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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13：00－13：30 
 
 
개  회  식 
 
13：30ー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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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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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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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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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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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용 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유우키 야수히로 일본 슈쿠토쿠대학 교수 
 

 
휴식 
 
 
주제 2.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이 은 영 사회복지법인 계명복지재단 상임이사 
일본 : 시라사와 마사가즈  일본 오비린대학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사회: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코디네이터 : 조 흥 식 서울대학교 교수 
 

전 용 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 은 영 사회복지법인 계명복지재단 상임이사 

유우키 야수히로 일본 슈쿠토쿠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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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会：劉 秀 鉉 崇實大学校 教授) 
 

主催者挨拶 

伊藤  勲 公益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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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在 乾 韓国 崇實共生福祉財団 会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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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獻 洙 崇實大学校 総長 

呉  濟 世  大韓民国 国会 保健福祉委員長 

 

 

基 調 講 演 「高齢化時代、老人政策方向」 

孫  建 翼 韓国 国民大学校 碩座教授 / 前保健福祉部  次官 

 

 

主題１．高齢者福祉サービスと地方政府の役割 
 

韓国：田 容 昊 韓国 南ソウル大学校 教授 

日本：結城 康博 淑徳大学 教授 

 

 

休憩 

 
 
主題２．介護保険制度と社会福祉士の役割 
 

韓国：李 恩 英 韓国 社会福祉法人 啓明福祉財団 常任理事 

日本：白澤 政和 桜美林大学大学院 教授 

 

総合討論    (司会：李 昌 坤 ハンギョレ社会政策研究所 所長) 
 

コーディネーター：曺 興 植 韓国 ソウル大学校 教授 
 

田 容 昊  韓国 南ソウル大学校 教授 

李 恩 英 韓国 社会福祉法人 啓明福祉財団 常任理事 

結城 康博 淑徳大学 教授 

白澤 政和 桜美林大学大学院 教授 

 
閉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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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인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벨재단 이사장 이또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11회 한일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신요엔을 창시한 고 이또신조 교주의 의

지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1990년 설립하였습니다. 

이래 풍요롭고 활력있는 장수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국제적 조사연구에 지원

을 비롯해 국제간의 교류, 연수 등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은 작년 4월 공익법인제도개혁으로 공익재단법인으로 되었

습니다.사업의 목적을 설립당시에 "고령자 복지"로부터 폭을 넓혀 "고령화문

제를 글로벌한 시야에서 접근하고 연구비 지원, 인재육성, 국제교류 등을 실

시함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감소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상황이 

많이 변하는 오늘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넓게 눈을 돌리고 더욱 활발한 활

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 온 우리재단 사업내용으로써 첫번째로 연구지원 및 시민활동

지원, 두번째로 연구자의 국제교류와 인재육성, 여기서는 "하와이 소셜워크 

세미나"와 "한일마음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자원봉사의 보급개발과 국제교류에서는 "자원봉사 미시간 연수", 일본에서의 

대지진 재난을 통한 동경과 고베의 유니벨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계속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고령자 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테마를 정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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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고령자 복지의 과제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실천하

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과 더불어 연대해서 더욱 좋은 고령화 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조강연 이후의 심포지엄 후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생님들께서 전문

적인 이야기와 토론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8일부터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사회복지사와 함께 배

우고 교류하는 "전문직 육성•국제교류세미나"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서 8명의 우수한 참가자를 파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 육성•국제교류세미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를 하고, 문화, 

습관, 언어, 인종, 종교, 국교를 넘어 다양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우정의 

다리를 놓는 융화세계의 구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진심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 내일의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가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활약을 빌며 또한 전 세계가 보다 더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미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인사를 끝내겠습니

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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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挨拶 

  
  

  

  

  

  

  

伊藤 勲 (いとう いさお) 

 

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ヨロブン・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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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回「韓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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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当財団は昨年4月、公益法人制度改革により公益財団法人に移行いたしました。 

事業の目的を設立当初の「高齢者福祉」から幅を拡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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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日まで重ねてきた当財団の事業内容として、まず１番目に“研究助成ならびに市

民活動助成”。２番目には“研究者の国際交流と人材育成”、ここでは「ハワイ・ソ

ーシャルワーク・セミナー」や、この「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などを実施い

たしております。さらに３番目の“ボランティアの普及啓発と国際交流”では「ボラ

ンティア・ミシガン研修」、日本における大震災や火山噴火災害を通して東京と神戸

で「ユニベールボランティア」の活動プログラムを継続して実施しております。 

 

さて、この度のシンポジウムは「高齢者福祉と地方政府の役割」をテーマといたし

ました。 

世界に先駆け、韓国と日本が共にかかえる高齢者福祉に向けるあり方は、一個人や

団体でなせるものには限りがあります。行政と一体になってこそ、より良い高齢者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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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の実現が可能になってまいります。また、それは世界の良きモデルにもなると信じ

ます。 

基調講演に続き、後半のセッションでは、韓国と日本の先生方が専門の研究を踏ま

えたお話と、ご来場の皆さまを交えた討論を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また、当シンポジウムに併せ、8日か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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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きました。本年は、日本から8名の優秀な方々を派遣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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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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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たしております。 

そして、何よりも、今日ここ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方の、真心とまことのこ

もった心と行いこそ、明日の世界を明るく照らす力となることと確信いたしておりま

す。 

 

結び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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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ムサハムニ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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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유 재 건 （柳 在 乾） 

 

숭실공생복지재단 회장 

 

 

 

오늘 11번째 맞이한“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을 통해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학자와 관련 전문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는 과거의 울타리에 갇혀 상대국에 대한 편

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늘 가시화되었던 것

은 '과거'입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국제정세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협조와 

제휴로  서로의 관계를 단순히 두 나라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으로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유난히 많은 자연재해와 정치적 갈등,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이 손상되고 사회 환경은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과 일본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양국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가 성사되기까지 양국의 여러 관계자들의 성원과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선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토 이사오 유니

벨재단 이사장님, 한헌수 숭실대학교 총장님, 윤 기 마음의 가족 이사장님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손건익 국민대학교 석

좌교수님과 네 분의 발제자님, 그리고 양국의 사회복지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관 단체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한일 마음의 교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모

두의 큰 발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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歓迎辞 

  
  

  

  

  

  

  

柳 在 乾 (ユ ジェゴン) 

 

崇實共生福祉財団 会長 

  

  

  
本日、11回目を迎え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日・韓の両国

の社会福祉学者と関係する専門家の皆様にお会いできましたことを大変うれしく存じ

ます。 

近い隣国の日本と我が国は、過去の囲いに閉じ込められ、相手国に対する偏見の沼

から抜け出せずにいます。日・韓関係で常に可視化したのは「過去」です。今や、

日・韓両国は、国際情勢の流れに遅れることなく協調と連携で、お互いの関係を単純

に2国の観点でなく客観的かつ冷静な分析で、同伴者的な関係が形成されなければなら

ないと思います。 

今年は、特に多くの自然災害や政治的葛藤、経済の沈滞などにより、人命と財産が

損なわれ、社会環境は非常に悪化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韓国と日本の関

係する学者と専門家が共に多くの選択肢を模索することは、非常に重要です。特に両

国社会の最大の問題点である高齢社会突入による問題を、事例を中心に方策を模索し、

これにより自治体の役割を向上しようとすることは非常に意味が大きいと言えます。 

この貴重な会議が実現されるまでに両国の関係者の声援と献身的な努力に感謝し、

呉濟世国会保健福祉委員長様、伊藤勲ユニベール財団理事長様、韓獻洙崇實大学校総

長様、尹基こころの家族理事長様の支援は大きな力となりました。また、基調講演を

引き受けてくださった孫建翼国民大学校碩座教授様と4名の発題者様、そして両国の社

会福祉指導者と専門家の多くの支援に感謝いたします。 

終わりに、共同主管団体代表と関係者の皆様、そしてご参加の皆様、すべてに感謝

の意をお伝えします。 

今後も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対する持続的な関心と激励をお願いし、皆

様のご発展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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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한 헌 수 （韓 獻 洙） 

 

숭실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伊藤勲 UNIVERS 재단이사장님,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발표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제11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의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숭실대학교

를 찾아주신 일본의 여러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숭실대학교는 올해 10월이면 평양에서 개교한지 1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민족 최초의 대학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기

독교정신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던 올곧은 대학입니다. 현재, 숭실대학교는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실용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인구 고령화와 노인 문제는 일

부 선진국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

들 문제는 어느 한 국가, 한 지역을 벗어나 지구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슬기

롭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심포지움의 “노인(고령자) 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의 시각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의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바탕 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한번, 제11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번 심포지움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며, 아무쪼록 

의미있고 값진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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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辞 

  
  

  

  

  

  

  

韓 獻 洙 (ハン ホンス) 

 

崇實大学校 総長 

  

  

  
尊敬する伊藤勲ユニベール財団理事長、呉濟世国会保健福祉委員長をはじめ、韓国

と日本の発表者の皆様、内外の貴賓、そして関係者の皆様、第11回韓日こころの交流

シンポジウムの開催は非常に意義深く、こころ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特に今回の

シンポジウムに参加するために崇實大学校を訪ねてこられた日本の教授や関係者の

方々にこころから歓迎の意を表します。 

崇實大学校は、今年10月になれば、ピョンヤンで開校以来、116周年を迎える我が国

の民族最初の大学です。日本の植民地時代には神社参拝を拒否し、キリスト教精神と

民族の自尊心を守った剛直な大学です。現在、崇實大学校は、「真理と奉仕」のキリ

スト教精神に立脚し、実用知識と人格を兼ね備えたグローバルリーダーを養成してお

ります。 

内外貴賓の皆様、20世紀までは人口の高齢化と老人問題は一部先進国だけの問題と

して捉えられてきました。しかし2000年代に入り、これらの問題は、一つの国家、一

つの地域を超え、地球村の未来を左右する重要な課題として浮上しております。 

大韓民国も世界のどの国よりも高齢化が最も早く進行しております。問題はこのよ

うな高齢化により起きる社会変化に我々がどれほど賢く対処し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

であると思います。  

従って、本日のシンポジウムの「老人(高齢者)福祉と地方政府の役割」という主題

は極めて重要で意味のある主題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老人福祉問題における視点を仕方なく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費用の観点としてでは

なく、人類がともに享受すべき祝福という土台の上でともに悩み、準備していく貴重

な時間となることに期待します。 

もう一度、第11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お祝いし、参加されたす

べての方々の幸福と平安を祈願し、何卒、意味ある貴重な時間となりますよう望みま

す。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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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오 제 세 （呉 濟 世）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呉濟世 의원 입니다.  

먼저 제11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노인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준비

해 주신 한국 숭실공생복지재단과 일본 유니벨 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

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미 있는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 이에 따른 노인 의료비 폭증, 노인빈

곤율과 자살률 증가 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제도

적 틀을 갖춰 나가고 있으나 예산지출 대비 노인들의 복지 체감은 낮은 것

이 현실이며,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일례

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등 대부분의 복지비용을 지방정부에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초고령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선 정책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일본의 소중한 경험을 배우고, 이를 거울삼아 

우리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이 지향해야 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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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모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정책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나아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노인복

지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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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辞 

  
  

  

  

  

  

  

呉 濟 世 (オ ジェセ) 

 

大韓民国 国会 保健福祉委員長 

  

  

  
アンニョンハシミニカ。大韓民国国会保健福祉委員長の呉濟世議員です。 

まず、第11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 

 

「老人福祉と地方政府の役割」という主題でシンポジウムを企画し、準備された韓

国の崇實共生福祉財団と日本のユニベール財団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ともに準備された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ハンギョレ社会政策研究所にも感謝

申し上げます。また、問題提起と討論に参加してくださったすべての皆様の労苦に深

く感謝申し上げます。 

 

現在、我が国は低出産・高齢化の危機に直面し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時期に意味

のある国際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シンポジウムで議論さ

れる結果を国会保健福祉委員会で積極的に検討し、政策として反映できるよう、努力

いたします。 

 

急速に進行している高齢化現象、それによる老人医療費の激増、老人貧困率と自殺

率の増加などは、深刻な問題です。老人に対する社会保障の制度的枠組みを整えてい

きますが、予算支出の比べ、老人の福祉体感は低いのが現実で、福祉財政の持続可能

性の確保という課題も抱えております。特に劣悪な地方財政では、高齢化による老人

福祉に備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一例として、我が国は中央政府が無償保育など、大

部分の福祉費用を地方政府に押し付けているのが実情です。 

 

日本は、超高齢国家として、我々より進んだ政策的経験が蓄積されております。従

って本日この席を通して、日本の貴重な経験を学び、これを教訓として我々の緊急の

課題に対する答えを模索する一方、両国の目指すべき老人福祉モデルに対してともに

苦労している政策交流の場とな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本日のシンポジウムが韓日両国だけでなく、世界の多くの国でも良い参考資料とな

ること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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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シンポジウムが持続的に開催され、さらにアジアだけでなく全世界の老人福祉

問題専門家が参加する国際的な行事として発展することを望みます。 

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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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第11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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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고령화시대의 노인정책방향  

 
                     

 
 

 

 

손 건 익（孫 建 翼）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Ⅰ. 노인복지정책 환경 

Ⅱ.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한계 

Ⅲ. 새로운 노인정책방향의 모색 

Ⅳ. 결 론 

 

Ⅰ. 노인복지정책 환경 

 

1. 인구구조 변동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 ’12 년(잠정) 합계출산율은 1.30 명으로 ’09 년 OECD 평균 1.74 명보다 

낮은 수준  

 

- 총인구는 2030 년 5,216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생산가능인구

(15∼64 세)는 ’16 년 3,074 명을 정점으로, 핵심 근로계층(25∼49 세)은 ’12

년 2,001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13 년 65 세이상 인구는 614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로,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 년 65 세이상 

인구비율이 38.2%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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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고령화 속도> 

구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 14%(고령) 20%(초고령) 7%→14% 14%→20% 

한국 2000 2017 2026 17 9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 : 韓 26년, 일본 36년, 미국 94년, 프랑스 154년 

 

2.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 

 

○최근 9년간(’00∼’09)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OECD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이고,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이 

28.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13년 복지예산 : 97.4조원 (1993년 국방 추월, 2004년 경제 추월) 

 

- 특히 노인복지 예산(연금 등 보험재정 제외)은 ’04년 정부총지출 대비 

0.25%였으나, ’08년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도입되

면서 ’13년에는 1.26% 수준으로 대폭 증가 

 
* (’04) 5,005억원 →(’08) 2조 619억원 →(’13) 4조 2,771억원 (기초노령연금 포함) 

 

○한국의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율은 2.0%(09년)로 일본 10.4%, 프랑스 

12.3%, 스웨덴 10.2%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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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한계 
 

1. 노후소득보장 
 

<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도 (65세 이상) > 

3층 개인연금 

 

2층 
특수직역연금 

(65 세 이상 수급자 23 만

명, 4%) 

퇴직(연)금  

  

1층 국민연금(65세 이상 수급자 184만명, 30.8%) 

 

0층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수급자 393만명, 65.8%)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65세 이상 수급자 41만명, 6.9%) 

 
 공무원 등 민간근로자 자영자 

* 65세이상 노인 인구 : 598만명(’12 기준)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급여율을 인하(60→40%)하면서 보완책으로 2008 년 도입되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를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 

퇴 직 연 금 : 2005 년 도입, 퇴직(일시)금 제도와 병행해서 운영중으로 상용근로자의 

41%(사업장의 12.2%)가 퇴직연금 가입 

개  인  연  금  :  2001년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었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9% 정도 

개인연금 가입  

 

1) 국민연금 

 

○ (현황)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88년 도입되

어 ’9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18~59세의 소득이 있

는 전 국민 의무가입) 

 

- 현재 약 2,033만명이 가입하고, 327만명이 수급 중 

 
* (보험료)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 (재정방식)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별도의 기금으로 계속 쌓이게 되며, 이 적립된 기금

에서 매년 연금 급여를 주고 있음 (부분적립방식) 

 

○ (한계) 제도 역사가 짧아 아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수급률이 낮고, 급여 

수준도 적은 실정** 

 
* 납부예외자 467만명, 1년 초과 장기체납자 106만명 

** 65세 이상 수급률 30.7%, 노령연금 평균 급여 약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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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노령연금 

 

○ (현황)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시행, 소득 하위 70%*노

인(393만명)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96,800원, 부부가구 154,900원 지

급 중 

 

- 현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 

 
* 미신청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급률은 65.8% 

** ’13년 기초노령연금 예산 : 총 4.3조원 (국비 3.2조원, 지방비 1.1조원) 

 

○ (한계)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노후소득보장에 큰 도움

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3) 국민기초생활보장 

 

○ (현황)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65세이상은 41만명 수혜 중(전체 수급자

는 약 140만명) 

 
* ’61년 생활보호제도(국가에 의한 시혜적 보호) → 

’00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근로능력자도 포함) 

 

○ (한계) 가족간의 유대감과 부양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재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절대빈곤의 노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 발생 

 

- ’12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대폭 완화*(130→185%)하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계 노정 

 
* 부양의무자 4인 가구가 256만원 이하를 벌 때 보호하던 것을 379만원 이하까지 보호

하는 것으로 확대 

 

2. 요양·의료 지원 

 

1) 장기요양보험 

 

○ (현황)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

르신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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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약 34만명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음(전체 노인의 5.8%, 이용자는 

약 32만명)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인프라) 요양시설 4천개소, 재가서비스 기관 약 2만개소, 요양보호사는 자격취득자 111만명, 

실제 활동자 24만명 (’12.12.)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고지원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 재가급여비용의 15% 

 

○ (한계) 중등증 이상의 어르신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경증 치매노인 등 실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2) 치매치료‧관리 

 

○ (현황)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12년 53만명에서 ’25년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치료·관리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10년 국가 총 치매비용은 연간 8조7천억원, 매 1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

정(‘20년 18.9조원, ‘30년 38.9조원) 

 

-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

며, 치매약을 복용 중인 일정소득 수준 이하 노인에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중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4인가구 474만원)의 노인에게 월 3만원 한

도의 치료관리비 지원 

 

○ (한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해 검진-치료-보호-가

족지원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3.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 

 

1) 독거노인 보호 지원 

 

○ (현황) 1995∼2010년 사이 주된 가구유형이 3·4인가구에서 1·2인가구

로 변화, 특히 전체 1인가구 중 65세이상 단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12년 전체 1인가구는 454만가구, 이 중 65세이상은 26.1%, ’35년에는 45.0%

로 전망 
 

연도 2000 2005 2013 2020 2035 

전체노인(천명) 3,395 4,383 6,138 8,084 14,751 

독거노인(천명) 544(16%) 783(17.8%) 
1,252(20.

4%) 

1,745(21.

6%) 

3,429(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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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거주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고독사 발생 위험이 높아 노인돌보미가 주기적으

로 안부를 확인(주1회 방문, 주2∼3회 전화)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중(’12, 

14만명)  

○ (한계) 독거노인은 소득·건강·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노인에 비해 취약

하여 종합적인 차원의 사회적 보호 필요 
 

보호필요 독거노인 : 40만명(추정), 이 중 안전확인서비스 수혜자는 약 23만명 

최저생계비 이하 독거노인 : 전체의 42.4%(약 50만명),  

이 중 소득지원(기초생활수급 및 노인일자리)을 받는 독거노인은 388천명 

요양필요 독거노인 : 약 93천명, 이 중 돌봄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약 56천명(노인장기요양서비스 34천명,  

노인돌봄서비스 22천명) 

 

2) 노인학대 예방 

 

○ (현황) 고령화, 부양의식 약화 및 가족갈등 증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매

년 증가 추세 * 노인학대 신고건수 (’08)2,369 → (’09)2,674 → 

(’10)3,068 → (’11)3,411건 

 

- 노인학대 전담기관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17개소, ’04.2 → 24

개소, ’13)하여 학대사례 발굴, 학대피해노인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노인학대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치유 및 보호를 위하여 전용쉼터를 설치·운영 중(16개

소, ’11)  

 

○ (한계) ’10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

체노인의 5.1%이나 실제 신고되는 학대건수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 상당수의 노인학대가 은폐되고 있을 것으로 추

정 

 

4. 사회참여 지원 

 

1) 노인일자리 

 

○ (현황)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 건강약화,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 등 노인의 4고(苦) 해소에 

기여 

 

- ‘04년 2.5만개의 일자리 제공으로 시작, ’13년 10배 가까이 증가한 23만개의 일자리 

제공 

 

○ (한계)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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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현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 보수와 기간 등 근로여건 취약(‘04년 월 20만원, 7개월→‘13년 20만원, 9개

월) 

 

2) 여가 및 자원봉사 

 

○ (현황)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지자체)하고, 노

인자원봉사 활동 지원 중 

 

- 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 건강증진 및 취미생활 위주 프로그램 제공 (‘12년말 

300개소) 

 

- 경로당은 주로 친목도모 활동 위주 (‘12년말 62,442개소) 

 

- 경로당을 기반으로 하는 노인자원봉사 클럽을 구성하여 환경보호, 생활편의 지원 

등 봉사활동 수행 (‘13년 1,200여개 클럽 활동 중, 42억원 지원) 

 

○ (한계) 사회참여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직 

퇴직자 등 경륜 있는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프

로그램 미비 

 

Ⅲ. 새로운 노인정책방향의 모색 
 

1. 노인정책 내외 환경의 요약 

 

○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동(2차 산업 →3차 산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증가 

 

- 1992년부터 2012년까지 1·2차 산업분야 일자리 300만개 이상 감소 

 

- 2차 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줄고 3차 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취업이 어렵거나 근

로 여건 이 열악함에 따라 청년 실업문제가 심화되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계층

의 욕구와 충돌 가능성 증가  

 
* 3차 산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보수 및 근로여건이 열악한 특성이 있

음 

 

-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제반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에 따라 단기적 해

결이 어려움 

 
* 세계간의 갈등이 심화될 요인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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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들의 복지욕구간의 괴리 상존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구조는 일정 연령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소득과 의료 및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임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연장을 반영하지 못한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적인 설계 

 

-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 70% 이상은 계속적인 근로활동이나 사회참여를 원하고 

있음 

 

○ 제반 노인 복지정책과 제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재원부담이 증가하여, 

정책 및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증가 

 
* P·Pierson 교수의 Dismantling Welfare State는 현실화 될것인가? 

 

2.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 

 

○ 공공부문과 가족의 역할분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세대별 부담분담 등의 제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방안 모색 

 

-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학문적 접근 바람직 

 

○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참여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일하고 싶은 노인과 사회참여를 원하는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기회제공 

 
* 노인 적합 일자리에 대한 재검토 / 일자리와 사회참여 접근 방법의 혁신 

 

○ 기존 노인복지정책과 제도의 효율적인 보완 / 개선 

 

-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는 2020년 전에 건강보험제도의 대대적인 보완 

 / 질병예방사업의 보완 / 호스피스 병실의 확충 등 

 

○ 노인정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역할분담과 대응 

 

- 노동생산성제고를 위한 혁신(Innovation)과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는 범정부적

인 협업이 긴요  

 

Ⅳ. 결론 
 

○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 

 

- 노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에서 노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까지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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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는 50 ∼100년 걸렸으나, 일본은 약 28년 한국은 약 18년 소요 

 
* 노령사회진입은 노인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는바. 한국의 경우, 2000년에

는 경제활동가능인구 10명이 약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으나, 2018년에는 4.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계층간·세대간 갈등을 최소화 하려면, 실질소득의 감소 

없이 노인부양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전제는 합당한 노동생산

성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함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하위 3번째임 

 

- 노동생산성이 동반하지 않는 명목임금의 증가는 자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타격을 주고, 그것은 다시 노인부양부담을 어렵게 하

는 악순환을 하게 됨  

 

○ 따라서 노인문제는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문제이며 경제문

제임 

 

- 이것이 우리 모두가 노인문제 / 노인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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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국의 복지지출 현황 (OECD STAT, 2013.2 월 기준) 

(지출수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6%(’09년)로써 

 OECD 평균(22.1%)과 단순비교하면 약 43% 수준 

 

<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GDP 대비 %, 2009년)> 

구분 한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9.6 29.8 32.1 27.8 22.4 24.1 19.2 22.1 

* 공공사회복지지출 :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일반정부지출 및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 

 
ㅇ 한국의 공적연금이 성숙한 경우를 가정하여 환산(GDP 대비 +3.2%p)하면, GDP 대비 

12.8%로서 OECD 평균의 약 60% 수준 

 
* 공적연금지출(GDP 대비 %, ( )안은 연금제도 도입연도, 2009 년 기준) : 

(韓) 2.2(1988 년), (英) 6.2(1908 년), (스웨덴) 8.2(1913 년), (日) 10.2(1939 년), OECD 평균 7.8 

 
ㅇ 같은 고령화율(10.7%, ‘09 년) 시점을 기준 시, 주요국의 60~80% 수준 

 

<고령화율이 같은(10.7%) 시점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비교년도 2009 1976 1986 1987 1987 

공공사회복지지출(%) 9.6 
10.2～

13.1 
11.5 12.2 16.6 

 
(증가속도) 최근 9 년간(‘00 년~’09 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OECD 평균 보다 2 배 빠른 속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OECD 평균 

연평균증가율 14.7 7.3 7.1 4.4 4.1 2.8 7.2 

 
(향후전망) 한국의 복지지출은 2040 년 미국·캐나다 수준(19%), 2050 년에는 OECD 평균 

수준(22%)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의 OECD 주요국 지출수준 도달 시점> 

한국 지출수준(시점) 19%(2040년) 22%(2050년) 

‘09년 유사수준 국가 미국·캐나다 OECD 평균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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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노인복지예산 증가 추이 및 현황 

 
○ 노인복지 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연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정부총재정 207.8 222.0 237.1 257.2 284.5 292.8 309.1 325.4 342.0 

(증가율) 5.9 6.8 6.8 8.5 10.6 2.9 5.5 5.3 5.1 

복지부 재정 14.8 16.6 19.0 24.4 28.4 31.0 33.6 36.7 41.1 

(증가율) 6.5 12.2 14.5 28.4 16.4 9.2 8.2 9.3 11.9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포함) 
0.3 0.4 0.6 2.1 3.1 3.5 3.7 3.9 4.3 

(증가율) ⧍32.2 18.9 40.2 264.6 51.6 11.9 6.1 4.9 9.8 

노인복지  

(요양보험재정 포함) 
0.3 0.4 0.6 2.7 4.9 5.9 6.5 7.0 7.7 

(증가율) ⧍32.2 18.9 40.2 376.8 83.5 20.1 9.4 7.0 11.0 

 
*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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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高齢化時代の老人政策方向 

 
 

   

  

  

 

孫 建 翼（ソン ゴンイク） 

 

国民大学校 碩座教授 

 

 

 

 

Ⅰ. 老人福祉政策環境 

Ⅱ. 韓国の老人福祉政策の現況と限界 

Ⅲ. 新しい老人政策方向の模索 

Ⅳ. 結論 

 

Ⅰ．老人福祉政策環境 
 

1. 人口構造の変動 : 世界最低水準の出産率、最高水準の高齢化速度 

 

○ ’12年(暫定) 合計出産率は、 1.30人で ’09年 OECD 平均 1.74人より 低い水準  

 

- 総人口は、2030年 5,216万人を頂点に減少展望で、生産可能人口 (15∼64歳)は、 ’16年

 3,074人を頂点に、核心勤労階層(25∼49歳)は ’12年 2,001万人を頂点に減少する展望 

 

○ ‘13年 65歳以上 人口は、614万人で全人口の12.2%で、 OECD 国家の高齢化水準に

比べ、相対的に低い方である。 

 

- 世界で最も速い速度で高齢化が進行し、2050年には65歳以上の人口比率が38.2%で世

界最高水準に達する展望 

<主要国家の高齢化速度> 

区分 
到達年度 所要年数 

7%(高齢化) 14%(高齢) 20%(超高齢) 7%→14% 14%→20% 

韓国 2000 2017 2026 17 9 

日本 1970 1994 2006 24 12 

米国 1942 2015 2036 73 21 

フランス 1864 1979 2018 115 39 

   * 超高齢社会到達速度 : 韓 26 年, 日本 36 年, 米国 94 年, フランス 154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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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国の老人福祉水準 

 

○ 最近 9 年間(’00∼’09)の韓国の公共社会福祉支出の増加率は、年平均 14.7%で 

OECD 平均より 2 倍の速い速度であり、政府予算中、福祉予算が 28.5%で最も大

きな部分を占める 

 

* ’13 年の福祉予算 : 97.4 兆ウォン (1993 年 国防 超越、 2004 年 経済 超越) 

 

－ 特に老人福祉予算(年金など保険財政除外)は、‘04 年 政府総支出対比 0.25%であっ

たが、‘08 年 基礎老齢年金及び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などが導入され、’13 年に

は 1.26% 水準へと大幅増加 

 

* (’04) 5,005 億ウォン →(’08) 2 兆 619 億ウォン →(’13) 4 兆 2,771 億ウォン (基礎老齢年金

を含む) 

 

○ 韓国の GDP 対比 老人福祉支出比率は、2.0%(’09 年)で、日本 10.4%、フランス 

12.3%、スウェーデン 10.2%で先進国に比べ非常に低い。 

 

Ⅱ. 韓国の老人福祉政策の現況と限界 
 

1. 老後所得保障 

 

< 韓国の多層老後所得保障体系図 (65歳以上) > 

3 層 個人年金 

 

2 層 
特殊職域年金 

(65歳以上受給者 23万人、 

4%) 

退職(年)金 
 

  

1 層 国民年金(65 歳以上受給者 184 万人、30.8%) 

 

0 層 基礎老齢年金(65 歳以上受給者 393 万人、65.8%) 

 

貧困層 基礎生活保障制度(65 歳以上受給者 41 万人、6.9%) 

 

 公務員など 民間勤労者 自営者 

      * 65 歳以上老人人口 : 598 万人(’12 基準) 

 

基礎老齢年金 : 国民年金給与率を引き下げ(60→40%)、補完策として2008年導入、 

国民年金全加入者の平均所得月額の5%を65歳以上老人の70%に支給 

退職年金 : 2005 年導入、退職(臨時)金制度と併行し運営中で常用勤労者の 

 41%(事業場の 12.2%)が退職年金加入 

個人年金 : 2001年、税制適格年金貯蓄が導入され、経済活動人口対比、約9%程度、 

個人年金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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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国民年金 

 

○ (現況) 国民年金は、老後所得保障の最も基本的な制度で、 ‘88 年に導入さ

れ、 ’99 年に全国民的に拡大し運営されている(18~59 歳の所得がある全国民義

務加入) 

 

－ 現在、約 2,033 万人が加入し、327 万人が受給中 

 

* (保険料) 個人の所得に比例し、所得の 9%を保険料として納付 

* (財政方式) 加入者が出した保険料は別途の基金として引き続き積み立てられ、積み立て

られた基金から毎年年金給与を支給している(部分積み立て方式) 

 

○ (限界) 制度の歴史が短く、まだ死角地帯が広範囲*で 受給率が低く、給与水準も少 

ない実情** 

 

* 納付例外者 467 万人、 1 年超過長期滞納者 106 万人 

  ** 65 歳以上受給率 30.7%、老齢年金平均給与 約 24 万ウォン 

 

2) 基礎老齢年金 

 

○ (現況) 老後所得保障の死角地帯を緩和し、生活が困難な老人の生活安定や福祉増

進のため’08 年 1 月から基礎老齢年金施行、所得下位 70%*老人(393 万人)を対象に

単独世帯 96,800 ウォン, 夫婦世帯 154,900 ウォンを支給中 

 

－ 現在、所得認定額(所得+財産) 単独世帯 83 万ウォン、夫婦世帯 132.8 万ウォン以

下の老人は基礎老齢年金受給可能 

 

* 未申請者などにより実際の受給者は 65.8% 

  ** ’13 年基礎老齢年金予算 : 総 4.3 兆ウォン (国費 3.2 兆ウォン、地方費 1.1 兆ウ

ォン) 

 

○ (限界) 基礎老齢年金の給与水準があまりに低く、老後所得保障に大きな助けには

ならないという指摘が持続的に提起されている。 

 

3) 国民基礎生活保障 

 

○ (現況) 生活が困難な者に必要な給与を支援し、最小限の生活を保障するための制

度で、現在 65 歳以上は 41 万人が給付を受けている(全受給者は約 140 万人) 

 

* ’61 年 生活保護制度(国家による恩恵的な保護) → 

’00 年国民基礎生活保障制度(低所得層の権利的性格、勤労能力者も含む) 

 

○ (限界) 家族間の絆と扶養責任に対する社会的合意や財政的影響を勘案し、扶養義 

務者基準を定めているが、これにより、絶対貧困の老人が死角地帯に置かれる場

合が発生。 

 

－ ’12 年老人、障害人など脆弱階層の扶養義務者所得基準を中位所得水準へ大幅に緩和
*(130→185%)したが、依然と死角地帯を解消できない限界を露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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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扶養義務者 4 人世帯が 256 万ウォン以下の所得を保護していたのを 379 万ウォン以下

まで保護することに拡大。 

 

2. 療養・医療支援 

 

1) 長期療養保険 

 

○ (現況) 高齢や老人性疾患などの理由で日常生活を一人でするのが困難なお年寄りなど

に身体や家事活動を支援することで平安な老後生活保障および家族の介護負担を緩和す

るためのもので、  

 

－ 現在、約 34 万人が長期療養等級判定を受ける(全老人の 5.8%, 利用者は約 32 万人) 

 

(対象者) 65 歳以上の老人及び老人性疾患を持つ 65 歳未満の国民中で 1~3 等級判定を受けた者  

(インフラ) 療養施設 4 千カ所、在宅サービス機関 約 2万カ所、療養保護士は資格取得者 

 111 万人、実際活動者 24 万人 (’12.12.) 

(財源) 長期療養保険料 + 国庫支援 + 本人負担金 

     * 本人負担金 : 施設給与 20%, 在宅給与費用の 15% 

  

○ (限界) 中度以上のお年寄りを中心に制度が設計され、軽度の認知症老人など、実際に

療養が必要なお年寄りが、サービスを受けられない事例が発生 

 

2) 認知症治療‧管理 

 

○ (現況) 急速な高齢化で認知症患者が ’12 年 53 万人から ’25 年 100 万人を超えるも

のと展望、認知症治療・管理で社会・経済的負担が加重。 

 

* ‘10 年 国家総認知症費用は、年間 8 兆 7 千億ウォン、10 年ごとに 2 倍ずつ増加する

ものと推定。(‘20 年 18.9 兆ウォン、 ‘30 年 38.9 兆ウォン) 

 

－ 60 歳以上の老人を対象に全国の保健所で認知症早期検診を実施しており、認知症

薬を服用中の一定所得以下の老人に認知症治療管理費を支援中 

 

* 全国世帯の月平均所得 100%以下(4 人世帯 474 万ウォン)の老人に月 3 万ウォン限

度の治療管理費を支援。 

 

○ (限界) 人口高齢化による認知症患者の増加に対応し、検診-治療-保護-家族支援

など国家次元の総合的な支援体系づくりが必要 

 

3. 安全な老後生活保障 

 

1) 独居老人保護支援 

 

○ (現況) 1995∼2010 年の間主な世帯類型が 3·4 人世帯から 1·2 人世帯に変化、

特に全一人世帯中、65 歳以上の単独世帯が持続的に増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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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年の全一人世帯は、454 万世帯。この中 65 歳以上は 26.1%、’35 年には

45.0%と展望 

 

年度 2000 2005 2013 2020 2035 

全老人(千人) 3,395 4,383 6,138 8,084 14,751 

独居老人(千人) 544(16%) 783(17.8%) 1,252(20.4%) 1,745(21.6%) 3,429(23.2%) 

 

－ 一人で住むことで、安全事故や孤独死発生の危険が高まり、老人ヘルパーが定期的に

安否を確認 (週 1 回訪問、週 2∼3 回電話)する老人世話サービス提供中 (’12, 14 万人)  

 

○ (限界) 独居老人は、所得·健康·住居など、すべての分野で一般老人に比べ、脆弱 

で総合的な次元の社会的保護が必要 

 

保護必要独居老人 : 40万人(推定)、この中安全確認サービスの提供を受けている者は約23万人 

 

最低生活費以下の独居老人 : 全体の 42.4%(約 50 万人)、この中所得支援(基礎生活受給及び

老人雇用)を受ける独居老人は 388 千人 

 

療養が必要な独居老人: 約 93 千人、この中ヘルパーを受けている独居老人は約 56 千人(老人長期療養

サービス34 千人、老人ヘルパーサービス22千人) 

 

2) 老人虐待予防 

 

○ (現況) 高齢化、扶養意識弱化や家族葛藤の増加などで老人虐待事例が毎年増加傾                  

向 

 
* 老人虐待申告件数(’08)2,369 → (’09)2,674 → (’10)3,068 → (’11)3,411 件 

 

－ 老人虐待専門機関の地域保護専門機関を設置(17 カ所、’04.2 → 24 カ所、’13)し、 

虐待事例の発掘、虐待被害老人などに対する相談サービスの提供や老人虐待予防

広報‧教育を実施し、  

 

－ 虐待被害老人の心理的な治癒や保護のため専用の避難所を設置·運営中(16 カ所, ’11)  

 

○ (限界) ’10 老人虐待実態調査によれば、実際に虐待を経験した老人は、全老人の 

5.1%であるが、実際に申告される虐待件数は、これにはるかに届かないことを

勘案すると、まだ相当数の老人虐待が隠蔽されているものと推定。 

 

4. 社会参加支援 

 

1) 老人雇用 

 

○ (現況) 65歳以上の老人の所得保障や社会参加活性化のため、老人適合型雇用を提供し、貧

困、健康弱化、役割喪失、孤独と疎外など、老人の４苦解消へ寄与 

 

－ ’04年2.5万件の雇用提供で始まり、’13年10倍近く増加した23万件の雇用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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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限界)老人の貧困率が高い状況で雇用創出が最高の福祉となるが、現在需要に比べ

供給される雇用は非常に不足し、  

 

－ 報酬と期間など勤労条件が脆弱(‘04 年 月 20 万ウォン、7 カ月→‘13 年 20 万ウォ

ン、９カ月) 

 

2) 余暇及びボランティア 

 

○ (現況) 老人福祉館、敬老堂などの老人余暇福祉施設を設置‧運営(自治体)し、老人福祉奉

仕活動を支援中 

 

－ 老人福祉館は、生涯教育、健康増進や趣味生活中心のプログラム提供(‘12 年末 300

カ所) 

 

－ 敬老堂は、主に親睦を図る活動中心 (‘12 年末 62,442 カ所) 

 

－ 敬老堂を基盤とする老人ボランティアクラブを構成し、環境保護、生活便宜支援など

奉仕活動遂行(‘13 年 1,200 余ケクラブ活動中、42 億ウォン支援) 

 

○ (限界) 社会参加に対する老人の関心とニーズが増加しているが、専門職退職者など

知識や技能ある老人の経験を活用できる多様な社会参与プログラムが不備 

 

Ⅲ. 新しい老人政策方向の模索 

 

1. 老人政策の内外環境要約 

 

○ 急激な産業構造の変動(2 次産業 →3 次産業)による社会的葛藤要因の増加 

 

－ 1992 年から 2012 年まで 1·2 次産業分野の雇用が 300 万件以上減少 

 

－ 2 次産業分野の雇用は減り、3 次産業分野の雇用は就業が困難か、勤労条件の劣悪に

より青年失業問題が深刻化し、雇用を願う老人階層のニーズと衝突する可能性が増加  

 

* 3 次産業分野は高度の専門性を要求したり、報酬や勤労条件が劣悪な特性がある。   

   

－ 産業構造の変動による諸般問題は、構造的な問題に起因するので、短期的な解決が困  

難 

 

* 世界間の葛藤が深刻化する要因が常在 

 

○ 老人福祉政策と老人福祉ニーズ間の乖離が常在 

 

－ 老人福祉政策の基本構造は、一定の年齢と一定の要件に該当すれば所得と医療や関連

福祉サービスを提供するものである。 

 

* 平均寿命と健康寿命の延長を反映しない基本的に高費用低効率的な設計 

 

－ 反面、我が国の老人の 70%以上は、引き続き勤労活動や社会参加を望んで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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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諸般老人福祉政策と制度が成熟するに従い、財源負担が増加し、政策や制度の持

続可能性と関連した社会的葛藤増加 

 

* P·Pierson 教授の Dismantling Welfare State は、現実化するか? 

 

2. 新しい政策方向の模索 

 

○ 公共部門と家族の役割分担 / 中央政府と地方政府の役割分担 / 世代別負担分担

などの諸方案に対する新しい社会的合意方案の模索 

 

－ 合理的なアプローチが可能なように学問的なアプローチが望ましい。 

 

○ 老人雇用産業と社会参加方法に対する新しい模索 

 

－ 働きたい 老人と社会参加を望む老人に基本的に機会提供 

   

* 老人適合雇用に対する再検討/ 雇用と社会参加アプローチ方法の革新 

 

○ 既存老人福祉政策と制度の効率的な補完/改善 

 

－ ベビーブーム世代が老人となる 2020 年前に健康保険制度の大々的な補完/ 疾病予防

事業の補完 / ホスピス病室の拡充など 

 

○ 老人政策に対する汎政府的な役割分担と対応 

 

－ 労働生産性引上げのための革新(Innovation)と老人雇用創出分野は汎政府的な協業が

緊要  

  

Ⅳ. 結論 

 

○ 韓国と日本は、世界で最も急激に老齢化が進行している社会 

 

－ 老齢化社会(Aging Society)進入から老齢社会(Aged Society)に進入まで西欧主要国家

は 50∼100 年かかったが、日本は約 28 年、韓国は約 18 年所要 

   

* 老齢社会進入は、老人扶養負担の急激な増加を意味するが、韓国の場合、2000 年には

経済活動可能人口 10 人が約 1 人の老人を扶養したが、2018 年には 4.6 人が 1 人の老

人を扶養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この様な状況で階層間·世代間の葛藤を最小限にしようとすれば、実質所得の減少

無くして老人扶養負担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が、その前提は合理的な労働生産

性の増加が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 

 

* 韓国の労働生産性は、OECD 国家中下位 3 番目である。 

 

－ 労働生産性が伴わない名目賃金の増加は自国製品の価格競争力を弱化し、究極的には

成長に打撃を与え、それは再び老人扶養負担を困難にする悪循環をする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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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従って老人問題は老人世代だけの問題でない我が社会問題であり、経済問題であ    

る 

 

－ これが、我々すべてが老人問題 / 老人政策へ関心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である 

 

 

参考 1  韓国の福祉支出現況 (OECD STAT, 2013.2月 基準) 

 

１ (支出水準) 韓国の公共社会福祉支出は GDP 対比 9.6%(’09 年)で OECD 平均(22.1%)と

単純比較すれば 約 43%水準 

  <社会福祉支出の国際比較(GDP対比%, 2009年)> 

区分 韓国 
スウェーデ

ン 
フランス ドイツ 日本 英国 米国 OECD平均 

公共社会福祉支出 9.6 29.8 32.1 27.8 22.4 24.1 19.2 22.1 

    * 公共社会福祉支出 : 公共扶助、社会福祉サービスなど一般政府支出及び年金、健康保険など社会

保険支出 

 ㅇ 韓国の公的年金が成熟した場合を仮定して換算(GDP 対比 +3.2%)すれば、GDP 対比 12.8%

でOECD 平均の約 60% 水準 

     * 公的年金支出(GDP 対比%, ( )内は年金制度導入年度、2009 年基準) : 

       (韓) 2.2(1988 年), (英) 6.2(1908 年), (スウェーデン) 8.2(1913 年), (日) 10.2(1939 年), 

OECD 平均 7.8 

 ㅇ 同じ高齢化率(10.7%, ‘09年) 時点を基準時、 主要国の 60~80% 水準 

<高齢化率が同じ(10.7%)時点の公共社会福祉支出比較> 

 韓国 米国 日本 豪州 カナダ 

比較年度 2009 1976 1986 1987 1987 

公共社会福祉支出(%) 9.6 10.2～13.1 11.5 12.2 16.6 

 

２(増加速度) 最近 9 年間(‘00 年~’09 年) 韓国の公共社会福祉支出の増加率は年平均

14.7%で, OECD 平均より 2 倍速い速度 

<公共社会福祉支出増加率(%)> 

 韓国 米国 英国 フランス 
スウェ

ーデン 
日本 OECD 平均 

年平均増加率 14.7 7.3 7.1 4.4 4.1 2.8 7.2 

 

３(今後の展望) 韓国の福祉支出は 2040 年米国·カナダ水準(19%), 2050 年には OECD 平均

水準(22%)に達するものと展望 

<韓国公共社会福祉支出の OECD 主要国支出水準到達時点> 

韓国 支出水準(時点) 19%(2040 年) 22%(2050 年) 

‘09 년 類似水準国家 米国·カナダ OECD 平均 

    

* 資料 : 韓国保健社会研究院(2011) 「社会福祉財政推計モデル開発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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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 2   老人福祉予算の増加推移及び現況 

 

 ○ 老人福祉予算の増加推移 

(単位 : 兆ウォン, %) 

年度 ’05年 ’06年 ’07年 ’08年 ’09年 ’10年 ’11年 ’12年 ’13年 

政府総財政 207.8 222.0 237.1 257.2 284.5 292.8 309.1 325.4 342.0 

(増加率) 5.9 6.8 6.8 8.5 10.6 2.9 5.5 5.3 5.1 

福祉部財政 14.8 16.6 19.0 24.4 28.4 31.0 33.6 36.7 41.1 

(増加率) 6.5 12.2 14.5 28.4 16.4 9.2 8.2 9.3 11.9 

老人福祉  

(基礎老齢年金含む) 
0.3 0.4 0.6 2.1 3.1 3.5 3.7 3.9 4.3 

(増加率) ⧍32.2 18.9 40.2 264.6 51.6 11.9 6.1 4.9 9.8 

老人福祉  

(療養保険財政含む) 
0.3 0.4 0.6 2.7 4.9 5.9 6.5 7.0 7.7 

(増加率) ⧍32.2 18.9 40.2 376.8 83.5 20.1 9.4 7.0 11.0 

 

* 資料 : 保健福祉部(2013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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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Ⅰ 

 

노인복지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전 용 호（田 容 昊）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서구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사회의 여건과 세부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사

회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복지 욕구조사와 서비스 제공 전략 수립과 집행, 

평가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한국도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

화 등에 대처해서 최근에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가 크게 확대

되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지방정부

는 인력 부족, 재정 어려움, 인식과 의지부족 등으로 그 역할수행에 소극적

이고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 

 

한국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2000년대 초쯤

부터다.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는 증가

했지만 당시 노인 돌봄서비스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재가서비스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너싱홈과 같은 시설서비스가 제공됐지

만 주로 빈곤층 노인에게 국한되었고 당시의 재가와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노인의 1% 정도에 불과했다(Sunwoo, 2004). 따라서, 노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됐다.  

 

정부는 바우처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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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실시됐다. 또, 그 해 8월부터 지방정

부가 노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필요사업을 자체 개발·운용하는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부터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

를 모델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아울러, 독거노인의 자

살과 방임 등의 문제에 대응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최근 실시되고 있

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재가서비스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비롯해서 노인

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 확

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이나 ‘복지재단’ 

등을 신설해서 사회서비스 업무 전반을 전담하고 있다.  

 

여러 서비스 중에서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

을 위한 핵심 제도로 발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요양인력이 확대됐고 단

기간에 노인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노인의 약 1% → 6-7% 추정). 그러나, 

전달체계 측면에서 중증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담당기관은 

중앙집권적인 국민건강공단인 반면에, 경증의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

스는 지자체인 읍·면·동과 중앙집권적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이원화되

어 있다. 따라서, 노인이 중·경증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전달체계를 이용

하는 등 전달체계의 분절성은 그 이전보다 심화되었다(강혜규, 2013).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 방안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발전은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매우 강했

다. 중앙정부가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면 지방정부는 지

침을 기계적, 수동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강했다(정홍원, 2013). 최근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업무는 폭증했지

만,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다. 아울러, 인력의 잦은 부서 이동, 전문성 부족, 예산부족, 복

지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의지 결여 등으로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17개 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에 정책의 단순 중계역할에서 벗어나서 노인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지역단위 

복지사업의 기획과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지원과 관리·감독 및 평가업무에 적

극 나서야 한다(정홍원, 2013:104). 동시에, 250여개 ‘기초자치단체’는 대상자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지원과 상담업무의 강화와 

함께 제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품질 개선 업무 등을 적극 수행해야 한

다. 특히, 지방정부는 기존의 주요 업무인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와 다른 사회

서비스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욕구 충

족을 위해 최소 공급자 확보, 통합적인 사례관리인 이용지원과 모니터링, 서

비스 질 관리 등 전달체계 전반의 밀착지원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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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의 진단과 계획수립 

 

지방정부는 인구학적 변화와 수요의 조사와 예측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의 수요와 공급의 현황과 그 격차를 파악해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보

장에 관한 지역계획’, ‘지역보건계획’ 등을 작성하는데 앞으로 그 ‘기획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

해 17개 시·도의 해당 시·군·구에 대한 예산편성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이 사

업의 기획력과 집행 결과가 우수하면 추가 예산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

량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는 첫째, 체계적인 욕구사정과 진단을 통해서 지역주

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와 서비스 공급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관련 문제점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는 이것이 제대로 이

뤄지지 않는데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정원, 2012).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자살율, 방임으로 인한 학대 등을 고려

할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노인을 적극 파악·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수동적으로 노인이 서비스를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아웃리치’를 

통해서 소외된 노인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획일적으로 가사와 신체수발과 같은 기본적

인 돌봄서비스(social care)가 주로 제공되는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

야 한다. 가령, 노인들의 의료나 주거욕구를 충족하도록 방문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주택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급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나

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에 큰 공급격차를 보이고, 특히 소도시나 읍·면·동은 

공급자의 절대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의 한계와 소외 등이 큰 문제로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도

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한다. 이같은 지역사회의 현실

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핵심 초석이 될 것이다.  
 

(2) 사업의 집행과 모니터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은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기초자치단

체에서 집행되는데 지방정부는 첫째, 공급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 사회서비스

를 단기간에 확대 위해 진입 규제를 크게 완화시키면서 부적절한 공급자가 

대거 시장에 진입,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 등 주민과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 연계 등 체계적인 서비스 ‘이용 지원’이 필

요하다. 특히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거나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

움이 있는 중증노인이나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은 더욱 밀착된 이용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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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는 사실상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의 부재로 이용지원의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스스로 제공기관

의 선택과 계약체결 등을 처리하는 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취약한 노인들은 

공급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이용자의 욕구보다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Chon, 2013). 
 

셋째, 서비스 급여, 종류, 제공기관 등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선택권 행사를 하도록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에 대한 위치와 인력구성 등의 기본사항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그 기관의 세부특징과 평가 결과 등도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는 현장수준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두달에 한번 정도 

이용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처럼 제도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은 모니터링을 공급자가 자체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달리 허위나 과소 서비스 제공, 낮은 서비스 질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나 그 보호자들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요양보호 인력에게 무리한 가사 업무를 

요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 제공기관과 

인력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용자와 공급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서비스 품질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3) 평가와 환류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관 등에 대한 평가는 이뤄졌지만, 개별 복지사업별로 

이뤄지는 사후적인 평가는 미진했다. 가령,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그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

전하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실시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지역사회복지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계획과 

목표대로 업무 집행 여부와 그 성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광역자

치단체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여건과 발전목표를 감안해서 자체적으

로 평가기준을 개발·점검해야 한다. 가령, 공급자가 매우 부족한 읍·면·동에

는 소수라도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 진출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공급

자가 많은 대도시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

비스개발 등을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규제자로서 ‘관리·감독’을 강

화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

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통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케이스 확보를 위한 극심

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선물공세와 본인부담금 면제, 

요양보호사 통한 케이스 뺏기, 허위 청구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광역지자체가 차년도 지역사회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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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즉, 당초 목

표대비 달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평가결과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 개선방

안을 새로운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 론 
 

노인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서 지방정부의 근본

적인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정부는 과거의 소극적인 역

할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

스 제공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및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만의 노력만으

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방정부가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돌

봄서비스는 인력의 능력이 서비스 질과 직결되므로,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 채용하고 이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들에 각종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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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福祉サービスと地方政府の役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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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ソウル大学校 老人福祉学科教授 

 

 

 

 

はじめに 
 

西欧の福祉国家は、伝統的に地方政府が社会サービスの発展に主導的役割を遂行し

てきた。地域社会の与件と細部状況をよく知る地方政府が、地域社会福祉次元で住民

の福祉ニーズ調査やサービス提供戦略樹立と執行、評価などの革新役割を遂行してき

た。韓国も人口高齢化と機構構造の変化などに対処して最近、老人介護サービスを始

めとした社会サービスが大きく拡大し、地方政府の積極的な役割が強調されている。

しかし、韓国の地方政府は尽力不足、財政困難、認識と意識不足などで、その役割遂

行に消極的で限界を見せている。本論文の目的は、老人介護サービスを始め、社会サ

ービスが発展するために地方政府の役割とその方策を模索するためにある。 

 

老人介護サービスの拡大 
 

韓国で老人介護サービスに対する社会的関心が大きくなったのは、2000年代初めか

らである。社会と経済の構造的変化により老人のサービスニーズは増加したが、当時、

老人介護サービスのインフラは非常に脆弱であったためである。伝統的な在宅サービ

スの家庭奉仕員派遣事業とナーシングホームのような施設サービスが提供されたが、

主に貧困層老人に限定され、当時の在宅と施設サービス利用者は全老人の1% 程度に過

ぎなかった(Sunwoo, 2004)。老人の為の新しいサービスの開発とインフラの拡充が緊

急の政策課題として浮上した。 

 

政府はバウチャーシステムの開発を通した社会サービス拡大を図り、去る2007年5月

から「老人介護総合サービス」が実施された。またその年、8月から地方政府が老人を

はじめとした地域住民の必要な事業を独自開発・運営する「地域社会サービス投資事

業」が実施された。 

 

これと共に、2008年7月からはドイツと日本の制度をモデルに「老人長期療養保険」

制度が導入された。共に、独居老人の自殺と放任などの問題に対応し、「老人介護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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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サービス」が最近実施されている。この他にも伝統的な在宅サービスの「在宅老人

支援サービス」をはじめ、老人のための多様な社会サービスが、各自治体の必要によ

り独自的に開発、拡大している。この過程で各自治体は「社会サービス支援団」や

「福祉財団」などを実施し社会サービス業務全般を専担している。 

 

諸サービス中でと特に、老人長期療養保険と老人介護総合サービスは、老人のため

の核心制度として発展し、サービス提供機関と療養人力が拡大し、短期間に老人利用

者が大きく増加した。（老人の約１％→６～7％推定）。しかし伝達体系の側面で重症

老人のための老人長期療養保険の主要担当機関は、中央集権的な国民健康公団に対し、

軽症の老人のための老人介護総合サービスは自治体である邑・面・洞と中央集権的な

「保険福祉情報開発院」へ二元化された。従って老人が中･軽症の状態により全然違う

伝達体系を利用するなど伝達体系の本質性はその以前より深化した。 

（カン・ヘギュ、2013） 

 

地方政府の役割と方案 
 

韓国の社会福祉制度全般の発展は、中央執権的な傾向が非常に強かった。中央政府

が制度の設計と運営に対する指針を下達すれば、地方政府は指針を機械的に、受動的

に従う傾向が強かった。(チョン・ホンウォン、 2013)  最近、老人、障害者、児童

などのための社会サービスが急増し自治体の業務は激増したが、地方政府の慢性的な

人材不足で社会福祉専担公務員の自殺事件も頻繁になった。また人材の頻繁な部署移

動、専門性不足、予算不足、福祉サービスに対する認識と意志の欠如などで国民の福

祉体感度は改善されていない。  

 

これを改善するために、地方政府の役割が根本的に再定立される必要がある。即ち

１７ケ市・道の「広域地方自治体」は今までの中央政府と基礎自治団体間に政策の単

純中継役割から抜け出し老人介護サービスを含めた地域単位福祉事業の企画と基礎自

治団体に関する支援と管理・監督や評価業務に積極的にならなければなたない。 (チ

ョン・ホンウォン、2013:104) 同時に、250余ケの「基礎自治団体」は、対象者の満

足度を実質的に改善するためにサービス利用支援と相談業務の強化と共に提供サービ

スに対するモニタリングと品質改善業務などを積極的に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特に地方政府は既存の主要業務の公共扶助の現金給与と他の社会サービスの特殊性

をはっきりと認識しなけらばならない。即ち、対象者別に差別化されたニーズ充足の

ために最小供給者確保、統合的な事例管理の利用支援とモニタリング、サービスの質

管理など伝達体系全般の密着支援と事後管理が重要である。 

 

(1) 地域社会の診断と計画自立 

 

地方政府は人口学的変化とニーズの調査と予測を土台に福祉サービスのニーズと供

給の現況とその格差を把握し、関連問題点と改善方案などを総合的に準備することが

重要である。地方政府は「地域社会福祉計画」「社会保障に関する地域改革」「地域

保健計画」などを作成するが、今後はその「企画力」の重要性がより大きくなるだろ

う。特に2013年から「地域社会サービス投資事業」に対して17ケ市・道の該当市・

郡・区に対する予算編成裁量権限を付与し、その事業の企画力と執行結果が優秀であ

れば追加予算支援するなど地方政府の力量強化を誘導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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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体的に地方政府は、第1に、体系的なニーズ事情と診断を通して地域住民の多様な

サービスニーズとサービス供給者などに対する全般的な実態と関連する問題点の把握

が重要である。しかし、現在地方政府は、これが正常に行われていないので、各地域

社会福祉協議体が正常に作動していない場合が多い (유정원, 2012)。老人の高い貧困

率と自殺率、放任による虐待などを考慮する時、介護サービスが必要な対象老人を積

極的に把握、発掘することは非常に重要である。受動的に老人がサービスを要請する

のを待つよりは「アウトリーチ」を通じて疎外された老人を積極的に発掘しなければ

ならないだろう。 

 

2番目に、現在、老人介護サービスは画一的に家事と身体介護のような基本的な介護

サービス(social care)が主に提供されるが、多様なニーズを満足させなければならな

い。例え、老人の医療や住居のニーズを充足するため訪問看護サービスを活性化した

り、住宅支援、社会参加など多様なプログラムを開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番目に、地域社会の「供給者」現況と問題点に対する把握が必要である。我が国は

都市と農・漁村間に大きな供給格差があり、特に小都市や邑・面・洞は供給者の絶対

不足でサービスアプローチの限界や疎外などが大きな問題として提起されている。従

って地方政府は多様な供給主体がサービス市場に参加できるよう誘導する実質的な

「インセンティブ」を開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地域社会の現実に対して

診断と分析は地域社会福祉計画の核心的な礎となるだろう。 

  

(2) 事業の執行とモニタリング 

 

広域地方自治団体が樹立した計画は、市・郡・区、邑・面・洞のような基礎自治団

体で執行されるが、地方政府は、第1に、供給者に対する事前審査を強化してサービス

提供能力に対して徹底的に監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ぜならば、最近社会サービス

を短期間に拡大したために参入規制を大きく緩和したので、不適切な供給者が大挙市

場に参入、利益最優先の各種不公正行為をするためである。 

 

2番目に、老人などの住民と直接対面してサービスを提供する時、住民に必要なサー

ビスに対する情報提供と案内、連携など体系的なサービス「利用支援」が必要である。

特に独自的に意思決定を下すのが難しいとかサービスの活用に困難がある重症老人や

独居老人、老人夫婦などは、より密着した利用支援が必要である。現在我が国の老人

介護サービスは、事実上「ケア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の不在で利用支援の法的義務

がないために、対象者が自ら提供機関の選択と契約締結などを処理しているが、これ

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脆弱な老人は供給者に全的に依存すれば、「情報の非対

称性」により利用者のニーズより供給者の利害関係が反映されるためである。 

(Chon, 2013) 

 

3番目に、サービス給与、種類、提供機関などの増加により利用者がまともな選択権

を行使できるよう「情報」が十分に提供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サービス提供機関に

対する位置と人材構成などの基本事項だけでなく、モニタリングに基づいてその機関

の詳細特徴と評価結果なども提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4番目に、現在老人介護サービスを始め、社会サービスは現場水準で体系的な「モニ

タリング」がなされていない。老人長期療養保険は1，2カ月に1度ほど、利用者に電話

する程度に終わっている。老人介護総合サービスのように制度的に大多数の事業は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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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タリングを供給者が自分で実施する場合が多く、サービス利用過程で契約内容が違

い、虚偽や過小サービス提供、低いサービスの質などの各種問題が発生している。同

時にサービス利用者やその保護者も社会サービスに対する認識が不足して、療養保護

人材に無理な家事業務を要求したり、本人負担金を出さないなど後進的な姿を見せ、

提供機関と人材の困難は少なくない。利用者と供給者の中立的な立場でサービス提供

に対するモニタリングが正常になされてこそサービスの品質を合理的に改善するため

の最小限の条件が整えられるだろう。 

 

(3) 評価と還流  

 

今まで老人福祉機関などに対する評価はなされたが、個別福祉事業別になされる事

後的な評価は微弱だ。例え、老人長期療養保険は保険者の国民健康保険公団が、機関

を評価しているが、その評価基準に対する議論が相変わらずである。しかし地方政府

は実施した事業に対する評価に関心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評価は先に説明した地

域社会福祉計画と緊密に連結したもので計画と目標通りの業務執行状況とその成果を

事後的に点検するものである。広域自治団体は各基礎自治団体の「固有な」条件と発

展目標を勘案し、独自に評価基準を開発・点検しなければならない。例え、供給者が

非常に不足する邑・面・洞には、少数でも新しい供給者の市場参入を重要な評価基準

とし、供給者が多い大都市は、対象者の多様なニーズを充足できる新しいサービス開

発などを重要評価基準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同時に広域自治団体はサービス

提供機関の各種不当行為に対し、規制者として「管理・監督」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

ない。老人長期療養保険と老人介護サービスは民間サービス提供機関の自由な参入を

通した市場化が進められ、ケース確保のための激しい競争が行われている。この過程

で不当な贈物攻勢や本人負担金免除、療養保護士のケース奪い、虚偽請求などの各種

問題が発生している。 

 

一方、提供機関に対する評価結果は、広域自治体が次年度地域社会福祉計画を立て

る過程で反映される還流システムが構築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即ち、当初目標を達

成できなかった事項に対し評価結果の分析に基づいてその改善方案を新しい計画に必

ず含め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結論 
 

老人福祉サービスをはじめとした社会サービスの拡大と共に地方政府の根本的な役

割変化が要求されている時代である。地方政府は過去の消極的な役割から脱皮し、地

域社会の体系的なニーズ調査に基づいて社会福祉サービス提供の計画を立てこれを効

果的に執行及びモニタリングし、その成果に対する体系的な評価を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だろう。しかしこれは地方政府の努力だけでは可能でない。地方政府が能力を自ら

育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中央政府の権限と予算の地方移譲などを通じ、自律性を持た

せ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また同時に介護サービスは人材の能力がサービスの質と

直結するので、中央政府は積極的に地方政府のため、社会福祉公務員を拡大採用し、

彼らの体系的な教育と訓練を通じて専門性を確本意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そして、

地方政府が困難を感じる事項に各種支援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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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Ⅰ 

 

고령자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유우키 야스히로（結城 康博） 

 

슈쿠토쿠(淑德)대학 교수 

 

  

  

 

들어가며 
 

일본의 고령자시책은, 사회보험인 「개호보험제도」와, 복지제도인 「고령

자복지제도」 및 「생활보호 제도」로 성립되어 있다. 여기서는 사회보험제

도와 복지제도에 한해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에서는 지방 정부라 함은, 주로 「현(縣)」이 아니고 「시」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한다. 

 

(1)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행정 시스템에 관한 문제제기가 

행해지고, 「지방 분권화」의 논의가 빈번하게 되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 2000년에 시작한 개호보험제도(사회보험제도)도, 보험자를 시정촌과 같은 

기초적 자치단체로서 지역의 개호 요구에 따른 시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또, 2013년4월부터는 「지역주권일괄법」의 배경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허가/인가권이 일부 「현」에서 「시」에 이양되는등, 가까운 「시」라

는 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양되고 있다. 그 의미에서는, 고령자시책에 있어서 

지방 정부라고 해도 「현(縣)」이 아닌, 「시」라는 가까운 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2)개호보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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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시책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개호보험제도이다. 이른바 「개호」서비

스의 분배의 구조가 모두 개호보험제도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고령자시책에 있어서 「개호」니즈는 가장 높기 때문

에, 「시」에 있어서의 고령자시책의 대부분은 개호보험제도의 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① 고민하는 개호보험료의 격차  

 

또한, 「시」등 개호보험제도의 운용으로 고민하는 것이, 3년마다 계속 늘

어나는 개호보험료다. 개호보험제도는, 급증하는 고령자층 (요개호(要介護)고

령자)이나 서비스 수준의 확충을 생각하니, 저절로 개호보험료가 올라가 주

민의 동의(consensus)를 얻기 어려워진다. 전국에서 2012년(제4기∼제5기)

부터 많은 시등 (보험자)의 개호보험료가 올라갔다. (참고1). 

그러나, 주로 65세이상의 피보험자(주민)는 연금생활자로, 연금수급액은 오

르지 않고 매년 개호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어, 

고액의 예축금이나 친족의 경제지원를 기대할수 없는 고령자는, 어려운 생활

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등 (보험자)은, 개호 서비스를 충실

하게 해 요개호(要介護)고령자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싶지만, 개호보험료의 

인상에 갈등하면서 보험운영에 고민하고 있다 (참고2). 특히, 개호시설이 늘

어나면 개호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시설의 증진에 소극적인 「시」등도 적

지 않다. 

(참고 1) 제 4 기와 제 5 기의 보험료기준액 상황 

 보험자수 

제 4 기에서 보험료기준액이 올라간 보험자 1,464 

제 4 기에서 보험료기준액이 그래로인 보험자  77 

제 4 기에서 보험료기준액이 내려간 보험자 25 

합  계 1,566 

 

 

 

 

 

 

 

 

 

 

 

 

 

 

 

 
후생 노동성 『제 5 기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개호보험의 제 1 호 보험료에 대해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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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보험료기준액의 분포상황(보험자수: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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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려운 재정사정 

 

개호보험지급비용 (자기부담은 제외)의 재원구성은, 주로 세금 (나라, 현

(縣), 시정촌)과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률로 그 분담이 결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료의 인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의 비율을 

늘리는 수 밖에 없지만, 나라로서는 사회보험인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세금

의 비율을 늘린다는 생각에는 소극적이다.  

2025년에는, 65세이상의 개호보험료의 기준액이 매월 전국평균 8,200엔이 

된다로 여겨지고 있다 (저소득자는 감면된다). 「시」등으로부터는, 이 이상

의 보험료를 주민에게서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다. 

 

③나라로부터의 통지 행정 

 

또한, 개호보험제도는 개호보수와 같은 나라가 정한 룰이나 단가에 근거해

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등이 전권적으로 그 룰을 바꾸는 것은 어렵

다. 부분적으로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지방 정부에도 재량권은 있지만, 대부

분은 나라의 룰에 근거해서 개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방문개호서비스의 경우, 하복이나 봄옷의 교체, 대청소등은 금

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인정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요개호(要介護)인정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한 지역격차의 불균형이 생

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요개호(要介護)인정에 있어서는 조사자

의 차이로, 좀처럼 불균형이 시정(是正)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3)고령자복지 

 

개호 서비스에 근거하지 않는 시책은, 원칙, 고령자복지시책(노인복지)으로 

꾸려가고 있지만, 요즘, 나라의 보조금삭감으로 고령자복지시책은 쇠퇴되고 

있다. 게다가, 개호보험제도가 창설된 것으로, 개호에 직접 관계가 없는 시책

도, 개호보험제도의 하나의 사업인 「지역지원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종래

의 고령자시책이 실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고령자의 종합상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포괄 지원센터」는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개호보험제도에 근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 인지증등의 계약 

행위가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의 저소득자에 

적합한 지원 경비도, 지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령자복지에 있어서는, 「양호노인홈」「경비(輕費)노인

홈」이라는 중증고령자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 서비스나, 얼마 안되는 

개호보험외의 재택 서비스밖에는, 사실상, 고령자시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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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학대의 사회 사업(social work) 기능마저, 기술의 「지역포괄 지원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경향으로, 그 재원은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것이 주축이 되고 있다. 

 

(4)중앙 집권화가 지속하는 고령자시책 

 

원칙, 일본의 고령자시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권한이 이양하고 있

는 경향에 있지만, 골격은 나라의 룰에 근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저소득자층을 退곳으로 한 생활보호 제도에 있어서도, 그 수급 가부의 기

준이나 현금급부액수도 나라가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지방 정부의 재량

권은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는 주체가 지방 정부에 이양되어서

는 있지만, 실질상은 중앙 집권적인 고령자시책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앙 집권화의 메리트 

 

그러나, 반대로 중앙 집권화되고 있는 메리트도 부정할 수 없다. 일본 전

국,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중앙 집권화

의 고령자시책에 의해 격차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일률의 개

호보험 서비스가 존속하는 것으로, 일정한 서비스가 담보되고 있다 (가장, 

이렇게 중앙 집권화를 평가하는 연구자는, 일본에서는 소수파다). 

 

・의외로 지방 분권화가 진행하지 않는 배경  

 

일본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자치단체의 책임자(수장)가, 지방 분권

화를 외쳐 세원이양을 포함, 나라에서 지방에 대부분의 권한을 위양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방 분권화에 소극적인 수장도 적지 않다. 

특히, 대도시이외의 지방도시의 수장은, 중앙 집권화로부터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면, 현재와 같은 지방교부세의 감액이나 나라의 보조금사업이 폐지되

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는 저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용이나 세입등 대도시와 지방은 뚜렷하게 차이가 있어,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면 현재의 고령자시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수장도 적지 않

다. 

 

・의문을 갖는 복지현장직원  

 

게다가, 복지현장직원도, 지금까지의 지방 분권화에 의해 복지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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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어진 현실을 눈앞에 한 사람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양호노인홈이 나라의 보조금행정으로부터 지방 정부(시)의 사

업에 이양되어짐에 따라, 재원도 「특정 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이 되

었다. 그 때문에, 양호노인홈의 정비가 없어져, 현재 입소 재촉도 소극적이 

되었다. 오히려, 양호노인홈에 양도 된 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마이너리티(minority)가, 지방 정부에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나라전체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반영된다라는 의견도 많다. 

 

정리  

 

한국에서는 지방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고령자시책을 중심으로 한 복

지분야에 있어서는, 그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일본에서는 분권화에 대해 현장에서는 찬반양론이다. 앞으로, 일본

에서도 지방 분권화의 흐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내버

리지 않는 시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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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유우키 야스히로（結城 康博） 

 

슈쿠토쿠대학(淑德大學) 종합복지학부교수  

사회보장심의회 개호보험부회위원（후노성） 

 

1969년 출생.  

 

학  력 

슈쿠토쿠대학(淑德大學)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졸업.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대학원석사과정수료(경제학석사).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대학원박사과정수료(정치학박사).  

 

주요경력 

사회복지사・개호 복지사・케어 매니저.  

지역포괄 지원센터 및 민간주택개호지원사업소 근무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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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일본의 개호 시스템-정책결정 과정과 현장 욕구의 분석(이와나미(岩

波) 서점2011년)』 

 『국민건강보험(이와나미(岩波) 소책자No. 787)』  (이와나미(岩波) 서점, 

2010년),  

『개호입문-부모의 노후에 얼마 드는가? 』 (치쿠마신간, 2010년), 

『 개호의 가격-노후를 살아가는 비용 』  (마이니찌신문(每日新聞)사,   

2009년),  

『개호-현장으로부터의 검증』 (이와나미(岩波) 신간, 2008년)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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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ッションⅠ 

 

高齢者福祉と地方政府の役割 

 
 

   

  

  

 

結城 康博（ゆうき やすひろ） 

 

淑徳大学 教授 

 

 

 

 

はじめに 
 

日本の高齢者施策は、社会保険である「介護保険制度」と、福祉制度である「高齢

者福祉制度」及び「生活保護制度」から成り立っている。ここでは社会保険制度と福

祉制度に限って地方政府の役割について述べることとする。また、本報告では地方政

府と言う場合、主に「県」ではなく「市」を意味することとする。 

 

(１)中央政府と地方政府 
 

 1990年代から日本では中央集権的な行政システムについて問題提起がなされ、「地

方分権化」の議論が盛んとなっている。その一環として2000年にスタートした介護保

険制度（社会保険制度）も、保険者を市町村といった基礎的自治体として地域の介護

ニーズに応じた施策が取り組めるように図られている。また、2013年4月からは「地域

主権一括法」の背景により、福祉施設などの許認可権が一部「県」から「市」に移譲

されるなど、身近な「市」といった自治体に権限が委譲されている。その意味では、

高齢者施策において地方政府といっても「県」ではなく、「市」といった身近な自治

体が大きな役割を担いつつある。 

 

(２)介護保険施策 
 

 高齢者施策の中心をなすのが、介護保険制度である。いわば「介護」サービスの分

配の仕組みが全て介護保険制度に集約され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当然だが

高齢者施策において「介護」ニーズはもっとも高いため、「市」における高齢者施策

の大部分は介護保険制度の運用ともいえる。 

 

①悩む介護保険料格差 

 

なお、「市」など介護保険制度の運用で悩むのが、３年ごとに伸び続ける介護保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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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である。介護保険制度は、急増する高齢者層（要介護高齢者）やサービス水準の拡

充を考えると、自ずと介護保険料が引き上がり住民コンセンサスが得にくくなる。全

国で2012年（第4期～第5期）から介護保険料が引き上げられたのだが、多くの市など

（保険者）がそのようになっている（参考１）。 

 

しかし、主に65歳以上の被保険者（住民）は年金生活者であり、年金給付額が上が

らず毎年の介護保険料が引き上がることで可処分所得が減り続け、多額の預貯金や親

族の経済援助を望まない高齢者は、厳しい生活を余儀なくされる。その意味で、

「市」など（保険者）は、介護サービスを充実させ要介護高齢者の生活を安定させた

いものの、介護保険料の引き上げに葛藤しながら保険運営に悩んでいる（参考２）。

特に、介護施設を増やすことで介護保険料も引き上がることで、施設の増進に消極的

な「市」なども少なくない。 

 

 

     
厚生労働省『第５期計画期間における介護保険の第１号保険料について』より 

 

 

②厳しい財政事情 

 

 介護保険給付費（自己負担を除く）の財源構成は、主に税（国、県、市町村）と保

険料から成り立っているが、法律でその分担が決まっている。その意味では、保険料

の引き上げを緩和させるには、税負担の割合を増やすしかないが、国としては社会保

険である介護保険制度において税の割合を増やす考えには消極的である。 

 

 2025年には、65歳以上の介護保険料の基準額が毎月全国平均8200円になるとされて

いる（低所得者は減免される）。「市」などからは、これ以上の保険料を住民から課

すのは限界ではないかとの声も大き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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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国からの通知行政 

 

 また、介護保険制度は介護報酬といった国が決めたルールや単価に基づいて運用さ

れているため、「市」などが全権的にそのルールを変えることは難しい。部分的には

地域性を考慮して地方政府にも裁量権はあるが、大部分は国のルール―に基づいて介

護サービスが提供されている。 

 

 例えば、訪問介護サービスの場合、夏服や春服の箪笥の入れ替えや大掃除や禁止と

なっているため、「市」が認めたくともでき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 

 また、要介護認定においても、できる限り地域格差のバラツキがないように指導さ

れている。しかし、要介護認定においては調査者の差異において、なかなかバラツキ

が是正されないのが現状である。 

 

(３)高齢者福祉 
 

 介護サービスに基づかない施策は、原則、高齢者福祉施策（老人福祉）で賄われて

いるが、昨今、国の補助金削減で高齢者福祉施策は先細りとなっている。しかも、介

護保険制度が創設されたことで、介護に直に関係のない施策も、介護保険制度の1つの

事業である「地域支援事業」という部分で、従来の高齢者施策が実際されている。例

えば、地域の高齢者の総合相談機能を担っている「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は、地域

支援事業の一環で実施されており介護保険制度に基づくシステムで運用されている。

また、認知症などの契約行為が難しい高齢者を支援する「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低

所所得者向けの支援経費も、地域支援事業の一環で実施される傾向である。 

 

 その意味では、高齢者福祉においては、「養護老人ホーム「軽費老人ホーム」とい

った虚弱高齢者や貧困層を対象とした施設サービスや、わずかな介護保険外の在宅サ

ービスにおいてしか、事実上、高齢者施策が実施されていない。 

 高齢者虐待のソーシャルワーク機能でさえ、既述の「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ソ

ーシャルワーカが担う傾向にあり、その財源は介護保険制度によるものが主軸となっ

ている。 

 

(４)中央集権化が持続する高齢者施策 
 

 原則、日本の高齢者施策は中央政府から地方政府に権限が移譲している傾向にある

が、骨格の部分は国のルールに基づきながら動いている。 

 低所得者層を退所とした生活保護制度においても、その受給可否の基準や現金給付

額も国が総合的に決定しており、地方政府の裁量権は多いとは言えない。法律的には

主体が地方政府に移譲されてはいるが、実質上は中央集権的な高齢者施策が持続して

いるといえる。 

 

・中央集権化のメリット 

 

 しかし、逆に中央集権化されているメリットも否定できない。日本全国、一定のサ

ービス水準を担保できるという意味では、中央集権化の高齢者施策によって格差を阻

止しているといえる。全国一律の介護保険サービスが存続することで、一定のサービ

スが担保されている（もっとも、このように中央集権化を評価する研究者は、日本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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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少数派である）。 

 

・意外と地方分権化が進まない背景 

 

 日本ではマスコミを通して、多くの自治体の責任者（首長）が、地方分権化を唱え

税源移譲を含め国から地方に大部分の権限を委譲するように訴えている。しかし、一

方で地方分権化に消極的な首長も少なくない。特に、大都市以外の地方都市の首長は、

中央集権化から地方分権化が進めば、現在のような地方交付税の減額や国の補助金事

業が廃止され、財政力の厳しい自治体の福祉サービスは低下すると考えるからだ。 

 雇用や税収など大都市と地方では歴然と差があり、地方分権化が進めば現在の高齢

者施策が継続できないと危惧する首長も少なくない。 

 

・疑問視する福祉現場職員 

 

 しかも、福祉現場職員も、これまでの地方分権化によって福祉サービスが低下され

た現実を目の当たりにしている者も少なくない。 

 例えば、養護老人ホームが国の補助金行政から地方政府（市）の事業に移譲された

ため、財源も「特定財源」でなく、「一般財源」となった。そのため、養護老人ホー

ムの整備がなくなり、現在の入所への促しも消極的となった。むしろ、養護老人ホー

ムに使途された財源が、別の目的に使われている。 

 実際、高齢者や障害者といったマイノリティーが、地方政府で声を反映することは

かなりのエネルギーが必要で、国全体であるからその声が反映されるとの意見も多い。 

 

まとめ 
 

 韓国では地方分権化が推進されているが、高齢者施策を中心とした福祉分野におい

ては、その長短所があるのではないか？ 

少なくとも、日本では分権化について現場では賛否両論である。今後、日本でも地

方分権化の流れは否定できないが、少なくとも社会的弱者が置き去りにされない施策

が不可欠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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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介護システム－政策決定過程と現場ニーズの分析（岩波書店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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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Ⅱ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 은 영（李 恩 英） 

 

사회복지법인 계명복지재단 상임이사 

 

  

  

 

I. 들어가는 말 
 

시행 6년을 맞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이념을 실현하고 

제도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영리주체의 공급참여(시장화), 공급기관 과잉 등으로 인한 시장

경쟁의 심화, 종사자의 노동의 질 하락 등의 부작용과 함께 서비스 제공내용 

및 인력수준의 편차 등 서비스 질 양극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인력과 시설의 양적인 확충을 통해 이용노인

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질을 어떻

게 담보할 것인가가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 질 논의에 있어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직

접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요양보호사 인력의 질적 하락이 문제시 되면서 모든 논의가 요양보호

사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은 미흡

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주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

회적 인식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장기요양기관의 설

치가 가능해지면서 시설의 설립목적이 이질적인 공급주체들이 함께 경쟁하

면서 장기요양기관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식하기 보다 영리기관으로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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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분위기가 양산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변화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노인요양시설

의 위기임과 동시에 노인요양시설에서 핵심 중추역할을 감당하던 사회복지

사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제도의 주요 지표와 사회복지사 현황

을 살펴보고 장기요양제도 하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왔

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요양분야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할 바

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장기요양제도와 사회복지사 

 

1. 장기요양제도의 이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정자, 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

기관 확충, 재정 집행 등 제도시행 전반에 있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정자 수는 2008년 214,480명에서 2012년 341,788명으로 59.3%

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1등급은 33.3% 감소하였으나 2등급은 

20.9%의 증가율을, 3등급은 135.9%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

격별로는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에 비해 일반대상의 증가가 가장 크

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정자와 3등급 대상자의 증가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3등급 위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김욱 외, 2013).  

 

인정자 가운데 급여를 이용하는 비율이 88.9%(2011년), 88.0%(2012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등급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

율이 12%에 달한다. 자격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상의 경우 

87.0%(2012년)인데 반해 기초수급자는 91.1%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의 경우 2008년 12월 1,717개에서 

2012년 12월 현재 4,326개가 운영 중이며 시설정원 규모는 68,525명에서 

131,761명으로 확대되었다. 재가의 경우 0,224개에서 19,240개소로 증가하

였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재가서비스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과 재가 서비스의 비중은 시설 

20%, 재가 8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법인시설은 

제도시행 초기 736개소에서 1,534개(35.5%)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개인



― 75 ― 

 

시설은 535개소에서 2,792개소(64.5%)로 5배 가량 증가하였다. 

 

연도별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31,348명이 실인원이 이용한 

건수는 195,103건으로 총금액 1,299억원 규모에서 2012년 실인원 283,523

명이 397,571건을 사용하고 총금액 2,724억원 규모를 사용하여 대상자와 

급여비용 모두가 증가하였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GDP 대비 장기요양

보험 지출비율은 0.07%에서 0.23%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사회복지사 현황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복

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규정되며, 2012년 12월말 현재 총 

560,530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중 11%

인 61,355명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

회, 2012). 

 

노인복지법인 규정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직원배치기

준 가운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의 경

우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은 시설당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고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입소자 10명이사 30명 이하인 시

설은 사무국장과 사회복지사 중 1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의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으로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사무국장의 경우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용자 10명 이상의 주야간 및 단기보호 시설의 경우

만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정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10이하이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은 필요수로 규정되어 있다.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

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현황은 전국적인 조사결과

는 없으나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통계를 통해 간적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종사자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현재 총 301,298명이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필수배치인력인 사회복

지사는 6,277명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설장(13,447명), 

사무국장(1,513명) 등도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이고 요양보호사(259,252명) 

가운데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이 있음을 감안하(한국노인복지시설

협회 2008년 내부자료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중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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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도로 조사됨)면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장기요양제도 하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 역시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양적 측면에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업무범위, 기관 내 역할 등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춘천지역 장

기요양기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7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을 진행하였다.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과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 대상노인의 의료적 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요구되

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1등급의 비중이 

감소하고 3등급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해가 갈수록 이

용노인의 질환 및 상태가 중증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동안 노인요양시

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이용노인의 여가활동이나 생활지원, 요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입소자 상담 및 가족상담, 케어 매니지먼트 등 생활중심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입소노인의 상태가 중증화되고 이

에 따라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의료적 처치, 병원진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인력의 비중이 감소하면

서 요양보호사의 학력이 낮아지고 연령이 높아지는 등 요양인력의 질적 수

준이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제도시행 전에는 요양보호사의 상당수가 사회복

지사였고, 이들이 시설당 1명 배치되는 사회복지사가 미처 할 수 없는 복지

업무를 보완해왔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수가 급감하

는 상황은 일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의 실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

질 뿐 아니라 전반적인 요양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만 국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만들고 있다.  

 

셋째, 케어 매니지먼트가 제도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입소노인에 대한 일상

적인 상담, 입소자 관리, 서비스 관리 등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약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입소자 25명

당 1명으로 사회복지사 보다 많을 뿐 아니라 대상노인의 의료적 욕구가 증

가하면서 간호업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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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시설 인력의 2/3가량이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면서 소

수의 사회복지사가 다수의 요양보호사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두 자격간

의 관계 설정 및 업무영역이 불분명해졌다. 2013년 장기요양 수가결정 당시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었는데 이 같은 정책 

결정이 사회복지사 등 타 전문직에 대한 상대적인 처우 하락을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III. 맺는 말 

 

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회복

지사들의 숫자는 급증하였으나 사회복지 업무의 질과 조직 내 중요도, 케어 

매니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교육시스템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2000년

대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건수는 급증하고 있고 점차 활동영역과 직

무범위도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인가’하는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분야

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의 논의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신설, 보수교육의 개선 

등 전반적인 자격관리 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심각하게 초과된 상황에서 사회복지

사가 장기요양서비스의 매니저로서 어떤 역할과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것

인가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법정 배치기준 만을 채우기 위한 사회복지

사의 양적확대를 스스로 방관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장기요

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요양서비스 전달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장기요양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타 전문자격

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케어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행정요원으로 역할을 축소할 것인지, 보다 적극

적인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가 제

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할 가장 적절한 인력이 누구인가를 사회

가 결정할 때 사회복지사가 가장 유능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선택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스스로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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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ッションⅡ 

 

老人長期療養制度と社会福祉士の役割 

 
 

   

  

  

 

李 恩 英（イ ウンヨン） 

 

社会福祉法人 啓明福祉財団 常任理事 

 

 

 

 

I. はじめに 
 

施行6年を迎えた長期療養保険制度(介護保険制度)は普遍的な福祉理念を実現し、制

度を通じて社会的連帯を追求するという点で意味のある制度だと評価されている。し

かし営利主体の供給参加(市場化)、供給機関の過剰などによる市場競争の激化、従事

者の労働の質の下落などの副作用とともにサービス提供内容及び人材水準の偏差など、

サービスの質の両極化が新しい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制度の施行初期には、

サービス人材と施設の量的な拡充を通して、利用老人の受給権を保証することが、最

大関心事であったならば、今後はサービスの質をどう担保するのかが、制度の正しい

定着のための重要な課題となるだろう。 

 

しかし長期療養サービスの質論議において、サービス提供人材の質的水準に対して

憂慮される声が大きくなっている状況である。老人長期療養期間には直接サービス人

材の療養保護士をはじめ社会福祉士、看護士、物理治療士、栄養士など多様な専門人

材が、協力して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が、最近になり、療養保護士の人材の質的下

落が問題視され、すべての論議が療養保護士に集中し、相対的に社会福祉士の役割に

対する詳細なアプローチは不十分な水準だといえる。 

   

また伝統的な主要社会福祉施設に分類されていた老人療養施設に対する社会的認識

にも変化が見られる。個人や営利法人も長期療養機関の設置が可能となり、施設の設

立目的が異質的な供給主体と一緒に競争しながら、長期療養機関を社会福祉機関とし

て認識するよりも営利機関として理解する社会的雰囲気が量産されている。 

 

結局、このような変化は、社会福祉機関としての正統性を持った老人療養施設の危

機であると同時に老人療養施設で、革新的な中枢役割を果たしてきた社会福祉士に対

する認識と役割に対する期待が縮小される様相を見せていることが問題として指摘さ

れる。本研究では長期療養制度の主要指標と社会福祉士の現況を見て、長期療養制度

の下で社会福祉士の役割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来たのか確認することで、今後長期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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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分野で社会福祉が担当しなければならない望ましい役割を模索しようとするもので

ある。 

 

Ⅱ. 長期療養制度と社会福祉士 
 

1. 長期療養制度の理解  

 

2008年7月に導入された老人長期療養保険は、認定者、サービス利用者、長期療養機

関拡充、財政執行など制度施行全般において急激な増加傾向を示している。 

まず認定者数は2008年の214,480人から2012年は341,788人と59.3％増加した。同じ

期間、1等級は33.3％減少したが、2等級は20.39％の増加率を、3等級は135.9％の急激

な上昇傾向を見せており、資格別では基礎受給者と医療給与対象者に比べ、一般対象

の増加が最も大きく表れている。認定者全体と3等級対象者の増加率が似ていることか

ら主に3等級の対象者が拡大してきたものと把握される。(キム・ウク 他、2013)  

 

認定者の中で給与を利用する比率が88.9％(2011年)、88.0％(2012年)の水準を維持

している。反面、同等級認定を受けてもサービスを利用しない比率が12％に達する。

資格別利用現況を見れば、一般対象の場合、87.0％(2012年)であるに対して基礎受給

者は91.1％と相対的に高い利用率を示している。 

 

長期療養機関の現況を見れば、施設の場合、2008年12月の1,717カ所から2012年12月

現在、4,326カ所が運営中であり、施設定員規模は68,525人から131,761人に拡大した。

在宅の場合、0.224カ所から19,240カ所に増加し、訪問療養、訪問入浴機関の増加傾向

が顕著に現れており、全体の在宅サービスの80.7％を占めている。施設と在宅サービ

スの割合は、施設20％、在宅80％の水準を見せている。設立主体別に見れば、法人施

設は制度施行初期に736カ所から1,534カ所(35.5％)で2倍ほど増加した一方、個人施設

は535カ所から2,792カ所(64.5％)と5倍ほど増加した。 

  

年度別財政執行現況を見れば、2008年、131,348人が利用した件数は、195,103件で

総金額1,299億ウォン規模から2012年、283,523人が397,571件を使用し、総金額2,724

億ウォン規模で、対象者と給与費用すべてが増加した。2008年から2010年の間、対GDP

比長期療養保険支出比率は、0.07％から0.23％へ急激な増加傾向を示している。 

 

2. 社会福祉士の現況 

 

社会福祉士は<社会福祉事業法>第11条1項の規定に依拠し「社会福祉に関する専門知

識と技術を持つ者」と規定され、2012年12月末現在、総560,530人が社会福祉士資格証

を交付受けたものと報告されている。この中、11%の61,355人が社会福祉施設及び機関

で活動している (韓国社会福祉士協会  2012). 

 

老人福祉法の規定する老人医療福祉施設(老人長期療養機関)の職員配置基準の中で

社会福祉士に対する規定は次の通りである。まず、老人療養施設の場合、入所者30人

以上の施設は、施設当たり社会福祉士1人を配置し、入所者が100人を超過するごとに1

人を追加する。入所者10人以上30人以下の施設は事務局長と社会福祉士の中で1人を配

置するようにし、老人療養共同生活家庭の場合、施設長、事務局長、社会福祉士の中

で1人を配置するよう規定している。施設の場合、「社会福祉士または医療者」で資格

基準を明示したが、事務局長の場合、特別な資格基準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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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宅老人福祉施設は利用者10人以上の昼夜間及び短期保護施設の場合だけ社会福祉

士1人以上を定数として配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10以下や訪問療養、訪問入浴サービ

ス提供機関は必要数で規定されている。施設長の場合、社会福祉士、医療者、療養保

護士1級で実務経歴5年以上の者などと規定している。 

  

老人長期療養機関で仕事している社会福祉士の現況は、積極的な調査結果は無いが、

健康保険公団の長期療養統計を通じて間接的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長期療養従事

者人材現況を見れば、2011年12月現在、総301,298人が長期療養機関(施設、在宅)で従

事しており、この中、必須配置人材の社会福祉士は6,277人で2.08%を占めている。し

かし実際の施設長(13,447人)、事務局長(1,513人)なども大多数が社会福祉士で、療養

保護士(259,252人)の中でも社会福祉士資格を所持した人材がいることを勘案すれば

(韓国老人福祉施設協会2008年 内部資料によれば療養保護士の中で社会福祉士資格取

得者が70%程度と調査される)、相当数の社会福祉士が老人長期療養機関で働いている

と判断できる。  

 

3. 長期療養制度下の社会福祉士の役割 

 

以上で見たとおり、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の施行で長期療養機関が急激に増加し、

長期療養機関で働く人材もやはり急激に増加したことが分かる。特に長期療養機関に

従事する社会福祉士は量的側面で増加様相を見せているが、彼らの業務範囲、機関内

役割などは却って縮小する傾向があるものと見られる。このような変化傾向を確認す

るために春川地域長期療養機関(施設)で働く社会福祉士7人を対象に標的集団面接(FG

I)を進めた。面接の結果を基礎に長期療養機関の社会福祉士の役割が変化している主

な原因と傾向を整理すれば、次の通りである。  

 

第1に、長期療法対象老人の医療的ニーズとそれに対応するサービスが求められてお

り、社会福祉士の役割が縮小している。統計的に1等級の比重が減少し3等級が急増し

ているが、現場の社会福祉士は年々、利用老人の疾患や状態が重症化していると報告

している。その間、老人療養施設の社会福祉士は利用老人の余暇活動や生活支援、療

養人材に対する管理監督、入所者相談や家族相談、ケアマネジメントなど生活中心の

サービスを提供するのに中心的な役割を担ってきたが、入所老人の状態が重症化し、

それにより医療的サービスに対するニーズが強くなり医療的処置、病院診療、物理治

療や作業治療などに対するニーズとサービスの割合が急激に増加しているという。 

 

２番目に、療養保護士の中で社会福祉士資格を持つ人材の割合が減少し、療養保護

士の学歴が低くなり、年齢が高くなるなど、療養人材の質的水準が低下している。実

際に制度施行前には療養保護士の相当数が社会福祉士だったし、彼らが施設当たり１

人配置される社会福祉士が出来なかった福祉業務を補完して来たという。療養保護士

の中で社会福祉士の数が急減する状況は日常的に進めてきたプログラムの実行が減少

する結果につながるだけでなく、全般的な療養サービスもやはり基本的な日常生活だ

けに局限するしかない限界を作っている。 

 

３番に、ケアマネジメントが制度化されていないので、入所老人に対する日常的な

相談、入所者管理、サービス管理など、社会福祉士の固有の業務領域に対する重要性

がともに弱化している。看護士の法廷配置基準が入所者25人当たり1人で社会福祉士よ

り多いだけでなく、対象老人の医療的ニーズが増加し、看護業務の重要性が相対的に

増大している。また療養保護士の求人難が深まり、施設人材の2/3ほどが療養保護士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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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め、少数の社会福祉士が多数の療養保護士を管理監督する過程で２資格間の関係設

定や業務領域が不透明になってきた。2013年、長期療養数が決定当時、療養保護士に

だけ、処遇改善費を支給するよう明文化されたが、このような政策決定が社会福祉士

など、他の専門職に対する相対的な処遇下落をもたらす原因として作用していると報

告した。 

  

Ⅲ. 結びに 
 

長期療養制度の導入とともに長期療養機関とその中で働く社会福祉士の数字は急増

したが、社会福祉業務の質と組織内重要度、ケアマネジャーとしての社会福祉士の役

割は、却って弱化している状況が確認できた。 

 

これは社会福祉士の資格管理、教育システムの問題とつながっている。2000年代に

入り社会福祉士資格の交付件数は急増しており、次第に活動領域と職務範囲も拡大し

ているにも拘らず果たして「社会福祉士は専門家なのか」という原則的な問題提起が

今も継続しているためである。従って、長期療養分野で社会福祉士がどんな役割を担

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議論は、専門性向上のための教育課程の改編、分野別

専門社会福祉士制度の新設、補習教育の改善など、全般的な資格管理システムの整備

と共に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る。 

 

社会福祉士の人材需要に比べ、供給が大幅に超過した状況で社会福祉士が長期療養

サービスのマネージャーとしてどんな役割とどんな社会的寄与をすべきか悩む機会も

持たず、法廷配置基準だけを満たすための社会福祉士の量的拡大を自ら傍観してこな

かったか反省しなければならない。長期療養機関の社会福祉士が療養サービス伝達に

おいてどんな役割を担うのか、長期療養機関内の社会福祉士の業務領域は何でなけれ

ばならないのか、他の専門資格との関係はどう設定すべきか、ケアマネジメント過程

で中心的役割を担うのか、でなければ単純行政要員として役割を縮小するのか、より

積極的な討論と研究が必要であろう。 

 

長期療養サービスの質的向上のためにケアマネジメントの制度化が議論されている

が、これを遂行する最も適切な人材が誰なのかを社会が決定する時、社会福祉士が最

も有能な専門家として認められ、選ば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このため、社会福

祉士自ら専門性と社会的信頼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努力が先行することを期待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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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Ⅱ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시라사와 마사가즈（白澤 政和） 

 

오비린대학(櫻美林大學) 대학원노년학 연구과 교수 

 

  

  

 

1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위치 부여  
 

개호보험제도 속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2개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된 2000년4월에 제도화되었다. 각각의 

이용자에게 대한 개호지원전문원으로서 케어 매니지먼트의 실시이다. 두번째

는, 개호보험법의 개정으로,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직원배치로서 3직종(사회복지사, 보건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이 배치되어, 

그 1직종으로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첫번째의 개호지원전문원으로 불리는 케어 매니저의 임무는, 개호보험제도 

발족 시점에 창설된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림1과 같은 서비스・딜리버

(deliver)・시스템 아래에서, 개호지원전문원이 요개호(要介護)자 등의 욕구

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와 결부시키고 있다. 단지, 이 개호지원전문원이 될 

수 있는, 개호지원전문원으로서의 수험 자격직종에는, 사회복지사나 정신보

건복지사뿐만 아니라, 개호 복지사, 간호사, 보건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

업치료사, 시능력요법사（CO: certified orthoptist）, 의지장구사(Prosthetist 

and Orthotist, PO), 치과위생사, 언어청각사, 침구・안마・유도 정복(整復)사

(Judo Therapist), 영양사, 의사, 치과의사가 있다. 이러한 국가자격자의 수

험에 필요한 실무경험은, 의사와 치과의사는 3년이상의 경험이, 다른 직종은 

5년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개호지원전문원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

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수험 합격자수의 비율로 보면, 5%정도로, 

수적으로는 마이너의 위치에 있다. 이것은, 다른 직종에 비교하면, 국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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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것도 얼마되지 않아, 절대수가 적고, 동시에 합격율이 타직종에 비교하

여, 지극히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2012년도의 타직종과의 

합격율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사회복지사의 합격율 17.2%은 최근들어 가

장 낮은 합격율이다. 

단,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가 social worker의 주요 업무다라는 인식으로

부터, 사회복지사 개호지원전문원이 다른 개호지원전문원에 대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이 볼 수 있다. 

두번째의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개호보험제도에 근거해서 창설된 것은 

2006년부터이지만, 이 직종에 하나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었다. 그림2의 개

요로, 현재, 약4000수백곳이 정비되어, 사회복지사의 배치가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센터는 행정이 실시하고 있는 곳이 30%, 사

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고 있는 곳이 70%로, 사회복지사가 행정에 고용되는 

것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포괄 지원센터는 크게 2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1은, 직종협

동(協動)에 의한 지역포괄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이며, 이것은, 개호 서비스, 

지역의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 인포멀(informality) 서비

스등 각양각색의 사회적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하

는 것이다. 제2은 포괄 지원 사업으로, 그것은 ①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

업무(요개호(要介護)상태등이 될 만한  우려가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요

개호(要介護)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심신의 상황에 따라서, 

개호예방사업과 그외의 적절한 사업을 행하는 것), ②종합상담지원 업무 (지

역의 고령자가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여, 지역에 있어서 적절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또는 제도

이용에 연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것), ③권리옹호 업무 (지역에 있어서, 안

심하고 존엄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촉진, 노인복지

시설 등에의 조치의 지원, 고령자학대에의 대응, 곤란사례에의 대응, 소비자

피해 방지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고령자의 생활의 유지를 도모

하는 것), ④포괄적・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업무(각각의 고령자의 상

황이나 변화에 따른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에 있어서의 연

계・협동체제만들기나 각각의 개호지원전문원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포괄 지원 사업

의 종합상담지원 사업과 권리옹호 사업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다. 한편, 다

직종협동에 의한 지역포괄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은 3직종이 공동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위내용으로부터, 사회복지사는 개호지원전문원으로서 요개호(要介護)자에 

대한 케어 매니지먼트와, 지역포괄 지원센터 직원으로서, 고령자의 종합상담

이나 권리옹호 사업에 종사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만들기를 하고 있다. 

 

2  개호보험에서의 지역포괄 케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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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제도의 토대로 지역포괄 케어가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지역포

괄 케어는 『지역포괄 케어 연구회보고서』에 따르면, 「요구에 따른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 후에, 생활상의 안전・안심・건강을 확보하기 위

해서, 의료나 개호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가지 생활 지원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소(일상생활권영역)에서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

역에서의 체제」  1)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활권영역을 설정하는 

것에 특징이 있어, 30분정도로 서비스가 닿을수 있는 중학교권영역이 상정되

어 있다. 그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생활권영역마다 설치되는 지역포괄 

지원센터이다. 

「포괄」의 의미는, ①대응하는 요구가 포괄로, 이용자의 의료, 개호, 주택, 

고용, 소득 등의 모든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각각의 이용자에 

대하여 원 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②대응하는 제

공자가 포괄이며, 셀프케어(self care), 인포멀(informality) 케어, 포멀

(Formal) 케어로 대응하는 것이다. ③대응하는 이용자가 포괄이며, 본래라면, 

어린이에서 고령자까지를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대응한다. 단, 이번은 개호

보험재원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포괄의 

내용에, 이용자의 시간적인 변화에게 맞춰서 계속적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것

을 더해, 포괄적・계속적 케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포괄 케어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추진인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역의 단위를, 일상생활의 장소인 중학교학군을 기

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또, 정책적으로는, 보건・의료・

개호와 같은 후생 노동성의 시책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국토교통성의 시

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단, 개호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

호보험제도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원도 포함하여, 어떻게 전환해 나아갈지는 장래의 큰과제이다. 동시에, 대

상을 확대하게 되면, 소득보장, 고용, 교육, 인권 옹호와 같은 시책도 포함해

서 지역포괄 케어를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지역포괄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는, 지역의 주관이 되는 토대

만들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지역의 네트워크만들기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

은 지역포괄 케어의 지역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는, 새롭게 만들어지

는 지역의 토대에 질량 모두에 높고 다양한 사회자원을 담는 것이다. 이것에

는, 「자조」, 「호조」, 「공조」를 최대한동원하여, 3개의 밸런스를 확보해 

가는 것에 있다. 

첫번째 토대만들기인 지역의 네트워크만들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토대만들기는 지역포괄 케어의 기초로서, 

이 토대에 담겨지는 사회자원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이나 의료보험의 재원투

입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사회 보장 재원의 장래 상황에 의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의 네트워크만들기는 지역포괄 케어의 스켈톤(skeleton)을 만들어 내

는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를 위한 네트워크만들기인 케어 매니지먼트와, 지

역의 기관이나 단체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킹을 실시하여, 개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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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지원을 결부시키는 것이다. 전자의 개인지원은 개호지원전문원이, 후

자의 지역지원은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주로 담당하게 된다. 그 때문에, 지역

포괄 케어의 토대는 개호지원전문원과 지역포괄 지원센터의 합작으로 만들

어 낼 수 있다. 

 

지역의 네트워크만들기의 전개는, 아래의 2가지가 기본이다.  

①개호지원전문원은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해 가지만 지원 곤란사례도 

만나게 된다. 이 사례에 대해서, 사례에 관계되는 실무자가 참가하여, 사례검

토를 하고, 타당한, 혹은 타협적인 케어 플랜이 만들어진다. 

② 이러한 지원 곤란사례로부터, 지역의 요구가 명확해 진다. 이러한 지역

의 요구에 대하여는, 지역의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케어 매니지

먼트와 같은 수단인 PDCA사이클로, 지역지원 계획을 작성・실시해 간다. 

(대표자에 의한 지역 요구 해결을 향한 검토회, 이후로는, 「대표자회의」로 

한다) 이런 2개의 검토회가 연속성을 가지고 실시되어 짐에 따라, 지역포괄 

케어는 지역의 사회자원이 풍부해지고, 지원 곤란사례가 적어지며, 재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 내용은 그림3과 같다. 

 

3  지역포괄 케어와 사회 사업(social work)의 관계 

 

위와 같은 일을 실시해 가는 중에, 지역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만, 지역

포괄 케어의 추진에서는, 개호지원전문원과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양축으로, 

그 역량이 요구된다. 케어 매니저는 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사회자원과 결

부시키는 것이지만, 결과로보면 이용자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역포괄 지원센터는 지역내에 있는 단체나 기관의 네트워크만들기

가 요구되어, 그것을 지역의 필요에 맞춘 지역지원 계획을 작성・실시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이것을 그림으로 옮기면 , 그림4와 같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케어 매니저는 개인의 요구에 맞춘 케

어 플랜을 작성・실시하고, 한편 지역 포괄 지원센터는 일상생활권영역의 요

구에 맞춘 지역지원 계획을 작성・실시하는 것으로, 양쪽의 활동으로 지역포

괄 케어의 기초인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을 사회 사업

(social work)의 기능으로서 정리하면, 전자는 개인이나 가족을 초점으로 한 

미크로・사회 사업(social work)이며, 후자는 지역이나 소집단에 초점을 맞

춘 매크로・사회 사업(social work)이다. 그 때문에, 지역포괄 케어는 사회 

사업(social work)의 기능을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지원은, 개인의 요구에 맞춰서, 사회자원과 조정해 가는 케어 매니지

먼트나 때에 따라서는 정보제공・송치 서비스(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로 실시된다. 지역지원은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를 네트워킹 하는 것

으로, 지역의 필요에 맞추어, 기관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다. 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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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파악하고, 요구에 대응해 가는 것이야말로, 커뮤니티・오거니제이션

(organization)의 내용이기도 한다. 그 때문에, 개호 지원전문원에 있어서도, 

또 지역포괄 지원센터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는 주요한 일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단, social worker는 PDCA사이클로 지원해 가는 시점이 약하다. 개인지원

이던  지역지원이던 어세스먼트(assessment)→계획작성→계획실시→모니터

링이 중요하다. 이것을 그림으로 하면, 개인지원의 케어 매니지먼트에서는, 

표2처럼, social worker와 이용자가 상의함으로써,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개

호보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사회자원이 제공되어진다. 이것은 실

제 개호보험제도에서 개호지원전문원의 케어 플랜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이다. 지역지원에 있어서도, social worker가 지역의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에 의한 회의를 지원하고, 지역의 욕구에 맞추어, 지역의 단체나 기관 활동

을 계획하고, 실시해 가는 것이다. 표3은 한 지역포괄 지원센터가 지역의 단

체나 기관의 대표자 회의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것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요

구가 지역의 요구로 변경하여, 요구 충족 방법을 검토한 계획이다. 

 

4정리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개호지원전문원으로서의 업무와, 지

역포괄 지원센터 직원으로서의 업무로 분리되고 있다. 단지, 양쪽은 서로 관

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등의 social worker야말로 양쪽의 관계를 이해하

고, 지역포괄 케어의 최대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social 

worker로서 기대하는 개인이나 지역에의 지원에 있어서, PDCA사이클로 어

세스먼트(assessment), 계획작성, 계획실시, 모니터링이라는 과정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진행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표2,3 그림1,2,3,4는 일본어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12년도의 국가자격합격자비율 

・사회복지사       17.2%  

・정신보건복지사   56.9%    복지계 자격 

・개호 복지사      64.4%  

・의사             89.8%  

・치과의사         71.2%  

・간호사           88.8%  

・보건사           96.0%    의료계 자격  

・물리치료사       88.7%  

・작업치료사       77.3%  

・언어청각사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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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시라사와 마사가즈（白澤 政和） 

 

오비린(桜美林)대학대학원 노년학연구과 교수, 사회학 박사 

 

학  력 

1974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사회복지학).  

1994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 생활과학부 인간복지학과 교수. 

2011년3월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명예교수 현직. 

 

현직•사회적 활동 

일본학술회회원,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부이사장, 일본사회복지사양성

교협회전회장, 일본 재택케어학회 전 이사장, 일본사회복지학회 전 회장, 

일본개호복지학회 전 부회장 등. 

일본에서 최초로 케어매니지먼트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쓰고, 일본땅에

서의 케어매니지먼트를 제창하고, 일본형 서비스, 딜리버리(delivery)시스

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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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저서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제』  시라사와 마사카즈 , 중앙법규출

판 (1992년) 

『노인보건복지계획 실현을 위한 어프로치』시라사와 마사카즈 , 중앙법

규출판 (1994년)  

『개호보험과 케어 매니지먼트』시라사와 마사카즈, 중앙법규출판 (199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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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다수  

 

수상경력 

요시무라 히토시상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제』중앙법규출

판으로 수상)  

후쿠타케 다다시상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제』중앙법규출판

으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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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ッションⅡ 

 

介護保険制度での 

社会福祉士(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白澤 政和（しらさわ まさかず） 

 

桜美林大学大学院 老年学研究科 教授 

 

 

 

 

１ 介護保険制度での社会福祉士の位置付け 
 

介護保険制度の中では、社会福祉士という名称で２つの業務を実施している。第1は、

介護保険制度が始まった2000年4月に制度化された。個々の利用者に対する介護支援専

門員としてケアマネジメントの実施である。第2は、介護保険法の改正で、2006年4月

から始まった、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職員配置として3職種（社会福祉士、保健師、

主任介護支援専門員）が位置づけられ、その１職種として社会福祉士が配置されてい

ることである。 

第1の介護支援専門員と呼ばれるケアマネジャーの任務は、介護保険制度発足の時点

に創設されたものであるが、現状では、図１のようなサービス・デリバー・システム

のもとで、介護支援専門員が要介護者等のニーズに合わせて必要なサービスと結び付

けている。 

ただ、この介護支援専門員になれる、介護支援専門員としての受験資格職種には、

社会福祉士や精神保健福祉士だけでなく、介護福祉士、看護師、保健師、助産師、理

学療法士、作業療法士、視能療法士、義肢装具士、歯科衛生士、言語聴覚士、鍼灸・

あんま・柔道整復師、栄養士、医師、歯科医師となっている。こうした国家資格者が

自らの実務に、医師と歯科医師は３年以上の経験が、他の職種は5年以上の経験が必要

となっている。 

現実に社会福祉士が介護支援専門員のどの程度を占めているかのデータはないが、

今までの受験合格者数の比率でみると、5%程度であり、数としてはマイナーな位置に

ある。これは、他の職種に比べて、国家資格化したのも新しく、絶対数が少なく、同

時に合格率が他職種に比べて、極めて低いことが起因している。ちなみに、21012年度

の他職種との合格率を比較すると、表1にようになる。社会福祉士の合格率が17.2%は

近年では最も低い率である。 

ただし、介護支援専門員の業務が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主要業務であるとの認識か

ら、社会福祉士の介護支援専門員が他の介護支援専門員に対する指導的な役割を果た

していることが散見できる。 

第2の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介護保険制度のもとで創設されたのは2006年からで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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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が、この職種の１つに社会福祉士が配置された。図２が概要であるが、現在、約400

0数百か所整備されており、社会福祉士の配置が法的に規定されている唯一の機関であ

る。このセンターは行政が実施しているのが3割で、社会福祉法人等に委託しているの

が7割であり、社会福祉士が行政に雇用されることも増えてきている。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は大きく２つの業務を担っている。第1は、職種協働による地

域包括支援ネットワークの構築であり、これは、介護サービス、地域の保健・福祉・

医療サービス、ボランティア活動、インフォーマルサービスなどの様々な社会的資源

が有機的に連携することができる環境整備を行うことである。第2は包括支援事業であ

るが、それは①介護予防（ケアマネジメント）業務（要介護状態等となるおそれの高

い状態にある者が要介護状態等になることを予防するため、その心身の状況等に応じ

て、介護予防事業その他の適切な事業を行うこと）、②総合相談支援業務（地域の高

齢者が生活を継続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どのような支援が必要かを把握し、地

域における適切な保健・医療・福祉サービス、機関又は制度利用につなげる等の支援

を行うこと）、③権利擁護業務（地域において、安心して尊厳のある生活を行うこと

ができるよう、成年後見制度の活用促進、老人福祉施設等への措置の支援、高齢者虐

待への対応、困難事例への対応、消費者被害の防止に関する諸制度を活用し、高齢者

の生活の維持を図ること）、④包括的・継続的ケアマネジメント支援業務（個々の高

齢者の状況や変化に応じたケアマネジメントを実現するため、地域における連携・協

働の体制づくりや個々の介護支援専門員に対する支援等を行うこと）である。 

これらの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業務において、社会福祉士は包括支援事業の総合

相談支援事業と権利擁護事業を中心に担っていくこととされている。一方、多職種協

働による地域包括支援ネットワークの構築は3職種が共同して実施していくこととされ

ている。 

以上から、社会福祉士は介護支援専門員として要介護者に対するケアマネジメント

と、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職員として、高齢者の総合相談や権利擁護事業に従事し、

地域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を行っている。 

 

２ 介護保険での地域包括ケアの推進 
 

介護保険制度の土台に地域記包括ケアが位置づけられているが、この地域包括ケア

は『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で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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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とされている。ここでは、生活圏域を設定

することに特徴があり、30分程度でサービスが届けられる中学校圏域が想定されてい

る。その中核機能を担うのが、生活圏域ごとに設置される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であ

る。 

「包括」の意味は、①対応するニーズが包括であり、利用者の医療、介護、住宅、

雇用、所得等のあらゆるニーズに対応することである。これには、個々の利用者に対

してワン・ストップでサービスが提供されることを含んでいる。②対応する提供者が

包括であり、セルフケア、インフォーマルケア、フォーマルケアで対応することであ

る。③対応する利用者が包括であり、本来であれば、子どもから高齢者までを含めた

すべての住民に対応する。但し、今回は介護保険財源で実施しているため、高齢者が

中心になっている。これらの包括の内容に加えて、利用者の時間的な変化に合わせて

継続的にサービス提供されることを加え、包括的・継続的ケアと呼ぶ場合もある。 

ここで言われる地域包括ケアはコミュニティケアの推進であることに違いはないが、

地域の単位を、日常生活の場である中学校区を基本に設定していることに特徴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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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政策的には、保健・医療・介護といった厚生労働省の施策だけでなく、住宅と

いった国土交通省の施策を土台に取り込んだものとなっている。但し、介護保険制度

をもとに推進されていることから、介護保険制度の高齢者を対象にしたものから、住

民を対象としてものに、財源も含めて、どのようにシフトしていくのかの大きな将来

課題である。同時に、対象者を拡大することになれば、所得保障、雇用、教育、人権

擁護といった施策も包含して地域包括ケアを検討していく必要がある。 

地域包括ケアを推進するためには、第1には、地域での受け皿である器づくりが必要

である。それは、地域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と呼ばれるものである。これについては

地域包括ケアの地域体制をつくることである。第2は、新たにつくられる地域の器に質

量共に高い多様な社会資源を盛ることである。これらには、「自助」、「互助」、

「公助」を最大限動員し、3者のバランスを確保していくことにある。 

第1の器づくりである地域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を中心にして、具体的に方向を示す

こととする。なぜなら、器づくりは地域包括ケアの基礎をなすものであり、この器に

盛られる社会資源については介護保険や医療保険の財源投入が大きく影響してくるか

らであり、社会保障財源の将来の状況に依拠する部分が大きいからである。 

地域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は地域包括ケアのスケルトンをつくり上げることである。

これは利用者に対するネットワークづくりであるケアマネジメントと、地域の機関や

団体の連携を可能にするネットワーキングを実施し、個人支援と地域支援を結びつけ

ることである。前者の個人支援は介護支援専門員が、後者の地域支援は地域包括支援

センターが主として担うことになる。そのため、地域包括ケアの器は介護支援専門員

と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合作でつくり上げることができる。 

地域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の展開は、以下の２つが基本である。 

①介護支援専門員はケアマネジメントを実施していくが支援困難事例にも遭遇する。

この事例について、事例に関係する実務者が参加して、事例検討を行い、妥当な、あ

るいは妥協的なケアプランが作られる。 

②こうした支援困難事例から、地域のニーズが明らかになってくる。こうした地域

のニーズに対しては、地域の団体や機関の代表者が参加して、ケアマネジメントと同

じ手法であるPDCAサイクルでもって、地域支援計画を作成・実施していく。（代表者

による地域ニーズ解決に向けての検討会、以下では、「代表者会議」とする） 

これら2つの検討会が連続性をもって実施されることにより、地域包括ケアは地域の

社会資源が豊富になり、支援困難事例が少なくなり、在宅で生活が続けられる人々が

増加していくことになる。以上を示すと、図３のようになる。 

 

３ 地域包括ケアとソーシャルワークの関係 
 

以上のようなことを実施していく中で、地域のネットワークがつくられていくこと

になるが、地域包括ケアの推進には、介護支援専門員と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車の

両輪であり、その力量が求められる。ケアマネジャーは利用者のニーズに合わせて社

会資源と結び付けることであるが、結果として利用者を支えるネットワークを作って

いることになる。一方、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は地域内にある団体や機関のネットワ

ークづくりが求められており、それを地域のニーズに合わせた地域支援計画を作成・

実施することで可能となる。これを図に示せば、図４のようになる。 

この図から分かることは、ケアマネジャーは個人のニーズに応えるケアプランを作

成・実施し、一方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は日常生活圏域のニーズに応える地域支援計

画を作成・実施することで、両者の活動でもって地域包括ケアの基礎である地域のネ

ットワークを形成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をソーシャルワークの機能として整理する

と、前者は個人や家族を焦点にしたミクロ・ソーシャルワークであり、後者が地域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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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集団に焦点を当てたマクロ・ソーシャルワークである。そのため、地域包括ケアは

ソーシャルワークの機能そのものを推進していくことであると言える。 

個人支援は、個人のニーズに合させて、社会資源と調整していくケアマネジメント

や時には情報提供・送致サービス（information and reffaral service）でもって実

施される。地域支援は地域の機関や団体をネットワーキングすることで、地域のニー

ズに合わせて、機関や団体が活動することである。この地域のニーズを捉え、ニーズ

に応えていくことこそが、コミュニティ・オーガニゼーションの内容でもある。その

ため、介護支援専門員においても、また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おいても、社会福祉

士は主要な担い手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ソーシャルワーカーはPDCAサイクルで支援していく視点が弱い。個人支援で

も地域支援でもアセスメント→計画作成→計画実施→モニタリングが重要である。こ

れを図にすると、個人支援のケアマネジメントでは、表２のようになり、ソーシャル

ワーカーと利用者が話し合うことで、個人のニーズに合わせて、介護保険のサービス

を中心に、様々な社会資源が提供されている。これは実際の介護保険制度での介護支

援専門員のケアプランとして使われているものである。地域支援においても、ソーシ

ャルワーカーが地域の団体や機関の代表者による会議を支援し、地域のニーズに合わ

せて、地域の団体や機関が活動することを計画し、実施していくことである。表３は

ある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地域の団体や機関の代表者の会議で計画し、実施したも

のであるが、これは、個人のニーズが地域のニーズに変更し、ニーズ充足方法を検討

した計画である。 

 

４ まとめ 
 

介護保険制度において、社会福祉士は介護支援専門員としての業務と、地域包括支

援センター職員としての業務に分離されている。ただ、両者は相互に関連しており、

社会福祉士等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こそこれら両者の関係を理解して、地域包括ケア

の最大の担い手になることができる。そのためには、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期待

されている個人や地域への支援において、PDCAサイクルでアセスメント、計画作成、

計画実施、モニタリングという過程を、目に見える形で進めていく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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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１ 2012年度の国家資格合格者比率 

• 社会福祉士          17.2% 

• 精神保健福祉士        56.9%      福祉系資格 

• 介護福祉士          64.4% 

• 医師              89.8% 

• 歯科医師            71.2% 

• 看護師            88.8% 

• 保健師            96.0%      医療系資格 

• 理学療法士          88.7% 

• 作業療法士          77.3% 

• 言語聴覚士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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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白澤 政和（しらさわ まさかず） 

 

桜美林大学大学院 老年学研究科 教授、 社会学博士 

 

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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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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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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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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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第 11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노인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高齢者福祉と地方政府の役割 
 

 
 

 

 

2013年 9月 13日発行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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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 실행위원회 일본사무국 

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日本事務局 

〒590-0142 日本大阪府堺市南区檜尾 3360-12 

ＴＥＬ：072-271-0881  ＦＡＸ：072-271-5474 

 

◇사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 社会福祉法人 崇實共生福祉財団    

〒121-784韓国서울特別市麻浦區麻浦大路 53 Mapo TRApalace A-2307 号 

ＴＥＬ：02-704-4011   ＦＡＸ：02-704-4015 
 

 

 

 

発 行 者：尹    基 (윤 기 Tauchi Motoi)  

監  修：田内 緑 (다우치 미도리) 

編      集：朴 榮太 (박 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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