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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民と行政の協働による地域
づくりと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
ワーク
－住民の円パワーメント
支援のあり方－

プロフィール
宮城

孝（みやしろ・たかし）

法政大学 現代福祉学部 教授
博士（社会福祉学）
・静岡県出身
・東京都中野区社会福祉協議会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主任、日本社会事業大学、
神戸山手女子短期大学、東海大学を経て現職。

＜専門領域＞
ボランティア・ＮＰＯ活動、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や地域福祉計画な
どの地域福祉論

＜社会的活動＞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事務局長、日本地域福祉学会前理事（事務
局長）、東京都狛江市市民福祉推進委員会委員長、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本地域
福祉研究所副理事長、東京都団塊世代・シニアによる地域活性化委員会委員長
社会福祉協議会

などを歴任。

富士宮市

東京大学まちづくり大学院・医学部、日本社会事業大学専門職大学院、首都大
学東京、ＮＨＫ社会福祉セミナー講師等。

＜主な著書＞
編著

『社会福祉の基礎構造改革と地域福祉の実践』万葉舎,1998 年
『コミュニティとソーシャルワーク』有斐閣,2001 年
『地域福祉と民間非営利セクター』中央法規，2007 年

単著

『イギリスの社会福祉とボランタリーセクター－福祉多元化における位
置と役割』中央法規,2000 年など

주민의 Empowerment 지원의 자세

미야시로 다카시
일본 호세이 대학 현대복지학부
교수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와 과제
♢ 초고령화 사회에의 돌입
(2008년 9월15일 고령화율 22.1%
2015년 26%를 넘어서 2025년에는 30%를 넘어섬)
♢ 앞으로의 고령화는 도시쪽이 현저
♢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개발된

단지나

밀집시가지

에서는 고령화율 40%대의 지역
♢ 少子化 ･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 노출(예 ; 도쿄都의 경우
2005년 孤獨死는 都內 1,860인. 독거고령자의 치매 등의 문제)
♢ 老老개호 = 65세 이상의 개호자가 50%를 넘어섬.

지역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관점
(코뮤니티 소셜 워크 실천의 포인트)
1) 지역의 잠재적인 복지과제를 발굴
2) 그 과제에 관해서 주민자신과 복지관계자가 협의해서 대응을 검토
3) 주민의 개별적인 니즈(Needs)를 존중하면서 지역전체의 현상을 검토
4) 새로운 서비스, 활동, 인재, 거점, 자금 등을 개발
5) 주민과 전문직 등이 협동해서 실천

보고자의 최근 필드에 있어서 CSW실천의 촉진요인, 워커의 자질
탐구 대상으로 하는 필드
♢ 시마네(島根)縣 마쓰에(松江)市 淞北台지구(2003년~현재)
♢미야자키(宮崎)縣미야코노조(都城)市西岳지구吉之元지역(2006년4월~현재)

마쓰에(松江)市 淞北台지역
♢ 인구 1,470인, 629세대 (2006년 5월 현재)
♢ 1968년부터 개발, 사카노우에(坂の上)에 있는 단층주택으로
縣營 주택과 縣경찰 주택 등이 있음.
♢ 고령화율 30.9%(200년 6월 현재), 단층주택 43.8%.
♢ 자치회내에 고령자복지 시책검토위를 2000년 7월에 설치.

淞北台 지구 ｢활기찬 라이프를 추진하는 會｣의 현재의 활동
♢ 마음의 교류관(2004년 4월 개설)에 있어서
각종교류활동(獨居고령자의 즐거운 모임, 남성요리교실,
파소콘 교실, 자녀교육살롱, 유학생가족과의 국제교류,
그밖의 취미활동등)
♢ 협동조합 병원 등과 연계한 건강교실(2개월에 1회)
♢ 복지연락회의 개최(2개월에 1회)
♢ 긴급통보시스템의 설치
♢ 고령자 실태 앙케트 조사(2006년 7월, 시마네 대학의 협력)

淞北台지구의 CSW 촉진요인과 조건
♢ 지역특성(1960년대 중반부터 커뮤니티활동에 열심이었음.
급격한 고령화에 의한 위기감)
♢ 리더층의 존재, 열성적인 자세.
♢ 액션 리서치에 관계있는 전문직에 의한 서포트 팀의 연계(社協 CW, 보
건사, 재택지원상담원)
♢ 개별사례의 방문이나 관계자의 정중한 청취, 워크샵에 의한 과제의
공통 인식화

淞北台 지구의 액션리서치의 경과와 고찰
미야시로 다카시 편저
｢지역복지와 민간비영리 섹터｣ 출판사 中央法規社
복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NPO조직화의 의의와 가능성
｢마쓰에市의 지역복지계획- 주민의 주체형성과 커뮤니티 소셜 워크의 전개｣
가운데 미야시로 교수의
｢주민주체에 의한 소지역복지활동의 이의와 가능성｣참조.

미야코노조市 西岳지구 吉之元 지역
♢ 西岳지구 기리시마(霧島)의 산록에 있는 인구과소지역
인구

2,729인,

세대

1,279세대,

고령화율(46.9%),

개호보험인정율

고령화율(47.4%)

개호보험인정율

(17.0%) (2005년 3월 현재)
♢ 吉之元지역
인구

667인,

세대

316세대,

(12.3%)
미야코노市 社協 닛세이 재단, 고령사회선구적 사업조성의 3개모델
지구의 하나

吉之元지구 共遊프로젝트의 현재의 활동
♢ 지역생활에서 서음없이 말하는 會(2개월에 1회정도, 12회 개최)
♢ 吉之元살롱(고령자나 장애자의 외출지원과 주민과의 교류)
♢ 吉之園체험 학습(초등학생의 자연체험)
♢ 산보지킴이隊, 환경패트롤隊
♢ 지역생활지원회의(알콜의존증 고령자에 대한 지원)
♢ 고향사람 만들기 세미나의 개최
♢ 公民館의 개축(예산 5백52만엔, NPO조직화의 검토)

吉之元 共遊프로젝트의 장래구상
♢ 지역생활에서 무슨말이라도 하는 會에의 西岳지구에의 확대
♢ 살롱이나 산보지킴이隊, 환경패트롤隊의 西岳지구에의

확대

♢ 내년도 프로젝트이 계속, 발전, 조직적기반을 정비,
NPO법인화의

실현

♢ 스스로의 활동과 社協 등 전문기관과의 지원현황을 정리
♢ 금년 10월하순에 ｢元氣서미트｣를 개최

필드에의 관여로부터 찾아보는 CSW실천의 촉진 요인
1) 지역의 복지 니즈(Needs)를 현실로서 공통인식해 가는 프로세스 수법(전
문직에 의한 복지 니즈의 발굴, 주민대표자 등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법=개별사례의 검토,관계자의 청취 등)
2) 다면적, 스트렝스(강점)의 관점에 의한 지역어세스먼트와 장래예측
(넓은 시야, 풍부한 감성과 어세스먼트의 수법<데이터 분석, 앙케

트 조사, 히어링, 개별사례의 검토, 주민좌담회>의 개발)
3) 지역어세스먼트, 장래예측으로부터의 관제를 중점화하고 공유화
(관계자에 의한 목표의 공유화)
4) 전문직이나 관계기관, 단체를 끌어드림
(지역내의

시설이나

전문직,

지역외의

관계기관과의

연결,

상호보

완기능의 발휘)
5) 주체적인 역량이 형성될때까지의 지역주민의 주체형성의 촉진의 수법(적
절한 리더의 발굴과 계속적인 측면지원, 정보 기술, 인적자원 등의 제공,
중개, 심리적인 서포트)
6) 주민의 주체성을 존중해서 활동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시(지역자원을 활용
한 기획, 효과의 예측, 주민의 하겠다는 참여의식 양성)

CSW실천의 저해요인(가설)
♢ 시스템, 조직의 不全性에 입각한 요인
(서비스의 시장화에 의한 기관의 개별화, 자기이익 추구주의 등)
♢ 소셜 워커 등 전문직의 센스와 자질에 기인한 요인(커뮤니케이션, 스킬,
개별과제 어세스먼트, 지역어세스먼트, 플랜닝, 네트워킹 등의 스킬등의
미습득)

앞으로의 실천상의 과제
1) 직원의 기초적인 태도, 센스의 양성
(지역의 문제, 과제를 회피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를 취함) 등
2) 지역에의 조직적인 대응
(지역의 중요과제에 관해서 공통인식의 형성)
(서로 다른 전문직에 있어서 프로젝트 팀의 체제의 정비)
3) 주민에 대해서 지역정보, 과제의 제공과 협의
(행정에

의한

정보제공,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주민자신이

아는가가 제일보)
4) 행정, 지역포괄지원센터, 이밖의 기관의 협동관계의 구축
(코티네이터의 역할이 중요)
5) 주민, 행정, 관계기관의 협동에 의한 새로운 활동과 서비스 등의
개발. (주민의 주체성의 존중과 균형을 취하는 지원)

프로필
미야시로 다카시 (宮城 孝)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현대복지학부 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학력 및 경력
일본 도쿄都 나카노區 사회복지협의회 볼런티어센터 주임, 일본사회사업대학,
고베(神戶) 야마테(山手)여자단기대학, 도카이(東海)대학을 거쳐 현직에

<전문영역>
볼런티어･ NPO활동, 커뮤니티 소셜워크와 지역복지계획 등의 지역복지론

<사회적 활동>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사무국장, 일본지역복지학회 전 이사, 도쿄都고
마에市 시민복지추진위 위원장, 특정비영리법인 일본지역복지연구소 부이사장, 도쿄
都 단카이세대･시니어에 의한 지역활성화위 위원장을 역임.
도쿄대학 지역만들기 대학원･의학부, 일본사회사업대학전문직대학원,수도대학, NHK
사회복지세미나 강사 등.

<주된 저서>
｢영국의사회복지와볼런터리 -섹터- 복지다원화에 있어서 위치와 역할｣
｢地域福祉민간 비영리섹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