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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과 소셜워크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역사회기능의 강화강화-

오하시 켄사쿠

(大橋

謙策)

일본사회사업대학대학원 특임교수

처음에
Ⅰ. 벼농사농업이라는 산업구조와 유교가 만들어 낸
가족・
가족・지역의 기능과 문화
①공동성과 토착성이 강한 농업구조가 만들어 낸 지역의 문화 – 지역민간
의 관혼상제의 상호부조, 배타적 체면문화, “벙어리 3년, 귀먹어리 3년,
장님 3년”,”축소된 사고”,”말하지 않는 농민”문화, 입회지에 의한 공동성,
농업기반정비에 의한 공동성, 협소한 혼인권역과 협소한 일상생활권역
②혈연관계라기 보다는 생산수단인 밭・수리권의 승계로서의 “가족 ” ,양친
의 부양
③유교의 선조숭배, 장유유서의 문화와 봉건적 신분계급의식의 잔재
Ⅱ. 공업화
공업화,, 도시화,
도시화, 국제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취약화와
“무연사회”
무연사회”,”고족
,”고족”
고족”의 등장
①고도경제성장말기(1970년경)에 나타난 사회관계, 인간관계의 희박화・상
실과 “삼무주의”(무기력, 무관심, 무감동)
②노동력이동의 국제화와 혼인권역의 광역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용
③가족기능, 지연지역기능의 취약화를 보완하는 “개호의 사회화 ” ,”양육의
사회화”의 필요성
④새로운 지역의 지지구축과 소셜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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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복지문제에 있어서 가족지원의 현상과 필요성
①요개호 고령자와 정신장애자, 지적장애자 아들과의 동거세대에 대한 지
원
②소셜서포트네트워크를 갖지 않은 학대모자세대에 대한 지원
③가족, 친족과 충돌을 안고 있는 독거 고령자에 대한 지원
④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⑤은둔형 외톨이를 안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⑥“노노(老老)개호”,“인인(認認·치매환자) 개호” 세대에 대한 지원
⑦장거리 개호를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⑧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육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Ⅳ. 제네럴소셜워크의 생각・
생각・필요성과 전개 시스템
①크리티컬(critical)케이스워크의 한계와 제네럴소셜워크의 생각・필요성
②속성분야별의 사회복지제도의 한계와 다양한 보건・의료・복지의 케어매
니지먼트의 필요성
③다문제가족에의 원스톱 서비스와 복지 액세시빌리티(accessibillity)시스
템의 확립
④지역자립생활지원에 의한 생활환경, 사회환경의 개선과 소셜워크
⑤소셜서포트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에고로지컬・제네럴 소셜워크
Ⅴ. 지역사회기능의 강화와
강화와 커뮤니티 소셜워크의 필요성
①주민과 행정의 협동과 소셜가버넌스
②포멀서비스와 인포멀서비스와의 유기적 제공
③시정촌(市町村)지자체의 주체성확립과 지역복지계획 만들기
④지역복지의 4가지 주체형성(지역복지 계획책정능력, 지역복지 설천능력,
보건・의료・복지의 서비스이용능력, 사회보험제도의 계약능력)과 주민
의 복지 학습・복지교육
⑤주민의 소셜캐피탈을 엠파워먼트하는 촉매기능으로서의 커뮤니티소셜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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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오하시 켄사쿠（大橋 謙策）
일본사회사업대학대학원 특임교수
동북복지대학대학원 특임교수
일본복지대학 슈쿠토쿠대학 방송대학

학

오키나와대학 객원교수

력
1967년 3월 일본사회사업대학졸업
1973년 3월 동경대학대학원교육학연구과(사회교육전공)박사과정만기퇴학

경

력
1974년
1977년
1984년
1993년
1998년
2004년
2005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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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월
4월
4월
4월
4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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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사업대학전임강사
일본사회사업대학조교수
일본사회사업대학교수
일본사회사업대학대학원연구과장 (~1998년 3월)
일본사회사업대학사회복지학부장 (~2000년 3월)
일본사회사업대학사회사업연구소장(~2005년 3월)
일본사회사업대학학장(~2010년 2월)
방송대학 객원 교수(~현재)
일본사회사업대학대학원 특입교수 (~현재)
동북복지대학대학원 특입교수 (~현재)
2011년 4월 일본복지대학 숙덕대학 오키나와대학 객원교수 (~현재)

주요사회활동
주요사회활동(
사회활동(현임)
현임)
2000년 1월 (특법)일본지역복지연구소이사장
2000년 5월 소셜케어서비스종사자연구협의회대표
2003년 5월 (사) 전국사회교육위원연합회장
2006년 7월 사회보장심의회.생활기능분류전문위원회위원장
2008년10월 동경세다야구지역보건복지심의회회장
2009년10월 도야마현복지컬리지학장
2010년 6월 사회복지법인 중앙굥동모금회이사
2010년 6월 (재)사회복지연구소이사장
2011년 7월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도 협회이사장
그동안 일본학술협의회원(2기5년), 일본사회복지학회회장(2기6년),
일본지역복지학회회장(2기6년),일본복지교육.보란티어학습학회회장
(1기3년),(사)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회장(2기3년) 등을 역임

주요저서
지역복지의 전개와 복지교육:단저:전국사회복지협의회,1986년
복지교육의 이론과 전개:공편저:광생관,1987년
지역복지:단저:방송대학교육진흥회,1999년
지역복지계획책정의 시점과 실로:편저: 제일법규,1996년
커뮤니티소셜워크와 자기실현 서비스:공편저:만엽사.2000년
21세기형 토탈케어시스템의 장초:공편저:만엽사, 2002년
복지21비너스플랜의 도전:공편저:중앙법규출판,2003년
일본의 소셜워크연구・교육・실적의 60년:편집대표 상천서방,2007년
사회복지입문:단저:방송대학교육진흥회,2008년
지역복지의 새로운전개와 커뮤니티 소셜워크:단저:사회보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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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家族支援とソーシャルワーク
―家族のための地域社会機能の強化―

大橋 謙策（おおはし けんさく）
日本社会事業大学大学院 特任教授

はじめに
Ⅰ．稲作農業という産業構造と儒教が作り出した家族・地域の機能と文化
①共同性と土着性の強い産業構造が作り出す地域の文化――仲間内の冠婚葬祭の相
互扶助、排他的世間体文化、“見ざる、言わざる、聞かざる”、“縮み思考”、
“もの言わぬ農民”文化、入会地における共同性、農業基盤整備における共同性、
婚姻圏域の狭さと日常生活圏域の狭さ
②血の繋がりというより生産手段である田・水利権の継承としての“家族”、養親
の扶養
③儒教の先祖崇拝、長幼序有りの文化と封建的身分階級意識の残滓
Ⅱ．工業化、都市化、国際化における家族機能の脆弱化と“無縁社会”、“孤族”の登場
①高度経済成長期末（1970年頃）に現れた社会関係、人間関係の希薄化・喪失と
“三無主義”（無気力、無関心、無感動）
②労働力移動の国際化と婚姻圏域の広域化に伴う家族機能の変容
③家族機能、地縁地域機能の脆弱化を補完する“介護の社会化”、“養育の社会
化”の必要性
④新たな地域の支え合いの構築と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
Ⅲ．社会福祉問題における家族支援の現状と必要性
①要介護高齢者と精神障害者、知的障害者の息子の同居世帯への支援
②ソーシャル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をもたない虐待母子世帯への支援
③家族・親族とコンフリクトを抱える一人暮らし高齢者への支援
④多問題を抱える家族への支援
⑤閉じこもり青年を抱える家族への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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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老々介護”、“認々介護”世帯への支援
⑦遠距離介護をしている家族への支援
⑧障害を有する人が子育てをしている家族への支援
Ⅳ．ジェネラルソーシャルワークの考え方・必要性と展開システム
①クリティカルケースワークの限界とジェネラルソーシャルワークの考え方・必要
性
②属性分野毎の社会福祉制度の限界と多様な保健・医療・福祉のケアマネジメント
の必要性
③多問題家族への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と福祉アクセシビリティシステムの確立
④地域自立生活支援における生活環境、社会環境の改善とソーシャルワーク
⑤ソーシャル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を強化するエコロジカル・ジェネラルソーシャ
ルワーク
Ⅴ．地域社会機能の強化と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の必要性
①住民と行政の協働とソーシャルガバナンス
②フォーマルサービスとインフォーマルサービスとの有機的提供
③市町村自治体の主体性確立と地域福祉計画づくり
④地域福祉の４つの主体形成（地域福祉計画策定能力、地域福祉実践能力、保健・
医療・福祉のサービス利用能力、社会保険制度の契約能力）と住民の福祉学習・
福祉教育
⑤住民の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をエンパワーメントする触媒機能としてのコミュニ
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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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大橋 謙策（おおはし けんさく）
日本社会事業大学大学院特任教授
東北福祉大学大学院特任教授
日本福祉大学・淑徳大学・放送大学・沖縄大学客員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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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経 歴
1974年
1977年
1984年
1993年
1998年
2004年
2005年
2005年
2010年

4月
7月
4月
4月
4月
4月
4月
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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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社会事業大学大学院研究科長
(～10年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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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 (～17年3月)
日本社会事業大学学長
(～22年2月)
放送大学客員教授
(～現在)
日本社会事業大学大学院特任教授
(～現在）
東北福祉大学大学院特任教授
(～現在）
2011年 4月 日本福祉大学・淑徳大学・沖縄大学客員教授（～現在）

主な社会的活動（現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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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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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年 10月 東京都世田谷区地域保健福祉審議会会長
2009年 10月 富山県福祉カレッジ学長
2010年 6月 社会福祉法人 中央共同募金会理事
2010年 6月 （財）社会福祉研究所理事長
2011年 7月 公益財団法人 テクノエイド協会理事長
この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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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会長（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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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福祉教育の理論と展開』共編著：光生館, 1987
『地域福祉』単著：放送大学教育振興会,1999
『地域福祉計画策定の視点と実践』編著：第一法規,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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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世紀型トータルケアシステムの創造』共編著：万葉舎,2002
『福祉21ビーナスプランの挑戦』共編著：中央法規出版,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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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会福祉入門』単著：放送大学教育振興会,2008
『地域福祉の新たな展開と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ク』単著：社会保険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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