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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サイレント・プアに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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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時：2014年11月15日(土)13：30～17：10 

  

場所：同志社大学今出川キャンパス至誠館3階 

장소：도오시샤대학 이마데가와 캠퍼스 시세이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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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開開開    会会会会    式式式式 

 
主催者挨拶主催者挨拶主催者挨拶主催者挨拶 

伊藤  勲 公益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祝祝祝祝            辞辞辞辞 

柳 時 文 韓国社会福祉士協会 会長 
中川  和雄  元大阪府知事 

 

 

基基基基 調調調調 講講講講 演演演演 

「サイレント・プアに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 

湯浅 誠 社会活動家 法政大学教授 
 

休憩休憩休憩休憩 

 

事事事事 例例例例 発発発発 表表表表 

日本：勝部 麗子 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事務局 次長 
韓国：李 善 淑 韓国 南楊州市東部希望ケアセンター 

 事例管理チーム長 
日本：村井 琢哉 NPO法人 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 理事長 
韓国：金 正 叔 韓国 Leftovers Love Sharing Community 
                         児童部チーム長 

 

休憩休憩休憩休憩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コーディネータコーディネータコーディネータコーディネーター 
  牧里 毎治  関西学院大学 教授 

 

閉閉閉閉    会会会会    辞辞辞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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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축축        사사사사 

류 시 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나카가와 가즈오 전 오사카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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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유아사 마코토  사회활동가 호오세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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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가츠베 레이코 일본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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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무라이 타쿠야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야마시나 다이고 어린이의 광장 이사장 
한국：김 정 숙 Leftovers Love Sharing Community 

아동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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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ごあいさ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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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から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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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を代表して一言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 

 

本日は、第12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韓国から沢山ご参会ください

まして、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2003年韓国済州島から出発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

シンポジウム」は回を重ね、年々充実し実り多い成果と心温まる交流ができ、喜び感

謝でいっぱいです。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通して日韓両国の社会福祉学者

や福祉関係者の皆様と日本の古都・京都で再びお会いできますこと大変光栄に思って

いる次第です。 

 

去る4月、韓国で大変悲しいニュースが全世界に発せられました。セウォール号船の

沈没事故で、多くの若き尊い清らかな心と生命が失われました。 

 私は毎日、全てのみ魂に合掌し、天国でみ魂安らかであれ、そして再びご活躍し

てくださいとお祈りを重ねております。ここに謹んでお悔やみとご冥福をお祈り申し

上げます。常々、真如開祖が「私たちの小さな営みが、やがて世界にわたり、地球を

つつみ、この一つ一つの命が未来に繋げられ、いつしか一切の救いへ結ばれることを

心から願うものであります」と唱導したように、わたしたちは志を同じくする韓国の

方々と友の心のつながりを大事にしながら、力を合わせて人類の至福と世界平和を目

指し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そして「すべての“いのち”に希望ある未来(あした)を」ともに築き、地球と人

間の叫びに応えてまいりましょう。 

 

ユニベール財団は仏教教団・真如苑の開祖、故伊藤真乗の遺志により、直面する高

齢化社会に向けて、高齢者福祉に寄与する財団として1990年に設立されました。以来

豊かで活力ある長寿社会の構築を目指し、達成すべく潤滑油の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

た。 

また当財団は2012年4月、公益財団法人へ移行を機に、「高齢化問題をグローバルな

観点から捉え、助成、人材育成、国際交流事業を行うことにより、少子高齢社会・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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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減少社会における社会福祉」の増進に寄与し、より活動領域を広げて事業を展開し

ております。 

 

当財団の今日までの事業内容は、まず1番目に“研究助成ならびに市民活動助成”。

2番目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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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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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心のケ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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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イレント・プアと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

をテーマといたしました。 

近年、「声なき貧困＝サイレント・プア」と呼ばれる貧しさと戦う人々が注目され、

特に高齢者や障害者などの家庭で 深刻な問題となっております。 

わが国では、本年の7月に公表された厚生労働省発表の「国民生活基礎調査」から、

低所得者の単身高齢者の増加、老老介護の増加などが浮かび上がり、あわせて子供の

貧困率も最悪に達した、と発表されました。 

 

本日は、これらの問題を正面から取り組まれている先生方に研究や実践を踏まえた

お話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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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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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から10名の優秀な方々を招聘して、たくさんのプログラ

ムを消化し有意義な成果をあ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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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らに平和で喜びに満ちた全世界の実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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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주최자주최자주최자주최자    인인인인사사사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한국에서 참가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벨재단의 이토입니다. 주최자를 대표해서 한말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

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 한국 제주도에서 출발한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해를 거듭하면서 매년 결실있는 성과와 교류가 
이루어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학자나 복지 관계자 여러분들과 일본의 고도 교

토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한국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뉴스가 전세계에 퍼졌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많은 어리고 영롱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매일 많은 영혼들에게 합장하여 천국에서 평안하며 다시 활약해주기

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조의를 표합니다. 평소 진여(真如)대
사가 “우리들의 작은 행동이 세계로 퍼져 지구를 둘러싸고 이 하나 하나의 
생명들이 미래에 이어져 언젠가 일체 중생 구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을 뜻을 함께하는 한국 여러분들과

의 우정을 소중히 하면서 힘을 모아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지구와 
인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신녀엔(真如苑)의 창시자, 故이토신죠(伊藤真乗)의 

유지를 받들어 고령화사회의 직면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재단으

로서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활력있고 풍요로운 장수사회 구축을 
위한 윤활유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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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재단은 2012년 4월 공익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노인문

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조성, 인재양성, 국제교류사업을 전개함으

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인구감소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

고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의 본 재단 사업내용은 첫번째 “연구조성 및 시민활동조성” . 

두번째 “하와이 소셜워크세미나”나 이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볼런티어 파견개발과 국제교류”로는 ‘볼런티

어 미시건 연수’, 일본에서의 지진 재해나 화산분화재해 때에 동경이나 고
베에서 ‘유니벨 볼런티어’라는 마음 케어활동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일런트 푸어(Silent Poor)와 직면하는 소셜워크”를 테마

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리없는 빈곤=사일런트 푸어’라 불리우는 빈곤과 싸우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가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7월에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 저
소득층 독거노인의 증가, 노노케어의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더불어 아동 빈
곤율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정면에서 맞딱드리고 있는 교수님들께 연구나 실천

을 통한 이야기와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과 함께 11월9일부터 사회복지를 배우는 대학원생이

나 젊은 소셜워커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전문직 양성・국제교류 세미

나’를 병행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10명의 우수한 분들이 
초청되어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유익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전문직 양성・국제교류 세미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문화, 관습, 언어, 인종, 종교,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과 사람간에 우애의 
다리를 놓아 융화되는 세계를 구축해 가고자 염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있기에 
내일의 세계를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승과 활약, 평화로 기쁨이 넘치는 전세계 실현을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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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辞 

        
        

        

  

  
  
  
柳 時 文 (リュ シムン) 

 
韓国社会福祉士協会 会長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韓国社会福祉士協会会長の柳時文です。  

「第12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の開催をお祝い申し上げます。 

去る2003年の第1回を皮切りに韓国と日本で交互に開催している今回のシンポジウム

は、韓国、日本両国の社会福祉指導者が国際協力と社会福祉実践の専門性増進を目的

にしております。最終的には両国の社会福祉発展はもちろん、アジアの福祉標準モデ

ルを提示している国際学術行事です。 

 

この行事の準備のために尽力された第12回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実行委員会、

日本公益財団法人ユニベール財団、日本社会福祉法人こころの家族、韓国社会福祉法

人崇實共生福祉財団関係者の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韓日両国が直面してい

る社会福祉問題をともに解決するための努力を10年以上も続けていることに感動を覚

えます。 

 

今年のシンポジウムの主題は「サイレント・プアに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で

す。韓国で発生した「松波３母娘」自殺事件が、わが社会に大きな衝撃を与えました。

福祉予算と政策が拡大しても社会福祉の死角地帯は依然と存在しております。韓国だ

けでなく、日本も同じような問題があることを知り、社会福祉士の一人として気が重

くなります。私たちの時代が直面する課題をともに解決するための努力をより誠実に

推し進めなければという責任感を感じます。 

 

 私は去る3月から､大韓民国で最初の会員直接選挙により当選した韓国社会福祉士

協会会長の職務を遂行しております。会長として会員の社会福祉士のための仕事は何

なのか、常に考え、現場を訪ねて意見を聞いております。韓日社会福祉士の皆様、い

つでもよいご意見を頂ければ、政策にも反映できるように努力いたします。社会福祉

士がより幸せな社会を作るために努力いたします。 

 

 ご参加の皆様に感謝申し上げ、皆様のご健康と幸せをお祈りいたします。 

カムサハムニ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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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축축                사사사사    

        
    

 
 
 
 
 
류 시 문 (柳 時 文)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류시문입니다.  
“제12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는 이번 심포지엄

은 한국, 일본 양국 사회복지지도자들의 국제 협력과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국의 사회복지발전은 물론, 
아시아 복지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 학술행사입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제12회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 실행위원

회,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 재단,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한국사

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일 양국이 처해있는 사회복지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 감동스럽니다.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사일런트 푸어(Silent Poor)와 직면하는 소셜워크”

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송파 세 모녀”자살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복지예산과 정책이 확대되어도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
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시대에 
당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성실히 이행해야 겠다는 책
임감도 엄습합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최초 회원 직선제에 의해 당선돼 한국사

회복지사협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회원인 사회복지

사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있습

니다. 한․일 사회복지사 여러분, 언제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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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 調 講 演 
 

기기기기    조조조조    강강강강    연연연연    
    

    

    

    

    

    

    

    

 
 
 
 
 
 
 
 
 
 
 
 
 
 
 
 
 
 
 
 
 
 
 
 

第12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2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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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サイレント・プアに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 

 
 

      

  

  

 

湯浅 誠（ゆあさ まこと） 
 
社会活動家 
法政大学 教授 
 
 
 
全員参加型社会の実現に向けて全員参加型社会の実現に向けて全員参加型社会の実現に向けて全員参加型社会の実現に向けて    

 

1,1,1,1,    

 私は、1995年よりホームレス問題に携わってきました。場所は東京の渋谷、若者の

集まる繁華街として有名な場所です。 

 バブル経済が崩壊した90年代始め以降、日本の都市部でホームレス状態の人々が目

立ち始めてきました。最底辺の日雇い労働者が仕事を失って路上に出てきたことは、

日本経済の凋落を象徴する出来事でした。 

 ただし、日本社会がすぐにそのように反応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路上

にいる人々を「仕事も屋根のある生活もイヤになってしまった、変わった人たち」と

受け取る向きが強くありました。その点、IMFショックの影響が明らかだった1997年の

韓国のホームレス事情とは趣を異にする面があります。 

 「路上での生活が本当にイヤなら、なんとかするはず。路上に居続けているのは、

結局はその生活に甘んじているから」という見解――私たちはこれを“自己責任論”

と呼んでいます――が支配的でした。 

 しかし、私が活動し始めた95年には100人だった渋谷のホームレスが、99年には600

人まで増えました。現場でホームレスと向き合い、ときに一緒に野宿をした私の感想

は「とても好きでできることではない」というもので、ホームレス問題を社会の問題

として受け止めてくれるよう訴える日々が続きました。 

 日本でホームレス問題が社会問題として認められたのは2002年。「ホームレスの自

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が制定されたときでした。それまでに7年を要し、こ

の間に状況はより深刻化していきました。 

 

2,2,2,2,    

 韓国もおそらく同じ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アメリカ・イギリス・日本といった

「小さい政府」を指向している国々では、“自己責任論”が強いです。 

 北欧諸国などの「大きい政府」に比べて、政府の規模を大きくする（税を上げる）

余地が大きいとも言われますが、実際は、「小さい政府」の下では人々は日々の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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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政府に支えられませんから、「自分は自力で生きてきた」と考える人たちが増えま

す。また、政府の支援はかなり生活が厳しい層に絞りこまれますから（ターゲッティ

ング）、「ふつうの人たち」との対比の上で、その人たちが際立ちます。福祉的施策

の拡充に対しては、「ふつうの人たち」から「甘やかすべきではない。自分たちは自

力でやってきたんだから」という意見・批判が出やすくなる（いわゆる「納税者の反

乱」）という構図です。そのため、「小さい政府」ほど、政府の規模をより小さくし

ようという国民的・社会的な力学が働きやすくなります。アメリカのティーパーティ

などはその典型ですが、日本もそのような政治勢力が伸長しています。いわゆる経済

的な「新自由主義」は、その理論的支柱です。 

 加えて、日本の場合には、欧米に比べて伝統的なジェンダー分業に基づく家族主義

が強く残っていますから、「夫は外で稼ぎ、妻は家を守る」という規範が根強くあり

ます。「小さい政府」の中でも、それでも妻は家事・育児の中で、子どもの保健サー

ビスや保育・教育サービスに接し、公共サービスの重要性を実感する機会があります

が、夫はそれらに接する機会が乏しい。その夫たち（男たち）が政治的支配権を持っ

ているので、公共サービスは人間発達の問題としてよりも財政負担の問題として考え

られる傾向がどうしても強くなります。 

 伝統的な家族主義に、90年代以降に席巻した経済的な新自由主義が加わったこと、

それが現在の日本という社会のカタチを形成してきました。この事情は、おそらく韓

国でより顕著に見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推測します。 

 

3,3,3,3,    

 しかし、経済成長と財政規律の両立という表面の問題の裏側で、困難な事態が進行

していきます。一言でいうと、格差の拡大です。 

 それは「男が家族を養えなくなる」問題として、社会的に顕在化しました。経済的

な新自由主義は、「市場（マーケット）で生き残った者が勝者だ」という理念ですか

ら、実は男が男であったがゆえに持ち上げられていた時代に比べて、男にとっては不

利な面があります。マーケットに求められる存在ならば、女であっても障害者でも外

国人でも勝者、マーケットに求められない存在ならば、男であっても敗者という理屈

だからです。 

 そのため、男であるがゆえに雇用で優先されてきた日本型雇用のあり方は、非効率

（市場と適合的でない）として、徐々に崩壊していきました。男性の非正規化の進行

です。他方で、「男は家族（妻子）を養うべき」という伝統的な家族主義に基づく理

念は、より文化的に定着したものであるために、変化により長い時間を必要とします。 

 割合としては、まだまだ日本は男性優位社会ですが、それでもマーケットからこぼ

れおちる男性たちが増え始めた。しかし男性であるがゆえの要求は依然として高い。

その狭間に落ち込んだ男性たちが目立ち始めたのが、「格差社会」が叫ばれだす契機

でした。 

 こうした事態をより複雑にしているのは、女性の多くはもともとマーケットから排

除されてきたという事実です。彼女たちからしてみれば、男性がちょっと厳しくなっ

たくらいで格差社会だと騒がれだすこと自体が気に入らない。それは、不当に下駄を

履かせられていた（＝有利になっていた）男性の地位を、マーケットという男女に中

立的な審判によって適正な地位に戻すことに他ならなかったからです。実際、そうい

う面は強くあります。それに対して、男性側からは女性の登用推進を「逆差別」だと

して非難する向きも出始めました。 

 結果として起こったことは、マーケットに適合的な男女と、不適合の男女の階層分

化でした。市場価値の高い男女同士がカップルを形成し、豊かな世帯を形成する。他

方、市場価値の低い男女もカップルを形成しますが、子どもには養育上・教育上の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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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ざまな不利がのしかかります。90年代に起こり始めたその階層分化がより社会全体

に浸透し、かつ次世代に引き継がれ始めているというのが、2010年代の現状です。 

 ちなみに、今回のタイトルには「サイレント・プア」が使われていますが、この言

葉は2006年以降、人口に膾炙していった「ワーキング・プア」という言葉を下敷きに

しています。ワーキング・プアはテレビ・ドキュメンタリーがきっかけで日本社会に

広まりましたが、文脈としては上述したような男性の非正規化が社会的危機感を強め

る中ででした。そのため、高齢者や女性の貧困は十分に焦点化されなかったという反

省があり（テレビ番組自体は高齢者や女性の貧困を扱っていたのですが）、その後の

「無縁社会」や「若年女性の貧困」問題提起を受けて、より広汎な層の生活困窮を扱

う概念として、近年打ち出されたものです。そのため、サイレント・プアという言葉

の重心は、相対的には女性や高齢者にかかっています。 

 

4,4,4,4,    

 さらに2010年代に入って、新たな問題系が社会化されました。少子化・高齢化と、そ

れに伴う人口減少です。日本が2005年前後に人口減少社会に突入し、高齢化が著しく

進行することは、すでに1970年代からわかっていましたが、社会が切実さを伴って議

論するようになるのは、それが実際に起こり始めてからでした。 

 1945～49年に産まれた団塊の世代（1年あたり約200万人）が大量退職し、2020年以

降は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へと突入していきます。後期高齢者の要介護リスクは、前

期高齢者（65～74歳）の5倍と言われています。しかし団塊の世代の子どもたち（団塊

ジュニア）以降、日本の子どもは減り続け、現在の出生者数は1年あたり約100万人で

す。1950年代には7人の現役世代が1人の高齢者を支えていましたが、2000年には3人に

1人となり、2050年には比率は1対1になります。「胴上げから騎馬戦へ、そして肩車

へ」という言い方がにわかに人口に膾炙していきました。 

 少子化と高齢化の著しい進展は、第一に稼働年齢層の減少という形で経済成長の足

かせになる、第二に年金・医療・介護などの社会保障財政の崩壊リスクを高めるとい

う問題があり、「経済成長か財政規律か」という日本の古くからある政治的中心課題

に新しい要因を導入しました。このインパクトは大きかった。これまでは経済成長と

財政規律にしか関心を持たなかった政治家たちが、「少子高齢化に対処しつつ、いか

に経済成長と財政規律を両立させるか」という問題系へ一気にスライドしていきまし

た。 

 

5,5,5,5,    

変化しながらも依然として物事を考える際のベースとして存在する新自由主義と家

族主義、そこにバブル崩壊による経済成長の危機（「失われた20年」）、1990年代以

降の日本の財政赤字が急激な増加、それらへの対処の中で進む格差社会化、顕在化し

た少子高齢化を伴う人口減少が加わる――これが現代日本が直面している6大要素で、

対応策はときに相互に矛盾します。その微妙なバランスに配慮しながら、なんとか21

世紀を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すべての日本人に突きつけられ

た課題です。 

 加えて、東日本大震災に象徴される地震活動期や地球温暖化による天候不順と災害

の頻発という自然条件があり、また、6大要素に社会民主主義的方向で対処しようとし

た民主党政権（2009～12年）の挫折と、それによる社会民主主義的解決策そのものに

対する失望感、強い拒否感があります。これらを加えれば8大要素となり、非常に複雑

な連立方程式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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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さて、ここまでが本題に入る前の現代日本社会の概観です。ここから、そのような

中でソーシャル・ワークに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を検討します。 

 この数年間、私が依拠してきたのは「全員参加型社会」という考え方です。これはS

ocial Inclusionの日本語訳である社会的包摂を、より一般的に言い換えた言葉です。 

 Social Inclusionは、早くは1970年代に生まれた言葉ですが、90年代からヨーロッ

パ諸国に広がり、現在ではEUの長期戦略の4本柱の一つに入っています。日本の文脈で

は、この概念を大々的に取り入れたイギリス・ブレア政権（1997年～）の影響が大き

い。2006年の小泉政権の終了後、続く第一次安倍政権の際に起きたサブプライムロー

ン問題と2007年参議院選挙の大敗を受けて、当時の自民党政権（福田首相）は大きな

方向転換を行います。その際に、北欧の政治と福祉を研究してきた宮本太郎・北大教

授（当時）を社会保障国民会議という首相の諮問機関のメンバーとし、宮本教授が一

部にしか流布していなかったSocial Inclusionという概念を日本政府に導入します。 

 続いて起こった民主党政権は、経済改革・議会改革を始めとしたさまざまな点でブ

レア政権をモデルとしていましたので、この概念をより積極的に活用しました。ちな

みに私は、2011年に内閣官房・社会的包摂推進室の室長に就任しています。 

 その後、2012年からは自民党政権に戻り、政治経済のあり方は再び大きく方向転換

しましたが、2014年版の新成長戦略という政府の基本文書でも「全員参加型社会」と

いう言葉自体は維持されています。 

 つまり、この言葉はここ数年間の政治的変動を生き残っている概念だと言えます。 

 

7,7,7,7,    

 「全員参加型社会」という言葉が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クにもたらす最大のメッ

セージは「支えられ手から支え手へ」というものでしょう。 

 急激な人口減少の中で、日本の稼働年齢層（18～64歳）は、2050年までに2000年比

で3700万人減ります。従来の労働人口がほぼ半減する計算です。そこで、外国人労働

者とともに、従来非労働人口にカウントされてきた高齢者・女性・障害者らの潜在的

な「支え手」力に注目が集ま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さらに、この考え方の対象者は、ひとり親、DV被害者、フリーター、ひきこもり、

ホームレス…と無限に広がります。言ってみれば「健康で、ガンガン働ける、稼働年

齢の、男性」以外のすべての者です。そして人数としては、こちらのほうがすでに多

数派です。 

 加えて、この理念は経済成長に対立的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多様性を包み込む社

会のほうが成熟社会における経済成長に親和的だと訴え、いわゆる「脱・成長」路線

との差異化を意図的・戦略的に行います。「納税者を増やす」「ダイバシティ経営の

ほうが経営効率が良い」という言い方を可能にするわけです。 

 したがってこの考え方が明確に対立するのは、先の8大要素のうち1つ（家族主義）

だけです。いわゆる社会的弱者への支援を切り捨てさせないための社会的支配力を獲

得するためには、すぐれて防衛的・戦略的な概念だと評価できます。 

 

8,8,8,8,    

 他方で、この概念には根強い批判がついて回ります。最も強いのは「働けない人を

働かせる」「働かなければ人として価値がないのか」といった、就労至上主義への批

判です。とりわけ日本のように、働くことと生きることが緊密に結びつき、勤労観念

の強い社会では、それに対する反発も少数ながら強い。おそらく福祉的な意識の強い

ソーシャル・ワーク部門は、その反発が出やすい分野です。 

 この背景には、日本が一時期でもヨーロッパ型の福祉国家を目指したことがあった、



－ 21 － 

という経緯が絡んでいます。その分野の多くの人たちにとって「福祉」と言えば、ヨ

ーロッパ福祉国家型の福祉を指す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1979年に自民党が対抗

概念としての「日本型福祉社会」を唱えてもいるため、その反発は必然でもありまし

た。この1970年代は、戦後日本社会を理解するための重要な分岐点と考えていますが、

この経緯は紙幅の都合上、立ち入りません。 

  

9,9,9,9,    

 「サイレント・プアに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は、このような日本社会の状

況（限界）を踏まえて考えられる必要があります。 

 その際に私が重要だと思うのは、Social Inclusionは社会の組み換えを要求してい

るという点です。現在の市場や社会のあり方をそのままに、より市場価値の高い人間

になるように努力すべきというのが、経済的な新自由主義が人間に要請することだと

すると、Social Inclusionは全員が参加できるような社会への組み換えを、社会およ

びその構成員（つまり私たち一人ひとり）に要請しています。 

 そして、支援現場で個別支援を行いながら、個別支援をテコに社会変革をもたらす

中心的な担い手がソーシャル・ワーカーです。 

 そこで必要とされる力を端的に表現するためには、「受援力」と「支援力」という

言葉が適当です。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の際、「受援力」という言葉が強調されまし

た。内容は「SOSを出す力」とでも言うものです。今回の中心的被災地（東北沿岸部）

は、NPOやボランティアといった市民活動が根付いていない地域でした。そのため、震

災当初は全国から駆けつけたボランティアになかなか支援ニーズが出てこないという

実情があり（これにも、それ以外の複雑な要因が絡んでいますが、ここでは割愛）、

その際に言われたのが「受援力」でした。 

 「SOSが出なければ支援のしようがない」というのは一般論としてはその通りなので

すが、しかしそれを被災者にそのまま投げつけると、「支援されないのは言わないあ

なたに責任がある」と“自己責任論”になります。それに対して、言える条件をつく

るのがソーシャル・ワークです。その意味で、支援力とは受援力を引き出す力だ、と

言えるでしょう。 

 では、受援力はいかに引き出せるのか。さまざまな手法と技法があり、それがまさ

に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力量となるのですが、その中の一つが「支えてくれと支え

る」というものです。支えられ手が誰かを支えるような形で、その人の力を引き出し

ながら支える。これが全員参加型社会に不可欠な支援のありようとなります。 

 これは目新しいことではなく、本来のソーシャル・ワークとはそのようなものだと

言うこともできます。世界のスラム地区などで開発されてきたコミュニティ・オーガ

ナイズは、何よりも人々をその気にさせ（意欲を引き出し）、組織化し、力を結集し

て、生活状況を改善し、ときに政府に要求を飲ませる力を住民たち自身が身につける

ための支援でした（私は、韓国にもその伝統を認めています）。 

 しかし日本では、ソーシャル・ワークにおけるコミュニティ・オーガナイズ的契機

が希薄でした。これには、欧米以外の国で真っ先に高度経済成長を果たし、その限界

を80年代以降の高度消費社会化という新たな経済成長路線で接ぎ木してこようとした

日本の歴史的文脈が大きく影響しています（これも詳述は割愛）。 

 いずれにしろ、ソーシャル・ワークにコミュニティ・オーガナイズ的な契機を導入

していくことが、「サイレント・プアに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という状況下

で、日本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ひいては社会全体にもっとも必要とされているこ

とだ、というのが私の見解です。 

 このことを確認して、報告を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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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湯浅 誠（ゆあさ まこと） 

 

社会活動家 
法政大学 教授 
 
 

学歴学歴学歴学歴・・・・経歴経歴経歴経歴    

1969年東京都生まれ。東京大学法学部卒。  

 

2008年末の年越し派遣村村長を経て、2009年から足掛け3年間内閣府参与に就任。 

内閣官房社会的包摂推進室長、震災ボランティア連携室長など。政策決定の現場

に携わったことで、官民協働とともに、日本社会を前に進めるために民主主義の

成熟が重要と痛感する。 

 

現在、朝日新聞紙面審議委員、日本弁護士連合会市民会議委員。文化放送「大竹

まことゴールデンラジオ」レギュラーコメンテーター。 

 

講演内容は貧困問題にとどまらず、地域活性化や男女共同参画、人権問題などに

渡る。 

 

 

主主主主なななな著書著書著書著書    

『ヒーローを待っていても世界は変わらない』（朝日新聞出版） 

『反貧困』（岩波新書、第8回大佛次郎論壇賞、 

第14回平和・協同ジャーナリスト基金賞受賞） 

『貧困についてとことん考えてみた』（茂木健一郎と共著、NHK出版）など多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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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기조강연기조강연기조강연 

    

““““사일런트사일런트사일런트사일런트    푸어푸어푸어푸어((((Silent PoorSilent PoorSilent PoorSilent Poor))))와와와와    직면하는직면하는직면하는직면하는    소셜워크소셜워크소셜워크소셜워크””””    

        
    

 
 

 

유아사 마코토（湯浅 誠） 

 
사회활동가 
호오세이대학 교수 

  

  

 

전원참가형전원참가형전원참가형전원참가형 사회의사회의사회의사회의 실현을실현을실현을실현을 향하여향하여향하여향하여 
 

1. 
저는 1995년부터 노숙인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장소는 동경 시부야, 젊

은이들이 모이는 번화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버블경제가 붕과된 90년대 초반즈음부터 일본 도시부에서는 노숙상태의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의 일용직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오게 된 것은 일본 경제의 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곧바로 대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있

는 사람들을 ‘일도 지붕 아래에서의 생활도 싫어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 점이 IMF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7년 한국 
노숙인들의 사정과는 다른 점입니다. 
‘길거리 생활이 정말로 싫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것. 길거리에서 생

활하는 것은 결국 그 생활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 우리는 이를 가

리켜 “자기책임론”이라 합니다 ― 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95년에는 100명이었던 시부야 노숙인들

이 99년에는 6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 노숙인들과 만나 때로는 함
께 노숙을 했던 저의 감상은 “좋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으로 노
숙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시키고자 강조하는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일본에서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정받게 된 것은 2002년. ‘노숙인 자
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이 걸렸고, 그 동안 상황은 보다 심각해졌습니다. 
 
2. 

한국도 아마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미국・영국・일본 등 ‘작은 정

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기책임론”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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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 등의 ‘큰 정부’에 비해 정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세금 인상) 
여지가 크다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정부’ 하에서 사람들은 하루 하루

의 생활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자력으로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생활이 상당히 어

려운 층에 한해서 (타겟팅)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층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복지적 시책의 확충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로부터 ‘너
무 많은 혜택을 주면 안된다. 우리는 자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라는 의견

・비판이 나오기 쉬운 (‘납세자의 반란’ ) 구도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정

부’일수록 정부 규모를 더 줄이고자 하는 국민적・사회적인 역학이 작용하

기 쉬워집니다. 미국의 티파티 등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만, 일본도 그와 
같은 정치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는 
그 이론적 기둥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서양에 비해 전통적인 젠더 분업에 근거한 가족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집을 지킨다’

는 규범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안에서도 부인은 가사육

아 가운데 아동 보건서비스나 보육・교육서비스를 접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실감할 기회가 있지만, 남편은 이런 것들과 접할 기회가 적다. 그 
남편들 (남성들) 이 정치적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는 인간발

달 문제로서보다는 재정부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90년대 이후 석권했던 경제적인 신자유주의가 도입

된 역사, 이것이 현재의 일본이라는 사회 형상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마 한국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3. 

하지만 경제성장과 제정규율의 양립이라는 표면적 문제의 이면에 더 곤란
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격차의 확대입니다. 

그것은 ‘남성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표면

화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신자유주의는 ‘시장 (마켓) 에서 남은 사람들이 승자

다’라는 이념이기 때문에 실은 남성이 남성이기 때문에 대우받던 시절에 
비해 남성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

라면, 여성이어도 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승자,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면, 남성이라도 패자라는 논리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우대받던 일본형 고용형태는 비
효율적이라고 평가되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성의 비정규직화

의 진행입니다. 한편 ‘남성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에 근거한 이념은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비율적으로는 아직 일본은 남성 우위사회입니다만, 예전보다는 시장에서 

배제되는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들

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틈새에 끼어 있는 남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 
‘격차사회’라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 것은 여성의 대부분은 원래 시장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남성은 조금 상황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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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도로 격차사회라 떠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좋은 대우를 받던 남성의 지위를 시장이라는 남녀 중립적인 심판

에 의해 적정한 지위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

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에 비해 남성측에서는 여성의 등용 추진을 ‘역차별’

이라 하여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어난 것은 시장에 적합한 남녀와 부적합한 남녀의 계층화였

습니다. 시장가치가 높은 남녀들끼리 커플을 형성하고 풍요로운 세대를 형성

한다. 한편 시장가치가 낮은 남녀도 커플을 형성하지만, 자녀에게는 양육상

・교육상 불리한 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9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한 계층화가 
사회전체로 침투하여 후세대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2010년의 모습입니

다. 
참고로 이번 발표의 타이틀에 ‘사일런트 푸어’라는 용어를 인용했습니다

만, 이 단어는 2006 년 이후 많은 사람을 통해 회자된 ‘워킹푸어’라는 단어

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워킹푸어는 TV 다큐멘터리가 계기가 되어 일본사

회에 퍼지게 되었는데, 문맥상으로는 앞서 언급한 남성의 비정규직화가 사회

적 위기감을 고조시킨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이나 여

성의 빈곤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했고 (TV 프로

그램 자체는 노인이나 여성의 빈곤을 다룬 것이었다), 그 후의 ‘무연사회’나 
‘젊은 여성의 빈곤’문제 제기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생활문제를 다

루는 개념으로서 최근 등장한 용어입니다. 따라서 사일런트 푸어라는 단어의 
중심은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노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감소입니다. 일본은 2005년 전후에 인구감소사회에 
접어들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1970년대부터 예측되

었던 문제인데, 사회가 절실함을 느끼고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실제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나서 부터입니다. 
1945~49년에 출생한 단괴 (베이비 붐) 세대 (1년 약 200만명) 가 대량 퇴

직하고 2020년 이후에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될 것입니다. 후기 고령

자의 요개호 리스크는 전기고령자 (65~74세) 의 5배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괴세대의 자녀들 (단괴 주니어) 이후, 일본의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어 현재 출생자 수는 연간 약 100만명입니다. 1950년대에는 7명의 현역세

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00년에는 3명당 1명이 되었고, 2050년에는 
1대1이 될 것입니다. ‘헹가레에서 기마전으로, 그리고 목말로’라는 표현이 
인구구조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생산인구연령층의 감소라는 형태로 경제성장

을 방해하고, 연금・의료・개호라는 사회보장재정 붕괴리스크를 높이며, ‘경
제성장이냐 재정규율이냐’라는 일본의 오래된 정치적 중심과제에 새로운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그 임팩트는 컸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재정규

율에만 관심을 가졌던 정치가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면서 어떻게 경제

성장과 재정규율을 양립시킬 것인지’라는 문제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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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사고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신자유주의와 가족주의, 

게다가 버블붕괴에 따른 경제성장의 위기 (‘잃어버린 20년'),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적자의 증가, 그 가운데 심화되고 있는 격차사회화, 저출산고령화

에 따른 인구감소로—이것은 현대 일본이 직면해 있는 6대 요소로 대응책은 
서로 모순되기도 합니다. 그 애매한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어떻게든 21세기를 
극복해야 하는 모든 일본인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게다가 동일본대지진으로 상징되는 지진활동기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재해의 빈발이라는 자연적 조건, 그리고 6대 요소에 사회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당 정권 (2009~12년) 의 좌절과 그에 따른 
사회민주주의적 해결책 그 자체에 대한 실망감,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를 더하면 8대 요소가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6. 

여기까지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의 현대 일본사회의 개관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그러한 가운데 소셜워크에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자 합니다. 
이 몇년간 제가 주장해온 것은 ‘전원참가형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Social Inclusion의 일본어 번역인 사회적 포섭을 보다 일반적으로 바꿔 말한 
단어입니다. 
Social Inclusion은 빠르게는 1970년대에 생겨난 말입니다만, 90년대부터 

유럽 국가에 퍼져 현재는 EU 장기 4대 전략 중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

에서 이 개념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영국 블레어 정권 (1997년~) 의 영향이 
크고 2006년 고이즈미 정권의 종료 이후, 제1차 아베 정권 때 일어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7년 참의원 선거 참패로 인해 당시 자민당 정권 

(후쿠다 총리) 은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하게 됩니다. 그 때, 북유럽의 정치와 
복지를 연구해 온 미야모토 타로・북해도대학 교수 (당시) 를 사회보장국민

회의라는 총리의 자문기관 멤버로 두고, 미야모토 교수가 일부에만 유포했던 
바 있는 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을 일본 정부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어 성립된 민주당 정권은 경제개혁・의회개혁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

서 블레어 정권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

습니다.그리고 저는 2011년 내각관방・사회적포섭 추진실에서 실장으로 취
임했었습니다. 

그 후 2012년부터는 자민당 정권으로 돌아와 정치경제 양측면에 있어서 
정책 방향이 크게 전환되었습니다만, 2014년판의 신성장 전략이라는 정부의 
기본 문서에서도 ‘전원참가형 사회’라는 말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이 용어는 최근 몇년간 정치적 변동 가운데 살아 남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전원참가형 사회’라는 용어가 사회와 소셜워크에 준 최대의 메세지는 ‘도
움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라는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 가운데 일본의 생산가능연령층 (18~64세) 은 20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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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비해 3700만명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노동인구가 거의 반
감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기존의 비노동인구에 계상

되어 온 노인・여성・장애인들의 잠재적인 ‘도움을 주는 손’의 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자는 한부모, DV피해자, 프리터, 은둔형 외톨이, 노숙인 등 그 

대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 
연령의 남성’ 외의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적으로는 이 쪽이 이미 다
수파입니다.  

게다가 이 이념은 경제성장에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포괄
하는 사회가 성숙된 사회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친화적이라 평가받고 있어 
‘탈・성장’노선과의 차별화를 의도적・전략적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를 늘린다’, ‘다이버시티(diversity) 경영이 효율적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과 명확히 대립되는 것은 방금 전 언급한 8대 요소 중 하

나 (가족주의) 뿐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저버릴 수 없
기 때문에 사회적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방위적・전략적인 개
념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8. 

한편 이 개념에 대한 강한 비판들도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다’, ‘일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는가’

라는 식의 노동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히 일본처럼 일하는 것과 사

는 것이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노동관념이 강한 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도 적지만 강합니다. 아마 복지적인 의식이 강한 소셜워크부문에서는 그 
반발이 나오기 쉬운 분야입니다.  

이 배경에는 일본이 일시적으로 유럽형 복지국가를 지향한 적이 있는 경

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지’란 유럽
복지국가형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1979년에 자민

당이 대항개념으로서의 ‘일본형 복지사회’를 제창했기 때문에 그 반발은 필
연적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시간 관
계상 생략하겠습니다. 
  
9. 
‘사일런트 푸어(Silent Poor)와 직면하는 소셜워크’는 이러한 일본 사회의 

상황 (한계) 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Social Inclusion은 사회 변혁을 요구한다

는 점입니다. 현재 그대로의 시장이나 사회 속에서 보다 시장가치가 높은 사
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경제적인 신자유주의가 인간에게 요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Social Inclusion은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사회로의 
개혁을 사회 및 그 구성원 (즉 우리 한명한명) 에게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원 현장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실시하면서 개별지원을 지렛대 삼
아 사회를 변혁시키는 중심 인물이 소셜워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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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도움을 받는 힘 (수원력 
受援力)’과 ‘도움을 주는 힘 (지원력 支援力)’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동
일본대지진 이후,수원력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SOS를 요구

하는 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번 지진의 중심 피해지 (동북연안부) 는 
NPO나 볼런티어 등 시민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해 당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볼런티어에게 좀처럼 도움을 구하지 않았
던 사정이 있어 (그 이외의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

로 함), 그 때 만들어진 말이 수원력입니다. 
‘SOS를 요구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론 그대로이지

만, 그것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책임을 미루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

하지 않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자기책임론”이 됩니다. 이에 비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소셜워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원력

이란 수원력을 이끌어 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력은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소셜워커의 역량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도움을 주고 받는다’

는 것입니다만, 도움을 받은 손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형태로 힘을 이끌어 내
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전원참가형 사회에 불가결한 지원의 형태
입니다. 지역사회 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의욕을 불러 일으켜) 조직화하고, 힘을 모아 생활을 
개선하며, 때로는 주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 전통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소셜워크에 있어서 지역사회 조직화의 계기가 적었습

니다. 여기에는 구미 이외의 국가에서 선진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그 한계를 80년대 이후 고도 소비사회화라는 새로운 경제성장노선으로 접목
시키고자 한 일본의 역사적 문맥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셜워크에 지역사회조직적 계기를 도입하는 것이 ‘사일런트 푸어

를 위한 소셜워크’라는 상황하에서 일본 소셜워커, 나아가 사회 전체에 가
장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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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프로필프로필프로필 
 

유아사 마코토（湯浅 誠） 
 

사회활동가 

호오세이대학 교수 
 
 

학력학력학력학력・・・・경력경력경력경력    
1969년 교토 출생.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2008년 말 해넘이 파견촌 (年越し派遣村) 장을 거쳐 2009년부터 3년간 
내각부 참여로 취임. 
 
내각관방 사회적포섭추진실장, 재해볼런티어연계실장 등. 정책결정 현장

에 관여할 당시 민관협동과 함께 일본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성숙이 중요하다고 통감함. 
 

현재 마이니치 신문지면 심의위원, 일본 변호사연합회 시민회의위원. 문

화방송 ‘오오다케 마코토 골든라디오’ 레귤러 코멘테이터. 
 

강연 내용은 빈곤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활성화나 남녀 공동참여, 인
권문제 등을 포괄. 

 

주요저서주요저서주요저서주요저서        
“히어로를 기다려도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마이니치신문 출판) 
“반빈곤”(이와나미신서, 제8회 오사라기 지로 (大佛次郎) 논단상, 

  제14회 평화・협동 저널리스트기금상 수상) 
“빈곤에 대해 철저히 생각해 보았다” 

(모기 겐이치로 (茂木健一郎) 공저, NHK출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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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    / 패널디스커션패널디스커션패널디스커션패널디스커션    
    

    

    

    

    

    

    

    

 
 
 
 
 
 
 
 
 
 
 
 
 
 
 
 
 
 
 
 
 
 
 
 

第12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2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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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サイレントプアに向き合うソーシャルワーク 

 
 
 

 

 

  

  

勝部 麗子（かつべ れいこ） 
 
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 
事務局次長 
 
 
1111、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の概況、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の概況、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の概況、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の概況    

 

(1)豊中市社協の概況 

    

(2)経過 

 昭和58年   法人化 

 昭和62年   賛助会費制導入 

 昭和63年   福祉の町づくり講座･給食サービス実施 

 平成 4年      校区ボランティア部会 

  平成 7年   阪神淡路大震災 

  平成 8年   小地域福祉ネットワーク事業スタート 

  平成 9年   ふれあいの町づくり事業指定 

 平成10年   小地域福祉ネットワーク事業が大阪府の事業に 

 平成15年   市と協働で地域福祉計画策定開始 全校区で校区福祉検討会 

 平成16年   地域福祉計画策定･地域福祉活動計画策定 

               福祉なんでも相談窓口&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配置 

  平成21年   福祉公社と統合 

 平成23年   パーソナルサポート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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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成25年   生活困窮者自立支援モデル事業 

 

(2)校区福祉委員会の変遷 

   38校区福祉委員会 

   ボランティア部会の組織化 

   小地域福祉ネットワークを全校区で実施   地域ミニマムを確立 

   福祉なんでも相談窓口は地域ニーズの把握 

   地域福祉計画で配置された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公民をつなぐ 

 

2222、地域福祉計画について、地域福祉計画について、地域福祉計画について、地域福祉計画について    

   

地域福祉拠点 

  身近な地域の相談窓口 

  行政と市民と事業者のパートナーシップ  

 市職員研修、新任教員研修、ライフプラン研修など 

 

3333、ライフセーフティネットの仕組み、ライフセーフティネットの仕組み、ライフセーフティネットの仕組み、ライフセーフティネットの仕組み    

 

１）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配置  

小学校区の活動をベースに市内生活圏域7圏域に1名配置 

(大阪府の事業は中学校区) 

   地域支援保育士、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保健師などとのチームアプローチ 

   社会福祉士(大阪府の専門養成研修) 

   狭間の課題を校区のネットワーク力を背景にチームワークで支える 

２）福祉なんでも相談窓口 小学校区福祉委員会に一つ身近な地域の相談窓口 

予防的なニーズキャッチ 

３）地域福祉ネットワーク会議 

 圏域内の事業所、専門職、民生委員校区福祉委員が一堂に会する 

４）ライフセーフティネット総合調整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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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全域で 

                        ･･･システム図参照 

 

4444、公民協働の支援ネットワークで支えるＣＳＷ事例、公民協働の支援ネットワークで支えるＣＳＷ事例、公民協働の支援ネットワークで支えるＣＳＷ事例、公民協働の支援ネットワークで支えるＣＳＷ事例    

   

 ・30年のひきこもり支援 

   ・若年性認知症 

   ・ホームレス 

   ・元気だが身寄りのない一人暮らし高齢者支援 

１）行政サービスに結びつかないケースの掘り起こし 

  サービス拒否 判断能力の乏しい人、 

２）フォーマルサービス、インフォーマルサポートで支える 

３）地域事業につなぐ（地域移行、社会的孤立） 

 

５，個別支援から町づくりの課題を仕組みへの具体的なプロジェクト５，個別支援から町づくりの課題を仕組みへの具体的なプロジェクト５，個別支援から町づくりの課題を仕組みへの具体的なプロジェクト５，個別支援から町づくりの課題を仕組みへの具体的なプロジェクト    

 

  徘徊SOSメール 

  ごみ屋敷リセットプロジェクト 

  悪質リフォーム対策会議 

  男性介護者交流の集い 

若い介護者の集い 

  校区単位の車イスの貸し出し 

ちょボラサロン  

高次脳機能障害家族交流会  

ケアマネジャーと地域活動連携の為のガイドライン 

ひとり暮らし高齢者支援方策検討委員会 

75才以上のひとり暮らし高齢者アンケート 8000人アンケート 

広汎性発達障害家族交流会→びーのびーのプロジェクト 

小地域活動次世代人材養成プロジェクト         など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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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心がけて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心がけて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心がけて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心がけていることいることいることいること    

 

１）社会的排除をさせない 

２）困っている人を支える人を地域に増やしていく 

３）制度の狭間の問題こそ地域福祉発展の芽 

４）地域での問題解決能力を高める 

５）本人の支援と本人の社会関係を広げていく 

６）同じ問題を抱える人を横につなぐ(ひとりぼっちをつくらない) 

７）社会資源につなぐ。なければ生み出す 

８）ネットワークとフットワークとあきらめない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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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勝部 麗子（かつべ れいこ） 

 

社会福祉法人 豊中市社会福祉協議会 

事務局 次長 

 

 

経  歴 

入職以来、地域組織化活動や地域福祉計画、活動計画に携わる。 

 

平成16年度から大阪府の地域福祉支援計画のコミュニティソーシャルワーカー配

置事業の一期生となり様々な制度の狭間を解決する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る。 

 

厚生労働省社会保障審議会の「生活困窮者の生活支援の在り方に関する特別部

会」に委員として参加。 

 

2014年4月から放映のNHKドラマ10「サイレントプア」のモデルとなり同ドラマの

監修を務めた。 

 

 

 

 



－ 38 － 

◆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 

    

사일런트사일런트사일런트사일런트    푸어푸어푸어푸어((((Silent PoorSilent PoorSilent PoorSilent Poor))))와와와와    직면하는직면하는직면하는직면하는    소셜워크소셜워크소셜워크소셜워크        

    
    

        

    

  

  

카츠베 레이코（勝部 麗子）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차장 
 
 
1. 1. 1. 1. 토요나카시토요나카시토요나카시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의사회복지협의회의사회복지협의회의사회복지협의회의    개황개황개황개황        

 

(1)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 개황  

 

(2)경과  

1983년   법인화  

1987년   찬조 회비제 도입  

1988년   복지의 마을 만들기 강좌•급식 서비스 실시  

1992년   학군 자원봉사부회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재해  

1996년   소지역 복지네트워크 사업 시작  

1997년   만남의 마을 만들기 사업지정  

1998년   소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이 오사카부의 사업으로  

2003년   시와 협력해서 지역복지계획 책정시작 

 전학군에서 학군복지 검토회  

2004년   지역복지계획 책정・지역복지활동 계획책정  

복지 무엇이든 상담창구 & 커뮤니티 소셜 워커 배치  

2009년   복지공사와 통합  

2011년   퍼스널 서포트 (Personal Support) 사업  

2013년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모델사업  

 

(3)학군복지위원회의 변천  

38학군복지위원회  

자원봉사부회의 조직화  

소지역복지 네트워크를 전학군에서 실시       지역 미니멈을 확립  

복지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지역의 요구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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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계획으로 배치된 커뮤니티 소셜 워커가 공민을 연결함  

 

2. 2. 2. 2. 지역복지계획에지역복지계획에지역복지계획에지역복지계획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지역복지거점  

가까운 지역의 상담창구 

행정과 시민과 사업자의 파트너쉽 

직원연수, 신임교원연수,라이프플랜연수 등  

 

3. 3. 3. 3. 라이프라이프라이프라이프    세프티세프티세프티세프티    네트네트네트네트    (Life safety net)(Life safety net)(Life safety net)(Life safety net)의의의의    구조구조구조구조        
 

1)커뮤니티 소셜 워커의 배치  

초등학교학군의 활동을 베이스로 시내생활권역 7권역에 1명 배치(오사

카부의 사업은 중학교학군) 지역지원보육사, 지역포괄지원센터, 보건사 

등 과의 팀 어프로치  

사회복지사 (오사카부의 전문양성 연수) 

틈새의 과제를 학군의 네트워크력을 배경으로 팀워크로 받쳐준다  

2)복지 무엇이든 상담창구   초등학교학군복지위원회에 한가지 밀접한 

지역의 상담창구 

예방적인 요구 캐치 

3)지역복지 네트워크 회의 

권역내의 사무소, 전문직, 민생위원학군복지위원이 일당에 모인다 

4)라이프 세프티 네트 (Life safety net) 종합 조정회의 

시의 전역에서 

 

      … 시스템도 참조 

 

４４４４．．．．공민협력의공민협력의공민협력의공민협력의    지원네트워크로지원네트워크로지원네트워크로지원네트워크로    지탱하는지탱하는지탱하는지탱하는    CSWCSWCSWCSW사례사례사례사례    
 

・30년의 히키코모리 (집에 틀어박힘) 지원 

・약년성치매 

・노숙자 

・건강하지만 친인척이 없는 독거노인지원 

 

1)행정서비스와 연결되지 않는 케이스를 발굴한다 

서비스거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 

2)공식적 서비스, 비공식적 서포트로 받쳐준다 

3)지역사업에 연결한다 (지역이행, 사회적 고립) 

 

５５５５. . . . 개별지원에서개별지원에서개별지원에서개별지원에서    마을마을마을마을    만들기의만들기의만들기의만들기의    과제를과제를과제를과제를    구조로구조로구조로구조로    구체적인구체적인구체적인구체적인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배회SOS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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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의 리셋 프로젝트 

악질 리폼 대책회의 

남성 개호자의 교류모임 

젊은 개호자의 모임 

학군단위의 휠체어 대여 

초보라 살롱 

고차 뇌기능장애 가족 교류회 

캐어 매니저와 지역활동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독거노인 지원방책검토 위원회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앙케이트    8000인 앙케이트 

광범성 발달장애 가족 교류회   비이노비이노 프로젝트 

소지역활동 차세대 인재양성 프로젝트 

 

６６６６. . . . 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커뮤니티    소셜소셜소셜소셜    워커로서워커로서워커로서워커로서    마음에마음에마음에마음에    새겨두고새겨두고새겨두고새겨두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    
 

1)사회적 배제를 하지 않는다 

2)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을 지역에 늘려간다 

3)제도의 틈새문제야 말로 지역복지발전의 싹 

4)지역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인다 

5)본인의 지원과 본인의 사회관계를 넓혀간다 

6)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옆으로 연결한다 (외톨이를 만들지 않

는다) 

7)사회 자원에 연결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 낸다 

8)네트워크와 발 빠른 움직임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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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프로필프로필프로필 
 

가츠베 레이코 (勝部 麗子) 

 
사회복지법인 도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차장 
 
 
경경경경        력력력력    

입사 이후, 지역조직화활동이나 지역복지계획, 활동계획에 관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오사카부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커뮤니티 소셜워커 배치사업의 
1기생으로 다양한 제도의 틈새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의 ‘생활곤궁자 생활지원방식에 관한 특별부
회’의 위원으로 참가.  
 
2014년4월부터 방영된 NHK 드라마 ‘사일런트 푸어’  모델이 되어 본 
드라마 감수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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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南楊州市官民協力統合事例管理の 

実践経験を通じた発展方案の模索 

 

－強み観点解決中心の官民協力事例管理 

 適用事例を中心に－ 

 
 

李 善 淑（イ ソンスク） 
 
韓国 南楊州市 東部希望ケアセンター 
事例管理チーム長 
 
 
序序序序文文文文    

 

最近､社会福祉実践において複合的ニーズを持ったサービス利用者

※１

に地域社会を

中心に統合的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に関心が高まっているが、地域社会内で公共と

民間の多様な社会福祉サービス関連組織がお互いに有機的に連携できず､サービス利用

者に効果的に対応でき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る。 

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南楊州市は､2007 年､公共の積極的な支援を前提に

事例管理及び統合サービス提供を目的に希望ケアセンターを設置、運営している。そ

の間、南楊州市は利用者中心の官民協力統合事例管理実践のため公共組織に対する組

織改編、官民合同勤務、官民統合電算管理網を構築するなどの多様な努力にも拘わら

ず、事例管理に対する理解と共感の不充分性で官民協力事例管理の実践に限界を見せ

ることとなった。 

 これに南楊州市の公共組織の官民福祉協力チームと民間機関の希望ケアセンターが

事例を見る観点と方向に対する意見差異をどのような努力を通じて克服できたのか、

また強み観点解決中心アプローチを適用した事例を通じて官民協力の効果的な方向を

模索しようとする。 

 

１．南楊州市希望ケアセンター設置背景１．南楊州市希望ケアセンター設置背景１．南楊州市希望ケアセンター設置背景１．南楊州市希望ケアセンター設置背景    

 

 南楊州市は、ソウルの約 75％に該当する広い面積に 62 万の人口が居住する都農複

合地域で、各種規制で生活圏が分散している特徴を持っている。また人口対比福祉イ

ンフラが劣悪で、多様な福祉ニーズを解決するのに限界があり、南楊州市は、2007 年

7 月官民協力事例管理及び統合サービス提供を目的に東西南北 4 ケ圏域に希望ケアセ

ンターを設置し、民間委託方式で運営している。 

 希望ケアセンターは地域社会内で公共・民間資源に対する体系的な管理・支援体系 

 

１「クライアント(client)」という用語の代わり幅広い意味で社会福祉サービスを主体的に利

用するという観点から“利用者”という用語を使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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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土台に複合的で多様なニーズを持った対象者に福祉・保険・雇用・住居・教育・信

用・法律など必要なサービスを統合的に連携・提供する機能を果たしている。公共領

域はこれを持続的にモニタリングする過程で事例管理に対する重要性と関心が本格化

することになった。 

 

２．２．２．２．南楊州市官民統合勤務を通じた事例管理サービスの構築南楊州市官民統合勤務を通じた事例管理サービスの構築南楊州市官民統合勤務を通じた事例管理サービスの構築南楊州市官民統合勤務を通じた事例管理サービスの構築    

 

 2012 年 4 月､希望福祉支援団

※２

の出帆を起点に不必要な官民の仕切り除去及びより

迅速で正確な統合サービス提供を目的に公務員行政組織の官民福祉協力チームを新設

し、34 人の社会福祉職公務員を 4 つの希望ケアセンターに配置し、一つの空間で官民

協働勤務を始めることになる。 

  民間の専門性と公共の行政力を土台に連携・協力し、効率的な事例介入が進行す

るものと思ったが、一定期間が過ぎ、一緒に事例管理をするのに限界を感じるように

なった。何よりも法の枠内で迅速に正確な事例介入を希望する公共事例管理者と利用

者中心、地域中心の事例管理を実践するのに目的を置いた民間事例管理者との間で事

例を見る観点と方向に対する意見差異が見られはじめた。故に利用者中心の統合的サ

ービスを効果的に提供できるシステムを構築しても事例管理を担当する遂行人材間に

生じる曖昧さで実質的な事例管理システムを作動させるのに限界と難しさが生じはじ

めた。 

 

３．官民協力事例管理実践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の方案模索３．官民協力事例管理実践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の方案模索３．官民協力事例管理実践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の方案模索３．官民協力事例管理実践の限界を克服するための方案模索    

 

 南楊州市だけの創意的な官民合同勤務は、官民のネットワークを強化し、事例管理

事情及び重複サービスに対するモニタリングを強化するなどの成果もあったが、事例

管理に対する理解と共感の不充分性で限界を見せはじめながらも､これを克服するため

の解決策を模索することになる。 

 続いて 4 ケ圏域の希望ケアセンターと官民福祉協力チームが活動している地域社会

福祉協議体

※３

を中心に強み観点を事例管理の基本パラダイムとして採択し、すべての

実践過程と方法に一貫して適用できるよう 1 年間、専門家の体系的な教育を実施した。

これに官民がともに共感できる、即ち事例管理に対する理解の幅を少しずつ狭めてい

くことができたし、今年は専門家の持続的なスーパービジョンを通して官民事例管理

者の力量強化を図っている。  

 

４．強み観点解決中心で官民協力事例管理適用事例４．強み観点解決中心で官民協力事例管理適用事例４．強み観点解決中心で官民協力事例管理適用事例４．強み観点解決中心で官民協力事例管理適用事例    

 

１）利用者の人的事項及び特性１）利用者の人的事項及び特性１）利用者の人的事項及び特性１）利用者の人的事項及び特性    

 

 利用者は自殺危険のある 36 歳の未婚女性で、家族と断絶した状態で一人生活してお

り、依頼当時､1 年以上外部と断絶した隠遁生活をしていた。利用者の両親の離婚で初

めて棄てられたことを経験し､以後、父親と暮らしながら持続的な家庭暴力で 16 歳に

家出をしたという。 

 

２ 全国の市・郡・区に希望福祉支援団を設置・運営し､福祉・保健・雇用など多様な問題を持

った低所得住民に必要なサービスを統合・連携提供する専担組織。  

3 地域社会福祉協議体は地域社会を単位として社会福祉関連公共と民間の主体、そして学界専

門家、住民代表などが参与し、地域の福祉関連事案に対する議論と協議、推進及び検討を遂行

する構成体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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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例の依頼を受け、初めて官民が会同し事例介入可否に対する会議を進めた。何よ

りも精神科的困難を持っている利用者をうまく支援できるのか、行政上、南楊州市居 

住でない他地域居住者に対する介入が必要なのか、また事例管理に対する同意がない

状況で介入することが効果的なのか、などに関して検討した。いろいろな理由があっ

たが、何よりも利用者の生命と安全に危険があると判断され、民間協力を通した事例

介入を進めることに決定した。 

 最初に利用者と会うことに努力したが、家庭訪問を約束しても利用者は、玄関先で

何回も訪問を拒絶した。何よりも 1 年以上も隠遁生活をしていたので、他人に対する

恐怖心と生きることを止めたい感情などで､た易く会えるようではなかった。そんなあ

る日、利用者から電話があり、初めての電話相談を行うことができた。 

 

ともにするための第ともにするための第ともにするための第ともにするための第 1111 歩歩歩歩    

  

事例管理者：「翌朝、起きた時、何か変わったことがあれば、奇跡が起きたと思える

でしょう？」 

利 用 者：（非常に小さい声で）「ね..こ...が」 

事例管理者：「猫ですか？ スビンさんがおっしゃるねこが、何の意味ですか？」 

利 用 者：「私が死ぬのはいいんですよ。ただ、死のうと思うと、8 年間育てた猫

が心配で。責任もとれないし、猫も私のように捨てられるじゃないで

すか。罪悪感がするんです。かわいそうで」 

 

 1 歳を過ぎてすぐ捨てられたスビンは､同じように猫を捨てることはできず、殺した

いほど憎い父親と何が違うのか？と自問したという。 

 

利用者と信頼関係の形成利用者と信頼関係の形成利用者と信頼関係の形成利用者と信頼関係の形成    

 

利 用 者：「すみません」 

事例管理者：「いいんですよ。知らない人に会うのは簡単でないでしょう」 

利 用 者：「ここを出れば、どこに行くの？ 精神病院？ 休めるところ？」 

事例管理者：「精神病院も休めるところも、スビンさんが行きたければ行くわけでし

ょう。スビンさんが望むことを手助けするのが私のすることなんです

よ。心配しないで。私がそばで一緒に手助けしてあげるから」 

利 用 者：「あなたも信じられない。私が死んだ後も家族という人たちが､私を見な

い方がいいのよ。あなた方が､ここから私を助けるといって連れて行き、

連絡するのでしょう？」 

（沈黙し温かい視線で見つめる） 

利 用 者：「怒りの感情がどこまで行くのか怖い。気が狂いそう。私が死ななけれ

ば怒るとき誰かを殺しても何ともないような気がする」 

事例管理者：「たいへん辛かったのですね。こんな辛いことがずっと続いてようです

けど....どんなふうに耐えることができたの？」. 

 

 何とか家庭訪問を約束し訪ねて行ったスビンさんの家は、30 坪のアパートでごみが

いっぱい散らかり､どう表現して良いか分からないほど､害虫や悪臭で衛生状態が深刻

な状態だった。このような状況を問題として認識するのではなく、この状況にある利

用者に焦点を合わせようとした。この後、何回か家庭訪問の機会があったが、家の衛

生状態に対して何も言わず、掃除も勧めなかった。何よりも利用者が何を望んでいる

のかに関心を置いた。もちろんこの過程で官民事例管理者たちの間で多少の意見の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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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もあったが、お互いの意見だけを主張しないで最後までお互い協議し議論する過程

を通じて円満に進めることができた。 

 

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1111    

 

利用者とある程度の信頼関係が作られたと思われたときに､利用者が望む「生」が何

なのか発見するための相談内容だ。 

 

事例管理者：「私と会った後、何か、少しでも変わったことがあれば、私と会ったこ

とが良かった、意味のある時間だったなあと思えるでしょう」 

利 用 者：「家賃も滞納し、電話にも出なかったら、家主が警察を連れてきたのよ。

最後まで戸を開けなかったら、家主が今月末まで家を空けなかったら

戸を開けて入ってくるというのよ。先生どうしたらいいの？」 

事例管理者：「そうだったの....スビンさんはどうしたいの？」 

利 用 者：「すぐにでも引っ越したいの。家主さんが怖い。何だか私を殺すよう

で」 

 

 相談を通して利用者が望む目標が何なのかを正確に把握した後、まず最初にアパー

トの家主に会い、状況を説明して了解を得る過程が必要だった。次に村の村長とアパ

ート管理事務所を訪ね、助けを求めた。このすべてのことで、公信力を持っている公

共の介入で地域社会の関係形成はもちろん多様な資源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 

 

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2222    

（利用者とある程度、関係が形成されたと思われたとき、意図的に敬語を使わない） 

 

利 用 者：「先生、病院に行きます」 

事例管理者：「どうして病院に行こうと思ったの」 

利 用 者：「私が正常じゃないでしょう....」 

事例管理者：「そう決めるのが簡単じゃなかったと思うけど、よく決めたね。けれど

スビンさんが病院に行けば、何が助けになるの？」 

利 用 者：「私がなぜこうなのか.....何の病気なのか......治せるのか......知り

たいの」 

事例管理者：「そうだったの...。それじゃ私が何を手助けすればいいのかしら？」 

利 用 者：「男の医者は嫌なので、女の先生がいる病院に行きたいの」 

 

 利用者に会いながら、一回も精神科治療について話さなかった。スビンさんが精神

科治療に関して否定的な先入観があり、治療について話すことは却って関係づくりに

否定的な影響があると思ったからである。しかし一方で、この事例管理者の考えが、

利用者が自殺を選択する時間的余裕を与え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心理的な負担もあっ

た。利用者が自ら精神科治療を受けようとする意志を見て、利用者の問題よりは、変

化の可能性と強みに焦点を合わせて進めることが利用者の肯定的な変化を引き出すの

で効果的であ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 

 

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利用者が望む絵を描く。3333    

 利用者の安定的な住居を用意するために引越しを準備する過程で､現在住む住居の掃

除を計画中、利用者がボランティアたちを会い接触することに対して非常に不安にな

り、恥ずかしがった。そんな中での相談内容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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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 用 者：「先生、恥ずかしくて掃除のときにとても家におられないよ。私を気違

いだと思うよ」 

事例管理者：「そうだったの....では、掃除のとき、スビンさんは何をすればいい

の？ 何か考えてみたの？」 

利 用 者：「インターネットで水原の家を何件か見たんだけど､友達と見に行けばど

うかしら？先生と病院に行くために外に出てみたら、一人では怖かっ

たけれども､友達がおればできるようなの」 

事例管理者：「友達に言ったら、そうしてくれるって？」 

利 用 者：「昨日、そうできると言ってたの」 

事例管理者：「スビンさんがちゃんと考えていたのね。どうしてそう思ったの？」 

利 用者 ：「引っ越し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先生だけにお願いするのがあまり

に済まなくて」 

事例管理者：「スビンさんがいなければ、掃除する時に、どれを捨てて、捨てないか､

分かるかな？」 

利 用 者：「先生が適当にしてくれたらいい」 

事例管理者：「あなたの物を私が勝手にするわけにもいかないともうけれど.....絶対

捨ててはダメな物のリストを書いてくれたらどう？」 

利 用 者：「それじゃ、スケッチブックがあるので、そこに書きましょうか？」 

 

事例介入してから 2 カ月にならない時点で、利用者の意思で自然に事例を終えるこ

とができた。官民事例管理者が強み観点解決中心アプローチを基本パラダイムとして

採択し、すべての実践過程と方法に一貫して適用するための努力がなければ、このよ

うな肯定的な変化を経験できなかっただろう。事例管理の初期から終結まで官民協力

統合事例管理の実践を通じて官民が協力する時、ネットワーキングが強化され、公共

と民間サービスの有機的連携を通じて迅速なサービス提供を経験できた。今回の事例

を通して官民協力統合事例管理に対する可能性を発見でき､何よりも意味ある実践であ

ったと思う。 

 

２）事例を終結するに際し、現れた多様な肯定的変化２）事例を終結するに際し、現れた多様な肯定的変化２）事例を終結するに際し、現れた多様な肯定的変化２）事例を終結するに際し、現れた多様な肯定的変化    

 

（１）利用者の変化（１）利用者の変化（１）利用者の変化（１）利用者の変化    

「すべてのことが夢のよう。死んでから世の中の見物をすることになると思ってい

たのに、先生と会って､生きて世の中を見物できる。病院にもちゃんと通い、健康にな

れば働いてもみたい。この感謝の気持ちを私のように辛い人々に分けてあげたいよ。

健康になれば先生を助けてボランティアするよ」 

 

（２）事例管理者の変化（２）事例管理者の変化（２）事例管理者の変化（２）事例管理者の変化    

「公共事例管理者もまた、利用者のため最善を尽くしているという自負が､官民事例

管理を実践するのに多くの助けとなった」 

 

（３）公共事例管理者の変化（３）公共事例管理者の変化（３）公共事例管理者の変化（３）公共事例管理者の変化    

「何よりも気持ちが楽だ。前は利用者の問題を私が適当に解決してあげなければな

らないので、負担感が大きかったが、利用者と一緒に実践可能な目標をたて、利用者

と事例管理者の役割がはっきりし、負担感が少なくなった」 

 

 



－ 47 － 

むすびむすびむすびむすび    

 

 社会福祉サービスの専門性が官民協力に重要な要素という多様な研究結果とともに

南楊州市だけの独特な官民協力統合事例管理を遂行しながら、事例管理の専門性が官

民協力に重要な要素であることを再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官民がともに強み観

点解決中心事例管理の実践過程を通じて､官民事例管理者は自身の観点を実践にできる

だけ反映し、成長を図る経験ができた。 

 これに官民協力事例管理を進めるのにおいて、事業の効果性を高めるためには何よ

りも事例管理者を支援する体系的で段階的な教育とスーパービジョン体系が用意され、

支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また公共事例管理者に対する業務特性を考慮した

人事発令時期に対する弾力的な調節が必要だろう。 

 

 

参考文献参考文献参考文献参考文献    

 
■

キム ヒョンモ•ユ ジョンウォン•イ クィエ 2009「地域福祉伝達体系ネットワークのた

めの地域社会福祉協議体と地域社会福祉協議会の役割と課題」臨床社会事業研究 6(1):25

-49 
■

ノ ヘリョン•ユ ソグ•パク ファオク•イ ヨンウ•ユン ミンア•イ ミンヨン 2008「わが

子の希望ネットワーク支援事業の評価と運営モデル開発研究」.韓国ボランティア協議会  
■

パク ジヨン 2010「事例管理実践経験を通した官民協力方案模索」京畿福祉財団 
■

ソン ウンミ•ペク ミンヒ•クォン ヘヨン 2013「“南楊州市官民福祉協力チームの効果性

に対する分析」京畿福祉財団 
■

キム サンゴン 2013 「官民協力のための統合事例管理運営体系構築方案」事例管理研究

4(1):51-87 
■

ユン ソンヒ 2013 「事例管理実践において統合性と専門性が官民協力に及ぼす影響」崇

實大学校 社会福祉大学院 碩士学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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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李 善 淑（イ ソンスク） 

 

韓国 南楊州市 東部希望ケアセンター  

事例管理チーム長 

 

 

学歴 

1996年 3月 – 2000年 2月  ソウル基督大学校 社会福祉学科 学士 

2011年 9月 – 2013年 8月 崇實大学校 社会福祉大学院 社会福祉学 碩士 

    

経歴経歴経歴経歴    

1992年 4月 -  1999年 3月  仁川広域市教育庁 

2002年 4月 -  2005年 1月  韓国敬老福祉財団 / 西区老人福祉会館 社会福祉士 

2005年 2月 -  2006年 6月  光臨福祉財団 / 江東自活後見機関 事業チーム長 

2006年 7月 -  2010年 1月  ホセ専門療養院 事務局長 

2010年 3月 -  現在        社会福祉法人 ヒューマン福祉会  

/ しあわせ分かち合いセンター事例管理 チーム長 

                          / 東部希望ケアセンター 事例管理 チーム長 

    

主要活動主要活動主要活動主要活動    

2013年 10月     南楊州 官民協力を通じた雇用・福祉戦略模索 

                        2013. 韓国社会福祉士協会. 

2012年  6月 – 現在  南楊州市青少年相談福祉センター 

  青少年統合支援体系 (CYS-Net)実行委員 

2012年  6月 – 現在  南楊州市地域社会福祉協議体 統合事例管理分課 総務 

2014年 5月 – 現在 知識共有ネットワーク運営 : 

“問題中心から解決中心へ着替え”   

2014年  7月 – 現在  南楊州市老人福祉館 諮問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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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 

    

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    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통합사례관리통합사례관리통합사례관리    

실천경험을실천경험을실천경험을실천경험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발전방안발전방안발전방안발전방안    모색모색모색모색        

        
----    강점관점강점관점강점관점강점관점    해결중심해결중심해결중심해결중심    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    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    

    적용사례를적용사례를적용사례를적용사례를    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중심으로    ----    

        

    

이 선 숙（李 善 淑）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사례관리팀장 

 

 

들어가는들어가는들어가는들어가는    말말말말    
 

  최근 사회복지실천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서비스 이용자※1들에게 지역사

회를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지역사

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조직들이 서로 유기

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 서비스이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2007년 공공의 적극적 지원을 

전제로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희망케어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  그 동안 남양주시는 수요자 중심의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실천

을 위해 공공조직에 대한 조직개편, 민관합동근무, 민관통합전산관리망을 구

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불충

분성으로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실천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남양주시 공공조직인 민관복지협력팀과 민간기관인 희망케어센터가 

사례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의견차이를 어떤 노력들을 통해 극복

할 수 있었는지, 또 강점관점 해결중심 접근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민관협력

의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1. 1. 1. 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희망케어센터희망케어센터희망케어센터    설치배경설치배경설치배경설치배경    
 

  남양주시는 서울 면적의 약 75%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 62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인구 대비 복지인프라가 열악하여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 
 
1

 "클라이언트(client)"라는 용어 대신 폭넓은 의미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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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한계가 있어, 남양주시는 2007년 7월 민관협력 사례관리 및 통합서

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에 희망케어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희망케어센터는 지역사회내에서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

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

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기

능들을 하고 있다.  공공영역은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사

례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2. 2. 2. 2. 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남양주시    민관민관민관민관    통합근무를통합근무를통합근무를통합근무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사례관리시스템사례관리시스템사례관리시스템사례관리시스템    구축구축구축구축    
 

  2012년 4월 희망복지지원단※2의 출범을 기점으로 불필요한 민관칸막이 제

거 및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무원 행정조직

인 민관복지협력팀을 신설하고 3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4개의 희망케어

센터로 전진 배치하여 한 공간에서 민관합동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단순히 

합동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사례관리자가 초기상담부터 함께 사례에 

대한 개입을 하게 된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연계•

협력하여 효율적인 사례개입이 진행되는가 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함

께 사례개입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신

속하고 정확한 사례개입을 희망하는 공공 사례관리자와 이용자 중심, 지역중

심의 사례관리를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 민간 사례관리자 간에 사례를 바라

보는 관점과 방향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사례관리

를 담당하는 수행인력 간에 생기는 모호성으로 실질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3. 3. 3. 3. 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    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    실천의실천의실천의실천의    한계를한계를한계를한계를    극복하기극복하기극복하기극복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방안모색방안모색방안모색방안모색    
 

  남양주시만의 창의적인 민관합동 근무는 민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사

례관리 사정 및 중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

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불충분성으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

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4개 권역의 희망케어센터와 민관복지협력팀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

회복지협의체※3를 중심으로 강점관점을 사례관리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채택

하여 모든 실천 과정과 방법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1년동안 전문가

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민관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즉 사

례관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었으며, 올해는 전문가의 지

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민관 사례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전국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복지·보건·고용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전담조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사회복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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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강점관점강점관점강점관점강점관점    해결중심으로해결중심으로해결중심으로해결중심으로    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민관협력    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    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적용사례    
 

1) 1) 1) 1) 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    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    및및및및    특성특성특성특성    

 

  이용자는 자살위험이 있는 36살의 미혼여성으로 가족과 단절된 상태로 혼

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의뢰당시 1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용자 부모님의 이혼으로 처음 버림을 경험하고, 이후 아버지와 

생활하면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16세에 가출을 했다고 한다. 

 

  사례를 의뢰받고 가장 먼저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사례개입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를 잘 도울

수 있을지, 행정상 남양주시 주소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

한지, 또 사례관리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입을 하는것이 효과적인

지에 대한 논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무엇보다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개입을 진행하기로 결

정했다.   

  

  가장 먼저 이용자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정방문을 약속하

고도 이용자는 현관문 앞에서 여러차례 방문을 거절했다.  무엇보다 1년 넘

게 은둔생활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감정

들로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용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첫 유선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함께하기함께하기함께하기함께하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첫첫첫첫    걸음걸음걸음걸음    

 

사례관리자 :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이 달라진 것을 보면 기적이 일

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용  자 :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양...이” 

사례관리자 : “고양이요?  혹시 수빈씨가 말하는 고양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용  자 : “내가 죽는건 괜찮아요.  그런데 죽으려는데 8년동안 키운 고양

이가 걱정되요.  책임지지도 못 하고, 고양이도 나 처럼 버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불쌍해요.”   

 

  돌이 갓 넘어 버림을 경험한 수빈이는 자신이 경험한 “버림”을 고양이에

게 똑 같이 할 수 없었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아버지와 내가 뭐가 다른

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용자와이용자와이용자와이용자와    신뢰관계신뢰관계신뢰관계신뢰관계    형성하기형성하기형성하기형성하기    

    

이  용  자 :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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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 :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용  자 :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  쉼터?” 
사례관리자 : “정신병원도 쉼터도 수빈이가 원해야 가는 거죠.  수빈이가 원

하는 일을 돕는게 제가 하는 일이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곁에서 함께 도울게요.” 
이  용  자 : “당신도 못 믿겠어요.  내가 죽은 후에도 가족이란 사람들이 내 

모습 안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날 도와준다고 

데리고 나가서 연락할거죠?” 
               (침묵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이  용  자 : “화내는 감정에 끝이 어디일까 무서워요.  미칠것 같아요.  내

가 죽지 않으면 화날 때 누굴 죽여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

요.” 
사례관리자 :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된 것 

같은데......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어요?” 
 

  어렵게 가정방문을 약속하고 찾아간 수빈이네 집은 30평 아파트가 쓰레기

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만큼 해충과 악취로 위생상태가 

심각 했다.  이런 상황을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 상황에 있는 이용자에

게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후 여러차례 가정방문의 기회가 있었으나 집 

위생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청소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이용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관 사례관리자들 

간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서로의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서

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용자가이용자가이용자가이용자가    원하원하원하원하는는는는    그림그림그림그림    그리기그리기그리기그리기. . . . 하나하나하나하나    

    

이용자와 어느정도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나누었던 상담내용이다.   

 

사례관리자 : “나를 만난 이후 뭐가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나를 만나길 

잘 했구나.  보람된 시간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용  자 : “월세도 밀리고, 전화도 안 받았더니 집 주인이 경찰을 데리고 

왔었어요.  끝까지 문을 안 열었더니, 집 주인이 이번 달 말

까지 집을 안 비우면 문을 열고 들어 오겠데요.  선생님 어떻

게 해요?” 
사례관리자 : “그랬구나......수빈씨는 혹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용  자 : “당장 이사하고 싶어요.  집 주인이 무서워요.  이 상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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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를 죽일 거예요.” 
 

  상담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 가

장  먼저 아파트 임대인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

요했다.  다음으로 마을 이장님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의 개입으로 지역사회와 

관계형성은 물론 다양한 자원들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용자가이용자가이용자가이용자가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그림그림그림그림    그리기그리기그리기그리기. . . . 둘둘둘둘    

    

(이용자와 어느정도 관계형성이 되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의도적으로 존댓

말을 사용하지 않음.) 

이  용  자 : “선생님 저 병원에 갈게요.” 
사례관리자 : “어떻게 병원 갈 생각을 했어?” 
이  용  자 : “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례관리자 : “그렇게 결정하는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 했다.  근데 수빈이가 

병원에 가면 뭐가 좀 도움이 될까?” 
이  용  자 : “내가 왜 이러는지.....무슨 병인지….고칠 수 있는지..... 알고 싶

어요.” 
사례관리자 :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  용  자 : “남자의사는 부담스러워요. 여자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가고 싶

어요.” 
 

  이용자를 만나면서 단 한번도 정신과 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수빈

이 스스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과거력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 치료를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런 사례관리자의 믿음이 이용자가 자살을 선

택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심적인 부담이 있었으나, 이

용자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다시한번 이용

자의 문제보다는 변화가능성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것이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용자가이용자가이용자가이용자가    원하는원하는원하는원하는    그림그림그림그림    그리기그리기그리기그리기. . . . 셋셋셋셋    

    

  이용자의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청소를 계획하던 중 이용자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고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수치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나눴

던 상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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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자 : “선생님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청소할때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할거예요.” 
사례관리자 : “그렇구나......그럼 청소할때 수빈이는 뭘하면 좋을까?  혹시 생

각해 봤어?” 
이  용  자 : “인터넷으로 수원에 집을 몇 개 봐뒀는데, 그때 친구랑 보러가

면 어떨까요? 선생님이랑 병원 간다고 밖에 나가봤더니 혼자

는 무섭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례관리자 : “친구한테 그러자고 부탁만하면 그럴 수 있는거니?” 
이  용  자 : “어제 카톡으로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사례관리자 : “수빈이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다 했어?” 
이  용  자 : “이사는 해야하는데, 선생님한테만 부탁하는게 너무 죄송해서

요.” 
사례관리자 : “수빈이가 없으면 청소할때 어떤 물건들을 버리고 안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용  자 : “그냥 선생님 알아서 하면 안되요? ” 
사례관리자 : “너 물건을 내가 알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혹시 꼭 버

리면 안 되는 물건들 목록을 적어보면 어떨까?” 
이  용  자 : “그럼 스케치북이 있는데 거기에 적을까요?” 
 

  사례를 개입한지 2달이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이용자의 이사로 자연스럽

게 사례를 종결하게 되었다.  민관 사례관리자가 강정관점 해결중심 접근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여 모든 실천 과정과 방법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

다.  사례개입 초기부터 종결까지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실천을 통해 민관

이 협력할 때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공공과 민간서비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

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민관협력 통

합사례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 무엇보다 의미있는 실천이었다

고 생각한다.  

 

2) 2) 2) 2) 사례를사례를사례를사례를    종결하면서종결하면서종결하면서종결하면서    나타난나타난나타난나타난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긍정적긍정적긍정적긍정적    변화변화변화변화    

 

(1) (1) (1) (1) 이용자의이용자의이용자의이용자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죽어서나 세상구경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선생

님을 만나고 살아서 세상구경을 해요.  병원에도 잘 다니고, 나중에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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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일도 하고 싶어요.  이 감사한 마음을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

고 싶어요.  건강해지면 선생님을 도와 자원봉사도 할게요.”   

 

(2) (2) (2) (2) 사례관리자의사례관리자의사례관리자의사례관리자의    변화변화변화변화    

   

  “공공사례관리자 또한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이 민관협

력 사례관리를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3) (3) (3) 공공공공공공공공    사례관리자의사례관리자의사례관리자의사례관리자의    변화변화변화변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다.  예전에는 이용자의 어려움을 내가 알아서 해

결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으나, 이용자와 함께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

워 이용자와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분명해져 부담감이 적어졌다.” 
 

맺는맺는맺는맺는    말말말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이 민관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다양한 연구결과

와 함께 남양주시만의 독특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사례관

리의 전문성이 민관협력에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민

관이 함께 강점관점 해결중심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통해 민관 사례관리자

는 자신의 관점을 실천에 끊임없이 반영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진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사례관리자를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과 슈퍼비

전 체계가 마련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사례관리자에 대한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사발령 시기에 대한 탄력적인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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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地域のすべての子どもの豊かな育ちの環境づくり 

 

 

 
  

 

 

村井 琢哉（むらい たくや） 
 
特定非営利活動法人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 
理事長 
 
 
京都市京都市京都市京都市の東、京都盆地に隣接する山科盆地にある山科区・伏見区醍醐の地域で活動

をはじめて34年。まもなく35年目に突入するこの活動となる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

行政区の区割りではなく、盆地のなかをひとつの生活圏域、ひとつのまちと意識して

活動をしています。34年も経つと、世代も巡ってまいります。私自身子ども時代から

関わり、参加者から創り手に、そして今は代表を務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も

ちろん私だけでなく、昔参加者だった子どもがスタッフになり多くの活動をつくって

くれています。また地元の友人たちも親になり子どもとともに事業を活用してくれて

います。さらに、昔親だった方々は孫をつれて活動にきてくれるという地域の三世代

がそろう、そのような活動になってきました。    

 

もともともともともともともともと 1980 年に、「山科醍醐親と子の劇場」として活動がはじました。活動当

初は、地域の子育て世代の母親が運営の主体となり、青年とよばれる高校生からおお

むね 30 歳くらいまでの若者が中心に活動を進めていました。舞台演劇や音楽の鑑賞や

自然体験や野外活動、そして各地域で行われる子ども会活動を中心に実際に体感する、

つながることを大切にした活動を展開していました。多くの地域の方々が会員になり

事業を「ともに」創ることを大切にしてきました。しかし時代の流れや 90 年代の景気

変動、阪神淡路大震災、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の成立などの動きを受け、あらためて

地域の「すべての子ども」に活動が届くように、育ちにあわせた事業づくりと、その

世代がひとつながりになるような事業展開をしていく組織として、1999 年に「山科醍

醐こどものひろば」とあらたにし、2000 年 3 月特定非営利活動法人として法人化し、

再出発しました。 

 

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の想いとしては、「すべての子どもを対象に、鑑賞活動

や子どもたちが創る活動などを行うことによって、子どもたちを取り巻く文化環境・

社会環境を充実させ、子ど もたちの伸びやかで豊かな成長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

る。」として、それまでの 20 年間で大切にしてきた部分を活かしつつ、その方法をよ

り「すべての子ども」の「よりよい豊かな育ち」とその「育ちの環境」の部分にこだ

わり事業を展開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具体的には、各世代別の事業（未就園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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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児低学年、高学年中学生、若者）と各世代の関心や地域に根付く事業の多様化が進

んでいくことになりました。山科・醍醐地域を歴史や文化にふれる「まちたんけん」

や鑑賞するだけでなく自ら創る「創作劇」、普段チャレンジ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

なものづくりなどに取り組む事業といった体験活動の充実。これまで週末余暇の体験

活動が中心だった事業展開から平日の日中に０歳から 3 歳の子どもとその親が集うこ

とができる場の運営といった事業の日常化。さらに事業実施主体もこれまでは子ども

とその親で創ってきたものを、多くの市民ボランティアの力を集結し、また様々なセ

クターとの協働による運営するというまち、社会を巻き込んだ事業を実施するように

なりました。 

 

現在実施している具体的事業は、現在実施している具体的事業は、現在実施している具体的事業は、現在実施している具体的事業は、    

    

○京都市子育て支援活動いきいきセンター事業：「げんきスポット 0-3」 

 （0歳から 3歳の親子の自由来館スペースの運営） 

○こども生活支援センター事業（生活支援、学習支援、貧困対策、チャリティサロ

ン） 

○子育ち応援クラブ・サークル企画：「あそびっこクラブわくわく（未就園児）」

「わんぱくクラブ（幼児～低学年）」「キャンプ（小学生）」「自由帳（若者と子

どもの創作活動）」「創作劇（子どもと大人の表現ワークとそこから生まれる劇の

公演）」「町たんけん（地域の文化や歴史にふれる）」 

○子育ち応援者の学び活動：「完璧な親なんていない！Nobody's Perfect Program」

「ママが楽しくなるワークショップ」「ボランティア勉強会もぐもぐ」 

○子ども個別サポート活動：「楽習サポートのびのび（こどもの学びや表現、楽しい

生活への応援活動 ※子どもの貧困対策事業含む）」 

○地域との連携活動：「こどもフェスタ（年 1 回主催 3,000 名ほどの参加者）」

「子どもの文化フォーラム（年 1回）」、小学校との放課後支援連携事業 他 

○インターン生の受け入れや講師の派遣 

 

年間 300 日以上の事業実施日があり、主催で取り組むものもあれば、多くの地域団

体、機関やイベントの事業実施協力、全国での年間 60 件以上の講演会などを実施し、

できるだけ多くの子どもや市民に活動を届けるアクションに取り組んでいます。 

 

 

もちろんもちろんもちろんもちろん 34 年間活動していると様々な子どもと出会ってきました。とはいえ、基

本的に「特別」な子どもがいるからといって特別視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

集団活動が多い活動スタイルのなかでどうしても「楽しみきれていない」「もっと違

う関わり方がよ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る子どもと出会ったときに「なんとかした

い」とも思わされました。集団活動のなかでも思いっ切り遊んでくれてはいるのです

が、時折「困っている」感じが伝わってくる。そんな「困っている」子どもがどうし

たらより楽しんでくれるのかを考える中で、「マンツーマン」で子どもと関わる取り

組みをはじ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取り組む「子どもの貧困対策」につながる原点

です。そのような想いに至り、困っている子の親と話してみると、親からもやはり

「困っている」言葉が漏れてきました。そんな出会い、困りごとから徐々に活動を産

み出してきました。私たちはいつもそんな「目の前」の気づきから活動を創っていき

ます。もちろん「困りごと」の解決だけではなく、「もっと楽しいこと」「あんなこ

とにチャレンジしたい」といったことも同様です。私たちはどこにたくさんのニー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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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あるか、どのようなニーズが今の主流なのかで活動を決めるのではなく、山科・醍

醐という私たちが暮らすまちで出会うニーズからひとつずつ活動を産み出していきま

した。 

 

個別のニーズ個別のニーズ個別のニーズ個別のニーズに応える活動を積み上げていくなかで、その困りごとの背景に経済

的な困難や養育困難な課題を抱えた家庭に出会うことも増えてきました。そのような

子どもは活動の中で出会うこともあれば、地域で暮らす会員や、地域の民生児童委員、

学校、福祉事務所からつないでいただくことも多いです。もともと組織の従来事業は

参加費、利用料という対価収入を基盤に実施しているため、本当は体験活動が必要な

参加してほしい子ども、家庭ほど参加が難しい状況に直面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

こで法人理念に立ち戻り「すべての子ども」が参加できるように参加費の見直しを図

るとともに、そもそも経済的な困難等を抱える家庭の子どもを応援することを始める

こととなりました。それが最終的に、子どもの貧困対策事業のスタートさせる契機に

なりました。「よりよい豊かな」育ちの前に「あたりまえの」育ち（暮らし）があっ

てこそであるの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そこでこの 4 年間は食事や入浴といった生

活支援や、学校での学びのサポートしての学習支援といった「困っている」子どもの

日常を支える事業を実施しています。そしてそこで出会う子どものおかれている状況

の困難さから、明確に「子どもの貧困」という「子どもが貧困」でなく「貧困な状況

において子どもが孤立し、困った状況においやられている」ことに家族も学校も地域

もサポートできていない社会の問題を解決していくためのアクションがより大事なの

だと現在活動をしています。 

 

現在日本において、現在日本において、現在日本において、現在日本において、相対的貧困状態にいる子どもは 6 人に１人と言わせています。

日本の相対的貧困率は 16.1％、子どもの相対的貧困率は 16.3％と子ども世代の方が困

難な状況におかれているのが今の日本です。前回の発表時よりも悪化しています。諸

外国でも改善に向けた取り組みがなされているかな、日本ではやっと国が大綱をとり

まとめ、来年度から動きがあるという状況です。子どもの貧困によって、経済的困難

はもちろんですが、それ以上に「困りごと」を解決でき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さらに

「困っている」ことがこの問題の深刻な部分です。人間、貧しいだけでは不幸せにな

りません。貧しいからこと起こる「困りごと」の解決方法がわからない、だれに助け

を求めていいのかわからない、そもそも助けを求められる相手がいないというところ

から追いつめられていく。困りごとは人によって違いはありますが、大きく７つ言わ

れています。「衣食住の不足」「ネグレクト・虐待」「文化的資源の不足」「低学

力」「自己肯定感の低下」「不信・不安感」「孤立」の７つ。それぞれが複雑に絡み

合い、貧困から抜け出せず、結果世代も連鎖していくと言われています。また世代が

連鎖することで、子どもが将来に夢がもてなくなると言った状況になることもあり、

世代が巡ることでより貧困が強化されていくこともあります。そこで下記のような事

業を現在取り組んでいます。 

 

現在の子どもの貧困対策事業の柱現在の子どもの貧困対策事業の柱現在の子どもの貧困対策事業の柱現在の子どもの貧困対策事業の柱    

・まずは安全・安心の確保（食事、居場所） 

・自己肯定感の獲得（体験活動、学習支援） 

・保護者のサポート（保護者会、サロン） 

・小・中学校を直接応援（放課後支援、土曜塾、補習、教員研修等） 

・人材育成、ノウハウ蓄積・共有 

・地域の支援ネットワークの構築・活動応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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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までのこれまでのこれまでのこれまでの支援などは、あくまで地域社会のなかで取り組まれている地域の営みや、

学校や公共施設などでの子どもに向けた様々な営みがあることが前提でした。しかし

子どもの貧困と問題では、家庭において「あたりまえ」と言われる暮らしが厳しい状

態にある子どもが日本において 6 人に 1 人いるということからも、そのあたりまえが

ないことが前提です。そしてどの地域でも多かれ少なかれこのような子どもや家庭が

存在していますし、多くの地域の支援者の方々も住民もそのサインに気づいています。

けれども家庭同様にその影響や社会様式の変容により、学校や地域自体も疲弊してき

ており、これまで担ってきた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きていたり、これまで対応しなく

てもよかったものまで対応を求められることにより多忙な状況を産み出すようになり、

そのうえでこの新しい子どもの貧困にどう取り組んでいいかわからず、取り返しのつ

かない状況にしてしまったという苦渋の声が各地ででています。そのような状況にお

いて私たちは、これまで直接的に子どもや家庭、地域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た事業を

アレンジして学校という場、地域イベントや公共施設という場でこれまでの主体者と

の協働によるアクションが生まれています。私たち自身の「すべての子ども」が集ま

る様々な場に事業をアウトリーチし、地域のなかに育ちの環境を再構築していくとい

うイメージです。そしてそのような場で、「しつけ、教育、指導、監視、観察」とい

った親、先生、専門家のまなざし以外のまなざしと声掛けを子どもに届けるところか

らはじめようと取り組んでいいます。 

 

実際には実際には実際には実際にはこれらのことを地域の住民や市民ボランティアのみなさんが、自分たちの

活動をよりよく活かしながら、子どもといかに楽しくともに育ち合えるかを考え、行

動しているだけで、小難しいことをいちいち考えている訳ではありません。「こっち

の方がきっといいんじゃないか」そんなみんなの想いをできることから、カタチにし

ていく。そんなひとりひとりの一歩を活かす器として、これからも益々活動していき

ながら、子どもの貧困解決に向けて地域全体で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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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村井 琢哉（むらい たくや） 

 

特定非営利活動法人山科醍醐こどものひろば 

理事長 

 

 

学歴・経歴 

関西学院大学人間福祉研究科修了。社会福祉士。 

 
学生時代にはキャンプリーダーや運営スタッフを経験。 

ボランティアの受け入れの仕組みの構築、犯罪被害を目撃した子どものサポート

などにも学生ボランティアとして関わる。 

大学院修了後、京都府庁での協働コーディネーター、公益財団法人京都地域創造

基金にも携わりながらこどものひろばの活動に関わり、副理事長、事務局長を歴

任し、現職。 

 

 

主な著書主な著書主な著書主な著書    

『子どもたちとつくる貧困とひとりぼっちのないまち』(共著)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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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 

    

지역의지역의지역의지역의    모든모든모든모든    어린이가어린이가어린이가어린이가    풍족하게풍족하게풍족하게풍족하게    자라는자라는자라는자라는    환경환경환경환경    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무라이 타쿠야（村井 琢哉）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야마시나 다이고 어린이의 광장 

이사장 

 
 

교토시교토시교토시교토시의 동쪽, 교토분지에 인접하는 야마시나분지에 위치한 야마시나구

・후시미구 다이고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으로 34년. 머지않아 35년째에 돌

입하는 활동이 된 야마시나 다이고 어린이의 광장. 행정구의 구분이 아니

고, 분지 안을 하나의 생활권 영역, 하나의 마을로 의식하며 활동하고 있습

니다.  34년이나 지나면 세대도 순환해서 돌아옵니다. 제 자신이 어린시절부

터 인연을 맺고, 참가자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옛 참가자 였던 어린이가 스탭이 되어 많은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향의 친구들도 부모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사업을 활용해 주고 있습

니다. 게다가 예전에 부모였던 분들이 손자를 데리고 활동에 참가 해 주는 

등, 지역의 3세대가 모이는 그러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본래본래본래본래 1980년에 「야마시나 다이고 부모와 아이의 극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활동 당시에는 지역의 육아가정의 어머니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청년이라 불리는 고교생에서부터  대체로 30세 정도까지의 젊은이가 

중심으로 활동을 진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무대연극이나 음악감상, 

자연체험이나 야외활동,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어린이회 활동을 

중심으로 실제로 체감하는, 인연을 맺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분들이 회원이 되어 사업을 「함께」 만드는 

것을 소중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90년대의 경기변동, 

한신아와지대지진재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성립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다시 지역의 「모든 어린이」에게 활동이 전해지도록 성장에 맞춘 

사업만들기와 그 세대가 하나의 관계를 갖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는 조직으로서, 1999년에 「야마시나 다이고 어린이의 광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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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하고, 2000년3월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법인화하여 

재출발했습니다.  

 

야마시나야마시나야마시나야마시나    다이고다이고다이고다이고    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    광장광장광장광장의 생각은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상활동이나 어린이들이 창작하는 활동 등을 함으로 어린이를 둘러싸는 문

화환경・사회환경을 충실히 하고, 어린이들의 편안하고 풍요로운 성장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지금까지 20년간 소중히 해 온 부분을 

살리면서 그 방법을 보다「모든 어린이」의 「보다 좋은 풍요로운 양육」과 

그 「양육의 환경」부분에 고집하는 사업을 전개해 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으로는 각세대별 사업(미취원아동, 유아저학년, 고학년중학생, 청년)과 각세

대의 관심이나 지역에 뿌리내리는 사업의 다양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야마시

나・다이고지역을 역사나 문화를 접하는 「마을탐험」이나 감상 뿐만 아니

라 스스로 만드는 「창작극」 , 평소에 도전할 수 없었던 물건 만들기 등에 

힘쓰는 사업의 체험활동에 충실. 지금까지 주말여가의 체험활동이 중심이었

던 사업전개에서 평일 낮에 0세에서 3세의 어린이와 그 부모가 모일 수 있

는 장소의 운영과 같은 사업의 일상화. 거기에 사업실시 주체도 지금까지는 

어린이와 부모가 만들어 온 것을, 많은 시민자원봉사의 힘을 집결하여, 또 

여러 섹터와의 협력에 의해 운영하는 마을, 사회를 끌어들인 사업을 실시하

게 되었습니다. 

 

현재현재현재현재    실시하고실시하고실시하고실시하고    있는있는있는있는    구체적인구체적인구체적인구체적인    사업은사업은사업은사업은, , , ,     
 

○교토시육아지원활동 이키이키（생생）센터사업: 「겐키（건강）스폿0-3」 

(0세에서 3세 부모와 자식의 자유내관공간의 운영)  

○어린이 생활지원센터사업 (생활지원, 학습지원, 빈곤대책, 자선모임)  

○육아응원클럽・써클기획: 「 놀이클럽 와쿠와쿠 （ 두근 두근 ）  (미취원아

동)」「개구장이 클럽(유아∼저학년)」 「캠프(초등학생)」「자유 공책(젊

은이들와 아이들의 창작 활동)」「창작극(아이와 어른의 표현  워크와 거

기에서 생기는 극의 공연)」 「마을탐험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접한다)」 

○양육응원자의 배움활동: 「 완벽한 부모따윈 없다! Nobody’s Perfect 
Program」「엄마가 즐거워지는 워크숍」「자원봉사학습회 모구모구（우

물 우물）」 

○어린이 개별 서포트 활동: 「즐거운배움서포트 노비노비（느굿） (아이들

의 배움이나 표현, 즐거운 생활에의 응원 활동 ※어린이의 빈곤대책사업 

포함한다)」  

○지역과의 연계활동: 「어린이 축제(연1회 주최 3, 000명 정도의 참가자)」 

「어린이의 문화 포럼(연1회)」, 초등학교와의 방과후 지원 연계사업  

○인턴생의 수용과 강사의 파견  

 

년간 300일이상의 사업실시일이 있고 주최로 대응하는 것도 있으며 많은 

지역단체, 기관이나 이벤트의 사업실시 협력, 전국에서의 년간 60건이상의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가능한 많은 어린이나 시민에게 활동이 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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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액션에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물론물론물론 34년간 활동하면서 여러 어린이를 만나 왔습니다. 그렇다고는 하

나, 기본적으로 「특별」 한 어린이가 있다고 해서 특별시 하는 것은 아닙

니다. 하지만, 집단활동이 많은 활동스타일 속 에서 어떻게 해도「전부 즐기

지 못하고 있다」「좀 더 다른 방법으로 관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느끼는 어린이와 만났을 때에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했

습니다. 집단활동 안에서도 마음껏 놀고는 있어 주지만, 때때로 「곤란해 하

고 있다」 라는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 「곤란해 하고 있는」 어린이

가 어떻게 하면 보다 즐거워해 줄 지를 생각하던 중에, 「맨투맨」으로 아

이와 접하는 대응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쓰고 있는 「어린이

의 빈곤대책」과 연결되는 원점입니다. 그러한 생각에 이르고, 곤란해 하고 

있는 어린이의 부모와 이야기해 보면, 부모에게서도 역시 「곤란해 하고 있

다」 는 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런 만남, 곤란해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서

서히 활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런 「눈앞」의 발견으로

부터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물론 「곤란함」의 해결뿐만 아니라, 「더 즐거

운 것」「저런 것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많은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어떤 요구가 지금의 주류인가로 활동을 결정하

는 것이 아니고, 야마시나・다이고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마을에서 

접하는 필요성에서 하나씩 활동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개별의개별의개별의개별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에 응하는 활동을 쌓아가는 가운데, 그 어려움의 배경에 

경제적인 곤란이나 양육 곤란의 과제를 떠안고 있는 가정과 접하는 것도 늘

어났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는 활동 속에서 접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서 생활하는 회원이나 지역의 민생아동위원, 학교, 복지 사무소에서 연결받

는 것도 많습니다. 본래 조직의 종래사업은 참가비, 이용료라 하는 대가수입

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체험 활동이 필요로하여 참가 하였

으면 하는 어린이, 가정 일수록 참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념에 되돌아가 「모든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의 

재검토를 꾀하는 동시에 처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안고 있는 가정의 

어린이를 응원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린이의 

빈곤대책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좋은 풍요로운」성장 

전에 「당연한」 성장 (생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

기에 이 4년간은 식사나 목욕과 같은 생활 지원이나 학교에서의 배움을 서

포트해서 학습지원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의 일상을 지탱 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아이가 처한 상황

의 어려움으로부터, 명확히 「어린이의 빈곤」이라는「어린이가 빈곤」이 

아닌「빈곤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독립하고,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

다」는 것에 가족도 학교도 지역도 서포트 되지 않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액션이 보다 중요하다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현재현재현재    일본에일본에일본에일본에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어린이는 6명에게 1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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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6.1%, 어린이의 상대적 

빈곤율은 16.3%과 어린이 세대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의 일본입니다. 이전의 발표때보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에서도 

개선을 향한 대처가 행해지고 있을까, 일본에서는 겨우 나라가 대강을 정리

하고, 내년도부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의 빈곤에 의해 

경제적 곤란은 물론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상

황에 몰려, 더욱 「곤란해 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한 부분입니다. 

인간, 가난한 것 만으로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의 해결방법을 모르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지 모르는,  

애초에 도움을 구하는 상대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몰아간다.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7가지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의식주

의 부족」「방치・학대」「문화적자원의 부족」「저학력」「자기긍정감의 

저하」 「불신・불안감」「고립」의 7가지. 각각 복잡하게 서로 얽혀 빈곤으

로부터 빠져 갈수 없고, 결과세대도 연쇄되어 간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세대가 연쇄됨으로 어린이가 장래에 꿈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상

황이 될 수도 있고, 세대가 순환되어 보다 빈곤이 강화되어 갈 수 도 있습

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업에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의현재의현재의현재의    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어린이의    빈곤대책사업의빈곤대책사업의빈곤대책사업의빈곤대책사업의    기둥기둥기둥기둥    
・ 우선은 안전・안심의 확보(식사, 거처) 

・ 자기긍정감의 획득(체험활동, 학습지원) 

・ 보호자의 서포트(보호자회, 모임) 

・ 초・중학교를 직접 응원(방과후 지원, 토요 학원, 보습, 교원 연수 등) 

・ 인재육성, 노하우 축적・공유 

・ 지역의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활동 응원 

 

지금까지의지금까지의지금까지의지금까지의 지원 등은,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안에서 힘쓰고 있는 지역

의 일이나, 학교나 공공 시설 등에서의 어린이를 향한 여러 일이 있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빈곤과 문제에는, 가정에 있어서 「당연」이

라고 말해지는 생활이 힘든 상태에 있는 어린이가 일본에 있어서 6명에게 1

명 있다고 하는 것부터도, 그 당연이라는 것이 없는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많든 적든 간에 이러한 어린이나 가정이 존재하고 있고, 많

은 지역의 지원자분들도 주민도 그 싸인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

정과 마찬가지로 그 영향이나 사회양식의 변용에 따라 학교나 지역자체도 

피폐 해 지고 있어, 지금까지 맡아왔던 것이 할 수 없게 되거나,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아도 좋았던 것까지 대응이 요구되어 다망한 상황을 만들어 내

게 되고, 더불어 이 새로운 어린이의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모르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고하는 고뇌의 목소리가 각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어린이나 

가정, 지역을 향해서 대응하고 있었던 사업을 정리해서 학교, 지역 이벤트나 

공공 시설에서 지금까지의 주체자와의 협력에 의한 액션이 태어나고 있습니

다. 우리들 자신의 「모든 어린이」가 모이는 여러가지 장소에 사업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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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하고, 지역 안에서 자라나는 환경을 재구축해 나가는 이미지입니다. 그

리고 그러한 곳에서 「가르침, 교육, 지도, 감시, 관찰」이라고 하는 부모, 

선생님, 전문가의 눈길 이외의 눈길과 목소리를 아이에게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실제로는실제로는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이나 시민자원봉사의 분들이 자신들의 활

동을 보다 좋게 발전시켜 아이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함께 키워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고, 까다로운 것을 세세히 따지는 것은 아닙

니다. 「이쪽이 꼭 좋지 않을까」 그런 모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형

태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한사람 한사람의 한걸음을 살리는 그릇으로서, 앞

으로도 점점 활동해 나가면서, 어린이의 빈곤해결을 향해 지역전체에서 힘써

나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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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프로필프로필프로필 
 

무라이 타쿠야（村井 琢哉）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야마시나 다이고 어린이의 광장 

이사장 
 

 

학력학력학력학력・・・・경력경력경력경력    
관서학원대학(関西学院大学) 인간복지연구과 수료. 사회복지사. 

 

학생시절에는 캠프 리더나 운영 스텝 경험. 

볼런티어 모집시스템 구축, 범죄 피해를 목격한 아동 지원 등에도 학생 

볼런티어로 활동함. 

 

대학원 수료 후, 교토부청에서 협동 코디네이터, 공익재단법인 교토지역

창조기금에도 관여하면서 아동광장활동에 힘을 쏟아 부이사장, 사무국장 

역임후 현재에 이름. 

 

주요주요주요주요    저서저서저서저서    
“아이들과 만드는 빈곤과 외로움이 없는 마을” (공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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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貧困児童、家族と共にする「訪問事例管理」 

 

 

 
  

 

 

金 正 叔（キム ジョンスク） 
 
韓国 Leftovers Love Sharing Community 
児童部チーム長 
 
 
韓国は急激な産業化、都市化で、階層の両極化が深まり、不公平な分配構造で富益

富、貧益貧(富はますます富み、貧しさはますます貧しくなる)現象により世代間に貧

困が受け継がれるようになった。多様な社会福祉制度、政策、サービスが拡充したが、

最小限度の社会安全網の外に追いやられた死角地帯階層は増えている実情である。    

OECD 国家中、自殺率が 1 位(統計庁)で、基礎生活保障給与受給要件を満たせない給

与を貰えない貧困層は、117 万人に達した。（2010 年、保健福祉部）貧困とともに家

庭暴力、精神科的疾病、社会不適応など､多様な困難に置かれている児童と家族が増加

することにより単純な経済的支援でない心理、情緒、環境、体制に対する複合的な関

心が必要とされている。 

 

プスロギ愛の分かちあいの会は、1998 年から児童の家族機能強化及び地域福祉力構

築を通じて児童が安全な保護の下、健康に成長するよう支援するための事例管理事業

（地域社会福祉士）を進めた。児童が家族のもと､安全に保護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

児童を保護する家族が機能を回復し、主体的に生きて行けるようにする。 

児童虐待、家庭暴力にさらされ、児童が暴力性、自殺衝動、学校不適応、家出など

の問題と養育者の子女養育能力の不足とアルコール中毒、憂鬱症などの精神科学的な

困難を訴える児童と家族を支援した。 

多様で慢性的な困難をもった児童と家族を効果的に支援するために 10～15 事例を持

ち、最低 6カ月間以上支援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支援過程は､ 

①地域社会へ直接訪ね、 

②児童と家族を､依頼を受けたり発掘し、 

③安全か、何が必要か、強みは何か、支援は何かなど、児童と家族の状況を探る。 

④児童と家族が主体となり、目標をともに立て、 

⑤安全に対する危機介入、情緒的支持、教育、養護、資源連携の方法でともに協力

する。 

⑥目標が達成できれば終結の時期をともに決定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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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変化が持続するのか、終結後、6カ月間の事後管理を進める。 

 

＜事例＜事例＜事例＜事例 1111＞＞＞＞    

 中学 1 年 ミンジョン（女、仮名）は父母と暮らしている。ミンジョンは家庭内暴

力、学校不適応、家出、性虐待、家族の貧困、父母のアルコール中毒及び養育の困難

で他機関に依頼したが、父母の支援拒否により地域社会福祉士に再依頼された。 

ミンジョンの家庭は､泥酔した父母と酒瓶、ごみ、ものなどが散らかっており、ミン

ジョンは学校を休み、家が嫌で家出した。ミンジョンの母親は、外部の人に対する警

戒がひどく、家庭訪問時は外に出たりした。7 か月間の持続的な訪問で、ミンジョン

の母親と 1対 1 の相談もできるようになった。 

ミンジョンと家族はミンジョンが学校によく適応し、父母がアルコール中毒から立

ち直ることを望んでおり、ともに目標を定めた。ミンジョンの性虐待治療のため、病

院に同行し、危険な状況に対処できるよう安全教育をした。 

また定められた時間に家に帰ることができるよう、ともに規則を決めた。ミンジョ

ンが学校生活に適応できるよう、担任の教師と協力し、自身の感情を言語で伝えるこ

とができるよう練習した。父母のアルコール中毒に対する情報を提供し、病院と連携

して治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持続的に説得した。 

 青少年期のミンジョンをうまく養育できるように養育能力を支援し、父母の集まり

と連携した。家族内暴力時に安全に対処する方法を説明し、夫婦間で健全に疎通でき

る対話法を一緒に練習した。ミンジョンの家庭に基礎受給費と後援金を連結し、教会

と地域児童センター、病院をつなぎ、地域内で安全に保護が受けられるようにした。 

 

＜事例＜事例＜事例＜事例 2222＞＞＞＞        

 小学校 6 年のジヨン(女、仮名)は、父親、弟と暮らしている。ジヨンは学校で授業

中に同級生に悪口を言い、先生を殴り、お化けが見えるとよく口走り、父親の養育能

力不足と憂鬱感により世話の困難さがみられるとして地域社会福祉士に依頼された。 

ジヨンの家庭は父親が勤労能力があり、若いという理由で経済的な支援は受けられ

ずにいる。しかし心理、情緒的な困難さを見せるジヨンを世話し、生活が苦しい父親

がすぐに仕事するということは、現実的に難しい状況だ。地域社会福祉士はジヨンの

精神健康のため精神保健センター、病院、治療士を連携し、自身の感情を調節できる

よう教育し、また友達関係能力も支援した。 

父親の養育能力向上のため、学校、地域児童センターと協力した。また職業連携の

ためプログラムに追加参加できるようにした。支援が持続するほど変わらないジヨン

と父親を見て、地域社会の多くの資源は、問題家庭、放棄したい子ども、支援しても

変わらない家庭という烙印が押された。 

 地域社会の支援が放棄されずにジヨンの家庭を支援できるよう擁護活動と持続的な

事例会議を進め、役割を分担し、ジヨンの家庭に同じメッセージを伝えた。 

 死角地帯に置かれた複合的な困難を持った児童と家族とともにするためには彼らに

対する理解と社会福祉士の価値、マインドが確立されるべきである。彼らが当面して

いる貧困の意味は何だろうか？ 

貧困は単純な経済的な困難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生存、学びの貧困､住居の貧困、

社会的な貧困など非常に包括的な意味を持っている。児童にとって貧困は成長の問題、

乳幼児期の愛情関係の形成の問題、信頼関係の形成と支持支援の不足、頻繁な引越と

保護者の交替などを経験することになる。また、貧困により家族内葛藤が深刻になり、

家族が解体され、多様な心理的な問題を惹き起こすこともある。 

社会福祉士が児童と家族を支援する専門家として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重要な価値

としては次の通り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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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児童保護：児童の福祉を向上し、害となるものから保護することと  

②家族保存：児童を養育することに対する一次的な責任は社会の基本単位の家族で

ある。故に家族が安全に維持され、保護の役割を充分に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 

③人に対する尊重：差異や文化的、倫理的多様性に留意しながら関心と尊敬の姿勢

ですべての人に接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個別化した介入：児童と家族のニーズと状況、彼らの暮らしに影響を与える決定

に社会福祉士が関心を傾け、それぞれの人に合う介入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⑤児童と家族の速度に合わせていくことである。初めから関係が成り立つわけでな

い。彼らの状況と環境を理解し、家族、環境、体系が動けるよう持続的な支援と

責任性が必要である。 

 

＜参考文献＞  

－事例管理の基本理解 2009 パク・インソン ヘソン児童福祉研究所 

－バークレー社会福祉大学院 教育マニュアル 

－訪問する事例管理 2010 

－地域社会福祉士事業報告集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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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金 正 叔（キム ジョンスク） 

 

韓国 Leftovers Love Sharing Community 

児童部チーム長 

 

 

学  歴 

1998     寧波女子高等学校 卒業 

2003     平澤大学校 社会福祉学 学士 

2012     江南大学校 社会福祉専門大学院 社会福祉学 碩士 

 

経  歴 

2012  ～2014.5   プスロギ愛の分かちあいの会 児童結縁部 

 事例管理チーム チーム長 

2005.10～2011    プスロギ愛の分かちあいの会 事例管理チーム 事例管理者 

2003.10～2005.5   松波総合社会福祉館 放課後 社会福祉士 

2002.10～2002.12  チュンヒョン福祉館 広報及び障害者職業再活 職場体験 

2011   ～         family wellness 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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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사례발표 

    

빈곤빈곤빈곤빈곤    아동아동아동아동․․․․가족과가족과가족과가족과    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함께하는    ““““찾아가는찾아가는찾아가는찾아가는    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사례관리””””    

    

        

    
    

        

    

김 정 숙（金 正 叔） 

 
Leftovers Love Sharing Community 

아동부 팀장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불공정한 

분배구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세대간 빈곤이 되물림 되었다. 다양한 사

회복지 제도, 정책, 서비스가 확충되었으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

몰린 사각지대 계층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통계청)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117만명에 달했다. (2010

년, 보건복지부) 빈곤과 더불어 가정폭력, 정신과적 질병, 사회부적응 등 다

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경제적 지

원이 아닌 심리, 정서, 환경, 체제에 대한 복합적인 관심이 요구되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1998년부터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복지력 

구축을 통하여 아동이 안전한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사례관리 사업(지역사회복지사)을 진행하였다. 아동이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이 기능을 회복하여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아동이 폭력성, 자살충동, 학교부적응, 가

출 등의 문제와 양육자의 자녀양육 기술의 부족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였다.  

다양하고 만성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과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10사례~15사례를 유지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과정은 

①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  

② 아동과 가족을 의뢰받거나 발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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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한지, 욕구가 무엇인지, 강점은 무엇인지, 자원이 무엇인지 등 아동 

과 가족의 상황을 탐색한다.  

④ 아동과 가족이 주체가 되어 목표를 함께 세우고  

⑤ 안전에 대한 위기개입, 정서적 지지, 교육, 옹호, 자원연계의 방법으로  

함께 협력한다.  

⑥ 목표가 달성되면 종결의 시기를 함께 결정하며  

⑦ 변화가 지속되는지 종결 후 6개월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사례사례사례사례    1> 1> 1> 1>     

중학교 1학년 민정(여, 가명)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민정이는 가

정 내 폭력, 학교부적응, 가출, 성학대, 가족의 빈곤, 부모의 알코올 중독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타 기관에 의뢰되었으나 부모의 지원거부로 인해 지역사

회복지사에게 재의뢰 되었다.  

민정이 가정은 만취한 부모님과 술병, 쓰레기,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

었으며, 민정이는 학교에 결석하고 집이 싫어 가출을 하였다. 민정이 모는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했으며 가정방문 시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7

개월간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민정이 모와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

다.  

민정이와 가족은 민정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였으며 함께 목표를 정하였다. 민정이의 성학대 치료를 위

해 병원에 함께 동행하였으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하였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함께 규칙을 정하였다. 민정이

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 교사와 협력하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병원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청소년기인 민정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기술을 지원하고, 부모모임

을 연계하였다. 가족 내 폭력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부부간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법을 함께 연습하였다. 민정이네 가정

에 기초수급비와 후원금을 연결하였으며,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병원을 연계

하여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사례사례사례    2> 2> 2> 2>     

초등학교 6학년 지연(여, 가명)이는 아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지연

이는 학교 수업 중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선생님을 때리고, 귀신이 보인다

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부의 양육기술 부족과 우울감으로 인한 돌봄의 어려

움을 보인다며 지역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되었다.  

지연이네 가정은 부가 근로능력이 있고 젊다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지연이를 돌보

고, 삶이 힘든 부가 당장 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연이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병원, 치료사를 

연계하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래관계 기술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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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육기술 향상을 위해 학교,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였다. 또한 직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에 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이 지속될수록 

변하지 않는 지연이와 부를 보고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들은 문제가정, 포기

하고 싶은 아이, 도움을 줘도 달라지지 않는 가정으로 낙인 시켰다.  

지역사회 자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연이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옹

호활동과 지속적인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지연이네 가정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과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는 그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사의 가치, 마인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

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의 의미는 무엇일까?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 배움의 빈

곤, 주거의 빈곤, 사회적 빈곤 등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동에게 

빈곤은 성장의 문제, 영유아기 애착관계 형성의 문제, 신뢰관계 형성과 지지

자원의 부족, 잦은 이사와 보호자 교체 등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빈곤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이 해체되며,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복지사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로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보호: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고, 해로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② 가족보존: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사회의 기본단 

위인 가족이다. 그러므로 가족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보호의 역할을 충

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람에 대한 존중: 개인적인 차이나 문화적․윤리적 다양성에 유의하면 

서 관심과 존경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④ 개별화된 개입: 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상황,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기울여 각자에 맞는 개입이 이뤄져

야 한다.  

⑤ 아동과 가족의 속도에 함께 맞춰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관계가 이뤄지 

지는 않는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가족, 환경, 체계가 움직

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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