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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あいさつ

伊藤 勲
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第６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
申し上げます。

過去５年間、５回にわたり開催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
ジウムを、この度、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はじめ共催の団体の諸先生方にご参画
いただくことで、内容を拡大、充実して、一週間にわたる「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
グラムとして継続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小さな点から始まった取り組み
が、線となり面と広がってまいりましたのも、関係各位の皆様方のお力添えあっての
ことと、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す。
ここに日本と韓国の地域福祉関係者が一堂に集まり、課題を深めつつ、社会福祉を
しょうへい

学ぶ大学院生を開催国に招 聘 し、学び、交流するプログラムを進めてまいります。
さらにこのプログラムを将来は東アジア全体に広げ、各国の地域の結びつきと融和を
目指すべく、それには、まず日本と韓国が連携を深めて取り組んでいこうという先生
方のメッセージをここから発信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ユニベール財団は、仏教教団宗教法人真如苑の開祖、故伊藤真乗教主の遺志により
設立されました。
当財団では仏教精神のもと、人類がかつて経験したことのない高齢社会の課題に取
り組む研究や活動に対して支援を行うプログラムを実施してまいりました。
２１世紀、急速に少子高齢化が進む中で、それぞれの地域において人々が安心して
暮らせるよう、地域住民や社会福祉関係者がお互いに協力して地域社会の課題に取り
組むことの大切さが求められております。当財団にも研究助成や市民活動助成のプロ

グラムがございますが、研究者や活動の専門家から地域福祉に関わる申請の応募が、
実に多く寄せられています。
私たちは、こうした経験、実績などを通して、高齢者自身が積極的に社会参加、世
代を越えて地域で交流、貢献していくことが、豊かな高齢社会をつくるものと信じ、
これからも活動を続けてまいる所存でございます。

この“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は、異文化の交流でもございます。相互に多様性
を認め合い融和・和合の姿勢の中から日本と韓国、さらには東アジア全体へと、２１
世紀にふさわしい、グローバルな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
には、若い人材の育成が大切であります。真心とまことのこもった一人の人の行いが
多くの方に幸せという宝をもたらし、そこから、私たちの求める世界平和が実現され
ていくものと確信いたします。

昔紫源

戚塘 戚紫神
仙舘狛昔 政艦婚仙舘
戚紫舌
薦 6 噺 “廃 析 原製税 嘘嫌”宿匂走崇拭 凧汐馬食 爽重 食君歳級拭惟 燕精 姶紫
税 源掌 球験艦陥.
走貝 5 鰍娃 陥叱託景拭 杏団 鯵置吉 “廃 析 原製税 嘘嫌”宿匂走崇聖 戚腰拭 析
沙紫噺差走嘘整尻戸聖 搾茎廃 因疑爽置 舘端税 食君歳級臆辞 凧食研 馬偲辞 鎧遂
聖 溌企馬壱 中叔備 背辞 1 爽析娃拭 杏庁 “廃 析 原製税 嘘嫌”覗稽益轡生稽 域
紗 戚嬢走惟 鞠醸柔艦陥.
拙精 繊戚 乞食辞 識戚 鞠壱 益軒壱 檎旋生稽 溌企鞠惟 吉 依精 淫域切 食君歳級
税 毘戚 杯団閃 析姥嬢遭 衣引虞壱 持唖, 原製生稽採斗 歯誌 姶紫税 源掌 球験艦
陥.
食奄拭 析沙引 廃厩税 走蝕差走淫域切亜 廃 切軒拭 乞食 引薦研 燕戚 尻姥馬檎辞
紫噺差走研 壕酔澗 企俳据持聖 鯵置厩生稽 段短背辞 壕酔壱 嘘嫌馬澗 覗稽益轡聖
遭楳馬壱 赤柔艦陥. 希錐戚 戚 覗稽益轡聖 舌掘澗 疑焼獣焼 穿端拭 溌企背 唖厩引
税 走蝕 尻企人 清鉢研 鯉妊稽 背 酔識 析沙引 廃厩戚 尻域研 燕戚 馬壱 食君識持
還級税 五獣走研 食奄拭辞採斗 左鎧壱 粛柔艦陥.
政艦婚 仙舘精 災嘘嘘舘 曽嘘狛昔 重刈殖(鰒缸蟒)税 牧靦 戚塘 重倉 (譽奐鰒祀)
嘘爽税 政走稽 竺験鞠醸柔艦陥.
沙 仙舘拭辞澗 災嘘舛重税 悦沙昔 昔嫌亜 引暗 井蝿廃 旋戚 蒸澗 壱敬紫噺税 庚
薦拭亀 企坦馬澗 尻姥蟹 醗疑拭 企背辞 走据聖 馬澗 覗稽益轡聖 叔獣馬壱 赤柔艦
陥.
21 室奄 厭紗廃 社切 壱敬鉢税 遭穿紗拭辞 唖切税 走蝕拭 赤嬢辞 紫寓級戚 照宿
馬壱 持醗背 蟹哀 呪 赤亀系 走蝕爽肯戚蟹 紫噺差走淫域切亜 辞稽 漠径背辞 走蝕

紫噺税 引薦拭 企坦背 蟹亜澗 依戚 掻推馬陥壱 持唖桔艦陥. 沙 仙舘拭亀 尻姥繕失
戚蟹 獣肯醗疑繕失税 覗稽益轡戚 赤走幻 尻姥 醗疑税 穿庚亜級稽採斗 走蝕差走拭
淫廃 重短税 誓乞亜 叔精 弦戚 級嬢神壱 赤柔艦陥.
酔軒級精 戚旭精 井蝿, 叔旋 去聖 搭背辞 壱敬切 切重戚 旋駅旋生稽 紫噺拭 凧食
馬壱 室企研 角嬢辞 走蝕拭辞 嘘嫌, 因賠背 亜澗 依戚 燃推稽錘 壱敬紫噺研 但繕
拝 呪 赤陥壱 肱嬢 戚薦採斗虞亀 醗疑聖 溌企, 域紗背 蟹亜畏柔艦陥.
戚 原製税 嘘嫌 覗稽益轡精 辞稽陥献 庚鉢人税 嘘嫌脊艦陥. 辞稽亜 陥丞失聖 昔
舛馬壱 清鉢 鉢杯税 切室稽 析沙引 廃厩, 希錐戚 疑焼獣焼 穿端拭 21 室奄拭 旋杯
廃 越稽忽 革闘趨滴研 姥逐背 亜壱 粛陥壱 持唖杯艦陥. 暗奄拭澗 線精 昔仙税 整
失戚 掻推杯艦陥.
遭宿引 失税亜 炎窮 廃紫寓 廃 紫寓税 楳疑戚 弦精 紫寓拭惟 楳差聖 亜閃神壱 益
掘辞 酔軒級戚 姥馬澗 室域汝鉢亜 叔薄吃 依績聖 溌重杯艦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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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橋 謙策
神馬獣 意紫庭
日本社会事業大学 学長
析沙紫噺紫穣企俳 俳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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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橋 謙策
日本社会事業大学
学長
2008 年度・第６回「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が（財）ユニベール財団のご支
援の基、東洋大学を始め多くの関係者のご協力を得て、ここに開催できますことを心
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本セミナーは当初、
（社福）こころの家族・尹基理事長が日本と韓国の社会福祉関係
者の交流を深め、日韓のこころの絆をより豊かにしようとの目的で、
（財）ユニベール
財団のご支援を得て、
（社福）こころの家族主催でシンポジュウムを日本と韓国とで相
互に開催してきたことが始まりです。しかしながら、社会福祉関係者の交流はここ 10
年日本社会福祉学会や日本地域福祉学会を始め、大学間の交流、姉妹校提携も進んで
きていることから、将来を見据え、若い人の交流を促進することが大切ではないかと
考え、従来の相互関係者によるシンポジュウムは残しつつも大学院生の交換プログラ
ムを加味したものへと発展さ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のために、日本と韓国の社会
福祉教育学校連盟の代表者にも実行委員会に加わって頂きプログラム等を検討してき
ました。
ご支援を頂いている（財）ユニベール財団は既に日本とアメリカとの間に社会福祉
を学ぶ学生の交換プログラムを有しています。これからは、日米間の交流もさること
ながら、アジア諸国との若い人々の交流が大切であり、そのことが世界の平和に貢献
できると考え、この度「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の改組・発展を了解してくれ
ました。当面は、韓国と日本の若者の交流ですが、いずれ中国やモンゴルを始めアジ
ア諸国の国々の社会福祉を志す若者の交流へと発展できればと願っています。
本セミナーのテーマ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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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致しました。社会保険制度による所得保障を軸とする「福祉国家」体
制は産業構造の変容や多様な国際化の進展に伴い揺らいでいます。急速な少子・高齢
化は従来の血縁による問題解決の限界を超え、所得保障とは異なる対人援助サービス
を求めています。今や、社会福祉は行政だけでは担えず、住民と行政の協働による新

たな社会システムと哲学を求めています。今回は、国の制度を越えて、住民と行政が
協働して共に生きる社会を創造する考え方と方向について日本と韓国の実態を踏まえ
て論議できればと考えています。
ところで、
（社）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は今、国際ソーシャルワーカー連盟と国
際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学校連盟が共同で提起している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のグロ
ーバルスタンダードの考え方を受け止め、EU 諸国が進めている 1999 年の「ボロー
ニィヤ宣言」に基づく「ボローニィヤ・プロセス」に学びながら、
「アジア型ソーシャ
ルワーク教育の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化と国家資格の互換性」に関する共同研究を
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近い将来、アジア諸国の社会福祉従事者の国
際間移動が必要とされてくるでしょうし、実態も進む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本セミ
ナーでの論議がそのような将来を見据えた作業の礎になればと願っています。
お忙しい中、今回のセミナーにご参加頂きました韓国の関係者に心から御礼を申し
上げますとともに、本セミナーが実りあるものになりますことを祈念し、日本の実行
委員を代表しての挨拶とさせて頂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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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馬獣 意紫庭
析沙紫噺紫穣企俳
俳舌
2008鰍亀 薦6噺“廃析 原製税 嘘嫌 覗稽益轡”戚 仙舘狛昔 政艦婚 仙舘税 走据生
稽 亀推(墺綰)企俳聖 搾茎廃 淫域切級税 漠径生稽 戚員拭辞 鯵置吃 呪 赤惟 吉 依
聖 原製生稽採斗 姶紫馬惟 持唖杯艦陥.
戚 室耕蟹澗 雁段 紫噺差走狛昔 “原製税 亜膳” 星奄(訶假)戚紫舌戚 廃厩税 紫噺
差走淫域切人税 嘘嫌研 燕惟 馬壱 廃・析 原製税 尻域研 左陥 賑覚惟 馬奄 是廃
鯉旋生稽 仙舘狛昔 政艦婚 仙舘税 走据聖 閤焼 紫噺差走狛昔 “原製税 亜膳” 爽置
稽 宿匂走崇聖 析沙引 廃厩拭辞 腰哀焼 亜悟 鯵置背 紳 依戚 益 獣拙脊艦陥.
益君檎辞亀 紫噺差走淫域切税 嘘嫌澗 置悦 10鰍娃 析沙紫噺差走俳噺人 析沙走蝕差
走俳噺研 搾茎, 企俳娃税 嘘嫌, 切古俳嘘 薦妃亀 遭楳鞠尽奄 凶庚拭 舌掘研 郊虞左
悟 線精戚級税 嘘嫌研 男遭馬澗 依戚 掻推廃 依戚 焼諌猿 紫戟鞠嬢 曽掘税 雌硲淫
域切拭 税廃 宿匂走崇精 益企稽 害移砧檎辞亀 企俳据持税 嘘発覗稽益轡聖 亜耕廃
依生稽 降穿獣徹惟 吉 依脊艦陥. 戚研 是背辞 析沙引 廃厩税 紫噺差走嘘整俳嘘尻戸
税 企妊切拭惟亀 叔楳是据噺拭 級嬢神亀系 背 覗稽益轡 去聖 伊塘背 紳 依脊艦陥.
走据聖 背爽壱 赤澗 仙舘狛昔 政艦婚 仙舘精 神掘穿採斗 析沙引 耕厩引税 紫戚拭
紫噺差走研 因採馬澗 俳持級税 嘘発 覗稽益轡聖 穿鯵背 神壱 赤柔艦陥. 走榎採斗澗
析・耕娃税 嘘嫌亀 南団蟹檎辞 焼獣焼 薦厩引税 線精 紫寓級引税 嘘嫌拭亀 搾掻聖
砧畏柔艦陥. 益依戚 室域税 汝鉢拭 因賠拝 呪 赤聖 依生稽 毒舘鞠嬢 戚腰拭 “廃・
析 原製税 嘘嫌覗稽益轡”聖 降穿旋生稽 鯵繕馬奄拭 戚牽惟 鞠醸柔艦陥.
酔識 雁檎引薦澗 廃厩引 析沙 砧 蟹虞 線精戚級税 嘘嫌戚走幻 情賎亜澗 掻厩戚蟹
功茨 去 焼獣焼 薦厩税 紫噺差走研 穿因馬澗 線精戚級税 嘘嫌亀 走狽馬澗 号狽生稽
降穿馬奄研 郊虞壱 赤柔艦陥.
戚腰 室耕蟹税 砺原澗 “爽肯引 楳舛税 漠疑拭 税廃 走蝕幻級奄人 朕溝艦銅 社屡趨
滴”稽 梅柔艦陥. 紫噺左蝿薦亀拭 税廃 社究左舌聖 逐(軸)生稽 馬澗 “差走厩亜”端
薦澗 至穣姥繕税 痕遂引 陥丞廃 厩薦鉢税 遭穿拭 魚虞 泌級軒壱 赤柔艦陥. 厭紗廃

社切(甦蹲) ・壱敬鉢澗 走貝劾税 迫尻拭 税廃 庚薦背衣税 廃域研 角嬢 社究左舌引澗
陥献 企昔(嘸賺) 据繕辞搾什研 推姥馬壱 赤柔艦陥.
紫噺差走澗 楳舛幻生稽澗 姶雁拝 呪蒸生悟 爽肯引 楳舛税 漠疑拭 税廃 歯稽錘 紫
噺獣什奴引 旦俳聖 推姥馬壱 赤柔艦陥. 戚腰拭澗 厩亜税 薦亀研 角嬢辞 爽肯引 楳
舛戚 漠疑背辞 希災嬢 紫澗 紫噺研 但繕馬澗 紫壱号縦引 号狽拭 淫背辞 析沙引 廃
厩税 井酔研 叔景稽 級嬢 轄税研 梅生檎 杯艦陥.
益訓汽 (紫) 析沙紫噺差走嘘整俳嘘 尻戸精 厩薦社屡趨朕 尻戸引 厩薦珠屡趨滴嘘整
俳嘘 尻戸戚 因疑生稽 薦奄馬壱 赤澗 社屡趨滴 嘘整税 越稽忽 什田希球税 紫壱号縦
聖 閤焼級食醤 廃陥壱 持唖馬壱 赤柔艦陥. 益掘辞 ＥＵ薦厩戚 遭楳馬壱 赤澗 1999
鰍税 “瑳戟蟹 識情”拭 奄段廃 “瑳戟蟹 覗稽室什”研 壕酔檎辞 “焼獣焼 莫 社屡
趨滴 嘘整税 越稽忽 什田希球鉢人 厩亜切維税 硲発失”拭 淫廃 因疑尻姥研 遭楳背醤
廃陥壱 肱壱 赤柔艦陥. 亜猿錘 舌掘 焼獣焼 薦厩税 紫噺差走曽紫切級税 厩薦娃 戚
疑戚 琶推廃凶亜 臣依脊艦陥. 薄叔亀 益係惟 亜壱 赤柔艦陥.
戚腰 室耕蟹拭辞税 轄税亜 益旭精 舌掘研 鎧陥沙 拙穣税 段汐(礎石)戚 鞠奄研 郊
虞壱 赤柔艦陥.
郊孜重 人掻拭辞亀 戚腰 室耕蟹拭 凧汐背 爽重 廃厩税 淫域切 食君歳級拭惟 原製
生稽採斗 姶紫税 源掌 球軒悟 戚腰 室耕蟹亜 衣叔聖 暗却呪 赤奄研 奄据杯艦陥.
析沙著税 叔楳是据聖 企妊背辞 昔紫研 臣験艦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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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聖 二
沿 失 戚
前 韓国 保健福祉家族部 長官
穿 左闇差走亜膳採 舌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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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聖 二
前 韓国 保健福祉家族部
長官

しあわせな福祉へ
人は仕事をしようと生まれました。仕事を通して人間は自己満足でき、自己実現で
きます。仕事をしようとすれば、お互いに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だから出会いは
重要なのです。
大橋謙策先生、高橋重宏先生、炭谷茂先生、尹基先生など、日本の社会福祉界と韓
国の社会福祉界の出会いは必然で、必要な出会いでした。隣国の両国がお互いの発展
のため、また、隣国を援けるために福祉という名で出会ったことは、本当に美しいも
のです。
今、社会は「仕事」に関心がたくさんあります。社会福祉界でも仕事する福祉に対
する関心が非常に高いのです。西欧では仕事を「welfare to work」または「workfare」
と呼びます。福祉対象者が仕事するようにし、仕事しなければ福祉対象者から除外さ
せられます。
この概念を受けて、我が東洋では「生産的福祉」と翻訳して使っています。
「workfare」と呼ぼうと、
「生産的福祉」と呼ぼうと、皆、経済と関連しています。
経済に根をおいた福祉形態なのです。
これからは「仕事」させようとする福祉でなく、
「仕事」と「福」を一緒にくくる
福祉はできないでしょうか？
「welfare to work」でなく、
「work to happy」とな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のです。
「welfare to work」は管理的なにおいがします。しかし「work to happy」は、人間

的なにおいが強くするような気がします。
地域福祉も今や変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仕事とともに福を与える地域福祉となら
なければなりません。地域福祉行政もまた管理でなく、人間中心的に運営され、地域
住民にしあわせな生活を与えることのできる方法の講究から出発しなければなりませ
ん。
今、日本の社会福祉界と韓国の社会福祉科がともに出会い、地域住民をしあわせに
する仕事に対して語りましょう。仕事が「労働」でなく、
「楽しい事」となるようにす
る方策を頭をつき合せて話し合い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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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失戚
穿 左闇差走亜膳採
舌淫

楳差廃 差走稽
紫寓精 析馬形壱 殿嬢概陥. 析聖 搭背辞 昔娃精 切奄幻膳聖 拝 呪 赤壱 切焼叔薄
聖 失昼拝 呪 赤陥. 析聖 馬形檎 辞稽 幻蟹醤 廃陥. 益掘辞 幻害精 掻推馬陥.
神馬獣 意紫庭, 陥朝馬獣 獣惟備稽, 什耕展艦 獣惟欠, 星奄 識持 去 析沙 紫噺
差走域人 廃厩 紫噺 差走域税 幻害精 琶尻税 幻害戚醸壱, 琶推廃 幻害戚醸陥. 戚数
税 砧 蟹虞亜 辞稽娃税 降穿聖 是背 暁 戚数蟹虞拭惟 亀崇聖 爽奄 是背 差走虞澗
戚硯生稽 幻貝 析精 凧生稽 焼硯陥錘 析戚醸陥.
走榎 室雌精 ‘析’拭 淫宿戚 弦陥. 紫噺差走域拭辞亀 析馬澗 差走拭 企廃 淫宿戚
古酔 株陥. 辞姥拭辞澗 析聖 ‘welfare to work’ 暁澗 ‘workfare’ 虞壱 採献陥.
差走企雌切研 析馬亀系 背醤馬悟, 析馬走 省生檎 差走企雌切稽採斗 薦須獣轍陥.
戚 鯵割聖 閤焼級食 酔軒 疑丞拭辞澗 ‘持至旋 差走’虞壱 腰蝕馬食 床壱 赤陥.
‘workfare’虞壱 採牽揮 ‘持至旋 差走’虞壱 採牽揮 陥 井薦人 淫恵鞠嬢赤陥. 井
薦税 姿軒研 黍 差走莫殿戚陥.
戚薦 ‘析’聖 獣徹形壱 馬澗 差走亜 焼艦虞 ‘析’引 ‘差’聖 敗臆 広澗 差走澗
吃 呪 蒸聖猿?
‘welfare to work’戚 焼艦虞 ‘work to happy’亜 鞠亀系 馬切澗 源戚陥. ‘wel
fare to work’精 淫軒旋 蛙歯亜 貝陥. 益君蟹 ‘work to happy’澗 昔娃旋 蛙歯亜
悪馬惟 蟹澗 依 旭陥.
走蝕差走亀 戚薦 郊荷嬢醤 廃陥. 析引 敗臆 差(榴)聖 爽澗 走蝕差走亜 鞠嬢醤 廃

陥. 走蝕差走楳舛 蝕獣 淫軒亜 焼艦虞 昔娃掻宿旋生稽 錘慎鞠嬢 走蝕爽肯拭惟 楳差
廃 試聖 匝 呪 赤澗 号照 悪姥稽採斗 窒降背醤廃陥.
戚薦 析沙 紫噺 差走域人 廃厩 紫噺 差走域亜 敗臆 幻蟹 走蝕爽肯級聖 楳差馬惟
背爽澗 析暗軒拭 企馬食 戚醤奄馬切. 析戚 ‘葛疑’戚 焼艦虞 ‘荘暗錘 析’戚 鞠亀
系 馬澗 号奪聖 袴軒研 限企壱 轄税馬切.

《基調講演》
《奄繕悪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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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爽肯引 楳舛税 漠疑拭 税廃
走蝕幻級奄人 朕溝艦銅・社屡趨滴

潮谷 義子
獣神展艦 推獣坪
熊本県社会福祉協議会 会長
析沙 姥原乞塘薄 紫噺差走漠税噺 噺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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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潮谷 義子
熊本県社会福祉協議会
会長

１．2000 年はエポックメーキング
・地方分権一括法の施行
・介護保険法施行
・成年後見制度、地域福祉権利擁護事業
・児童虐待防止法
・社会福祉法

２．地域住民が地域で暮らすために
・行政に見る役割分担と矛盾
・地域で暮らすための基盤整備
・多様化するニーズと住民参加のシステム
・熊本の事例

３．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に求められる視点と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住民中心、利用者中心の視点
・産、学、行の連携
・理論と実践と現場を知るスキルアッ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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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類は絶滅危惧種（？）

プロフィール
潮谷 義子（しおたに・よしこ）
熊本県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前 熊本県 知事
学歴および経歴
日本社会事業大学社会福祉学部 卒業

佐賀県、大分県で社会福祉主事を務め、その後、ねむの木学園（静岡）、社会福祉
法人慈愛園乳児ホーム（熊本）に勤務。
1984 年から慈愛園乳児ホームの施設長。
熊本短期大学、ＹＭＣＡ学院老人ケア科、国立佐賀医科大学医学部などの非常勤
講師を経て、
2000 年から熊本県知事を２期務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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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権教育啓発推進センター理事
国土審議会委員
中央建設業審議会委員
中央障害者施策推進協議会委員
精神保健協会ボランティア

爽肯引 楳舛税 漠疑拭 税廃
走蝕幻級奄人 朕溝艦銅・社屡趨滴

獣神展艦 推獣坪
析沙 姥原乞塘薄 紫噺差走漠税噺
噺舌

1) 2000鰍精 戚賑 五戚天(Epoch Making)
・走号歳映 析胤狛税 獣楳
・鯵硲左蝿狛 獣楳
・失鰍板胃薦亀, 走蝕差走映軒針硲紫穣
・焼疑俳企号走狛
・紫噺差走狛

2) 走蝕爽肯戚 走蝕拭辞 持醗背亜奄 是背辞澗
・楳舛拭 左澗 蝕拝歳眼引 乞授
・走蝕拭辞 持醗背 蟹亜奄 是廃 奄鋼舛搾
・陥丞鉢馬澗 艦綜(Needs)人 爽肯凧亜税 獣什奴
・姥乞乞塘 薄税 紫景

3) 朕溝艦銅 社屡趨滴拭 推姥鞠澗 淫繊引 政艦獄竺 巨切昔
・爽肯掻宿, 戚遂切 掻宿税 淫繊
・至, 俳, 楳舛税 尻域
・戚経引 叔探引 薄舌聖 焼澗 什迭 穣

4) 21C 昔嫌澗 箭瑚 是奄税 顏 (?)

覗稽琶
獣神展艦 推獣坪（潮谷 義子）
析沙 姥原乞塘薄 紫噺差走漠税噺 噺舌
穿 析沙 姥原乞塘薄 走紫
俳径 貢 井径
析沙紫噺紫穣企俳 紫噺差走俳採 噌穣
紫亜(佐賀)薄, 神戚展(嘲歛)薄拭辞 紫噺差走 爽紫(飩淦)稽 悦巷板
革巷葛徹 俳据(獣綜神朝), 紫噺差走狛昔 切蕉据(躅糀螫)政焼幡(姥原乞塘)拭辞
悦巷.
1984鰍採斗 切蕉据 政焼幡税 獣竺舌. 姥原乞塘 舘奄企俳, YMCA俳据 葛昔 惟嬢
痢, 厩験 紫亜 税引企俳 税俳採 去税 搾雌悦 悪紫研 暗団
2000鰍採斗 姥原乞塘薄 走紫研 2奄 走蛙.

<煽辞>
“持誤, 益 災亜紫税”姥原乞塘 乞切是持俳噺走No1,1998鰍3杉
“原製税 添持”析沙奄偽嘘窒毒 2003鰍3杉
“原製税 五乞軒”斡君軒 鋼至牒 2005鰍5杉

昔映嘘整域降蓄遭湿斗 戚紫
厩塘宿税 是据噺
掻肖闇竺穣宿税 是据噺
掻肖舌蕉切獣奪 蓄遭漠税噺是据
舛重左闇漠噺 瑳訓銅嬢

資料 切戟 (析沙嬢

切戟研 凧繕背爽獣奄 郊遇艦陥 )

《基調講演》
《奄繕悪尻》

21 世紀世界化時代のアジア国家、
地域社会の福祉的機能と
役割の再定立方向
21 室奄 室域鉢 獣企税 焼室焼 厩亜,
走蝕紫噺税 差走旋 奄管引
蝕拝税 仙舛験 号狽

朴 宗 三
酵 曽 誌
韓国 ワールドビジョン 会長
廃厩 杉球搾穿 噺舌

21 世紀世界化時代のアジア国家、
地域社会の福祉的機能と役割の再定立方向

朴 宗 三
韓国 ワールドビジョン
会長

Ⅰ．序論
人類の歴史と文明が生れて以来、地球村全体と各国の政治、経済、社会、
文化、国史、外交、福祉などは絶え間なく地球村の諸文明圏と帝国により
影響を受けて来た。その代表的な例として、アッシリア、ペルシア、ギリ
シア、ローマなどの統治と支配の時代からスペイン、ポルトガル、イギリ
スなどをはじめとするヨーロッパの帝国の領土拡大と植民地統治で世界歴
史の流れに影響を及ぼした。
このような人類の歴史は、20 世紀中盤に至り、産業革命と科学・技術文
明の影響のもと、負の蓄積と新しい経済、社会、政治理念の台頭で、米国、
ソ連、中国、日本など強力な世界の列国が対立関係を形成し、第 2 次世界
大戦と冷戦時代という不幸な歴史を創出した。幸いにも 20 世紀後半に至り、
地球村のいろいろな所で植民地統治の終息と同時にアフリカ、アジア、中
南 米 の 諸 国 が 独 立 す る こ と に な り 、 各 国 ご と に ｢ 国 家 建 設 (Nation
Building)｣という希望に満ちた人類歴史が展開することになった。
すでに私たちが立ち入った 21 世紀は、20 世紀の科学技術文明を基礎に新
しい世界、経済・社会・文化・通信制度と秩序、そしてガバナンス
(Governance)を創出し、世界社会と各国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世界
化(Globalization)という新しい世界秩序の波は、地球村の総ての国、総ての
地域社会の経済・社会・文化・福祉などに影響を及ぼし、国家と国民の生
活基盤を根本的に揺さぶり、地域社会住民は新しい世界化の環境に適応し
ながら彼らの生活の基盤を新しく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を背負うこ

ととなった。
このように人類社会の流れと多辺化の理解と分析は、主に国家・民族・文
明・文化などの巨視的な次元でなされてきた。しかし歴史の流れと変化の
中で直接生活に影響を受ける国民と彼らの生活の基盤である地域社会次元
で、人類の歴史と文明を理解しようとする努力は非常に微弱であったと思
う。
封建主義、資本主義、帝国主義、植民地主義、社会主義、産業革命、科学・
技術革命、世界化などの政治・経済・社会の概念や理念などは、人間の生
命とその生命が実存し国家の礎となる地域社会・地域住民の福祉に絶対的
な影響を与える制度と要因である。よってアジアのいろいろな国で世界共
同体と歩調を合わせ、市民社会の公的活動が強化されており、このような
市民社会はＮＧＯｓ(Non-Governmental Organization)の形態で彼らの運
命と生活の質を決定する責任ある主体とな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近代史の流れは西洋文明・技術に大きな影響を受けてきた。しかし 21 世
紀の世界化時代の到来とともに我が地球村の歴史の流れとその方法をどの
文明圏、どの文化、どの国家が先に引っ張っていく主役を担うのかという
質問を投げかけている。
アジアの多くの国々は、アジアの未来と世界の未来を創造していく世界市
民の歴史的役割の遂行で、今までは消極的に後部座席に座っていた受動的
体制から、21 世紀にはアジア国家も世界のいろいろな国家と共に前席に出
て、責任のある世界市民の主役を担う準備と覚悟ができたと世界社会は見
ている。すでに世界社会で主役を担ってきた何カ国と共に新しい世界経済
強国として台頭してきた中国やインドの例を見ても 21 世紀の主役チームで
アジア人は大きな貢献をするものと思う。
アジア人とアジア諸国は今、情熱的にアジアをヨーロッパや北米大陸のよ
うに経済・社会的に豊かな生活圏へと向上させ、世界社会に肯定的に貢献
しようと、より大きく新しいビジョン(Vision)を提示している。そして 21
世紀にこのビジョンを実現させるための使命(Mission)を持って多様な戦略

(Strategy)を樹立しており、また実践に移している。このような 21 世紀の
世界舞台で、アジア人と国家の活発な活動に対する覚悟は、アジア諸国の
地域社会次元でも見ることができる。世界化の過程は世界をアジアに、そ
してアジアを世界に連結しているだけでなく、アジア国家の間にも世界化
の結果で通信・交通網の発展を通したアジア人の活発な交流、アジア社会
での財政、資本、人力、情報の移動が頻繁になっており、各国の文化がア
ジアの共通的文化を創出しはじめている。
アジアでの世界化現象は、アジア人を個人、家庭、地域社会、地域次元で
活発な交流をもたらしているだけでなく、彼らの特殊な福祉問題が各国の
福祉問題、アジアの福祉問題へと浮上し始めた。韓国で問題となっている
世界化の中のアジアの福祉文化問題は、｢移住労働者と彼らの家族｣、｢多文
化家族｣、｢早期留学による家族問題｣など、新しい世界経済秩序の中で新し
く適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家庭と地域社会の経済生活など、少なくない問
題が世界化家庭を通して現れている。
このような各家庭にぶつかる世界化の挑戦に対して、巨視的にはアジア諸
国が共同体を形成し、対処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が、地域社会へ染み込む
世界化の問題は、地域社会次元で、そしてアジア国家の地域社会と共同で
対処していくことのできる方案を講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この
ような脈絡で本講演は 21 世紀の世界化時代にアジア国家の地域社会が新し
く提議される福祉的機能と役割に対して簡略に考察する。

Ⅱ．21 世紀の世界化過程とアジア国家の地域社会福祉問題に関
する新しい認識
アジア諸国が政治、経済、社会、文化、福祉など 21 世紀の世界社会の舞
台で主役を担う責任のある役割を遂行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質問
に対して、ある世界の学者は疑問を提議している。彼らの提示する理由の
一つは、米国のような経済大国は人種的融合可能性、経済・社会の適応性、
総ての分野での成就範囲の可能性に対して、現在の人類社会では、そのよ
うな経済大国と競争できるアジアの国家は、未だ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

21 世紀初にアジア国家が持っている長点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米国や
ヨーロッパ国家が耐え難い福祉費を手当しなければならない福祉制度を、
アジアの国家は採っていないでいる点である。現在アジアの福祉問題は、
国家と社会(地域社会を含む)が共同で責任を持つ福祉国家でない｢福祉社
会｣の形態をとっているためだといえる。もちろんこのような国家の福祉責
任限度に対する理論的な論争は、国家の福祉財政が制限され、各家庭や地
域社会(市民社会)が福祉責任を分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地域社会が取
る立場を決定するものである。
ここでアジア国家と地域社会が 21 世紀に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焦点は、
21 世紀の国家の福祉的機能が、世界化の過程でどのように対処していかな
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また 21 世紀アジア地域、国家の間
に提起される新しい福祉問題はどんなもので、そういう問題はアジア各国
の地域社会内で具体的にどう表出し、地域社会の問題として浮上したのか
に対する質問である。
またこのように新しく浮上する 21 世紀の福祉問題に対して、地域社会次
元で政府・市民社会などとともに専門社会福祉界は、どうその福祉機能を
再定立するのか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アジア各国がすでに経験している
｢低出産・高齢化｣の社会福祉問題や障害者福祉問題、貧困家庭福祉問題が、
21 世紀世界化過程でどんな形態として現れ伝統的な福祉制度やサービス方
法で継続して福祉機能を遂行できるかを点検する必要がある。
すでに移住労働者と彼らの家族を中心として現れている福祉問題は、一次
的に該当国家の政府間の介入なくして解決できない問題(例、国内・外法、
国際法、両国の社会保障制度など)が核心をなしている。しかし具体的な彼
らの福祉問題は、我々が生きている地域社会内で現れ、このような問題の
性格は該当国家の地域社会問題(家庭問題)も含まれ、両国の地域社会問題が
複合的に現れている。
結局、世界化現象は地域社会福祉問題にも現れている。よって今まで長い
伝統と文化を持ったアジアの地域社会福祉問題を定義し、その問題の解決

のためにアプローチするとき、我々が持っている既存のパラダイム
(Paradigm)を脱して、新しい眼目と分析枠を持って地域福祉の理念定立、
政策樹立、サービス伝達体系を再定立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Ⅲ．21 世紀世界化過程とアジア国家および地域社会の福祉問題
「考えは世界次元で、行動は地域次元で(Think Globally,Act Locally)」と
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は 20 世紀の遺産として、21 世紀世界化が受け入れ
られた現実において総てのアジア国家の生活で当面している挑戦的な課題
でもある。地球村は温暖化(Global Warming)、貧困問題(Poverty Issue)，
鳥類インフルエンザ(Avian Influenza)、HIV/AIDS 問題、エネルギー危機
問 題 (Energy Crisis) 、 環 境 問 題 (Environmental Issue) 、 世 界 化
(Globalization)問題は、アフリカや東南アジアなどの貧しい地域に局限され
た問題でなく、世界の総ての国家が遭遇する問題で、私たちが求めている
地域共同体でも｢考えは世界次元で、行動は地域次元で｣を実践するしかな
い緊迫した問題として地域住民の福祉問題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
第 1 に、貧困の問題と移住労働者の人権、福祉問題
巨視的な次元でアジア諸国で惹起されている貧富の格差問題やこれによ
る社会の両極化問題は、我が生活の直接的な基盤である地域社会の安定に
脅威となっている。もちろん、
「低出産・高齢化」の人口学的現象は、日本、
韓国、台湾、香港など多くの国家の教育体系、産業人力体系、福祉体系に
深刻な影響を与え、アジア国家間の産業人力の移動を加速化させている。
このような移住労働者の家族問題は、離散家族の発生、移住労働者の法的
保護問題、移住労働者児童の 2 世教育問題を惹起する。
特に産業災害を被った時の医療補償問題、未払い賃金問題、移住労働者虐
待問題など移住労働者の問題は、彼らの居住している地域社会の倫理的、
法的問題として台頭し、彼らの日常生活での福祉問題は地域社会の問題と
して浮上している。

第 2 に、多文化家庭の出現と地域社会問題
韓国のように｢低出産・高齢化｣の人口学的問題は、また男女性比でも不均
衡をもたらし、これにより結婚適齢期に達する青年が、外国人の新婦(特に
東南アジア)と結婚し、多文化家族を構成するようになる。韓国のような多
文化圏に接触する機会が少なかった地域社会で、外国人の新婦や彼らの混
血家族を迎え、地域社会に統合させる地域共同体の課題は決して容易でな
い。
21 世紀アジアの(特に東北アジア地域国家)地域社会が、多文化家族を地域
福祉共同体に受け入れる準備ができているのか自ら検討する必要がある。
特に多文化家族を受け入れる価値観の定立、彼らの文化を包容できる雅量
と態度など、アジア地域社会が準備する世界化の課題は非常に緊急である。
第 3 に、地球村の貧困問題、自然災難の問題、水不足問題、疾病(伝染病)
の問題などに対するアジア地域社会の世界市民としての
責任問題
アジアの絶対貧困者は、世界 60 億の人口中、10 億が絶対貧困に苦しん
でおり、この内 2/3(6 億)がアジアに居住している。アジアの多くの国が貧
困に喘ぎ、先進国、中進国隊列に入っても未だ東南アジアの多くの国々は
絶対貧困に苦しんでいる。これらの大部分が一日米貨 1 ドルで延命し、児
童が性売買の対象となり、児童労働の強要、アフリカの場合、少年・少女
兵で弾除けの対象になっている。この貧しさを克服しようと彼らの父母が
移住労働者として私たちの地域社会の中で労働しており、彼らが扶養しな
ければならない老父母や子供達は未だ絶対貧困の中で喘いでいる。
アジアの地域社会、特に経済問題がある程度解決した国家の地域社会が、
他国の貧困地域社会の荷物を軽くし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世界市民とし
ての倫理的責任に堪え得る意識の開発と価値観の定立はもちろん、直接貧
困国家の救護・開発事業に参加する地域共同体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挑
戦を受けている。

第 4 に、アジアの自然災害に対処できる国家的、地域社会的能力培養の
準備性
今までの世界災害統計によれば、60％以上の世界的自然災害がアジア国
家で生じている。特別に貧困な東南アジア国家の間で大きな自然災害が生
じるとき、その国の国民、特に貧困な国民(老弱層、子供、障害者など)が経
験する苦痛は深刻で、世界社会の援けなしには回復が難しいのが事実であ
る。
すでにアジアの国家は隣国で災害を被ったときに国家や国連機構、そし
て民間団体を通じて救護活動を展開している。しかし 21 世紀の災難救護は
各国家間の関係網だけでない地域社会間の関係網が早急に構築され、必要
な救護資源(生命資源)の運送と活動が早急になされる体系構成が可能とな
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 5 に、アジア国家の間の急速な都市化現象が、既存の地域社会の崩壊と
都市地域社会共同体形成の課題
近代福祉国家ないし福祉社会が成した国家でも地域社会の福祉機能は、必
須的要素として残っているのは事実である。特に貧困階層が多数で構成さ
れている地域社会の場合、国家の公式的社会保障プログラム(例、韓国の基
礎生活報告プログラム)などの社会的保護プログラムだけでは、貧困家庭の
福祉プログラムを解決できないことが大部分のアジア国家の実情である。
よって既存の地域社会共同体を保護することと都市での地域共同体の形成
は、21 世紀世界化を経験しているアジア圏でも絶対に必要である。
都市化で老弱階層が農村に残って、青年(壮年)が都市へ移動する場合、農
村地域社会の再組織は都市へ移住した子女までも含めた新しい形態の地域
社会が構成されなくてはならなく、実際にそのような形態の新しい地域社
会が構成されている(教会、地域住民、子女との連携網)。

第 6 に、移住労働者の母国にある地域社会共同体と居住する(韓国など)
現地域社会間の福祉関係網の形成
世界化の趨勢は、通信、交通、移住の手段が容易にしている。アジアの多
くの家族は都市化の傾向だけでなく、外国への留学、移住労働、外国駐在
労働者などで離散家族が日増しに増加し、生活の質を落としている。
よって地域社会と各家庭は、国家化の地域社会網構築で両側の地域社会資
源網(人的、文化的、物質的、制度的など)を動員し、世界化の中で不可避な
離散家族の困難さを助けることのできる世界人道主義的な世界市民社会を
地域社会の中に統合させる努力が必要であると思う。
第 7 に、21 世紀世界化過程で不可避的に交流するアジア(世界)の多様な
宗教を受け入れることのできるアジア地域社会の需要能力の増加
地域社会の共同体生活で宗教の役割は、アジアの場合、非常に重要な意味
を持つ。特に世界５大宗教(仏教、イスラム教、基督教、ヒンドゥー教、儒
教など)がアジア地域で生まれ、各国は自国なりの特殊な民族宗教を持って
社会統合を図っている。アジアでの宗教は地域社会を統合する純機能と同
時に多くの場合、地域社会の分裂と深刻な葛藤を招来する重要な原因を提
供することもある。
21 世紀世界化の趨勢は、多様な宗教が人間の移動、文化の移動、価値観
の交流などで相互接触するほかなく、すでにこのような現象はアジア国家
の総ての国々で現れている。アジア地域社会の中では、特定の宗教の根本
主義を打ち出して世界化の中で地域社会発展に障害となる場合がある。
よって世界化の中でのアジア地域社会内での特定の宗教的な信仰と宗教
儀式の施行は、世界社会の中で多様な宗教を認定し受容できる世界市民と
しての宗教的な雅量を施す能力を培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即ち 21
世紀世界化の中で各個人とか地域共同体の宗教活動は、多文化世界社会と
いう脈絡で宗教的衝突ないし文化的衝突よりは他宗教の許容、受容、共存
などを通じて地域社会福祉共同体に貢献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第 8 に、アジアの地域社会は、世界およびアジアの貧･富両極化の格差を
狭めるために地域社会次元での世界地域社会共同体的な努力が
必要であると思う
貧･富格差の両極化問題は、先進国であれ、中進国であれ、大部分の国家
で経験している 21 世紀の深刻な問題である。このような両極化の問題 (原
因、結果、影響など) は、決してある特定国家の地域社会次元で解決できる
問題でなくても、貧･富の両極化問題が与える悪影響は国家、社会、地域社
会、家庭の総てに深刻に及ぼしている。このような脈絡でアジアの総ての
国、地域社会で「Think Globally, Act Locally」の世界的な訴えに耳を傾け
なければならない。
貧･富両極化の問題が、一国家内で生じる場合と諸大陸間、国家間で生じ
る場合、地域社会共同体が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使命(Mission)と戦略は、
21 世紀世界社会でそう困難でなく樹立できると思う。ここでは国内･外の政
治を対象に社会行動(Social Action)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も生じる
ようになる。
第 9 に、21 世紀アジアの地域社会が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地域社会の問題
と世界地域社会問題の比重
伝統的なアジアの地域社会は、地域共同体の中で台頭しているいろいろ
な政治、経済、社会、文化、福祉問題に対処する機能を遂行してきた。特
に市民社会が主に扱う地域社会の福祉問題(救護、開発、擁護)に焦点を合わ
せてきた。また地域社会の伝統による地域文化行事に力を使ってきた。
近代になり、強力な政府機能の出現は、国家の理念や政策実現の手段とし
て地域社会の伝統的な機能を活用する傾向が生まれた。このような場合、
地域社会問題は巨視的国家問題に隠れ、地域社会の主導権が弱化する傾向
があった。
地域社会の老人問題、障害者問題、青少年問題、児童養育問題などは、国

家の福祉政策と福祉予算の支援を必要とする国家地方･地域社会問題で、地
域社会共同体の市民社会的、自発的努力は、別に意味を持たなくなってい
る。
このような脈絡で世界地域社会問題を地域共同体次元で意味ありげに扱
うことを期待することは難しい。ここで NGO や国際奉仕団体(例、ロータ
リー、ライオンズ、ワイズメンなど)、宗教機関の主導的役割は大きな意味
を持つと思う。結局、21 世紀のアジアの地域社会は国際 NGO とパートナ
ーシップ(Partnership)を構成する必要がある。
アジアの地域社会は、地域福祉機能に対する国家の政策と福祉プログラム
の施行に対する鋭い監視機能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例を挙げると、老
人福祉に関連し、国家の福祉財政が可能であるのに拘らず、国家が福祉機
能をしないとか、または国家福祉機能の制約で老人福祉が難しくなるとき、
地域社会が責任を分担する責任のある国家市民としての機能遂行は、21 世
紀世界社会の安寧と平和建設に貢献する結果となると思う。

Ⅳ．21 世紀世界社会建設に貢献するアジア国家の地域社会再建
の方向
21 世紀世界化(Globalization)過程が各国の地域社会(福祉)に大きく影響
を及ぼしており、それゆえアジアの地域社会は、21 世紀世界化に責任ある
世界地域社会と世界地域住民として責任ある世界社会的な機能(特に福祉機
能)を果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前提で本講演を展開している。
一つの国家や国家内のある地方社会へ伝統的なアジア地域社会の機能を
遂行してきた伝統的地域社会が、21 世紀を相手に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地域社会機能定立や遂行能力には限界があるのは事実である。一地方の地
域社会が自身の地域福祉問題を解決するのにも困難があるのに、なぜ世界
地域社会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価値ないし動機
(Motivation)誘発の難題が台頭する。
また 21 世紀世界地域社会を助けようとする価値と人道主義的な動機が誘

発されたとしても、どうのようにしてその動機を遂行できる能力を培養で
きるのかという｢能力培養｣(Capacity Building)の教育／訓練の問題にも遭
遇するようになる。ある地域社会が特定の世界地域社会問題を援けようと
する動機(Motivation)を誘発させ、それを実現する能力(Capacity)を培養さ
せ、世界地域社会福祉問題を解決する万端の準備ができたと仮定するとき、
具体的に地球村のどの地域にある地域社会を援け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
う奉仕機会(Service Opportunity)の具体的な創出と奉仕者の動員が必要で
ある。
よってアジアの地域社会が、21 世紀世界化時代に世界地域社会を援ける
世界地域住民の責任を担おうとするならば、世界に向けた地域社会として
の 確 固 と し た 動 機 (Motivation) 、 動 機 を 実 現 で き る 能 力 培 養 (Capacity
Building)、そして実際に奉仕できる機会(Opportunity)の創出が必要である。

プロフィール
朴 宗 三（ぱく・じょんさむ）
韓国 ワールドビジョン 会長
学歴
1996 － 1997
(Diploma)
1972－1975
1968－1970
1967－1968
1965－1967
1960－1962
1956－1960

米 国 South-East 家 族 お よ び 集 団 治 療 Post-graduate 過 程 修 了
米国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D. S. W. 社会事業学 博士)
米国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M. S. W.社会事業学 碩士)
米国 Prinston Theological Seminary (Th. M. 神学修士－牧会相談)
光州基督教病院 レジデント訓練課程 修了(歯科)
長老教 神学大学(神学士)
ソウル大学校 歯科大学(歯医学 学士)

経歴
2003－現在
2003－現在
2000－現在
1998－現在
1996－現在
1990－2002
1999－2001
1979－2001
1999－2001
1970－1998
1995－1996
1992－1996
1986－1996
1982－1984

社会福祉法人 ワールドビジョン（旧 韓国宣明会）会長
韓国自願奉仕団体協議会 会長
サロム(老人)文化院(院長)
ソウル トクス教会(社会奉仕指導 牧師)
韓国教会社会奉仕研究所(所長)、韓国交流分析研究所(所長)
韓国社会福祉協議会 国際協力委員会(委員長)
崇実大学校 統一、社会福祉政策 大学院(院長)
崇実大学校 社会事業学科(教授)
韓国心理類型学会(会長)
光州ボイスタウン(無委託非行少年村)園長
韓国社会福祉学会(会長)
ソウル特別市 社会福祉協議会(副会長)
保健社会部 中央児童福祉委員会(委員、副委員長)
韓国社会事業(社会福祉)大学協議会(会長)

主要著書および論文
＜著書＞
朴宗三他(2002)、社会福祉学 概論、ハクチサ
朴宗三(2002)、教会社会奉仕 理解と実践、人間と福祉
朴宗三他(1998)、信仰の眼で見た学問、崇実大学校出版部、など総

約 20 余冊

＜論文＞
朴宗三他(1998)、「南北間社会統合のための統合福祉モデル研究」、社会福祉政策
朴宗三(1998)、
「社会的要求と相談活動の拡大」、大学生活研究、など総 約 100 余編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아세아 국가,
지역사회의 복지적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방향

박 종 삼
한국 월드비전
회장

Ⅰ. 서론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생긴 이래 지구촌 전체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국사, 외교‧ 복지 등은 끊임없이 지구촌의 여러 문명권과 제국들에 의해
서 양향을 받아오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써 앗수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
마 등의 통치와 지배의 시대를 위시하여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을 비롯
한 유럽의 제국들이 그들의 영토확장과 식민지통치로써 세계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산업혁명과 과학‧기술문명의
영향아래 부의 축적과, 새로운 경제, 사회, 정치이념의 대두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강력한 세계의 열국들이 대립관계를 형성하여 세계 2차대전과
냉전시대라는 불행한 역사를 창출시켰다. 다행이도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식민지통치의 종식과 동시에 아프리카, 아세아, 중남
미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 각 나라마다 ‘국가건설(Nation
Building)' 이라는 희망찬 인류역사가 전개되게 되었다.
이미 우리가 진입한 21세기는 20세기의 과학기술 문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 경제‧사회‧문화‧통신제도와 질서 그리고 가버넌스(Governance)를 창출
하여 세계사회와 각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이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물결은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지역사회 경제‧사
회‧문화‧복지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와 국민들의 생활터전을 근본적으로 흔들
고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은 새로운 세계화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삶

의 터전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류역사의 흐름과 대변화의 이해와 분석은 주로 국가‧민족‧문명‧
문화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과 변화 속에
서 직접 생활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차원에
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약했다고 본다.
봉건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사회주의,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세계화 등의 정치‧경제‧사회의 개념이나 이념 등은 인간의 생명과 그 생명들
이 실존하여 한 국가의 초석을 이루는 지역사회‧지역주민들의 복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아세아의 여러 나라에서 세계공
동체와 보조를 맞추어 시민사회의 공적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이런 시민사회는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형태로
그들의 운명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책임 있는 주체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근대사의 흐름은 서양문명‧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다고 본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지구촌 역사의 흐름과 그 방향을 어
느 문명권, 어느 문화, 어느 국가들이 앞장서 끌고 나가는 주역을 맡을 것인
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세아의 많은 나라들은 아세아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세
계시민의 역사적 역할 수행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뒷좌석에 앉고 있던
수동적 태세에서 21세기에는 아세아 국가들도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앞좌석에 나서서 책임 있는 세계시민의 주역을 맡아갈 준비와 각오가 되었
다고 세계사회는 보고 있다. 이미 세계사회에서 주역을 맡아온 몇 나라와 함
께 새로운 세계경제강국으로 대두한 중국이나 인도의 예를 본다고 해도 21
세기의

주역팀에서 아세아인들은 큰 공헌을 하리라고 본다.

아세아인들과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열정적으로 아세아를 유럽이나
북미대륙처럼 경제‧사회적으로 풍요한 생활권으로 향상시키며 세계사회에 긍
정적으로 공헌하고자 보다 크고 새로운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21세기에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명(Mission)을 가지고 다양한 전
략(Strategy)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

세계무대에서 아세아인들과 국가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각오는 아세아 여
러 나라의 지역사회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세계화의 과정은 세계를 아세아
로, 그리고 아세아를 세계로 연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세아국가들 사
이에서도 세계화의 결과로 통신‧교통망의 발전을 통한 아세아인들의 활발한
교류, 아세아사회에서의 재정, 자본, 인력, 정보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고,
각국의 문화가 아세아의 공통적 문화를 창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아세아에서의 세계화현상은 아세아인들을 개인, 가정, 지역사회, 지역 차원에
서 활발한 교류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수한 복지문제가 각
국의 복지문제, 아세아의 복지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봉착하
고 있는 세계화속의, 아세아의 복지문제들은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다문화 가족’, ‘조기유학에 따르는 가족문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가정들과 지역사회의 경제생활 등 적지 않은 문제들
이 세계화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각 가정에 부닥치는 세계화의 도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는 구각단위
나 아세아 여러 국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역
사회로 스며드는 세계화의 문제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아세아 국가
들의 지역사회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이런 맥락으로 본 강연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아세아 국가의 지역사
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복지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Ⅱ. 21세기 세계화 과정과 아세아국가들의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관한 새로운 인식
아세아 여러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21세기 세계 사회무
대에서 주역을 맡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세계의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제시하는 이유 중
의 하나는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은 인종적 융합가능성, 경제․사회의 적응성,
모든 분야에서의 성취범위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인류사회에서 그런 경제대
국과 경쟁할 수 있는 아세아의 국가들은 아직은 없다는 것이다.

21세기 초반에 아세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나 유럽처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비를 충당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아
세아의 국가들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세아의 복지문제는
국가와 사회(지역사회를 포함)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
사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국가의 복
지책임한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국가의 복지재정이 제한되어 각 가정이나
지역사회(시민사회)가 복지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할 때 지역사회가 취할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특별히 세계화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조기유학학생 등 아세아 여러 나라의 북지문제가 지역사회로 침투할 때, 아
세아의 지역사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아세아 국가들과 지역사회들이 21세기에 주목해야 할 초점은, 21
세기의 국가의 복지적기능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
는 것이다. 또한 21세기 아세아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복지
문제들은 어떤 것이며, 그런 문제들은 아세아 각국의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
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
또한 이런 새롭게 부각되는 21세기의 복지문제들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
서, 정부․시민사회 등과 함께 전문사회 복지계는 어떻게 그 복지기능을 재정
립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세아의 여러 나라가 이미 겪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의 사회복지문제나 장애인 복지문제, 빈곤가정 복지문제가 21세
기 세계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전통적인 복지제도나 서비스 방
법으로 계속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복지문제는 일차적으
로 해당국가의 정부간 사이의 개입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예, 국
내․외법, 국제법, 양국의 사회보장제도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구
체적인 그들의 복지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나타나며, 이
런 문제의 성격은 해당국가의 지역사회문제(가정문제)도 포함되어 양국 지역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세계화 현상은 지역사회 복지문제에도 나타나게 도니다. 그러므로 지금
까지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지닌 아세아의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할

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

(Paradigm)을 벗어나 새로운 안목과 분석틀을 가지고, 지역복지의 이념정립,
정책수립,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21세기 세계화과정과 아세아국가 및 지역사회들의
복지문제들
“생각은 세계차원에서 행동은 지역차원에서(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구호는 20세기의 유산으로 21세기 세계사회가 받아드린 현실로 모든
아세아국가의 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도전적 과제이기도 하다. 지구촌 온난
화(Global

Warming),

빈곤문제(Poverty

Issue),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HIV/AIDS 문제, 에너지 위기문제(Energy Crisis), 환경문제
(Environmental Issue), 세계화(Globalization)문제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가난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아세아의 모든 국
가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가 찾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도 ”생각은
세계차원에서, 행동은 지역차원에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문제로 지
역주민의 복지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빈곤의 문제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복지문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아세아 여러 나라에서 야기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문제나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 삶의 직접적 터전인 지역사회의 안정
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사회적 현상은 일본, 한
국, 대만, 홍콩 등 많은 국가의 교육체계, 산업인력체계, 복지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켜 아세아국가간의 산업인력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문제는 이산가족의 발생, 이주노동자들의 법적보호문제,
이주노동자 아동들의 2세 교육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별히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의 의료보장문제, 체불임금문제, 이주노동자 학
대문제 등 이주노동자의문제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윤리적, 법
적 문제로 대두되며,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복지문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부각된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출현과 지역사회문제
한국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문제는 또한 남녀성비에서도 불균
형을 이루고, 이로써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청년들이 외국인 신부(특히 동남
아)와 결혼하게 되어 다문화가족을 이루게 된다. 한국과 같이 다문화권에 접
촉할 기회가 적었던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신부나 그들의 혼혈가족을 맞이하
여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지역공동체적 과제는 결코 쉽지 않다.
21세기 아세아의(특히 동북아지역 국가)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지역복지
공동체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문화가족을 받아드릴 가치관의 정립, 그들의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아량
과 태도 등 아세아 지역사회가 준비할 세계화의 과제는 매우 시급하다.
셋째, 지구촌의 빈곤문제, 자연재난의 문제, 물 부족 문제, 질병(전염병)의
문제 등에 대한 아세아 지역사회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문제
아세아의 절대빈곤자는 세계 60억 인구 중 10억이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
고, 이 중 2/3(6억)가 아세아에 거주하고 있다. 아세아의 “많은 나라들이 빈
곤을 떨치고 선진국,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잇는데 아직도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하루에 미화 1달러로 연
명하고 아동들이 성매매 대상, 아동노동의 강요, 아프리카의 경우 소년․소녀
병으로 총알받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그들의 부모들
이 이주노동자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나 자식들은 아직도 절대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아세아의 지역사회, 특별히 경제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국가의 지역사회가
타국의 빈곤 지역사회의 짐을 덜어주어야 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책
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의식의 개발과 가치관의 정립은 물론 직접 빈곤국가의
구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할 도전을 받고 있다.
넷째, 아세아의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사회적 능력배양의
준비성
지금까지 세계재해 통계에 따르면 60%이상의 세계적 자연재해가 아세아 국

가들에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빈곤한 동남아국가들 사이에서
큰 자연재해가 생기게 될 때, 그 나라 국민들, 특히 빈곤한 국민들(노약층,
어린이, 장애인등)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며 세계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미 아세아의 국가들은 이웃나라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국가나 유엔기구,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재난
구호는 각 국가간의 관계망 뿐 이 아닌 지역사회간의 관계망이 조속히 구축
되어 필요한 구호자원(생명자원)의 운송과 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구성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세아 국가들 사이에서 급속한 도시화 현상이 기존 지역사회의
붕괴와 도시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제
근대복지국가 내지 복지사회가 이룩한 국가에서도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은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빈곤계층이 다수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경우 국가의 공식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예, 한국의 기초생활보고
프로그램)등의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만으로는 빈곤가정의 복지프로그램을 해
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아세아국가들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
역사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과 도시에서의 지역공동체의 형성은 21세기 세
계화를 겪고 있는 아세아권에서도 절대로 필요하다.
도시화로 노약계층이 농촌에 남아있고 청년들(장년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경
우 농촌지역사회의 재조직은 도시로 이주한 자녀들까지도 포함된 새로운 형
태의 지역사회가 구상되어져야 하며, 실제로 그런 형태의 새로운 지역사회가
구성되고 있다(교회, 지역주민, 자녀들과의 연계망)
여섯째, 이주노동자의 모국에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그들이
거주하는(한국 등) 현 지역사회간의 복지관계망 형성
세계화의 추세는 통신, 교통, 이주의 수단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
아의 많은 가족들은 도시화의 경향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의 유학, 이주노동,
외국주제 노동자 등으로 이산가족들이 날로 증가하여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각 가정들은 국가간의 지역사회망 구축으로 양쪽의 지
역사회 자원망(인적, 문화적, 물질적, 제도적 등)을 동원하여 세계화속에 불
가피한 이산가족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세계인도주의적 세계시민사회
를 지역사회 속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21세기 세계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류되는 아세아(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아세아 지역사회의 수용능력 증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은 아세아의 경우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특별히 세계 5대종교(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유교 등)
가 아세아 지역에서 생겼고 각 나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민족종교를
가지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아세아에서의 종교는 지역사회를 통합시
키는 순기능과 동시에 많은 경우 지역사회의 분열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시
키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21세기 세계화 추세는 다양한 종교가 인간의 이동, 문화의 이동, 가치관의
교류 등으로 상호접촉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이러한 현상은 아세아 국가들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세아 지역사회들 중에는 특정한 종교의 근
본주의를 내세워 세계화속에서의 지역사회발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속에서의 아세아 지역사회 내에서의 특정한 종교적 신앙과
종교의식의 시행은 세계사회 속에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
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종교적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본다. 즉 21세기 세계화속의 각 개인이나 지역공동체의 종교 활동은 다문화
세계사회라는 맥락에서 종교적 충돌 내지 문화적 충돌 보다는 타종교의 허
용, 수용, 공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본다.
여덟째, 아세아의 지역사회들은 세계 및 아세아의 빈․부 양극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세계지역사회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빈․부 격차의 양극화 문제는 선진국이건 중진국이건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21세기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양극화의 문제들은(원인, 결과, 영향
등) 결단코 어떤 특정국가의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빈․부의 양극화 문제가 끼치는 악영향은 국가, 사회, 지역사회, 가정 모
두에게 심각하게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세아의 모든
나라 지역사회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의 세계적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빈부양극화의 문제가 한 국가 내에서 생겼을 경우와 여러 대륙간, 국가간에
서 생길 경우 지역사회 공동체가 취하여야 할 사명(Mission)과 전략은 21세
기 세계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국내․외 정
치를 대상으로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아홉째, 21세기 아세아의 지역사회가 다루어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와 세계
지역사회 문제의 비중
전통적 아세아의 지역사회들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대두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문제들에 대처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특히 시민사회가
주로 다루게 되는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들(구호, 개발, 옹호)에 초점을 맞추었
다. 또한 지역사회의 전통에 따른 지역문화행사에 힘을 써왔다.
근래에 이르러 강력한 정부기능의 출현은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실현의수단
으로 지역사회의 전통적 기능을 활용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문제는 거시적 국가문제에 가리워져 지역사회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문제, 아동양육문제 등은 국가의 복
지정책과 복지예산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지역사회문제임으로 지
역사회 공동체의 시민 사회적, 자발적 노력은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
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지역사회문제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의미 있게 다룬다
는 것은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NGO나 국제봉사단체(예,
로타리, 라이온즈, 와이즈맨 등), 종교기관의 주도적 역할은 큰 의미를 갖는
다고 본다. 결국 21세기의 아세아의 지역사회들은 국제 NGO들과 파트너십
(Partnership)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세아의 지역사회들은 지역복지기능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복지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에 관련하여 국가의 복지재정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복지
기능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국가복지기능의 제약으로 노인복지가 어려워
졌을 때 지역사회가 책임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국가시민으로서의 기능수행
은 21세기 세계사회의 안녕과 평화건설에 공헌하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Ⅳ. 21세기 세계사회건설에 공헌할 아세아국가들의
지역사회재건의 방향
21세기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이 각국의 지역사회(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므로 아세아의 지역사회들은 21세기 세계화에 책임 있는
세계지역사회와 세계지역주민으로 책임 있게 그 세계사회적 기능(특히 복지
적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본 강연을 전개시키고 있다.
한국가나 그 국가 내 한 지방의 지역사회로 전통적 아세아지역사회의 기능
을 수행해 온 전통적 지역사회가 21세기를 상대로 수행해야 하는 지역사회
기능정립이나 수행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지방의 지역사회
가 자신들의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왜 세계지역사
회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가치 내지 동기(Motivation) 유발의 난
제가 대두된다.
또한 21세기 세계지역사회를 돕자는 가치와 인도주의적 동기가 유발되었다
해도 어떻게 그 동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가 라는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의 교육/훈련의 문제에도 봉착하게 된다. 어떤 지역
사회가 특정한 세계지역사회문제를 도우려는 동기(Motivation)를 유발시키
고, 그것을 실현할 능력(Capacity)을 배양시켜 세계지역사회복지문제를 해결
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구체적으로 지구촌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봉사기회(Service Opportunity)의 구체적
창출과 봉사자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세아의 지역사회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세계지역사회를 돕는

세계지역주민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세계를 향한 지역사회로서의 확
고한

동기(Motivation),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그리고 실제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 창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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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年後見人養成研修終了

静岡県社会福祉士会副会長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ぱあとなあ

成年後見人養成研修部会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評価研究委員会委員

成年後見支援センター「ぱあとなあ静岡」委員

委員

공식･비공식적인 서비스의 연계
상담지원의 원 스톱化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쓰치야 유키미
후지노미야(富士宮)市 지역 포괄지역센터
센터장

복지의 변천
♢ 농업중심의 시대
같은 처지를 서로 동정하고 돕거나, 피차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지역간
의 상부상조로 생활이 유지되어 왔다. (길의 토목공사 ･ 강의 준설 등 )
♢ 전후 고도성장기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도 변화가 일어 행정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이 담당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1990년대 이래
고령자나 장애자 복지서비스 기반의 계획적인 정비가 진행되어 개호보험
제도나 장애자 자립지원법이 정비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

복지가 안고 있는 문제
♢ 공적인 복지서비스는 분야에 따라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제도에 틈이 있
어서 할 수없는 문제가 많이 생겨났다.
♢ 주민의 다양한 요구(Needs)에 공적인 서비스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
능하며 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 하나의 세대에서 고령자 ･ 장애자 등의 중층적(重層的)인 문제를 안고 있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전문적인 대응을 필요로하는 케이스가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되더라도 행
정이나 전문기관에 연결이 잘 안되어 대응이 늦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 지역은 이웃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속에서
♢ 주민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생활방식을 완전하게 하는 공간임.
♢ 나이가 들어도, 장애가 있더라도 오래살아 살기좋은 지역에서
♢ 자기에 맞는 생활방식을 완전하게 하는 것
⇓
품위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함
⇓
자기실현

지역 포괄케어의 실현
♢ 지역포괄 케어
⇨ 개별적인 고령자 상황이나 그 변화에 대응해서 개호보험 서비스를 중핵
(中核)으로 하면서도 의료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지원, 더욱이 볼런티어
등의 주민활동 등 비공식적인 활동도 포함해서 또 지역의 각종 자원을
통합해서 주민의 생활전반에 걸쳐서 24시간 3백65일의 지원을 행하는
케어.
♢ 지역포괄 케어를 지원하는 중핵거점
⇨ 지역포괄 지원 센터

종합상담 지원
要 지원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 지역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개호보험 ･ 장애자 자립지원법의 서비스, 보건, 복지, 의료의 전문직 상호
의 연계, 볼런티어나 지역주민 등 비공식적인 연계 등의 자원을 통합한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지역포괄 케어를 기능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나 주민이 연계해서 케어
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자의 연락조정을 해서 서비스의 코디네이트를 행
함.

종합상담의 전형사례
♢ 고령자끼리의 개호로 개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
♢ 치매의 독거세대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
♢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 본인 이외의 가족이 정신질환이 있는 등 복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
♢ 동거친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의 학대사례
♢ 세대내에 키 퍼슨이 될만한 사람이 없는 사례
♢ 말기 암 이용자의 퇴원지원 등 등
중층적(重層的)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1) 사례개요
♢ 모친(80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동거)
♢ 장녀(50대 후반)지적장애 療育수첩 B1(동거)
♢ 장남(50대) 당뇨병 유일한 취업자(동거)
♢ 차남(50대) 취업을 오랫동안 하지않음
네 사람이 자기소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취업해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남은 당뇨병의 악화로 생활이 어려워짐.
차남은 취업을 해도 오래 계속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연금을 받아서 술값
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요금이나 세금의 체납이 빈번해서 수 도도 끊어진
상황이다.
연금지급일 다음날에는 어머니가 빈곤가정에 주는 쌀을 얻으러 창구에 오
곤한다.
2) 사례발견의 경위
수도를 끊으면 곤란하다고 장남이 몇 번이나 상담하러 왔음. 얘기를 들은
즉 당뇨병이 악화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
어머니는 연금을 받고 있지만 지급일 다음날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돈과
쌀을 구걸하러 돌아다님. 어느날은 어머니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장
녀와 함께 시청사람까지 나와서 모시고 옴. 이유를 들어 본즉 쌀을 살 돈이

없다는 것, 돈을 빌려 오라고 차남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상담하러 올 때의 옷차림도 더러웠고 소변냄새가 심각할 정도였음.
3) 구체적인 지원내용
♢ 모친 ⇨ 보호후 며칠만에 귀가함. 또다시 네사람만의 생활시작.
♢ 장녀 ⇨ 동생에게 구타를 당해 도움을 요청해와 보호.
이틀후 자택으로 귀가.
♢ 장남 ⇨ 당뇨병 악화로 일을 할 수없어 입원(생활보호)
♢ 차남 ⇨ 모친과 장녀가 시설에 들어가거나 보호를 받게되면
연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 개입을 거부.
지원자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어서 관계유지가 곤란.
4) 그 후의 전개

첫 번째

♢ 모친 ⇨ 통장은 자기가 관리하고 차남이 돈을 요구하면 말하는대로
돈을 건네준다. 차남을 부양하고 있는 셈임.
♢ 장녀 ⇨ 가끔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를 해오지만 보호시설에의
입소를 권할 경우 거부하고 귀가.
♢ 차남 ⇨ 모친과 장녀의 일을 모두 관여, 지원자에대해서는
거부적인 태도.
* 권리의무 센터에서 검토
모친은 치매가 아니며 가족들끼리의 생활을 원하고 있음.
학대를 인정하는 것과 강제개입은 곤란.(변호사의 조언)
5) 그 후의 전개 두 번째(경과를 지켜보는 네트워크)
♢ 지역에서의 케이스 회의개최
시,

지역포괄지원센터,

민생위원,

구청장,

반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앞으로의 지원검토.
♢ 주거지가 없어졌을 때의 대응.
현재의 주거가 경매되었기 때문에 주거지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할
때가 개입의 찬스.
♢ 개입거부에 관한 동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해도 거부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동의를 받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시와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지켜볼 것
병원이나 방문객, 경찰 등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도록 하는 체제
를 만들어 긴급시에 대비할 것.
중층적(重層的)과제를 조정하는 상담기관으로서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병의 증상이 뚜렷해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스스로 상담기
관에 찾아옴.
♢ 병의 증상이 불분명하거나 자각을 하지 않다거나 중증인 경우는 포괄지
원센터에서 상담수리해서 대응함.
♢ 과제를 정리해서(어세스먼트) 필요한 기관등에 연결.
♢ 적절한 권리 옹호 지원(학대, 소비자피해, 성년후견)
♢ 관계기관의 지원상황을 모니터링함.
후지노미야(富士宮)市의 종합상담지원시스템의 순환圖

(일본어 자료 참조)

원 스톱의 상담지원 체제
1) 끼리끼리 돌림을 하지 않음
2) 상담자 본인과 가족전체를 포착
3) 상담에서 서비스이용의 연속성(상담만으로끝나지 않도록 함)
4) 생활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이유
지역의 要지원자
♢ 혼자서 생활하거나 또는 가족이 있어도 뒷받침이 되지 못하며 그위에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판단능력이 불충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위에 가족이나 친구, 지역 등의 관계가 깊은
세이프티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문제해결 능력 또는 가족이나 친구, 지역 등의 관계가 깊은 세이프티 네트
의 어느쪽이든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
지역의 要지원자에 대한 지원의 현실
1) 지역에서의 자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에서의 자립을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역 등
의 관계가 깊은 세이프티 네트워크가 잘 작동이 되는 상태｣(그밖의 지
원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로 한다면 지역의 要지원자에의 지
원의 포인트는 아래의 두가지 점이다.
① 문제해결 능력의 지원
② 가족･친구･지역의 관계가 깊은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만드는 지원
2) 에방, 조기발견, 자립지원으로부터 구성
* 전 주민에 대한 사례의 대응으로부터 要지원에의 대응까지의 일련
의 지원을 구성함.
지역에서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는 문제

(일본어 자료 참조)

그중에서 특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없는 사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적절한 실태파악은
문제의 심각화를 방지하고
어려운 사례의 발생이나
학대나 소비자 피해 등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는 조기발견의
네트워크는 필수가 된다
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가 접근하기 쉬운 체제의 구축이 필요
♢ 정보 네트워크 (일상적인 관계 만들기)의 구축이 먼저 필요
예를 들면
- 市 , 町, 村의 사회복지협의회
- 지구사회복지협의회
- 민생위원협의회
- 자치회, 노인클럽, 지역의 교류살롱 등
-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들르는 장소(조제약국, 상점가, 편의점 등)
지역에서의 지킴이 네트워크의 구축
(효율적으로 확실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하여)
♢ 지역주민의 의식개혁
의식이 있는 사람이 행동에 나서면 지역이 움직이기 시작.
지구 社協임원들의 생각이 지역주민에게 전달됨.
♢ 지구社協조직 (시내 12개소)의 활용

지역복지활동계획책정의 과정으로 압력을 가함
지구社協 임원들에게는 민생위원 ･ 구청장이 있음
♢ 노인클럽이나 민생위원과의 협동
지역의 고령자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 지역형 지원센터(舊 在介)의 재편
브랜치로서 지구비율로 지역과 밀착
후지노미야市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일본어 자료 참조)

지역복지 네트워크 이미지
(일본어 자료 참조)

커뮤니티 소셜 워크
지역에서의 자립을 위해 서비스를 필요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케어
매니지먼트에 의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 이와 함께 그사람에 필
요한 소셜 서포트 네트워크를 만들어 동시에 그 사람이 안고있는 생활문제
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 커뮤니티도 만들어 줄 것.
지역주민이 지역力을 발휘하기 위한 코디네이트
지역주민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이나 환경정비, 활동을
속하기 위한 지식의 제공을 하는 것이 소셜 워커의 역할.
한도를 정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을 지원
스스로 움직이는 주민을 뒤에서 밀어줄 것
(주민이 원하고 있는 강좌의 개최나 주민활동의 의미를 두고 평가)

계

프로필
쓰치야 유키미 (土屋 幸己)
사회복지사
후지노미야(富士宮)市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차장
후지노미야市 지역포괄지원 센터長
2006년 4월~ 후지노미야市 지역포괄지원센터長(파견)

학력사항
1981년 슈쿠도쿠(淑德)대학 사회복지학부 졸업
지적장애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지적장애자 직업보도소, 지적장애자 갱생시설, 장애
아동 지원사업 코디네이터를 거쳐 현직에.
2000년 일본사회복지사협회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연수 수료
시즈오카(靜岡)현 사회복지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파트너 성년후견인양성 연수부회 위원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지역포괄지원센터 평가연구위원회 위원
성년후견 지원센터 ｢파트너 시즈오카｣위원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鳶 確 巨 什 朕 芝》

住民のエンパワーメント支援の
あり方
爽肯税 殖督趨胡闘 走据税 切室

宮城 孝
耕醤獣稽 陥朝獣
法政大学 現代福祉学部 教授
析沙 硲室戚企俳 薄企差走俳採 嘘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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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鳶 確 巨 什 朕 芝》

地方分権としあわせな地域社会作り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と地域社会福祉運動－

走号歳映引 楳差廃 走蝕紫噺 幻級奄
－走蝕紫噺差走漠税端人 走蝕紫噺差走錘疑－

趙 聖 鐵
繕 失 旦
韓国社会福祉士協会 会長
廃厩紫噺差走紫漠噺 噺舌

地方分権としあわせな地域社会作り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と地域社会福祉運動－

趙 聖 鐵
韓国社会福祉士協会
会長

第1章

序

世界化、技術変化など対内外の環境変化に対する適応能力の格差で産業
間、企業間、階層間の両極化現象が深化している。所得の不平等だけでな
く不動産や株など資産の不平等も甚だしく、韓国の所得分配に対する国民
が感じる貧富の格差、即ち相対的剥奪感は非常に大きい。さらに韓国の高
齢化、低出産の著しい現象は相対的剥奪感だけでなく、国家から降り注ぐ
政策と福祉支出増加率に比べ、福祉体感度は懐疑的に現れている。
また中央執権の伝達体系が持つ硬直した構造では、多様な地域社会のニー
ズに適切に対処できるサービスシステム基盤の構築が難しい。社会福祉サ
ービスの志向目標は人間に対する尊厳性と社会権保障を基本とする｢ヒュ
ーマンサービス｣である。ヒューマンサービスのためには、統合性･適切性･
環境変化に敏感な実質的なサービスが支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サービ
ス供給と活用の極大化をもたらすには官民パートナーシップシステムの構
築と弾力的なサービス供給体系を通じてのみ可能である。ヒューマンサー
ビスの効果性は福祉水準の向上を意味し、現在の閉鎖的な行政体系でその
結果を期待するのは難しい。
従って地方分権による財政の分権と地方政府の責任性を強調する社会福
祉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組織改編と専門人材配置、サービスの統合性で住
民福祉業務がワンストップで作動する方向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今や社会福祉の資源開発の拡大から活用の極大化が、伝達体系の核心でな
ければならなく、徹底した成果主義と持続的な評価、官民が区分されない

ローカルガバナンス概念で両極化問題を共に解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ようなことで法制化された地域社会福祉協議体を中心に論じる。
○構造的･社会的環境
－1997 年、金融危機で触発された IMF 管理体系を克服するための改革の
実行により、その間わが社会がどれほど立ち遅れた福祉体系を維持して
いたのかに対する点検が必要。
－地方分権で中央政府から権限が大幅に委譲され、地方自治権が強化され
て地方財政の自律性が高まるという点で地域福祉に対する地方政府の影
響は今まで施行された地方自治体の影響より大きい。
－1991 年、地方議会の構成で地方自治制度が再導入されてから地方自治と
地域福祉の関係に対する関心が高まり、地方分権で中央政府から自治団
体へ権限が移譲され、ソウルから地方へ資源が分散し、権限移譲の核心
は行政と財政の決定権が中央政府から自治団体に移る環境変化。
○新しい政策と戦略
－複合的で多様な原因により発生する社会問題の解決、或いは緩和のため
には多様な能力を持つ諸対応主体者が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の
ため、サービス参加型福祉伝達体系が要求、これは西欧福祉国家の教訓
から得ることのできる新しい社会福祉パラダイム。
－地域社会福祉ネットワークを通して住民が必要としているサービスを
One-stop で提供し、地域福祉に関する情報を共有できる体系が作られな
ければならない。専門的、包括的サービスの提供で受益者も所得、就業、
教育、生活環境など、多様なサービスニーズを持っている点を勘案して
複合的で連携された問題やニーズに根拠した包括的なサービスを受ける
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
－今まで政府主導の財源作りとその財源による一般的な事業開発と施行、
監督など、供給者中心の福祉政策方向から脱皮し、今後は民主的な政策

決定方法により地域住民が本当に必要としている福祉施策が開発され、
多くの住民の参加と支援のもと政策が施行されるクライアント中心体系
へ福祉政策の方向が修正されることが不可避である。
○社会福祉現場の変化
－現場の社会福祉実践の方向も変ってきている。多辺化している政治志向
と地域福祉強化という時代的な気流に時宜適切な代案を作るためには社
会福祉現場それぞれの各個戦闘式事業進行は止揚され連帯性を基盤に事
業の共有と共同地域社会の議題選定・共同実践の活動が必要。
－地域社会で民間福祉の主題は民間社会福祉機関と宗教･市民団体に集約
されるが、まだ資源総量が不足で、それでも地域間偏差が激しく、官民
の協力を通した資源活用に問題があるのが現実である。
○地域住民の参加問題
－参加するということは住民が政策決定主題の一つ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
る。政策決定に関する権力が少数政策決定者から住民への移動(分散また
は共有)がなされることで、政策の内容が住民が意図する内容を反映する
変化が起るということである。結局、参加とは住民が自身の生活に重要
な影響を及ぼす政策過程を効果的に関与･統制することで政策決定の権
力を持つことで参加において基本的なことは、権力の再分配ということ
である。
○パートナーシップ

＝

協治(governance)の樹立

－ガバナンスはその概念が非常に多様に定義され一般化するのが難しいが、
市民社会中心のガバナンス(governance)1 ） が作動するための文化的な条
件で「市民文化の強化、自発的行動の促進、民主主義を目指した社会基
1 ） 狭義のガバナンスは以前から国家や市場の仕組みとは別途に存在してきた自然な調

整様式の原型として把握され、市民社会中心的なアプローチをしている。これは既存
の国家中心的な位階的な調整様式がその機能を発揮できず国家失敗という限界状況を
迎え、その代案として再び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狭義の定義ではガ
バナンスを複合組織またはネットワークなどで呼べば、｢公式的権威なくても多様な行
為者が自律的に互恵的な相互依存に基盤を置いて協力するようにする制度および操縦
形態｣と定義する。(Kooiman and Vliet, 1993)

盤の改善」などを重視している。
－このようなローカルガバナンス環境の地域社会の社会福祉課題を解決す
るためには基本的に地域次元の社会福祉行政体系が完備、特に地域住民
に直接サービスを提供する民間社会福祉施設、機関の効果的な協力体系
が重要である。
－地域的水準から形成されるガバナンスは地域社会次元から地域住民が自
身の生活に関する、または生活に影響を与える重要な政策決定に参加す
ることを意味する。換言すればローカルガバナンスは地域社会での政策
決定権限を地方政府と地方議会だけでなく地域の関連行為者が共有する
もので地域での分権を意味する。
このような時期に 2004 年 7 月に確定された社会福祉サービス関連事業の地
方移譲と財政分権は地方政府水準から社会福祉サービス行政体系に大きな
変化をもたらした。同時に自律性の向上に相応する自己責任性の強化のた
め、住民参加の拡大のための制度が本格的に導入され始めた。詳しく見れ
ば、
第 1 に、2004 年 7 月、住民投票法を施行し、地域問題解決のため住民参加
拡大。
第 2 に、住民訴訟･召還制導入で自治行政に対する住民統制の強化。
第 3 に、社会福祉事業法改正による協議体の構成である。
このような具体的な政策変化で最近、社会福祉サービス領域で次のような
重要な変化が進行している。
□社会福祉の分権化の推進
－国民や住民が政策過程に積極的に参加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国民を疎
外する巨大官僚的な政府機構を変化させるということが重要な国政方向。
□社会福祉サービスの中心軸の地域社会への移動
－社会福祉事業法の改正で地域社会福祉体系構築が社会福祉サービス政策
の重要目標に設定され、これを達成するために協議体構成を通じた地域

社会福祉計画の樹立。
－市･郡･区水準で社会福祉協議会が法定団体となり、地域社会福祉協議体
の構成･運営などが新しく規定されることでサービスの中心軸が地方政
府へ移管。
□社会福祉サービス伝達体系での変化
－公共分野の住民生活支援サービスは脆弱階層に提供される福祉サービス
以外に住民生活の質向上のため提供される福祉･保健と雇用･住居･平成
教育･生活体育･文化･観光を包括するサービス支援拡大で住民生活支援
機能中心に改編。
－民間分野では既基礎自治団体水準で社会福祉協議会を結成する動きが活
発になされており、2005 年 7 月 31 日からは地域社会福祉協議体が構成
され地方政府水準で社会福祉政策に対する審議と諮問および建議機能を
遂行。
□地域福祉運動の強化
－地域社会福祉運動は｢地域社会住民が地域社会福祉の主題で権利を確保
し、生活の質を向上するもの｣で「地域福祉運動は地域社会福祉の主題で
登場する運動である」と定義する。
－住民の自主的な力量の組織化を通し、可能な地域住民運動(Community
Organiziug)の窮極的な志向と出会う。この過程は福祉が施すサービス受
給でなく住民が幸せな権利実現のための住民自身の集合的主体性を形成
する(組織化)一方、公的領域で自身の権益のための戦い(権利確保運動)を
展開するために住民自ら参加する過程。
－地域福祉運動

事例は別添資料参照

このような地域福祉運動は 7、80 年代を経て地方分権化でより加速化され、
幸せで健康な地域社会を作っていくのに非常に重要な役割をしてきた。本
発表者は地域社会福祉協議体中心の変化を集中的に扱おうと思う。

第2章

民･官の地域社会福祉協議体 2）

１．目的
○地域社会内福祉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民主的な意思疎通構造の確立
－地域社会計画樹立など、地域社会福祉増進のための過程に民間の参加基
盤を作ることで参加福祉の具現。
－特に、サービス提供実務者の問題解決意志が地域社会で活発に議論でき
る上向き式の意思疎通構造の確立。
○利用者中心の統合的福祉サービス提供基盤作り
－地域社会の保健･福祉サービス提供者間の連携網(network)を構成し、利
用者の複合的ニーズに共同で対応し、住民が必要とするサービスを
Any-stop,One-stop で提供。
○地域社会福祉資源の効率的な活用体系作り
－地域社会の多様な潜在的福祉資源を発掘し、必要な福祉資源の拡充のた
めの努力を図る。
－サービス提供機関間の連携･協力を通して地域社会福祉情報およびサー
ビス利用者に対する情報などを共有することで資源提供の重複と抜け落
ちを防止。

２．推進結果
○01/10～02/11

15 ケ市･郡･区で地域社会福祉協議体モデル事業実施

○03//07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設置根拠作り(社会福祉事業法)

○04/05

法の根拠により地域社会福祉協議体モデル事業実施
－社会福祉事務所

モデル地域(９ケ市郡区)など 22 ケ

地域社会福祉協議体(以下 協議体)は去る 2003 年改正された社会福祉事業法によ
り 2005 年 7 月 31 日から市･郡･区で義務的に設置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協議体は市･
郡･区管轄地域内の社会福祉事業に関する重要事項と地域福祉計画を審議･建議し、保
健･福祉サービスを連携し、民官協力を通した民主的な社会福祉伝達体系を構築する重
要な機能を持っている。

2）

市･郡･区構成
○05/02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機能活性化対策作り
－統合サービス支援分科推進計画作り･通知(05/03)

○07/02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連携活動の強化推進

○08/07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と官民協議体の統合指針施行

□関係図
＜図 1＞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関係図

地域社会(市･郡･区)

福祉協議体

▲住民
▲専門家
－住民組織
･政策関連意見

－サービス需要者集団

･福祉関連社会的支持

－学界専門家など

サービス提供

･サービスニーズ関連意見
サービス提供

･理論的支援
･人的･物的資源

▲公共部門
－邑面洞
（社会福祉事務所）
－保健所
－雇用安定センター
－ボランティアセンタ

･サービス連携
･政策的意見提案

･サービス連携
･制度・物質的支援

▲民間部門
－社会福祉施設
－医療機関
－関連団体
－市民団体
－宗教団体など

３．意義
○機能的側面：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存在意義は、まさしく地方政府の福
祉サービス政策決定過程でサービスの一次的供給者として非営利民間部
分の実質的参加を強化するの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
○構成面で：地域社会福祉協議体が民間部分の政策決定過程で実質的な参
加を保障する機能を遂行するためには、地域福祉協議の機能を明確に定
立すること以外にも地域福祉協議体の構成において民間の代表性と政府
部門の代表性を確立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役割面で：地域社会福祉協議体は、中央政府の政策方向と予算規模によ
り福祉政策が地域の特性に合う福祉ニーズを把握し、それによる 4 年単
位の地域福祉計画を樹立し、具体的な施行計画と目標により持続的で連
続的な地域福祉の青写真を提示することに意味がある。

４．機能と組織
１）代表協議体の機能：次の事項に対して審議･建議するとか諮問に応じる。
①管轄地域内の社会福祉事業の重要事項
②地域社会福祉計画の樹立･変更･施行･評価に関する事項
イ．地域福祉計画の内容に関する事項
ロ．地域社会福祉計画の樹立手続きなどに関する事項
ハ．その他、地域社会の特性上、計画樹立の必要性が認められる事項
ニ．その他に地域社会福祉計画関連、実務分科から実務協議を要求する
事項
③社会福祉および保健医療サービスの連携･協力強化に関する事項
イ．社会福祉および保健医療サービスの連携の細部指針に関する事項
ロ．地域福祉計画と地域保健医療計画間の連携･協力に関する事項
④保護対象者別の保護計画樹立に関する事項
イ．保護対象者別保護計画の検討･保護結果、評価に関する事項
ロ．その他、保護対象者別保護計画関連、実務分科から実務協議を要求
する事項

⑤１～４項目に関する実務分科間の連携および調整
⑥１～４項目に関する協議体に審議･建議する事項の検討および案件の上
程
⑦その他の地域社会福祉増進のために必要だと協議体委員長が付議した
事項
２）実務協議体の機能：上記事項に対して実務協議し、代表協議体の業務
遂行を支援する。
３）実務分科の機能：上記事項に対して対象人口集団別、事業別に事例会
議を通して調査･研究または連携･提供で実務協議体の業務遂行を支援。

５．組織

代表協議体
共同委員長
公共委員

民間委員
幹

事

実務協議体
委員長
公共機関委員

民間機関委員

実務分科
文 化 体 育観光 分科

教育分科

企 画 調 整分 科

統合サービ ス支援分 科

青少年分科

地域社 会福祉分科

障 害者分科

保育分 科

女性分科

児童

医療分 科

労 働 自 活雇 用 住居 分 科

保健

老 人分科

□全国構成現況（08 年 3 月現在：地自体

箇所数）

地域社会福祉（代表）協議体の構成現況
条例制定

実務協議体の構成現況

協議体

制定

未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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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構成

232

0

2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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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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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成員現況（08 年 3 月現在）

計(名)

学界
専門家

福祉事業

保健医療

機関団体

事業機関

代表

団体代表

公益団体

関係

推薦者

公務員

その他（企
業人、宗教
人等）

4,165

408

1,201

560

575

837

584

(100％)

(10％)

(29％)

(13％)

(14％)

(20％)

(14％)

６．終りに
多様な住民が地方政府の政策決定に参加するためにはお互いが違う利害
関係と意見を公開的に議論できる構造と製作過程に参加できる制度的通路
が作られているにも拘らず、筆者はいくつかの地域社会福祉協議体と関連
する疑問を持つ。
１）地域社会水準の協力体系とネットワークに焦点を合わせた地域社会ガ
バナンスの原則が、我が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構成および運営の基盤
となっているのか？
２）民･官の疎通を通して合意がなされているのか？

民･民はお互いに理

解し助け合っているのか？
３）官･民の地域社会、特に福祉分野に対する責任を持ってお互いの意思疎
通を通して社会の福祉に寄与しているのか？
４）施行 2 期に入る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変化はどんな形をしているのか？
1 期を準備或いは試行錯誤期と考えるとき、2 期はその構成においてよ
り成熟し洗練された構成をしているのか？
５）保健と福祉の領域が相互連携性を充分に感じているのか？
６）事業内容においてマニュアルの原則を固守しているのか？

このような疑問を持ちながらも地域住民の参加、そして民･官の協力関係
として地域社会福祉環境を構築する地域社会福祉協議体に対する期待が小
さくないことも事実である。
分権の意味は地域の特性に合う地域型事業を推進する全幅的な裁量であ
る。これを順調で内実の伴うようにするためには官の一方的な通達でなく、
民･官がともに努力を傾注しないのであれば、やはり空念仏となってしまう。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機能と構成に関連しては法令と指針などに例示さ
れているが実質的な運営と構成は地域により違って現れている。協議体が
地方分権の精神を活かし地域福祉の現状に寄与するため対処しなければな
らない課題を提示すれば次の通りである。
１）連帯･協力意識の強化
簡単なことでも皆で力を合わせれば楽に済ませることができるが、社会
福祉現場の連帯性は相当に遅れている。断片的な福祉観だけでも連帯性を
持ってネットワークができれば、現在、問題視されているサービスの重複
や機関間の死角地帯を防止できる。協議体を構成する民･官の代表者から中
間管理者、実務者の全職員のネットワークの意味と実践方法に対する認識
を持つ必要がある。
今後は個別機関に対する評価よりはその地域の全体の社会福祉に対する
評価や信頼が地域での社会福祉分野や機関の位相を決定するのにより多く
影響を及ぼせるようにする全体社会福祉分野の共同努力が非常に重要であ
る。従って個別機関の努力も重要であるが、民･官の区分なく地域社会の社
会福祉の発展のための共同努力が非常に重要である。
市民団体との連携、協力が必要である。社会福祉界と市民団体との関係は
そう友好的でないようだ。しかし地域社会で社会福祉に対する正当性と信
頼性を獲得するためには市民社会、市民団体との協力が重要である。
２）協議体は政策機構としての機能と調整役割
現在まで協議体の役割を見ると、主に教育と社会福祉計画樹立、そして連

携、モニタリングなどが主要な役割だといえる。しかし現在構成されてい
る大部分の協議体を見れば、ある展示的な一時的な行事を主な事業にして
いることが分る。協議体はそのような役割よりも連携と疎通する構造を作
る協議体でなければならない。
協議体は基本的に協議機構という点で個別機関の機能と事業を最大限尊
重し、活用して連携事業を施行し、機能を調整する役割を遂行して個別機
関がするのが難しい事業、機関が共同で遂行する必要がある事業を捜して
遂行する実行機関を持つ必要がある。
３）協議体構成の代表性
協議体構成方式が委嘱よりも推薦を受けて委嘱する形式が望ましい。社会
福祉関連の全体の分野と市民団体の全分野にわたり代表性を持つ人が選定
さ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く、委員として参加する人が個人の資格で
参加するよりもその分野の代表として参加できるルートを作らなければな
らない。全体はその分野が代表を推薦できる組織とルートが先行しなけれ
ばならない。
４）実務者の躍動性
事実上、社会福祉現場の実務者の業務量は少なくない。しかし地域社会福
祉協議体がその間の社会福祉伝達体系を画期的に改善する政策として台頭
（施行過程上、多少の問題があるが）しているにも拘らず、現場の過重な
業務により実務者の躍動性を見るのが難しい。積極的に意志を開陳して実
践する躍動性が培養されるとき、仕事しやすい地域社会福祉環境が作られ
るであろう。
５）現場と学界の連携強化
現場がまともに地域性を具現するためには学界との絶え間のない関係の
中で調査、研究、実行、評価段階が反復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にも
拘らず、地域現場で学界教授の活発な実践活動を見ることは難しい。実践
に対する理論的な裏づけと論理的な根拠を与え、絶え間なく地域環境に対
して、頭を突き合わせビジョンを議論することは非常に重要であるに拘ら
ず、学界の地域社会活動は断絶している。社会福祉学界の地域活動は学問
を深める場となると確信する。方向模索とスパービジョンを与える学界の

不断の努力と現場の熱情的な努力こそ地域社会福祉の礎石となるだろう。
６）伝達体系改編で最も重要なことは専門性である
社会福祉職は「サービス対象者に対する相談と受付、現場訪問、事後管理、
総合的な情報提供、サービス連携調整」などの業務を実情に合わせ分担す
る。これは福祉を含めた住民生活支援業務に行政職公務員を一部投入し、
不足する福祉人材に対する補完をしようとする政府の意思が反映された結
果である。従って伝達改編としての地域社会福祉協議体だけでなく福祉伝
達体系改編は専門職をまず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終りに地域社会福祉協議体は地域社会単位で新しいガバナンス
(governance)の枠を構築する福祉領域の枠組みであると考える。地域社会
の多様な福祉関係者の自発的な参加と協議、そしてビジョンの共有などを
通じて地域社会の成熟と共同体社会を作っていくことのできるこの時代の
新しい希望となる。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の出発は不安であるが、それなりに長点を持ち、役割
と機能を果している。しかしまた財政自立による全国の地域別、団体長別
に社会福祉の質的両極化現象は明らかに現れている。このような点で議論
の余地は明らかにあり、将来社会福祉分野で多くの投資と発展が要求され
る見地から地域で民と官の協調体系で事業遂行を進めるが中央政府の責任
と財政的役割は増大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別添資料

地域福祉運動事例

地方自治の始まりは、地域社会住民の生活の問題に注目するようになり、
地域単位の政策の改善と住民の生活の質向上に対する住民自らの声が要請
され、多様な運動の部門の一領域として次のような代表的な地域福祉運動
事例がある。
＊【94

大邱

我が福祉市民連合】初めての活動として「老人も障害者も

乗れる地下鉄を作ろう」という市民団体連帯活動を始まりに社会福祉施設

改革および非理問題介入のためのイシューや地域単位の多様な社会福祉イ
シュー(歩行権、施設非理、国民健康権、地方選挙など)を組織し地域社会
の世論化を通した福祉運動を展開。
＊【95

冠岳社会福祉連合】政策モニターおよび提案活動で保健福祉フォ

ーラム、区立子供の家正常化のための共同対策委員会、住民生活基本線確
保運動、公共施設委託条例制定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冠岳ネットワ
ーク、正しい地域福祉協議体運営のための冠岳福祉ネットワーク幹事団体
活動などを展開し、多様な民間資源参加を通したネットワーク組織活動で
フードバンク運動、健康地位ネットワーク活動。
＊【2002

京畿福祉市民連帯】京畿道の京畿福祉市民連帯は 2001 年京畿道

社会福祉政策モニターおよび政策開発を始まりに議定監視活動、地域社会
福祉議題樹立などの活動を通じ現場活動家と学界研究者が毎年京畿道社会
福祉予算を分析し、改善を要求する活動で京畿地域の社会福祉環境構築に
影響を及ぼす。
＊【忠北】忠北地域の社会福祉専坦公務員、社会福祉館現場実務者、社会
福祉施設実務者など多様な社会福祉現場活動家が主軸となり設立され、漸
次的に地域住民の参加を誘導している。施設非理問題への介入、地域福祉
協議体介入活動、月 1 回の地域福祉強化のための希望フォーラム運営など
活発な活動を展開。
＊【大田】我が国でも地方自治制以後、大田

儒城で始まった学校給食に

対する地方政府の支援(初期には法的に不可能だとしたが、以降他の地方政
府にも多く拡散した)
＊【安山】京畿道

安山で成り立った民間保育施設に対する支援策、果川

の保育条例などが地方政府や地方議会の意志により福祉分野が強化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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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운동-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협
회장

제 1 장 들어가며
세계화, 기술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격차로 산업간, 기업
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불평등도 극심하여 한국의 소득분배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빈
부격차, 즉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 출산의
두드러진 현상은 상대적 박탈감 뿐만아니라 국가에서 쏟아 붓고 있는 정책과
복지지출 증가율에 비해 복지 체감도는 회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전달체계가 갖는 경직된 구조로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
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기반 구축이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
의 지향목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권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휴먼서비
스’다. 휴먼서비스를 위해서는 통합성․ 적절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실질적인 서
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공급과 활용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는 민관 파트너 쉽 시스템 구축과 탄력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통해서만 가
능하다. 휴먼서비스의 효과성은 복지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현재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로서 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따른 재정의 분권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회복
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전문 인력 배치, 서비스의 통합성으로 주
민복지업무가 원스톱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사회
복지 자원개발의 확대에서 활용의 극대화가 전달체계의 핵심이어야 하며 철저
한 성과주의와 지속적인 평가, 민관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로컬 거버넌스 개념

으로 양극화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작으로 법제화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 구조적· 사회적 환경
- 1997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위한 개혁을 실행하면
서 그동안 우리사회가 얼마나 낙후된 복지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권이 강화되
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
향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영향보다 큼.
-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면서부터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
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며,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환경 변
화
○ 새로운 정책과 전략
-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 혹은 완화를 위
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러 대응 주체자 들이 협력해야할 필요성 때문
에 서비스 참여형 복지전달체계가 요구, 이것은 서구 복지국가의 교훈으로부
터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하고 지역복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적,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혜자들의 소득, 취업, 교육, 생활
환경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연
계 된 문제나 욕구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재원 마련과 그 재원에 의한 일방적인 사업개발과 시
행, 감독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방향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방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시책이 개발되

고 많은 주민의 참여와 지원 아래 정책이 시행되는 클라이언트 중심체제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 함.
○ 사회복지현장의 변화
- 현장의 사회복지 실천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다변화 되고 있는 정치지형
과 지역복지강화라는 시대적 기류에 시의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 각개의 각개전투식 사업진행은 지양되고 연대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공유와 공동 지역사회 의제선정․공동실천의 활동들이 필요

- 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의 주체는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종교·시민단체로 집약
되나 아직 자원총량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역간 편차가 심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다

○ 지역주민의 참여문화
-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책결정 주체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정책결
정에 관한 권력이 소수 정책결정자로부터 주민으로의 이동(분산 또는 공유)
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책의 내용이 주민이 의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변화
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참여란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을 효과적으로 관여․통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참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권력의 재분배라는 것임.

○ 파트너쉽 = 협치(governance)의 수립
- 거버넌스는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일반화하기가 어렵지만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governance)1)가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을 중시하
고 있다.

1)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
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
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 로 정의한다

- 이러한 로컬거버넌스 환경의 지역사회 사회복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차원의 사회복지행정체계가 완비 ,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중
요함.

-지역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
신들의 삶에 관한, 또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책결정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련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것으
로 지역에서의 분권을 의미함.
이러한 시기에 2004년 7월에 확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
과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에 커다란 변화
를 가져왔다. 더불어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자기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살펴보면,
첫째 , 2004.7월 주민투표법을 시행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둘째, 주민소송․소환제 도입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셋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협의체 구성이다.

이러한 구체적 정책적 변화로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 사회복지의 분권화 추진
 국민이나 주민이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소외
시킨 거대 관료제적 정부기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중요한 국정 방향

□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축의 지역사회로의 이동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의 중요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시․군․구 수준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가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새롭게 규정됨으로 하여 서비스의 중심축이 지방정부로 이관
됨.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변화
- 공공분야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
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보건과 고용․주거․평생교육․ 생활체
육․문화․관광을 포괄하는 서비스 지원확대로 주민생활지원기능 중 심으로 개
편

 민간 분야에서는 기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결성하는 움
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7월 31일부터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및 건의 기능 수행

□ 지역복지운동 강화
-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 권리를 확보하고 삶
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지역복지운동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복지의 주체로 등장
하는 운동이다’고 정의한다.

- 주민의 자주적인 역량 조직화를 통해 가능한 지역주민운동(Community Organizing)
의 궁극적 지향과 만난다. 이 과정은 복지가 시혜적인 서비스 수급이 아니라 주민들
의 행복할 권리 실현을 위한 주민 자신들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조직화) 한편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싸움(권리확보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

- 지역복지운동 사례는 별첨 자료 참조

이러한 지역복지운동은 7,80년대를 거쳐 지방분권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

었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본 발표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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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2)

1. 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
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
을 위한 노력 도모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
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2. 추진경과
○ ’01.10 ~ ’02.11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
시
○ ’03.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사회복지사업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협의체 는 지난
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년 월 일 부터 시 군 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협의체는 시 군 구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
을 심의 건의하고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민 관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 ’04. 5

법 근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실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9개

시군구)등

22개

시․군․구 구성
○ ’05.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 대책 마련
- 통합서비스 지원분과 추진계획 마련․시달(ʼ05. 3)

○ ’07.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계활동 강화 추진

○ ’07.12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의무 구성

○ ’08.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 통합 지침 시행

□ 모형도
<그림 1〉지역사회복지협의체모형도

3. 의의
○ 기능적 측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존재 의의는 바로 지방정부의 사회복
지서비스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비스의 일차적 공급자로서 비
영리민간부분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

다

○구성면에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협의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 외에도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에 있어서 민간의 대표성과 정부부문의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역할면에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전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예산규
모에 의해 내려오던 복지정책이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4년 단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구체
적인 시행계획과 목표에 따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역복지
청사진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또 다른 의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재정적
인 책임과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을 갖는 정부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비영리 민간부문,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간
의 제도화된 의사소통 통로로서 기능이다.

4. 기능과 조직
1） 대표협의체의 기능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①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②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가. 지역복지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라.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나.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④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검토․보호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를 요구
하는 사항
⑤1~4항목에 관한 실무 분과 간 연계 및 조정
⑥1~4항목에 관한 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⑦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
항
2）실무협의체의 기능 : 상기 나열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 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
행을 지원함
3）실무분과의 기능 : 상기 나열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인구집단별, 사업별로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연계․제공으로 실무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

5. 조직

□ 전국 구성현황

(ʼ08.3월 현재 : 지자체 개소수)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구성현황
조례제정
제정

실무협의체 구성 현황

협의체
미제정

구성

미구성

구성

미구성

□ 구성원 현황(ʼ08.3월 현재)
계명

학계
전문가

복지사업
기관단체대표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기업인
종교인 등

6. 마치며

다양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해
관계와 의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필자는 몇 가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관련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① 지역사회수준의 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초점으로 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의 원칙이 우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기반이 되고 있는
가?
② 민(民)․관(官)의 소통을 통하여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민(民)․민(民)은
서로를 이해하며 힘을 주고 있는가?
③ 관(官)․관(官) 지역사회 특히 복지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의 의사
소통을 통하여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가?
④ 시행 2기에 들어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변화는 어떠한 모습일까?, 1기
를 준비 혹은 시행착오기 로 생각할 때 2기는 그 구성에 있어 더 성숙하고
세련된 구성을 하고 있는가?
⑤ 보건과 복지의 영역이 상호연계성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⑥ 사업내용에 있어 매뉴얼의 원칙을 고수 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지역주민의 참여 그리고 민․ 관의 협력관계로
서 지역사회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분권의 의미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형 사업을 추진하는 전폭적인 재량
이다. 이를 순탄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의 일방적인 통행이 아닌
민(民)․관(官)이 함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역시 공염불임이 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과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지침 등에 예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 구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협의체
가 지방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지역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처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대 ․ 협력의식 강화
백지장도 맞대면 낳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의 연대성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
다. 단편적으로 복지관만이라도 연대성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된다면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서비스의 중복이나 기관간의 사각지대를 방지 할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민(民)․
관(官)의 대표자들부터 중간관리자, 실무자 전 직원들의 network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지역의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평
가나 신뢰가 지역에서의 사회복지분야나 기관의 위상을 결정하는데 더 영
향을 많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사회복지분양의 공동 노력이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民)․관(官) 구분없이 지
역사회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당
성과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
다.
2. 협의체는 정책기구로서의 기능과 조정 역할
현재까지 협의체의 역할을 보면 주로 교육과 사회복지계획수립 그리고 연

계, 모니터링 등이 주요 역할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부
분의 협의체를 들어다보면 어떤 전시적인 일시적인 행사위주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협의체는 그러한 역할보다는 연계와 소통되는 구조를
만드는 협의체이어야 할 것이다.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협의 기구라는 점에서 개별 기관들의 기능과 사업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하여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별 기관이 하기 어려운 사업,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
요가 있는 사업을 찾아서 수행하는 실행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
협의체 구성 방식이 위촉보다는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관련 전체 분야와 시민사회단체의 전 분야에 걸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그 분야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전제는 그 분야가 대표를 추천할 수 있는 조직과 통로가 선행되어야 한다.

4. 실무자의 역동성
사실상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업무량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그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대두
(시행과정상 다소 문제가 있지만)되고 있음에도 현장의 과중한 업무로 인
한 실무자의 역동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실
천하는 역동성이 배양될 때 일하기 좋은 지역사회 복지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5 현장과 학계의 연계 강화
현장이 제대로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계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
서 조사, 연구, 실행, 평가 단계가 반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 학계 교수들의 활발한 실천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천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끊임없이
지역환경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주고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학계의
지역사회 활동은 단절되어 있다. 사회복지 학계의 지역활동은 학문의 깊이

를 더할 수 있는
장(場)이 된다고 확신한다. 방향모색과 수퍼비전을 주는 학계의 부단한 노
력과 현장의 열정적인 노력이야말로 지역사회복지의 초석이 될 것이다.
6. 전달체계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사회복지직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종합
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조정”등의 업무를 실정에 맞게 분담하도록 했다.
이는 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행정직공무원을 일부 투입하여 부
족한 복지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전달개편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뿐만 아니라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전문직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새로운

거버넌스

(governance)의 틀을 구축하는 복지영역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 그리고 비전의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성숙과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희
망이라고 말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출발은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전국의 지역별, 재정별, 단체장별로 사회복
지 질(質)적 양극화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투자와 발전이 요
구되는 견지에서 지역에서 민과 관의 협조체계로 사업수행을 하되 중앙정
부의 책임과 재정적 역할은 증대되어야 한다.

별첨 자료 - 지역복지운동사례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고 지역단위 정
책의 개선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목소리가 요청되면서 다양
한 운동의 부문의 한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대표적 지역복지운동 사례가 있음

* 【’94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첫 활동으로 ‘노인도 장애인도 탈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체 연대활동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시설 개혁 및 비리문제 개입
을 위한 이슈나 지역단위 다양한 사회복지 이슈(보행권, 시설비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권, 지방선거 등)를 조직하고 지역사회 여론화를 통한 복지운동
을 전개

* 【’95 관악사회복지연합】정책 모니터 및 제안 활동으로 보건복지포럼, 구립어린
이집정상화를 위한공대위, 주민생활기본선확보운동, 공공시설 위탁조례제정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악네트워크, 올바른 지역역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관악복
지네트워크 간사 단체 활동 등을 전개하며, 다양한 민간자원 참여를 통한 네트워
크 조직활동으로 푸드뱅크운동, 건강지워네트워크 활동

* 【2002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의 경기복지시민연대는 2001년 경기도사회복
지정책 모니터 및 정책개발활동을 시작으로 의정감시활동, 지역사회복지의제 수립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 활동가들과 학계연구자들이 매년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경기지역의 사회복지환경 구축에 영향을 미침

*【충북】 충북지역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현장 실무자, 사회복지 시설
실무자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고 점차적으로 지
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시설비리문제 개입, 지역복지협의체 개입활동, 월
1회 지역복지강화를 위한 희망포럼 운영 활발한 활동을 전개

*【대전】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 이후 대전 유성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정
부의 지원(초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방정부에도 많이 확산되

었다)

*【안산】경기도 안산에서 이루어졌었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들, 과천의 보육조례제
정 등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복지분야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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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社会福祉の実践、どうするのか？
走蝕紫噺差走 叔探, 嬢胸惟 拝 依昔亜?

朴 泰 英
酵 殿 慎
韓国 大邱大学校 社会福祉学科 教授
廃厩 企姥企俳嘘 紫噺差走俳鉢 嘘呪

地方分権としあわせな地域社会作り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と地域社会福祉運動－

朴 泰 英
韓国 大邱大学校 社会福祉学科
教授

Ⅰ．社会福祉学における地域社会福祉の位置
１．社会福祉学の一領域
社会福祉学では、アプローチの方法を実践的アプローチと政治的アプロ
ーチに区分する。地域社会福祉は実践的アプローチ方法に含まれているが、
政治的要素を多く持っており、実践的アプローチと政治的アプローチの間
に位置するものと言える。これを図で表すと次のようになる。（加納光子、
2001）。
＜図１＞社会福祉における地域社会福祉の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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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社会福祉学が目指さなければならない領域
社会福祉学は実践的学問で、実践においてクライアントの生活の質を高
めるための努力に焦点を合わせいるのでクライアントの参加がサービスの
質と直結されている。
またクライアントは家族、隣人、地域社会の中で生活しているので地域
社会のいろいろな体系との関係設定、維持、強化の努力なくしては自分ら
しい生活を享有するのが難しいだろう。
今までの社会福祉の実践でクライアントやその家族の次元でアプローチ
の努力と政治的次元のいろいろな努力もそれなりに傾けて来ているが、地
域社会次元の努力は、不十分なことも事実である。その結果、クライアン
トのサービス満足度や福祉体感度が低く表れている。
従って一部の研究者は社会福祉学が今後、地域社会福祉学へと進んで行
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をしている。社会福祉の実践に於いて地域
社会の次元の多様な実践努力を強化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
に対しては、筆者も共感する。共に地域社会福祉実践に於いてもクライア
ントや住民の参加を高める方向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Alan
Twelvetrees,2002）。

Ⅱ．地域社会福祉の実践とは？
１．地域社会福祉の実践原則
地域社会福祉の実践原則は、４つに提示される（大橋謙策、2001）。
第 1 は主体性で、これはクライアントとその家族、地域住民の福祉ビジネ
ス実践において主体的な参加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する。
クライアント自身の生活を自ら計画し、これを実践していけるようサービ
ス利用側と供給側が共に努力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クライア
ントの客体化は、ややもするとクライアントの福祉サービスに対する依存
性を高め、自立とは遠くなることもある。
第 2 は地域性で、これはクライアントの生活の現場と密着した地域で福祉

サービスの供給と利用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クライアントの立場で
は小さな地域単位であるほど良いが、サービス供給組織ではサービス供給
規模の経済を生かす単位で地域規模を設定しようとするだろう。この二つ
の適切な調和をなす地域単位の模索が重要である。同時に地域の特性が良
く反映されている福祉サービスの提供と利用が可能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 3 は総合性で、クライアント自身や家族が必要とする福祉サービスをパ
ッケージとして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提供されなければならなく、福祉
サービス供給者は他のサービス供給組織と調整･連携･協力し、クライアン
トが必要とするいろいろなサービスを総合的に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
とを意味する。
第 4 は文化性で、これは福祉サービスの量と質が最低水準から最適水準へ、
さらに最高水準へ向上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する。即ち、
National Minimum から Local & Community Optimum へ、さらに Civil
Maximum を目指すものである。
２．地域社会福祉の実践課程
地域社会福祉の実践は一般的な社会福祉実践課程と類似した順序即ち、査
定―計画―実施―点検―評価を経てフィードバックされる一連の過程を経
ることになる。ただ、その単位が地域社会を対象とすることで個人や家族
単位を対象として実践することより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内容と側面が
複雑であるだけである。
実践課程で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象が地域だけでない。地域社会内に
生活している個人、家族、集団、地域社会の全体的な顕在的ニーズおよび
潜在的ニーズ把握とともに地域社会の力量と特性まで統合的で総合的に扱
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統合性･総合性は個人―家族―地域の統合と査定―計画―点検
―評価の統合へと続き、地域社会福祉実践は螺旋型で動きながら地域社会
福祉の課題を解決･予防するようになる。

３．地域社会福祉の実践方法
地域社会福祉を実践する方法としては多様に提示されている。
宮城(1993)は実践方法を個別的相談、自助集団、小地域ネットワーク、情
報提供、福祉教育、資源およびサービス開発、サービス調整、管理運営、
地域福祉計画、社会行動など 10 種類を提示しており、これを micro と mezzo、
macro 側と当事者および家族、地域リーダー、専門家側を交差させ、これ
ら実践方法を位置づけ説明している。
また川村(2007)は、諸学者の地域福祉定義を検討し、主な方法を整理した
内容を見れば、地域組織化、福祉運動、地域福祉計画、資源活用(調整)、官
民協力、福祉教育、地域福祉計画などとなっている。
地域社会福祉の実践のためには最小限、次のような実践方法即ち、事例管
理、自助集団の組織･運営、地域組織化、福祉の調整･連携･協力、福祉教育、
福祉組織の管理運営･経営、地域福祉計画、福祉運動(社会行動)などが駆使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る。

Ⅲ．地域社会福祉の実践が重視される状況
１．福祉の地方化
社会福祉の効果は、国家単位の政策がクライアントおよびその家族単位の
実践へうまくつながるとき、高まる。国家水準の政策は全国民の平均的な
基準を基盤として作られる。これをクライアントおよびその家族の生活の
質を高める構造に転換するためには地自体(地方自治体：地域社会)単位から
地域的特性を反映した福祉実践の統合と調整過程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クライアントのニーズを全体的に良く把握し、これを充足するための
体系を構築し、このようなニーズを充足できるよう国家政策の変化に影響
を与えることのできる構造を作っていく地自体(地域社会)単位の努力が重
要である。
韓国の場合、top-down 方式で国家次元の福祉政策を地方化させている。
このような方式では福祉体感度を得るのが難しい。国家基準の福祉体系を
地域社会の特性を反映した地自体独自の福祉を作り実践していけばクライ

アントおよび住民の福祉体感度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即ち、｢福祉の地域
化｣から｢地域の福祉化｣への転換を通じて福祉体感度を高める方向へ変え
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図式化すれば次の通りである。これは川
村(2005)の｢地域の福祉と地域福祉｣という図を修正･補完したものである。

福祉地域社会の構築

一般地域社会の維持
社会福祉の地域化
(国家福祉)
…

地域福祉化

統治･中央集権
Bottom-up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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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地域化

…

(地方福祉)
地方自治･地方分権

官僚統治

住民自治
転換

＜図２＞福祉地域化から地域福祉化へ
２．利用者選択権強化
福祉サービスの趨勢が供給者中心から利用者中心へ変えなければならな
いという主張は既に久しい。福祉現場で具体化されたものが老人療養保険
(介護保険)の実施で、バウチャー制度の導入である。
これは利用者が無料や実費で与えられる福祉サービスの受益者という位
相から積極的に自身が利用するサービスを自ら選択し利用する消費者とい
う位相への転換を意味する。これは客体的立場のクライアントから主体的
立場のクライアントへ変わることである。もちろんこのような位相への完
全な変化のためにはまだ不足な側面が多くあるが、この方向だけは明らか

に変ったのである。
このような変化した福祉環境の中で福祉供給者は良質の福祉サービス供
給のために多様な努力とともにクライアントに One-stop service を提供す
るための多様な努力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
以上の通り、クライアントのニーズ充足のための選択権の強化と福祉サー
ビス供給者のこれに対する多様な努力は地域社会単位の福祉体系を構築す
ることに帰結するだろう。
３．住民の福祉関心の増大
最近は、低出産高齢社会の到来と両極化現象の深化などにより、福祉に対
する社会的関心が高まっている。過去には福祉が残余的概念に近い形態で
認識されてきたが、今日、制度的概念に近い構造へ変化している。
一部地自体では予算の 40％以上を福祉領域に使っている実情で、今後そ
の比率は次第に高まるであろう。このような現象は福祉対象の普遍化傾向、
サービスの質的･量的増加、利用者にサービス選択権の保障などに起因する
ものである。
従って福祉は次第に重要な社会的なイシューとして、それに見合う社会的
支援と関心を受けるだろう。同時にそれに相応する社会的責任と福祉投入
による成果要求も次第に強まるだろう。
このような福祉を取り巻いている環境の変化により、今後の福祉は地域社
会中心の実践を通して実質的な成果を上げ、クライアントとその家族およ
び地域住民の体感度を高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Ⅳ．地域社会福祉実践水準
社会福祉士が現場で地域社会福祉の実践をどの程度しているのかを把握
することは簡単でない。ここでは現場で勤務する一部の社会福祉士を対象
に 2008 年 3 月に調査した結果を中心に簡略に見てみる。韓国の平沢と慶山
の社会福祉士(社会福祉生活施設、利用施設、公務員)340 名を対象に彼らの
業務を個別援助、集団援助、地域援助に区分し、各業務別遂行比率、重要
度、遂行能力程度を５点尺度で応答した結果を見れば次の通りである。

＜表１＞社会福祉士の業務に関する調査結果
業務遂

業務の

業務遂行

行比率

重要度

能力程度

社会福祉に関する制度やサービスの説明、情報提供をする。

3.30

3.52

3.38

相談者と個別面接をするとか、必要により家庭訪問をする。

3.05

3.41

3.19

対象者の身体状況や精神状態、環境などを確認する。

3.48

3.63

3.42

対象者家族のニーズを査定する。

3.19

3.49

3.16

当事者や家族と相談し援助計画を立てる。

2.96

3.20

3.02

関係機関とか他職種と相談し援助計画を立てる。

2.88

3.20

2.95

関係各機関とチームアプローチをする。

2.80

3.09

2.86

医療費、生活費など経済問題に関する調整･援助をする。

2.92

3.19

2.95

サービス利用中の相談とか不満･疑問に対して対応する。

3.46

3.65

3.46

対象者とその家族或いは所属施設･機関との調整･援助をする。

3.04

3.28

3.08

新しい制度やサービスの利用方法に対して説明する。

3.31

3.49

3.30

長期的に援助計画の評価と調整をする。

3.07

3.33

3.11

平均

3.12

3.38

3.17

対象者を対象とした集団社会事業を行う。

2.62

2.82

2.69

対象者の家族を対象に集団社会事業を行う。

2.32

2.60

2.49

対象者を対象としたレクレーション活動をする。

2.45

2.62

2.54

自助集団グループ(自治会、家族会など)の活動を行う。

2.14

2.39

2.30

2.38

2.61

2.50

地域の福祉ニーズを量的に把握する(設問調査など)。

2.60

2.90

2.68

地域の福祉ニーズを質的に把握する(住民懇談会、面談など)。

2.50

2.82

2.61

広告やホームページなどに地域に関する情報を掲載する。

2.68

2.98

2.82

地域住民の参加を促進するための介入や組織化をする。

2.53

2.83

2.57

地域内で協同していくための多様なネットワークを作る。

2.73

2.96

2.71

新しいサービスやプログラムを開発する。

2.91

3.23

2.95

ボランティアを管理･調整する。

2.82

3.10

2.91

自助会(自治会、家族会など)の組織化や支援をする。

2.23

2.58

2.42

地域住民を対象に研修会、セミナーを開催する。

2.22

2.52

2.33

対象者や地域住民の意見を反映した事業評価を行う。

2.51

2.86

2.63

2.57

2.80

2.66

2.57

2.87

2.66

2.79

3.06

2.86

区

個

分

別
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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団
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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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均

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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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体などの社会福祉に関する計画樹立に対する参加(コメント
や意見表明など)する。
平

均

全体平均

社会福祉士が遂行している業務は個別援助が最も高く、その次が地域援助、
集団援助の順となった。また全体の業務遂行部分で業務の重要性が高く現
れており、その次がこれを遂行する能力であり、実際に遂行することは低
くなっている。業務遂行の比率が低く現れたことは、業務量の過多に起因
するものと解釈することもできるが、業務の重要性およびその遂行能力と
比例しており、業務に対する認識と遂行力量間には相当な関連性があるも
のと見られる。
援助内容を見れば、クライアントに対する直接サービスと個別的業務は、
その遂行水準が高い反面、間接サービスと集団および地域援助業務は大体
低く現れている。これは韓国の社会福祉士は個別援助に対しては、それな
りの力量を発揮しているが、集団や地域援助業務遂行には脆弱性を持って
いるものと見られる。
社会福祉士の業務遂行関連事項と研修およびスーパービジョン経験を交
差させてみれば、研修を多く受けるほど、そしてスーパービジョンをした
経験を持つ場合、業務遂行能力が高まるものと現れた。これは社会福祉士
を対象に各種研修の実施やスーパービジョン遂行能力の強化を通してこれ
らの脆弱な業務遂行領域を強化できることが分る。

Ⅴ．地域社会福祉実践強化方案

―人材を中心に―

地域社会福祉実践を強化するためには地域社会福祉伝達体系、地自体の福
祉財政、地域福祉計画の樹立と実践、地域社会福祉人材確保など多様な側
面での努力が必要で、努力するほどに成果が期待できる。ここではいろい
ろな制約上、地域社会福祉人材を中心に強化方法を提案する。
１．社会福祉関係者の認識改善
社会福祉関係者と対話してみれば、地域社会福祉の実践に対する重要性に
対しては皆同意するが、福祉現場で実践されている内容を見れば貧弱であ
る。これにはいろいろな理由があるが、その中の一つが福祉関係者の地域
社会実践に対する認識が皮相的か形式的な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
福祉現場関係者の中で多くの機関長や中間管理者は所属機関中心の事業

に対しては非常に高い関心を持って努力を傾けているのに比べ、地域社会
中心の事業に対する関心と努力は微々たる実情である。このような現象は
一面妥当性を持っているようでもある。しかし、地域社会福祉の実践が機
関の重要目的の所でもこのような形態を帯びているなら問題は深刻である。
韓国では社会福祉館がこのような状態であると見られる(朴泰英、2008a)。
地自体長や地方議員、福祉担当公務員もまた地域社会福祉実践に関する正
しい認識が高くないようである。彼らは地域社会福祉の実践にたいする意
欲はあるが、これを具体化するための一つの方法である、実質的な住民参
加の拡大、官民の適切な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維持などは未だ不足の実
情である。
従って社会福祉の現場関係者および専門家即ち、福祉機関長および中間管
理者、担当公務員、関連領域の教授などの地域社会福祉の実践に対する重
要性の認識が優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２．社会福祉士の地域社会福祉の実践力量の強化
社会福祉士の地域社会福祉の実践に対する力量強化は、先ず大学教育から
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現大学の社会福祉教育で次のような内容
が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即ち、社会福祉の理論教育から地域社会と
関連した内容(事例管理、プログラム開発と評価など)の強化、理論教育から
実践的内容(ハンドブック、マニュアル活用)の強化、現場連携教育(チーム
授業、現場見学など)の強化、現場実習教育(実習科目の拡大、現場実習事前･
事後指導の強化など)、現場で要求される注文式教育の導入などである。
福祉現場でもこれに相応する努力が要求される。先ず、能力のある社会福
祉士を採用しなければならなく、研修ないしは補習教育を徹底していかな
ければならないどろう。その内容としては、地域組織化、自助集団育成、
住民参加、ネットワーク、福祉教育、スパービジョンなどとならなければ
ならない。さらに福祉現場では大学との連携教育および現場実習指導強化
などに対する努力も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また社会福祉士協会や社会福祉教育協議会のような組織でも地域社会福
祉実践に対する重要性を認識し、これを具体化するための努力即ち、国家
試験の内容および実施方法の改善、教育の質の対する基準設定および管理、
大学と現場間の理論および実践教育調整機能の強化などを傾けていかなけ

ればならない(朴泰英、2008b)
３．地域社会福祉実践プログラムの共有
社会福祉士の悩みの一つが、地域社会福祉実践に関する多様な経験と事例
に対する知識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クライアントや住民の地
域社会福祉実践に対するニーズがあってもこれに対する専門家としての情
報提供や代案提示で困難があるという。
国内の地域社会福祉実践と関連した多様なプログラムに対する共有とと
もに海外の多様な実践事例に関して学べる機会が提供されなければならな
い。このような側面から見るとき、今回の韓日両国の社会福祉士が参加す
る地域社会福祉実践シンポジウムは非常に意味のあるものであると思う。
その具体的な方法として On-line を通した情報提供や地域社会福祉実践
に対するウォークショップの実施、国際的な実践プログラム交流行事の拡
大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行事は参加者が地域社会福祉の
実践現場で直接経験できるように連動させて準備するのも意味があるだろ
う。
＜参考文献＞
朴泰英、2008a、地域社会福祉論、ハクヒョン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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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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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사회복지학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위치
1. 사회복지학의 한 영역
사회복지학에서는 그 접근방법을 실천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으로 구분한
다. 지역사회복지는 실천적 접근 방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책적 요소를 많
이 갖고 있어서 실천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하
기도 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加納光子, 2001).
<그림 1>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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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학이 지향해야 할 영역
사회복지학은 실천적 학문이고, 실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나아가 클라이언트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여러 체계와의 관계설정, 유지, 강화의 노력 없이
는 자기다운 삶을 향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 차원의 접근 노력과
정책적 차원의 여러 노력도 나름대로 기울여오고 있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 내지는
복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복지학이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학으로 나아가
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
한 실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자도 공감한다. 아
울러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 및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Alan Twelvetrees, 2002).

Ⅱ.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란?
1.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원칙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원칙은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大橋謙策, 2001).
첫째는 주체성으로, 이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실천에 있어서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 자신
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측과 공
급 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객체화는 자칫 클라
이언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자립과는 멀어지게 할 수도 있
다.
둘째는 지역성으로, 이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현장과 밀착된 지역에서 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작은 지역
단위일수록 좋겠지만, 서비스 공급조직에서는 서비스 공급규모의 경제를 살
릴 수 있는 단위로 지역 규모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모색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는 종합성으로, 클라이언트 자신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복지서비스 공급자는 타 서비스
공급조직과 조정․연계․협력하여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종
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는 문화성으로, 이는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최저 수준에서 최적 수
준으로, 나아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National
Minimum에서 Local & Community Optimum으로 나아가 Civil Maximum
을 지향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 과정과 유사한 순서 즉, 사
정-계획-실시-점검-평가를 거쳐 피드백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다만, 그 단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이나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검토해야 할 내용과 측면이 복잡할 뿐이다.
실천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지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내에 생활하고 있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현재적 욕구 및
잠재적 욕구 파악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역량과 특성까지 통합적이고 종합적
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성․종합성은 개인-가족-지역의 통합과 사정-계획-실시-점검평가의 통합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나선형으로 움직이면서 지역
사회복지의 과제를 해결․예방하게 되는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방법으로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宮城(1993)는 실천방법을 개별적 상담, 자조집단, 소지역 네트워크, 정보
제공, 복지교육, 자원 및 서비스 개발, 서비스 조정, 관리운영, 지역복지계획,
사회행동 등 10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micro와 mezzo, macro 축
과 당사자 및 가족, 지역리더, 전문가 측으로 교차시켜 이들 실천방법을 위
치시켜 설명하고 있다.
또 川村(2007)는 여러 학자들의 지역복지 정의들을 검토하면서 주된 방법
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조직화, 복지운동, 지역복지계획, 자원활용

(조정), 공사협력, 복지교육, 지역복지계획 등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실천방법 즉,

사례

관리, 자조집단의 조직․운영, 지역조직화, 복지의 조정․연계․협력, 복지교육,
복지조직의 관리운영․경영, 지역복지계획, 복지운동(사회행동) 등이 구사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중시되는 상황
1. 복지의 지방화
사회복지의 효과성은 국가 단위의 정책이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 단위의
실천으로 잘 이어질 때 높아질 수 있다. 국가 수준의 정책은 전 국민의 평균
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지역사회) 단위에서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실천의 통합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의 변화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지자체(지역사회) 단위의 노력이 중요하
다.
한국의 경우, top-down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지방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복지 체감도를 거두기 어렵다. 국가 기준의 복지체
계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나름의 복지를 만들어 실천해 나가
야 클라이언트 및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즉, ‘복지의 지역화’
에서 ‘지역의 복지화’로의 전환을 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
뀌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川村(2005)의 ‘지
역의 복지와 지역복지’라는 그림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일반 지역사회의 유지

복지 지역사회의 구축

사회복지의 지역화
(국가복지)

지역 복지화

통치 ․ 중앙집권
top-down

bottom-up
지역의 사회복지화
(지방복지)

복지 지역화

지방자치 ․ 지방분권
주민자치

관료통치
전 환

<그림 2> 복지 지역화에서 지역 복지화로
2. 이용자 선택권 강화
복지서비스의 추세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된 것이다. 복지현장에 구체화 된 것이 노인요양보험의 실
시이고,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이용자가 공짜나 실비로 주어지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위상에
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용할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소비자라
는 위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객체적 입장의 클라이언트에서 주체적
입장의 클라이언트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상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 방향만은 분명히 바뀐 것이
다.
이러한 변화된 복지환경 가운데서 복지공급자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
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아울러 클라이언트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
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직접적인 클라이언
트뿐만 아니라 잠재 클라이언트 내지는 이용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권의 강화와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은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3. 주민의 복지관심 증대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복지가 잔여적 개념에
가까운 형태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제도적 개념에 가까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40%이상을 복지영역에 쓰고 있는 실정이고, 앞
으로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지대상의 보편화
경향, 서비스의 질적․양적 증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 등에 기인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는 점차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고, 이
에 걸맞은 사회적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사
회적 책임과 복지투입에 따른 성과요구도 점차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의 복지는 지
역사회 중심의 실천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클라이언트와 그 가
족 및 지역 주민의 그 체감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Ⅳ. 지역사회복지 실천수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08년 3월에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평택과 경산의 사회복지사(사회복지생활시설, 이용시설, 공무원) 340
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업무를 개별원조, 집단원조, 지역원조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수행차지비율, 중요도, 수행능력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보
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결과
구 분

업무수행 업무의 업무수행
차지비율 중요도 능력정도

사회복지에 관한 제도나 서비스의 설명, 정보제공을 한다.

3.30

3.52

3.38

상담자와 개별면접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가정방문을 한다.

3.05

3.41

3.19

대상자의 신체상황이나 정신상태, 환경 등을 확인한다.

3.48

3.63

3.42

대상자 가족의 욕구를 사정한다.

3.19

3.49

3.16

당사자나 가족과 상담하여 원조계획을 세운다.

2.96

3.20

3.02

관계기관이나 타 직종과 상담하여 원조계획을 세운다.
개별 관계기관과 팀 어프로치를 한다.
원조
의료비, 생활비 등 경제문제에 관한 조정원조를
․
한다.

2.88

3.20

2.95

2.80

3.09

2.86

2.92

3.19

2.95

3.46

3.65

3.46

서비스 이용 중의 상담이나 불만의문에
․
대해서 대응한다.
대상자와 그 가족 혹은 소속시설기관과의
․
조정원조를
․
한다.

3.04

3.28

3.08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3.31

3.49

3.30

정기적으로 원조계획의 평가와 조정을 한다.

3.07

3.33

3.11

3.12

3.38

3.17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사회사업을 한다.

평균

2.62

2.82

2.69

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사회사업을 한다.
집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한다.
원조
자조집단 그룹(자치회, 가족모임 등)의 활동을 한다.

2.32

2.60

2.49

2.45

2.62

2.54

2.14

2.39

2.30

2.38

2.61

2.50

지역의 복지욕구를 양적으로 파악한다(설문조사 등).

2.60

2.90

2.68

지역의 복지욕구를 질적으로 파악한다(주민간담회, 면담 등).

2.50

2.82

2.61

광고나 홈페이지 등에 지역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다.

2.68

2.98

2.82

지역주민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개입이나 조직화를 한다.

2.53

2.83

2.57

평균

지역 내에서 협동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든다.

2.73

2.96

2.71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91

3.23

2.95

2.82

3.10

2.91

지역
․
한다.
원조 자원봉사자를 관리조정을
자조모임(자치회, 가족모임 등)의 조직화나 지원을 한다.

2.23

2.58

2.4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2.22

2.52

2.33

대상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평가를 한다.

2.51

2.86

2.63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수립에 대한 참가(코멘트나
의견표명 등)한다.

2.57

2.80

2.66

평균

2.57

2.87

2.66

전체평균

2.79

3.06

2.86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개별원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
역원조, 집단원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업무수행 부분에서 업무의 중
요성이 높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이 이를 수행할 능력이며, 실제로 수행하
는 것이 낮게 나타났다. 업무수행의 차지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업무량의
과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중요성 및 그 수행능력
과 비례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인식과 수행역량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조내용을 보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서비스와 개별적 업무는 그 수행
수준이 높은 반면에 간접서비스와 집단 및 지역원조 업무는 대체적으로 낮
게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는 개별원조에 대해서는 나름의 역
량을 발휘하고 있으나, 집단이나 지역원조 업무 수행에는 취약성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관련 사항과 연수 및 슈퍼비전 경험을 교차시켜 보
면,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슈퍼비전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의
실시나 슈퍼비전 수행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이들의 취약한 업무수행 영역
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지역사회복지 실천 강화방안 -인력을 중심으로지역사회복지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자체의
복지재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 지역사회복지 인력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노력이 어울러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제약
상, 지역사회복지 인력을 중심으로 강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관계자의 인식개선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대화해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중요성에 대
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만, 복지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빈약하
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지관계자의 지
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 현장관계자 가운데서도 많은 기관장이나 중간관리자들은 소속 기관
중심의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하
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
상은 일면 타당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기관의 주
요 목적인 곳조차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한국에
서는 사회복지관이 이러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박태영, 2008a).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복지담당공무원 또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들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한 방안인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 민관의 적
정한 파트너십 구축․유지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관계자 및 전문가 즉, 복지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담
당공무원, 관련영역의 교수 등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역량 강화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역량강화는 우선 대학교육에서부
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현 대학의 사회복지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 이론교육에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내
용(사례관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의 강화, 이론교육에서 실천적 내용(핸
드북, 매뉴얼 활용)의 강화, 현장연계교육(팀 티칭, 현장견학 등)의 강화, 현
장실습 교육(실습과목의 확대, 현장실습 사전․사후지도 강화 등)의 강화, 현
장에서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의 도입 등이다.
복지현장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우선 능력 있는 사회복
지사를 채용해야 하며, 연수 내지는 보수교육을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
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조직화, 자조집단육성, 주민참여, 네트워크, 복지교육,
슈퍼비전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복지현장에서는 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현장실습지도 강화 등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같은 조직에서도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 즉, 국가시
험 내용 및 실시방법의 개선, 교육 질에 대한 기준 설정 및 관리, 대학과 현
장간의 이론 및 실천교육 조정기능 강화 등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朴泰
英, 2008b).
3. 지역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의 공유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관
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나 주
민들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이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정보 제공이나 대안 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와 아울
러 해외의 다양한 실천 사례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번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On-line을 통한 정보교류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워크숍의 실시, 국제적인 실천 프로그램 교류행사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사는 참가자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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