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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ごあいさつ

伊藤 勲

(いとう

公益財団法人

いさお)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ユニベール財団の伊藤でございます。一言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
本日は、第１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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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深く
感謝申し上げ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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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直面する高齢化社会に向けて1990年に設立いたしました。以来、豊かで活力ある長寿
社会の構築を目指し、国際的調査研究への助成をはじめ、国際間での交流、研修など
を実施して、潤滑油の役割を果たしてまいりました。
私たちは、これらの活動を展開するにあたって、人の“こころ”を大切にすること
をモットーに進めております。仏教では、誰もが持つ浄らか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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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いており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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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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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当財団は、本年４月より公益財団法人に移行いたしました。
日本では、世界に先がけて少子高齢化が急速に進み、それに伴う人口減少社会の到来
が明らかになっております。こうした中で公益法人制度の改革が実施され、当財団で
は、新たに「高齢化問題をグローバルな視点から捉え、助成、人材の育成、国際交流
等の事業を行うことにより、少子高齢社会および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社会福祉の増
進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掲げ、今までの「高齢者福祉」から対象の幅を拡
げ「少子高齢社会、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社会福祉」といたしました。
社会・経済状況が大きく変化する昨今、新たな社会的課題へ広く目を向け、より充
実した活動をさせていただけますことは、大変ありがたいことと思っております。
さて、本年のシンポジウムは「地域で人々を支える ―地域包括ケアの推進―」を
テーマといたしました。
今日、地域社会が抱える様々な問題に対して、より良い未来に向け使命感を持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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挑み、積極的に行動するには、優秀な人材の育成が急務となっております。
人を育てていくということは、知識や技術の修得もさることながら、他人を思いや
る“こころ”やその行い、併せて、自分自身が家族、友人、周囲の多くの人からいた
だくまごころ、まことを、尊く感謝で受けとめる“こころ”を培っていくことが大切
であります。さらに、そこから生まれる温かい“こころ”で、地域の方々が一つにな
って支え合っていく社会機能を作ることこそ、問題解決への重要な道であると考えま
す。
こうした観点をふまえ、当プログラムでは、シンポジウムだけでなく社会福祉を学
ぶ大学院生や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共に学び、交流する「専門職育成・国際交
流セミナー」も併行して進めております。本年は、韓国から10名の大変優秀な方々を
招聘し、すでにたくさんのプログラムを消化し有意義な成果をあげております。
この「専門職育成・国際交流セミナー」は、まだまだ多くの課題がありますが、今
後も開催の営みを重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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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いりたいと念願する次第でご
ざいます。
ユニベール財団は、多くの方々のご指導を賜り、英知を結集し、当プログラムを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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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
結び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方の益々のご健勝とご活躍、さらに全世界が平
和で喜びに満ちた未来の実現を祈念いたしまして、御礼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
す。
本日は、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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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인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유니벨재단의 이사장 이토입니다.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0회 “ 한일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 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신뇨엔(真如苑)을 창시한 故 이토 신죠
교주의 지에 따라,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1990
년 설립 하였습니다. 이래, 풍요롭고 활력있는 장수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국
제적 조사 연구의 조성을 비롯해, 국제간의 교류, 연수등을 실시하여 큰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것을 기
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갈한 ‘ 마
음’즉 불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깨달음으로 여기고 있
습니다.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목표로 하는 본재단에서는 한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오늘의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
램”과 같은 많은 프로그램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 활동에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올해 4월부터 공익재단법인으로 되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사회화가 급속히 빨라지는 가
운데 거기에 따른 인구감소사회의 도래(到来)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상
황에서 공익법인제도의 개혁을 실시, 저희재단에서는 새롭게 “고령화문제를
글로벌적인 시점에서 접근하고 조성하여 인재의 육성, 국제교류등의 사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감소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지금까지의“고령자복지”에
서 대상의 폭을 넓혀 “ 저출산 고령사회,인구감소사회에서의 사회복지 ” 로
하였습니다.
사회경제상황이 크게 변하하고있는 요즘, 새로운 사회적과제를 향해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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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눈을 가지고, 보다 알찬 활동을 할수있는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역포괄케어의 추진－”을 테마로 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에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는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은 물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그 행동, 또한 가족, 친구, 선배, 은사등 자신의 주변사람으로
부터 받는 진심, 진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지역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도와
가는 사회기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심포지엄 뿐만아니라,사회복지
를 전공한 대학원생 또는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며,교류하는 “전
문직 육성･국제교류세미나”을 함께 진행하고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우
수한 8분을 초빙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소화해 의미있는 성과를 냈습니
다.
이번 “전문직 육성･국제고류 세미나”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
니다만, 앞으로도 문화,풍습,언어,인종,종교,국경을 넘어,모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원하는 우호와 친선의 다리를 놓는 융화세계를 국축해나가고자 하
는 바램입니다.
유니벨 재단은,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지혜를 모아서 이번 프로그
램으로 인해, 세계에 활약하는 우수한 지도자가 탄생하는것을 마음속으로 부
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가하여주신 여러분의 건승과 활약을 빌며, 전세계가 보다 더 평
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미래를 기도하면서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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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辞

尾﨑 正直

(おざき

まさなお)

高知県 知事

第10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高知県で開催されますことを心からお
喜び申し上げます。
ここ高知県は、韓国木浦市で孤児の養育に生涯を捧げられ、「韓国孤児の母」と
呼ばれた田内千鶴子さんの出身地であります。尊く献身的な活動をされた田内千鶴子
さんの生誕100周年にあたる今年、高知県で地域の支え合いをテーマとしたシンポジウ
ムが開催されます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もの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
高知県は全国より10年ほど先行して高齢化が進んでおり、特に中山間地域ではその
傾向が顕著であり、地域の支え合いの力の弱まりなど厳しい実態があります。そのた
め、本県では日本一の長寿県構想を基本政策の一つに掲げ、県民が健やかで心豊かに
支え合いながら生き生きと暮らせる県づくりを進めています。
なかでも、高齢者等が介護や医療が必要になっても住み慣れた地域で安心して暮ら
していける地域づくりとして、介護福祉サービスの充実や人材の確保をはじめ、医
療・介護・福祉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といった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などに取
り組んでおり、このことは本シンポジウムとの関連も深く、参加された皆様の参考に
していただけ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ます。
また、今回のシンポジウムを契機に新たな交流が生まれ、日韓双方の更なる発展
につながることを祈念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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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오자키 마사나오

(尾﨑

正直)

고치현 지사

제10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고치현에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고치현은 한국 목포시에서 고아의 양육에 생애를 바치시고 한국 고
아의 어머니 로 불린 타우치 치즈코 씨의 출신지입니다.
고귀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타우치 치즈코 씨의 탄생100주년에 즈음
하는 올해 고치현에서 지역에 의지하는 것을 테마로 하는 심포지엄이 개최
되는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치현은 어느 현보다 10년정도 고령화가 앞서 진행되어 있고 특히 중산
간지역에서는 그 경향이 현저하고 지역에 의지하는 힘이 약화되어있는 어려
운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현에서는 일본제일의 장수현 구상을 기본정책의 하나로 내걸고
현민이 건강하고 마음이 풍요로워 활기차게 살아 갈수 있는 현만들기를 진
행시키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고령자등이 개호나 의료가 필요하게 되어도 적응된 지역에
서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만들기로 개호복지서비스의 충실과 인재확
보를 시작으로 의료・개호・복지의 네트워크만들기라고 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등에 임하고 있어서 본심포지엄과 관련도 깊고 참가하신 여러
분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새로운 교류가 시작되고 한일 양방의 많은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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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祝

辞

西森 潮三

(にしもり

しおぞう)

日韓友好促進高知県議会議員連盟 会長
元田内千鶴子記念碑建設期成会 会長

本年は、韓国の孤児3,000人を育て｢木浦の母｣と慕われた田内千鶴子さんの生誕100
周年にあたり、韓国ソウル市、木浦市をはじめ、日本の高知市でも、その偉業を称え、
数多くの記念事業が開催されます。
こうした記念事業の一環として、生誕の地であります高知市で｢第10回日韓こころの
交流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ますことは、誠に喜ばしく、また、大変意義深いものと
存じます。
高知県の誇るべき田内千鶴子さんの遺志を受け継ぎ、遺業を顕彰することにより、
福祉の原点や昨今の虐待をはじめとする様々な社会問題についても多くのことが学べ
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また、田内千鶴子さんは、日韓のかけ橋とも言うべき人物でした。この記念すべき
年に、日韓両国の社会福祉関係者が一堂に会し、共通する課題について、共に学び、
友好を深めていくことは、その精神を引き継ぐことともなり、今後、さらに交流の輪
が広がっ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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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니시모리 시오조

(西森

潮三)

한일우호촉진고치현의회의원연맹 회장
전 다우치치즈코기념비건설기성회 회장

올해는 한국의3000명 고아를 기르신 「 목포의 어머니 」 로 존경받아 온
다우치치즈코(윤학자)여사의 탄신 100주년으로, 한국서울시, 목포시를 시비롯
하여 일본의 고치시에서도 그 위업을 칭송하여, 수 많은 기념사업이 개최됩
니다.
이러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 태어나신 고치시에서 “제 10회 한일 마음
의 교류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것은, 진심으로 기쁘고 대단히 의의 깊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현의 자랑이신 다우치 치즈코 (윤학자)여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위업
을 헌장하는 것으로 복지의 원점이나 현시대의 학대를 비롯하는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우치치즈코(윤학자)여사는 한일의 가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였
습니다.
이 기념할만한 해에,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통
의 문제에 대해 함께 배우고 우호를 쌓는 것은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더 교류의 장이 넓어져갈 것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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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 調 講 演
기 조 강 연

第10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0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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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地域で人々を支える
―「地域包括ケア」の推進―

白澤 政和（しらさわ まさかず）
一般社団法人 日本社会福祉学会 会長
桜美林大学大学院 老年学研究科 教授

問題提起
日本では、1989（平成元）年が「高齢者福祉元年」といわれ、その年に始まったゴ
ールドプラン、2000年度からの介護保険制度でもって、高齢者が地域で済み続けられ
るよう、在宅に重点を置いた施策を推進してきた。介護保険制度が始まってから2010
年までの10年間での変化をみると、施設入所者は52万人から84万人と1.3倍の伸びに比
べて、在宅の利用者は97万人から294万人と3.0倍の伸びであり、在宅高齢者の増加が
著しい。しかしながら、施設に比べて、在宅のサービスは不十分であることもあり、
在宅高齢者の内で19,9万人が、さらに老人保健施設や病院で22,3万人が、総計で42,1
万人が特別養護老人ホーム入所待機者であるという厚生労働省の調査結果がある。
そのため、日本では「地域包括ケア」と銘打って、高齢者が最後まで在宅で安全で
安心した生活ができることを推進しようとしている。
本小稿では、地域包括ケアとは何で、どのようにすれば、住み慣れた地域社会で在
宅生活を続けていけるかについて言及することにある。

１ 地域包括ケアとは何か
日本で進めようとしている地域包括ケアは、｢ニーズに応じた住宅が提供されること
を基本とした上で、生活上の安全・安心・健康を確保するために、医療や介護のみな
らず、福祉サービスを含めた様々な生活支援サービスが日常生活の場(日常生活圏域)
で適切に提供できるような地域での体制｣(『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を作ること
である。個々の日常生活圏域でこの体制をいかに作り上げるかが、テーマである。
具体的には、利用者に対して｢包括的｣に支援していくことである。この包括には5つ
の意味がある。
①「対応するニーズ」が包括である。利用者の有している医療、介護、住宅、雇用、
所得等のどのような生活上のニーズにも対応すること。
②「対応する提供者」が包括である。利用者のニーズを満たすために、様々なフォ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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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ルケアやインフォーマルケアが提供されるだけでなく、さらにはセルフケアも活
用すること。
③「対応する利用者」が包括である。子どもから高齢者までを含めたすべての住民を
対象にすること。但し、今回は介護保険財源で実施されているため、高齢者のみを
対象としており、将来的な課題である。
④ワンストップで全てのニーズを対応」が包括である。個々の利用者のニーズが1か所
でサービスが提供されること。
⑤「時系列での利用者の変化に合わせた支援」が包括である。利用者の状況の変化に
合わせて対応していくこと。

２ 地域包括ケアの推進方法
以上のような地域包括ケアの体制をつくるためには、図のような枠組みでの展開が
必要である。これは、一方でケアマネジャーによる支援が、他方で地域の団体・機関
の団体・機関のネットワーキング（組織化）が行われ必要である。さらに、ケアマネ
ジメントを介して地域の段階・機関の実務者による支援困難事例の検討がなされ、ネ
ットワーキングを介しては、地域の段階・機関の代表者による地域のニーズを充足す
るための計画が作られ、地域の団体・機関が様々な活動を実施していくことになる。

このことが循環することで、地域の社会資源が充実し、個々の利用者は自らのニー
ズを充足することができ、安全で安心な在宅生活が可能にな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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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地域包括ケアでの具体的な展開方法
このことを具体的に推進していくためには、支援困難事例を地域の中で検討してい
くことが必要である。これは日本では地域ケア会議と呼ばれており、その具体的な方
法はケアマネジメント過程をもとにして支援困難になっている原因について根本的な
いしは次善の解決策を検討し、実施することになる。この会議への参加者は個々の事
例に関与している、関与が必要な者であり、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主宰することに
なっている。
地域ケア会議で検討する地域のニーズについては、具体例としては、虐待に地域で
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認知症の人を地域でどのように支えるか、健康な高齢者の介
護予防をどのように進めるか、悪徳商法からどのように高齢者を守っていくのか、ひ
とり暮らしの人の孤独死をいかに守っていくかといったことである。
一方、代表者の会議は、当該地域の団体や機関の代表者による会議であり、地域の
ニーズについて検討する場であるが、ここでも、ケアマネジメントと同様に、アセス
メント→地域支援計画作成→実施→評価の手順で実施されることになる。これについ
ても、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主宰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そのため、代表者の会議では問題の発見、アセスメント、計画の作成の検討（参加
者も含めたもの・目的と実現に向けたスケジュール）、計画の実施、評価といった地
域のニーズを抽出して、ＰＤＣＡサイクルで、地域の団体や機関の参画のもとで実施
していくことになる。
以上のように、単にケアマネジャーが個々の利用者に対して、利用者の有している
多様なニーズをワンストップで解決するだけで、地域包括ケアは推進できない。確か
に、ケアマネジャーが能力を高め、利用者のニーズを充足できることは基本であるが、
そこから地域で支えることができない支援困難事例について話し合い、そのから地域
のニーズを明らかにして、その解決を図っ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ここに、そ
れらを推進していくために2006年度から創設された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役割があ
る。

４ 今後の地域包括ケアが目指すこと
以上のような地域で高齢者を支えていくスケルトン（骨格）をまずは確立し、地域
の団体や機関を活性化し、高齢者を支える社会資源として機能させることである。こ
こには、当然のことであるが、健康な高齢者を中心にした介護予防が重要である。高
知県から発信した「百歳体操」もそうした介護予防の１つである。
そこにフーマルな公的サービスを質量ともに充実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2011
年の介護保険制度改正で、新たに24時間訪問介護と訪問看護が巡回する「定期巡回・
随時対応訪問介護看護」サービスが新設されたが、従来のサービス自体の質的・量的
充実も不可欠である。
但し、こうした介護保険のサービスを充実していくためには、介護保険財源が不可
欠であるが、現在65歳以上の第１号被保険者の保険料が全国平均で1カ月5000円であり、
保険料のアップにも限界を迎えている。そのため、消費税が現在の5%から、2014年4月
からの8%、2015年からの10%にアップする中で、介護保険財源にどの程度向けられるか
が大きな論点である。
日本の高齢者は、2025年には団塊世代が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になり、要介護高齢
者の急増が予想されている。そのために介護保険制度が作られたが、2025年位向けて
持続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は、今後様々な工夫が不可欠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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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白澤 政和（しらさわ

まさかず）

一般社団法人 日本社会福祉学会 会長
桜美林大学大学院老年学研究科 教授、社会学博士

学歴・経歴
1974年
大阪市立大学大学院修士課程修了（社会福祉学）
1994年
大阪市立大学生活科学部人間福祉学科 教授
2011年3月 大阪市立大学名誉教授
現職

主要著書
『ケースマネージメントの理論と実際』白澤政和、中央法規出版（1992年）
『老人保健福祉計画実現へのアプローチ』白澤政和、中央法規出版（1994年）
『介護保険とケアマネジメント』白澤政和、中央法規出版（1998年）
『ケアマネジメントハンドブック』白澤政和、医学書院、（1998年）
『「介護保険制度」のあるべき姿―利用者主体のケアマネジメントをもとに』筒
井書房（2011年）
『キイワードでたどる福祉の30年』中央法規出版（2011年）
その他 介護保険、保健・医療・福祉の連携、ケアマネジメントに関する著書・
論文多数

主な受賞
吉村仁 賞 （『ケースマネージメントの理論と実際』中央法規出版により）
福武直 賞 （『ケースマネージメントの理論と実際』中央法規出版により）

役職・社会的活動
日本学術会議会員、日本ケアマネジメント学会副理事長、日本社会福祉士養成校協会前会
長、日本在宅ケア学会前理事長、日本社会福祉学会前会長、日本介護福祉学会前副会長、
など
日本で最初にケアマネジメントに関する論文や著書を書き、日本の土壌でのケアマネジ
メントを提唱し、日本型のサービス・デリバリー・システムの構築に貢献した。在宅介護
支援センターの創設や介護保険での介護支援専門員の創設に関わってきた。最近では、ス
トレングスに視点を当てたソーシャルワークの方法やその有効性についての研究を焦点に
している。
Professor Dr. Masakazu Shirasawa
Masakazu Shirasawa is now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gerontology, J. F. Oberlin
University and a professor emeritus of Osaka City University. Now he is president of
Japanese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vice president of Japanese Academy of Care
Management and Japanese Academy of Care Work, and a member of Science Council of
Japan.
He is a pioneer of research of care management and has contributed to establish
service delivery system for frail elderly in Japan theoretically. Now He is interested in
empowerment of the elderly suppo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s” of persons,
family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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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지역포괄 서비스”의 추진 -

(요약)

시라사와 마사가즈（白澤 政和）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
오비린대학대학원 노년학연구과 교수, 사회학 박사

문제제기
일본에서는 1989 (헤세이원) 년이 "노인 복지 원년"이라고 해서 그 해에
시작된 골드 플랜, 2000 년도부터의 개호 보험 제도를 가지고, 노인이 지역
에서 계속 살아 갈수 있도록 재택에 중점을 둔 시책을 추진하여왔다. 개호
보험 제도가 시작해서 부터 2010 년까지의 10 년간의 변화를 보면, 시설 입
소자는 52 만명에서 84 만명으로 1.3 배 증가에 비해 재택 이용자는 97 만
명에서 294 만명으로 3.0 배 증가하고, 재택 고령자의 증가가 현저하다. 그
러함에도 시설에 비해서 재택 서비스는 부족한것도 있고 재택 고령자 중에
19,9 만명이,또한 노인 보건 시설이나 병원에서 22,3 만명이, 총 42, 1 만명
이 요양원 입소 대기자라는 후생 노동성의 조사 결과가있다
그때문에 일본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라는 명목으로, 노인이 끝까지 재
택 에서 안전하고 안심 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하고있다.
이 작은 원고는 지역 포괄 케어는 무엇이며 어떻게하면 정든 지역 사회에
서 가정 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1 지역 포괄 케어 란 무엇인가
본에서 추진하려하고있는 지역 포괄 케어는 "필요에 따라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후, 생활의 안전 • 안심 •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및
개호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가 일상 생
활의 장 (일상 생활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 할 수있는 지역에서의 체제
"("지역 포괄 케어 연구회보고서 ")를 만들기위한 것이다. 개별 일상 생활 권
역으로이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테마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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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괄에는 5 개의 의미가있다.
①"대응하는 욕구"가 포괄적이다. 이용자의 가지고 의료, 간호, 주거, 고용,
소득 등의 어떤 생활상의 요구라도 대응한다.
②"대응하는 제공자"가 포괄적이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
한 포멀 케어 및 비공식 케어가 제공 되는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관
리도 활용한다.
③ "대응하는 이용자"가 포괄적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주
민을 대상으로한다. 단, 이번에는 개호 보험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
에 고령자만을 대상으로하고있어, 향후 과제이다.
④ [원 스톱으로 모든 요구를 대응 ]이 포괄적이다. 개별 이용자의 요구가
한 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⑤ "시계열에서 이용자의 변화에 맞춘 지원"이 포괄적이다. 이용자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해 나갈 것.

2 지역 포괄 케어의 추진 방법
이상과 같은 지역 포괄 케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은 구조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케어 매니저의 지원이, 한편으로 지역 단
체 • 기관 단체 • 기관의 네트워킹 (조직)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케어 매니지
먼트를 통한 한 지역 단계 기관의 실무자의 지원 곤란한 사례의 검토가 이
루어 네트워킹을 통해이 지역의 단계 기관의 대표자가 지역의 요구를 충족
하기위한 계획이 만들어져 지역 단체 기관이 다양한 활동을 실시 할 것이다.

도 지역포괄서비스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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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원

포멀 서비스

인포멀 서포트
생활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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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순환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 자원을 갖추고 개별 이용자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 할 수 안전하고 안심할 수있는 재택 생활이 가능하게된다.

3 지역 포괄 케어의 구체적인 전개 방법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곤란한 사례를 지역에서 검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지역 케어 회의라고하고, 그 구체적
인 방법은 케어 매니지먼트 과정을 기초로하고 지원 어려워지고있는 원인을
근본적 혹은 차선의 해결책을 검토하고 실시 할 된다. 이 회의에 참가자는
개별 사례에 참여하는 참여가 필요한 자이며,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주최하
는 것으로되어있다.
지역 케어 회의에서 검토하는 지역의 요구는 구체적 예로는 학대에 지역
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치매 사람을 지역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건강한 노
인의 개호 예방을 어떻게 같이 진행하거나 악덕 상법에서 어떻게 노인을 지
켜 나가는 지, 혼자 생활하는 사람의 고독 사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하
는 것이다.
한편, 대표 회의는 해당 지역의 단체 나 기관의 대표자가 회의이며, 지역
의 요구에 대해 검토하는 곳이지만, 여기서도 케어 관리와 마찬가지로 평가
→ 지역 지원 계획 작성 → 실시 → 평가 단계에서 실시된다. 이것에 대해서
도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주최하는 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 대표자 회의에서는 문제의 발견, 평가, 계획 수립 검토 (참가자도
포함한 것 • 목적 실현을위한 계획), 계획의 실시, 평가 등 지역의 요구를 추
출하여 PDCA 사이클에서 지역 단체와 기관의 참여하에 실시하고 나가게된
다.
이상과 같이 단순히 케어 매니저가 개별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가지
고있는 다양한 요구를 원 스톱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 지역 포괄 케어는 추
진할 수 없다. 물론, 케어 매니저가 능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 할
수있는 기본이지만, 거기에서 지역에서 지원할 수없는 지원 곤란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서 지역의 요구를 분명히하고, 그 해결을 도모 가는 것이
요구되고있다. 여기에 그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년도부터 창설 된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역할이있다.

4 향후의 지역 포괄 케어가 목표로 하는것
이상과 같은 지역에서 노인을 지탱 해가는 뼈대 (골격)를 우선 설치하고
지역 단체와 기관을 활성화하고, 고령자를 지원하는 사회 자원으로써 기능시
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건강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개호
예방이 중요하다. 고치 현에서 발생했다 "백세 체조"도 그러한 개호 예방의
한개이다.
거기에 포멀한 공적 서비스를 질량 모두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1 년 개호 보험 제도 개정으로 새롭게 24 시간 방문 개호와 방문 간호
가 순회하는 "정기 순회 • 수시 지원 방문 간호 간호"서비스가 신설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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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서비스 자체의 질적 • 양적 충실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호 보험의 서비스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개호 보험 재원
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65 세 이상의 제 1 호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전국 평
균 1 개월 5000 엔이며, 보험료의 업에 한계를 맞고있다. 따라서 소비세가
현재 5 %에서 2014 년 4 월에서 8 %, 2015 년에서 10 %까지하는 가운데,
개호 보험 재원에 어느 정도 향할수 있을지가 큰 논점이다.
일본의 고령자는 2025 년에는 단괴 세대(베이붐 세대)가 75 세 이상의 후
기 고령자가 되거나 요 개호 고령자의 급증이 예상되고있다. 이를 위해 개호
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2025 년경을 향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서는 향후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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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시라사와 마사가즈（白澤

政和）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회장
오비린대학대학원 노년학연구과 교수, 사회학 박사

학력・경력
1974년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사회복지학).
1994년 오사카시립대학 생활과학부 인간복지학과 교수.
2011년3월 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 현직.

주요저서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제』 시라사와 마사카즈 , 중앙법규출판 (1992년)
『노인보건복지계획 실현을 위한 어프로치』시라사와 마사카즈 , 중앙법규출판 (1994년)
『개호보험과 케어 매니지먼트』시라사와 마사카즈, 중앙법규출판 (1998년)
『케어매니지먼트 핸드북』시라사와 마사카즈, 의학서원, (1998년)
『「개호보험제도」의 있어야 할 모습 - 이용자주체의 케어매니지먼트를 바탕으로 』
츠츠이 서방 (2011년)
『키워드로 따라가는 복지의 30년』 중앙법규출판(2011년)
그 외 개호보험, 보건.의료.복지의 제휴, 케어매니지먼트에 관한 저서.논문 다수

수상경력
요시무라 히토시상
후쿠타케 다다시상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제』중앙법규출판으로 수상)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제』중앙법규출판으로 수상)

현직•사회적 활동
일본학술회회원,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부이사장, 일본사회복지사양성교협회전회장, 일본
재택케어학회 전 이사장, 일본사회복지학회 전 회장, 일본개호복지학회 전 부회장 등.
일본에서 최초로 케어매니지먼트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쓰고, 일본땅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를 제창하고, 일본형 서비스, 딜리버리(delivery)시스템의 구축에 공헌하였다.
재택개호지원센터의 창설이나 개호보험에서의 개호지원전문원의 창설에 영향을 미쳐 왔다.
최근에서는 스트렝스의 시점에서 보는 사회 사업(social work)방법이나 그 유효성에 관한
연구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Professor Dr. Masakazu Shirasawa
Masakazu Shirasawa is now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gerontology, J. F. Oberlin
University and a professor emeritus of Osaka City University. Now he is president of
Japanese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vice president of Japanese Academy of Care
Management and Japanese Academy of Care Work, and a member of Science Council of
Japan.
He is a pioneer of research of care management and has contributed to establish service
delivery system for frail elderly in Japan theoretically. Now He is interested in
empowerment of the elderly suppo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s” of persons,
family and 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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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韓国の福祉提供体系と
社会福祉館運営現況及び発展方向
(要約)

劉 永

學（ユ ヨンハク）

現代自動車鄭夢九財団理事長
前保健福祉部次官

１．福祉提供体系運営現況及び政策方向
（現況）
○福祉サービスは公共及び民間機関を活用して提供しており、
―公共は13ケ中央部署で、292ケの福祉支給、サービスを地方自治団体及び特別行政機
関を通じて提供。
―民間は社会福祉館など社会福祉施設を通して老人、児童、障害者などに提供している。
○約22千余人の公務員が福祉サービス提供に携わっており、この中、社会福祉公務員は、
約1万余人で、市、郡、区当たり19.3人、邑、面、洞当たり1.6人が勤務
○福祉サービスの効率的な管理のため、2010年1月、社会福祉統合管理網を構築し、個人
別、世帯別情報のデータベース管理体系を確立した。
（問題点）
○第一線の福祉担当公務員が、邑、面、洞当たり1.6人の水準に過ぎなく、充実した福祉サ
ービス提供が困難。
○福祉事業が、13ケ部署別、機関別で多岐化しており、福祉サービスの重複とサービス利
用者の不便を惹き起こしている。
○多様な民間資源を活用するために地域単位の福祉ガバナンスが不十分。
（政策方向）
○社会福祉担当公務員の拡充を通じて、福祉体感度の引き上げ
○統合的な提供体系を構築し、業務効率性を向上
○福祉事業間の連携、調整を通して、効率性の引き上げ
○民、官協力基盤強化を通して、民間資源の活用を極大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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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社会福祉館運営現況および発展方向
（現況）
○社会福祉機関の定義：地域社会を基盤に一定の施設と専門人材をそろえ、地域住民の
参加と協力を通して、地域社会福祉問題を予防し、解決するために総合的な福祉サービ
スを提供する施設（社会福祉事業法 第2条）
○運営現況
―全国に431ケ所、運営されている民間福祉提供体系（利用施設）中、最多。
（老人福祉館203ケ所、障害者福祉館108ケ所）
―運営主体：社会福祉法人315、非営利法人84、地方自治団体32の順
―従事者数：約1万人（施設当たり平均23人）
―利用者数：延べ71百万人（施設当たり平均166千人、1日666人）
○事業内容：5大事業（家族福祉、地域社会保護、地域社会組織、教育、文化、自活）
（提起されるイシュー）
○低所得層主体のサービスから中産層を含む普遍的サービスの提供が必要
○類似提供体系（自治体、地域児童センターなど）及び単種福祉館の機能重複問題
○福祉予算の地方移譲（2005）による地域間、施設間不均衡深化
（発展方向）
○社会福祉館機能を既存の5大事業から3大機能（事例管理、サービス提供、地域社会組
織化）へ転換
○3大機能による標準（適正）人材基準準備
○3大機能遂行のための政府補助金支援方式を項目別支援方式に転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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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劉 永

學（ユ ヨンハク）

現代自動車鄭夢九財団 理事長
前保健福祉部次官

学

歴
1972. 3 - 1975. 2
1975. 3 - 1979. 2
1987. 8 - 1989. 6

慶北高校
高麗大法科大学行政学科
米国バークレー大社会福祉大学院（社会福祉学修士）

主要経歴
1978
1979.
1984.
1987.
1989.
1992.
1993.
1995.

行政高等試験 22回
保健社会部 社会開発担当官室、軍服務、国立小鹿島病院
保健社会部 国際協力担当官室、地域医療課
米国バークレー大学 派遣
保健社会部 年金制度課、企画予算担当官室
韓国保健社会研究院 派遣
世界保健機構（WHO）西太平洋地域事務処 派遣
保健福祉部 疾病管理課長、保健政策課長、
大統領秘書室 派遣
1997.12 - 1999. 6 大統領秘書室 行政官
1999. 6 - 2000. 4 保健福祉部 総務課長、公報官
2000. 4 - 2001. 4 米国 アメリカン大学 派遣
2001. 8 - 2004. 8 駐米 韓国大使館 派遣 （参事官）
2004.10 - 2006. 3 保健福祉部 人口家庭審議官、漢方政策官
2006. 3 - 2007. 3 開かれたウリ党 政策委員会 保健福祉主席専門委員
2007. 3 - 2008.10 保健福祉部 政策弘報管理室長、企画調整室長
2008.10 - 2010. 8 保健福祉部 次官
2010.11 - 2011.12 法務法人 栗村 顧問
∙ 2012. 1 - 現在
現代自動車 鄭夢九財団 理事長
(Chairman, Board of Directors, Hyundai Motor Chung Mong-Koo Foundation)
5
5
8
6
7
8
9

-

1984. 5
1987. 8
1989. 6
1992. 6
1993. 8
1995. 8
19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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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한국의 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요약)

유 영 학（劉 永 學）
현대자동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전보건복지부 차관

1.복지전달체계 운영현황 및 정책방향
(현 황)
ㅇ공복지서비스는 공공 및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 공공은 13개 중앙부처에서, 292개의 복지급여.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기관을 통하여 전달
- 민간은 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노인, 아동, 장애인등에게
전달하고 있음
ㅇ약 22천 여명의 공무원이 복지서비스 전달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공무원은 약 1만여명으로, 시.군.구당 19.3명, 읍.면.동당 1.6명
근무
ㅇ복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0.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
통하여 개인별.가구별 정보 DB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음.
(문제점)
ㅇ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읍.면.동당 1.6명 수준에 불과하여 충실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ㅇ복지사업이 13개 부처별, 기관별로 다기화 되어 있어 복지서비스의 중복
과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ㅇ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 가 미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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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ㅇ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통하여 복지체감도를 제고
ㅇ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ㅇ복지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해서 효율성 제고
ㅇ민.관 협력 기반강화를 통해서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2.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현 황)
ㅇ사회복지관의 정의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
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ㅇ운영현황
- 전국에 43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복지전달체계(이용시설) 중 최다
(노인복지관 203 개소, 장애인복지관 108 개소)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315, 비영리법인 84, 지방자치단체 32 순
- 종사인력 : 약 1만명 (개소당 평균 23명)
- 이용인원 : 연 71백만명 (개소당 평균 166천명, 1일 666명)
ㅇ사업내용 : 5 대 사업(가족복지,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
자활)
(제기되는 이슈)
ㅇ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에서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필요
ㅇ유사 전달체계(지자체, 지역아동센터등) 및 단종 복지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
ㅇ복지예산 지방이양(2005)에 따른 지역간, 시설간 불균형 심화
(발전방향)
ㅇ사회복지관 기능을 기존 5대 사업에서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조직화)으로 전환
ㅇ3대 기능에 따른 표준(적정) 인력기준 마련
ㅇ3대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을 항목별 지원방식으로 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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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유 영

학（劉

永

學）

현대자동차정몽구재단 이사장
전보건복지부 차관

학

력
1972. 3-1975. 2 경북고
1975. 3-1979. 2 고려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1987. 8-1989. 6 미국 버클리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주요경력
1978
1979.
1984.
1987.
1989.
1992.
1993.
1995.

행정고시 22회
5-1984. 5 보건사회부 사회개발담당관실, 군복무, 국립소록도병원
5-1987. 8 보건사회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지역의료과
8-1989. 6 미국 버클리대 파견
6-1992. 6 보건사회부 연금제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7-1993.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
8-1995. 8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파견
9-1997.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장,보건정책과장,대통령비서실
파견
1997.12-1999. 6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999. 6-2000. 4 보건복지부 총무과장, 공보관
2000. 4-2001. 4 미국 아메리칸대 파견,
2001. 8-2004. 8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참사관)
2004.10-2006. 3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한방정책관
2006. 3-2007. 3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2007. 3-2008.10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2008.10-2010. 8 보건복지부 차관
2010.11-2011.12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12. 1-현 재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Chairman, Board of Directors, Hyundai Motor Chung MongKoo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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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사례발표 / 패널디스커션

第10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0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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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いきいき百歳体操と地域福祉

細川 芙美（ほそかわ ふみ）
ＮＰＯ法人いきいき百歳応援団
理事長

＜いきいき百歳体操発足と普及啓発活動＞
「いきいき百歳体操」は高知市で介護予防を目的に作られた体操です。米国国立老
化研究所が世界中の高齢者の運動トレーニングに関する研究を調査して作成した「高
齢者のための運動の手引き」を参考に高知市保健所の医師，理学療法士が中心となっ
て作られました。0から2.2kgまで11段階に負荷を増やすことのできる重りを手足につ
けて行う運動で，虚弱な高齢者でも実施できるように椅子に座って，もしくは椅子に
つかまって行います。体操のネーミングも「いきいきと百歳を超えても元気でいてほ
しい」との願いがこめられています。
この体操を地域で普及させるため，開始当初は重い重りをカバンに入れた保健師達
が昼・夜となく民生委員や老人クラブ，町内会と声がけして走りまわっており，その
姿に感激して始めたお世話焼きのオバサンも多くいました。
この体操の認知度を上げようと2004年から大交流大会を行い，お世話焼きの中から
実行委員を募り，行政と住民の協働という形で取り組み，体操会場も徐々に広がって
いきました。体操会場100箇所位までは行政もご苦労されていたようですが，自分の家
から歩いて行けるこの所で体操をやりたいと住民からの要望も多く，実施箇所は増え
続け，現在は高知市内で295箇所，高知市以外の県内350箇所以上，全国にも飛び火し
1,000箇所を超える会場で高齢者の元気な声が響いています。

＜住民の力＞
この体操会場の広がりに欠かせないのは地域のボランティアの力です。行政の行う
サポーター育成教室を修了し，体操の指導を行うサポーター。会場の設営や体操のビ
デオ操作，体操終了後の水分補給の準備などを行うお世話役。お互いが助け合いなが
ら会場の運営を行っています。体操に参加する高齢者が楽しめるよう，お茶会やカラ
オケなど，様々な工夫をしながら継続して参加できるように努力してくださっていま
す。「楽しい外出の機会が出来た」「友人が出来た」「身体が動きやすくなった」な
どの声に励まされて2箇所，3箇所と掛け持ちしてお世話しているボランティアもい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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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

＜会場運営＞
体操開始時は行政から，体操の必要性や正しい体操方法等の指導がありますが，継
続して実施するのは地域の住民ボランティアです。行政主導ではなく住民主体で実施
しています。公民館や病院のホール，神社，自宅を開放して，自宅ガレージなど様々
な会場で5～6人から40人以上と形態は様々です。行政主体だとこのような展開は出来
ません。住民主体でやっているからこその魅力だと思います。

＜効果と課題＞
高知市が行った参加者へのアンケート調査では，「体力がついた」「階段の上り下
りが楽にできるようになった」「杖が要らなくなった」などの身体的効果はもちろ
ん，「友人・知人が出来た」「気持ちが明るくなった」など，心が元気になったとの
答えも多く，効果を実感することにより参加者の増加にもつなが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に，素晴らしい活動に広がった反面，行政が養成したサポーターは約600人
を超えるのに，実際に活動している者は約200人。お世話役の高齢化により，数は少な
いけれども休止・廃止の体操会場も出てきています。
また会場による格差もあり，会場の賃借料を参加者から徴収せざるを得ない会場，
椅子や備品不足で困っている会場もあり，継続への対応が望まれています。

＜地域福祉としての体操会場＞
2011.3.11の東日本大震災より共助の必要性がいかに大切か問われています。日常生
活ではご近所との関係が希薄になり，挨拶程度のつきあいしかない中，地域の高齢者
が週1～2回集まる場所として，この「いきいき百歳体操」があります。他県には類を
見ないこのような高知型の体操会場は，「ここに来れば高齢者の安否確認が出来る」
と民生委員の情報収集の場にもなっており，民生委員も積極的にお世話をしてくださ
っています。たとえ体操会場に来ていない高齢者がいたとしても，体操参加者に「○
○さんは元気なろうかねぇ」と聞くと○○さんのことが分かるなど，高齢者同士のつ
ながりで情報が得られます。何の連絡もなしに体操を休んだ方を訪問すると病気で倒
れていたという報告もありました。
また，このような高齢者が集まる場所で，警察と協力して交通安全教室を開いてい
る会場，振り込め詐欺を防ぐ勉強会を実施している会場などもあり，高齢者への情報
提供の場としても活用されています。300箇所近い会場があれば，防災や地域のつなが
りを市内のあらゆる所で作っていくことが出来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いきいき百歳応援団の結成と今後の活動＞
いきいき百歳大交流大会の実行委員として活動していると，他の体操会場のサポー
ター・お世話役さんと話す機会が増え，他の体操会場の様子や活動状況を知ることが
出来ます。大交流大会を年に1回の同窓会のように楽しみにしている高齢者のために，
行政が実施する予算・内容に対する規制にとらわれない，もっと楽しい大交流大会を
実施したいという想いが生まれました。同時に，サポーターの手伝いが足らない，備
品がない，参加者が減ってきているなど体操会場の悩みを聞き，なんとかこの高知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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誇る体操会場を継続・活性化できないかとＮＰＯの立ち上げを考えました。想いのあ
る仲間が集まり2011年12月に「ＮＰＯ法人いきいき百歳応援団」を創りました。
いきいき百歳大交流大会実行委員会とＮＰＯいきいき百歳応援団が協力して，2012年
の大交流大会は市民による市民のための第一回大会として行うことが出来ました。
今後の応援団の活動としては，今まで情報の無かった体操会場の様子を知らせるため
の新聞発行，サポーター・お世話役のモチベーションを高めるための研修会などを計
画しています。また，今年は体操仲間との交流を目的に，兵庫県淡路市と大阪府島本
町へ伺いました。今後も県内外の体操会場との交流も深めて行きたいと考えていま
す。
また，体操会場の運営をいつまでも無償ボランティアの善意に頼ってばかりでいい
のだろうかと考えます。東京都稲城市では，介護支援ボランティアのポイント制が導
入され，貯まったポイント数に応じて，希望すれば介護保険料の一部負担にあてるこ
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誰も見返りを求めて活動している訳ではありません
が，何らかの形で活動を認める体制が必要だと思っています。行政や社協と共に構築
できれば，次世代への希望や後継者への望みが出来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私どもは「高知の元気」や「日本の元気」は「高齢者の元気から」と思い，今後も
活動を続けて行き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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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細川 芙美（ほそかわ

ふみ）

ＮＰＯ法人いきいき百歳応援団 理事長

学歴・経歴
1963年 高知県立佐川高校卒業
1965年 高知赤十字病院看護学校卒業
1967年 徳島大学医学部附属病院助産師学校卒業
助産師として病院勤務
1969年 結婚し自営業従事
現在夫・子ども2人・孫４人
2003年 高知市北街民生委員となり現在も活動中
2005年 いきいき百歳サポーター取得
高齢の親を介護中のため，いきいき百歳体操の大切さを伝えたいと
「いきいき百歳大交流大会」実行委員となり６年が経過
2011年 実行委員有志と共に「ＮＰＯ法人いきいき百歳応援団」を結成し，
理事長に就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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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생생백세체조와 지역복지

호소카와 후미（細川 芙美）
NPO법인 생생백세응원단
이사장

<생생 백세체조 발족과 보급계발활동>
「생생백세체조」는 고치시(高知市)에서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
조입니다.미국 국립노화 연구소가 온세계의 고령자의 운동 훈련에 관한 연구
를 조사해서 작성한「고령자를 위한 운동안내」를 참고에 고치시(高知市) 보
건소의사, 물리요법사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0에서2.2kg까지 11
단계로 부하를 늘리가 가능한 추를 손발에 얹어서 하는 운동으로, 허약한 고
령자라도 실시할 수 있게 의자에 앉아 혹은 의자를 붙잡고 합니다. 체조의
네이밍도 「생생하게 백세를 넘어도 건강하게 계시길 바란다」라는 바램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체조를 지역에 보급되게 하기 위해 시작 당초는 무거운 추를 가방에
넣은 보건사들이 낮과밤없이 민생위원이나 노인클럽, 반상회에 말을걸어 뛰
어다니고 그 모습에 감격해서 시작한 봉사를 좋아하시는 아주머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체조의 인지도를 올리고자 2004년부터 대교류대회를 실시하고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중에서 실행위원을 모으고, 행정과주민의 협동(協動)이라는
형태로 대처하여 체조회장도 서서히 넓어져갔습니다. 체조회장 100군데 정
도까지는 행정도 고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택에서 걸어 갈 수 있는
곳에서 체조를 하고 싶다는 주민의 요망도 많고 실시 군데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는 고치시(高知市)내에서 295군데, 고치시(高知市)이외의 현내
(縣內) 350군데이상, 전국에도 비화되어 1, 000군데를 넘는 회장에서 고령자
의 건강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주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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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조회장의 확장에 빠질수 없는 것은 지역의 자원봉사자의 힘입니다.
행정이 행하는 서포터 육성교실을 수료하고 체조를 지도하는 서포터. 회장의
설치운영이나 체조의 비디오조작, 체조종료후에 수분보급을 준비하는 도와주
는 사람. 서로가 도와가면서 회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조에 참가하는 고
령자가 즐길 수 있도록, 다과회나 노래방등 여러가지 고안을 생각하면서 계
속 참가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있습니다. 「즐거운 외출기회가 생겼다」
「친구가 생겼다」「몸이 움직이기 쉬워졌다」등의 목소리에 격려받고 2군
데, 3군데와 겸해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회장운영>
체조시작시는 행정에서 체조의 필요성과 옳은 체조방법등의 지도가있지만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 자원봉사자입니다. 행정의주도가 아니
고 주민주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민관이나 병원홀, 신사, 자택을 개방하
고 자택차고등 각양각색의 회장에서 5∼6명내지 40명이상으로 형태는 여러가
지입니다. 행정주체라면 이런 전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와 과제>
고치시(高知市)가 행한 참가자의 앙케이트조사에서는 「체력이 붙었다」
「계단의 오르내림을 편안히 할 수 있게 되었다」「지팡이가 필요없어졌
다」등의 신체적 효과는 물론 「친구,지인이 생겼다」「기분이 밝아졌다」등
마음이 건강해졌다라는 대답도 많고 효과를 실감하는 것이 참가자의 증가에
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활동으로 넓어진 반면 행정이 양성한 서포터가 약600명을
뛰어넘는데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약200명. 봉사하시는 분들의 고
령화에 의해 수는 적지만 중지,폐지하는 체조회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회장에 따라 격차도 있어 회장의 임차료를 참가자에게서 징수하지 않
을 수 없는 회장, 의자나 비품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회장도 있어 지속
하기위한 대응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로서의 체조회장>
2011.3.11의 동일본대지진재해로부터 공조(共助)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희박해져 인
사정도의 교제밖에 없는 가운데 지역의 고령자가 주 1∼2회 모이는 장소로서
이「생생백세체조」가 있습니다. 다른 현에는 유래를 볼 수 없는 이러한 고
치(高知)식 체조회장은 「여기에 들어오면 고령자의 안부확인을 할 수 있
다」라고 민생위원의 정보수집의 장소도 되고 있어 민생위원도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조회장에 오지 않은 고령자가 있다해도 체
조참가자에게 「00씨는 건강 할까요」라고 들으면 00씨를 아는 고령자끼리

－

42

－

의 관계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체조를 쉰 분을 방
문하면 병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고령자가 모이는 장소에서 경찰과 협력해서 교통 안전 교실을
열고 있는 회장, 입금사기를 막는 학습회를 실시하고 있는 회장등도 있어,
고령자에게 정보제공의 장소로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300군데 가까운 회장
이 있으면 방재나 지역관계를 시내의 여러 곳에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생생백세응원단의 결성과 앞으로의 활동>
생생백세대교류대회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다른 체조회장의 서
포터•자원봉사자들와이야기하는 기회가 늘고 다른체조회장의 모양이나 활동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교류대회를 한 해에 1회의 동창회처럼 기대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서 행정이 실시하는 예산•내용에 대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즐거운 대교류대회를 실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동시
에,서포터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품이 없거나 참가자가 줄어들고 있는
등 체조회장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든 이 고치(高知)가 자랑하는 체조회장을
계속 활성화할 수 없을까 하고 NPO시작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동료
가 모여 2011년12월에 「NPO법인 생생백세응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생생백세대교류대회실행위원회와 NPO생생백세응원단이 협력하여2012년의
대교류 대회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제1회 대회로서 행할 수 있었습니
다.앞으로의 응원단활동으로서는 지금까지 정보가 없었던 체조회장의 모양을
알리기 위한 신문발행, 서포터•자원봉사자들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높
이기 위한 연수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체조동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효고현(兵庫縣) 아와지시와
오사카부 시마모토초(島本町)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현내(縣內)외의 체조
회장과의 교류도 깊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체조회장의 운영을 언제까지 무상(無償)자원봉사의 선의에 의지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도쿄도(東京都) 이나기시(稻城市)에서는 개호지원자원봉
사의 포인트제가 도입되어 모인 포인트수에 따라 희망하면 개호보험료의 일
부부담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가를 요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형태로 활동을 인정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구축할 수 있으면 차세
대에 희망이나 후계자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고치(高知)의 건강」이나「일본의 건강」은「고령자의 건강으로
부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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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호소카와 후미（細川 芙美）
NPO법인 생생백세응원단 이사장

학력・경력
1963년 고치현립 사가와 고등학교 졸업
1965년 고치 적십자병원 간호학교졸업
1967년 도쿠시마대학 의학부부속병원 조산사학교 졸업
조산사로서 병원 근무
1969년 결혼하고 자영업 종사
현재 남편・아이 2명・손자 4명
2003년 고치시 키타마치 민생위원이 되어 현재도 활동중
2005년 생생 백세 써포터 취득
고령의 부모를 개호하면서, 생생 백세 체조의 중요함을 알고 전
하고 싶어서「생생백세대교류대회」실행위원이 되어 6년째 역임
중
2011년 실행위원 유지와 함께 「 NPO 법인 생생[이키이키] 백세 응원
단」을 결성하고, 이사장으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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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産学官連携を通じた
農山村型地域福祉サービス構築の
可能性への挑戦
－ 保寧

嚴 基

孝分かち合い福祉センターの事例を中心に －

郁（オム キウク）

国立群山大学社会福祉学科教授
兼保寧孝分ち合い福祉センター長

１．序
韓国の社会福祉環境が急激に変化している。低出産・高齢化と普遍的福祉に対する
ニーズの増加などは、国家の福祉機能拡大に対する期待感として表れている。政府は
このような環境変化に対する対応を公共責任以外に市場や民間機能の強化を通して対
処しようとするのが基本姿勢である。しかし農山村地域の場合、少ない人口が広範な
地域に散在して、活用が可能な人的、物的資源の限界により、公共と市場、民間の役
割がその機能を十分に遂行できない場合が多い。従って地域の高齢者ケアシステムを
構築するためには、新しい資源を開発し、多様な資源体系を連携するなど、与えられ
た環境を克服するための努力が必要である。本文では発表者が、農山村地域で高齢者
の暮らしを支援するためのプロジェクトを 1 年６カ月間進めた実践課程と内容に対す
る成果と限界、そしてこれを克服するための課題を提示したものである。

２．保寧

孝分かち合い福祉センターの概要

保寧孝分かち合い福祉センター(以下 センターと略す)は、韓国水資源公社がダム
地域住民の福祉増進のため、設立し、運営している７カ所(３カ所直営、４カ所委託運
営)の中の一つである。2009 年 6 月設立され、2 年間の直接運営期間を経て、2011 年 6
月から群山大学校社会協力団が委託運営している。老人福祉法上、老人余暇福祉施設
の老人福祉館であり、センター長(非常勤、群山大教授)を含め、13 人(副センター長、
チーム長、社会福祉士 1 人、物理治療師、栄養士、補助員 3 人、調理師 2 人、兵役代
替人材 2 人)で構成されている。センター利用資格は、60 歳以上の地域高齢者であれ
ば、誰もが昼食を含めたすべてのプログラムを無料で利用でき、1 日平均の訪問利用
者数は約 130 人である。

３．事業推進の背景と地理的条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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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ンターは 2007 年、韓国水資源公社と忠清南道保寧市が保寧ダム建設による水没地
区の住民をはじめ地域住民のための地域福祉増進のための協約を締結することで始ま
った。これにより保寧市はセンターの敷地を提供し、韓国水資源公社は建物の新築と
運営費を負担している。韓国水資源公社が 2 年間直営運営した後、2011 年 6 月から委
託運営者の公開募集を通して、国立群山大学校が受託し、現在に至っている。実質的
な運営責任者である群山大学校社会福祉学科は、以前より 2 つの社会サービス事業団１
を運営している。
センターが所在している地域は、典型的な農山村過疎地域で、バスは 3～4 時間に 1
本しかなく、幼稚園と小中学校が統合運営されており、高等学校は、近隣に存在しな
い。

４．地域を支援するセンター運営の成果
1) 産学官協力のモデル構築
韓国水資源公社は、設立と運営費の負担、記念日(秋夕、正月、キムジャンなど)
のイベント行事に必要な財源支援と毎週1回の独居老人80世帯に提供するおかず(常
備菜)配達などのボランティア活動を遂行している。近隣の工場勤労者や社会団体会
員も毎週ボランティア活動に参与している。群山大学校は、運営責任者として専門
性に基づいた資源及びプログラム開発、ネットワーク構築などをしている。保寧市
は、土地提供とセンター内の小さな図書館の設置及び老人就業事業の予算(70人分)
を支援している。
2) 拠点機関としての役割
センター利用者は、比較的健康な老人で、趣味、余暇、健康増進など、通所サー
ビスを基本に提供している。これにより、健康上、地理的及び心理的にアクシビリ
ティが困難で利用できない高齢者が多数存在している。加えて、図書館や公演場な
どがなく、文化的に疎外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敬老堂(老人
会)3 カ所に週 1 回(物理治療、歌教室、相談、理美容、近郊観光など)移動福祉サー
ビスを提供している。経済的、非公式的関係網などが劣悪な独居老人 80 世帯に対し
ては毎週安否確認電話とおかずを配達している。最近、文化福祉増進のため、セン
ター内に小さな図書館設置し、映画上映と公演などを開催している。
3) 資源開発とネットワーク構築
基本事業以外に新規プログラムと資源を開発し連携する作業を根気よくしてきてい
る。移動福祉館事業の拡大のため、現代自動車から予算の支援を受け、共同募金会か
ら乗合車の支援を受けて送迎サービスを拡大した。大学の専門プログラムを探して連
携し、大韓法律構造公団、保健所、病院などから法律相談と健康検診、健康体操教室
運営に対する支援を受けている。その他、文化体育観光部の文化巡回公演の誘致、韓
国タイヤの自動車タイヤの支援、大韓石油協会の越冬暖房費支援、老人福祉館協会の
支援で温かいスープ配達事業、国民年金公団支援の麗水エキスポ観覧など、30 余機
関との協力連携で成果をなしている。このような事業の持続と協力、責任性を強化す
るために小地域社会単位で老人会、婦女会、青年会、面事務所などが協力、協約を締
結し、広域地域社会単位の企業、行政、社会団体などとも協力、協約を結んで活動し
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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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その他
地域高齢者の生き生きとした生産的な老後生活を支援するため、老人就業事業(70
人分)を作り、高齢者が主体となって独居老人のお世話、農作物栽培、手工芸品製作、
各種教養講座講師などで活動している。社会貢献及び参加を通じた自己充足感の増進
のため、シルバー資源奉仕団を構成し、センター内、地域内で奉仕活動などにも参加
している。伝統的な共同体慣習と意識を維持発展させるためのプログラム開発などに
も力点を置いている。

５．限界と課題
もっとも大きな限界としては、人材の確保と維持などと関連した人事管理である。
また、センターが所在している地域と他の地域に所在する大学が運営することにより、
乖離感などがある。今後の課題として地域住民と関係者らの新しいパラダイムに対す
る受容性の引き上げ、多様な福祉ニーズ主題に対する総合福祉サービス提供のための
力量強化、新規プログラム維持のための財源確保など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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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嚴 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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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立群山大学社会福祉学科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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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歴・経歴
最終学歴：日本社会事業大学大学院博士（社会福祉学）
現
職：国立群山大学社会福祉学科教授兼保寧孝分ち合い福祉センター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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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産学官 연계를 통한
농산촌형 지역복지서비스 구축
가능성에의 도전
-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엄 기

욱（嚴 基 郁）

국립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센터장

１．들어가며
한국의 사회복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은 국가의 복지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
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공공책임 이외에 시장이
나 민간기능 강화를 통해 대처하고자 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농산촌
지역의 경우 적은 인구가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고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공공과 시장, 민간의 역할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 고령자의 케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
운 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체계를 연계하는 등 주어진 환경 극복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은 발표자가 농산촌지역에서 고령자의 삶
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1년간 6개월간 진행한 실천과정과 내용에 대
한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２．보령효나눔복지센터 개요
보령효나눔복지센터(이하 센터로 약칭)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지역 주민
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7개소(3개소 직영, 4개소 위탁
운영) 중에 한곳이다. 2009년 6월 설립되어 2년간의 직접운영 기간을 거쳐
2011년 6월부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며, 센터장(비상근, 군산대 교수)을 포함
하여 13명(부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영양사, 보조원 3명,
조리사 2명, 병역대체인력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이용 자격은 60세
이상 지역 고령자면 누구나가 중식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 1일 평균 방문 이용인원은 약 130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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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사업추진 배경과 지리적 조건
센터는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보령시가 보령댐 건설로 인한 수몰
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건물 신축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년간 직영 운영한 후, 2011년
6월부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국립 군산대학교가 수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인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전부터
2개의 사회서비스사업단 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가 소재하고 지역은 전형적인 농산촌 과소지역으로 버스는 3~4시간
에 한대밖에 없으며,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통합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인
근에 존재하지 않는다.

４．지역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의 성과
１）산학관협력 모델 구축
한국수자원공사는 설립과 운영비 부담, 기념일(추석, 설날, 김장 등) 이
벤트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과 매주 1회 독거노인 80가구에게 제공
되는 밑반찬 배달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근 공장 근로
자나 사회단체 회원들도 매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군산대학
교는 운영 책임자로서 전문성에 기초한 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
크 구축 등을 하고 있다. 보령시는 토지 제공과 센터 내 작은 도서관 설
치 및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70명분)을 지원하고 있다.
２）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센터 이용자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으로 취미, 여가, 건강증진 등 통소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상, 지리적 및 심리적
접근성 곤란으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다수 존재했다. 더불
어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이 없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와 같
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 3곳에 주1회(물리치료, 노래교실, 상담,
이미용, 근교 관광 등)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비공식
적 관계망 등이 열악한 독거노인 80가구에 대해서는 매주 안부확인 전화
와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최근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영화상영과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다.
３）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기본사업 이외에 신규 프로그램과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이동복지관사업 확대를 위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예
산을지원받았으며, 공동모금회에서 승합차를 지원받아 송영서비스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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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다. 대학의 전문 프로그램을 찾아 연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보건
소, 병원 등으로부터 법률상담과 건강검진,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한 지
원을 받고 있다.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순회공연 유치, 한국타이어
의 자동차 타이어 지원, 대한석유협회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협회
지원 따듯한 국 배달사업, 국민연금공단 지원 여수엑스포 관람 등이 30
여 기관과의 협력 연계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사업의 지속과 협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지역사회 단위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면
사무소 등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광역 지역사회 단위의 기업, 행정,
사회단체 등과도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다.
４）기타
지역 고령자의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
리사업(70명분)을 만들어 고령자가 주체가 되어 독거노인 돌보기, 농작물
재배, 수공예품제작, 각종 교양강좌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공
헌 및 참여를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실버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센터 내, 지역내 봉사활동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동체 관습
과 의식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
다.

５．한계와 과제
가장 큰 한계로는 인재 확보와 유지 등과 관련된 인사관리이다. 또한 센터
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운영함으로 인
한 괴리감 등이 있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의 새로운 패러다
임에 대한 수용성 제고, 다양한 복지욕구 주체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을 위한 역량 강화, 신규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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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엄 기 욱（嚴

基

郁）

국립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센터장

학력・경력
최종학력: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 박사(사회복지학)
현
직: 국립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보령효나눔복지센터 센터장
학술활동: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 겸 학술지편집위원, 한국사회복지행정
(현재)
학회 이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편집위원 등
사회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군산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전북노인복지정책위원, 사회복지법인 난원 이사 등
주요업적(최근 4년간):
사회복지개론(2012, 공저), 학지사.
2012. 장기요양보험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장기요양보험4년간의 성과
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강연,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
협회.
2012.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서 공민보험의 역할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
구. 보건복지부.
2012. (With J.-H Lee, F. Yoshiko, and K. Nakajima) The Relationship
between Heath-Related Lifestyles and Living Functions of Kore
an and Japanese Eld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
(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58-88.
2011. A Study on Long-term Care Manpower Management Policies in Jap
an and the U.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9.
(The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1
39-163.
2011.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Training and Certifi
cation System of the Care Worker. Journal of Korean Regional D
evelopment. 10(2).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
ment) 87-112.
2009. (with I.-H. Ku, B.-D Shon, J.-H Jung, S.-Y. Lee) Social Integ
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Examination of the Eligibility
of Permanent Residents to Social Welfare Benefi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9(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82-110.
2009. A Study of Social Welfare Rights for Permanent Resident in Ja
pa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9(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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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地域で人々を支える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での役割

市川 かなえ（いちかわ かなえ）
いの町ほけん福祉課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

主任

◆地域包括ケアが必要となった背景…
2015 年には、4 人に 1 人が高齢者＝超高齢化社会
・2000 年 4 月、高齢者の介護を社会全体の問題としてとらえ、福祉サービスを利用し
ながらの生活も自立と考える介護保険制度が実施された。しかし、高齢者ができる
だけ住み慣れた地域社会で人としての尊厳を維持しながら生活を継続させるには、
介護保険サービスだけでは困難となったため、2005 年に改正された。
・2005 年改正の内容：
①介護サービス、保健・医療サービス、生活課題（家族問題・生活環境・権利擁護
に関する問題等）に対応可能なサービスが継続的、包括的に提供できるシステム
の構築。
②保健・医療・福祉の連携による地域のあらゆる社会資源を効果的に活用するため
の総合的マネジメントが不可欠となり、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設置された。
地域包括センターは、各種サービスのマネジメント・サービス事業者・地域住
民等関係機関の連絡調整行うコーディネート機関であり、保健師等・主任介護支
援専門員・社会福祉士が配置された。それぞれが、専門知識や技能を互いに生か
しながらチームで活動し、地域住民とともに地域の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つつ、
個別サービスのコーディネートを包括的および継続的な支援を行う役割が求めら
れている。

◆高知県：高齢者数,高齢夫婦世帯数,高齢単身世帯数が全国上位
人口 75 万 8000 人
65 歳以上 22 万人
高齢化率 29%
介護保険認定者数 42978 人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37 か所
(H23 年 10 月末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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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の町：町民の3，3人に1人が高齢者
人口 26056 人
65 歳以上 7806 人
高齢化率 30%
介護保険認定者数 1517 人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1 か所 (担当職員 5 人)
(H23 年 10 月末数)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機能・活動内容
①地域に総合的重層的サービスネットワークの構築
関連機関と連携しながら地域における社会資源を相互につなげ、住民のニーズの
発見や支援、専門職の連携ができるようにする。
②高齢者の総合相談支援：ワンストップサービス窓口機能としての役割。
・生活課題を抱えた高齢者・家族等がどんなことでも相談できる機関「包括支援セ
ンターに相談すれば、課題解決へ導いてくれる」と思われる相談機関。
・相談課程の中で実情を把握し、ネットワークや関係機関のスタッフの力を上手に
使いながら、常に先を見据えた支援。
・相談内容によって相談者自身の持つ力を見極め、何に困っているのか、何を必要
としているのか、誰が何をするべきかを共に整理し模索することで課題解決の方
法を提示し、解決の方向に向ける支援。
・声を上げる人だけでなく声をあげられない人を掘り起し、見守っていく支援。
③支援権利擁護支援
・虐待防止支援・悪質な訪問販売等による被害を防止・認知症等により判断能力の
低下している人への支援。（日常生活自立支援事業・成年後見制度活用支援）
・措置入所者への支援（養護老人ホーム入所者への対応）
・家族機能が低下したケース・家族内に多問題を抱えているケースに対しての支援。
（家族機能を補う支援・将来を見越しての支援）
④包括的継続的なマネジメント支援：地域の介護支援専門員が包括的・継続的ケア
マネジメントを実践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
・介護全般の支援、虐待・困難事例、事業者の介護支援専門員からの相談援助。
・地域ケア会議の開催。
：地域ケア会議とは、介護保険制度の理念である「尊厳の維持」「自立支援」を
実現するために、市町村・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介護支援専門員・事業者が
一堂に会して、要介護・要支援および特定高齢者のケアプランおよび事業内容
について、個別ケースごとに支援の方法や方向性を検討し、事後に評価を行う
OJT(On the Job Training)の場である。
（H22 年 3 月財団法人長寿社会開発センターより）
・地域の介護支援専門員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
・長期継続ケア支援。(＝医療を含めた他職種連携のための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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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介護予防マネジメント支援
・一次予防事業：元気高齢者対象（わかがえる体操・お口の体操の普及・認知症予
防事業）の実施。
・二次予防事業の実施。（介護保険対象者でなくグレーゾーンの人への支援）

◆今後の主な取り組み
・町民へ制度の周知、理解を得る事で自立した元気な高齢者を増やす。
・地域ケア会議継続により介護支援専門員・介護サービス事業者の専門性の向上を図
る。（的確な対象者の把握、的確なマネジメント、的確なサービス提供・地域課題
の集約）
・地域の保健・医療・福祉サービスやボランティア活動、支え合いなどの多様な社会
資源を増やす。住民の助け合い力を高める働きかけ。
・地域の高齢化率の推計、世帯形態などの予測、地域住民の声の把握などをもとに、
地域における将来の課題を見据えた予防的対応。（⇒介護予防事業を増やす）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間や関係機関間が情報共有し・協働して一つ一つの事例を大
切にチームアプローチで支援。
・自己研鑽を忘れず、多くの人の意見や交流を持つことで学ぶ事を忘れない・自分の
引き出しを増や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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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市川 かなえ（いちかわ

かなえ）

いの町ほけん福祉課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 主任

学歴・経歴
1986 年
1994 年

看護学校卒業後民間病院勤務
いの町役場入庁 ほけん福祉課配属
訪問看護ステーション→在宅支援センター・居宅支援事業所
介護支援専門員資格取 （2000 年）
社会福祉士免許取得
（2004 年）
2006 年～ いの町立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配属
主任介護支援専門員資格取得(2006 年)
精神保健福祉士免許取得 （2008 年）
現在 主任介護支援専門員・社会福祉士の業務担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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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지역에서 사람들을 지탱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

이치카와 카나에（市川 かなえ）
이노초 보건복지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주임

◆지역포괄 케어가 필요하게 된 배경…
2015년에는 4명중 1명이 고령자 = 초고령화사회
•2000년4월,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삼고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하면서의 생활도 자립이라고 생각하는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령자가 가능한 한 정든 지역사회에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계속시키기 위해서는 개호보험서비스만으로는 곤란했기때문에
2005년에 개정되었다.
•2005년 개정의 내용:
①개호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생활과제(가족문제•생활환경•권리옹호에 관
한 문제등)에 대응가능한 서비스가 계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②보건•의료•복지의 제휴에 의해 지역의 모든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종합적 매니지먼트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지역포괄센터는 각종서비스의 매니지먼트•서비스사업자•지역주민등 기
관기관의 연락조정을행하는 코디네이트기관이며, 보건사•주임개호지원전
문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다. 각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서로 활용하
면서 팀으로 활동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개별서비스의 코디네이트를 포괄적 및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이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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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현(高知縣): 고령자수,고령부부세대수,독거노인세대수가 전국상위
인구 75만8000명
65세이상 22만명
고령화율 29%
개호보험인정자수 42978명
지역포괄지원센터 37군데
(2011년10월말)

◆이노쵸:쵸민의 3, 3명중 1명이 고령자
인구 26056명
65세이상 7806명
고령화율 30%
개호보험인정자수 1517명
지역포괄지원센터 1군데 (담당직원5명)
(2011년10월말수)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기능•활동 내용
①지역에 종합적 중층적 서비스네트워크의 구축
관련기관과 제휴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회자원을 상호연결하여 주민요구의
발견이나지원, 전문직과 제휴 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령자의 종합상담지원: 원스톱 서비스창구기능으로서의 역할
•생활과제를 안고 있는 고령자•가족등이 어떤 것이든 상담할 수 있는 기관
「포괄지원센터에 상의하면 과제해결로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되는 상담
기관.
•상담과정 안에서 실정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나 관계기관의 스탭의 힘을
능숙하게 쓰면서 항상 앞을 눈여겨 보는 지원.
•상담내용에 의해 상담자 자신이 가지는 힘을 끝까지 확인하고, 무엇에 곤
란을 겪고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같이 정리하고 모색함으로 과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해결방향을 향하
는 지원.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을 파헤쳐 일으키고 지
켜보는 지원.
③권리옹호 지원
•학대 방지지원•악질 방문판매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치매에 의해 판단능
력이 저하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성년후견
제도 활용지원)
•조치입소자에 대한 지원(양호노인홈입소자에 대한 대응)
•가족기능이 저하된 케이스•가족내에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지원. (가족기능을 보충하는 지원•장래를 예측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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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포괄적 계속적인 매니지먼트지원: 지역의 개호지원전문원이 포괄적•계속
적 케어매니지먼트를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개호전반의 지원, 학대•곤란사례, 사업자의 개호지원전문원에게서의 상담
원조.
•지역케어회의개최.
:지역케어회의란, 개호보험제도의 이념인「존엄의 유지」「자립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시읍면•지역포괄지원센터•개호지원전문원•사업자가 한곳
에 모이고 요개호(要介護)•요지원 및 특정 고령자의 케어플랜및 사업내
용에 대해서 개별 케이스마다 지원의 방법이나 방향성을 검토하고 사후
에 평가하는 OJT(On the Job Training)의 장소다. (2010년3월재단법
인장수사회개발 센터에서)
•지역의 개호지원전문원의 네트워크만들기.
•장기계속케어지원. (= 의료를 포함시킨 타직종 제휴를 위한 지원)
⑤개호예방 매니지먼트지원
•1차 예방사업: 건강한고령자대상 (젊어지는 체조• 입으로 하는 체조의 보
급•치매예방사업)의 실시.
•2차 예방사업의 실시. (개호보험대상이 아닌 그레이존(gray zone)의 사람
에 대한 지원)

◆ 앞으로의 주된 대처
•읍민에게 제도의 홍보, 이해를 얻는 것으로 자립하는 건강한 고령자를 늘
린다.
•지역케어회의 계속에 의해 개호지원전문원•개호서비스사업자의 전문성향
상을 도모한다. (정확한 대상의 파악, 정확한 매니지먼트, 정확한 서비스
제공•지역과제의 집약)
•지역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나 자원봉사활동, 서로 지탱하는 등의 다양
한 사회자원을 늘린다. 주민의 서로 돕는 힘을 향상시키는 활동.
•지역고령화율의 추이, 세대형태등의 예측,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등
의 바탕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장래의 과제를 눈여겨 본 예방적 대응.
(⇒간병 예방 사업을 늘린다)
•지역포괄지원센터간이나 관계기간간이 정보를 공유•협동해서 하나하나의
사례를 중요하게 팀 어프로치로 지원.
•자기연마를 잊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나 교류에서 배우는 것을 잊지
않는다•자신의 서랍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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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치카와

카나에（市川 かなえ）

이노초 보건복지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주임

학력・경력
1986년
1994년

간호학교졸업 후 민간 병원 근무
이노초 동사무소입청 보건복지과 배속
방문간호스테이션→재택지원센터・재택지원사업소
개호지원전문원 자격 취득(2000년)
사회복지사 면허 취득
(2004년)
2006년～이노초립 지역포괄지원센터 배속
주임개호지원전문원 자격 취득(2006년)
정신보건복지사 면허 취득(2008년)
현재 주임개호지원전문원・사회복지사의 업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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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地域社会と共にする
楊平郡 無限支援センター

具 文

京（ク ムンギョン）

京畿道楊平郡無限支援センター
センター長

１.楊平郡の紹介
１）一般現況
楊平郡は、大韓民国ソウル首都圏に位置し、首都圏住民が住みたいと思う田園都市、
自然と人間がともに呼吸する都市として、ソウル市の 1.45 倍の面積に 1 邑、11 面、
263 里の行政区域で、44.926 世帯、101,450 人の人口が住む農村都市。
２）福祉現況
社会福祉の公的機構として、郡庁に 1 室(住民福祉室)7 チーム、12 の村、面事務所
にそれぞれ１チーム(住民福祉チーム)、47 人(社会福祉 28 人、一般行政 19 人)が、
福祉業務に携わっており、公共扶助の支援を受ける基礎生活受給者は、全体人口の
2.9％、医療支給対象 3.1％、障害者 6.7％、老人人口 19%で、経済活動人口は 43％
であり、福祉予算は全体予算の 21％を占め、福祉対象者比率は大韓民国平均比率よ
り高い。

２.地域社会とともにする無限支援センター
１） 設置背景
○既存の社会福祉提供体系の限界を克服し、地域社会のネットワークを活用した「需
要者中心のワンストップ・オーダー型福祉サービス提供体系」の構築が必要。
－既存の提供体系の限界：相談と支援が別で、サービスの重複や漏れ、公共財源に依
存する福祉、必要なサービスに合わせる支援の限界、供給者中心の福祉体系で多様
な福祉ニーズの対応に限界点の露出、受給者中心の福祉として勤労貧困層に対する
支援が不十分。

－

61

－

○地域単位のワンストップ・オーダー型サービス提供体系のコントロールタワー機能
が必要。
－既存の公共及び民間の分離的支援から抜け、福祉、保健、雇用、教育など、多様な
サービスを統合的に提供する対象家庭の複合的ニーズに効果的な対応が必要。
２） 組織及び機能
○(郡 無限支援センター)郡住民福祉室内にあり、社会福祉公務員 3 人、民間専門事
例管理士 3 人が勤務、統合事例管理強化、訪問型サービス事業と邑面福祉業務管理、
民間協力資源発掘及び資源連携など業務実施。
○(東部、西部ネットワークチーム)12 邑面を 2 圏域に分け、東部と西部福祉機関にネ
ットワークチームを委託、各社会福祉公務員 1 人、民間事例管理専門家 2 人が勤務
し事例管理実施、資源組織及び開発、連携業務実施。
○(運営委員会) 地域社会福祉の専門知識を持った人的資源で構成、センター全体の運
営計画樹立、諮問、評価、弘報などの役割実施(地域社会福祉協議体と共同実施)
○(ソルーション委員会)各界各層の専門家で構成、集中事例に対して専門事例会議を
運営し、問題解決のためのサービス計画樹立、資源連携諮問、現場介入などを支援。
○(邑、面事務所)社会福祉公務員 1～2 人勤務、対象者発掘及び初期相談依頼、終結対
象者事後管理業務実施。
○(システム)社会福祉統合管理網(幸福 e 音), 福祉資源管理システムを通した対象者
の統合管理
３） 無限支援センターの統合事例管理
○地域住民の複合的で多様なニーズに公共、民間資源を総動員し、必要なサービスを
ワンストップで連携、提供し、これを持続的に相談、モニタリング。
○統合事例管理を通して、基礎受給者及びその次の階層など貧困層の脱貧困、貧困予
防を主要目標にするが、全体地域住民の多様な福祉需要に能動的な対応。
○対象者受付、ニーズ調査(危機度調査含む)、対象者区分、選定、事例会議、サービ
ス提供計画の樹立、サービス提供及び点検、終結、事後管理 総 8 段階で統合事例
管理を進める。
４） 統合事例管理の優秀事例 : 子どもが変わったよ!!!(13 歳 000,父子家庭)
(依頼経緯) ‘ct 担任先生が、学校生活不適応と放課後の保護要請で東部ネットワー
クに依頼
(相談内容)
・‘ct 小学校 6 年生(13 歳)で、 5 年前(7 歳の時) 父母が離婚し、父と姉がおり、
父母離婚後、母親との連絡が途絶えた状態(片親家庭)
・父親は農業資材の配送(月所得 130 万ウォン)で農繁期には地方出張が多く、
‘ct に関心は多いが、細かい世話ができないと認めており、姉は課外学校(高校
生)進学で、‘ct 一人、家で過ごす時間が多い。
・‘ct の学校生活は、学級の友達と一緒に遊ばなく、過去、心理的な問題点がある
と判断され、美術治療を受けた経歴があるが、現在、担任先生に対する依存度
がより高まっている。
・父母が離婚し情緒的、心理的萎縮感により、交友関係が円満でなく、母親の空席
により家庭環境(掃除や整理整頓など)不良、‘ct 個人の衛生状態不良、一人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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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間の食生活など日常生活に必要な仕事を自らできないでいる状態、同じ年頃の
友達に比べ背が低く、やせ形である。
(サービス提供計画)
・父親の意識変化など 家族関係改善のため、家族相談サービス(健康家庭支援セン
ター)
・身体的発育及び精神的健康状態検診で成長発育回復のためのサービス(保健所)
・友達関係改善のためのサークル活動、文化体験など連携や児童相談サービス(ドリ
ームスタート)
・欠食予防のための給食サービスや放課後の学童保育サービスの提供(邑事務所、地
域児童センター)
・不良な住居や衛生状態改善のための掃除サービス提供(主婦モニター団)
(変化)
・‘ct : 父親と相談、健康チェック、多様な活動連携参加、担任先生の持続的な指
示などで学校生活と友達との関係が好転し、食習慣、衛星観などの変化で楽しみ
と活力ある姿を取り戻している。
・父親：妻と離婚後 2 人の子女養育に疲れた心身を地域の関心と支援に力を得て、
‘ct を養育できる条件の職場を求めており、家庭生活と子女養育に対する意志を
持って生活の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
・環境：最初の訪問時、身なり、飲食物など、楽に座る場所がなかったが、清掃サ
ービス提供と父親の生活変化で清潔な生活を維持しており、父親不在時、家主と
地域住民がともに関心を持って、‘ct を世話している。
(参加機関)
邑事務所、地域児童センター、保健所、健康家庭支援センター、ドリームスター
ト、主婦モニター団、学校

３.結び
楊平郡 無限支援センターは、京畿道の効率的な福祉提供体系改変事業で企画され、
2010 年 10 月に開所、2 周年を迎えた。今、楊平郡では、村作りを地域住民自らが参加
し、未来のビジョンと目標立てている。そのような視点で地域社会の基盤を置き、事
例管理を推進し、公共の費用は、節減され、住民の福祉体感度は向上し、何よりも地
域住民とともに対象者を発掘してサービス支援に直接参加することで地域共同体意識
が形成され、ともにする村作り事業が成功的に進行するものと期待される。
無限支援センター事業は 2010 年、京畿道 31 個、市郡が推進し成功的なプロジェク
トとして進行しており、2012 年全国地方自治体に拡大し、住民と共にする「希望福祉
支援団」として運営され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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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具文京（ク

ムンギョン）

京畿道楊平郡無限支援センター センター長

学

歴
1978 年
1981 年
1984 年
1988 年
2012 年

経

沃川小学校卒業
楊平女中学校 卒業
楊平女総合高等学校 卒業
翰林大学校 社会事業学科 卒業(学士)
国民大学 行政大学院 社会福祉学科 在学中

歴
1991 年 楊平郡家庭福祉課 勤務
1995 年 楊平郡社会福祉課 勤務
2005 年 楊平郡社会福祉課 勤務(福祉企画担当)
2007 年 楊平郡 住民生活支援課 勤務(統合調査担当)
2008 年 楊平郡沃川面 勤務(住民生活支援担当)
2008 年 楊平郡住民生活支援課 勤務(女性青少年担当)
2010 年 楊平郡住民福祉室 勤務(女性保育チーム長)
2012 年～楊平郡住民福祉室 勤務(無限支援センター長)

賞
2000 年 女性特別委員会 委員長（女性政策業務の功績）
2002 年 京畿道知事（福祉京畿の功績）
2005 年 行政自治部長官（業務発展の功績）

委員会
2012 年 楊平郡地域社会福祉協議体 実務委員
2012 年 楊平郡長期療養等級判定委員会 委員
2012 年 楊平郡総合社会福祉館 運営委員会 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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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구 문

경（具 文 京）

경기도 양평군 무한돌봄센터장

１.양평군의 소개
가. 일반현황
양평군은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에 위치하며 수도권 주민이 살고 싶어하
는 전원생태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생태 명품도시로서 서울시
의 1.45배 면적으로 1읍 11개면, 263개리의 행정구역으로 44,926세대
101,45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농촌도시
나. 복지현황
사회복지 공적기구로서 군청에 1실(주민복지실) 7팀, 12개 읍․면사무소
각1팀(주민복지팀)에서 47명(사회복지28명, 일반행정 19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인구의 2.9%,
의료급여대상 3.1%, 장애인 6.7%, 노인인구 19%이며 경제활동인구는
43%이며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대상자 비율
은 대한민국 평균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２.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무한돌봄센터
가. 설치배경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

용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필요
-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 : 상담과 지원이 따로되고 서비스 중복 및 누락발
－

65

－

생,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복지, 필요한 서비스 맞춤지원 한계, 공급자 중
심의 복지체제로 다양한 복지욕구 대응에 한계점 노출, 수급자 위주의 복
지로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미흡
○지역단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의 콘트롤타워 기능 필요
- 기존의 공공 및 민간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다
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상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효과
적으로 대응필요
나. 조직 및 기능
○(군 무한돌봄센터) 군 주민복지실 내에 있으며 사회복지공무원 3명, 민간

전문 사례관리사 3명이 근무, 통합사례관리 강화, 방문형 서비스사업과 읍
면 복지업무 관리, 민간협력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등 업무 수행
○(동부․서부 네트워크 팀) 12개 읍면을 2개 권역으로 나눠 동부와 서부복지
기관에 네트워크팀을 위탁, 각 사회복지공무원 1명, 민간사례관리전문가 2
명이 근무하며 사례관리 수행, 자원조직 및 개발, 연계업무 수행
○(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복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으로 구성, 센터
전체의 운영계획수립, 자문, 평가, 홍보 등 역할 수행(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와 공동수행)
○(솔루션위원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 집중사례에 대하여 전문사례회
의를 운영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 자원연계 자문, 현장개
입 등 지원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1~2명 근무,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 의뢰,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수행
○(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복지자원 관리시템을 통한 대상자
통합관리
다. 무한돌봄센터의 통합사례관리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공공․민간자원을 총 동원하여 필요

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공층의 탈빈곤․빈곤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인
대응
○대상자 접수, 욕구조사(위기도 조사 포함), 대상자 구분․선정, 사례회의, 서
비스제공계획의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8단계로 통
합사례관리 진행
라. 통합사례관리의 우수사례: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13세 000, 부자가정)
(의뢰경위) ‘ct담임 선생님께서 학교생활부적응과 방과 후 보호요청으로 동부
네트워크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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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ct 초등학교 6학년(13세)로 5년전(7세때) 부모가 이혼하여 부와 누나가
있으며 부모 이혼 후 모와는 연락 두절된 상태(한부모 가정)
・부는 농자재 배송일(월소득 130만원)로 농번기에는 지방 출장이 많으며
‘ct에게 관심은 많으나 세부적인 보살핌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누나는 관외학교(고교생) 진학으로 ‘ct 혼자서 집에서 지내는 시
간이 많음
・‘ct의 학교생활은 학급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으며 과거 심리적인 문제

점이 있다 판단 되어 미술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나 현재 담임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짐
・부모이혼하고 정서적,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해 교우관계 원만하지 않으
며, 모의 빈자리로 인한 가정환경(청소 및 정리정돈 등) 불량, ‘ct 개인의
위생상태 불량, 혼자있는 시간의 식생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래 친구들 보다 키가 작고 마른체형임
(서비스 제공계획)
・부의 의식변화 등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서비스(건강가정지원
센터)
・신체적 발육 및 정신적 건강상태 검진을 통한 성장발육 회복을 위한 서
비스(보건소)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등 연계 및 아동상담서비
스(드림스타트)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읍사무소, 지
역아동센터)
・불량한 주거 및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청소서비스 제공(주부 모니터단)
(변화)
・‘ct : 부와 상담, 건강체크, 다양한 활동 연계 참여, 담임선생님의 지속적

인지지 등으로 학교생활과 또래와의 관계가 호전되었으며 식습관, 위생
관 등의 변화로 즐거움과 활력 있는 모습을 되찾고 있음
・부 : 처와 이혼 후 2명의 자녀양육에 지쳐있던 심신을 지역의 관심과 지
원에 힘입어 ‘ct를 양육 할 수 있는 조건의 직장을 구하고 있으며 가정생
활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환경 : 최초 방문시 옷가지, 음식물 등 편히 앉을 장소가 없었으나 청소
서비스 제공과 부의 생활변화로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의 부
재시 집주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ct를 돌봐주고 있음
(참여기관)
읍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주부모니터단,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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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어
양평군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의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으로 기
획되어 2010년 10월에 개소,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양평군에서는 마
을만들기를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미래비젼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사례 관리를 추진하여 공공의 비용은 절감
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향상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함께 대상자를 발
굴하고 서비스지원에 직접 참여하므로서 지역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더불
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무한돌봄사업은 2010년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전국 지방지치단체로 확대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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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구 문 경（具

文

京）

경기도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센터장

학

력
1978년
1981년
1984년
1988년
2012년

경

옥천초등학교 졸업
양평여자중학교 졸업
양평여자종합고등학교 졸업
한림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학사)
국민대학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력
1991년 양평군
1995년 양평군
2005년 양평군
2007년 양평군
2008년 양평군
2008년 양평군
2010년 양평군
2012년～양평군

상

가정복지과 근무
사회복지과 근무
사회복지과 근무(복지기획담당)
주민생활지원과 근무(통합조사담당)
옥천면 근무(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생활지원과 근무(여성청소년담당)
주민복지실 근무(여성보육팀장)
주민복지실 근무(무한돌봄센터장)

훈
2000년
2002년
2005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여성정책업무 유공)
경기도지사(복지경기 유공)
행정자치부 장관(업무발전 유공)

위 원 회
2012년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2012년 양평군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2012년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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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ーディネー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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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経歴
１９７７年
２００６年
２０１０年
２０１１年
２００６年
２００７年
２００９年

社会福祉法人天竜厚生会
同
障害者支援事業部長
同
高齢者支援事業部長
文京学院大学人間学部人間福祉学科教授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理事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理事・副会長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会長（現在に至る）

※白澤政和

一般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学会会長は基調講演に掲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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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프로필

야마무라 무츠미（山村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睦）

会長

주요경력
１９７７년
２００６년
２０１０년
２０１１년
２００６년
２００７년
２００９년

사회복지법인 텐류후생회
동
장애인지원사업장
동
고령자지원사업장
분쿄학원대학 인간학부 인간복지학과 교수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이사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이사・부회장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장 (현재)

※시라사와 마사가즈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회장은
기조강연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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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0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 10 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地域で人々を支える
―「地域包括ケア」の推進―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지역포괄 서비스”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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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160-0004 日本東京都新宿区四谷 2-14-8 ＹＰＣビル 5 階
ＴＥＬ：03-3350-9002
ＦＡＸ：03-3350-9008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日本事務局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일본사무국
〒590-0142 日本大阪府堺市南区檜尾 3360-12
ＴＥＬ：072-271-0881
ＦＡＸ：072-271-5474
◇社会福祉法人 崇實共生福祉財団 사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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