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社会福祉人材国際交流に向けて－

“ 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
－사회복지인재 국제교류를 위하여－

日

時：2009 年 11 月 20 日（金）13：30～17：30

場

所：韓国馬山市“3･15 ARTCENTER”

主

催：財団法人 UNIVERS 財團
第 7 回“韓日마음의 交流” 심포지움実行委員会

共同開催：韓国社會福祉教育協會
韓国社會福祉福祉士協會
韓国社會福祉法人崇實共生福祉財團
社團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
日本소셜케어서비스従事者研究協議會
日本社會福祉法人 마음의 家族
後

援：韓国社會福祉学會
韓国社會福祉館協議會
日本社會福祉学會
社團法人 日本社會福祉士會

協

賛：慶南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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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인사말

이토 이사오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제 7 회 “한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03 년, 한국 제주도에서 시작한 “한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 장소를
번갈아가며 매 년 충실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한일양국 복지관계단체의
여러분들께서 참여하는, 일주일에 걸친 차세대 사회복지 지도자를 위한 “한 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 일 양국의 실행위원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여기 마산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을, 일본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 젊은 소셜워커들이 참가하여, 서로 배우며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신뇨엔(真如苑)의 개조(開祖)인 고(故)이토 신죠(伊藤真乗)
교주(教主)의 유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맑고 깨끗한 “마음”, 즉
불성(仏性)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사(大事)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복(至福)과 세계평화”를 목표로 하는 본 재단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기 위해 오늘의 “한 일마음의 교류 프로그램”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에 “마음”이란 말을
넣어 활동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21 세기는 문화, 습관, 언어, 인류, 종교,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우애의
다리를 놓아 융화(融和)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개호, 복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급선무입니다.
일본에서는 간호・ 개호직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등 해외의 힘을
빌려 보충하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사람과 융화・협조해나간다”라는 인간본래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운 곳부터 널리 해외까지
공헌해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심포지움 주제는 “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사회복지인재 국제교류를 향하여”
입니다. 올해 심포지움과 대학원생 및 젊은 소셜워커의 교류 성과가 이 프로그램을
동아시아전체에 더욱 넓혀 각국 지역과의 유대와 융화를 지향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일본이
연계를 깊이 하여 “아시아모델을 구축해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로 뻗치는 우수한 지도자가 배출될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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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ごあいさつ

伊藤 勲
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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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００３年、韓国済州島から出発し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韓国と日本
で会場を交互もちながら、年々充実して今日を迎えております。ことに、昨年から、日韓両国の
福祉関係団体の諸先生方にご参画いただき、内容をより拡大し、一週間にわたる「日韓こころの
交流プログラム」としたことで、大きな成果を挙げております。これも関係各位のお力添えあっ
てのことと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す。
本年は、ここ馬山に、韓国と日本の福祉関係者が一堂に集まり、課題を深めつつ、日本から社
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と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派遣し、学び、交流するプログラムとして進
めてお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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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仏教では、誰もが持つ清らかな「こころ」
、すなわち仏性というものを互いに認め合い、
尊重することの大事を説いております。
「人類の至福と世界平和」を目標とする当財団では、一
人ひとり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べく、本日の「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のように、多
くのプログラムに「こころ」の言葉を入れ、活動に生かしております。
２１世紀は、文化、習慣、言語、人種、宗教、国境を越え、あらゆる人と人との関係に友愛の
橋を架けて、融和世界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大事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それは介護、福祉にお
きましても同様で、そのためにはグローバル化に対応できる人材の育成が急務となっております。
日本では看護・介護職の大幅な不足が見通され、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タイ、ベトナムな
ど、海外の方たちの力を借りて補うという方針を進めております。韓国も同じような道を進んで
いかれ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れだけに、専門職の皆様には、
「人と融和・協調していく」
という人間本来の持つ温かい心をもって、身近なところから広く海外まで貢献していただきたい
と願います。
本日のシンポジウムは「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社会福祉人材国際交流に向け
て」となっております。本年のシンポジウムと大学院生および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交流の
成果が、さらにプログラム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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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ず韓国と日本が連携を深め「アジアモデル」を築いていこうというメッセージをここから発信
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このプログラムを通して、世界に羽ばたく優秀な指導者が多く育まれることを心より念願いた
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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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공동대표인사말

김 성이 전한국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오오하시 켄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학장
윤

기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도 회를 거듭하면서 내용을 충실히하고, 7 번째가 되는 이번 역시
오늘날에 어울리는 테마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을 이렇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유니벨재단의 이토우 이사오 이사장께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바쁜 중에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서 발표해주신 서울대학의 최성재교수를 비롯하여
서울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이성희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남범 원장, 그리고
멀리 일본에서 참석해주신 일본사회복지사회의 야마무라 무츠미회장, 츄우쿄우대학의 노구치
노리코 교수께 실행위원회로써 진심으로 예를 표합니다.
더불어, 적절한 논의의 장소와 복지연수의 기회를 준비하신 한국사회복지사회의 회장이시며
심포지움준비위원장인 조성철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한일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소셜워커의
역할에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일은, 중요한 제의이며 그 개최의의는 매우 큽니다.
이곳에서의 논의나 제기가 마침내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공통의 커리큘럼, 공통의
국가시험, 공통의 자격을 향한 기반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이 한일 양국의 복지의 선배로부터 사회복지전공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곤란에 처한 복지의 시대에 새로운 빛을 발하는 장소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최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포지움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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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回「日韓こころの 交流」シンポジュウム実行委員会 共同代表

共同代表ごあいさつ

金 聖 二 前韓国保健福祉家族部長官
大橋 謙策 日本社会事業大学学長
尹

基

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理事長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も、回を重ねるごとに内容を充実させ、7 回目となる今回もま
た、時宜を得たテーマでの会議を開くことができました。
このシンポジウムをここまで盛り上げてくださったユニベー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にまずも
って感謝いたします。
また、お忙しい中をこ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ご参加いただいた崔聖載・ソウル大学教授はじ
め李聖姫・ソウル市立西部老人専門治療センター院長、趙南範・韓国老人人力開発院院長、加え
て遠路、日本からご参加いただいた山村睦・日本社会福祉士会会長、野口典子・中京大学教授の
皆さまに実行委員会として心よりのお礼を申し上げます。
さらに、適切な論議の場と福祉研修の企画を準備いただいたシンポジウム準備委員長の趙聖
鐵・韓国社会福祉士会会長のご苦労に感謝申し上げ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日韓両国が直面している緊喫の課題である高齢化社会が生み出す諸問
題に対して、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果たす役割に、国民の関心をひきつける重要性を提起するも
のであり、その開催意義はきわめて大きく、また、現在の状況に的確に対応した会議であります。
ここでの論議や提起が、やがて韓国、中国、日本などによる共通のカリキュラム、共通の国家
試験、共通の資格に向けた基盤を築くことになれば、と期待します。
日韓両国の福祉の先達から福祉を学ぶ学生にいたるまで、幅広い論議によって、このシンポジ
ウムが、困難な福祉の時代に新たな光を見いだす場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改めて開催にご尽力いただいた関係者の皆さまに対して、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を代表して
感謝申し上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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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선언
조 성철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준비위원장
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유니벨재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의 공동대표이신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 오하시 켄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님, 윤기 마음의 가족 이사장님
과 유니벨재단의 이토 이사오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조강연과 토론을 맡아
주신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욕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세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은
그동안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한일 양국의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3 년 대한민국에서 ‘제 1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개최된 이래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지도자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제 7 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 7 회 심포지엄은 「고령화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사회복지인재의 국제 교
류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주제는 한일 양국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양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공통된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의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
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 년 4.53 명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1.19 명에 그쳤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기록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30 년
마다 경제활동인구가 40%씩 줄어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305 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소멸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고령화사회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대처방안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비교∙연구하여 사회복지
사들의 국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사회복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과 양국 사회복지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및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협력의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지식을
넓히고 비전을 공유하는 나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심포지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국내외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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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会宣言
趙 聖鐡
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準備委員長
韓国社会福祉士協会会長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ユニベール財団、韓国社会福祉士協会が共同して「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催できることを心より嬉しく思います。今回のシンポジ
ウムを積極的に支援してくださっ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の共同代表である
金聖二前保健福祉家族部長官、大橋謙策日本社会事業大学学長、尹基こころの家族理事長とユニベ
ー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に厚く感謝いたします。同時に基調講演と討論を引受けてくださった韓国
と日本の関係者の皆様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
今、世界は変化しています。変化する環境の中で社会的ニーズも変化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変
化は全世界的な趨勢であり、私たちはこのような趨勢を「世界化」と呼んでいます。世界化、国際
化時代に歩調をあわせて行くために韓国と日本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たちは、この間、多様な国
際交流活動を広げて来ました。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日韓両国の多様な国際交流活
動の中でも、最も順調に進められている模範的な事例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2003 年韓国で「„第
1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て以来、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リーダーたちは、
社会福祉の分野での国際協力と社会福祉実践の専門性の増進を目的に、韓国と日本で交互にシンポ
ジウムを開催し、今年で第 7 回目を迎えました。
今年、開催される第 7 回シンポジウムは、
「高齢化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社会福祉
人才の国際交流に向けて」を主題に開かれます。このテーマは日韓両国にとって、最も急を要する
課題である尐子高齢化問題について、両国の社会福祉士たちが共通の危機意識を持ち、社会福祉的
な観点からの実践的な対応方法を模索し、両国が協力して取り組もうという主旨で企画しました。
韓国の出生率は、1970 年の 4.53 人からずっと下落し、昨年には 1.19 人にとどまりました。これ
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 国の中でも、最下位に属する記録です。このような傾向が続くと、30
年ごとに経済活動人口が 40%ずつ減り、すぐに超高齢化社会に突入し、2305 年には韓国人が地球
上から消滅するという、凄まじい見通しも出ています。本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高齢化社会の現
在と未来を見通し、高齢化社会に対処して行くための対処方法と社会福祉士たちの役割を模索した
いと思います。また、日韓両国の社会福祉士たちの役割を比較研究し、社会福祉士たちの国際交流
を拡げる政策を構想したいと思います。
今回の「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高齢化社会に対応する社会福祉の望ましい方向を
模索する論議の場と、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の間のネットワーキング及び人的交流の活発化、協
力の場になるように期待します。同時に、韓日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たちが知見を広げ、ビジョ
ンを共有する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願っています。
重ねて、本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支援してくださった関係者のみなさん、国内外から参加してく
ださったすべての方々に感謝し、私のごあいさつ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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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김 태호
경상남도 지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지도자님께서 대한민국 경남에 모여 「제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 우리 경남을 방문하신 일본의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
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힘써
오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패널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양국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많을 것입니다. 2003 년부터 한․일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개
최해 온 「한․일 마음의교류 심포지엄」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협력과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복지의 여건과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욕구는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사회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복지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보급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교육과 훈련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께서 펼쳐 오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
은 정말 가치 있는 일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가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는 올해 도 전체 예산의 24.3%에 해당하는 1 조 4,450 억원을 복지분야에 배정
하여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020 년 도민소득 4 만불 시대를 열
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지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회
복지 지도자 간의 우의와 협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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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辞

金 台浩
慶尚南道 知事
皆さん!お会いでき嬉しく思います。
今日、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リーダーが韓国の慶南に集まり 「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
ポジウム」が開催されることは非常に意味深く、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特に、この行事のために慶南を訪問された日本の社会福祉のリーダーの皆さんを心より歓迎しま
す。日ごろから社会福祉に対する使命感と奉仕精神で、社会福祉発展に力をつくしてこられた韓
国社会福祉士協会の趙聖鐡会長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の皆さん、開催に尽力されてこられた主催
者のユニベール財団と実行委員会、そして、ご参加いただいたパネリストと来賓の皆さんに感謝
を申し上げます.
尊敬する日韓両国の社会福祉リーダーの皆さん!
私たち韓国と日本は地理的に隣接しているため、多様な分野でお互いの協力を通じ、共存でき
る道が多いと思います。2003 年から日韓両国で交互に開催して来た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
ジウム」も、社会福祉分野での協力と専門性を増進し、両国の社会福祉の発展に大いに役立つと
期待します。
皆さんご存じのように、この間、急速な社会発展によって福祉環境に多くの変化が生まれまし
た。このため社会福祉に対する国民の理解とニーズは拡がっていますが、政府主導の社会福祉政
策には限界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社会福祉の従事者である皆さんの役割が非常に重要である
と思います。
韓国社会福祉士協会は、国民の福祉向上のための専門知識と技術開発と普及し、社会福祉士の
資質向上、教育訓練など多くの活動をして来ました。
難しい条件の中でも社会福祉のリーダーの皆さんが、広げてこられた各種社会福祉事業と活動
は、本当に価値のある事であり、社会を支える原動力になってきました。心から深い敬意を表し
ます。
慶尚南道は、本年も慶尚南道の予算全体の 24.33%にあたる 1 兆 4,450 億ウォンを福祉分野
に割当て、元気で幸せがあふれる福祉社会実現に向けて最善をつくしています。
そして「南海岸時代プロジェクト」を重点的に推進し、2020 年道民所得 4 万ドル時代を開い
て、道民の皆さまが、幸せで豊かさを享受できる「福祉慶南」を作って行きます。社会福祉のリ
ーダーの皆さんが多大な関心を寄せられ、支援され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最後に、今日のこの行事が、日韓両国の社会福祉発展に大事なアイディアを提供し、社会福祉
のリーダー間の友情と協力を堅める良い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願いながら、皆さんのご健勝を祈
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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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황 철곤
마산시 시장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과 곱게 물든 단풍이 한폭의 그림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아, 국화향기가 그윽한 마산에서 '제7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및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2003 년 제 1 회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해를 높이는 국제적인 행사로 양국의 국제협력과
사회복지전문성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1 세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한·일 양국의
저명인사분들을 초빙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어
복지마산 건설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10%나 되는 우리시는 2008 년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U-health 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재가방문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거주·체육·교양·요양·의료 등 노인이 한 곳에서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원스톱 노인종합실버타운 건립을 2013 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간의 사회복지정보 교환시스템을 체계화 시키며, 국가간
우호증진과 함께 민간교류와 협력에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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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辞

黄 喆坤
馬山市 市長

澄み切った青い空ときれいに染まった紅葉が一つの絵画を演出する美しい秋を迎え、ほの
かな菊の香りが漂う馬山で「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盛大に開催されるこ
と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同時に、今回の行事のために多くの苦労を惜しまず尽力してこられた「日韓こころの交
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および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韓国社会福祉士協会を含め
た関係者のみなさんに、深い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2003 年の第 1 回シンポジウム開催を始めに、日韓
両国の社会福祉発展のために相互協力、相互理解を高める国際的な行事であり、両国の国
際協力と社会福祉増進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は、21 世紀の課題である高齢化社会をテーマに日韓両国の著名な方々
をお招きし、高齢化社会に対処する社会福祉士の役割を模索することと聞いております。
ここでの議論が「福祉・馬山市」の建設に向けた格好の跳躍台に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
高齢者人口の割合が 10％にもなる馬山市は、2008 年に老人総合社会福祉館を設立して運
営しており、一人暮らし高齢者のための U-health 事業、高齢者のための就労支援事業、在
宅訪問事業などを推進すると同時に、居住∙体育∙教養∙療養∙医療などのサービスを１ヶ所
で、すべての福祉施設を利用できる、道内最大規模の「ワン∙ストップ高齢者総合シルバー
タウン」を 2013 年の完工を目指して推進しています。
今回のシンポジウムが、日韓両国間の社会福祉情報交換システムを体系化させ、両国間
の友好増進とともに、民間交流と協力にとって、堅固な踏み石になることを期待しながら
参加された皆さんのご健康とご多幸をお祈りし、ごあいさつに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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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김 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한∙일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유니벨 재단이 공동으로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주신 일본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세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지 오래이며, 우리 대한민국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불과 100 년 후인 2100 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1 천만 명으로 줄며,
약 300 년 후인 2305 년에는 0 명이 되어 국가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한∙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사회복지인재 국제교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며, 일할 사람이 줄면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일할 사람, 군대에 갈 사람,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면 결국 국가가 파탄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학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전쟁의 폐허를 딛
고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양국의 앞으로 남은 큰 일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낼
소셜워커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하여 사회복지인재
를 서로 교류함으로써 공존공영하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한∙일양국간의 인재교류를 위한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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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辞

金 得麟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尊敬する内外の来賓の皆さま、また、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指導者の皆さま！
韓国社会福祉士協会として、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およびユニベール財団
が共催する「第７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とりわけ、
韓国にお出でいただいた日本の社会福祉の指導者の皆さまを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
現在、世界は尐子化∙超高齢化という危機に直面しています。
日本は、すでに世界の最高齢国家になっており、韓国も平均寿命が延びていることや出生率の
低下により、高齢化が進んでいます。今のような状況が続くと、およそ 100 年後の 2100 年には、
韓国の人口は1千万人に減り、
約300年後の2305年には0人になって国が消滅してしまいます。
こうした時期に、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たちが集まり、
「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
ーの役割－社会福祉人材国際交流に向けて－」というテーマでシンポジウムを開くことは、非常
に意味あることだと思います。
尐子化∙超高齢化は国家的な災いです。学生が減ると学校が廃校になり、働ける人が減ると会
社や工場が廃業になります。働ける人、軍隊に入隊する人、税金を納める人が減ってゆけば、結
局、国の破たんにつながりかねません。
韓国と日本は、高度な科学知識と技術を保有する高水準の人材を確保し、戦争による廃墟から
立ち上がり、世界的な経済強国になりました。その日韓両国のこれから取り組むべき大事な課題
は、より高度な社会福祉を実践し、また専門性を高めて社会福祉の発展を図ることです。
中でも重要な課題は、尐子化∙超高齢化に対応して、人類の生存と繁栄を守るためのソーシャ
ルワーカーを育成することです。特に地理的あるいは政治的、また、社会文化的条件が類似して
いる韓国と日本が、相互に協力し、社会福祉人材の相互交流を通して共存共栄の未来を開拓して
ゆくことです。
今日のシンポジウムを通し、高齢社会に対応するため、果敢で根本的な対策の準備とともに、
韓日両国間の人材交流のための優れた方案が多く創出できるよう願っています。
終りに、開催のためにご苦労いただいた関係者の皆さまに改めて深く感謝します。また皆さま
のご健康とご多幸を祈念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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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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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사회복지 인재 국제교류를 향하여

최 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인구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선진국에서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노인은 소셜워커의 중요한 서비스 대상자가 되고 있다. 노인은 생애주기별 어느 서비스
대상자 보다도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85 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건강보호와 사회보호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서비스 수준의 다양성 및 상호 연관성으로 인하여 소셜워커의
서비스 제공 접근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노화 및 노인과 관련한 욕구와
서비스의 다양성과 상호 연관성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는
소셜워커라 할 수 있다. 소셜웤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서비스 수준의 다양화와 상호
연관성으로 인하여 소셜웤의 전통적인 일반주의(generalist)접근방식, 전문주의(specialist)
접근방식 또는 팀워크(team work)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1980 년대부터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방식인 케이스 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가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케이스
메니지먼트 접근 방식에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지식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생물-심리-사회적 접근방식(bio-psycho-social approach)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케이스 매니지먼트와 생물-심리-사회적
접근방법이 효과적인 서비스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3.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소셜워커를 더욱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능력 있는 소셜워커는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제공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가능케 하는 조직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
하에서 서비스 제공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국가마다 소셜웤 교육제도,
소셜웤 지식과 기술의 적용, 소셜웤 실천의 조직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 등이 다르고 또한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4.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훈련받은 소셜워커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앞선 다른 나라에서의 훈련과
서비스 제공 경험의 공유를 위해서도 소셜워커의 국제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소셜웤 발전역사를 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조직적 여건이 상당한
정도 갖추어진 외국원조 기관에서의 훈련과 서비스의 경험이 능력 있는 소셜워커의 양성에
기여하였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의 연수 교육/근무도 능력 있는
소셜워커의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5. 현재 노인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전문인력도 많다. 노인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예를 들면 한국의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은 소셜워커와 같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구비할 정도는 아직까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도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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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고 또한 서비스 제공 조직 간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노인복지
인력의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6. 이상에서 언급한 소셜웤의 접근방법 변화와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국제간 인력교류는
노인 대상 소셜웤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인력수급의 현실적 문제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소셜웤 인력의 국제교류 필요성은 (1) 국제간
소셜웤 지식, 기술 및 실천 기술의 공유 및 발전, (2) 소셜웤 지식, 기술 및 실천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 (3) 소셜 웤 및 관련 인력부족의 해결 수단, (4) 국내
인력의 해외 고용증진 수단, (5) 국제사회복지의 강화, (6) 대륙적 및 국가적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한 이론과 기술 및 실천의 수정 모형 학습과 공유 등이다.
7. 소셜워커의 국제교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노인 대상 서비스 수준이
앞선 나라에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소셜워커를 파견하는 형태, (2)
서비스 수준이 낮은 나라의 소셜워커를 초청하여 연수 훈련을 제공하는 형태, (3) 경제적
수준과 서비스 수준이 앞선 나라에서 외국에 사회복지 기관을 설립하여 서비스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형태, (4) 적절한 기본자질을 갖추고 훈련을 받은 외국인 소셜워커를
고용하는 형태(임금은 국내인과 동등 또는 낮은 정도), (5)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학생을 초빙하여 교육 훈련시키고 수학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습
및 연수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인건비(인턴십 수당)로 부담하는 형태, (6) 소셜워커의
상대국 방문의 단기간 특별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형태, (7) 소셜웤 교육과정에서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형태 등.
8. 소셜워커의 국제적 교류에는 장애 요인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셜워커와 서비스 대상자 간의 이해 부족, 같은 역할이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보다 낮은 처우(임금수준)를 함으로 인한 차별 문제, 서비스 기관 설립과 훈련에 따른
국가의 제도적 지원 문제, 교류 대상자의 법적 체류조건의 복잡성과 불편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9. 국제간의 소셜웤 인력교류 특히 인구 고령화와 관련한 인력교류는 문화권이 같은 대륙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양국간, 양국과 아시아권
특히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 문화권 또는
동양 문화권의 경우 서양에서 발전된 소셜웤의 지식과 기술 및 실천방법을 받아들여 실천해
오는 동안 동양문화권에 보다 적합한 이론과 기술 및 실천방법을 수정한 것이나
동양문화권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기술과 실천모형을 개발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소셜웤 이론과 기술 및 실천모형 적용의 문제점이나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해 이를 공유하면서 발전시키거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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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化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社会福祉人材の国際交流にむけて－

崔 聖載
ソウル大学社会福祉学科 教授
１．人口の高齢化が世界的に急速に進展し、先進国はもちろん発展途上国においても、高齢者はソ
ーシャルワーカーの重要なサービスの対象者である。高齢者は、ライフサイクルの面において、他の
サービスの対象者よりも多様な種類と水準のサービスが必要であり、特に 85 歳以上の後期高齢者が
急速に増加する現象とも係わり、これらに対する健康の保護と社会保護サービス需要が大きく増加し
ている。
２．サービス対象者のニーズとサービス水準の多様性及び相互関係性により、ソーシャルワーカー
のサービス提供へのアプローチも多様に発展している。特に、老化及び高齢者のニーズとサービスの
多様性と相互関係性に対応できる専門家はソーシャルワーカーであるといえる。サービスの対象者の
ニーズとサービス水準の多様性及び相互関係性により、ソーシャルワークの伝統的なジェネラリスト∙ア
プローチ、スペシャリスト∙アプローチ、またはチームワーク∙アプローチだけでは限界があるため、すで
に 1980 年からサービスの対象者の多様なニーズを総合的に管理できるアプローチであるケース∙マネ
ージメントがより効果的なサービス提供方式として発展している。このようなケース∙マネージメント∙アプ
ローチは、人間の多様な側面を理解する知識が必要であり、最近においては、生物―心理―社会的
（Bio－psycho－social）アプローチが新たに現れている。特に、高齢者に対するサービスは、ケース∙マ
ネージメントと Bio－psycho－social アプローチが効果的なサービス方法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
３．高齢者を対象にしているサービスは専門的な知識と技術を備えてい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必
要としている。優秀なソーシャルワーカーは、サービス対象者及びサービスに関する知識と技術を備
えるのはもちろん、サービス提供を直接及び間接的に可能にさせる組織的な条件と社会的な条件の
下で、サービス提供の訓練を受けることを通じて作られる。国家ごとにソーシャルワークの教育制度、
ソーシャルワークの知識と技術の適用、ソーシャルワーク実践の組織的条件や社会的な条件が異なり、
またレベルにも差がある。
４．人口の高齢化によってサービス対象が大きく増加することによって、訓練を受けたソーシャルワ
ーカーが不足する現象も発生することになる。サービスの種類と水準が進んだ他の国での訓練とサー
ビス提供、経験の共有のためにも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国際的交流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韓国
のソーシャルワークの歴史を見れば、学校で学んだ知識と技術、組織的条件が整った外国援助機関
での訓練、サービス経験などが、有能な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養成に寄与し、また、少数だがアメリカ
や他の先進国での研修∙教育∙勤務の経験も有能な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養成に寄与したと考えられ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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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現在、高齢者に直接的サービスを提供する人材の中には社会福祉士ではない他の専門人材も
多い。高齢者に直接的サービスを提供する人材、例えば、韓国の療養保護士のような人力はソーシャ
ルワーカーのようなレベルの知識と技術、そして経験を備えているとはまだいえない状況が多い。しか
し、これからサービスを受ける高齢者も、もっと高度な水準のサービスを選択する可能性が高く、また、
サービス提供組職間の競争も不可避になるとみられ、サービスの水準と質を高めることが、高齢者福
祉サービスの重要な課題になる。
６．以上で言及したソーシャルワークのアプローチの変化と人口の高齢化を考慮すれば、国際間の
人材交流は高齢者を対象にしたソーシャルワークを発展させ、また、人材確保の現実的な問題を解決
する上で寄与できると思う。人口の高齢化と関連するソーシャルワークの人材の国際交流の必要性は、
（1）国際的なソーシャルワークに関する知識、技術及び実践技術の共有及び発展、（2）ソーシャルワ
ークの知識、技術及び実践で優位にある国の他国に対する支援、（3）ソーシャルワーク及び関連人材
不足の解決手段、（4）国内人材の海外雇用増進の手段、（5）国際社会福祉の強化、（6）国家により異
なる背景で発展してきた理論と技術及び実践の修正モデルの学習と共有等である。
７．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国際交流はさまざまな形態で成り立つことができる: (1) 高齢者を対象にし
たサービス水準が進んだ国から、サービス水準の向上を目的に他国に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派遣す
る形態、(2)サービス水準が低い国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招待して研修訓練を提供する形態、(3)経
済的水準とサービス水準が進んだ国で外国に社会福祉機関を設立してサービスに関する知識と技術
を向上する形態、(4)適切な基本資質を持ち訓練を受けた外国人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雇う形態(賃金
は国内人と同様、または低い)、(5)先進国で発展途上国の社会福祉教育機関の学生を招いて教育訓
練させて修学費用の一部または全部を実習及び研修生が提供するサービスの人件費(インタンシップ
手当て)で負担する形態、(6)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相手国の訪問の短期間特別教育とワークショップを
開催する形態、(7)ソーシャルワーク 教育課程での交換学生プログラムを推進する形態など。
８．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国際的交流には、障害要因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として言語、
文化的差異によ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サービス対象者の間の理解不足、同じ役目や同じ業務量にも
かかわらず国内人より低い処遇(賃金水準)による差別問題、サービス機関設立と訓練による国家の制
度的サポート問題、交流対象者の法的滞留条件の複雑性と不便さなど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
９．国際間のソーシャルワークの人力交流、特に人口高齢化と係わった人力交流は、文化圏が同じ
国家間に成り立つのが望ましい。韓国と日本の場合には、両国間、両国とアジア圏、特に東南アジアと
東北アジア地域国家の間に成り立つのが望ましい。アジア文化圏または東洋文化圏の場合、西洋で
発展したソーシャルワークの知識と技術及び実践方法を受け入れ、実践していく間に、東洋文化圏に
より相応しい理論と技術及び実践方法に修正したことや、東洋文化圏に相応しい新しい理論と技術と
実践モデルを開発したものがある。まだ西洋と東洋の文化的差で、ソーシャルワーク 理論と技術及び
実践モデル適用の問題点や課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点もあり、人的交流を通じ、これを共
有しながら発展させながら解決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面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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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崔 聖載 (チェ ソンジェ)
ソウル大学社会科学大学社会福祉学科 教授
学歴
ソウル大学社会福祉学科(文学士)
アメリカワシントン大学(WASHINGTON UNIVERSITY)(社会事業学修士)
アメリカケースウエスタンリザーブ大学(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社会福祉学博士)
経歴 歴任 経済正義実践市民連合社会 福祉委員長(1994-2000; 2008-2009)
保健福祉部長官 諮問官(1999-2000)
韓国大学社会福祉教育協議会 会長(1999-2000)
キリスト教倫理実践運動社会 福祉委員長(2001-2002)
韓国老年学会 会長(2001-2002)
韓国社会福祉学会 会長(2002-2003)
ソウル特別市社会福祉審議委員会 委員長(1999-2003)
国際老年学会アジア太平洋地域 地域会長(2001-2005)
韓国キリスト教社会福祉協議会 共同代表(2001-2005)
大統領直属低出産∙高齢社会委員会 委員(2005.9.-2008.2)
第 17 代大統領職業務引継ぎ委員会 諮問委員(2008.1.-2008.2)
保健福祉部地域社会サービス革新委員会 委員長(2005.3.-2009.1)
現職 韓国老人人力開発院(財団法人) 理事長(2006.1.-現在)
韓国老人の電話(社団法人) 会長(2003.11.-現在)
財団法人ザグァン財団 理事(2008.5.-現在)
社会福祉共同募金会 理事(2006.11- 現在)
ソウル市長政策諮問団 福祉分科委員長(2006.12.-現在)
創意ソウルフォーラム福祉部門 代表(2007.1.-現在)
保健福祉家族部低出産高齢社会委員会 委員(2008.4.-現在)
保健福祉家族部老人長期療養保険 諮問委員(2008.5.-現在)
受賞 国民褒章(2000.10.2),ソウル市長表彰(2007.9.3),大統領表彰(2008.2.21)
著書及び編著 社会福祉資料分析論(2005) 坡州: 図書出版ナナム.
社会福祉調査方法論(2005) 坡州: 図書出版ナナム.
老人福祉学(改訂版)(2007)(共著) ソウル: ソウル大学校出版部.
社会福祉行政論(改訂第 2 版)(2006)(共著) ソウル: 図書出版ナナム.
社会問題と社会福祉(改訂版)(2000) (共編) ソウル: 図書出版ナナム.
社会福祉概論(2007)(共著) 崔聖載外 5 人.坡州: 図書出版ナナム.
新たに始める第 3 期人生((2007).ソウル: ソウル大学出版部.
Aging in Korea (2009)(共編) Seoul: MDWORLD Medical Publishing Co.外多数.
学術論文
首都圏地域中年期以後世代の老後生活認識と老人に対する認識.韓国老年学,29(1)(2009): 329-352.
Ageing Society Issues in Korea (2009).Asia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3,63-83.
外 130 編ぐら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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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오하시 겐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머리말）
Ⅰ. 제 2 차대전후의 “복지국가”체제의 요동과 제 6 의 소셜서비스
① 5 개의 거인악(巨人悪) [빈곤과 최저생활보장, 질병과 의료보험, 무지와 교육, 불결한
생활환경과 주택, 실업과 고용보험∙노동재해보험]에의 대응
② “남성취업 가계유지형 가족모델”에 있어서의 양육∙개호의 그늘 노동과 가족의
잠재자산
③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일본은 1970 년에 고령화）과 제 6 의
소셜서비스의 필요성
Ⅱ. 일본이 전후 배웠던 미국 소셜워크와 케어워크와의 관계
① 1960 년대까지의 일본에 있어서의 케어워크문제와 소셜워크의 관계
（중증 심신장애아 시설∙시마다요육원문제, 콜로니건설문제와 1971 년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 개년계획, 복지사무소에 있어서의 케이스워크）
② 1971 년 전사협(全社協)(3 월)중앙사회복지 심의회(12 월)의 “사회복지사 시안(試案)”
및 1976 년 중앙사회복지 심의회의“사회복지교육의 모습에 대해”등의 건의에 보는
케어워크와 소셜워크
③ 1987 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의 성립과
1989 년“고령자보건복지 10 개년계획(골드 플랜)”의 책정
④ 사회복지사（일본형 소셜워커）양성커리큘럼의 개정（2000 년）과 2007 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개정에 보는 커리큘럼과 소셜워크기능
⑤ 2000 년 “소셜케어 종사자 연구협의회” 결성과 영국에 있어서의 “Care Standard Act”
（2000 년）
Ⅲ.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지역 자립생활 지원과 소셜케어
① 가족개호의 한계 （원거리 개호, 노노개호, 인인(認認)개호）, 고령자의 지역생활
소망을 생각한 “개호의 사회화”와 지역자립생활에 있어서의 어세스먼트 및 케어
메니지먼트 기능의 중요성
② 재택생활에 있어서의 케어워크의 종요성과 소셜워크와의 연동성
③ ＩＣＦ 시점에 기초를 둔 케어 매니지먼트 방법을 수단으로서 활영하는 소셜워크의
필요성
④ 지역에 있어서 인포멀 케어를 유기화시키는 커뮤니티 소셜워크
⑤ 보건∙의료∙복지등 전문 다직종의 연계와 코디네이터로서의 소셜워크기능
⑥ 고령자의 권리옹호（성년후견인제도, 노인학대）와 소셜워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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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오하시 겐사쿠 (大橋 謙策)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President, Japan College of Social Work）
학력
1967 년 3 월 일본사회사업대학 졸업
1973 년 3 월 동경대학 대학원 교육학 연구과(사회교육전공)박사과정 만기퇴학
약력
1974 년４월
1977 년 7 월
1984 년４월
1989 년４월
1993 년４월
1993 년 5 월
1998 년４월
2004 년４월
2004 년 5 월
2005 년４월

일본사회사업대학 전임강사
일본사회사업대학 조교수
일본사회사업대학 교수
일본사회사업대학 사회사업학과장 ( ~3 년 3 월)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연구과장 ( ~10 년 3 월)
학교법인 일본사회사업대학 이사∙평의원 ( ~12 년 5 월)
일본사회사업대학 사회복지학부장 ( ~12 년 3 월)
일본사회사업대학 사회사업연구소장 ( ~17 년 3 월)
학교법인 일본사회사업대학 이사∙평의원( ~현재까지)
일본사회사업대학 학장( ~현재까지)

주된 사회적 활동
2000 년 1 월 (특수법인)일본지역복지연구소 이사장
2000 년 5 월 소셜케어서비스종사자연구협의회 대표
2000 년 6 월 도쿄 도시마구 개호보험사업추진회의 회장
2001 년 2 월 도쿄도 생애학습 심의회 회장
2003 년 5 월 (사)전국사회교육위원연합회장
2006 년 7 월 사회보장심의회∙생활기능분류전문위원회 위원장
2006 년 8 월 일본학술회의연계회원
2006 년 10 월 사이타마현 사회복지심의회 위원장
2007 년 4 월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회장
2008 년 10 월 도쿄도 세타가야구 지역보험복지심의회 회장
2009 년 2 월 사회복지법인 중앙공동모금회 평의원
이외 일본학술회의회원(2 기 5 년), 일본사회복지학회회장(2 기 6 년), 일본지역복지
학회회장(2 기 6 년), 일본복지교육 자원봉사학습학회회장(1 기 3 년)등을 역임
주된 저서
「지역복지의 전개와 복지교육」단저. 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년
「복지교육의 이론과 전개」공편저. 광생관. 1987 년
「지역복지」단저. 방송대학교육진흥회. 1999 년. 1995 년개정판
「지역복지계획책정의 시점과 실천」편저. 제일법규. 1996 년
「개호보험과 지역복지실천」공편저. 동양당기획출판사. 1999 년
「커뮤니티소셜워크와 자기실현서비스」공편저. 만엽사. 2000 년
「21 세기형토탈케어시스템의 창조」공편저. 만엽사. 2002 년
「복지 21 비너스플랜의 도전」공편저. 중앙법규출판. 2003 년
「일본 소셜워크 연구∙교육∙실천 60 년」편집대표. 상천서방. 2007 년
「사회복지입문」단저. 방송대학교육진흥회. 200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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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大橋 謙策
日本社会事業大学 学長
（はじめに）

Ⅰ、第２次大戦後の「福祉国家」体制の揺ぎと第６のソーシャルサービス
① ５つの巨人悪（貧困と最低生活保障、疾病と医療保険、無知と教育、不潔な生活環境と住
宅、失業と雇用保険∙労働災害保険）への対応
② 「男性就労家計維持型家族モデル」における養育∙介護のシャドーワークと家族の含み資
産
③ 東北アジアにおける高齢化の急速な進展（日本は 1970 年に高齢化）と第 6 のソーシャル
サービスの必要性
Ⅱ、日本が戦後学んだアメリカのソーシャルワークとケアワークとの関わり
① 1960 年代までの日本におけるケアワーク問題とソーシャルワークの関係
（重症心身障害児施設∙島田療育園問題、コロニー建設問題と 1971 年社会福祉施設緊急整
備 5 カ年計画、福祉事務所におけるケースワーク）
② 1971 年全社協（3 月）∙中央社会福祉審議会（12 月）の「社会福祉士試案」及び 1976 年の
中央社会福祉審議会の「社会福祉教育のあり方について」の建議にみるケアワークとソー
シャルワーク
③ 1987 年「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の成立と 1989 年「高齢者保健福祉 10 カ年計画（ゴ
ールドプラン）
」の策定
④ 社会福祉士（日本版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養成カリキュラムの改訂（2000 年）と 2007
年「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の改正に見るカリキュラムとソーシャルワーク機能
⑤ 2000 年「ソーシャルケア従事者研究協議会」の結成とイギリスにおける「Care Standard
Act」
（2000 年）
Ⅲ、高齢社会における地域自立生活支援とソーシャルケア
① 家族介護の限界（遠距離介護、老老介護、認認介護）
、高齢者の地域生活願望を踏まえた
「介護の社会化」と地域自立生活におけるアセスメント及びケアマネジメント機能の重要
性
② 在宅生活におけるケアワークの重要性とソーシャルワークとの連動性
③ ＩＣＦの視点に基づくケアマネジメント方法を手段として活用するソーシャルワークの
必要性
④ 地域におけるインフォーマルケアを有機化させる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
⑤ 保健∙医療∙福祉等の専門多職種の連携とコーディネーターとしてのソーシャルワーク機
能
⑥ 高齢者の権利擁護（成年後見人制度、老人虐待）とソーシャルワーク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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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大橋 謙策（おおはし けんさく）
日本社会事業大学 学長 （President, Japan College of Social Work）
学歴
1967 年 3 月 日本社会事業大学卒業
1973 年 3 月 東京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社会教育専攻)博士課程満期退学
職歴
1974 年
1977 年
1984 年
1989 年
1993 年
1993 年
1998 年
2004 年
2004 年
2005 年

4月
7月
4月
4月
4月
5月
4月
4月
5月
4月

日本社会事業大学 専任講師
日本社会事業大学 助教授
日本社会事業大学 教授
日本社会事業大学社会事業 学科長（~3 年 3 月）
日本社会事業大学大学院 研究科長(~10 年 3 月)
学校法人日本社会事業大学 理事∙評議員（~12 年 5 月）
日本社会事業大学社会 福祉学部長(~12 年 3 月)
日本社会事業大学社会事業研究所 所長(~17 年 3 月)
学校法人日本社会事業大学 理事∙評議員（~現在に至る）
日本社会事業大学 学長（~現在に至る）

主な社会的活動
2000 年 1 月 (特法)日本地域福祉研究所 理事長
2000 年 5 月 ソーシャルケアサービス従事者研究協議会 代表
2000 年 6 月 豊島区介護保険事業推進会議 会長
2001 年 2 月 東京都生涯学習審議会 会長
2003 年 5 月 （社）全国社会教育委員連合会長
2006 年 7 月 社会保障審議会∙生活機能分類専門委員会委員長
2006 年 8 月 日本学術会議 連携会員
2006 年 10 月 埼玉県社会福祉審議会 委員長
2007 年 4 月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 会長
2008 年 10 月 東京都世田谷区地域保健福祉審議会 会長
2009 年 2 月 社会福祉法人 中央共同募金会 評議員
この他、日本学術会議会員（２期５年）
、日本社会福祉学会 会長（２期６年）
、日本地域福祉
学会 会長（２期６年）
、日本福祉教育∙ボランティア学習学会 会長（１期３年）等を歴任
主な著書等
「地域福祉の展開と福祉教育」単著：全国社会福祉協議会,1986 年
「福祉教育の理論と展開」共編著：光生館, 1987 年
「地域福祉」単著：放送大学教育振興会,1999 年,1995 年改訂版
「地域福祉計画策定の視点と実践」編著：第一法規,1996 年
「介護保険と地域福祉実践」共編著：東洋堂企画出版社,1999 年
「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と自己実現サービス」共編著：万葉舎,2000 年
「21 世紀型トータルケアシステムの創造」共編著：万葉舎,2002 年
「福祉 21 ビーナスプランの挑戦」共編著：中央法規出版,2003 年
「日本の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教育∙実践の６０年」編集代表相川書房,2007 年
「社会福祉入門」単著：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08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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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사례발표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패널디스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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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이 성희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국민의식의 다양화, 개별화, 수득수준의향상,
가정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핵가족화, 동거율 저하, 저 출산, 부양의식이 변화로 인해
가족의 복지적인 기능이 한계가 지적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
방향은 ①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중시 ② 재가복지 활성화 ③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건전육성
④ 보건, 복지, 의료의 연계 강화 ⑤ 전문인 양성 확보 ⑥ 서비스의 통합화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의 중핵이 되는 것은 전문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인적서비스이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의 실천에 주체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제도, 정책, 사회자원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용자와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과학을 접목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복지 실천가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전문가 의식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2008 년 7 월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케어매니저의 개념은
제도에 삽입되어있지는 않지만 재가 서비스 계획이나 시설 서비스 계획을 작성 시 사회복지
원조기술의 한 분야로써 전문성을 접목 시켜야하는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케어의 현장에서 전문성의 필요성
케어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 욕구를 "사정" 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원"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조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케어의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자립지원 "을 원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생활의 자립지원 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이용자의 생활전체를 통찰력 있는 눈으로
접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담원조 부터 원조방법, 기술 등을 실시함에 있어 사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케어를 위한 케이스 웤
개별 원조기술은 이용자나 가족을 개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케이스 웤과
공통점이 있다.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며 면접을 해야 할 때 원조목표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의도적인 개입 기술은 이용자에 대한 원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케어를 위한 그룹 웤
이용자나 가족 등 소집단을 대상으로 그룹에 참가한 사람들의 그룹 활동을 원조함에 있어
참가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갈등해결의 원칙, 체험의 원칙, 제한의 원칙, 지속적 평가의
원칙, 등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 가족, 단체 등의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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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를 통한 커뮤니티 웤
이용자나 가족이 일상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케어가 필요한
이용자나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이나 전문기관, 의료나 복지에 대한
사회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용자나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는 사회복지사로써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소비자 상담, 권리옹호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가장 가까운 원조자이며 생활 전체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용자의 생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용자나 가족인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조기발견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한다.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역 네트웤을 이용한 신속한 대응이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전문기관의
개입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케어매니지먼트
계약의 시대를 맞이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가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 이에 따른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보건, 의료, 복지의 전문가 팀으로 케어를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되고 있다.
이용자의 개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며 또한 서비스가
원만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 사정을 하여 실시하는 연계 과정이다.
사회복지사로써 케어매니저의 업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용자나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원조방침 이외 보험급부에 관한사항, 케어서비스 계획 작성,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며 특히 케어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타 직종과 팀 케어를 잇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험 이 실시 된지 1 년이 지나 현재 요양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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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 성희 (李 聖姫)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학력
1974. 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동양화) 졸업
1974. 4 일본 국학원 대학 고고학 연구생
1984. 3 일본 명치학원대학 대학원 사회복지(노인복지) 수료
1986. 3 일본 상지대학 대학원 사회복지 수료
경력
1993. 9~ 현재 : 청암노인복지재단 이사장
1994 ~ 현재 : 교육부 노인간호기술 집필진 / 노인복지심의진
1994. 7 ~ 현재 : 한국 치매가족 협회장(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한국대표)
2004. 1~ 2006. 12. 31 :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원장
1989. 1993. 12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관장
1996. 11 ~ 2005. 2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
1998. 12.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
2007. 1. 1~ 현재 :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재직중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실무위원
2008.7~2011.7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 운영센터 위원
2008.8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위원(한국 보건산업 진흥원)
2009. 5 국가치매관리사업추진단 위원(보건복지가족부)
수상
1998. 12. 31 송파구청장 표창장 (송파구청장 김성순)
2000. 10. 2 제 4 회 노인의날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서울시장 고건)
2004. 10. 2 국민훈장 목련장(2026173 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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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社会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李 聖姫
ソウル市立西部老人専門療養センター 院長
現代社会の社会福祉は、人口の急速な高齢化、国民の意識の多様化、個別化、所得水準の向上、
家庭形態の変化などによって核家族化、同居率低下、尐子化、扶養意識の変化による家族の福祉
的な機能の限界が指摘されている。 これからの高齢者福祉に対する基本方向としては ①地方自
治体の役割の重視 ② 在宅福祉の活性化 ③ 民間社会福祉サービスの健全育成 ④ 保健、福祉、
医療の連携強化 ⑤ 専門家の養成と確保 ⑥ サービスの統合化が重要視されているのが現状で
ある。
社会福祉の核心になるものは、専門的な人材を通じて提供される対人サービスである。 それ
ゆえ、福祉サービスの実践の主体になっている社会福祉士は、社会福祉制度、政策、社会資源等
を理解することと同時に、利用者と社会環境に関する社会科学を組み合わせて進まなければなら
ない。
それと同時に、福祉の実践家として利用者に質の高い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専門家意識
を高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2008 年 7 月から韓国においては、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が導入された。ケアマネージャーの
概念は制度に取り入れられていないが、在宅サービス計画や施設サービス計画を作成する場合、
社会福祉援助技術の一分野として専門性を生かさねばならない重大な課題を持っている。

ケアの現場における専門性の必要性
ケアは一般的に「誰でもできる仕事」 と考えられるが、利用者が日常生活を営むための基本
的欲求を「査定 assessment」 して、社会関係を維持して心理的社会的欲求を「支援」し、社会
の一員としての生きがいを感じながら生活していけるように援助す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ケ
アの過程を通じて利用者の 「自立支援」を援助するべきである。
生活の自立支援とは、人間の尊厳性を維持し、利用者の生活全体を洞察力ある目で接近すると
いう点では相談援助から援助方法、技術などを実施するにおいて査定は何より重要な過程である。

ケアのためのケース ワーク
個別援助技術は利用者や家族を個別的に支援するという点ではケースワークと共通点がある。
利用者の日常生活に対する相談をして面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援助目標に従う社会福祉士
の意図的な介入技術は利用者に対する援助效果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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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アのためのグループ ワーク
利用者や家族など小集団を対象にした人々のグループ活動を援助するにおいて、参加の原則、
個別化の原則、葛藤解決の原則、体験の原則、制限の原則、持続的評価の原則などの支援が必要
になる。このような活動を通じて利用者、家族、団体などの主体性や自発性を高めることができ
るきっかけになる。

ケアのためのコミュニティワーク
利用者や家族が日常生活をする上で、地域住民と地域社会の役割が重要であるという点を認識
させる必要がある。特に地域社会によっては、ケアが必要な利用者や家族が直面している状況や
欲求に対する理解不足から、地域社会で孤立感を感じているという点を知らせる必要がある。 ま
た、行政や専門機関、医療や福祉に対する社会資源が不足した状態で「利用者や家族が安心して
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地域社会作り」は、社会福祉士として重要な役割であると言える.
高齢者虐待、消費者相談、権利擁護に対する対応
社会福祉士は、利用者に一番近い援助者として、生活全体を把握して客観的な立場で利用者の
生活の変化を感じ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意味で、利用者や家族が権利侵害を受けた時
に、早期発見して被害をあらかじめ防止するための支援を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高齢者に虐待
が発生した場合にも地域ネットを利用し、迅速な対応や保健福祉医療サービス、専門機関の介入
ができるように連携する。
療養保険制度においてのケアマネジメント
契約の時代を迎えた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は、利用者が施設や在宅サービスを利用する場合、
これによるケアプランを作成して保健、医療、福祉の専門家がチームでケアを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という点が明確になっている。
利用者の個別的な問題解決のためにケアプランを作成してサービスを実施し、また、サービス
が円満に実施されているかモニタリングをして、その結果を評価して新しい問題が発生した場合、
再査定実施する連携のプロセスである。
社会福祉士としてのケアマネージャーの業務は、さまざまな問題に対して利用者や家族に対す
る総合的な援助方針以外にも保険給付に関する事項、ケアサービス計画作成、福祉用具に対する
情報提供、などが必要である。特に、ケアに対する対応方法を熟知して他の職種とチームケアを
引き継ぐ技術を習得する必要がある。
療養保険が実施されてから 1 年が経って、現在、療養機関に対する評価を実施している。福祉
サービス現場で社会福祉士が必要とする能力に対して、的確に把握し有用に活用されることがで
きるように対策を考える時期であ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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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李 聖姫 (イ ソンヒ)
ソウル市立西部老人専門療養センター院長
学歴
1974. 2 ソウル梨花女子大学美術大学(東洋画) 卒業
1974. 4 日本国学院大学考古学研究生
1984. 3 日本明治学院大学大学院社会福祉(老人福祉) 修了
1986. 3 日本上智大学大学院社会福祉修了
経歴
1993.9 ~現在 :

チォンアム老人福祉財団理事長

1994 ~ 現在 :

教育省老人看護技術執筆陣 / 老人福祉審議陣

1994.7 ~ 現在 : 韓国痴ほう家族協会長(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韓国代表)
2004.1~ 2006.12. 31 : 市立松坡老人専門療養院長
1989.1993.12 ソウル市北部老人総合福祉館官長
1996.11 ~ 2005. 2 松坡老人総合福祉館官長
1998.12. 2 韓国社会福祉協議会理事
2007. 1.1~ 現在 : 市立西部老人専門療養センター院長在職中
2008. 4 保健福祉家族部,低出産高齢社会政策実務委員
2008.7~2011.7 国民健康保険公団麻浦運営センター委員
2008. 8 高齢親和優秀製品審査委員(韓国保健産業振興院)
2009. 5 国家認知症管理事業推進団委員(保健福祉家族部)
資格
1998.12. 3 社会福祉士資格
受賞
1998. 12. 31 松坡区庁長表彰(松坡区庁長キム∙ソンスン)
2000. 10. 2 第 4 回老人の日ソウル特別市長表彰状(ソウル市場コ∙ゴン)
2004. 10. 2 国民勳章木蓮状(2026173 号) 受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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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조 남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한국에서는 노인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노인복지정책을 2004 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들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2009 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196,000 자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의
1,400 여개 수행기관(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관련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에서 4,300 여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연간 3,074 억의 예산(국고와
지방비 포함된 액수임)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의 노인복지정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일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공공분야와, 정부예산 외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는점에서 그 간의 사회복지사업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
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기존의 습득했던 사회복지사의 역할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역량과 역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정책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업무단계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준비, 참여자 교육,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
평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 단계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조사자(searcher)와 계획가(planner)
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 욕구를
파악하고(조사자),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노인들이 해결하
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적절할 지 고민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계획가).
두 번째, 사업 추진 준비단계에서는 홍보활동(public relation)가, 상담자(counsellor),
중개자(broker)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수립된 사업을 지역 내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노인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할 노인을 모집한다(홍보활동가). 모집하는 과정에
서 사회복지사는 신청노인들을 개별 상담하여 노인의 욕구와 상황과 가지고 있는 능력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에 배치하게 된다(상담자). 또한 사업특성에 따라 수요처(참여노인들이
일을 하게 될 기관, 즉 지역 내 교육기관, 공공 및 사회복지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말
한다)를 개발하고 사전에 사업목적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상호 협의한다(중개자).
세 번째, 참여자 교육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교육자(educator)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계획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아야할 지식 및 정보와 해야할 업무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 등 노인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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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교육자).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사업과 관련된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섭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네 번째, 사업 수행 및 관리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실행가(implementer), 행정가(admi
-nistrator), 촉진자(facilitator), 협의자(negotiator), 사례관리자(case manager)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맡아 운영하게 되며(실행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행정가)한다.
또한 노인들이 참여하는 동안 동료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촉진자), 참여노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노인의 입장에서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고(협의자), 참여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있어 수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사례관리자)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평가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분석가(analyst)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참여노인과 수요처 등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운영평가를 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한다(분석가).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기본적인 업무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그러나 서두에 설명한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사업가(enterpriser), 자원동원(resources mobilization)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소규모 창업형태로 사업이 운영되는 식품, 공산품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은 제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사업가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 역할은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참여노인에게도 점차 필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노인생산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동원의 역할도 필요하다.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위에 언급한 역할뿐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역할이 사회복지사에게 기대 되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은 고령화속도가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그만큼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 수행을 담당하게 되는 주요 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과 기술은 물론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 및 윤리에 대한 기초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과 더불어 홍보 및 경영기법 등 타 학문에 기초한 역량도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국제
교류 등 다양한 방안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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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おける高齢者就労支援事業での
社会福祉士の役割

趙 南範
韓国老人人力開発院 院長
韓国では高齢者の活気に満ちた老後を支援するために、所得補充と社会参加の促進を目的に高
齢者就労支援事業という高齢者福祉政策を 2004 年から推進している。
高齢者福祉政策は、対象者の特性によって多くの分野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ため、 高齢者就
労支援事業は、身体的に元気で、経済的に多尐難し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高齢者を主な対象にす
る政策である。
2009 年度高齢者就労支援事業は 19 万 6000 人の働き口を目標に推進しており、全国 1400 余の
実施機関(老人総合福祉館、シニアクラブ、大韓老人会、老人福祉センターなど老人関連社会福
祉機関を含む)で 4300 余の事業が進められ、年間 3074 億ウォンの予算(国庫および地方)が投入
されている大規模な老人福祉政策である。
高齢者就労支援事業は、高齢者が仕事をすることで地域社会への手助けとなる公共分野と、政
府予算ではない民間の資源を動員して実質的な収益を新たにつくりだす民間分野に分け、推進し
ている。
高齢者就労支援事業は、働き口を開発して高齢者に働き口を与えて給料を支給する事業という
点で従来の社会福祉事業とはちょっと違う側面がある。したがって、高齢者就労支援事業を担当
する社会福祉士は、既存の習得した社会福祉士の役割だけではなく、もう尐し多様な力量と役割
が必要である。
高齢者就労支援事業で社会福祉士の役割を具体的に調べるために、政策遂行における基本的な
業務段階によって社会福祉士の役割を説明する。
高齢者就労支援事業は、事業計画樹立、事業推進準備、参加者教育、事業遂行及び管理、事業
評価という段階ごとに進められている。
第一に、事業計画樹立段階で社会福祉士は調査者(searcher)とプランナーの役割をする。
社会福祉士は高齢者就労支援事業を推進するために、地域社会の特性と問題、ニーズを把握し
て(調査)、調査を土台に地域社会問題とニーズを、高齢者たちが解決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事
業が適切であるかを考え、具体的に計画を立てる(プランナー)。
第二に、事業推進準備段階では広報活動(public relation)と、カウンセラー(counsellor)、
仲介者(broker)の役割をする。
社会福祉士は、事業を地域内で円滑に推進するために、多様な広報活動を通じて地域住民と高
齢者に広く知らせ、参加する高齢者を募集する(広報活動)。
募集する過程で、社会福祉士は申し込んだ高齢者に、個別に相談して高齢者のニーズと状況、
持っている能力などを把握し、適切な事業に配置する(カウンセラー)。また、事業の特性によっ
て需要先(参加した高齢者が仕事をする機関。すなわち地域内の教育機関、公共及び社会福祉機
関、一般中小企業など)を開発し、前もって事業目的と推進策に対して充分に協議する(仲介者)。
第三に、参加者の教育段階で、社会福祉士は教育者(educator)の役割をする。
社会福祉士は、計画された事業に参加する高齢者を対象に、高齢者が事業に参加しながら必要
な知識及び情報と、業務に必要な技術及び力量など、高齢者が事業に参加しながら必要な事項を
教育する(教育者)。ここで社会福祉士は、事業と係わる専門講師を交渉して教育を進行する渉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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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の役割をする。
第四に、事業遂行及び管理段階で、社会福祉士は実行者(implementer)、行政官(administrator)、
促進者(facilitator)、交渉人(negotiator)、事例管理者(case manager)の役割をする。
社会福祉士は、高齢者就労支援事業を引き受けて運営する(実行家)。運営するのに必要な人材
及び予算を理解して、これを效率的に管理(行政官)する。
また、高齢者が参加する間、仲間内の意思疎通を円滑にし、積極的に働くように督励して(促
進者)、参加した高齢者に問題が発生した場合、参加した高齢者の立場で、素早く対応して解決
して(協議者)、参加した高齢者の複合的なニーズを把握し、随時に多様なサービスを提供(事例
管理者)する。
最後に、事業評価段階で社会福祉士は分析家(analyst)の役割をする。
社会福祉士は、高齢者就労支援事業が終了する時点で、参加した高齢者と需要先などに満足度
の調査を実施して事業運営評価をし、全体的に事業が目的を果たしたのかを分析する(分析家)。
この結果を土台に、次の事業計画に反映して、事業の質的向上に向け努力する。
今まで説明した内容は、高齢者就労支援事業の基本的業務での社会福祉士の役割であった。
しかし、冒頭で説明した民間資源を活用した民間分野の高齢者就労支援事業の場合には、この
外にも事業家(enterpriser)、資源動員家(resources mobilization)の役割が必要で、その役割
は非常に重要である。なぜなら、事業の成否におおいに影響を与えるからである。
特に利益の創出を目的に小規模の創業形態で事業が運営される食品、工産品などの製造及び販
売事業は製品に対して、市場の流れを正確に分析∙把握して、販売先の開拓ができる事業家の役
割が重要である。この役目は、社会福祉士だけではなく、参加した高齢者にも必要な役割でもあ
る。これと同時に、いまだに高齢者が作った生産品に対する認知度が低い状況で、多様な資源動
員の役割も必要である.
もちろん高齢者就労支援事業で、社会福祉士の役割が、前に言及した役割だけであると断定す
ることはできないが、多様な役割が社会福祉士に期待されていることだけは明らかである。
韓国の高齢化のスピードは世界に例がないほど早く、高齢者就労支援事業のような高齢社会を
見据えた政策は国家競争力の視点からも大切である。このような政策遂行を担当する主要な人材
である社会福祉士は、総合的で体系的な視覚と技術はもちろん、社会福祉の哲学と価値及び倫理
に関する基礎を、さらに堅固にすると同時に、広報及び経営技法など他の分野での力量も要求さ
れる。
したがって、社会変化に積極的に対応できる社会福祉人材養成のために、教育支援、国際交流
など多様な方策が、今後、模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る。
【参照資料】
金想鈞の外、
「社会福祉概論」ナナム出版 2001。
保健福祉家族部∙韓国老人人力開発院、高齢者就労支援事業総合案内」2009。
崔聖裁∙ジャンインヒョプ、
「老人福祉学」ソウル大学出版部 1987。
韓国社会福祉士協会ホームページ/日本社会福祉士協会ホームページ。
日本長寿社会開発センターホーム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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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趙 南範 (チョウ ナムボム)
韓国老人人力開発院 院長
学歴
1984-1989 ソウル神学大学校社会事業学科
1995-1998 漢陽大学校行政大学院行政学修士
経歴
現 韓国老人人力開発院長
現 韓国社会福祉士協会理事
現 ソウル市社会福祉士協議会理事
2008.3－2008.12 韓国在宅老人福祉協会長
2002.3－2008.2 ソウル市在宅老人福祉協会長
1998.9－1008.12 麻浦在宅老人福祉センター所長
1991.6－1998.8 韓国社会福祉館協会部長
1989.1－1991.5 ソウル市児童福祉連合会事務局長
受賞
2008.9 ソウル特別市市長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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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일본의 사회복지사제도의 현황

야마무라 무츠미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장
일본의 사회복지사 제도는,「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23 년 전에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유자격자수는 120,000 명을 넘어 일본의 시회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
지사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사회 상황 안에서 생활 곤란에 직면한 사람들이 증가하
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에 있어서 일본의 자살률이 선진 각국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자 인구가 피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상
황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사회복지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제는 이하와 같습니다.
1)국가자격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담보
사회복지사는, 소셜워크의 실천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력을 포함해 그 역량을
평생 높여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생애 연수 시스템」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인증된 역량을 국가가 인정
하여 공적인 포스트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사회복지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정비
역량있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전체가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복지사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황보고(사회복지 진흥 시험센터의 조사 결과): 2008 년 12 월 보고
① 제 21 회 (2009 년)의 국가 시험 결과에서
합격자 1 만 3000 명 → 합계 사회복지사 등록자수 12 만명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원수 → 금년도에 3 만명을 넘었다
② 사회복지사의 직종별 분류
개호/복지 분야 7 할
20 대,30 대 합쳐서 6 할
이 숫자를 통해 일본사회복지사회가 회원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조직에 속한 젊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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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력을 습득 하도록 하여, 차세대를 키운다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는 일이다.
③ 현장에 있는 회원의 불만
직장내/ 사회적 인지의 낮음(인정받지 못함)
대우의 개선 → 이것은 현장에서의 불만임과 동시에, 이직자의 이직한 이유로서도 높은
회답이었음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정 후의 움직임
2007 년의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정 후
∙인재확보의 방안으로써 ①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한 실습지도의 사고 방식
②「생애 연수」라는 국가 자격 전문직의 본래의 이념을 명확화한 본 회에의 큰 기대
∙동시에「공（公）의 자격」에 대한 윤리---사회에서 그것이 정당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담보할 필요성이, 직능단체로서의 본회에 직면한 과제.
∙전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실천자 」이다 라는 것과「할수 있다」는
인정 시스템의 필요성
이 3 가지 요소는 사회복지사가 향후 ①사회적인 인지 확립 ②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맞는
역량에 대한 대우의 보증 ③직역의 확대를 예로 새로운 영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젼
제시에 중요한 것이다.

일본사회복지사회의 방안
∙전문직 단체간의 연계와 통합화를 모색; 社専協 4 단체
∙학교(社養協등),현장사무소(경영자 협의회,老健協등)와의 협력
∙임용 및 직역 확대를 향한 정책제언 기능과 싱크탱크 기능, 어느쪽 기능에도 에비던스 필요
∙중기 계획 책정(2011 년도 까지) → 장래의 비젼이 보이는 계획
*조직적 과제
법인화에 대해서는 이미 47 지부 중에서 43 지부가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중에 47 전부가
법인화가 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는, 이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황의 보고와 법 개정등에 의한 움직임,그리고,그것에 대한 일본사회복지사회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국민을
위해 이 자격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국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설명할 때「연결하다」「지키다」「지지하다」라는 3 가지의 의미를 자주
예로 듭니다. 이것은, 소셜워크의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에다가「변화
하다」를 추가 시키고 싶습니다.
「변화하다」는 CHANGE 입니다. 이「변화하다」라는 단어는 일본의「소셜 워커의 날」의
포스터의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오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교수님이 선두에 서서 이 기획을
추진하여 다수의 단체의 참가에 의해 실시가 가능 했습니다.
이제, 소셜워커 자신이 변화하여, 소셜워커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 50 -

프로필
야마무라 무츠미 (山村 睦)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장
일본 사회복지법인 텐류 후생회 장애자 지원사업부장
경력
1977 년３월
1977 년４월
1979 년４월
1979 년12월
1980 년４월
1982 년４월
1982 년10월
1983 년４월
1988 년４월
1990 년４월
1993 년４월
1994 년４월
1999 년４월
1999 년８월
2001 년４월
2005 년４월
2007 년
2009 년

동지사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사회복지전공 졸업
사회복지법인 텐류후생회(天龍厚生會)채용 신체장애자요양시설
후생기숙사 지도원
일본 후생성 (후생성사무관 보좌원으로서 사회국갱생과 배속)
일본 후생성 후생사무관
일본 국립신체장애자 재활센터 배속(생활지도 전문직)
일본 후생성 사회국 서무과 배속
일본 후생성 사회국 노인복지과 배속
사회복지법인 텐류후생회 복직 연수과 주임지도원
신체장애자 요호(療護)시설 하마나료(濱名寮) 주임지도원
재무부 사업과 계장
사업과 과장보좌
총무부 총무과 과장
재무부 회계과 과장
의료법인 오모토회 통괄본부총무과장(오키나와현)출향
사회복지법인 텐류후생회 의료보건부 의무과장 겸 노인보건과장
“
장애자 지원사업부장 (현재)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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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日本の社会福祉士制度の現状

山村 睦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会長
日本の社会福祉士制度は、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が２３年前に施行されて現在に至
っています。その間、社会福祉士の有資格者数は 120,000 人を超えることとなり日本の社会福祉
を支える重要な資格であると認識さています。幅広く社会福祉に関わる多くの領域で社会福祉士
は活躍し、また、近年社会福祉士が必要とされる新たな領域が現れてきています。それは、一方
では日本における社会状況の中で生活困難に陥る人々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示さざるを得ませ
ん。例えば、自殺者の問題に関しても日本は自殺率が先進各国の中で上位を占めていることなど
深刻な問題が多々あります。
日本は、今後高齢者人口のピークを迎えます。そして、
「尐子化」の傾向にあります。社会状
況の変化と尐子高齢化によって社会福祉士をますます必要とする時代へと進んでいるのです。そ
のため、日本社会福祉士会が抱える課題は大変に重いものです。
現在なお十分ではないことをふまえ、その主なる課題を掲げます。
１）国家資格としての社会福祉士の力量を担保する。
社会福祉士は、ソーシャルワークの実践者と認識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実践力を含めその
力量を生涯高めていくためのシステム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現在、その「生涯研修システム」を検討中です。また、そのシステムで認証された力量を国
が認知し、公的なポストを含めて積極的に任用を拡大する必要があります。
２）社会福祉士が活躍できる環境の整備
力量のある社会福祉士でも十分にその能力を発揮できる環境にはない現状です。社会全体が
社会福祉士の存在を認知し、そうした働きやすい環境を築くことが必至であります。
現状報告（社会福祉振興試験センターの調査結果）
：２００８年１２月報告
①第２１回（2009 年）の国家試験結果から
合格者 1 万 3000 人
→ 合計社会福祉士登録者数１２万人
日本社会福祉士会会員数 → 本年度 3 万人を超える。
②社会福祉士の職種別分類
介護∙福祉分野で７割
20 歳代、30 歳代あわせて６割
こうした数字から日本社会福祉士会が会員に対して負うべき視点は、組織に属する若い人達
に目標をもって具体的な実践力を身につけてもらう。次世代を育てるという重要な使命を負
う。
③現場にいる会員の不満
職場内∙社会的認知の低さ（認めてもらえない）
待遇の改善 → これらは、現状の職場においての不満であると同時に、離職した者の理由
としても同様に高い回答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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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改正後の動き
2007 年の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改正後
∙人材確保のための方策として、①新カリキュラムによる実習指導の考え方、②「生涯研修」
という国家資格専門職の本来の理念を明確化し本会への期待が増大
∙同時に、
「公の資格」に対する倫理―社会に対しそれが正しい業務を行うことを担保する必
要が職能団体としての本会に迫られている。
∙専門社会福祉士の議論も行われており、
「実践者」であること「できる」ことの認定システ
ムの必要性
これら３つの要素は、社会福祉士が今後、①社会的な認知を確立する。②社会福祉士の業務
に見合った力量に対する待遇の保証、③職域の拡大を例に新たな領域に迅速に対応できるとい
うビジョンが導かれるものです。

日本社会福祉士会の取り組み
∙専門職団体間の連携と統合化を模索:社専協４団体
∙学校（社養協等）
、現場事業所（経営者協議会、老健協等）との協働
∙任用及び職域拡大等に向けた政策提言機能とシンクタンク機能、いずれの機能にもエビデン
スが必要
∙中期計画の策定（平成２３年度まで）→ 将来ビジョンが見える計画
∙組織的課題
法人化については、すでに４７支部のうち４３支部が達成し、今年度中に４７全ての支部が
法人化することになります。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は、これにより新たな展開を迎える
こととなります。

以上、現状の報告と、法改正等による動き、そして、それに対して日本社会福祉士会の取り組
みについて述べました。課題は多いのですが我々の役割を考えると国民のためのこの資格を生か
すことが責務であり、社会福祉士の資格は国家の使命であります。
社会福祉士を説明するとき、
「つなぐ」
、
「まもる」
、
「ささえる」という三つの意味をよく引き
合いに出します。これは、まさにソーシャルワークの役割を端的に表現したものですが、それに
加えて私は、
「かえる」という言葉を申し上げます。
かえる、とはまさに CHANGE であります。この「かえる」という言葉は、日本においてソーシ
ャルワーカーデーのポスターのテーマとしたのです。大橋謙策先生が先頭にたってこの企画を推
進され多数の団体の参画を得て実施できました。
まさに、ソーシャルワーカー自身が変わ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社会を変える、そうした時
期な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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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山村 睦 (やまむら むつみ)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会長
昭和５２年 3 月

同志社大学文学部社会学科社会福祉専攻卒業

昭和５２年 4 月

社会福祉法人天竜厚生会採用 身体障害者療護施設厚生寮指導員

昭和５４年 4 月

厚生省出向 （厚生事務官補佐員として社会局更生課配属）

昭和５４年 12 月

厚生事務官

昭和５５年 4 月

国立身体障害者ﾘﾊﾋﾞﾘﾃｰｼｮﾝｾﾝﾀｰ配属 （生活指導専門職）

昭和５７年 4 月

厚生省社会局庶務課配属

昭和５７年 10 月

社会局老人福祉課配属

昭和５８年 4 月

社会福祉法人天竜厚生会復職 研修課主任指導員

昭和６３年 4 月

身体障害者療護施設浜名寮主任指導員

平成 ２年 4 月

財務部事業課係長

平成 ５年 4 月

事業課課長補佐

平成 ６年 4 月

総務部総務課課長

平成１１年 4 月

財務部会計課課長

平成１１年 8 月

医療法人おもと会統括本部総務課長（沖縄県）出向

平成１３年 4 月

社会福祉法人天竜厚生会医療保健部医務課長兼老人保健課長

平成１７年 4 月

同 障害者支援事業部長 現在に至る

平成１９年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副会長

平成２１年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会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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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동아시아형 가족중심적 케어를 토대로

노구치 노리코
중경대학교 현대사회학부 교수
1. 일본의 고령자 개호문제의 특징과 복지니드(needs)－케어하는 가족의 부담과 고립화
1) 동거하는 가족에 의한 개호중심
(2007 년: 6 할,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
2) 요개호자의 고령화
(80 세 이상이 6 할, 특히 여성의 경우 90 세 이상이 19%,85－ 89 세가 24.4%)
「老老개호」(배우자 뿐아니라 자녀세대도 고령자)
3) 요개호기간의 장기화(5 년이상이 2 할 이상)
4) 요개호 상태가 된 이유
① 뇌혈관 질환 ②고령으로 인한 쇠약 ③골절전도 ④치매 ⑤관절 질환(류마티스 등)
5)장기간의 구속, 예측이 불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
6)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개별화 되는 가족안에서 일어나는 개호자의 부담
↓
① 개호에의 조력, 개호 기술과 지식의 유도
② 개호의 대체 (개호자의 레스파이트 케어)
③ 개호자의 건강관리, 스트레스의 컨트롤
④ 개호자의 고립화 해소
⑤ 요개호 고령자의 생활공간, 생활 관계의 확대
⑥ 요개호 고령자의 생활의 규칙성, 목적성
⑦ 긴급시의 대응
⑧ 가변성 있는 주거 공간
2. 생활문제에서 보는 고령자복지의 분석틀
医 : 병을 치료하는 것 뿐 아니라, 병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의료.
職 : 食뿐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 존재의 의미, 사회적 역할
住 : 날마다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그릇, 관계를 풍부하게 해주는 지역.
＋
「개호」모델
→
「개호＋예방」모델
「가족동거」모델
→
「동거＋단신」모델
「신체케어」모델
→
「신체케어＋치매케어」모델
3. 고령자복지정책의 방향성
1)「생활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가능한 한 在宅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거주」의 방식” (자택, 시설 이외의 다양한 「거주의 방식」이나
「거처 옮김」을 제안) 오래 살아서 정이든 지역에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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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의 재가생활을 지지하는 시설의 새로운 역할」→ 시설 기능의 지역적 전개
3) 「치매 고령자에게도 대응 가능한 체계」→ 치매 대응형 그룹 홈의 전개
치매 개호 예방/조기 발견/전문 인재육성(주치의,지역의 치매 전문의,개호 스텝)
/가족이나 지역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해,적절한 대응 방법 등 개발
4) 「거주형 서비스의 충실」과 지역의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
5)시설 케어에 있어서의「개별 케어」→ 계통적인 에비던스(증거)의 수집과 평가
6)권리옹호에의 대응 → 성년후견제도의 보급,정착,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의 충실

서비스 코디네이션으로서의 전문직의 필요성
제도의 컨트롤러로서의 역할도 병존

4. 지역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매너지먼트의 중요성
그림 1
개호를 필요로하는 당사자

당사자
b

A

개호를 제공하는 가족

c

e

h
G

D

d

제3 자

c＝요개호 상태
b＝가족이 제공하는 개호
∠Ａ( (개호관계)
d＝직접적 개호서비스
e＝서비스신청,이용에따른 비용의 부담
∠Ｄ(복지서비스)
ｈ＝상담,서비스 신청
i＝상담지원,케어플랜
∠Ｇ(상담지원,레스파이트 케어)

I
1) b ＞ c 라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제 3 자의 존재와 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
2) e 를 원활히 하여, d 의 서비스 이용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매니지먼트
3) D 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시스템
4) h 의 상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체계와 수용, 조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매니져. 계속적인 관계와 변화에의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가진 매니지먼트

가족개호를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전문직의 필요성
가족 개호력 ＋ 지역 개호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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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노구치 노리코 (野口 典子)
츄쿄 대학(中京大学) 현대사회학부 교수(사회복지학 박사)
연구 분야
고령자 복지, 시설 복지
소속 학회
일본사회복지학회, 일본지역복지학회, 사회정책학회,
일본노년사회과학학회, 일본치매케어학회
사회 활동
· 독립 행정법인 복지·의료 기구「장수 사회복지기금 조성 사업 및 고령자·장애자 기금 조성
사업」심사 위원 및 조성 사업 평가 위원회 위원
· 나고야시 미도리구 지역 복지 활동 계획 책정 위원 및 계획 진행 검토 위원회 위원)
· 야마가타시 고령자 시책 검토 위원회 위원장
· 토요타시 고령자 시책 검토 위원회 위원
· 이와쿠라시 고령자 보건복지 시책 검토 위원회 위원장
최근의 주된 실적
1.「지지하는 케어를 생각한다-청년성 치매 남편을 지지하는 아내의 서포트를 통해」HELPER
NETWORK NO. 62 전국 사회 복지 협의회(2009)
2.「한국사회복지관관점에서 보는 community∙social work」中京大学 현대사회학기요제 2 권
（2009）
3. 「자원봉사 시민」마츠다 노보루외편「시민학의 도전」가래나무 출판（2008）
4. 편저「신선 고령자 복지론」일부 개정(주) 미래（2007）
5. 「고령자와 아이와의 교류 실천 ~ 히로이 요시노리「3 세대 모델」을 기초로 하면서」
中京大学 사회학부 기요 20（2006）
6. 「복지국가 덴마크에 있어서의 시설 복지－장애자•고령자의 통합화의 의미－」中京大学
사회학부 기요 19（2005）
7. 「개호보험하에 있어서의 시설 입소자의 과제와 우선 입소 기준의 도입」개호 시설 관리
통권 31 호（2003）
8. 「노인복지법 제정하에 있어서의“새로운 노인홈”의 구상과 실제」일본 복지 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연구논집 제 16 호（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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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東アジア型家族中心的ケアを土台として

野口 典子
中京大学 教授
１．日本の高齢者介護問題の特徴と福祉ニーズ-ケアをする家族の負担と孤立化1) 同居の家族による介護中心（2007 年：6 割、配偶者、子、子の配偶者）
2) 要介護者の高齢化（80 歳以上で 6 割、とくに女性の場合は、90 歳以上が 19.0％、85~89 歳
が 24.4％）
「老老介護」
（配偶者ばかりではなく、子世代もまた高齢者というケース）
3) 要介護期間の長期化(5 年以上が２割以上)
4) 要介護になった主な理由：①脳血管疾患、②高齢による衰弱、③骨折転倒、④認知症、
⑤関節疾患（リュ―マチ等）
5) 長時間の拘束、見通しがきかない（いつまで続くという不安感）
6) 家族規模の縮小と個人化する家族の中で起こる介護者の負担
1）介護の手助け、介護技術や知識の指導
2) 介護の代替（介護者レスパイトケア）
3) 介護者の健康管理、ストレスのコントロール
4) 介護者の孤立化の解消
5) 要介護高齢者の生活空間、生活関係の拡大
6) 要介護高齢者の生活の規則性、目的性
7) 緊急時の対応
8) 可変性の高い住空間
２．生活問題からみる高齢者福祉の枞組み
医（病気を治すというだけではなく、病気とうまく付き合っていく方法としての医療）
職（職というだけではなく、社会的有用性、存在の意味づけ、社会的役割）
住（日々の暮らしを支える器、関係をゆたかにする地域）
＋
「介護」モデル
➜
「介護 + 予防」モデル
「家族同居」モデル
➜
「同居 + 単身」モデル
「身体ケア」モデル
➜
「身体ケア + 認知症ケア」モデル
３．高齢者福祉施策の方向性
1)「生活の継続性を維持し、可能な限り在宅でくらす」ことを目指すための
〞新しい「住まい」方〝（自宅、施設以外の多様な「住まい方」や「早めの住み替え」
の提案）住み慣れた地域での生活
2)「高齢者の在宅生活を支える施設の新たな役割」→施設機能の地域展開
3)「認知症高齢者にも対応した体系」→認知症対応型グループホームの展開
認知症介護予防╱早期発見╱専門的人材の育成（かかりつけ医、地域の認知症専門医、介護ス
タッフ）╱家族や地域住民に対し、認知症への正しい知識と理解、適切な関わりの方法の開
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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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居住系サービスの充実」と地域のネットワークによる支援
5) 施設ケアにおける「個別ケア」→ 系統的なエビデンス（証拠）の収集と評価
6) 権利擁護への対応→成年後見制度の普及、定着、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の充実
サービスコ―ディネーションとしての専門職の必要性
∠制度のコントローラーとしての役割も併存する
４．地域における包括的支援を行うためのマネジメントの重要性
図１
=

ｃ＝要介護状態
ｂ＝家族が提供する介護
∠Ａ(介護関係)

介護を必要とする当事者

ｂ

A

介護を提供する
家族

c

e

h
Ｇ
i

Ｄ

ｄ

第三者

ｄ＝直接的介護サービス
e＝サービスの申請、
利用に伴う費用の負担
∠Ｄ（福祉サービス）
ｈ＝相談、サービス申請
i＝相談支援、ケアプラン
∠Ｇ（相談支援、レスパイトケア）

１）b>c という関係にならないための第三者の存在とサービスのあり方
２）e を円滑にし、d のサービス利用を有効なものにしていくためのマネジメント
３）Ｄの福祉サービスの質を向上させるための評価システム
４）ｈの相談を的確に把握できる体制と受容、助言、支援を提供できる技術を持つマネージャー
継続的な関わりと変化への予測と対応が可能な技術をもつマネージメント

家族介護を継続的に支援することを可能とする専門職の必要性
∠ 家族介護力＋地域介護力を強化する役割を担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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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野口 典子 (のぐち のりこ)
中京大学現代社会学部 教授（社会福祉学博士）
所属学会

日本社会福祉学会、日本地域福祉学会、社会政策学会、
日本老年社会科学会、日本認知症ケア学会

社会活動
∙ 独立行政法人 福祉∙医療機構「長寿社会福祉基金助成事業および高齢者∙障害者基金助成事
業 」審査委員並びに助成事業評価委員会委員
∙ 名古屋市緑区地域福祉活動計画策定委員ならびに計画進行検討委員会委員）
∙ 山県市高齢者施策検討委員会委員長
∙ 豊田市高齢者施策検討委員会委員
∙ 岩倉市高齢者保健福祉施策検討委員会委員長
最近の主な業績
１．
「支えるケアを考える―若年性認知症の夫を支える妻へのサポートを通して」
HELPER NETWORK NO.62 全国社会福祉協議会 (2009)
２．
「韓国社会福祉館にみる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中京大学現代社会学紀要第 2 巻
（2009）
３．
「ボランティア市民」 松田昇他編「市民学の挑戦」 梓出版（2008）
４．編著「新選 高齢者福祉論」 一部改訂（株）みらい（2007）
５．
「高齢者と子どもとの交流実践~広井良典「三世代モデル」を基礎としながら~」 中京大学
社会学部紀要 20（2006）
６．
「福祉国家デンマークにおける施設福祉―障害者∙高齢者の統合化の意味―」 中京大学社会
学部紀要 19（2005）
７．
「介護保険下における施設入所者の課題と優先入所基準の導入」 介護施設管理通巻 31 号
（2003）
８．
「老人福祉法制定下における“新しい老人ホーム」の構想と実際」日本福祉大学大学院社会福
祉学研究論集第16号（2003）

- 60 -

- 61 -

좌장프로필
김 성이(金 聖二)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학력
유타주립대학교대학원 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석사
경력
2009.04~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2008.03~2008.0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05.03~2007.0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2003~2004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1999~2000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저서
교회사회복지의 철학과 방법. 나눔의집. 2005.
청소년 복지학. 집문당. 2004.
자원봉사 총론. 양서원. 2003.
약물중독총론. 양서원. 2002.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2002.
한일 지역복지비교연구. 나남출판. 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길잡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99.
비교지역사회복지. 동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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座長プロフィール
金 聖二(キム ソンイ)
前 韓国保健福祉家族部長官
梨花女子大学社会福祉専門大学院教授
射倖産業統合監視委員会(委員長)
学歴
ユタ州立大学交代学院社会学博士
ソウル大学校社会福祉学学士修士
経歴
2009.04~ 現在 射倖産業統合監視委員会委員長
2008.03~2008.08

韓国保健福祉家族部長官

2005.03~2007.08

韓国社会福祉士協会会長

2003~2004

韓国社会福祉教育協議会会長

1999~2000

韓国社会福祉学会会長

著書
教会社会福祉の哲学科方法. 分けの家. 2005
青尐年福祉学. 集文堂. 2004
ボランティア総論. 良書院. 2003
薬物中毒総論. 良書院. 2002
社会福祉の発達と思想. 梨花女子大学出版社. 2002
韓日地域福祉比較研究. ナナム出版社. 2000
社会福祉施設評価の道案内. 韓国社会福祉士協会. 1999
比較地域社会福祉. 同人.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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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사

제 7 회 한일 마음의교류심포지엄실행위원회
공동대표

윤

기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먼저 제 7 회 한일 마음의교류 심포지엄이 한국 마산에서 열리게 되어 따뜻
하게 맞아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해주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성철회장
님을 비롯한 현지의 마산시의 관계자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니벨재단의 이토이사오 이사장님께서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소셜워커의 역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의교류 심포지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계심에 대하여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 8 회가 되는 내년에는 도쿄에서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에서는 소셜워커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워커의 긍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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閉会の辞
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共同代表 尹 基
（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 理事長）

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馬山市での開催について、温かく歓迎を準備
してくださり、惜しみない協力をしていただいたことに対し、韓国社会福祉士協会の趙
聖鐵会長、はじめ、地元、馬山市の関係者の皆さまに心より感謝の気持をお伝えしたい
と思います。
ユニベー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が、高齢社会を迎える韓国と日本におけるソーシャル
ワーカーの役割について関心を示し、このシンポジウムの開催継続にご尽力いただいて
いることに、社会福祉にかかわる者の一人として感謝いたします。
第 8 回となる来年は、東京での開催をめざしています。今の時代ほど、
「地球村」お
いて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が強く求められている時代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ソー
シャルワーカーの誇りを持って頑張ってゆきたいと思います。
関係者の皆さまに改めて感謝を申しあ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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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7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 7 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 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
2009 年 11 月 20 日発行

◇

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160-0004 日本東京都新宿区四谷 1-14-8 ＹＰＣビル
ＴＥＬ：03-3350-9002

ＦＡＸ：03-3350-9008

◇ 社会福祉法人 崇實共生福祉財団
사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
우 140-212 韓国서울特別市龍山区漢南 2 洞 726-366
ＴＥＬ：02-795-7773

ＦＡＸ：02-792-0169

◇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590-0142 大阪府堺市南区檜尾 3360-12
ＴＥＬ：072-271-0881

発行者： 尹

ＦＡＸ：072-271-5474

基 （윤 기）

監 修： 田内 文枝（다우치 후미에）
翻 訳： 崔 銀珠（최 은주）
編 集： 金 周萬（김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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