、ブックカフェ、作業場学校、室

内娯楽室など児童利用施設として造られている。 

 主な対象者は、要保護児童、貧困児童、教育福祉児童だが、利用施設は、子供·青少

年はもちろん、住民の誰もが利用できる。開館後、児童福祉館を訪れる皆さんが「よ

く考えて立派に作った」と言う。関係専門家と地域住民、特に子供･青少年に問い合わ

せ相談を重ねており、様々な施設をベンチマーキングした結果ではないかと思われ

る。2017年4月頃、蘆原児童福祉館造りのための準備委員会を構成し、10回以上の定期

会議とワークショップを行った。ドリームスタートと児童保護専門機関、そして教育

福祉センターがそれぞれの進入関門(gateway)と関係なく、より効果的に統合サービス

を支援するための内部協力案を構造化した。子どもたちが楽しく利用できる空間を作

るために、模範事例をベンチマークし、子どもたちに直接聞いて意見を反映した。 

 1階にある香木図書館の場合、運営主体を当初から住民の自律で計画していたため、

町内の住民や図書館、カフェーにボランティアなど経験のある方々と初めから一緒

だった。よく作ったと口コミで図書館やブックカフェに行って、あちこちを細かく

チェックし、青少年図書館としてどのように造るのかについて具体的に議論する場が

数回続いた。実際、インテリア工事の時は、例え、規模は小さくても、青少年たちが

来たくなり、居たい図書館にするため、業者を非常に煩わした。2階にある110平米規

模の我がまま娯楽室は、子供らに、オン·オフラインを利用した意見収斂を経て、最も

人気の高い遊び道具を盛っている。 

 娯楽室には、コインカラオケ、電子ダーツゲーム、室内バスケットボール、ボード

ゲーム、VRゲーム、ミニ娯楽器、DVDルームとバンド公演が可能な舞台と誰でも利用で

きる会議室となっている。土曜日には足の踏み場がないほど人気満点の場所になっ

た。そして、児童福祉館の2階には、特異な空間がもう1つある。それはバリスタと

ベーカリー技術教育と進路体験ができるように作った、優れた作業場学校だ。ここは

大学進学を目標としない人文系高校生たち、学校の外の青少年たちと一緒にいる所

で、自分の進むべき道(進路)と人生の経路に漠然とした青少年が一人で悩まず、一緒

に集まって学び、コミュニケーションし、一緒に成長していくところだ。このように

蘆原児童福祉館は利用者の利便性と必要性を担保するために専門家とともに準備し、

児童の意見を直接聞き、反映して、今のような繊細な空間構成と運営構造を完成させ

たのだ。 
 
□ 2018年、児童青少年祭:勇敢な祭り 

完璧に民官学が協力する地域児童青少年祭の勇敢な祭りを飛ばすわけにはいかな

い。今、公園の場所使用が活性化され、多くの地域の祝祭が行われているが、2007年

～2008年頃には公園での祭りを行う場合は、大規模な博覧会などを除いてはなかっ

た。その際、民で苦労していた公文発送と公園確保、電気使用、机や椅子などに貸与

と関連し、区庁で積極的な協力をし、昨年は革新事業の予算を、今年は児童親和都市

事業の予算を確保し、真に子どもが望む舞台を設け、名実共に地域の児童青少年祭と

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 
 
□ 子どもの世話は、民官ガバナンスで並んで～ 

子どもたちの世話活動を続けてきた民間活動家たちと粘り強く公共から関心と行政

の綱を放さず、子どもの世話のため「共に」「並んで」行っている。お互いに足りな

い部分は埋め、遅れれば待ってあげ、息が切れればしばらく休めるほど足を合わせて

いる。遅れて行くが、「共に」に行く楽しみ、誰の責任でなく、私たちの成果として

分かち合う民、官ガバナンスの道を「並んで」行ってみたい。 



－ 47 － 

プロフィール 

 
金 廷 翰 （キム・ジョンハン） 

 
韓国 ソウル特別市 蘆原区庁児童青少年課 児童親和政策チーム長 

 

 

経歴事項 
-ソウル特別市社会福祉公務員任用(1999. 4. 8) 

-現) 蘆原区役所 児童青少年課 児童親和政策チーム長  

 

褒賞記録 

-2006.12.29マドゥル青緑賞(蘆原区庁長) 

-2007.09.07社会福祉の日,有功者(保健福祉部長官) 

-2013.06.30政府模範公務員賞(国務総理) 

-2013.11.21児童福祉分野の福祉行政対象(保健福祉部長官) 

-2018.07.01大統領表彰(大韓民国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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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세션Ⅱ 

 

노원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나란히! 나란히~~ 

 
 

 

 

 

김 정 한（金 廷 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 

팀장 

 
 
노원에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세가지가 있다.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관이 많으며,  

아이들을 위한 민.관.학 협력 사업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민간과 함께 나란히 걷는다. 

 

Ⅰ. 노원 민·관거버넌스 토대구축 과정 이야기   
 

□ 민관협력이 가능했던 지점 

민간 영역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이 관을 넘어서는 정보력과 인맥을 민(현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정책을 제시했거나, 전문적 도

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담당자나 전문가를 연결해 줬던 사례들이 많았다. 민

간 활동가의 진정성을 보았고 그에 호응하는 담당자가 있었다. 그리고 민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써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했

을 때 그런 오래된 경력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민끼리의 협력 

결국, 민관협력이 잘 진행된 바탕에는 민의 협력이 잘 되어있는 것이 바탕

이 되었다. 민관협력의 협력의 중심축이 잘 되어있었던 부분이 주요했다. 민

은 중심축이 명료했다. 관은 바뀌는데 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구심을 형성했

다. 민의 현실성도 주요했다. 일단, 민간이 먼저 나서서 이걸 먼저 도울 테니 

관은 이 부분만 협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관의 사업이다’라는 한

정된 시각이 아니라 실제 아동, 청소년이라는 큰 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의 사업을 들여다 보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를 만나면 일이 해결된다는 파트

너쉽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서로가 뜻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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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협의 

올해로 10년째, 민과 관은 협의가 되든 안되든 협의를 위한 자리를 꾸준

히 마련해왔다. 중요한 것은 ‘되든 안되든’ 렵의 해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

다.  

 

□ 두려움없는 실패 

실패했던 경험도 많았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구심이 현

장 안에 있어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민관협력의 수준

은 취사선택하는 수준이다. 협력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다. 지금도 매우 불안한 상태다 그래도 지역에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서, 지

역 안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볼 만하다는 것을 관도 알고 있다. 그

런 점을 느낀다. 노원구에 오래된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만날 

수 있는게 장점이다.  

 

Ⅱ. 민과 관이 협력하여 만든 아동·청소년 사업 사례 
 

□ 2004년, 아이들을 위한 민.관.학의 참 좋은 작당! 그 서막을 올리다. 

2004년 월계동주민센터에 근무할때이다. 어떤 대기업 장학재단의 힘을 빌

어 저소득층 중학생 여러명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때마침 2003년부터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단체들은 방

과후에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인프라가 부족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민간)들은 공공 

민간 재원을 만들기 위해 관공서, SH공사,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다니며 협조

를 구하고 있었다. 이때 내가 직접 민간을 찾아가서 월계동에서 필요한 청소

년을 추천해달라고 민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민.관.

학이 작당을 꾸미는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 2010년, 하계동 주민센터 지하 공간에 교육복지활동가들이 오시면 어떨까

요? 

2010년 하계동주민센터 지하에는 창고와 탁구대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서 어떤 시설을 하면 좋을까 공무원인 나와 교육복지활동가가 함께 의논하

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주민센터 근처 중현초와 한천중 아이들에게 상담과 

멘토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어두웠

던 지하공간은 아이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고 공간이 새롭게 꾸며지면서 환

하게 변했다. 이어서 지역이 함께 하는 동네축제 “잔치잔치열렸네”를 열었

다. 이 축제는 한살림, 나란히, 마들주민회, 동주민센터 등이 기획을 맡아 지

역의 놀이터를 활용하여 동네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이 축제를 계기로 다른 

지역으로 동네축제가 확산되었다.‘잔치잔치열렸네’라는 어린이장터를 운영

하면서 동주민센터에 민간교육복지활동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간 교육

복지 활동가들은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민간모임을 

만들었다. 관이 문을 열어 반기니 민이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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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중계동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 보아요.  

중계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되고, 그 자리에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이 생

겼다. 컨테이너였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회의가 여

러차례 열렸다. 노원구청은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주도로는 캐어

밸트를 진행해온 민간 자원활동가들이 향기나무도서관을 맡고, 중계동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마들창조학교)와 동아리실, 아이들 개별 지원을 위해 

배움지기상담실(노원교육복지센터)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민과 관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역할을 나누는 경험이었다. 

 

□ 2012년, 다함께 놀자! 명랑 운동회 

드림스타트가 목련3단지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운동

회가 있었다. 1회 때에는 비가 억수같이 왔지만 비를 맞으면서도 각종 놀이

기구를 활용한 명랑운동회가 진행하였다, 민간에서는 마들복지관 주방시설을 

활용하여 마들복지관 사회복지사, 나란히 등 실무자들이 주먹밥과 음료를 준

비해 제공하기도 했다.  

 

□ 2015년, 아동청소년 사업 담당자 워크숍 

민.관.학 워크숍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종사자워크숍이 있다. 이 사업은 지

역의 민, 관, 학에서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사업 담당자들의 워크숍인데, 초기

의 몇 회는 매년 진행되는 그냥 그런 워크숍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점

차 민.관.학 기획단을 꾸리고 머리를 맞대며 �어떻게 하면 이 워크숍이 의례

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쉼과 회복이 될 수 있는 장을 만

들까�하는 고민을 시작했고, 이제는 지역의 민관학의 다양한 기관에서 종사

하는 실무자들에게 참여하고 싶은 워크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서의 민·관 협력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인권(권리)를 보호하는 good governance 체계를 구

축·추구하는 도시(지방정부)를 말한다. 또한 공공행정이외에 민간부문과 시

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노원구

는 이런 아동친화 good governanace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016

년 아동권리헌장을 알리고 선포하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우리구 캠페인 문

구와 행사내용이 아동권리에 반하다고 느낀 지역내 아동인권옹호 시민단체

가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하기는 하였지만 일단 그들의 의견과 제안사

항을 들어주고 차후 정식으로 만나자는 약속으로 상황을 정리 하였다. 이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자료를 주고 받았고, 회의도 진행하면서 민과 

관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시간들을 가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캠페인 문구들을 만들어 냈고, 아동친화도

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아동권리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시

간을 가지고 설득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

다.  

아동친화도시 노원은 물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생각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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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다양성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라고 생

각하고 크고 작은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는 아동청소년 민간과 행정기관 그리고 학교 종사자 들이 매년 워

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사자간 친밀감을 다짐으로써 기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하고 대상 아동에 대한 효과성있는 서비스 논의

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 나중말고 지금 행복하고 싶어요. 

- 저, 할말 있어요. 말대꾸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 충분히 쉬고 자유롭게 노는 것 보다 뭣이 더 중헌디~ 

- 맞을 만한 짓은 없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2017년, 허름한 가건물 작은도서관이 위풍당당 노원 아동복지관으로 탄생

하다!!! 

노원 아동복지관은 단순한 이용시설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호‧돌봄‧교육‧복지 등 아동기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여러 시스템을 연계‧

조정‧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지자체형 아동통합보호전

담기관이다. 

노원 아동복지관의 주요시설로는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복지

센터 등 아동복지수행기관과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작업장학교, 실내오락실 

등 아동이용시설로 조성되어 있다.  

주대상자는 요보호 아동, 빈곤 아동, 교육복지 아동이지만, 이용시설은 어

린이‧청소년은 물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관 후 아동복지관을 찾

아오는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 아주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다. 관계 전문

가와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묻고 의논하기를 거듭했으며, 여러 

시설을 벤치마킹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2017년 4월경 노원 아동복지관 

조성을 위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 10여 차례 이상의 정기회의와 워크숍

을 진행했다. 드림스타트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교육복지센터가 각각의 

진입관문(gateway)과 상관없이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한 내부 협력방안을 구조화했다. 아이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

들기 위해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묻고 의견을 반영했

다. 1층에 위치한 향기나무도서관의 경우, 운영주체를 당초부터 주민 자율로 

계획했기 때문에 동네주민과 도서관, 카페에 자원봉사 등 경험이 있는 분들

과 처음부터 함께했다. 잘 만들었다고 입소문 난 도서관과 북카페를 찾아가

서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고 청소년 도서관으로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수차례 이어졌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들이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

들기 위해업자를 무척이나 귀찮게 했다. 2층에 있는 110㎡ 규모의 네 멋대

로 오락실은 아이들에게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장 인

기 좋은 놀거리를 담아낸 것이다. 오락실에는 코인노래방, 전자다트게임, 실

내농구, 보드게임, vr게임, 미니오락기, dvd룸과 밴드 공연이 가능한 무대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로 꾸몄다. 토요일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



－ 52 － 

도로 인기 만점인 곳이 되었다. 그리고 아동복지관 2층에는 특이한 공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바리스타와 베이커리 기술교육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

록 만든 창창한 작업장학교다. 이 곳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인문

계 고등학생들, 학교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곳으로 자신의 나아갈 길(진로)

과 삶의 경로에 막막한 청소년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함께 모여 배우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곳이다. 이렇듯 노원 아동복지관은 이용자의 편

리성과 필요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아동의 의견 

직접 듣고 반영하여 지금과 같은 섬세한 공간 구성과 운영구조를 완성한 것

이다.  

 

□ 2018년, 아동청소년 축제 : 용감한 축제 

완벽하게 민관학이 협력하는 지역아동청소년축제 용감한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지금은 공원의 장소사용이 활성화되어 많은 지역축제들이 이루어

지지만 2007년~2008년 경에는 공원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는 대단위의 박

람회 등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그 때 민에서 어려워 하던 공문발송과 공원 

대관, 전기사용, 책상 및 의자 등에 대여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인 협

력을 해주었고, 작년에는 혁신사업의 예산을, 올해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예

산을 확보하여 진정 아이들이 원하는 무대를 세워 명실공히 지역의 아동청

소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아이들의 돌봄은 민관 거버넌스로 나란히~ 

아이들의 돌봄 활동을 해온 민간 활동가들과 꾸준히 공공에서 관심과 행

정의 끈을 놓지 않고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함께’ ‘나란히’가고 있다. 서

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뒤처지면 기다려주고, 숨이 가쁘면 잠시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발을 맞추고 있다. 더디가지만 ‘함께’가는 즐거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성과로 나누는 민.관 거버넌스의 길을 ‘나란히’가보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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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  정  한（金 廷 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 팀장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무원 임용(1999. 4. 8) 

－ 현)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장  
 
포상기록 

－ 2006. 12. 29 마들청록상(노원구청장) 

－ 2007. 09. 07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보건복지부장관) 

－ 2013. 06. 30 정부모범공무원상(국무총리) 

－ 2013. 11. 21 아동복지분야 복지행정 대상(보건복지부장관) 

－ 2018. 07. 01 대통령 표창(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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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セッションⅡ 

 

地域共生社会の新たなステージへ 

 
 
 

 

 

勝部 麗子（かつべ れいこ） 
 
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 
福祉推進室長  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 
 
 
はじめに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への期待 

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では、平成16年度より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配

置されたことで、ゴミ屋敷、引きこもり、孤独死、虐待等様々な制度の狭間の「声な

き声」の課題を住民とともに協働し解決し、新たな社会資源を開発することで多くの

課題を解決できる地域づくりが始まりました。これらの動きは、社会保障審議会を経

て、平成28年度より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の自立相談支援による「断らない福祉」へ

と全国に広がりました。「断らない福祉」はそれまでの「福祉サービスにあてはめる

福祉」では対応できないことから、「本人を支える社会資源を開発し、居場所と役割

を見出し、本人の社会関係を再構築していく」というまさに地域づくりはソーシャル

ワーカーに求められる新たなミッションです。 

 

また、制度がほとんどなかった時代には、福祉の専門職は、社会福祉士の国家資格

さえなかったが、当事者組織化やボランティアグループの育成、インフォーマルなサ

ポートづくりなど本人を支えるための様々な工夫を行ってきました。制度やサービス

が整い始めると、いつの間にか制度につなぐことが中心となり、サービスだけで支え

て、結果として地域からの孤立がすすみ、社会的孤立が広がったとも言えます。日本

は、先進国の中で最も社会的孤立が進んでいるといわれます。「地域に広がる孤立」

をどうつなぎなおすか。社会的孤立への対応はまさに、ソーシャルワーカーに求めら

れる２つ目のミッションです。 

 

 そこで、実践者としてコミュニティに強い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の私が大切

にしている視点を六つお伝えします。 

 

1)地域コミュニティとは何か…「地域共生社会の新たなステージへ」 

地域づくりというと「昔ながらの自治会・町内会に戻していこう」という単純なも

のではありません。かつてのコミュニティには様々な差別や偏見があり、障碍者やマ

イノリティの課題は大間の場合置き去りにされてきました。私たちは本人にとっての

コミュニティを単にご近所福祉として理解するのではなく、多様な当事者組織を形成

し、地域を離れた匿名性の高いコミュニティづくりなど積極的に進めていかなくては

なりません。これからの目指す地域は「地域共生社会」。①一人も取りこぼさ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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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すべての人に居場所と役割を ③支えられていた人が支え手に変わる ④排除から

包摂へという人権尊重の地域づくりのステージへと進めていきます。この時代背景を

しっかり理解していくことが大切です。 

 

2)地域の二面性  …知ることによって優しがが生まれる   

地域には二面性があります。包摂する優しい側面と排除する側面。本人の本当の気

持ちや事情を知らない中で地域がやさしく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他人事を自分事に

変えていくためにはまず、「どんな状況にあっても決して見捨てない」という姿勢を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地域の人たちに見せることが重要です。「一番厳しい人を見捨

てる社会はみんなが見捨てられていく社会になる。」私たちが見捨てないという姿を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堅持することで、それを見て、地域の人たちも「自分がもし、

困ったことになってもソーシャルワーカーは見捨てない」という思いを抱いてくれる

ようになり、地域全体がやさしくなっていくのです。地域から「困った人」と見られ

ている人は間違いなく「困った問題を抱えている人」です。個の困った問題を本人に

寄り添い、把握してその課題を地域の人たちが分かれば排除ではなく、他人事ではな

く自分事として包摂してくれるはずです。 

 そのエリアに地域自治組織がなくても民生委員やキーパーソンとなる人たちに呼

び掛け、本人の抱えている課題などを学ぶ機会を作っていくことはどうでしょうか。

知ることによって優しさは生まれます。 

 

3)ストレングス視点   …すべての人に居場所と役割 

これまでの支援は本人を支えるという支援の視点でしたが、少し発想を変えてその

人が地域で活躍できる社会参加の視点を組み込んではどうでしょう。「支えられてい

た人を支え手」に変えていくことで本人の自信につながり、居場所や役割が生まれま

す。地域の関係性は支えられる人としてだけで生み出すより、本人のできることを地

域に生かしていくという発想で生まれるものです。引きこもりの若者が、高齢者の電

球交換ができたり、電動車いすを利用している障碍者が地域行事のポスターを車いす

に貼って啓発してくれたり…地域とのつながりづくりはそんなことから始まっていき

ます。 

 

4)つながらないとつなげない …支援拒否は支援者が拒否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 

この間、福祉サービスは措置から契約へとなり、契約を拒否することは制度の狭間

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契約を拒否していてもサポートが必要な場合は多く、どうし

てつながっていくかが問われます。本人に困り感がない場合は本人にアプローチして

もなかなか前に進みません。そこで、支援者は本人が拒否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き

らめてよ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支援拒否は本当に支援自体を拒否しているのか。支

援している私たち専門家の態度を拒否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支援しようとしている

プログラム内容を拒否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あきらめかけている人を待の前にして

私たちが先にあきらめてはいけないのです。 

 

5)地域の中につながりを増やす …専門職はずっとそばにはいられない 

専門職は、本人との信頼関係を結ぶことは重要ですが、私たち専門職はいずれ本人

からは離れていく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想定した動きが大切です。常時支えてくれ

たり、見守ってくれたり、本人の変化を築くためにはサービスもそうですが、身近に

本人のことを気遣う人たちを作っていくことが大切です。私たちは、サービスの提供

もさることながら、支える人間関係の構築を常に視野に入れた支援が大切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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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一歩踏み出す勇気と覚悟  …声なき声が社会を変える 

「そんなことまでやったらきりがない」「そこまでやる必要はない」私たちがかか

わる仕事ではない」と誰かがやってくれるだろうといって声なき声を前にして、ない

ものにしていないだろうか。私たちの出会う相談者は、そもそも制度のストライク

ゾーンの人たちだけではない。むしろ制度で対応できないことこそが、今の社会では

解決できない課題であり、新たな制度や支える仕組みを考える芽になる。制度の狭間

（声なき声）こそが社会を変えていくテーマをわれわれに突きつけるのです。これら

の課題を一人でなく、支えるチーム作りを行い解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自らが

非指揮できずして地域の組織化はあり得ません。そのためには当事者を核として他

チーム作りを目指しましょう。当事者は私たちがこれらの問題からひるまず進む勇気

と覚悟を後押ししてくれるはずです。 

 

最後に 

私たちは、人の人生に向き合う専門職です。それも苦しい場面で出会う専門職で

す。私たち一人一人がこれらの課題と真摯に向き合うことが社会を変えていく原動力

になります。コミュニティに強い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は当事者を真摯に受け止め、

ひとりぽっちにさせない地域づくりを行う最も大切な専門職だと思っています。その

ために支援者を一人ぽっちにしない体制づくりが求めら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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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勝部 麗子 （かつべ れいこ） 

 
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 

福祉推進室長  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 

  

 

入職以来、地域組織化活動や地域福祉計画、活動計画に携わる。 

平成16年度から大阪府の地域福祉支援計画の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配置

事業の一期生となり様々な制度の狭間を解決する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る。 

厚生労働省社会保障審議会の「生活困窮者の生活支援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会」

に委員として参加。 

2014年4月から放映のNHKドラマ10「サイレントプア」のモデルとなり同ドラマの監

修を務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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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지역공생사회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카츠베 레이코（勝部 麗子） 
 
일본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추진실장 지역사회복지사 
 
 
처음에  소셜워커에 대한 기대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커뮤니티소셜워커가 배

치됨으로써,쓰레기더미 집,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학대등 여러

가지 제도 사이의 "소리 없는 목소리"의 과제를 주민과 함께 협동해 해결하

여, 새로운 사회자원을 개발함으로 많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가 시작되었습니다.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쳐, 2016년도부터 

생활궁핍자자립지원법의 자립상담지원에 의한 "거절하지 않는 복지"로 전국

에 퍼졌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복지"는 지금까지의 "복지서비스에 맞춘 복지

"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본인을 지탱하는 사회자원을 개발해,거처와 역할

을 찾아내, 본인의 사회관계를 재구축해 나간다"라는 바로 지역만들기는 소

셜워커에 요구되는 미션입니다. 

 

또, 제도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는, 복지의 전문직은, 사회복지사의 국가자

격조차 없었지만, 당사자조직화나 자원봉사그룹의 육성, 인포멀한 서포트만

들기등 본인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가지 궁리를 실시해 왔습니다. 제도나 서

비스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제도에 연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서

비스만으로 지탱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으로부터의 고립이 심해지고, 사회적 

고립이 퍼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중에서 가장 사회적 고

립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역에 퍼지는 고립"을 어떻게 다시 연결하는가. 사

회적 고립에의 대응은 바로, 소셜워커에게 요구되는 두번째의 미션입니다. 

 

거기서, 실천자로서 커뮤니티에 강한 소셜워커로서의 내가 소중히 하고 있

는 시점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역커뮤니티란 무엇인가..."지역공생사회의 새로운 스테이지에" 

지역만들기라고 하면 "예전의 자치회·반상회에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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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커뮤니티에는 여러가지 차별이나 편견이 있어, 장

애자나 마이너리티의 과제는 대개의 경우 간과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본인에

게 있어서의 커뮤니티를 단지 이웃 복지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 조직을 형성해, 지역을 벗어난 익명성이 높은 커뮤니티만들기등 적극

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역은 "지역공생사회". 

①한명도 놓치지 않는 ②모든 사람에게 거처와 역할을 ③도움을 받던 사람

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다. ④배제로부터 포섭에라는 인권존중의 지역 

만들기의 스테이지로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 시대배경을 확실히 이해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역의 이면성 ...아는 것으로써 자상함이 생긴다 

지역에는 이면성이 있습니다. 포섭하는 자상한 측면과 배제하는 측면. 본

인의 마음이나 사정을 모르면 지역이 자상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남의 일을 

자기것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소셜워커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저버리는 사회는 모두를 저버리는 

사회가 된다."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소셜워커가 견지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지역의 사람들도 "자신이 만약, 어려움에 처해도 소셜워커는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지역 전체가 자상하게 되어 

갑니다. 지역에서 '곤란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개의 곤란한 문제를 본인에게 다가가서, 파악해 그 

과제를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배제가 아닌, 남의 일이 아나라 자기 일으

로서 포섭해 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지역자치조직이 없어도 민생위원이나 중요인물이 되는 사람들

에게 호소해 본인이 안고 있는 과제등을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아는 것으로써 자상함은 생겨납니다.  

 

3) 스트렝스(강점) 시점 ... 모든 사람에게 거처와 역할 

지금까지의 지원은 본인을 지탱한다고 하는 지원의 시점이었지만, 조금 발

상을 바꾸어 그 사람이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참가의 시점을 짜넣으

면 어떨까.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

으로 본인의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거처나 역할이 생겨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만 만들어 가기 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에 살려 나간

다고 하는 발상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외톨이 젊은이가 고령자의 전구교환

이 되거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행사의 포스터를 휠

체어에 붙여 계발해 주기도 하고....지역과의 연결 만들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갑니다. 

 

4)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하지 않는다  

... 지원거부는 지원자가 거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복지서비스는 조치에서 계약으로 바뀌었고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제도의 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약을 거부해도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는 많

아,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가 추궁 당합니다. 본인에게 곤란감이 없는 경우



－ 60 － 

는 본인에게 어프로치 해도 좀처럼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본

인이 거부한다는 것으로 포기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원거부는 정말로 지

원 자체를 거부하는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의 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원하려는 프로그램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포기하려

고 하는 사람을 눈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5) 지역속에서 연결을 늘린다... 전문직은 계속 곁에 있을 수 없다 

전문직은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전문직은 언젠

가 본인에게서는 떠나갈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

합니다. 상시적으로 지탱해주거나, 지켜봐 주고, 본인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서는 서비스도 그렇지만, 가까이서 본인을 배려해주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도와줄 수 있는 인

간관계의 구축을 항상 시야에 넣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한발 내딛는 용기와 각오 ...소리 없는 목소리가 사회를 바꾸다 

"그런 일까지 한다면 끝이 없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소리 없는 목소리를 앞에 두고, 없

는 일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만나는 상담자는 비단 제도의 스트라이

크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다. 오히려 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새로운 제도나 지탱하는 구조를 생각

하는 싹이 된다. 제도의 틈새(소리없는 목소리)야말로 사회를 바꾸어 가는 

테마를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혼자서 아니라 지탱하는 

팀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조직하지 못하고서는 지

역조직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핵으로써 다른 팀만들

기를 목표로 합시다. 당사자는 우리가 이 문제들에서 한없이 나아갈 용기와 

각오를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의 인생에 마주보는 전문직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

나는 전문직입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이러한 과제와 진지하게 마주보는 

것이 사회를 바꾸어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커뮤니티에 강한 소셜워커란 당

사자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 외톨이로 되지 않는 지역만들기를 실시하는 가

장 중요한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것을 위해서 지원자를 외톨이로 만

들지 않는 체제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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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카츠베 레이코 (勝部 麗子) 

 
일본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추진실장 지역사회복지사 
 
 

입직한 이래, 지역조직화 활동이나 지역복지계획, 활동계획에 종사한다. 

2004년도부터 오사카부의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커뮤니티소셜워커 배치사업의 

일기생이 되어 여러가지 제도의 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일본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의 "생활궁핍자의 생활지원의 자세에 관한 

특별부회"에 위원으로서 참가. 

2014년 4월부터 방영되는 NHK 드라마10 '사일런트 푸어'의 모델로 이 드

라마의 감수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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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セッションⅡ 

 

地域と共にする本五総合社会福祉館物語 

 
 
 

 

 

文 美 井 (ムン ミジョン) 
 
韓国 本五総合社会福祉館 
ケース管理センター部長 
 
 

本五総合社会福祉館は、京畿道安山市に2002年設立され、開かれた家族、暮らした

い町、隣人と共にする幸福共同体というビジョンのもと、地域社会の人々がともに暮

らす町を作っていく地域社会福祉館である。本五総合社会福祉館は、我々の周辺にあ

る様々な家族の形態(貧困、独居、障害者、離婚家庭、祖孫世代、多文化家庭)を開か

れた姿勢で、ありのまま認め、私たちがどのような形であれ、共に暮らし、互いに助

け合う町を作って行こうと努力している。 

 

1.開かれた家族：多様な人たちと共生を図る 
 

本五福祉館がある京畿道安山市は多様な人々が集まっている所である。外国人住民

人口の割合が全国2位と高く、障害者家族も多く住んでいる。他地域に比べ、児童の人

口比率が高く、老人の人口比率は低いほうだ。これは多様な階層や年齢の人々が混

じって暮ら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その中で、このような住民と共に暮らすための

努力を示す事業を紹介する。 

 

安山には、祖父母または親の移住で、自国で成長した後、韓国に来た児童や青少年

が多い。普通、ロシア移住経験のある祖父母を持つ子どもたちは、ロシアやウズベキ

スタンで成長し、ロシア語を使う場合が多く、その他、中国やパキスタンなど様々な

国々で、それぞれの国に住んで、韓国に入ってくる子どもがいる。私たちはこれらの

子供たちを「中途入国児童､青少年」と呼ぶ。この子どもたちと私たちが関係を持った

のは、地域社会住民の「苦情」のためだった。要は「地域に学校を通わず、徘徊し、

タバコを吸ったり、群れを成してやかましい子どもたちがいる。この子たちが群がっ

たりするのは、見た目にもよくないし、怖い」というものだった。 

私たちが会った子どもたちは、ロシアでは全校で1位を続けた秀才だったが、韓国の

国境を越えた瞬間、劣等児として扱われるという挫折を経験した。友だちと一緒にい

たいが、行くところがない。韓国語を学びたいけれどどこに行けば良いのか分からな

いという平凡な子どもたちだった。 

子供たちとどう会うべきか、実践戦略を練った。それは次の通り。第一に､できるだ

け多く共にし、仲間外れしない。第二に、環境で学ばせる。第三に、韓国国民に変身



－ 63 － 

させるのではなく、韓国社会、韓国文化と通じるようにする。第四に、相互文化教育

を含む。第五に、一方的な韓国文化中心の境界を越える。 

 

このように会った子ども達に韓国語教育も

進めたが、お互いの文化を学べるよう相互文

化教育も一緒に行った。多様な文化体験活動

や、面白い活動も多く進めた。 

そこで、私たちは、子どもたちが、自国語

がうまくなりたがっていることを知り、同時

に韓国語も上手になって、韓国で就職したい

と思っていることも分かった。韓国語を成人

移住者よりも早く、正確に学び、マナーが良

く、親を助け、親たちも子供の教育に積極的だということが発見できた。こんなこと

を発見するたびに誉め、もっと多く見つけるために努力した。そうすると、子どもた

ちは福祉館に来てより多くの話をし始めた。 

いろいろな失敗の経験もあった。子どもたちに早く韓国語を勉強させるため、自国

語を使わせないようにしたり、無理に韓国の友達を作らせたりするなどの社会福祉士

の意志と欲求を貫徹するための努力はほとんど失敗に終わった。しかし、子どもが望

むことを聞き、それを叶えられるよう手助けしようとしたところ、子どもたちは却っ

て適応し、仲良く暮らす姿を見せた。 

このような過程を通して共生というものは、どちらかの一方が、他方に一方的に合

わせて生きていくのではなく、あるがままの姿で、お互いの多様性を認めながら、共

に交わって暮らして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考えに整理できるようになった。 

 

２.暮らしたい町：地域住民たちの主体性を活かす 
 

私たちは、町の事業をしながら、人々が自ら町の

ために何か良い事をしようとする時、その町でずっ

と暮したいと思っているのが分かった。安山から本

五福祉館が管轄する地域の 1 つが、地形的な特性に

より孤立し、繁華街まで出にくい所がある。そこは

福祉館から車で 20 分ほど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所で、

歩いて行き来するのが難しく、初めて福祉館ができ

たときには本格的な事業が進めにくかった。初めて、

その地域に行って仕事をする時、地域住民が最も必

要性を訴えていた文化事業を進めた。条件が準備さ

れ、3 人の職員が地域に入って仕事ができるように

なった。 地域に入って私たちが最初にしたことは

人々の意見を聞くことだった. 

 

 「この地域で、何が良くなれば、暮らし良いでしょうか?」 

「地域の人々が通じ合って暮らせばいいね」「子どもが故郷と思える地域となればい

いですね」「隣人同士、助け合う地域ならいいでしょうね」 

「それじゃ、何をすればいいでしょうか？」「まず、子供たちのための祭りを私たち

大人が作ってあげたらいいでしょう。地域には子どもの日に行く所が無くて。皆、外

に出かけるんですよ。地域の子供と一緒に遊べる子どもの日を作ってあげたらいい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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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たちの始まりは地域住民の些細な願いに耳を傾けることだった。そして、自分たち

で考え、自分たちの物語を作り出せるように質問した。地域の住民は地域で暮らして

いく主人公と思っていたので、問題視しないことを敢えて改めようとはしなかった。 

 地域の住民が会議を組織しようとする時に場所と時間を提供し、決定した事案が現

実のものとなるようにする最小限のサポートをした。そして、私たちは起きている変

化について教え始めた。「皆さんの組織に、人々がしきり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

んですね」「祭を助けてくれる商店を探したんですって? どうしてそうしましたか。 

すごいですね～」 

そんなふうにして住民組織「パンウォルサラン(半月愛)」が生まれた。パンウォル

サランの会員は、会が初めて結成された年に、大人が準備した子どもの日の祭を成功

的に開催し、これまで約 7 年間余りに、青少年音楽祭を開き、青少年サークルを作っ

て多文化家庭のための祭りを開き、地域住民たちと共に疎外された隣人を訪ねるなど、

大小の多様な活動を進めてきている。 

福祉館の社会福祉士が主導して、事業を進めるのではなく、地域の住民たちが自ら

参加して、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方式で、私たちはより多くの住民と地域の機関と連

帯し、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図れるようになった。パンウォルサランの会員たちが、

純粋な目的をもって主体的に活動したのが、地域活動をするうえで大きな自負心と

なったという。そして、住民たちは今や、この地域を隣人との絆のある地域、いっ

しょにいる人々のため暮らしたい所、離れたくない地域だと話す。 

 

３.隣人と共にする幸福共同体：官民協力による地域システム作り 
 

本五福祉館事業の中で、官民協力をよく示す代表的な例として事例管理事業を挙げ

ることが出来る。 

 

■ネットワークを通した事例管理事業 

事例管理事業は、地域の貧困、危機、慢性疾患、家族関係など、解決しなければな

らない複合的な困難がある人々のニーズを把握し、個人または各家庭に合わせたオー

ダーメード型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を主に進める。事例管理事業は、一人の生活と

つながった仕事を主に進める。 韓国社会で 2000 年代初め，経済的危機による社会的

状況により、「新貧困」問題が浮上し、以降、事例管理事業が活性化された。しかし、

事例管理を始めた各団体は、ある一つの機関だけでは、人々が持っている多様なニー

ズの解決が難しいことに気づき、住民を手助けするには、互いにネットワークし、連

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実感し始めた。 

 

私たちは、地域社会と連携する方法を見いだし、公共と民間を統合するネットワー

クセンターを設けることを提案した。我々のこのような提案は、安山市と地域社会内

の多くの機関の共感を得て、社会福祉共同募金会から基金の支援を受けて「安山統合

サービスネットワークセンター」を設置することとなった。安山統合サービスネット

ワークセンターは、個別に行われた事例管理を地域的に共に支援するシステムを作っ

た。事例管理者に対する共通教育過程を設け、地域の社会福祉士たちが共通の専門的

教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何より、地域内で社会福祉士らが集まって統合事例会議

システムを作ったが、これは各機関で解決が難しい問題を抱える住民の問題を解決す

るのに効果的だった。 

 

■地域社会の事例管理の連結通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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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ネットワークの連結は、地域

住民の困難を解決するのに、より効果的に

対処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この過程で、

本福祉館は、地域社会の様々な機関をコ

ミュニケーションさせる連結通路の機能を

自然に遂行している。例えば、地域内の学

校で、家族間の困難がある学生がいる場合、

学校の社会福祉士から福祉館へ連絡が来て、

私たちは児童の家庭に行って仕事をする。

先ずは家族のニーズを正しく把握すること

で、それに基づいて発見される解決すべき事項は、当事者や官公署、学校、地域の住

民たちと一緒に相談して解決していくことになる。 福祉館が直接介入しなくても、こ

のような仕事の中心で､諸機関が互いに意見を調整し、協力できるようにする役割を本

五福祉館が担うことになる。ネットワークの精神を維持していくため、持続的に地域

での事例会議を開催し、相談をサポートし、多様な解決策を共に模索することを心が

けている。 

 

■新たな地域社会の危機への対処  

地域機関が互いに助け合い、協力的に働こうとする姿は、地域内の新しい危機に直

面した時、共に克服し対処することに役立った。2014 年 4 月 16 日、セウォル号が沈

没する事故が起きた。行方不明者や犠牲者が 304 人で、現在までも 5 人の未収容者を

残した大惨事だった。セウォル号に搭乗した犠牲者の大部分が、安山にある檀園(タン

ウォン)高校の学生だったため、この知らせを聞いた安山の市民と社会福祉士は皆悲痛

に暮れた。 

 安山の社会福祉士は、これまで多様な形で結ばれてきたネットワークのおかげで、

互いのつながりがうまくいっていた。地域でこのような危機が迫ってきた時、一緒に

集まって遺族を支援しようという意見に皆一走りで駆けつけてきた。「私たち、何か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という一言で、地域内の 10 の福祉機関から 38 人の社

会福祉士が集まった。私たちは、遺族を一人一人家庭訪問し、その後は家族の全体的

な救助と共に仕事しようとした。遺族たちに会って、私たちは地域で社会福祉士とし

て、どのような観点でどのような役割をしていくべきかを整理していった。 

 遺族を問題的な存在ではなく、回復できる人として見つめること。医学的な観点で

はなく、統合的な観点で見ること。地域社会の回復を助けること。解決する人ではな

く、そばに寄りそう人になること。  

このような合意は、私たちが持続的に一緒に会って話し合い、協力してきた経験が

あったから可能なことだった。事故初期の活動を通じて、私たちはより持続的で地域

社会と共に働いていく組織が必要だという結論に至り、「私たち一緒に」という団体

を作った。「私たち一緒に」は、約 4 年間、セウォル号事故の遺族たちと地域社会の

ために働いてきた。「私たち一緒に」は、安山

のいろいろな機関がコンソーシアムとして運営

したが、本五福祉館は代表機関として、「私た

ち一緒に」の中心的な役割を果たそうとした。 

我々は、遺族とともに街頭に出て、事件に対

する真実を要求し、犠牲者の兄弟姉妹が自分た

ちの声を出せるよう支援し、両親の情緒的苦痛

を解き放せるプログラムを作り、持続的な遺族

会に参加し、日常を送った。また、地域社会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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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共同体性の回復のためキャンペーンを進め、地域住民と遺族が一緒に会って話し合

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つなぎ、被害家族が地域社会のために寄与できる機会を作って

いった。被害家族のため一方的に支援を受けるのではなく、子供達の犠牲でより安全

な社会を築いていくという偉大な親たちの心を地域社会とともに分かち合おうとした。 

 

相変わらず、地域とともに 

本五総合社会福祉館は、地域社会福祉館である。地域社会の福祉のため、地域の特

性を反映し、地域住民の望むものを住民たちの思う通りにしようと努力している。 

我々は基本的に地域社会を構成している人々の力を信じる。そのために人々を変え

ようとしたり、直そうとしたりしない。今よりももっと良くなればという人々の夢を

見つけようと努力し、それをどう成し遂げていくのかを悩む。これが私たちの共に生

きていく「共生」ではないか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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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세션Ⅱ 

 

지역과 함께 하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  

 
 

 

 

 

문 미 정 (文 美 井)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케이스관리센터 

부장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안산시에 2002년 설립되어 열린 가족, 머물

고 싶은 마을,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공동체라는 비전아래 지역사회의 사람

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복지관이다. 본오종합사

회복지관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빈곤, 독거, 장애인, 이혼

가정, 조손세대, 다문화가정)를 열린 자세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던지 함께 머물며, 서로 도와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자 하는 노력 하고 있다. 

 

１.열린가족：다양한 사람들과 공생을 도모함 
 

본오복지관이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인구 비율이 2위로 높은 곳이고,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아동의 인구비율이 높고 노인의 인구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연령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이러한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업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안산에는 조부모 또는 부모의 이주로 자국에서 성장하다 한국에 들어오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보통 러시아 이주경험이 있는 조부모를 가진 아

이들이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성장하여 러시아어를 사용하다 오는 경

우가 많고, 그 외의 중국이나 파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각자의 나라에 

살다 한국의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중도입국 아동,청

소년’이라 부른다. 이 아이들과 우리가 인연을 맺은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

의 ‘민원’때문이었다. 요지는 “지역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배회하고, 담배

를 피거나, 시끄럽게 몰려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몰려다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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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안 좋고, 무섭다.” 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본 아이들은 러시아에서는 전교에서 1등을 놓치

지 않은 수재였지만 한국의 국경을 넘는 순간 열등아로 취급받는 좌절을 경

험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

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의 전략을 짰는데, 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많이 같이하고, 가능한 덜 분리한다. 둘째, 환경

으로 배우게 한다. 셋째, 한국 국민으로 변신시키기가 아니라 한국사회, 한국 

문화와 소통하도록 한다. 넷째, 상호문화 교육을 포함한다. 다섯째, 일방적인 

한국 문화중심의 경계를 뛰어 넘는다. 

 

이렇게 만난 아이들과 한국어 교육도 

진행하였지만,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

도록 하는 상호 문화 교육도 함께 진행

하였다.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나, 재미

있는 활동들도 많이 진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국어를 

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취업

도 하고 싶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국어를 성인 이주자 보다 훨씬 빠르고 

정학하게 배우고, 매너가 좋고, 부모님들을 잘 돕고, 부모님들도 자녀의 교육

에 적극적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발견할 때마

다 칭찬하고, 또 이런 점을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복지관에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

러 가지 실패의 경험도 있었다. 아이들이 빠르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기 위해

서 자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억지로 한국 친구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거나 하는 등의 사회복지사의 의지와 욕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들은 대

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묻고 그것을 이루도록 

돕고자 하였더니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잘 적응하고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생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

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래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

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２.머물고 싶은 마을：지역 주민들의 주체성을 살림 
 

우리는 마을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

을 도모할 때 그 마을에서 더 머물러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안산에서 본오복지관이 관할하는 지역 중 한 곳이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

해 고립되고 번화가 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은 복지관에

서 차로 20분 정도 가야 하는 지역이었고, 걸어서 왕래하기가 어려운 지역

이어서 복지관이 처음 생겼을 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 70 － 

그러다 처음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던 문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다 여건

이 마련되어 3명의 직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에 들어가서 우

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일이었다.  

 

“우리 마을에 무엇이 좀 달라지면 살만하

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

어요” “내 아이가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 마

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끼리 서로 돌

봄이 있는 마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 까요?” “먼저,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을은 어린이 날 갈 곳이 없어 다 외

부로 나간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날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작은 지역주민의 소소한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질문하

였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문

제 삼지 않는 것들을 굳이 고치려 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조직

하고 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였고, 결정한 사안들이 

현실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일의 최소한의 서포트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의 조직에 자꾸 사람

들이 관심을 갖는 다네요.”, “축제를 도와주실 상점을 찾으셨다면서요? 어떻

게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주민 조직 “반월사랑”이 생겨

나게 되었다. 반월사랑 회원들은 모임이 처음 결성된 해에, 어른들이 만들어 

주는 어린이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7년여의 시간동안 청

소년 음악 축제를 열고, 청소년 동아리 만들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를 

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다니는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이 스스로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더 많은 주민

들과 지역의 기관들과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반월사랑의 회원들

은 순수한 목적을 갖고 주체적으로 활동한 것이 마을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 

큰 자부심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이 마을을 이웃 간의 정

이 있는 마을, 함께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이라고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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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공동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시스템 만들기 
 

본오복지관 사업 중 민관 협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사례관리 사

업을 들 수 있겠다.  

 

■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사업은 지역의 빈곤, 위기, 만성질환, 가족관계 등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 또는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주로 진행하는 일이다. 사례관리 사업은 한 

사람의 생활과 연결된 일을 주로 진행한다.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초 경제

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상황에 의해 ‘신빈곤’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후로 

사례관리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사례관리를 시작한 각 단체들은 어

느 한 기관만으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민들을 잘 돕기 위해서는 서로 네트워크하고 연대해야 함

을 절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연대할 방법을 찾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네트워

크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은 안산시와 지역사회내

의 많은 기관들의 공감을 얻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기금을 지원받

아 ‘안산 통합서비스네트워크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안산통합서비스네트워

크센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례관리를 지역적으로 함께 지원하는 시

스템을 만들었다.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공통 교육 과정을 만들어 지역의 사

회복지사들이 공통의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 통합사례회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는 각 기관

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은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연결통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좀 더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오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을 소통하게 하는 연결통로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학교에서 가족간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

교 사회복지사로부터 복지관으로 연락이 오고, 우리는 아동의 가정을 만나 

일을 하게 된다. 가장 먼저는 가족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를 

바탕으로 발견되는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당사자와 관공서, 학교, 지역의 주

민들과 함께 상의하여 풀어나가게 된다. 복지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

라도 이런 일의 중심에서 여러 기관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도록 하

는 역할을 본오복지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정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고 애쓰고 있다.  

 

■ 새로운 지역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처  

지역기관들이 서로 돕고 협력적으로 일하려는 모습들은 지역 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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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극복하고 대처 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실종 및 희생자가 304명이었

으며, 현재까지도 5명의 미수습자를 남긴 대 참사였다. 세월호에 탑승한 희

생자들의 대부분이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단원고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안산의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비통에 빠졌다.  

안산의 사회복지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맺어왔던 네트워크 덕분에 

서로 연계가 잘 되어 있었다. 지역에서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함께 모

여 유가족들을 지원하자는 의견에 모두 한달음에 달려왔다. “우리, 무언가 해

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한마디에 지역 내 10개의 복지기관에서 38명의 사

회복지사들이 모였다. 우리는 유가족들을 일일이 가정방문하였고, 이후에는 

가족들의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일하려고 하였다.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

는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를 정리해 나갔다.  

유가족들을 문제적인 존재가 아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 

의학적 관점이 아닌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것, 지역사회의 회복을 도울 것,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이 될 것.  

이런 합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만나고, 의논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고 초기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지속적이

고 지역사회와 함께 일 해나가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리

함께’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우리함께는 4년여 동안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

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 해왔다. 우리함께는 안산의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으

로 운영하였는데, 본오복지관은 대표기관으로서 우리함께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갔고, 사건에 대한 진실

을 요구하였고,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

원하고, 부모님들의 정서적 괴로움을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유가족 모임에 참여하여 일상을 나누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유가족

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연결 하고, 피해가족들이 지역사회

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갔다. 피해가족이기 때문에 일방적

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희생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위대한 부모들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였

다.  

 

여전히, 지역과 함께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이다.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주민들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

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꾸려 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하지 

않는다. 지금 보다 더 나아졌으면 하는 사람들의 꿈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것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 갈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것이 우리의 더불어 함

께 살아가는 ‘공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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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里 毎治 (まきさと つねじ) 
 

関西学院大学 名誉教授 

日本地域福祉学会 元会長 

 

 
専門は、地域福祉論、コミュニティワーク、 

福祉計画論、社会起業、NPO ほか。 

 

関東学院大学客員教授も兼務。 

平成 20年(2008)関西学院大学人間福祉学部社会起業学科を設立。 

平成 24～26年 人間福祉学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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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体の地域福祉戦略』学陽書房（2007）、 

『福祉系ＮＰＯのすすめ』ミネルヴァ書房（2011）、 

『社会起業入門』ミネルヴァ書房（2012）、 

『地域再生と地域福祉』相川書房（2017）、 

『コミュニティをエンパワメントするには何が必要か』監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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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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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실천과 과제 

 

 

 

 

 

 

 

 

2018年 11月 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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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ＹＰＣビ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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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palace A2307 

ＴＥＬ：02-704-4011   ＦＡＸ：02-704-4015 
 

 
 

発行者：尹    基（윤 기 Tauchi Motoi） 

監 修：田内 緑（타우치 미도리） 

編  集：朴 榮太(박 영태) 

翻 訳：金 滋栄(김 자영)  朴 榮太(박 영태) 



－ 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