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제13회 “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第13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케어 
 

地域住民が主体となるコミュニティ・ケア 
 

 

 

 

 
日時：2015年10月28日(水) 13：30～17：10 

  

장소：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별관)1층 대강의실 

場所：韓国 崇實大学校 情報科学館(別館)1階 大講義室 
 

  

 

 

 

 

 

 

 
 
 
 
 
 
 
 
 
 
 
 
 

主催： 
 

 

 
共催： 

 

 

後援：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 

실행위원회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사회복지법인 숭실공생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숭실대학교 

한겨레신문 

공익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교육학교연맹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양성교협회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일본지역복지학회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본소셜워커협회 

“日韓こころの交流” プログラム 
実行委員会 

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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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社会福祉士協会 

韓国社会福祉学会 

韓国社会福祉協議会 

韓国 崇實大学校 

韓国 ハンギョレ新聞 

公益財団法人 日本社会福祉士会 

一般社団法人 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 

一般社団法人 日本社会福祉養成校協会 

一般社団法人 日本社会福祉学会 

日本地域福祉学会 

特定非営利活動法人 

           日本ソーシャルワーカー協会 



－ 2 － 

목    차 
 

 

 

 

프로그램･････････････････････････････････････････････････････････････････ 

 

주최자 인사：이토 이사오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축        사：한 헌 수 숭실대학교 총장･･･････････････････････････････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기조강연：“지역사회와 돌봄” 

 

한국：김 형 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ssionⅠ： 
 

한국：김 주 미 전 시소와그네 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일본：와타나베 히로미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코스모스사 

    코스모스의 집 이사장･･････････････････ 

 

SessionⅡ： 

 

한국：최 혜 욱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일본：아오키 카즈히로 일본 사회복지법인  

요사노우미 복지회 이사장･････････････ 

 

 

 

4 

 

9 

 

13 

17 

 

 

 

 23 

  

 

 

49 

 

59 

 

 

 

 70 

 

80 



－ 3 － 

目    次 
 

 

 

 

プログラム･････････････････････････････････････････････････････････････････ 

 

主催者挨拶：伊藤 勲 日本 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祝      辞：韓 獻 洙（ハン・ホンス）韓国 崇實大学校 総長･･････････････････  

車 興 奉（ チ ャ ・ フ ン ボ ン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基調講演：「地域社会とケア」 

 

韓国：金 亨 容（キム・ヒョンヨン）韓国 東国大学 社会学科 教授････ 

 

SessionⅠ： 

 

韓国：金 州 美（キム・ジュミ）韓国 前 シーソーとブランコ 

                      仁川乳幼児総合支援センター長･･･  

日本：渡辺 ひろみ 日本 特定非営利活動法人秋桜舎 

     コスモスの家 理事長････････････････ 

 

SessionⅡ： 

 

韓国：崔 恵 旭（チェ・ヘウク）韓国 永登浦老人総合福祉館 部長････ 

日本：青木 一博 日本 社会福法人 よさのうみ福祉会 理事長･･･ 

 

 

 

5 

 

11 

 

15 

 19 

 

 

 

 36 

  

 

 

 

54 

 

65 

 

 

 

 75 

88 



－ 4 － 

프 로 그 램 

 

13：30－13：50 

 

 

 

 

 

 

 

 

13：50－14：30 

 

 

 

14：30－14：40 

 

14：40－15：20 

 

 

 

15：20－16：00 

 

 

 

16：00－16：10 

 

16：10－17：10 

 

 

17：10 

 

 

 

 

 

개  회  식 

 

주최자 인사 

이토 이사오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축  사 

한 헌 수 숭실대학교 총장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기 조 강 연 

“지역사회와 돌봄” 

김 형 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휴식 

 

SessionⅠ 

한국：김 주 미 전 시소와그네 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일본：와타나베 히로미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코스모스사 코스모스의 집 이사장 

SessionⅡ 

한국：최 혜 욱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일본：아오키 카즈히로 일본 사회복지법인 

         요사노우미 복지회 이사장 

휴식 

 

종합토론 

코디네이터：윤 현 숙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폐 회 사 

 

 

 

           



－ 5 － 

プ ロ グ ラ ム 

 

13：30－13：50 

 

 

 

 

 

 

 

 

13：50－14：30 

 

 

 

14：30－14：40 

 

14：40－15：20 

 

 

 

 

15：20－16：00 

 

 

 

16：00－16：10 

 

16：10－17：10 

 

 

17：10 

 

 

 

 

開 会 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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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辞 

 韓 獻 洙（ハン・ホンス）韓国 崇實大学校 総長 

車 興 奉（チャ・フンボン）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基 調 講 演 

「地域社会とケア」 

金 亨 容（キム・ヒョンヨン）韓国 東国大学校 社会学科 教授 

 

休憩 

 

SessionⅠ 

韓国：金 州 美（キム・ジュミ）韓国 前 シーソーとブランコ 

仁川乳幼児総合支援センター長 

日本：渡辺 ひろみ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秋桜舎 

コスモスの家 理事長 

SessionⅡ 

韓国：崔 恵 旭（チェ・ヘウク）韓国 永登浦老人総合福祉館 部長 

日本：青木 一博 社会福祉法人 よさのうみ福祉会 理事長 

                          

休憩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コーディネイター：尹 賢 淑 (ユン・ヒョンスク) 

韓国社会福祉学会 会長 

閉 会 辞 

 

 

                    



－ 6 － 

 

 
 
 
 
 
 
 
 
 
 
 
 
 
 
 
 
 
 
 
 
 
 
 
 
 
 
 
 
 
 
 
 
 
 
 
 
 
 
 
 
 
 
 
 
 
 
 
 
 
 
 
 
 
 
 
 
 
 
 
 
 
 
 
 
 
 

 



－ 7 － 

 

 

 

 

 

 

 

 

주최자 인사／축사 
 

主催者挨拶／祝辞 

 
 

 

 

 

 

 

 

 

 

 

 

 

 

 

 

 

 

 

 

 

 

 

 

 

 

 

 

 

 

 

 

제13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第13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 8 － 

 

 

 

 
 
 
 
 
 
 
 
 
 
 
 
 
 
 
 
 
 
 
 
 
 
 
 
 
 
 
 
 
 
 
 
 
 
 
 
 
 
 
 
 
 
 
 
 
 
 
 
 
 
 
 
 
 
 
 
 
 
 
 
 
 

 



－ 9 － 

  

  

주최자 인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일본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벨재단의 이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3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이곳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한일 양국의 실행위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공동 개최와, 후원에 힘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전회에 이어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역

사가 있고 많은 사회복지 지도자를 배출하고 온 숭실대학교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헌수 총장님을 비롯하여 대학관

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례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유니벨 재단은 「모든 "생명"에 희망이 있는 미래(내일)를 "」함께 만들어 

지혜와 자비의 조화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 구원이 주어지는 불

교 교단 신뇨원의 시조, 이토 신죠 큰 스님의 뜻으로 직면하는 고령화 사회

를 향해서 1990년에 설립했습니다. 그 후, 풍부하고 활력 있는 장수 사회 구

축을 목표로 국제적 조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국제 간의 교류, 연수 

등을 실시하고 윤활유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2년 공익법인 제도개혁에 의한 공익재단 법인에의 이행을 계기로 "고

령화 문제를 글로벌 시점에서 지원, 인재 육성,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폭넓

게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감소 사회에서의 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 보다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내에서 해외로 향해서 사업을 전개하

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 제주도 심포지엄에서 출발한 본 프로그램은 매년 충실

히 진행되어 현재에는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과 젊은 소셜워커와 대학원

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교류 세미나』인 두가지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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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산관학민의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던 것

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케어』가 

주제입니다. 

2025년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됩니다. 즉 인구의 4분의 1이 

후기 고령자,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어,  2050년에는 

고령화율이 35.1%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양국이 함께 의료·개호·복

지 서비스에의 수요가 높아지고 사회보장재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혼란이 예

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아이부터 독거 고령자, 장애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

지 실천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한편 이 심포지엄에 병행하여 22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육성·국제

교류 세미나"는 올해도 일본에서 7명의 우수한 분들이 이곳 서울에 파견되

어 오셨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우는 대학원생이나 젊은 소셜워커가  대학원에서 함께 배우

고 교류하는 이 세미나는 한국의 선진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복지 전문직의 진지한 모습에서 받는 자극과 감동은 앞으로의 실천

연구에 있어서 둘도 없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매년 이런 많은 스케줄을 소

화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양화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양해지는 최근,  넓은 

시야와 행동력을 갖춘 젊은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개최 준비를 거듭하여, 문화, 습관, 종교,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

과 사람과의 관계에 우애의 다리를 놓고, 융화의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정성과 진심으로 

행해지는 것이야말로, 내일의 세계를 환히 비출 수 있는 희망의 빛과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활약,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평화롭고 기

쁨으로 찬 미래가 실현되도록 기원 드리며,  이것으로 감사의 인사로 하겠습

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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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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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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 

本日は、第13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ここソウルに於いて開催させ

ていただきますことを、韓日両国の実行委員の先生方をはじめ、共催・ご後援くださ

いました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前回に続き、韓国で最も長い伝統と歴史があ

り、多くの社会福祉指導者を輩出してきた崇實（スンシル）大学校で開催させていた

だけますことを大変光栄に存じます。韓獻洙（ハン・ホンス）総長はじめ同大学の皆

様に心より御礼と感謝を申し上げます。 

 

ユニベール財団は、「すべての“いのち”に希望ある未来（あした）を」ともに築

き、智慧と慈悲の調和から、過去・現在・未来の三世に救いが渡される仏教教団真如

苑の開祖、伊藤真乗大僧正の遺志によ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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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年、公益法人制度改革による公益財団法人への移行を機に、「高齢化問題をグ

ローバルな視点から捉え、助成、人材の育成、国際交流等の事業を幅広く行うこと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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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増進に寄与し、より活

動領域を広げて国内から海外に向けて事業を展開しております。 

 

思えば、韓国・済州島でのシンポジウムから出発した当プログラムは年々充実し、

現在では『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と、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大学院生を対

象にした『国際交流セミナー』の二つのプログラムに拡大、実り多い成果を収めるこ

とができまして、喜び感謝でいっぱいでございます。また韓日両国の社会福祉に関わ

る産官学民の皆様と巡り合う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もうれしく、光栄に思っている次

第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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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て、本日のシンポジウムでは『地域住民が主体となるコミュニティ・ケア』をテ

ーマといたしました。 

2025年、日本は団塊の世代が75歳以上になります。すなわち人口の4分の1が後期高

齢者、人口の3分の1が高齢者という超高齢社会となります。 

韓国においても日本を上回るスピードで高齢化が進み、2050年には高齢化率が35.

1％にまで達すると予想されています。 

 

「少子・高齢化」という共通の課題を抱える両国がともに、医療・介護・福祉サー

ビスへの需要が高まり、社会保障財政のバランスが崩れ、混乱が予想されています。 

本日はそうした中に、子どもから独居高齢者、障害者を中心にした地域福祉実践の

問題を取り上げました。 

 

一方、当シンポジウムに併行して22日から進めてきました「専門職育成・国際交流

セミナー」は、本年も日本から8名の優秀な方々をここソウルに派遣しております。 

社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や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大学院で共に学び、交流す

るこのセミナーは、韓国の先進的な施設を見学し、現場の最前線で働く福祉専門職の

真摯な姿から受ける刺激や感動は、これからの実践・研究において、かけがえのない

宝となることでしょう。毎年、このようなたくさんのスケジュールを消化し有意義な

成果をあげております。 

 

社会が多様化し、人々が抱える問題も多岐にわたっている昨今、広い視野と行動力

を備えた若手人材の育成に向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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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後も開催の営みを重ね、文化、習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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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った行いこそ、明日の世界を明るく照らす希望の光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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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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한 헌 수 (韓 獻 洙) 

 
숭실대학교 총장 

 

 
 

오늘 이렇게 저희 숭실대학교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모

여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국가 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상품을 거래하고, 노동 인력을 교환하고, 그리고 자본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음을 교류한다는 것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

고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 교류입니다.  
 
최근의 한일 간의 관계는 참으로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의 부족으로 마음의 벽이 더욱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웃인 한일 간의 교류

는 타산적이고 이기적 교류 이전에 이타적 교류, 즉 마음의 교류가 우선되어

야 합니다. 이타적 교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교류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는 과거의 비공식적인 이타적 활동들을 현대에 와서 

전문적 실천 및 학문 분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전문

가들이 모여 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양국 간의 마음의 교류를 하

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류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한국과 일본은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공통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고령사회에 대

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족 구조가 다원화되면서 가족으로부

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

한 지원도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통합되

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

화가족이 급증하여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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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복지정책적 노력

을 경주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민간과 지역사회에서의 보완적 역할도 중요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심포지엄이 두 나라의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그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이타적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모임이 한일 간의 마음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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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辞 

  
  

  

  

  
  
  
韓 獻 洙 (ハン・ホンス) 

 
韓国 崇實大学校 総長 

  

  

  
本日、この様に私どもの崇実大学校において､韓国と日本の社会福祉専門家が集い、

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ますことは誠に意義深く､お祝いを申し上げま

す。 

 

  国家間には、いろいろな交流があります。その中の一つは、商品を取引し、労働

力を交換し、そして資本を交流することです。ところが、この様に心を交流するとい

うことは、お互いの痛みや困難を共感し、お互いを助けるために努力する利他的交流

です。 

 

最近の韓日関係は全く疎遠になったようです。お互いの理解の欠如で心の壁がさら

に厚くなっています。隣国の韓日間の交流は、打算的で利己的交流の前に利他的交流、

即ち心の交流が優先されるべきです。利他的交流のためには、社会福祉分野の交流に

匹敵するものがありません。社会福祉は、過去の非公式な利他的行為を現代では専門

的な実践と学問の分野に発展させました。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専門家が集い、その

経験と知識を共有することは、両国間の心の交流には最も効果的な交流の一つです。 

 

現在の韓国と日本は､変化する社会構造の中で共通の困難を経験しています。急速な

高齢化の進行にも拘らず、多くの高齢者は、高齢社会への準備が十分にできていませ

ん。家族構造が､多元化され､家族から適切な保護を受けられない児童が増加していま

す。障害者のための支援もより改善されてきましたが、未だに障害者が社会に参加し

て統合されるには、足らないところが多々あります。そして外国人労働者や国際結婚

による多文化家族が急増して､社会的な適応に困難な状況です。 

 

この様な社会問題に対応して、政府レベルでも相当な福祉政策努力を傾注していま

すが､これと共に民間と地域社会での補完的な役割も重要です。何卒、本日のシンポジ

ウムが両国の地域社会福祉懸案に対する理解を深め、その対応方法を探すために､膝を

突き合わせて意見を交換する利他的交流の場に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また、この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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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が、日韓の間で心の交流を拡大していく種子に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 

有り難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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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차 흥 봉 (車 興 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ㆍ일 양국의 사회복지 지도자들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케

어’를 주제로 제13회 한ㆍ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는 결국 지역사회와 가정에

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일선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수준의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참

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복지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선 지역사회수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도전들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노인에 대

한 지역사회수준의 커뮤니티케어가 가장 시급한 공통과제로 등장하고 있습

니다. 
 
한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오랜 기간 남북 분단, 한국전쟁 등

의 국가적 시련을 경험하고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속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복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분야

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틀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 사회복지시설과 전문 인력 부분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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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사회수준의 케어서비스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들

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케어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

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라 노인을 부양하고 케어하는 손들이 아주 부족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국사회복지의 상황에서 이번 한ㆍ일 지역사회 케어서비스에 관

한 국제심포지엄은 선진 일본의 지역복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기

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케어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좋은 의견이 교환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학문적 연구영역과 실천

영역 모두에서 가장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ㆍ일 양국 사회

복지 지도자들이 미래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를 많이 공부

하였으며, 일본의 제도로부터 배운 지식이 지금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한ㆍ일 양국 간의 학술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충

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9 － 

 

  

祝   辞 

  
  

  

  

  
  
  
車 興 奉 (チャ・フンボン)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韓･日両国の社会福祉指導者が「地域住民が主体となるコミュニティケア」を主題と

した第13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ますことは、大変意義深いことだ

と存じます。 

 

社会福祉政策が追求する国民一人一人の福祉は、結局、地域社会や家庭で行われま

す。従って、社会福祉の一線機能を担う地域社会レベルのサービスが何よりも重要で

す。 21世紀の先進福祉国家を作るためには、地域社会の中心の社会福祉伝達体系を発

展させなければならず、住民が自ら参加し、市民が主導する住民自治の福祉を発展さ

せ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ところで、私たちは今、一線地域社会レベルの社会福祉伝達体系を改善し、社会福

祉サービスの効果性と効率性を向上する上で、いくつかの課題にぶつかっています。

その中でも、人口の高齢化により大きく増加している高齢者に対する地域社会レベル

のコミュニティケアが､最も緊急の共通課題として登場しています。 

 

韓国は､1945年第二次世界大戦終戦後の長い期間、南北分断、韓国戦争などの国家的

試練を経験し､貧困と病気の苦しみの中で、多くの国民が困難な生活をしました。 

 

幸いなことに、1970年代後半から国家福祉を本格的に推進して、社会福祉分野も大

きく発展しています。社会福祉政策の制度的枠組みもある程度備えられ、社会福祉施

設と専門人材部分も多くの発展を見せています。 

 

しかし、未だに社会福祉伝達体系が体系的に確立されておらず、特に地域社会レベ

ルのケアサービスは、多くの問題点を持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では、少子・高

齢化社会が急速に進展につれて、地域社会の高齢者のニーズを満たすためのケアサー

ビスの需要が徐々に大きくなっています。伝統的家族制度の崩壊により､高齢者を扶養

してケアする人材が非常に不足している実情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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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韓国社会福祉の状況で、今回の韓・日地域社会ケアサービスに関する国

際シンポジウムは、先進の日本の地域福祉の経験を学ぶことができる良い機会だと思

います。地域社会の中心のケアサービスをどのよう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望ましい

か､良い意見が交換できますよう期待します。 

 

韓国と日本は、地球上で最も近い隣人であり、学術研究領域と実践領域の両方で最

も似た発展をしています。従って韓・日両国の社会福祉指導者が、将来の社会福祉の

発展のために席を共にした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ことだと思います。私も個人的に日

本の社会福祉制度をたくさん勉強しましたが、日本の制度から学んだ知識が、今も私

に大きな助けとなっており、感慨を新たにしております。 

 

今日､このシンポジウムが韓・日両国間の学術交流と協力増進のための大きな契機と

なることを願い、皆様の家庭に健康と幸せがありますよう心から祈っております。 

有り難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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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第13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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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서울시는 2014년 9월 가칭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동마을복지센터가 지금까지의 복지전달체계와 다른 이유는 명칭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여기서 ‘마을’이란 복지의 지역 생

태계를 구축하는 방법론으로서, 민관협력과 주민자치 그 이상의 의미를 띠고 

있다. 서울시는 최일선 행정조직을 민원업무 처리조직이 아닌 마을공동체 육

성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상정하였고, 복지사무를 국가와 시민 당사자간의 계

약적 권리를 넘어 공동체의 상호의무로 전환하였다. 마을활동가가 공무원으

로 임용되고, 일반행정팀은 마을공동체팀으로 바뀌어 지역활동가 양성 및 주

민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자원의 부족은 주민들의 상호 나눔으로 보완

되게 하였다. 지난 동안 추진되어 온 ‘맞춤형 보편복지’라는 사회정책적 목표

가 ‘마을’이라는 새로운 방법론과 만난 것이다.  

복지 담론에서 마을의 접목은 상반된 반응을 불러 일으켜 왔다. 마을공동

체는 지역사회 조직화, 당사자주의, 생태주의라는 대안적 관점에서 작동하면

서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옹호되고 있

다(유동철, 2012; 김형용, 2013). 주민들이 지역적 의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성에 대한 혼란과 우려도 

많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족한 공공사무 기능을 보완하고 복지전달 

인력을 대행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국가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이다. 민간에게 복지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영화라는 것이다. 또

한 마을공동체가 행정의 개입으로 인하여 내생적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관

료적 성과주의로 인하여 주민참여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정규호, 2012). 즉 복지와 마을이 추구하는 목표와 대상의 상

이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무분별한 결합은 상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

능성도 있다.  

본 원고는  ‘마을과 복지’ 결합의 개념적 쟁점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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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사회 돌봄의 서울시 실험들을 사례로 실천적 합의를 도출해 보고

자 한다. 마을이 보편적 복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마을공동체 돌봄

의 제도화는 제도적 개입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기존 사회복지 주체들은 양

자의 결합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마

을과 복지’ 는 혼란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자율성과 생태적 책

임성을 견지할 수 있는 시도만큼은 매우 진지하다.  

 

Ⅱ 개념적 논의와 쟁점 
 

１. 복지와 마을의 상이성 

 

복지국가의 ‘복지’란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권의 보장을 의

미한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정책은 사회 위기에 대한 국가-공공의 관리로 정

의될 수 있는데, 즉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을 국민

국가 단위의 집합적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연금, 실업, 건강 영역의 사

회보험이 대표적이며, 복지 정책은 노동의 탈상품화 성격을 지니게 된다. 여

기서 복지국가의 키워드는 국민국가, 위험관리, 계급과 연대, 사회권, 탈상품

화이다. 전후 복지국가들은 이러한 프레임에서 발전하였고 1970년대 후반까

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한국사회는 2000년 국민의 정부를 기점으로 복

지국가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미완의 단계에 있다. 공공사

회지출은 이제 GDP의 10% 수준이며, 기초적 사회안전망과 보편적 사회보

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돌봄을 비롯한 사회투자 및 사

회서비스 확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여전히 한국 복지국가의 당면과제는 

‘모든’ 국민의 ‘사회권’ 보장이며, 그 주체는 집합적 위험관리 책임이 주어지

는‘국가’에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오늘날 마을이란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 생활세계

의 복원을 의미한다. 복지와 마찬가지로 문제인식의 발단은 산업화-근대화 

과정에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위험관리와 탈상품화가 아니라, 생산성주의, 

관료제, 그리고 합리성 체계 내에 편입되어 버린 생활세계의 식민화이다. 특

히 지역공동체의 상실은 ‘관계’의 상실로 인하여, 주체와 객체의 전도 및 인

간의 소외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인식된다. 특히 한국은 남북 체제경쟁 하에

서 성장주의 국가주도 개발에 몰입함으로써 시민들의 공론장의 형성을 원천

적으로 봉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사회영역에 침투하였고, 

복지는 국가의 전유물이 되었다. 공동체의 붕괴, 호혜와 신뢰가 없는 사회에

서 과다한 거래비용이 발생되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

들은 단지 서비스 이용자로만 인정되었다. 마을 접근법은 이러한 복지국가의 

화폐-권력 조정매체에 의한 제도의존성을 경계하며, 다시금 사람들의 ‘관계’

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욕구에 대한 지역적 인정과 집합적 연대, 

사회적 공간에서 복지 이용자들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복지와 마을이 추구하는 목표와 대상은 상이하다. 복지국가는 국가-국민

의 사회적 계약을 제도화한‘권리성’에 기초한 반면 마을은 비제도적 생활세

계 영역의 ‘주체-관계 ’에 기초한다. 또한 물질주의 vs 탈물질주의, 생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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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생태주의,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권력자원 vs 협상권력의 차이

도 있다. 무엇보다 양자가 다루고자 하는 재화의 성격은 보다 근본적인 차이

점이다. 마을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재 ’ (비배제성, 경합성)으로 인식한다. 

즉 비배제성과 함께 경합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장’과 같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비배제성, 비경합성)로 인식한다. 권리

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민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 누구의 

이용이 다른 국민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자원 유지의 책임성은 무

시된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의 차이도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개인화된 급여

를 상정하는 반면, 마을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성과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즉 복지국가는 자산조사나 귀속적 욕구 등 할당의 기준이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마을은 개입대상이 관계론적 존재와 공간이며, 개별 개인

과 가족은 생태적 관점의 하위 단위로만 위치한다.  

 

２. 복지와 마을: 상호적 관점을 요구하는 현재의 모순들 

 

오늘날 복지와 마을이 서로의 관점을 수용하는 이유는 각자의 체계가 위

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중산층 몰락, 빈곤층 확대, OECD 최고수

준의 자살률과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사회권 보장임에는 틀림없다. 제도화된 개입 없이는 현 사회의 

위기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우호적 조건은 붕

괴되었다. 국민국가의 재분배 여력이 소진되었으며, 케인지안 합의(완전고용, 

고세율, 고복지)도 산업사회의 발전모델에 불과하다. 노동과 자본의 권력 균

형이 높은 경제성장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건이나 정당경쟁 하에서 공약된 

보편적 복지급여도 유효성이 의문시되며, 또한 소득보장정책의 불평등 감소 

효과가 탈산업사회 진입 이후 매우 축소되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와 

재정 위기는 복지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럼에도 복

지 프로그램의 이용자, 투표자, 전문가, 기업 및 노동조합의 이해 담합이 복

지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을 극단까지 끌어가는 무책

임한 복지정치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위기관리 능

력으로 평가 받는데, ‘위기관리의 위기’라는 모순적 상황만 가중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마을의 상실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사회 상실론은 이

미 서구에서는 1950년대 이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공동체의 붕괴

는 국가의 보호 즉 복지국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의 사적 영역 침

식과 시민의 소비자화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는 더 이상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인구이동, 개인주의, 정보화 및 세계화는 지역공동체를 이상적, 

유토피아적, 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락시켰다(Wirth, 1993). 한국 사회도 

일찌감치 도시화율 90%를 상회하였고, 도시적 삶은 마을의 경험을 지웠다. 

마을 공동체의 파괴는 경쟁 지상주의, 지위투쟁의 격화, 그리고 불평등의 내

면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지위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불안은 최소한

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마저 생존투쟁에 헌납하였고 그 결과는 극도의 가족

피로 현상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대다수 가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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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역사회 주민활동 참여는 여유 있는 이들의 활동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복지와 마을은 상호보완적이다. 마을은 사적 생활세계의 과도한 

시장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탈상품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장 의존

도를 줄이는 것이 공동체 참여의 일차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복지 또한 

탈결핍질서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생산성주의가 임금노

동을 여타의 삶의 영역에서 분리시키는 정신이었다면, 이제는 대다수의 노동

이 생산성과 분리되고 사회적 가치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적극적인 탈상품화 정책이 마을공동체의 구조가 될 것이며, 또한 마을공

동체의 성찰성이 복지국가의 제도들을 재구조화할 것(발생적 정치)이라는 것

이다. 또한 복지와 마을의 접합은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 틀을 벗어나, 공유

지를 관리는 ‘집단 소비 단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화된 복지

국가의 틀 내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은 자기실현과 만족을 위한 투자보

다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지출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단소비라는 관점은 한정된 자원을 협동의 원칙하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집합적 소비 단위 차원의 접근은 공유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구성원간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Ⅲ 복지-마을의 실천 경험: 지역사회 돌봄의 사례들 
 

최근 수년 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한 복지 전달체계의 전환이 모색되고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를 주축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육성 전략

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에는 최일선 공공행정조직의 재편을 의미하는 가칭 

동마을 추진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복지마을’프로젝트 등 광역지

자체와 완주, 진안, 서천, 수원 등 기초지자체에서 복지-마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 이하에서는 복지와 마을 연계를 시도한 일부 국내 사례들

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방법은 문헌과 정책자료 분석과 함께 커뮤니티

액션리서치(Community Action Research)가 적용되었다. 즉 이 모든 사례에 

연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여 왔다. 협동조합형 공동체는 연구

자가 수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서울시의 마을-복지 연계 사업 그리고 사

회복지관의 마을지향 프로그램 또한 연구자가 운영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

면서 참여한 사례들이며, 프로그램 및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서의 이슈들

을 접할 수 있었다. 

 

1. 협동조합형 지역사회 돌봄 – 제도화될 수 없는 실험 

 

１) 한국 공동육아조합의 성격과 발전 

국내 협동조합형 지역사회 돌봄의 대표주자는 공동육아조합이다. 1994년 

신촌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을 시초로 출발한 공동육아조합은 2015

년 현재 어린이집 74개소, 방과후 15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대안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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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1개소로 발전하였다. 전국적으로 부모조합원 3,500명, 교사조합원 520명, 

그리고 돌봄 아동 수 2천여 명 규모이다. 공동육아조합은 지역별로 자생적으

로 조직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단법인‘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인증이 요구되는,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전국적 연대조직체로 볼 수 있다. 

즉 공동육아조합은 조합설립, 조합운영, 보육내용, 연대활동 등에 있어 상세

한 돌봄공동체 원칙들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14).  

공동육아조합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한 교육문화운동 조

직이다. 공동육아조합은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는

데, 이 시기는 소위 한국의 민주주의 ‘87년 체제’를 이끌었던 세대가 결혼과 

육아의 생애주기 과정에 진입한 때이다. 80년대에는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탁

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해송’을 비롯한 지역 탁아조직들이 연

대하였고, 이들의 목소리는1991년 한국 최초로 보육의 국가책임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제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당시 운동의 목표였던 보육 제도

화가 일정부분 달성됨으로써, 이들의 새로운 목표는 지역과 계층 통합을 위

한 보편적 보육제도로서 공동육아 실험이었다.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라는 

공동육아 슬로건 자체가 돌봄의 사회운동 성격이었던 것이다. 초기 공동육아

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였던 정병호(1992)는 공동육아의 미션이 ‘무한경쟁 세

상을 바꾸어 공동체적 삶의 영역을 사회 안에 넓혀 나가는 일 ’임을 분명히 

하였다.  

공동육아조합은 개인 및 가족 이기주의의 배타적 불평등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교육문화운동을 제시하였다. 아이들이 좋은 돌봄을 받을 권

리를 선언하고, 이에 따라 인지교육을 거부하는 대신, 생태교육, 통합교육, 

관계교육, 생활문화교육을 한다. 부모는 돌봄서비스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운영주체로서 시설을 마련하고 교사를 채용하며, 일상적 돌봄 활동에 참여해

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더 나아가 조합 발전과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한혜정(2012)은 공동육아조합을 후기근대 마을

로 바라보았다. 그 동안 개발국가 시민들은 소통 부재와 사회적 돌봄의 결핍

으로 개인화되었지만, 공동육아조합은 도시적 공간에서도 상호간의 측은지심

과 보살핌의 원리가 작동되고, 돌봄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율적 책임성으로

 순환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결핍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２) 육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로의 변화 

모든 공동육아조합은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고, 또한 변화한다. 성미산마을

의 경우 1994년 맞벌이 부부 20여 가구가 출자금을 모아 설립한 보육시설

인 우리어린이집에서 시작되었지만, 1995년 날으는어린이집, 1998년 도토리

방과후, 1999년 풀잎새방과후, 2002년에는 마을 평생학교인 꿈터, 2004년에

는 12년제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로 이어졌다. 즉 어린이집, 방과후, 대안학

교, 마을학교로 이어지는 마을 돌봄과 교육 시스템이 주민들의 조합운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가 과업이 끝난 어른들은 생활의 필요

도 또 다시 ‘조합원’ 모집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관심이 육아에서 

생활로 넘어가면서, 친환경 먹거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2001년 두레생활협

동조합을 출범하였다. 생협은 현재 연매출 50억 원, 조합원도 5,500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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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마을기업이다. 또한 친환경반찬가게, 마을카페, 마을식당이 주민들의 

자발적 출자로 만들어졌다. 장애아동의 일터로서 성미산공방, 수제비누 제조

기업, 친환경 이불과 한복을 만드는 한땀두레, 노인을 돌보는 돌봄두레 등 

약 20여개의 마을기업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되었다. 협동조합 방식은 

아니지만, 대안 공동주택(코하우징)도 세 곳에 건설되고, 산악회, 농사모임, 

아토피모임, 부모역할공부모임, 민요모임 등 크고 작은 부모 커뮤니티들도 

만들어졌다. 문화예술 활동은 어른들의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풍물패, 

마을극단, 사진동아리, 동영상 동아리, 록밴드 아마밴드, 마을합창단 등 여러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상시적으로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공동육아조합의 마을공동체로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다. 서울 

강북구의 삼각산 재미난마을은 1999년 공동육아조합인 꿈꾸는어린이집에서 

출발하였다. 30명의 조합원과 4명의 교사로 시작한 조합은 공동육아 아이들

이 어린이집을 졸업하면서 초등 대안학교로 이어졌고, 부모들은 자주 만나고 

놀 기회를 찾아서 밥집, 카페, 밴드, 목공소, 연극 등 지역모임들을 만들었다.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마을도 마찬가지이다. 1997년 1월에 창립한 즐거운공

동육아조합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공동육아방과후, 2000년 산들어린이집 

공동육아조합 그리고 최근까지 고학년방과후, 작은도서관, 마을밴드, 연극모

임, 자전거 모임 등 아동과 부모의 커뮤니티 활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아차산마을은 2012년 서울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 공동육아조

합의 교육내용과 방식을 지역의 다른 보육시설로 전파하고 또한 지역아동 

장난감 도서관, 장애 및 무국적 아동 돌봄 제공 등 사회공공적 역할을 수행

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남성-아빠들의 참

여이다. 공동육아를 통한 아빠들의 육아활동은 마을에서 아빠들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이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복구하여 열정적인 남성 마을활

동가를 만들어 내었다. 육아와 동네 활동에서 보이지 않던 남성의 귀환은 협

동과 공유경제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성을 복원하는 어른들의 

탈근대적 삶의 공간을 창출한 것이다.  

 

３) 후기근대 마을은 누구의 마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서 출발한 마을공동체를 지역사회 돌봄의 

제도화 모형으로 삼기에는 현실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오늘날 공동육아

조합의 실험이 보편적 지역사회 돌봄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적구성과 세대교체의 문제이다. 이는 대안교육문화 운동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동시에 조합원 간의 이질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

적 주체의 문제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생애주기별 과업에 초점을 

둔 조합의 재생산 구조 모순 때문이다. 초창기 공동육아조합원은 돌봄의 사

회화와 공동체교육이라는 이념을 공유하였으며, 사회운동 경험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시

간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출자금을 모으고, 조합비를 

갹출하고, 또한 많은 시간을 마을에 투자하면서 공동 자산들을 구입하고 관

리할 수 있었다. 공동육아조합의 마을공동체 변화는 이러한 열정적인 조합원

들이 다음 생애주기 단계별 과업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조합과 소모임을 만



－ 29 － 

들어 나아가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생애주기 단계별 과업이 완성되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별 조

합들은 새로운 구성원으로 대체된다. 즉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진학하면 공동

육아조합에서 어른들도 졸업한다. 과거의 경험은 쌓이지 않고, 신규조합원들

이 똑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신규조합원은 주로 외부에

서 채워진다. 지역의 구성원이 아니라 공동육아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몰려

드는 이주효과이다. 초기 구성원과 동질적인 집단들도 이주하지만, 공동육아

라는 실험으로 예시된 생태교육,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는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 또는 공동육아 브랜드를 소비하기 위해 유입된 이들도 많다. 이에 최근 

대다수 공동육아조합이 토로하는 문제 중 하나는 대안교육이나 지역운동을 

지지하는 신규조합원들의 정체성이 희미할 뿐 아니라 조합 활동이 줄어들고 

참여의 이중성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동육아조합은 조합활동과 육

아활동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신규조합원들은 육아활동에 있어서의 참여는 

활발하고 이에 따른 부모로서의 의무 활동은 유지되는 반면에, 조합원의 자

발적인 협력과 조합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협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이상은 

공유되지 않고 조합 전반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짐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는 수동적 참여의 경향은 강화된다.  

또한 초기 조합원들의 헌신과 투자가 남겨놓은 공동체 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신규조합원들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있고 인적자본이 뛰어난 신중

산층이다. 대다수 공동육아조합은 수백만원에서 일천만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납부하고 보육료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는 경제적 부

담도 지고 있다. 조합원들 상당수가 이인 소득가구로서, 특히 여성의 고학력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은 집단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애초부터 협동조합형 마을은 제도화된 복지의 공공성에 관심이 없

고, 제도화된 복지는 마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었다. 공동육

아부터 마을공동체까지 왕성한 활동의 주체들에게 복지-마을은 자조적 형태

의 대안이었다. 돌봄과 대안교육문화의 생산과 소비는 모두 참여 구성원 가

족에게만 해당된다. 성미산마을 성산동 망원동 일대 주민들이 ‘성미산 마을

주민이 아니다 ’라는 언급처럼, 마을의 구성원은 하나의 공간을 점유하고 이

용하는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가입 조합원일 뿐이다. 물론 대다수 공동육아

조합은 저소득가구를 위한 감면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등조합비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모두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때로는 조합원들이 기

존 마을 주민들과 대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돌봄 시설을 중심으로 조합

원들이 이주해 옴에 따라 오랫동안 정주해 온 주민들은 전세비용 등 주거비 

상승을 호소하고 있고,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는 이들의 자녀 생태교육’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소음 및 주차문제 그리고 위화감마저 느낀다는 것이다. 조

합원 자녀에게 지역 공간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자 모여 살기 좋은 후

기 근대적 공간이지만, 비조합원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생계와 소비가 중심인 

근대적 공간이다.  

한편 지역사회 돌봄의 공간은 무엇보다 상호 돌봄의 지역적 시스템과 관

련된다. 시스템이란 자원과 조직의 연계를 통한 공동의 지역 역량이며, 이 

시스템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다. 제도화가 주안점을 두는 요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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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접근성과 개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자원 연계이다. 즉 누구든지 주민

들은 개별화된 돌봄 욕구를 표출하고 이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어야 하며, 공공과 민간의 돌봄 자원들이 긴밀한 협력 하에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접근성과 서비스는 공공의 역할이지만, 자원 연계가 복지-마을에 기

대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조적인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에게 자원 공

유를 부탁하는 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조합은 

초기부터 줄곧 보육의 공공성을 주장하였고 또한 공동체 돌봄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2년 서울시가 공동육아조합을 염두에 두고 민간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형태로 전환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되 장기 위

탁의 형태로 운영자율성을 부여하는 상호협력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나, 지금

까지 스스로 조합을 공공화한 시도는 전무하다.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시급

한 욕구인 시간제 돌봄이나 긴급돌봄 그리고 저소득을 비롯한 보육사각지대 

돌봄 제공 등 서울시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례도 거의 없다. 

그들만의 돌봄, 즉 특정 계층과 직업군의 중산층 문화는 조합의 이해에 의해

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익을 우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

의 공유재이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돌봄에는 사회적 책임성을 제도화할 수 

없는 영역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이다.  

 

２. 공공의 복지-마을 실험: 늘어나는 공유재, 공공재를 침범하다  

 

１) 서울시의 복지-마을 실험 

2012년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성미산 

마을이 모범사례로 제시되었고, 이를 추진할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성

미산 마을활동가가 중심인 민간조직에 위탁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마을공

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3인이면 누구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2012년 공모사업이 시작되

었고, 곧바로 주민 제안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지난 3년간 총 4,512건의 마

을공동체사업 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서 2,100여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그 

동안 복지행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주민조직이 정책의 파트너로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약 55,800명의 주민과 1,600여개 주민모임이 마을활동으로 조

직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다. 주민조직 제안의 상당수는 일시적 프로젝

트 사업이지만 북카페, 숲놀이터, 사랑방, 육아커뮤니티, 품앗이, 작은 도서

관, 마을 학교 등 장기적으로 사람과 공간이 형성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자발적 주민조직들의 마을사업은 후기 근대에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만

큼 창의적이고 다양하다. 마을공동체 기반마련을 위해 참여자들의 문턱을 최

대한으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육아조합 마을공동체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다. 마을지도그리기, 문화유산찾기, 동화읽기, 밴드모임 등 계층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지역사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고, 주민욕구와도 

밀접한 내용들이다. 특히 이전까지 공공행정에서 성과로 측정할 수 없는 사

업들이 대부분이며, 이제 행정은 관료가 기획하고 매뉴얼 만드는 것이 아니

라, 주민들이 기획자로서 등장하여 하고 싶은 일을 이웃들과 함께 함으로서 

서로의 결핍을 메우는 것이 되었다. 문제는 다양한 마을사업에 공공성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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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과정인데, 이에 시정부의 예산지원과 정책지원이라는 매개체는 자조

조직의 자발성에 공적 책임성도 부여하였다. 마을활동에 주민욕구 반영, 주

민간 관계망 확대, 마을 리더의 형성 등을 예산지원의 결과로 제출해야 한다. 

주민조직들은 마을사업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공공성

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신뢰감이 기대된다. 

우선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고 있으며, 관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변화

하는 계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이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와 같이 여전히 그들만의 조

합적 이익추구라는 비판의 우려도 남아있다. 자조란 스스로의 복지를 말한다. 

예산지원을 통한 자조조직은 쉽게 형성할 수 있지만 이들의 공적 책임성은 

주민교육이나 결과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초기 성미산 마을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조직과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그들만의 마을이 될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을엔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참여할 수 

없는 시민이 대다수이다.   

 

２) 무리한 경계 넘기 

현재까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돌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는 지역사회 주민조직들이 자조적인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

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각 개인과 가족에 처한 위기를 극

복하고 이에 대항하며 또한 경제적 정치적 기회를 활용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사회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돌

봄은 공공재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 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명

확히 구분되지 않고,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지역단위 사

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보장급여는 권리성이 불분

명하고, 공공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민관협

력만 강조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강화 방안은 

마을공동체를 취약계층 지원과 돌봄에 민간의 자발적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

는 마을나눔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지생태계로 명명하고 있다. 지역

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공적 지원이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

도 하고 복지정보도 제공하며, 사회보장정보를 조회하며, 더불어 스스로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활동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된 동마을복지센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주요업무로 주민조직사

업을 부여하고, 지역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주민조직

의 개입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수많은 마을공동체의 자조적 주민모임들 중

에서도 타인의 돌봄을 위해 조직된 사례는 거의 없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근

본발상이 흔들리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관들에게도 마을지향복지관으로 전환할 것도 권유하였

다. 이는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해온 지역사회조직사업과는 전혀 다

른 것으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민모임 사업들을 복지와 

연계하려는 취지였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사회복지관들은 정체성 혼란 속



－ 32 － 

에서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받기 위해 변화하였다. 정작 현실에서는 마을

공동체 경험이 전혀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마을공동체 기획서를 만들면서 이

상한 마을사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복지-마을 연계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수년 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복지재단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

그램 신청사업에 마을 개념 적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2014년의 경우 사회복

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의 1/3가량이 마을-지역사회 사업이다. 그러나 그 구

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부적절한 경우가 대다

수이다. 예를 들면, 모 사회복지관의 마을돌봄 사업은 지역아동의 밴드활동

인데,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아동으로 자아존중감 검사를 통해 선별하였고 

성과목표는 자존감과 가족응집력 향상이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자에게는 

월 1회 정서지원 심리상담, 주 1회 개별적 악기교습이 주된 내용이고, 연 3

회 지역행사 공연참여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마을스럽지 않은 마을사업인가?  

 

Ⅳ. 실천적 관점: 복지/마을 관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복지와 마을은 분리된 접근, 대상, 실천방법을 통해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조직들은 복지와 마을 두 가지 접근을 모두 시도할 수 있으나, 목

적과 방법론이 다른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융합은 각자

의 영역이 충분히 자기완결적일 때 가능한 것이며, 각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

태에서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최근 사회복지기관들이 벌이는 마을사업은 

주민주도 마을사업들과 매우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마을이 목표로 하는 생

활연합체 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다.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

스, 통합사례관리,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충은 복지관련 인력과 현 사회보장 

시스템 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제들은 제도화로서 권리를 보장하

는 것과 함께 전문적 사회복지 개입으로서 국가의 책무성을 향상시켜야 하

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에 마을 관점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

컨대 일반 주민의 복지인식은 선별적 복지이며 자선적 관점인데, 이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섣부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에서부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복지전달체계의 혁신 또한 마을과는 관

련이 없다. 마을은 민간자원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인적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들이 복지전달체계에 참여할 이유가 불분명하다.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의 생태가 물리적으로 통합될 수는 있어도, 화합적 융합까지에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복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로 명시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국가책임 공고화이며, 이는 항상 지향되어야 할 복지

국가 운동이다.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기초연

금 등 국가복지 사무, 즉 대상자 발굴/급여/전달/재정의 책임을 민간에 맡길 

수는 없다. 전통적 복지로서 사회보장은 엄연히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으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미 1) 국민의 권리와 2) 국가

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목적의 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전달체계 논의에서 

마을-주민주도형 방식은 부적절하다. 사회보장급여 전달에 있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의 개입은 권리성-책임성 구조로 설계된 사회보장 체계를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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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새로운 복지, 성찰적 복지, 적극적 복지

라는 틀 내에서 마을의 개입지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족성 관점에서 복지

가 마을을 바라보는 것도 부적절하다. 보충적, 보완적 의미는 단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자원봉사자 조직화, 민간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재정절감 등

의 부차적인 복지로 마을을 다루는 것이다. 결국, 복지(사회보장) 관점에서 

마을의 활용은 실행가능한 정책적 과제가 도출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마을은 마을에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공공조직과 파트너쉽을 모색해야 한

다. 마을자치를 위하여 센터공간을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전환하고, 주민

자치위원회 등의 의사결정력 강화하며, 주민자치력의 강화를 위한 마을사업

은 복지와 상관없이 주민자치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을을 살

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오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유지하

는 것이어야 한다. 주민공동체가 철저히 붕괴되고 노동력과 자원이 착취된 

시민사회 공간이 오늘날의 마을이다. 기초체력이 허약한 마을을 정책적 목표

로 도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섣부른 마을공동체 활

동의 제도화는 독약과도 같다. 체계-생활세계의 양 극단에 존재하는 규범과 

행위들을 섞어버리면, 공익이 사익 그리고 호혜와 등가교환이 치환되는 사례

들이 자주 목격된다. 마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적 규범이 

장기 지속될 때 제도화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저마다 다른 정관과 운영규정들을 마련하고 이 또한 매년 다른 구성원에 따

라 변경되는 것이 일반사이다. 즉 마을공동체 활동은 일시적이며 불확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가 자발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일단 마을의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일, 일상적으로 자주 모임을 갖고 결사체적 참여를 

통해 응집력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다. 마을을 통해서 공통의 목적을 달성

하는 일은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업들이 있으며, 제

도가 개인보다는 집단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결국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자조조직들과 협조하는 것이다. 행정 지원을 통

해 주민교육과 훈련, 협력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일은, 

활동가의 육성과 헌신성이다. 헌신성은 실패의 경험, 분열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며, 따라서 내생적 발전, 즉 복지-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주체

로서, 목표로서 복지를, 자치적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마을과 복지의 접합은 불가능한 것인가? 둘의 융합은 비제도화

된 영역에서 가능하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접근은 일반화된 호혜성 내

에서 공동 자원들이 잘 관리될 수 있는, 도덕경제와 같은 문화적 접근이다. 

집단적 소비로서의 공원, 학교, 복지시설, 도서관, 마을기업 등을 이용자 주

체가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권 기반의 공유지를 만드는 활동

으로 공동 세탁소, 작은 도서관, 마을 축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탈결핍

질서에 지속가능한 복지로의 전환을 이끄는 과업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해결

되지 않는다. 복지는 탈전통적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인에게 연금이

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이 필요하거나 이용자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노인들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존재로서, 실

업은 임노동 규범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원으로 지역사회 일거리를 부여하는 

접근이며, 마을의 복지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는 방식으로의 복지이

다. 오히려 마을을 통한 복지는 희소한 지역자원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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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지임. 주민들의 자기실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사회자본 등 광의의 복지에 열려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공

유재의 관리, 사회적 경제, 자율적 공제조합 방식의 복지 등을 다루는 것이

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의존성 논쟁을 넘어서, 지역 노동-돌봄-여가가 자조

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창의적 공동체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

스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공동체가 복지의 대안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관점에서 복지는 적극적 능동적 복지로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요구한다. 공적 복지 제도 내 마을은 부적절한 반면, 지

역사회 민간 복지 인력과 시설을 지역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

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민간자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이용자주체 운영방

식으로 전환 등도 좋은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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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論 
 

ソウル市は2014年9月仮称「洞町福祉センター」推進基本計画を発表した。洞町福祉

センターが、今までの福祉伝達体系と違う理由は、名称でも確認できる「町」(※訳

注：村、街､まちなどの地域の意味)という言葉のためだ。ここで「町」という福祉の

地域の生態系を構築する方法論として、官民協力と住民自治以上の意味を帯びている。

 ソウル市は第一線の行政組織を請願業務処理組織ではなく、町のコミュニティの育

成のための支援組織として想定し、福祉事務を国と市民当事者間の契約上の権利を超

えてコミュニティの相互義務に転換した。町の活動家が公務員として任用され、一般

行政チームは町のコミュニティチームに変わって、地域活動家養成と住民組織化事業

を推進し、公共資源の不足は、住民の相互分かち合いで補完されるようにした。過去

に推進されてきた「オーダーメイド普遍福祉」という社会政策的目標が「町」という

新しい方法論と出会ったのだ。 

福祉論で町の接木は相反反応を呼び起こしてきた。町コミュニティは、地域社会の

組織化、当事者主義、生態主義という代案的な視点から作動し、住民主導型の地域社

会サービスを創出するという側面から積極的に擁護されている（ユ ドンチョル.2012:

キム ヒョンヨン.2013）。住民が地域議題を自ら発見し、問題解決のために積極的に

参加できる基盤が作られたという点で肯定的だということだ。しかし一方で、公共性

の混乱と懸念も多い。民間が積極的に出て､不足している公共の事務機能を補完し、福

祉伝達人材を代行することは、普遍的福祉の国家責任を弱体化させるという批判であ

る。民間に福祉事務を委任することは、他ならぬ民営化ということだ。また、町のコ

ミュニティが、行政の介入により内因性的発展の動力を喪失して官僚的な成果主義に

より、住民参加の多様な可能性を制限するという点も指摘される（ジョン ギュホ.201

2）。即ち福祉や町が追求する目標と対象の相違性により、現在の無分別な結合は、相

互否定的な結果を招く可能性もある。 

本稿では「町と福祉」の結合の概念的争点を検討し､現在進められている地域社会ケ

アのソウル市の実験を事例として実践的な意味を導き出してみようとする。町が普遍

的な福祉の成果をもたらすことができるか､町のコミュニティケアの制度化は､制度的

な介入で形成できるのか､既存の社会福祉主体は両者の結合にどのように適応している

かを中心に見てみようと思う。まだ「町と福祉」は混乱状態にもかかわらず､地域的な

自主性と生態な責任を堅持できる試みだけに非常に真摯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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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概念的な論議と争点 
 

1. 福祉と町の相違性 

 

福祉国家の「福祉」とは、産業化 - 近代化の過程で獲得した社会権の保障を意味す

る。福祉国家で福祉政策は、社会危機に対する国家 - 公共の管理で定義できるが、即

ち個人的なレベルで発生する予測不可能な危機を国民国家単位の集合的な方法で対処

することである。年金、失業、健康領域の社会保険が代表的であり、福祉政策は、労

働の脱商品化の性質を持つようになる。ここで福祉国家のキーワードは国民国家、危

機管理、階級と連帯、社会権、脱商品化である。戦後､福祉国家は、これらのフレーム

から発展し、1970年代後半まで継続的に拡張した。韓国社会は、2000年の国民の政府

を起点に、福祉国家に進入したと言えるが、まだ未完の段階にある。公共社会支出は､

やっとGDPの10％水準であり、基礎的な社会安全網と普遍社会保険は、広範な死角地帯

を持っている。特にケアをはじめとする社会投資と社会サービスの拡充は､微々たる水

準である。これに未だに韓国福祉国家の当面の課題は、「すべて」の国民の「社会

権」保障であり、その主体は集合的危機管理責任を持つ「国家」にあることは明らか

である。 

一方、今日､町といえば、産業化 - 近代化の過程で解体されたコミュニティ、生活

世界の復元を意味する。福祉と同様に問題意識の発端は、工業化 - 近代化の過程にあ

るが、その具体的な内容は、危機管理と脱商品化ではなく､生産性主義、官僚制、そし

て合理性体系内に編入されてしまった生活世界の植民化である。特に地域コミュニテ

ィの喪失は、「関係」の喪失により、主体と客体の伝導と人間の疎外を深化させた主

犯として認識される。特に韓国は、南北体制競争の下で成長主義国家主導の開発に没

頭することで、市民の公論の場の形成を基本的に封鎖した。この過程で、国家が過度

に社会領域に浸透し、福祉は国の専有物となった。コミュニティの崩壊、互恵と信頼

がない社会で過多な取引費用が発生して、児童や高齢者、障害者など､ケアが必要な彼

らはサービス利用者だけとして認められた。町のアプローチは、この様な福祉国家の

貨幣 - 権力調整媒体による制度依存性を警戒し、再び人々の「関係」に注目する。具

体的には、個人のニーズに対する地域的な認定と集合的連帯、社会的な空間で福祉利

用者が主体としての地位を獲得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 

福祉や町が追求する目標と対象は相違する。福祉国家は､国家 - 国民の社会的な契

約を制度化した「権利性」に基づく半面、町は、非制度的な生活世界の領域の「主体 

- 関係」に基づいている。また、物質主義vs脱物質主義、生産主義vs生態主義、代議

制民主主義vs参加民主主義、権力資源vs交渉権力の差もある。何よりも、両者が扱お

うする財貨の性格は､より根本的な差異点である。町は、財貨とサービスを「共有財」

（非排除性、競合性）として認識する。即ち非排除性と共に競合性が存在するため､

「漁場」のように希少な資源をどのようにコミュニティが自律的に管理するのかの問

題でアクセスすることになる。しかし、福祉国家は財貨とサービスを「公共財」（非

排除性、非競合性）として認識する。権利性が認められれば、これは、国民の誰もが

排除できず､また、国民の誰かの利用が､他の国民の利用に影響を与えないため、資源

維持の責任性は無視される。これにより、政策対象の違いも明らかである。福祉国家

は､個人化された給与を想定する半面、町は、個人ではなく、地域性と空間を対象とす

る。即ち、福祉国家は、資産調査や帰属的欲求など､割り当ての基準が個人または家族

を対象とするが、町は介入対象が関係論的な存在と空間であり、個々の個人と家族は､

生態的な視点の下位単位としてのみ位置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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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福祉と町：相互的な視点を要求する現在の矛盾 

 

今日､福祉と町がお互いの視点を受容する理由は、それぞれの体系が危機に直面した

ためである。まず、我々の社会の福祉水準は非常に低いだけでなく、持続可能性の危

機が非常に深刻である。中産層の没落、貧困層の拡大、OECD最高水準の自殺率と雇用

危機の状況で、未だに我々に切実に要求されるのは、福祉国家の社会権保障であるこ

とは間違いない。制度化された介入なしに現社会の危機に効果的に対応することがで

きない。しかし、福祉国家の友好的な条件は崩壊した。国民国家の再分配余力が消耗

し、ケインズ案合意（完全雇用、高税率、高福祉）も産業社会の発展モデルに過ぎな

い。労働と資本の権力均衡が高い経済成長に裏打ちされた条件や政党競争下で公約さ

れた普遍的な福祉給与も有効性が疑問視され、また、所得保障政策の不平等の減少効

果が､脱産業社会進入以降､非常に縮小されている。特に老齢人口の増加と財政危機は

福祉プログラムの持続可能性を深刻に制約する。それでも福祉プログラムの利用者、

投票者、専門家、企業や労働組合の利害談合が福祉体制の変化をもたらさずに､社会的

危機を極端にまで引き上げていく無責任な福祉政治の問題が今なお残っている。福祉

国家は、基本的に危機管理能力で評価を受けるが、「危機管理の危機」という矛盾す

る状況だけが加重されている。 

現代社会で､町の喪失もまた､自明の事実である。地域社会の喪失論は、すでに西欧

では1950年代以降、自明のこととして受け入れたし、コミュニティの崩壊は、国家の

保護、即ち福祉国家誕生の理由でもある。資本の私的領域浸食と市民の消費者化によ

り､地域コミュニティは、もはや社会現象を説明することはできず、人口移動、個人主

義、情報化とグローバル化は、地域コミュニティを理想的な、ユートピア的な、香水

を意味するものに転落させた（Wirth 、1993）。韓国社会も早くから都市化率90％を

上回っており、都市的生活は町の経験を無くした。町コミュニティの破壊は､競争至上

主義、地位闘争の激化、そして不平等の内面化の過程でも発生する。地位競争で遅れ

をとりたくない不安は、最小限の私的な時間と空間さえ生存闘争に献納し、その結果

は、極度の家族疲労現象として現れた。韓国社会の大半の家族に「夕方のある生活」

は、はるか遠く、地域社会の住民活動への参加は、余裕のある人の活動で置き換えら

れる。 

従って、福祉や町は相互補完的である。町は、私的生活世界の過度な市場への浸透

を防ぐことができる制度的な「脱商品化」を通じて可能である。市場依存度を減らす

ことがコミュニティ参加の一次的な条件になるだろう。福祉もまた、脱欠乏秩序を増

進する方法で進むしかない。生産性主義が賃金労働を他の生活の領域から分離させる

精神であれば、今や大多数の労働が生産性と分離され､社会的価値を実行する方法に転

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即ち、積極的な脱商品化政策が町コミュニティの構造となり、

また、町コミュニティの省察性が福祉国家の制度を再構造化すること（発生的な政

治）というものである。また、福祉や町の接合は、国家と市場の二分法の枠組みを抜

け出し、公有地を､管理は「集団の消費単位」の形成に焦点を合わせることになる。個

人化した福祉国家の枠組みの中で､所得保障とサービス保証は、自己実現と満足のため

の投資よりは、社会的な地位を維持するための防御的な支出に多く使用するしかない。

しかし、集団消費という視点は、限られた資源を協働の原則下で管理する方法で進む

しかない。集合的な消費単位次元のアプローチは、公有地をより多く確保することで

あり、その結果は、構成員間の不平等の減少につな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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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福祉―町の実践経験：地域社会ケアの事例 
 

最近数年の間、中央と地方政府､そして民間団体を中心に町コミュニティを通じた福

祉伝達体系の転換が模索されて積極的に試みられている。ソウル市は、2012年から

「町コミュニティ支援センター」を主軸に多様な町コミュニティの育成戦略を推進し

ており、2014年には第一線公共行政組織の再編を意味する仮称洞町推進に至った。こ

の他にも、京畿道の「福祉町」プロジェクトなど広域自治体と完州、鎮安、舒川、水

原など､基礎自治体で福祉 - 町を積極的に推進したことがある。以下では、福祉や町

の連携を試みた一部の国内事例を検討する。事例研究方法は、文献と政策資料の分析

と共にコミュニティアクションリサーチ（Community Action Research）が適用された。

即ち、すべての事例に研究者が直接または間接的に関連して活動してきた。協同組合

型コミュニティは、研究者が数年間､組合員として活動し､組合理事長をはじめ、町コ

ミュニティ活動に直接または間接的に介入してきた。ソウル市の町 - 福祉連携事業､

そして社会福祉館の町指向プログラム､または、研究者が運営および諮問委員として活

動しながら参加した事例であり、プログラムや政策の設計と評価の過程でのイシュー

に接することができた。 

 

1．協同組合型 地域社会ケアー制度化できない実験 

 

１）韓国 共同育児組合の性格と発展 

国内協同組合型地域社会ケアの代表走者は、共同育児組合である。 1994年新町共同

育児協同組合 私たちの子供の家を皮切りにスタートした共同育児組合は、2015年現

在、子供の家74カ所、放課後15カ所、地域児童センター6カ所、代案小学校1カ所に発

展した。全国的に父母組合員3,500人、教師組合員520人、そしてケア児童数2千人規模

である。共同育児組合は、地域別に自生的に組織され､独立的に運営されているが、社

団法人「共同育児とコミュニティ教育」の認証が要求される、単一のアイデンティテ

ィを持つ全国的連帯組織体で見ることができる。即ち、共同育児組合は、組合設立、

組合運営、保育内容、連帯活動などにおいて、詳細なケアコミュニティ原則を遵守し

ている場合にのみ、認証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共同育児とコミュニティ教育、201

4）。 

共同育児組合は、韓国の特殊な歴史的な脈絡で生まれた教育文化運動組織である。

共同育児組合は、1994年から2004年の間に集中的に設立されたが、この時期は、いわ

ゆる韓国の民主主義「87年体制」を導いた世代が､結婚と育児のライフサイクルの過程

に入った時期である。 80年代には、貧困地域を中心に託児問題が社会的イシューとし

て提起され「海松（黒松）」をはじめとする地域託児組織が連帯し、これらの声は、1

991年､韓国で最初に保育の国家責任を明示した乳幼児保育法制定という成果に現れた。

当時の運動の目標であった保育制度が一定部分達成されることで、彼らの新たな目標

は、地域と階層統合のための普遍的な保育制度として共同育児実験だった。 「私たち

の子供を共に育てる」という共同育児スローガン自体がケアの社会運動の性格だった。

初期の共同育児の理論家で、実践家であったチョン・ビョンホ（1992）は、共同育児

のミッションが「無限競争の世界を変えてコミュニティ的な生活の領域を社会の中に

広げていくこと」であると明らかにした。 

共同育児組合は、個人や家族利己主義の排他的な不平等構造を越えることができる

代案的な教育文化運動を提示した。子供たちが良いケアを受ける権利を宣言し、それ

に応じて認知教育を拒否する代わりに、生態教育、統合教育、関係教育、生活文化教

育をする。親はケアサービス購買者ではなく、共同運営主体としての施設を設けて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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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を採用し、日常ケア活動に参加する義務が与えられた。さらに組合発展と町コミュ

ニティの発展のための努力が要求される。従って趙(韓)惠貞（2012）は、共同育児組

合を後期近代町として見た。その間､開発国家の市民は、疎通不在と社会的ケアの欠乏

で個人化されたが、共同育児組合は、都市的な空間でも相互の惻隠の情と世話の原理

が作動して、ケアが地域社会の構成員の自律的な責任性に循環され、これらの社会的

欠乏も埋めている訳である。 

 

２）育児コミュニティから町コミュニティへの変化 

すべての共同育児組合は、町コミュニティを志向し、また変化する。ソンミ山町の

場合、1994年共働き夫婦20余世帯が出資金を集めて設立した保育施設の私たちの子供

の家で開始されたが、1995年に飛ぶ子供の家、1998年ドングリ放課後、1999年草の葉

新しい放課後、2002年には町生涯学校の夢の場所、2004年には12年制代案学校のソン

ミ山学校につながった。即ち子供の家、放課後、代案学校、町の学校につながる町ケ

アと教育システムが住民の組合運動に設けられたのである。「私たちの子供を共に育

てる」課題が終わった大人は､生活の必要もまた「組合員」募集方法で解決しようと試

みた。関心が育児から生活に越えていき、親環境食品共同購入を目的として、2001年

ドゥレ(※訳注：働き組を意味する固有韓国語)生活協同組合を立ち上げた。生協は、

現在年間売り上げ50億ウォン、組合員も5,500世帯と､成功した町の企業である。また、

親環境惣菜店、町カフェ、町食堂が､住民の自発的な出資で作られた。障害児の職場と

してソンミ山工房、手作り石鹸の製造企業、親環境布団と韓服を作るひと汗ドゥレ、

高齢者の世話をするケアドゥレなど、20以上の町の企業が協同組合方法で創業された。

協同組合方法ではないが、代案共同住宅（Co-housing コハウジング）も三カ所に建設

され、山岳会、農業会、アトピー会、父母役割勉強会、民謡会など大小の父母コミュ

ニティにも作られた。文化芸術活動は、農楽隊、町劇団、写真サークル、動画サーク

ル、ロックバンド、アマチュアバンド、町合唱団など､様々な文化芸術サークルが常時

ソンミ山町劇場で公演するなど、大人が町を豊かにした。 

共同育児組合の町コミュニティとしての変化は、他の地域でも似ている。ソウル江

北区の三角山面白い町は、1999年に共同育児組合の夢を見る子供の家から始まった。 

30人の組合員と4人の教師で始めた組合は、共同育児の子供たちが子供の家を卒業する

ことで､小学校代案学校につながり、父母たちはよく会い､遊ぶ機会を探して食堂、カ

フェ、バンド、木工所、演劇などの地域の集まりを作った。ソウル広津区のアチャ山

町も同様である。 1997年1月に設立した楽しい共同育児組合を始めに1999年には共同

育児放課後、2000年山の子供の家共同育児組合、そして最近まで高学年放課後、小さ

な図書館、町バンド、演劇会、自転車会など児童と父母のコミュニティ活動が作り続

けられている。アチャ山町は、2012年、ソウル市から町コミュニティ事業に選定され、

共同育児組合の教育内容と方法を、地域の他の保育施設に伝播し、また地域子供おも

ちゃ図書館、障害および無国籍児童ケア提供など、社会の公共的な役割をも果たした

りした。 

町コミュニティへの変化で､最も重要な要因の一つは、男性 - お父さんの参加であ

る。共同育児を通してパパの育児活動は町でお父さんたちの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

彼らに地域社会参加の機会を回復して、情熱的な男性の町の活動家を作り出した。子

育てと近所の活動で見えなかった男性の帰還は､協働と共有経済の生態系を強化させ、

他者との関係性を復元する大人の脱近代的な生活の空間を創出したのである。 

 

３）後期近代町は､誰の町なのか 

それにも拘らず、協同組合から出発した町コミュニティを、地域社会ケアの制度化

モデルとするには､現実矛盾的な側面が存在する。今日の共同育児組み合わせの実験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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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遍的地域社会ケアに発展することが困難な理由は次の通りである。最初は、人的構

成と世代交替の問題である。これは、代案教育文化運動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弱体化

されて、同時に組合員間の異質性が徐々に拡大している時代的な主体の問題として解

釈され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よりはライフサイクル別課題に焦点を置いた組合の再

生産構造の矛盾のためである。初期の共同育児組合員は、ケアの社会化とコミュニテ

ィ教育という理念を共有しており、社会運動経験から、地域社会を変化させることが

できるという強い自信を持っていた。従って、経済的、時間的負担にも拘らず、積極

的に没入し、出資金を集め、組合費を拠出し、また、多くの時間を町に投資しながら

共同資産を購入して管理することができた。共同育児組合の町コミュニティへの変化

は、これらの情熱的な組合員が次のライフサイクルの段階的課題の必要により、新し

い組合と小グループを作って歩みながら形成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ライフサイ

クルの段階的課題が完成すれば、この過程で作られた個別組合は、新しい構成員に置

き換えられる。即ち子供が小学校に進学すれば､共同育児組合から大人も卒業する。過

去の経験は積まれず、新規組合員が同じ実験を繰り返す構造である。そして、新規組

合員は、主に外部から入る。地域の構成員でなく、共同育児方法を好む人々が集まる

移住効果である。初期構成員と同質的な集団も移住が、共同育児という実験的で例示

された生態教育、有機食品を提供する良い保育施設を選択､または共同育児ブランドを

消費するために流入する人も多い。これに最近ほとんどの共同子育組合が､吐露する問

題の一つは、代案教育や地域運動を支持する新規組合員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薄れる

だけでなく、組合活動が減り、参加の二重性を牽制するのが難しいという点である。

共同育児組合は、組合活動と育児活動の二つで構成されるが、新規組合員は育児活動

における参加は活発で、これに伴う父母としての義務の活動は維持されている一方で、

組合員の自発的な協力との組合に対する責任意識､そして共有する目的を達成するため

の協力は､徐々に減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組合の長期的発展に対する理想は共有

されず、組合全体の運営に対する理解が不足するにつれ、各自引き受けた役割のみを

実行する受動的な参加の傾向が強まる。また、初期の組合員の献身と投資が残したコ

ミュニティの構造に適応できる新規組合員は、時間的、経済的余力があり、人的資本

が優れた新中産階級である。大半の共同育児組合は数百万ウォンから一千万ウォンに

達する出資を納付して保育料と共に同等の組合費を毎月納付する経済的負担も負って

いる。組合員の多くが共稼ぎ世帯として、特に女性の高学歴､そして専門職従事者の割

合が非常に高い集団の割合が高くなる訳である。 

第二に、当初から共同組合型町は､制度化された福祉の公共性に関心がなく、制度化

された福祉は､町の非公式ネットワークと分離されていた。共同育児から町コミュニテ

ィまで旺盛な活動の主体に､福祉 - 町は､自助的形態の代替であった。ケアと代案教育

文化の生産と消費は､すべての参加構成員の家族にのみ該当する。ソンミ山町ソンサン

洞、マンウォン洞一帯の住民が､「ソンミ山町の住民ではない」という言及のように、

町の構成員は、一つの空間を占有して利用するすべての構成員ではなく、加入組合員

であるだけだ。もちろん大多数の共同育児組合は、低所得世帯のための減免や障害児

のための差別組合費制度などを運営しているが、これら全て､組合員のみを対象とする。

時には組合員が､既存の町の住民と対立することもある。例えば、ケア施設を中心に組

合員が､移住してくるにつれ､長く定住してきた住民たちは、賃貸費用など、住居費の

上昇を訴えており、「高級乗用車を運転して通う彼らの子女生態教育」により、自分

たちは騒音、駐車問題､そして違和感さえ感じるという。組合員の子供に地域空間は､

子供を育てるのに良いところであり、集まって住み良い後期近代空間であるが、非組

合員の住民にとっては､まだ生計と消費が中心の近代的空間である。 

一方､地域社会ケアの空間は､何よりも相互ケアの地域的なシステムと関連する。シ

ステムとは､資源と組織の連携を通じた共同の地域力量であり､このシステムは､制度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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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過程を通して用意される。制度化が主眼を置く要素には､普遍的なアクセシビリティ

と個別化されたサービス､そして資源の連携である。つまり誰でも住民は個別化された

ケアニーズを表出して､これに該当する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ず､

公共と民間のケア資源が､緊密な協力の下で連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にアクセ

シビリティとサービスは､公共の役割であるが､資源の連携が､福祉 - 町に期待できる

内容である。しかし、自助的な地域社会ケアの主体に資源の共有をお願いすることは

なかなか行われない。例えば、共同育児組合は、初期からずっと保育の公共性を主張

し、また、コミュニティケアの制度化を主張した。しかし、2012年にソウル市が共同

育児組合を念頭に置いて、民間保育施設を対象に、国公立形態への転換と国からの財

政支援を受けた後､長期委託の形で運営自律性を付与する相互協力システムを提案した

が、今まで自ら組合を公共化した試みは皆無である。地域社会の児童ケアの早急なニ

ーズである時間制ケアや緊急ケア､そして低所得をはじめとする保育死角地帯ケアの提

供など、ソウル市の町のコミュニティケア支援事業に参加した事例も殆どない。彼ら

だけのケア、即ち特定の階層と職業群の中産層文化は組合の理解によって決定される

ため、地域社会の公益を優先する姿は見えない。彼らの共有財なので、協働組合型ケ

アは社会的責任性を制度化することができない領域が相当部分､存在するものである。 

 

２．公共の福祉-町実験：増える共有財、公共財を侵す 

 

１）ソウル市の 福祉―町実験 

2012年､朴元淳市長は町コミュニティ5カ年基本計画を発表した。ソンミ山町がモデ

ルケースとして提示され、これを推進するソウル市の町コミュニティ支援センターを

ソンミ山町の活動家が中心の民間組織に委託した。そして、ソウル市は町コミュニテ

ィを活性化するために、住民3人であれば､誰でも自分たち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

きる町事業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ようにした。これに2012年､公募事業が開始され、す

ぐに住民提案が洪水のように続いた。過去3年間で総4,512件の町コミュニティ事業の

申請があり、その中で2,100余の事業が選定された。その間、福祉行政で現れなかった

住民組織が政策のパートナーとして登場したのである。特に約55,800人の住民と1,600

余の住民集会が町の活動で組織されたのは、非常に貴重な成果である。住民組織の提

案の多くは、一時的プロジェクト事業だが､ブックカフェ、森の遊び場、サランバン

(居間)、育児コミュニティ、助け合い、小さな図書館、町の学校など、長期的に人と

空間が形成されている地域社会ケア事業が相当数を占めている。 

自発的な住民組織の町事業は､後期近代に新たな可能性と言えるだけに創意的で多様

である。町コミュニティの基盤作りのために、参加者の敷居を最大限に低めたからで

ある。これは、共同育児組合町コミュニティに対する反省の結果である。町の地図描

き、文化遺産探し、童話読み、バンド会など、階層の区別なく誰でも簡単に地域社会

に参加できるアイデアで、住民のニーズとも密接な内容である。特にこれまで公共行

政で成果として測定できない事業が殆どであり、今や行政は､官僚が企画し､マニュア

ル作ることではなく、住民が企画者として登場し､したいことを隣人と共にすることで、

お互いの欠乏を埋めることとなった。問題は、多様な町の事業に公共性を付与する過

程であるが、これに市政府の予算支援と政策支援という媒介は､自助組織の自発性に公

的責任性も付与した。町の活動に住民ニーズを反映、住民間関係網の拡大、町のリー

ダーの形成などを予算支援の結果として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住民組織は､町の事

業がどのような社会的役割をしているのか悩むことになり､公共性を再認識する機会と

なる。この過程で、官民協力の信頼感が期待される。まず公務員の認識と態度が変化

しており、官に対する住民の認識も変化する契機である。 

しかし､このような実験が、協同組合の町コミュニティのように､まだ彼らだけの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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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的利益の追求という批判の懸念も残っている。自助とは、自らの福祉をいう。予算

支援を通した自助組織は､簡単に形成できるが､これらの公的責任性は、住民教育や結

果報告書で代えることができない。ソウル市の町コミュニティ支援センターが､初期ソ

ンミ山町などで活動した人々が主軸という点で､町コミュニティ支援事業が組織と空間

を作ったが､彼らだけの町にな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町には彼らだけが暮らすので

はなく､まだ参加できない市民が大多数である。 

 

２) 無理な境界越える 

現在までに、ソウル市の町コミュニティ事業は､成功したと言える。このような経験

が､ケアにも適用できる。国は、地域社会の住民組織が､自助的な方法でケアサービス

を生産できるよう制度的支援を惜しんではならない。住民が自分たちのニーズを解決

して、各個人と家族に瀕した危機を克服し、これに対抗して、また、経済的、政治的

機会を活用して、社会的ニーズを充足する力量を発揮できるように果敢な社会投資を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ケアは公共財で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韓国の福祉

サービスは、公共と民間の役割が明確に区別されず、対象者の発掘から事後管理まで

行われる地域単位の事例管理体系が構築できていない実情である。社会保障給付は､権

利性が不明瞭で、公共の責任を遂行するための人材と資源の限界により、官民協力だ

けが強調される水準に過ぎない。 

ソウル市は､社会福祉館にも町指向福祉館に転換することも勧誘した。これは､今ま

での社会福祉館で行ってきた地域社会組織事業とは全く異なるもので､町コミュニティ

事業と同様の方法で､住民の集まる事業を福祉との連携しようとする趣旨であった。た

とえ試験事業であるが､社会福祉館はアイデンティティの混乱の中で､最大1千万ウォン

の事業費を受けるために変化した。いざ現実には､町コミュニティの経験が全くない社

会福祉士が町コミュニティの企画書を作成しながら､奇妙な町事業が作られたりする。

福祉 - 町の連携は､全国的な現象である。長年の間､社会福祉共同募金会とサムスン福

祉財団をはじめとする社会福祉機関のプログラム申請事業に町概念の適用が急激に増

えた。 

2014年の場合、社会福祉共同募金会の申請事業の3分の1ほどが､町 - 地域社会事業

である。しかし、その具体的な内容を見てみると､町への理解と方法論が､不適切な場

合が大多数である。例えば、某社会福祉館の町ケア事業は、地域児童のバンド活動な

のに、対象者は福祉死角地帯児童で､自尊心検査を通して選別し、成果目標は、自尊心

と家族結束力向上だった。プログラムの内容は、参加者には､月1回の情緒支援心理相

談、週1回の個別の楽器レッスンが主な内容であり、年に3回､地域行事公演参加で行わ

れた。どれほど町らしくない町事業であることか？ 

 

Ⅳ．実践的視点：福祉/町視点をどのように結合できるのか？ 
 

福祉と町は､離されたアプローチ、対象、実践方法を通して機能する必要がある。社

会福祉組織は､福祉と町の二つのアプローチの両方を試すことができるが、目的と方法

論が､違う2つを混用す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融合は、それぞれの領域が十分に自己

完結的であるとき可能なものであり、それぞれが明確でない状態では、混乱だけ加重

されるだけである。最近、社会福祉機関が行う町事業は、住民主導の町事業者と非常

に性格が異なるだけでなく、町が目指す生活連合体の形成にも寄与するところが少な

い。死角地帯の発掘、探していく福祉サービス、統合事例管理、普遍的福祉サービス

の拡充は、福祉関連の人材と現社会保障システム内でアクセスしなければならなく、

このような課題は、制度化としての権利を保障すると共に、専門的社会福祉介入と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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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国家の責務を向上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である。これらの課題に町の視点が介

入することは非常に危険である。例えば一般住民の福祉認識は、選別的福祉であり、

慈善的な視点であるが、彼らに脆弱階層の情報を共有し、不器用なアクセスを可能に

することは、倫理的な問題から、問題を引き起こすことがある。福祉伝達体系の革新

また町とは関連がない。町は､民間資源で､そして効果的な人的資源として認識される

ことがあるが、彼らの福祉伝達体系に参加する理由が不明である。公共組織と民間組

織の生態が物理的に統合されることはあっても、和合的な融合までに数多くの課題が

残されている。 

福祉を生かすためには、社会保障給付（所得保障とサービス保障）に明示された財

貨とサービスの供給の国家責任の強固化であり、これは常に指向されるべき福祉国家

の運動である。基礎的な社会安全網の国民基礎生活保障、社会保険、基礎年金など､国

家の福祉事務、即ち対象者の発掘/給付/伝達/財政の責任を民間に任せることはできな

い。伝統的な福祉としての社会保障は、厳然と国民の権利と国家の責任で行われた領

域である。社会保障基本法は、すでに1）国民の権利と2）国家の責任を明確にする目

的の法律である。従って、社会保障伝達体系の議論で､町 - 住民主導型方法は不適切

である。社会保障給付伝達において住民主導型の町コミュニティの介入は､権利性 - 

責任性の構造で設計された社会保障体系を急激に解体できる危険を内包する。新しい

福祉、省察的福祉、積極的福祉という枠組みの中で､町の介入ポイントが模索されなけ

ればならない。補足性の視点から福祉が町を眺めるのも不適切である。補充的、補完

的な意味は、単に死角地帯の発掘やボランティアの組織化、民間資源の効率的な使用

による財政削減などの副次的な福祉で町を扱うものである。結局、福祉（社会保障）

の視点から町の活用は、実行可能な政策課題が導き出されるのは難しいと見なければ

ならない。 

町は、町に最も適合した方法で、公共組織と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模索しなければ

ならない。町自治のためにセンターの空間を住民共同利用空間に転換し、住民自治委

員会などの意思決定力を強化し、住民自治力の強化のための町の事業は、福祉に関係

なく、住民自治のために推進されるべき課題である。町を活かす方法は、今まで自生

的に形成されてきた町のコミュニティ活動を維持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住民

コミュニティが徹底的に崩壊し､労働力と資源が搾取された市民社会空間が、今日の町

である。基礎体力が虚弱な町を政策目標に道具的にアクセスしてはならない理由でも

ある。不器用な町コミュニティの活動の制度化は、毒と同じである。体系 - 生活世界

の両極端に存在する規範と行為を混ぜてしまうと、公益が私益､そして互恵と等価交換

が置き換わっている事例が頻繁に目撃されている。町は自発的に参加する人々のコミ

ュニティ的規範が長期持続する時、制度化となる。また、同じ性格だとしてもコミュ

ニティそれぞれ別の定款と運営規定を設けて、毎年、他の構成員により変更されるこ

とが一般的である。即ち町コミュニティの活動は一時的であり、不確定的特性を持っ

ており、制度化が自発的な参加を阻害する。一旦、町の社会的関係を復元し、日常的

に頻繁に会合を開いて、結社的参加を通して凝集力が確保されることが優先だ。町を

通じて共通の目的を達成することは､集合行動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容易で

はない課題があり、制度が個人より集団の選択の効果を高める方法に対する考慮が必

要である。結局、国家の役割は、これらの自助組織と協力することである。行政支援

を通じて住民の教育と訓練、協力体系を設定できる。それでもできないことは、活動

家の育成と献身性である。献身性は失敗の経験、分裂の経験を通じて変化するもので

あり、従って、内因性的発展、即ち福祉 - 町は住民自ら主体として、目標として福祉

を、自治方法で組織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うであれば、町と福祉の接合は不可能だろうか？ 両方の融合は、非制度化され

領域で可能である。町を中心とした福祉アプローチは、一般化され互恵性の中で､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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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源がうまく管理できる、道徳経済のような文化的アプローチである。集団的消費と

しての公園、学校、福祉施設、図書館、町の企業などを利用者主体が組織して運営で

きるようにして､生活圏基盤の公有地を作る活動で、共同ランドリー、小さな図書館、

町の祭りなどの事例が代表的である。脱欠乏秩序に持続可能な福祉への転換を導く課

題は、社会保障制度として解決されない。福祉は脱伝統的な方法で理解されるべきで

ある。老人に年金やサービスを効率的に提供するために､町が必要とか、利用者主体を

設定するものではない。例えば、老人が社会的富の創造する存在として、失業は､賃労

働規範から外れ､新しい資源として地域社会の仕事を付与するアクセスであり、町の福

祉は国家からの依存性を減らす方法での福祉である。むしろ町を通じた福祉は､稀な地

域資源の中で調和と均衡をなす福祉である。住民の自己実現、ライフスタイルの変化、

不平等の解消、そして社会資本など広義の福祉に開いている。従って、社会保障の範

囲を超えた共有材の管理、社会的経済、自律共済組合方式の福祉などを扱うものであ

る。このようなアプローチは、福祉依存性の議論を超えて、地域の労働 - ケア - 余

暇が､自助的に組織できる創意的なコミュニティ活動を意味する。地域社会の基盤サー

ビスのように、住民の生活コミュニティが福祉の代替として機能するべきである。従

って町の視点から福祉は積極的､能動的福祉として、既存の福祉制度を超える想像力を

要求する。公的福祉制度内の町は､不適切な反面、地域社会、民間福祉人材と施設を地

域資源として活用することは、積極的に検討できる。民間資源として地域社会福祉館

の利用者主体の運営方法へも転換なども良い試み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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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亨 容（キム・ヒョンヨン） 

 

韓国 東国大学校 社会学科 教授 

 

 

学  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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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延世大学校 社会事業学科 (文学士, B.A.)  

 

経  歴 
2014. 3~      副教授, 東国大学校 社会学科 

2013. 3~2015. 2. 学科長, 東国大学校 社会学科 

2008. 3~2014. 2. 助教授, 東国大学校 社会学科 

2007. 4~2008. 2. 副研究委員, 韓国保健社会研究院 

2007. 1~2007. 4. 延世大学校 社会福祉大学院 BK21 博士後 研究員 
2005 ~ 2006    Data Analyst. ADVANTAGE BEHAVIORAL HEALTH SYSTEMS. Athens, GA.  
2003 ~ 2005    Teaching Assistan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2001 ~ 2003    Research Assistan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論文及び著書 
2015. 福祉国家の生態学的転換と社会サービスの可能性. 韓国社会福祉調査研究. . 
2014. 社会福祉士の政治参加現況及び類型に関する探索的研究.民主社会と政策研究. 

 イ・テス､チェ・ヘジ、キム・ヒョンヨン､ホン・ヨンジュン 共著 

2014. ソウル市小地域健康不平等に関する研究. 韓国地域地理学会誌. 
 キム・ヒョンヨン､チェ・ジンム 共著 

2013. 包容的社会と分かち合い文化の現実. 韓国社会福祉行政学.  
2013. 地域社会不平等と子女教育投資. 韓国地域社会福祉学.  
2013. 地域社会基盤サービスと社会福祉館. 韓国社会福祉行政学.  
2013. 文化, 環境, 脱物質主義 社会政策 (共著). 図書出版 オルム 

2013. 韓国の分かち合い文化と福祉社会 (共著). 牙山社会福祉財団 

2013. 和合社会のための福祉 (編著). ナナム出版社 

2012. 地域社会サービスと町コミュニティ. 月刊福祉動向 12月号 

2012. 脆弱近隣指数の空間的分布. 国土地理学会誌. 4集6巻3号. キム・ヒョンヨン·チェ・ジンム 共著  
2012. 仕事創出と社会福祉 (共著). 牙山社会福祉財団 

2011. 地域社会研究の分析単位と指標に関する考察. 韓国社会福祉調査研究. 29巻.   
2011. 低成長時代, 持続可能な普遍生態定義 市民福祉への転換. 月刊福祉動向 10月号 

2010. 社会サービス産業化による社会的労働の危機. 韓国社会福祉調査研究. 25巻.  
2010. 地域社会健康不平等に関する考察: 社会資本効果に対する解釈. 韓国社会学. 44集, 2号. 
2010. Social Stratification and Personal Networks: Bonding, Bridging, and Linking Networks in the U.S.  

韓国社会福祉調査研究. 23巻.  
2010. 世界貧困の現況と課題 (共著). チョミョン文化社 

2009. 地域社会貧困排除: 信頼は重要なのか. 韓国社会福祉調査研究. 22巻.       ※この他多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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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１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별★난 놀이터를 중심으로 
 

  

김 주 미 (金 州 美) 

 
전 시소와그네 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시소와그네 연수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

획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가 건강과 복지, 교육, 문화 등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며, 영유아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설립한 영유아전문 복지기관이다.  

‘별난 놀이터’ 사업은 주민이 주축이 되어 영유아를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

한 양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한 사업이다. 

 

첫 번째, 다가가서 여쭤보기  

 

센터에서 찾아간 마을 청학동은 구도심 지역이지만 저소

득층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므로 복지 관련 기관이 적어 다

른 지역사회보다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높은 

곳이었다.  

마을에서 처음 볼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도서관 입구에 빼

곡히 주차된 자동차를 담장 삼아 덩그러니 자리 잡은 공원

의 전경이었다. ‘터널 공원’이라고 불리는 그 공원에는 깨

진 술병 조각이 뒤섞여 있는 모래사장만 있고 놀이기구도, 

뛰어노는 아이들도 없었다.  

공원 앞에는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작은 도서관 “짱뚱이 도서관”이 있었

다. 작은 도서관과 센터는 둘 다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므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방치된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재미있는 곳! 친구들과 어울리는 곳! 신나게 놀 수 

있는 곳! 임을 알려주고, 주민들에게는 좋은 놀이터가 있는 살기 좋은 동네

가 바로 청학동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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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미있는 시작! ‘별난 놀이터’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별난 놀이터’는 짱뚱이 도서관과 센터가 놀이터를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

미있는 공간임을 알리기로 합의하고 시작한 사업이다.  

동화구연, 목공체험, 풍선아트, 가족영화상영, 가족사진촬영, S·T·O·R·Y 캠

페인 등 5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한바탕 놀이마당’에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삼사 오오 모여들었고, 갑자기 시끄러워진 놀이터에 마구 찌푸리

고 나오셨던 인근 상가 어른들과 어르신들도 한바탕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

들과 어머니들의 모습에 슬쩍 웃으시며 발길을 돌리셨던 5일간의 잔치였다.  

“여기에 놀이터가 있는 줄도 몰랐다.” 

“놀이터가 위험해서 애들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놀이터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

겠네요.” 

어머니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 그동안 놀

이터의 풍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놀이기구 

하나 없이 비어 있는 놀이터에는 낮에는 술 드시고 누워계신 어르신이, 저녁

에는 갈 곳 없이 모이는 청소년이 어린이 대신 놀이터의 주인으로 자리 잡

고 있었다.  

5일간의 잔치를 마무리하고 한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놀이터를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라고 마음을 모았고, 함께 힘을 

실어줄 이웃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놀이터 바로 앞

에 자리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그동안 놀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

했던 지역아동센터‘늘푸른교실’, 공부방‘나눔의 

교실’, ‘새샘어린이집’,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는 

마을의 이웃, 마을을 가장 잘 아는 통장님, 아이들

을 키우시는 이용자 어머니들이었다.  

한분 한분 찾아가 우리의 생각을 알리고,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같이하겠다며 나서 준 

기관과 사람들이다. 우리는 청학동이 아이들에게 안

전하고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놀이터를 만

들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들(이하 가·만·

사)’로 모임 이름도 만들었다. 이후 매월 첫째 수요일 3시 별난 놀이터를 진

행했다. 

 

세 번째, 대화 그리고 소통!! 건강한 민관 협력의 기초 
 

사업이 진행되자 이용자와 가·만·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공원에 대한 의견

을 주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는 빈 놀이 공간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어

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놀이터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 직원과의 소통이 필요

했지만, 놀이터 개선에 대한 여러 민원 요청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었다. 우리

는 소통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일방적인 소통의 민원신청이 아닌 쌍방



－ 51 － 

향 소통이 절실했다. 주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로 어떤 놀이터가 

되기를 바라는지 등을 물었다. 

이렇게 모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청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여 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가·만·사’  모임과 주민의 생각을 소개하였다. 앞

으로 놀이터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궁금해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곧 

새로 제작한 종합 놀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과 새 놀이기구를 설치

하는 날을 마을 주민에게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놀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

한 날 밤에 이르자 새 놀이기구가 아니라 다른 공원에서 사용하던 중고 놀

이 기구를 설치하였다. 게다가 놀이기구가 설치되면 아이들과 주민과 작은 

떡 잔치를 하려고 부탁했던 사전 연락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척 

화가 났고, 구청관계자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

함을 깨닫고 다시 한 번 구청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공서 행

정처리 상의 한계와 담당자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입장

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어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네 번째 함께 꾸기 시작한 꿈 
 

별난 놀이터를 진행하면서 놀이터의 이름이 ‘터널 

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명칭이 놀이터 근처

에 터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듣고 어린

이 놀이터에 걸맞게 이름을 바꿔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후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야기 공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주민 100여 명을 직접 만나 명칭 변경

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요청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연수구의 어

린이 공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놀이터에는 작게나마 변화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꾸준한 ‘별난 놀이

터’ 활동으로 술을 드시는 어르신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이들이 노

는 모습을 훨씬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시급히 

필요했던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며, 명칭도 ‘이야기 공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섯 번째 꿈을 현실로 만들다. 
 

이렇게 지역주민과 함께한 ‘가·만·사’와 ‘별난 놀이터’는 주민과 함께 한 사

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유아 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의 관심도 높아져 갔다. 지역사회와 센터 이용자들은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

지원센터가 시범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3년 시범사업을 연장해서 5년간 운영했

던 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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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장 선거가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센터 운영을 그만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센터 이용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더

욱 안전하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꿈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새로운 구청장과의 

면담,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센

터 운영을 지속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표현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센터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통보만 했다.  

이용자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늘 서비스의 수혜자로 있었던 센터 어머니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도 매우 당당하게 “우

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면서 앞장섰다.  

이용자 대표들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시소와그네 센터

가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해 왔던 활동과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인건비도 운영비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맞는 결정인지 정말 많

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분명 새로운 시도였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이용자끼리 없는 살림에 십시일반 모아 후원금

을 만들고 장소도 알아보면서 독립을 준비하였다.  

이제 어머니들이 독립한 지 1년이 되었고, 소박하지만 지역

의 아이와 어머니를 위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여 꿈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

이를 키우는 많은 어머니와 함께 더 큰 꿈을 꾸려고 한다.  

5년간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생태학적 관점, 강

점관점, 임파워먼트 관점으로 이용자와 함께 사회복지를 실천해왔다. 

“이용자의 주체적인 삶”을 비전으로 세우고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기반

으로 실천했다.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웃 간 인사 나눔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웃 간 공통점을 발견하여 주선하겠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공유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 활용 

먼저 가서 여쭙고 경청하겠습니다.  

양육 관련 정보와 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자원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계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참여 확대 

공식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의견을 여쭙고 반영하겠습니다.  

실천과정을 이용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서비스의 주체자로 변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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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 주 미 (金 州 美) 

 
전 시소와그네 인천영유아통합지원센터장 
 
 

학  력 

1998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2015년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  력 

1998-2003 영상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2003-2008 강서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프로젝트 조정자 

2009-2014 시소와그네인천연수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현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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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１ 

 

一人で見る夢は､夢に過ぎないが 

共に見る夢は現実となる 
 

おかしな遊び場を中心に 
 

  

金 州 美（キム・ジュミ） 
 
前シーソーとブランコ仁川乳幼児総合支援センター長 

 
 
 

シーソーとブランコ ヨンス区乳幼児総合支援センターは、2008年社会福祉共同募

金会企画事業で低所得層乳幼児が、健康と福祉、教育、文化などで均衡のある生活が

できるよう支援し、乳幼児の家庭と地域社会が学校生活を用意できるよう支援しよう

と設立した乳幼児専門福祉機関である。 

「おかしな遊び場」事業は住民が主軸となり、乳幼児のための地域社会の安全な養

育環境を構築するための努力の一つとして進めた事業である。 

 

第1、近づいて様子を見る 

 

センターで訪ねていった街のチョンハク洞は、区都心地域だが、

低所得層が密集した地域でないので福祉関連機関が少なく、他の地

域社会よりも福祉プログラムに対する住民の要望が高い所である。 

街で初めて見ることができたのは、小さな図書館の入り口にぎっ

しり駐車された自動車に囲まれ､ぽつんと存在する公園だった。 

「トンネル公園」と呼ばれるその公園には、割れた酒瓶のかけら

が混じっている砂場だけがあり、遊び道具も遊んでいる子供もいな

かった。 

公園の前には何年か運営されてきた小さな図書館「チャンツンイ

図書館」があった。小さな図書館とセンターは、二つとも子供ために働く所なので、

自然に子供のための悩みを分かち合い､放置された遊び場で子供たちとお母さんたちが

どんな活動をするのが良いのか話しするようになった。 

子供たちにとって遊び場は面白い所！ 友達と交わる所！ 楽しく遊べる所！ で

あることを知らせ、住民にとって良い遊び場がある住みよい街が、まさしくチョンハ

ク洞であることを感じられるようにしたかった。 

 

第2、面白い始まり!  「おかしな遊び場」そしてまた別の始まり 

 

「おかしな遊び場」はチャンツンイ図書館とセンターが、遊び場を子供たちに楽し

く面白い空間であることを知らせることに合意して始めた事業である。 

童話語り、木工体験、風船アート、家族映画上映、家族写真撮影、S·T·O·R·Yキャ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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ペーンなど､5日間、同じ時間に繰り広げられる「ひとしきり

遊び広場」に子供たちとお母さんたちが三々五々集まり、急

に騒がしくなった遊び場にやたらしかっめ面して出てこられ

た近所の商店主たちやお年寄りたちもひとしきり楽しく遊ん

でいる子供たちとお母さんたちの姿にニヤッと微笑み、戻っ

て行かれた5日間のお祭りだった。 

「ここに遊び場があることも知らなかった」 

「遊び場が危なくて、子供たちに行かないようにと言っていたのに」 

「遊び場でこんなに面白い活動が続けばいいですね」 

お母さんたちの口から出る話の中に、その間の遊び場の風景を推し量ることができ

た。 

遊び道具一つもない､空いている遊び場には､昼には飲酒して寝ているお年寄り、夕

方には行く所なく集まる青少年が、子供の代わりに遊び場の主人となっていた。 

5日間の祭りを終え、一堂に集まった我々は「このままではダメ。遊び場を主人公の

子供たちに返そう！」と心を一つにし、共に力を出してくれる隣人を探し始めること

になった。まず始めに訪ねて行ったのは、遊び場のすぐ

前のヨンス区健康家庭支援センターとその間、遊び場を

もっともよく利用していた地域児童センター「ヌルプル

ン教室」、勉強部屋「分かち合いの教室」、「新しい泉

子供の家」、地域コミュニティ活動をする街の隣人､街

をもっともよく知る洞長、子供たちを育てる利用者のお

母さんたちだった。 

 一人ひとり訪ねて、私たちの考えを伝え、共にしてく

ださいとお願いした時、気持ちよく一緒にしましょうと言ってくれた機関と人々であ

る。私たちチョンハク洞が､子供たちに安全で幸せな街となるよう、子供たちが行きた

がる遊び場を作ってみることにした。そして「行きたい遊び場を作る人々（以下、

カ・マ・サ）で会の名前も付けた。以降毎月第1水曜日3時、おかしな遊び場を進め

た。 

 

第3、対話､そ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 健康な民間協力の基礎 
 

事業が進むと、利用者とカ・マ・サは自分たちが願う公園に対する意見を述べ始め

た。第1番目に空いた遊び空間に子供たちの目の高さに合わせ、お母さんたちの意見を

反映した遊び器具を設置することを要望した。 

このためにまず始めに遊び場の管理責任がある区庁職員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

必要だったが、遊び場改善に対する諸請願要請に無返答の黙殺する状況だった。私た

ち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法を変える必要があった。一方的な方法の請願申請でない

双方向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切実だった。住民の意見を集めるためにアンケート調

査でどんな遊び場を願っているのかなどを尋ねた。 

この様に集めた住民の意見を基礎に区庁公園緑地課を訪問し、街で子供たちのため

活動する「カ・マ・サ」会と住民の考えを紹介した。今後の遊び場に対する区庁の計

画について話した時、すぐに新しく製作した綜合遊具を設置する予定で、新しい遊具

の設置する日を住民に知らせるという答えを聞くことができた。 

しかし区庁から何ら消息が無く、遊具を設置するという約束した日の夜になって、

新しい遊具でなく、他の公園で使用していた中古遊具を設置した。それに遊具が設置

されれば子供たちと住民が小さなお祝いをしようと､お願いしていた事前連絡の約束も



－ 56 － 

守られなかった。とても腹が立ち、区庁関係者に対する不信と誤解は徐々に大きくな

った。 

しかしお互いに対する誤解と不信は子供たちのための活動にプラスにならないと思

い、もう一度区庁と対話を進めた。この過程で官公庁行政処理上の限界と担当者の困

難を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お互いの立場でもう一度考える契機となり、どうすれば

お互い協力し、仕事できるのかを考えるようになった。 

 

第4、共に見始めた夢 

 

おかしな遊び場を進めながら遊び場の名前が「トンネル公

園」と言うことが分かり、この名が遊び場の近所にトンネル

があることでそう呼ばれたことも聞いて、子供の遊び場に似

合う名前に変えようと意見の一致を見た。 

以降、住民対象のアンケート調査で「話し公園」に決め、

住民100余名に直接会って､名称変更に対する同意署名を受

け、区庁へ要請した。もう一歩進め、ヨンス区の子供公園の実態を調査し、地域別現

況と問題点を調べた。 

 遊び場では小さいけれども変化の姿が見え始めた。粘り強い「おかしな遊び場」活

動で飲酒するお年寄りの訪問が目に見えた減り、子供たちが遊ぶ姿がはるかに多く見

ら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区庁との協力を通して、早急に必要な水飲み台を設置した

し、名称も「話し公園」に最終変更されたと聞いた。 

 

第5、夢を現実にする 

 

この様に地域住民と共に進めた「カ・マ・サ」と「おかしな遊び場」は、住民と共

にした事業で注目を浴びるようになった。その過程で乳幼児福祉事業に対する地域社

会の関心も高まっていった。地域社会とセンター利用者はシーソーとブランコ乳幼児

総合支援センターがモデル事業の限界を超えて地域社会で重要な役割をしてくれるこ

とを期待するようになった。利用者たちは3年モデル事業を延長し、5年間運営したセ

ンターが地域社会で安定的に運営できることを願った。しかし自治体長選挙が大きな

変数として作用しながら、センター運営を終了するという通知を受けることとなっ

た。 

センター利用のお母さんたちは子供たちにより安全で住

みよい地域社会を作っていく夢を、このまま放棄できない

思いで、新しい区庁長との面談、一人デモ、署名発表な

ど、多様な方式でセンター運営の持続という住民の要望を

表現した。しかし自治体はセンター運営を持続できないと

いう通知だけをしてきた。 

利用者代表は頭を集め、この事態をどう解決できるのか共に悩み始めた。常にサービ

スの受益者であったセンターのお母さんたちが、自分たちの声を出すということは、

容易くないことであったが、非常に堂々と「我々の子供たちのためにこのようにでも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先頭に立った。 

利用者代表は非営利民間団体を設立し、今までのシーソーとブランコセンターが子

供たちと地域社会のためして来た活動とその精神を受け継ぐことを決定した。人件費

も運営費もない状況で果たして正しい決定なのか、本当に多く悩まざるを得なかっ

た。これは明らかに新しい試み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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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人で見る夢は夢に過ぎないが、皆で見る夢は現実となるという言葉のように利用

者同士､何も無い暮らしに十匙一飯を集め､寄付金を作って､場所も調

べながら独立を準備した。 

今やお母さんたちが独立して1年となり、素朴であるが、地域の子

供とお母さんのためにちょこちょこ動き始め、夢を現実に移し始め

た。お母さんたちは今後この地域で子供たちを育てる多くのお母さん

たちと共により大きな夢を見ようとしている。 

5年間、シーソーとブランコ乳幼児総合支援センターは、生態学的

視点､強点視点､エンパワーメント視点で利用者と共に社会福祉を実践

してきた。 

「利用者の主体的な生」をビジョンに立て、次のような行動綱領を基盤に実践し

た。 

 

良い隣人関係を形成売るために 

隣人間のあいさつしあいの時間を作ります。 

隣人間の共通点を発見し手配します。 

お互いの強点を共有できるよう手助けします。 

地域社会資源の積極活用 

まず行き、尋ねて決定します。 

養育関連情報と資源発掘します。 

資源が利用者に手助けとなるよう連携します。 

利用者の参加拡大 

公式的な意思疎通構造を活用化します。 

利用者の意見を尋ね反映します。 

実践過程を利用者と共にします。 

 

この過程で利用者サービスの受益者からサービスの主体者へ変化した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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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金 州 美（キム・ジュミ） 

 

韓国 前シーソーとブランコ仁川乳幼児総合支援センター長 

 

 

学 歴 
1998年 崇實大学校 大学院 社会福祉学科 碩士 

2015年 崇實大学校 大学院 社会福祉学科 博士課程 修了 

 

経 歴 
1998-2003 ヨンサン高等学校 学校社会福祉士 

2003-2008 江西教育庁 教育福祉投資優先地域支援事業 

プロジェクト調整者 

2009-2014 シーソーとブランコ仁川ヨンス区乳幼児総合支援センター長 

現在        韓国学校社会福祉士協会 副会長 

社会福祉研究所 マシル 責任研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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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１ 

 

주부들이 만든 "삶의 요새"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와타나베 히로미（渡辺 ひろみ） 

 
일본 NPO법인 코스모스사 

코스모스의 집 

 

 

「코스모스의 집」은 올해로 27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미타(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 다마 구)의 거리가 개발된지 50년 가까이 

됩니다. "코스모스의 집"은 1989(헤이세이원년)년, 니시 미타 단지의 집회

소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부들의 봉사활동이 활동의 원동력으로. 

계기는 배우자를 여읜 어느 독신 노인의 한마디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독이라네.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후 27년, 비영리 사업" 코스모스의 집"은 일본 헌법을 근거로 개호 보험 

3사업·"코스모스 보육원"을 더해 9사업을 할 정도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스태프,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협의회 등 지역 모두의 지원을 받아 이 미

타의 거리에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베드 타운, 가와사키시 다마구 
 

그 일각에 있는 미타는 오다큐선 연선의 거리입니다. 

현재의 다마구 미타의 거리는 가와사키 시립 미타 초등 학구를 구역으로서 

토지 정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 "메이지 대학", "센수우 대학", "일본 여자대학", "오카모토타

로우 미술관", "일본 민가원", "후지코 후지오 뮤지엄" 등  

・녹지 풍부한 주택지. 언덕과 계단의 마을. 

・다마구 인구 ⇒ 20만 4,527명 

・다마구 고령화율 ⇒ 18.62% 

・요지원 이상 고령자 수 ⇒ 6,340명(헤세이 27년 4월1일) 

 

미타 초등 학구 지역은           가와사키시 전체에서는 

・인구⇒13,650명 5,386가구,  ・인구⇒1,449,651명·고령화율⇒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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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의 집"의 변천 
 

<자주 사업> 

단독주택에서 미니 데이 서비스(주간보호:헤세이 2년~헤세이 5년) 

<가와사키시 자체 미니 데이 보조 사업 시대> 

단지(3DK)에서 미니 데이 서비스(헤세이 5년~헤세이 9년) 

<조금이라도 넓은 곳으로. 목욕 서비스 시작.> 

단지(3LDK)미니 데이 서비스(헤세이 9년~헤세이 10년) 
 

 

자원봉사에서 간병 보험 사업소로 
 

○법인화를 조건으로 국가의 데이 서비스 D형 위탁 사업 시설이 되다. 

○1999(헤세이 11년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코스모스사 설립. 

○2000(헤세이 12년 간호 보험 3사업이 시작. [데이 서비스, 케어플랜 작성, 

방문 간호] 

○2001(헤세이 13년 "유마 코스모스의 집"개설. [가와사키시 위탁 사업] 
 

"코스모스의 집"의 목표 
 

○고립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안심의 도시! 

더나아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간병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 개호의 사회화 

○여성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된 수입을 얻을것⇒ 육아나 개호에도 관여하면

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 

○이 27년을 돌아보고"코스모스의 집"주부들은 부모의 개호나 육아, PTA와 

지역 활동을 계속하면서 NPO법인의 운영을 맡아 주고 왔습니다. 고작 주부, 

그러나 주부. 주부 한 힘은 작지만, 퍼즐처럼 힘을 모아서 "계속 살 수 있

는 미타의 도시만들기 "에 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이사회 연간예산 
약 1 억 2 천만엔 

스텝 88 명 
이사장 

경영위원회 

송사리의 
지역대학 

만남의  
센터 

저녁식사 
배달 

미야마에 
코스모스
의 집 

코스모스 
보육원 

아리마 
코스모스
의 집 

홈헬퍼 데이 
서비스 

케어플랜 사무국 

제도외 사업 제도 사업 

만남의 센타의 활동 
 
●점심모임 
●요가 교실 
●컴퓨터 교실 
●건강 마장 클럽 
●하모니카 애호회 
●남자 요리 교실 

●그밖의 활동/협력 
 
●이동하는 심포지엄 
●미타 마을 만들기 위원회 
●미타지역구 건강한활동추진위원회 
●미타지역조사연구외 
●NPO 전국넷트교류회 
●미타 꽃놀이 회 
●미타 만남의 축제 
 

「코스모스의 집」운영조직도 



－ 61 － 

지역 네트워크 만들기와 조사 활동 
 

○지역과 함께 진행 ⇒ "初釜1（첫다회）"나 

 "だんご汁の会2（경단의 모임）"을 개최 

○"미타의 거리는 어떤 마을?" 

○"고립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한 조사" 

·경위 ⇒ 고립 문제, 고독사 문제가 지역의 과제로 부상 

·실시 주체 ⇒ "NPO법인 코스모스사 코스모스의 집", 

"메이지 대학 이공 학부 소노다 연구실" 

·조성 ⇒ 헤세이 22년도 가와사키 시민 공익 활동 지원금 대상 사업 
 

 

조사 결과를 여러가지 형태로 공유하거나 과제 해결에 해당시켜 보았습니다. 
 

육아 지원 분야에도 도전 

 

○기업이 철수한 보육원 운영을 맡아 활동을 개시. 

○2012(헤세이 24년~지역 보육원(무허가)을 운영.  

원생 수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3(헤세이 25년 4월~가와사키시 인정 보육원. 

정원 25명 750가구 대규모 아파트의 병설 시설(무상 대여) 

○2015(헤세이 27년 4월부터 "아동·육아 지원 새 제도"가 스타트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대기 아동 제로 작전"을 가장 중점 과제로서 대처방안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참가(보육 시장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편, NPO법인·보육

원은 여성이 일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단시간 노동 

및 출산 휴가, 재충전을 위한 일시보육체제의 충실.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원, 양육에 곤란할 때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보육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 75%) 

 

지금 긴급하게 임하고 있는 과제-스톱, 개호 보험 개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서명 활동을 넓힙시다! 

○2000년(헤세이 12년4월)부터 시작된 개호 보험 제도가 지금 크게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호보험 개혁(안)의 목적이나 문제점에 관한 연구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부 모임에 참석한 NPO나 지역 자치회 협력자로 "개호 보험 제도

를 좋게 하는 모임"를 발족시켰습니다. 

 

"개호 보험 제도를 좋게 하는 모임"의 활동 

 

○"개호 보험을 좋게 하는 모임"은 요지원 서비스의 잘라버리는것 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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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인상을 중지하고, 안심 할 수 있는 개호를 요구합니다. 

○4항목의 국회 청원, 가와사키시장 요청의 서명 활동 및 후생 노동성 위원

회 방청과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가와사키시는 2016년도부터 개호 보험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호 보험을 좋게 하는 모임"의 속보를 No.8까지 발행.(사무국은 "코스모

스의 집"이 맡는다) 

 

「코스모스의 집」의 앞으로 
 

○"코스모스의 집"의 활동 범위는 가와사키시립 미타 초등 학교 구역으로, 

지지하는 측도 이지역 주민입니다. "코스모스의 집"이 1989(헤이세이원년)

년, 처음으로 추진하여 진행한 미니데이서비스로부터 2012(헤세이 24)년

에 시작된 어린이 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미타 만남의 센터"도 포함한 많

은활동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２번의 지역 조사와 

평소의 활동에서 주민의 요구를 듣고 그것을 구현화하고 있는것이 "코스모

스의 집"의 활동의 방법입니다. 

 

○"주부들이 만든 삶의 요새"라는 키워드도 있듯이 "코스모스의 집"은 초등 

학교구안의 주부들이 모여서 공부하며 시작한 활동입니다. 육아나 개호를 

통해서 지역과 관련된 주부가 지역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여 왔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역에 근거해 활동을 하는것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가와사키시는 이번 국가의 개호 보험 제도 개정의 가이드 라인을 받아"지

역포괄 관리 시스템 추진비전(안)"의 작성 함에있어 ,"자조" "상조" "공조"  

"공조"라고 구분해, 전 시민에게 이 방침의 공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앞으로 노후 생활은 자기 책임과 상부상조로"로 하며 이로 인해 자

치체 행정의 책임이 애매하게 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집"은 개호 보험만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안심

하고 생활할 수 있는, 24 시간 365 일, 마을의 "만물 상담·정보 제공 센터"

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함께 

 

○일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

위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PO법인"코스모스의 집"은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안전·안심의 마을 만

들기"와 개호 보험 제도의 차원을 넘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야

에 넣어 행정과 협동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포괄 관리 시스템"을 창안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년간 쌓은 지역네트워크와 다양한 자원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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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법인 "코스모스의 집"이 지역 관리 회의에 참가, 적극적으로 제안하

고 지역의 욕구를 조사, 선진적인 비영리 사업체로 전망을 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1 初釜：새해 처음으로 차(茶) 솥을 걸어 놓고 차를 끓이는 일, 또는그날

의 다회(茶會). 

  2 だんご汁の会：경단을 넣은 단맛의 국. 우리나라의 수수경단을 넣은 팥

죽과 비슷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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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와타나베 히로미（渡辺 ひろみ） 
 

일본 NPO법인 코스모스사 

코스모스의 집 이사장  

 

 

학력・경력 

1934년 오사카 시 태생 오사카 시립 대학 문학부 졸업. 

1966년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 이주. 

1989년 자유 연구회 "타마·아소 노인 복지 연구회" 조직, 

그 해 10월 공단의 집회소에서 "코스모스회" 개설. 

1990년 5월 이 다마 구 미타로 미니 데이 서비스 "코스모스의 집" 개설. 

1995년 1월 가와사키시 미니 데이 서비스 보조 사업 시설로서 인가된다. 

1997년 9월 "주부들이 만든 미니 데이 서비스" 발간 

1999년 4월 D형으로 국가의 위탁 사업에. 그 해 NPO법인 추앵사 설립 

2000년 4월 가와사키시 위탁 사업· 빈 점포 사업, 공민 협동 사업을 

 함께 인구 1만명의 미타 초등 학구 지역 복지 계획 마련을 추진. 

현재   사회 복지 법인·가와사키 시 다마 구 사회 복지 협의회 이사,  

개호 전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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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１ 

 

主婦たちがつくった“暮らしの砦” 
 

ー地域に根差した社会的価値を目指してー 

 
 
 

 

渡辺 ひろみ（わたなべ ひろみ）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秋桜舎  

コスモスの家 理事長 

 
 
「コスモスの家」は今年で２７周年を迎えました 

 

○三田（神奈川県川崎市多摩区）のまちが開発されて 50 年近くになります。 

「コスモスの家」は､1989（平成元）年、西三田団地の集会所和室から始まりました。

主婦たちのボランティアを活動の原動力として。 

そのきっかけは、連れ合いを亡くされた、ある一人暮らしの高齢者の一言でした。 

「一番怖いのは孤独ね。気軽におしゃべりできるところがあれば‥‥‥」 

 

○それから 27 年、非営利事業の「コスモスの家」は日本国憲法をよりどころに介護保

険 3 事業・「こすもす保育園」を加えて 9 事業を行うまでに発展してきました。ス

タッフ、ボランティア、社会福祉協議会等、地域ぐるみの支援を受けて、この三田

のまちに根付いてきたのです。 

 

東京のベッドタウン、川崎市多摩区 

 

その一角にある三田は小田急線沿線のまちです。 

現在の多摩区三田のまちは、川崎市立三田小学校区をエリアとして、土地整備事業

活動を続けています。 

 

・周辺環境⇒「明治大学」「専修大学」「日本女子大」「岡本太郎美術館」「日本

民家園」「藤子不二雄ミュージアム」など  

・みどり豊かな住宅地。坂と階段のまち。 

・多摩区人口⇒20万 4527人 

・多摩区高齢化率⇒18.62％ 

・要支援以上高齢者数⇒6340 人（平成 27年 4月 1 日） 

 

三田小学校区エリアは      川崎市全体では 

・人口⇒13,650 人 5,386世帯  ・人口⇒1,449,651 人 ・高齢化率⇒18.94％ 

 



－ 66 － 

「コスモスの家」の歩み 
 

＜自主事業＞ 

一軒家でのミニデイサービス（平成 2 年～平成 5年） 

＜川崎市独自ミニデイ補助事業時代＞ 

団地（3DK）でのミニデイサービス（平成 5年～平成 9 年） 

＜少しでも広いところへ。入浴も始める。＞ 

団地（3LDK）でのミニデイサービス（平成 9 年～平成 10 年） 

 

 

ボランティアから介護保険事業所へ 

 

○法人化を条件に、国のデイサービス D 型委託事業施設となる。 

○1999（平成 11）年 特定非営利活動法人秋桜舎設立。 

○2000（平成 12）年 介護保険 3 事業がスタート。 

【デイサービス、ケアプラン作成、訪問介護】 

○2001（平成 13）年 「有馬コスモスの家」開設。【川崎市委託事業】 

 

「コスモスの家」が目指すもの 

 

○孤立した人をつくらない！安心のまちづくり！ 

加えて‥‥‥ 

○「女性の地位向上」と介護問題は切り離すことができない⇒介護の社会化 

○女性が身近なところで安定して収入を得ること 

⇒子供や介護にも関わりながら地域で生活していくこと 

○この２７年を振り返って「コスモスの家」の主婦たちは、親の介護や子育て、 

PTAや地域の活動を続けながら、NPO法人の運営を担い、広げてきました。 

たかが主婦、されど主婦。主婦一人の力は小さいですが、パズルのごとく力を寄

せて、“住み続けられる三田のまちづくり”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ました。 

 

「コスモスの家」運営組織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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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や調査活動 
 

○地域とともに歩む⇒「初釜」や「だんご汁の会」を開催 

○「三田のまちってどんなまち？」 

○「孤立しないで安心して生活するための調査」 

・経緯⇒孤立問題、孤独死問題が地域の課題に浮上 

・実施主体⇒「NPO法人秋桜舎コスモスの家」「明治大学理工学部園田研究室」 

・助成⇒平成 22年度かわさき市民公益活動助成金対象事業 

 

 

調査結果を様々な形で共有したり、課題解決に当たりました。 

 

子育て支援の分野にも挑戦 

 

○企業が撤退した保育園の運営を引き受け活動を開始。 

○2012（平成 24）年～地域保育園（無認可）を運営。園児数名で始めました。 

○2013（平成 25）年 4月～川崎市認定保育園。 

 定員 25 名 750 世帯大規模マンションの併設施設（無償貸与） 

○2015（平成 27）年 4月から「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がスタートしました。 

川崎市は「待機児童ゼロ作戦」を最重点課題として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企業の参入（保育の市場化、産業化）が急速に進んでいる一方で、 

NPO法人・保育園は、女性が働きながら子育てできる環境を作りだすため、 

ワークシェアリングや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の考え方を積極的に採りいれ、 

短時間労働や産休、リフレッシュのための一時保育の預かり体制を充実。 

女性が安心して預けられる保育園、子育てに困ったとき気軽に相談できる 

保育園を目指しています。（人件費比率 75％） 

 

いま、緊急に取り組んでいる課題ーストップ、介護保険改悪！ 

 

○私たちにできることー署名活動を広げましょう！ 

○2000（平成 12）年 4 月から始まった介護保険制度が今大きく変えられようとしてい

ます。 

私たちは介護保険改革（案）の狙いや問題点の勉強会を催しました。 

そして勉強会に参加した NPOや地域の自治会協力者によって、 

「介護保険制度をよくする会」を発足させました。 

 

「介護保険をよくする会」の活動 

 

○「介護保険をよくする会」は要支援サービスの切り捨てと利用者負担の引き上げを

中止し、安心できる介護を求めます。 

○4項目の国会請願、川崎市長要請の署名活動、及び厚生労働省委員会の傍聴や交渉に

も参加しました。（川崎市は2016年度より介護保険改正が施行されます） 

○「介護保険をよくする会」の速報をNo.8まで発行。（事務局は「コスモスの家」が

担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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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スモスの家」のこれから 
 

○「コスモスの家」の活動範囲は川崎市立三田小学校区域であり、支える側も支えら

れる側も同じ地域住民です。「コスモスの家」が1989（平成元）年、最初に取り組

んだミニ・デイサービスから、2012（平成24）年に始まった保育所の運営まで、

「三田ふれあいセンター」も含め、多くの活動は地域住民の声から生まれていま

す。2回の地域調査や普段の活動の中で住民のニーズを拾い、それを具現化している

のが「コスモスの家」の活動の手法です。 

○「主婦たちのつくった暮らしの砦」というキーワードにもあるように、「コスモス

の家」は小学校区内の主婦が集まって勉強し、始めた活動です。子育てや介護を通

して地域と関わる主婦が地域の問題を受け止めて一つ一つの事業につなげてきまし

た。住民の声を大事に受け止めることが地域に根差した活動をする上での基盤とな

っています。 

○川崎市は今回の国の介護保険制度改定のガイドラインを受け、「地域包括ケアシス

テム推進ビジョン（案）」の作成に当たり、「自助」「互助」「共助」「公助」と

区分し、全市民にこの方針の共有を求めています。そして「これからの老後生活は

自己責任と互いの助け合いで」とし、それによって自治体行政の責任があいまいに

なって来ています。 

○「コスモスの家」は介護保険のみのサービス提供にとどまらず、安全で安心して生

活できる、24時間365日、まちの「よろず相談・情報提供センター」の役目を果たさ

なくては、と考えます。 

 

地域とともに 

 

○日本国憲法第25条は「すべての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

する」とあります。 

NPO法人「コスモスの家」は「子どもから高齢者までの安全安心のまちづくり」と介

護保険制度の枠を超えて、地域に住むすべての人たちを視野に入れ、行政と協働し

て、住民とともに「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をつくりだ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と考えます。27年間積み上げた地域のネットワークと多様な資源を持つNPO法人「コ

スモスの家」が地域ケア会議に参画、積極的に提案し、地域のニーズを調査、先進

的な非営利事業体としての展望を切り拓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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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渡辺 ひろみ（わたなべ ひろみ）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秋桜舎  

コスモスの家 理事長 

 

 

学歴・経歴 

1934年   大阪市生まれ 大阪市立大学文学部卒。 

1966年   神奈川県川崎市に移住。 

1989年   自由研究会「多摩・麻生高齢者福祉研究会」組織、 

      同年10月団地の集会所で「コスモスの会」開設。 

1990年5月 同多摩区三田でミニ・デイサービス「コスモスの家」開設。 

1995年1月 川崎市ミニ・デイサービス補助事業施設として認可される。 

1997年9月 「主婦たちがつくったミニ・デイサービス」発刊 

1999年4月 D型で国の委託事業に。同年NPO法人秋桜舎設立 

2000年4月 川崎市委託事業・空き店舗活用事業、公民協働事業を加え、 

人口1万人の三田小学校区地域福祉計画づくりを推進。 

現在、   社会福祉法人・川崎市多摩区社会福祉協議会理事、介護専門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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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함께살이  
 

- 대도시형 독거노인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자조적 지원체계 
  

 

 

최 혜 욱（崔 惠 旭）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부장 

 
 

1. 프로그램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 

○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우울, 자살 등 심리․사회 전 분야에서의 취약 

○ 사각지대 독거노인들의 자조 보호체계 필요 

○ 노인의 능동적 활동 주체로서 자원봉사활동 연계 필요 

○ 지역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 필요인식 공유 

 

2. 목적 및 목표 

1) 목적  

도시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중심 소규모 자조그룹을 형성

하여 독거노인 간에 친구․이웃이 되어 일상생활 내의 간단한 도움을 나눔

으로써 독거노인의 공통문제인 ‘고독’과‘단절’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독거노인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노인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

보는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2) 목표 

○ 독거노인 자조공동체를 지역별로 구축하고, 공동체 내 상호작용을 촉

진한다. 

- 독거노인 공동체인 “밀알”을 지역 공동체별 10명 내외를 조직화한

다. 

- 공동체 별“서포터”로 구축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참여적 공동체 운영과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한 월 1회의 자조모임을 

실시한다. 

○ 지역공동체 활동을 구체화하고,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다. 

- 독거노인의 욕구와 필요 맞춤형 활동을 개발하고 월 30시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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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알·서포터를 대상으로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한 연 2회의 보수교육

을 실시한다. 

○ 독거노인 자조적 보호체계 함께살이 사업을 모델화하기 위한 공동프로

젝트를 진행한다. 

- 지역자원을 연계한 김장, 명절지원 등의 공동프로젝트를 분기별 1회 

진행한다. 

- 사회성과 상호작용 강화, 소속감 강화를 위한 연 1회의 집단프로그램

을 실시한다. 

- 사업공청회를 연 1회 실시하여 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한다. 

 

3. 대상  

1) 참여 대상 :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60-70대 독거노인,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노인 (소득수준 무관), 독거노인생

활관리사   

2) 서비스 인원 

- 공동체에 참여하는 독거노인(밀알) : 1개 공동체당 10명 내외  

- 공동체를 통한 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 밀알 1명 당 3~5명 내외 

사업대상 인원 비고 

영등포구 노인 중 사회적인 활

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60~70

대 독거노인 

120명 

영등포구 18 개동 

전동 진행(여의도동 

제외) 

공동체 활동을 통한 수혜인원 500명 
 

공동체 조직을 유도하는 서포터  36명 공동체별 1명 

총참여대상 656명 
 

 

4. 주요 내용 

1) 수행자별 역할  

○ 노인복지관  

공동체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동체에 참여․기여하고자 하는 

밀알과 수혜자, 서포터즈를 개발한다. 특히, 독거노인(밀알)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서포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및 보수교육을 통한 역

량강화, 사회성, 상호작용, 소속감 강화를 위한 집단 및 공동프로그램 

조직  

○ 밀알(독거노인)  

지역사회 독거노인 공동체(함께살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독거노인으로

서 수혜자 (거동불편 독거노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지원, 정서

지원 병원동행 등 실시 

- 생활지원 : 장보기, 반찬나누기, 집안청소, 재활용쓰레기 버리기, 후원

품전달하기   

- 정서지원 : 말벗 되어주기, 안부확인, 산책하기, 신문·책 읽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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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지원 : 병원 및 약국동행, 형광등 교체 등 

○ 서포터  

봉사 및 친목활동 지원, 독거노인간 갈등조정 등 관리 역할 수행하는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중 선발한다.  

 

2) 프로그램 내용  

○ 밀알 관리 : 밀알 모집 및 접수, 밀알 활동, 자조프로그램 

○ 서포터즈 관리 및 지원 : 서포터 모집, 밀알 활동관리, 서포터 간담회 

○ 수혜자 관리 : 서비스 제공 

○ 교육 : 밀알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 서포터 기초교육 

○ 조직화 프로그램 : 집단프로그램, 조직화 프로그램 

○ 사업평가 : 사업보고, 전체 운영평가회 

 

5. 평가 

1) 노력 및 성과 

함께살이 사업은 2008년 4개동 4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18개동 36개 공동체가 영등포구 전체 동으로 확대되어 운

영되고 있다. (2008년 4개동 4개 공동체 200명, 2009년 6개동 6개 공동

체 300명, 2010년 8개동 8개 공동체 400명, 2011년 10개동 10개 공동

체 500명, 2012년 12개동 12개 공동체 600명, 2013년 14개동 14개 공

동체 700명, 2014년 18개동 19개 공동체 587명, 2015년 18개동 36개 

공동체 656명)  

2008년 현대자동차 프로포절 지원예산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8년간 

후원금과 보조금등으로 운영하였는데, 8년간의 총예산은 516,170천원으

로 2010년부터는 영등포구브랜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점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조모

임, 교육, 공동프로젝트를 보다 다양화하여 참여자와 수혜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킨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밀알이 수행한 서비스는 말벗서비스 

85명(32.6%), 가사지원서비스 38명(14.6%), 생활상담 32명(12.3%) 순으

로 나타났고, 밀알과 함께한 프로그램중 수혜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로는 

말벗서비스 85명(32.6%), 반찬제공 36명(13.8%), 가사지원 및 생활상담

이 34명씩(13.0%) 순으로 나타났다. 밀알의 함께살이 참여만족도는 5점 

만점척도에서 평균 4.37점으로 나타났고, 공동체 구성원 간 마음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4.4점으로 밀알 활동자의 대부분이 사업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대부분의 참여자가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산하 종합병원(강남·한강성심병원) 신경정신과, 사회사

업팀 등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심리․병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서포터 

역량강화에 병원 교수진의 병리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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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반적인 성과 

○ 독거노인간 자조적 보호체계 구성을 통한 사회적 고립 및 우울증 예방  

○ 독거노인 공동체 조직 및 밀알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인의 자긍심 고취 

○ 끊임없는 사업 발전방향 모색과 정보교류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6. 프로그램의 차별성 

1) 독거노인의 친구․이웃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족을 통한 자조보호 실시  

2) 자조모임서포터를 배치하여 사회적 지지망 기능과 대상자 사례관리 체

계 강화 

3)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 운영의 주체적인 참여 증진  

 

7. 타 시설 또는 타 지역사회에서 당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1) 노인의 주체적 활동의 가능성 확인 

2) 2012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본 사업 사례발표 및 2014

년 전국 확산 

 

8. 향후 추진계획  

1) 영등포구 함께살이 사업 전 지역 확대 및 지역별 프로그램 정착화  

2015년에는 독거노인 공동체 집단(밀알-수혜자)을 세분화하여 확대하

고 공동체간의 특색을 살린 지역별 규모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독거노인을 긴밀한 관계로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

다.   

 

2) 함께살이 사업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대상 모집(지역주민, 지역

가게)  

지역사회 독거노인이 독거노인에게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부분과 마을공동체 참여 인원의 자조모임 및 프로그

램은 지속하여 확대 운영하고, 이외에 노인이 대상이 아닌 지역주민(청

장년층)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할 수 있는 주최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존의 참여자 이외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3)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독거노인공동체 

함께살이 사업은 영등포구 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사업임을 인식하

여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재가노인과 경로당, 지역주

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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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 혜 욱（崔 惠 旭）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부장 

 

 

학 력 

1991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2009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노인복지학) 

 

자 격 

199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제1-0416호) 

2009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취득 (2009-1001749) 

 

경 력 

1991 어린이재단 충남지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입사  

2003 어린이재단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퇴사 

2004 천태종복지재단 춘천시니어클럽 입사  

2010 천태종복지재단 춘천시니어클럽 퇴사  

2011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입사  

2011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퇴사  

2012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입사 

2014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퇴사 

2015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입사 

 

주요 지역사회 참여활동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감사 (2006.3～ 2009.1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서포터즈 멘토 (2012.5～2014.12)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평가지원단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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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共に暮らす 
 

-大都市型独居老人コミュニティの 

組織化を通じた自助的支援体系 

  

 

 

崔 惠 旭（チェ・ヘウク） 
 
韓国 永登浦老人総合福祉館 部長 

 
 
1. プログラム概要 

1) 背景と必要性 

○ 社会的保護の必要性が高い独居老人の急激な増加 

○ 独居老人の社会的孤立、憂鬱、自殺など､心理、社会の全分野で脆弱 

○ 死角地帯の独居老人の自助保護体系が必要 

○ 老人の能動的な活動主体としてのボランティア活動との連携が必要 

○ 地域社会に基づいた新しいモデルの必要性認識の共有 

 

2. 目的及び目標 

1) 目的  

都市に住む独居老人のための地域中心の小規模自助グループを形成し、独居老人

間に友達や隣人となり､日常生活の簡単な手助けや分かち合いで､独居老人の共通問

題の「孤独」と「断絶」に自ら解決できるよう､独居老人が主体となるコミュニティ

を構成し、老人どうしがお互いの生活を世話し幸せな老後を作る。 

 

2) 目標 

○ 独居老人の自助コミュニティを地域別に構築し、コミュニティ内相互作用を促進

する。 

- 独居老人コミュニティの「一粒の麦」(ミラル)を地域コミュニティ別に10名程

度で組織化する。 

- コミュニティ別「サポーター」で構築し、力量強化教育を実施する。 

- 参加型コミュニティ運営と円滑な役割実行のため、月1回の自助会を実施する。 

○ 地域コミュニティ活動を具体化し、独居老人に実質的な支援を提供する。 

- 独居老人の要求と需要誂え型活動を開発し、月30時間活動する。 

- 一粒の麦·サポーター対象で円滑な役割実行のため、年2回の補習教育を実施す

る。 

○ 独居老人の自助的保護体系の共に暮らす事業をモデル化するため、共同プロジェ

クトを進行する。 

- 地域支援を連携したキムジャン、祭日支援などの共同プロジェクトを分期別に1

回支援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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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会性と相互作用の強化、一体感強化のための年1回の集団プログラムを実施す

る。 

- 事業公聴会を年1回実施し、モデリングの可能性を検討し開発する。 

 

3. 対象  

1) 参加対象 : 社会的な活動が可能な健康的な60-70代独居老人､ 

              支援が必要な挙動不便老人（所得水準無関係）、 

独居老人の生活管理士 

2) サービス人員 

- コミュニティに参加する独居老人（一粒の麦）: 1コミュニティ当り10人内外  

- コミュニティを通したサービス受益独居老人 :一粒の麦1人当り3～5人内外  

事業対象 人員  備考 

永登浦区老人中､社会的な活動が可能で

健康な 60～70代の独居老人 
120 人 

永登浦区 18洞 全洞 

進行(汝矣島洞 除外) 

コミュニティ活動を通した受益人員 500 人 
 

コミュニティ組織を誘導するサポーター 36人 コミュニティ別 1 人 

総参加対象 656人 
 

 

4. 主要内容 

1) 実行者別役割  

○ 老人福祉館  

コミュニティの円滑な事業運営のため、コミュニティに参加、寄与しようとす

る一粒の麦と受益者、サポーターズを開発する。特に独居老人(一粒の麦)と独

居老人生活管理士(サポーター)の専門性向上のための基礎及び補習教育を通し

た力量強化、社会性、相互作用、一体感強化のための集団と共同プログラム組

織。 

○ 一粒の麦(独居老人)  

地域社会独居老人コミュニティ（共に暮らす）に寄与しようとする独居老人で

受益者(挙動不便の独居老人)を長期的に訪問し生活支援、情緒支援、病院同行

などを実施。 

- 生活支援 : 買い物、惣菜分け合い、家掃除、リサイクルごみ捨て､後援品伝達 

- 情緒支援 : 話し相手､安否確認、散歩、新聞・本の読み聞かせ 

- その他支援 : 病院及び薬局同行、玄関灯交替など 

○ サポーター  

奉仕及び親睦活動支援、独居老人間の葛藤調整など管理役割を実行するため独

居老人生活管理士中から選抜する。 

 

2) プログラム内容  

○ 一粒の麦管理 : 一粒の麦募集と受付、一粒の麦活動、自助プログラム 

○ サポーターズ管理及び支援 : サポーター募集、一粒の麦活動管理、サポーター

懇談会 

○ 受益者管理 : サービス提供 

○ 教育 : 一粒の麦基礎教育及び補習教育､サポーター基礎教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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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織化プログラム : 集団プログラム､組織化プログラム 

○ 事業評価 : 事業報告､全体運営評価会 

 

5. 評価 

1) 努力と成果 

共に暮らす事業は、2008年､4洞、4コミュニティを運営するのをはじめ､2015年

現在､18洞､36コミュニティが永登浦区全体洞に拡大し運営されている。(2008年4

洞4コミュニティ200人､2009年６洞6コミュニティ300人、2010年8洞8コミュニティ

400人、2011年10洞10コミュニティ500人、2012年12洞12コミュニティ600人、2013

年14洞14コミュニティ700人、2014年18洞19コミュニティ587人、2015年18洞36コ

ミュニティ656人） 

 2008年現代自動車プロポーザル支援予算を皮切りに、2015年までの8年間後援金

と補助金などで運営したが、8年間の総予算は516,170ウォンで、2010年からは永

登浦区ブランド事業として予算の支援を受け始め､2013年には韓国馬事会永登浦支

店から事業費の支援を受け､自助会、教育、共同プロジェクトをより多様化して､

参加者と受益者の満足度を増加させる結果をもたらしてきた。 

 2013年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調査で､一粒の麦が実行したサービスは、話し相手

サービス85人（32.6％）、家事支援38人（14.6％）、生活相談32人（12.3％）の

順となり、一粒の麦と共にしたプログラムの中で受益者が満足するサービスでは、

話し相手サービス85人（32.6％）、おかずを提供36人（13.8％）、家事支援、お

よび生活相談が34人ずつ（13.0％）の順となった。一粒の麦の共に暮らす参加満

足度は､5点満点で平均4.37点となり、コミュニティ構成員間で気が合うかどうか

に対しては4.4点で､一粒の麦活動者の殆どが事業参加を通じて肯定的な生活の変

化を経験しており、殆どの参加者が継続的な参加の意思を示している。 

 また地域社会の総合病院（江南・漢江ソンシム病院）神経精神科、社会事業チ

ームなどと連携し、独居老人の心理、病理的管理体系を構築し、サポーター力量

強化に病院教授陣の病理教育を通した積極的なネットワークを通じた専門サービ

スを提供し、効果的な事業推進が可能だった。 

 

2)全般的な成果 

○独居老人間の自助的な保護体系構成を通した社会的な孤立及び憂鬱症の予防 

○独居老人のコミュニティ組織と一粒の麦活動を通した健康な老人の自負心鼓吹 

○絶え間のない事業発展方向の模索と情報交流を通した成功的な事業推進 

 

6.プログラムの差別性 

1) 独居老人の友人、隣人で構成された社会的な家族を通して自助保護の実施 

2) 自助会サポーターを配置し、社会的な支持網機能と対象者事例管理体系の強化 

3) 参加者の力量強化を通した事業運営の主体的な参加増進 

 

7. 他施設または他地域社会で当プログラムの適用可能性 

1) 老人の主体的活動の可能性確認 

2) 2012年､保健福祉部独居老人綜合支援対策の本事業事例発表と2014年の全国拡散 

 

8. 今後の推進計画  

1) 永登浦区の共に暮らす事業の全地域拡大と地域別プログラムの定着化 

2015年には独居老人コミュニティ集団（一粒の麦―受益者）を細分化し拡大して



－ 78 － 

コミュニティ間の特色を活かした地域別規模のプログラムを準備し、より多くの

独居老人を緊密な関係に包容するために努力を推進する計画である。 

 

2)共に暮らす事業の分かちあい文化拡散のため新規対象募集（地域住民、地域店

舗） 

地域社会の独居老人が独居老人に実施するボランティア活動で安全確認を実施す

る部分と町共同体の参加人員の自助会とプログラムは持続して拡大運営し、この

他に老人が対象でない地域住民(青壮年層)が地域社会に分かち合い文化を拡散で

きる主催となり活動できるよう支援するなど、既存の参加者以外に拡大運営する

計画である。 

 

3)地域社会と疎通し交流する独居老人コミュニティ 

共に暮らす事業は永登浦区内の全地域に拡大する事業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事業

を運営して行くべきであり､特に在家老人と敬老堂、地域住民が共に疎通できる事

業として内実化する計画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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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崔 惠 旭（チェ・ヘウク） 

 

韓国 永登浦老人綜合福祉館 部長 

 

 

学 歴 
1991 翰林大学校 社会福祉学科 卒業  

2009 翰林大学 社会福祉大学院 碩士 （老人福祉学) 

 

資 格 
1991 社会福祉士 1級 資格取得 (第 1-0416号) 

2009 療養保護士 1級 資格取得 ( 2009-1001749 ) 

 

経 歴 
1991 子供財団 忠南支部 天安ソンジョン綜合社会福祉館 入社 

2003 子供財団 江原支部 春川綜合社会福祉館 退社 

2004 天台宗福祉財団春川シニアクラブ 入社 

2010 天台宗福祉財団春川シニアクラブ 退社 

2011 韓国シニアクラブ協会 入社  

2011 韓国シニアクラブ協会 退社  

2012 仁川広域市 老人人力開発センター 入社 

2014 仁川広域市 老人人力開発センター 退社 

2015 永登浦老人綜合福祉館 入社 

 

主要地域社会参加活動 
江原道社会福祉士協会 講師 (2006.3～ 2009.12)  

韓国老人人力開発院 老人雇用事業サポーターズメント (2012.5.～ 2014.12)  

ソウル社会福祉共同募金会 配分事業評価支援団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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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고령화, 과소화의 동네를 

복지와 행정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개척한다 
 

  

 

 

아오키 카즈히로（青木 一博） 

 
일본 사회복지법인 요사노우미 복지회 이사장 

 

 

１. 요사노우미 복지회의 발자취  

사회복지법인 요사노우미 복지회(이하"복지회"로 생략)는 교토부립 요사노

우미 양호학교 만들기 운동을 원류로 한 교토부 북부지역 장애인 공동(소규

모)작업장 만들기 운동중에서 1980년에 설립되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당연하게 일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목표로 임해 왔습

니다.    

현재 탄고 장애복지권역(교탄고시,미야즈시,요사노쵸,이네쵸;인구10만명)에

서 장애복지사업을 전개하여 약 290명의 직원이 500명이 넘는 장애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작업. 활동 보장에는, 다양한 일을 개척하는 일을 

통하여 일하는 보람과 조금이라도 많은 공임(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존중되는 민주

적인 지역 만들기를 위해 오랫동안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２. 복지법인과 지역과 행정이 협력하여 

숙박형 보양시설의 재생에 힘쓴다 

2006년 3월1일, 카야쵸, 이와타키쵸, 노다가와쵸(마을)이 합병하여 탄생한  

요사노쵸(마을)는 교토부 북부 일본해에 접한 탄고 반도의 능선을 배경으로,

남쪽은 후쿠치야마시, 동쪽은 미야즈시, 서쪽에는 쿄탄고시 등에 접하고 있

습니다.  

오에야마 연봉을 비롯한 산 줄기 안에 쌓여 노다가와 유역에는 비옥한 평

야가 펼쳐져 있으며, 총 면적 107평방 킬로미터로 약 2만3천명(가구수 약 7

천)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년 인구 비율은 34%로 저출산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 규모는 120억엔 정도로 세입의 대부분을 지방 교부세 교

부금에 의존하는 재정 곤란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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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노쵸에 위치한 리후레 카야마을은 1998년, 합병 전인 구카야마을이 

약1.5ha의 토지에 레스토랑, 목욕탕, 호텔, 허브식물원을 갖추어 "음식"과 "

건강"을 고려한 숙박형 휴양시설로 9억엔을 투자하고 건설 당초에는 제3섹

터 방식으로, 그 다음은 민간 회사가 마을에서 지정 관리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8년 영업 부진과 연료비 폭등의 여파로 도산. 그 후 2008년부

터 2010년까지의 3년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재개에 대한 강

한 소원에 요사노쵸가 재개를 결의하여, 응모지원한 단체 중에서 복지회를 

지정 관리자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도, 교토부로부터 장애자 취업계 사업소 (취업 계속 지원 A형,B형

사업소 20명 정원)으로 지정 받아 봄부터 여름까지의 기간에 걸쳐 요사노쵸

에 의하여 관내 개수 공사와 농산 가공소의 신축 공사를 하고, 장애자 21명

과 직원 14명, 35명의 스탭으로 2011년 10월에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재개 후 4년이 경과, 현지의 야채를 듬뿍 요리한 점심 뷔페, 자연미 넘치

는 휠링의 공간으로 호평을 얻어 리뉴얼 오픈 후의 방문자가 총 23만5천명

을 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지역의 쌀과 채소등을 활용, 지역산 과일, 농작물

의 쥬스, 잼 등을 위탁가공, 판매등이 지역생산 지역소비로 우량활동으로 평

가되어 헤세이26년(2014년) 농림수산성 킨키 농정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애자 복지법인이 지역과 행정과 연계하여 장애자 취업계 사업소로 숙박

형 리조트시설을 재생시켰다는 예는 전국적으로 별로 예로 들수 없는 대응

책으로서 주목을 받고, 2015년 6월에 일본 지역복지학회에서 "지역복지우량

실천상"에 선정 되었습니다. 
 

３. 리후레 카야노 마을 재생사업의 경과 

견학 내방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도산하고 폐쇄된 마이너

스 이미지 시설의 재생이라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복지회는 왜 도전하려고  

했는지" , "레스토랑·목욕탕·호텔등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자 복지법인

에 요사노쵸의 지정 관리를 받게 되었는지" , "장애자 복지법인이 숙박형 보

양시설의 지정관리를 받을 때 지역의 반대는 없었는지" 등 입니다.  실은 여

기에 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역은 탄고치리멘 등 지방특색 산업의 쇠퇴, 저출산 고령화에 허덕이고 

농업 진흥과 관광을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정비된 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하

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를 바라며 마을 행정이나 의회에 대해 적극

적인 요망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회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일을 개척해 온 오랜 경험으

로, 리후레 카야노 마을 지정 관리자로 지정되면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 부흥에 의한 최저 임금 및 고공임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은 복지회가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활동, 농업에의 대처 등을 통

하여 복지회에 위탁하면 도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지역과 연계한 대처를 전개할 수 있는 장애인 취업 지원 시설에 대한 보수 

급부에 운영의 안정화 등의 평가와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지정관리자 선정위원회가 리후레 카야노 마을 지정관리자를 복지

회로 선정하려 제안한 마을의회에서 "복지회에 위탁하면 복지시설이 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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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 "리모델링 기획으로 대욕장을 폐지하고 농산물가공실을 개수할 계획

은 반대" 등의 이유로 한번은 찬성 소수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에서 

복지회 리후레의 재개를 요구하는 요청서가 마을에 제출되고 마을행정이 복

지회에 대한 공모로 지정 관리자로 선정되고, 대욕장을 계속해 나가는 농산

물가공소의 신설을 포함한 개수 예산이 다시 제의 받고 찬성 다수로 의회 

승인을 얻어 2011년 10월의 리뉴얼 오픈에 이른 것입니다.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에 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재개를 바란 지역의 바램 

유휴재산의 활용을 농업 진흥과 도시 조성에 규정한 행정의 결단, 최저 임금

을 지불할 수 있는 장애인 취업의 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복지회의 소원등이 

어우러진 것이 재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리후레 카야노 마을" 재생 사업 

본 복지회가 "리후레 카야노 마을" 의 재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지역과의 연계이고 협동입니다. 복지회를 중심으로 지역연합조직, 문화·공예

의 마을 등 주변 시설 (길의 역, SL광장),  농업생산법인, 탄고의 육해교통과 

행정 등이 연계한다" 리후레 카야노 마을 운영협의회" 를 설립,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주변지역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대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１）봄과 가을의 대감사절을 위한 노력 

당초는, 주변에 있는 "(유)아푸루화아무아" , "SL광장", "길의 역" 삼자 합동

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만 "리후레 카야노 마을"주변 지역의 모두가 하

자! 라고, 리후레 카야노 마을 운영 협의회" 가을과 봄의 대감사절"이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활용하는 공동 전단을 작성, 주변 지

역은 물론 아야베, 후쿠치야마 방면 등 권역 밖의 지역까지 선전했습니다. 

호화 상품 추첨의 요건에 5곳의 스탬프 랠리 방식을 채택하고, 손님이 일부

분에 모여지지 않도록 고안했습니다. 리후레 주변의 사회 자원을 묶은 감사

절은 기존의 규모를 크게 웃도는 축제가 되어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이 보다 

활기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２）해바라기 페스티벌 

"요사노쵸 해바라기 페스티벌"은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지금은 요사

노쵸의 여름 가장 큰 이벤트로 되었는데 종래의 실시지역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이 어려워지면서 거리에서 "리후레 카야노 마을"에 걸쳐 폭포구 카

나야구에서 실시할 수 없겠냐는 제안이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쌀만들기(농작)를 그만두고 "리후레" 주변의 계단식 논밭 

일대에 15만개의해바라기를 키우는 대사업이었고, 주변 농가의 일치된 협력

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농가들이 마을의 제안에 "그럼 이 지역에

서 하자. 그러면 리후레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임

해 주었습니다. 경작에서부터 씨뿌리기, 제초 등 대단한 수고를 했었으나, 여

름에는 "리후레" 주변 농지에 온통 해바라기가 일제히 피어해바라기 축제 일

주일에 약 5,500명의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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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지역 농산물의 적극 활용 

토종특산의 신선한 쌀, 야채를 듬뿍 사용한 건강 메뉴와 빵, 잼, 쥬스, 디

저트도 모두 자가제 판매의 레스토랑은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탄탄한 인

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노 마멕코쌀" (유기 비료 "교노 마멕코"를 사용하여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대한 줄이고 재배된 탄고 코시히카리)을 비롯한 야채를 

현지에서 매수,매출 증가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식당이 지역

의 농업 법인이나 농가에서 사들인 쌀과 채소의 총액은 2014년도 천 수백 

만엔을 넘어 지역 농업 법인이나 농가로부터 환영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４）지역 특산품 만들기를 목표로 

농산 가공소는 지금까지의 본 복지회의 규격 외 귤을 활용한 쥬스만들기 

등을 평가 받고, 요사노쵸가 "리후레 카야노 마을" 리뉴얼 오픈 때에 5천만

엔을 넘는 자금을 투입, 교토부 내에 첫 소규모 쥬스, 잼 제조 공장으로서 

정비되었습니다. 

지방에서 나는 귤, 배, 토마토, 코마츠채소, 자소 등 과일, 야채에서 만든 

쥬스, 잼, 드레싱의 생산고가 매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지 농가와 연계하

여 지금까지 폐기된 규격 외의 코마츠채소를 사용한 쥬스제조에 도전하고 

동물피해 대책의 일조로서 사슴고기 (록육) 카레, 록육의 로스트를 쌀 가루

로 만든 빵사이 넣어 만든 요사노 샌드위치"나 록육의 카레 빵 등을 개발하

고 있습니다.  

 

５. 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사업 내용 

리후레 새로의 마을에서는 식품 사업(레스토랑, 빵 공방), 숙박업, 목욕업, 

농산 가공업, 기타 상품 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레스토랑 사

업, 숙박업, 목욕업을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따른 취업 계속 지원 A형 사업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최저 임금 보장)으로 빵 케이크 공방, 농산 가공업을 

동B형 사업(사회적 취로로서 공임 지급)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１）레스토랑 사업 

레스토랑 사업의 중심은 지역 농산물을 듬뿍 요리한 점심 뷔페가 인기를 

끌며 리피터도 많습니다. 현지에서 계절마다 수확한 야채 샐러드와 반찬, 튀

김이나 생선조림 등 소재를 살리기 위해서 싱겁게 다듬어진 메뉴 약 30종류

에 현지산 유기 코시히카리 "교 마멕코쌀", 향토요리의 하나 "탄고의 덮밥초

밥" 등이 카운터 테이블에 빽빽하게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식후에는 빵과 

케이크의 디저트, 유기농 커피나 인접의 농산 가공소에서 생산된 귤, 사과, 

배등의 과즙 100% 쥬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건강

식 메뉴의 호평으로 중장년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2014년도 레스토랑 사업 매출 실적 약 4,057만엔) 

 

２）숙박 입욕업 

양실이 6방, 화실이 2방, 합계 28명이 숙박 가능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설

정되어 있습니다. 주위가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리후레 옆으로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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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의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귀에 들려리면서 잠들고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이 호평입니다.  대욕장은 허브탕, 미스트 사우나 등을 겸비하고, 국정 공원 

오에야마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손발을 내뻗고 몸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수

돗물을 끓이는 열원은 작년 말부터 요사노쵸에 설치된 바이오매스 보일러가 

가동(등유 보일러와 병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칩은 옆 동네 쿄탄고시의 탄

고 그린바이오가 공급하고 지역 순환형 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숙박 입욕 사업 매출 실적 약 2,088만엔) 

 

３）농산 가공업 

농산 가공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부내에서 최초가 되는 청량 음료 제

조 허가를 2011년 12월에 취득, 주스, 잼, 드레싱, 장아찌 등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가공품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귤, 토마토, 사과, 배, 당근, 자소, 

딸기 등 현지에서 나온 채소, 과실 등을 주스나 잼에 가공합니다. 지금까지 

상품 가치가 없다고 버려지고 있던 규격 외의 귤, 배 등을 생산 농가에서 싸

게 받아 주스로 가공하거나 신선한 토마토를 주스에 위탁 가공하여 부가 가

치를 높임으로써 생산자들로부터 환영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농산 가공 사업 매출 실적 약 1,457만엔) 

 

４）빵 케이크, 다른 사업 

리후레 카야노 마을 본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요사노쵸 지역 농산물 

활용형 교류 시설 지정 관리를 받은 빵 케이크 공방이 있습니다. 현지산 고

시히카리의 쌀 가루 빵, 홋카이도산 밀가루를 사용한 빵이나 에클레어, 파운

드 케이크 등을 과자 제조를 하고 있으며 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식당 홀에

서의 물품 판매, 어린이 집의 간식 빵으로 주문 판매도 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빵 케이크 사업 매출 실적 약 938만엔) 

 

５）지역으로 이동 판매 

2014년 3월부터 민간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이동 판매 차로 지역을 순

회하면서 쇼핑 난민이라 불리는 지역 고령자에게 반찬, 빵, 초밥 등을 판매

합니다. 

 

６. 사업을 담당하는 스탭,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일체가 되어 

리후레 카야노 마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16명, 장애자는 정원20명에 대

해 24명이 이용(A형 15명, B형 9명)총 약 40명의 직원들이 장애가 있는 사

람도 없는 사람도 일체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홀에서 접객, 주방에서 준비와 설거지, 프론트에서 접수, 허브식

물원이나 관내, 목욕탕과 화장실 청소, 주변의 풀베기등 환경정비, 농산 가공

장에서 쥬스나 잼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지역 이동 판매 등 각각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역에서 많은 손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형의 이용자 전원에게 최저 임금(789엔/h)을 받아 근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월9~10만엔 평균 월 8.7만엔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B형 이용자 10명에 대해서도 전국 평균인 월 13,586엔에 대해약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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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후레 카야노 마을에서는 각각의 이용자들이 과거의 슬픔, 절망, 고난을 

극복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한발씩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심 뷔페는 부드러운 맛이네요" "넓은 부지 내가 항상 깨끗하게 정비되

어 있군요" 라고 고객들이 말을 걸어 줌으로써 기쁨과 자랑을 가지고 계속해

서 일할 수 있는 스탭들의 보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７. 복지가 이어가는 지역 재생에의 도전 

리후레 카야노 마을 재생사업은 아직 도중이기는 하지만 장애자의 노동참

가를 실현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한 조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１）복지회가 이념에 기초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복지 사업이나 지

역 만들기를 통하여 얻은 경험을, 지역 재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는, 

장애있는 당사자나 가족의 소원에 응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맞추어진 

일" "더 공임의 높은 일자리"를 원하는 새로운 일 개척 및 사업을 차례로 전

개해 왔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자금 조성을 위해서 자원 회수와 

바자, 자선 행사 등을 기획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개인을 결집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을 묶는 풍부한 경험을 쌓고 공적 보조금과 각종 민간 보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이 우리의 "보물"에 빛을 맞추어 리후레 카야노 마을 

살리기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２）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사업 내용 자체가 과소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어

떻게든 해야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에 단도직입적으로 응하는 것이며,   

"리후레 카야노 마을 운영 협의회" 참여 단체가 리후레 카야노 마을을 지역

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로서 협력해 온 것입니다. 농업 진흥 및 후계자 육성 

등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지역의 농업 법인이나 지역의 협력 없이

는 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재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상호연계하여 협동

함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３）복지와 마을 만들기를 일체적으로 진행하는 요사노쵸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요사노쵸에서는, 기간산업인 직물업과 농업이 피폐하여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순환형 경제정책을 펴고 고용촉진과 경제효과 등 마을

의 장래를 뒷받침해 가는 산업의 하나로 복지를 규정하고 복지 마을의 건설

이 추진되었습니다. 

합병으로 유휴마을 재산(토지·건물)제공, 지역밀착형 복지시설의 건설을 

촉진한다. "안심 어디서나 플랜"의 책정 및 독자적인 건설 보조금 제도(6법인

에 상한 각 1500만엔 보조)를 창설하고 복지법인이나 NPO을 적극적으로 육

성, 지원했습니다. 리후레 카야노 마을의 재생, 2013년 3월에 현지 4법인과 

마을이 연계하여 개설한 지역 공생형 복지시설 "야스라노 마을" 등은 그 전

형입니다. 그것들을 기초로, 동네에 있는 농림 어업, 상공업, 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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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어서 육성하는 중소기업 진흥 육성 조례를 교토부 내에서 처음으로 제

정하여 지금 그 구체화가 주민 주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４）재정 기반의 측면도 재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리후레 카야노 마을 2013년도의 연간 총사업비는 1억 5,500만엔. 그 내역

은, 레스토랑, 호텔, 대욕장, 농산 가공 등 수익 사업 수입이 약 57%, 장애

인 종합 지원 법에 따른 자립 지원 급부비 수입이 27%, 지정 관리비로 보조

금 수입이 약 16%로 되어 있어 과거 3년 마이너스 수지 차액 분은 법인 전

체가 백업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사업의 수입 이익은 기본적으로 A형 B형 이용자의 급여로 환원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직원의 고용에 충당).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직원 직원 인건비의 재원이 확보됨으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지원하는 직

원이 함께 사업 추진에 관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재생 사업을 비

지니스로서 만들어 가는 조건이 됩니다. 

 

리후레 카야노 마을은 리뉴얼 오픈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손님수, 영업

면, 지역과 연계한 노력 등 일정한 성과를 근거로 하고,“복지로 지역을 재

생”,“장애인복지가 지역활성화에 공헌”을 내걸고, 앞으로 한층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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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아오키 카즈히로 (青木 一博) 
 

일본 사회복지법인 요사노우미 복지회 이시장 

 

 

학력・경력 

1951년 쿄토부(京都府)출생.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문학부졸 

 

대학 졸업 후, 단체 직원을 거쳐서 29세때 쿄토부 북부지역에서 무허가 

공동 작업장 직원으로 취직.   입사후에 사회복지법인 요사노우미 복지

회의 설립에 관여하고 이후 법인 사무국원으로서 법인의 설립이념과 과

제 실현에 종사하여 왔다. 

 

법인설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법인 서적 『복지가 이어가는 

지역 재생에의 도전』(크리에이츠 카모가와)를 출판하고 고령화·과소화의 

동네를 복지와 행정·지역과의 제휴로 개척하는 "리후레 카야노 마을"등

의 대처를 소개. 합병에 따른 유휴의 공공시설을 행정과 지역이 연계하

여 재생하는 선구적 사업으로 눈길을 모아 전국 각지에서 의뢰받아 강연

에 응하고 있다. 

 

휴일에는 무농약쌀, 채소를 재배에 힘쓰고 있으며, 취미는 독서와 영화감

상, 좋아하는 음식은 면류이고, 토주를 각별히 좋아하며 반주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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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Ｓｅｓｓｉｏｎ２ 

 

高齢化、過疎化のまちを 

福祉と行政・地域住民との 

連携が切り拓く 
  

 

 

 

青木 一博（あおき かずひろ） 
 
社会福祉法人 よさのうみ福祉会 理事長 

 

 
１.よさのうみ福祉会のあゆみ  

社会福祉法人よさのうみ福祉会（以下「福祉会」と略）は、京都府立与謝の海養護

学校づくり運動を源流とした京都府北部地域の障害者共同（小規模）作業所づくり運

動の中から1980年に設立され、障害のある人が地域社会であたりまえに働き、安心し

て暮らせる地域をめざして取り組んできました。現在、丹後障害保健福祉圏域（京丹

後市・宮津市・与謝野町・伊根町：人口約10万人）で障害福祉事業を展開し、約290名

の職員が500名を超える障害者とその家族を支えています。 

障害のある人たちの作業・活動保障では、様々な仕事を開拓し、仕事を通して働きが

いと少しでも多くの工賃を支払うため懸命の努力を重ねてきました。また、障害のあ

る人たちが人として尊重される民主的な地域づくりを長年にわたり取り組んできまし

た。 

 

２.福祉法人と地域と行政が連携し、宿泊型保養施設の再生に取り組む 

2006年3月1日、加悦町・岩滝町・野田川町が合併し誕生した「与謝野町（よさのち

ょう）」は、京都府北部、日本海に面した丹後半島の尾根を背景とし、南は福知山市、

東は宮津市、西は京丹後市などに接しています。大江山連峰をはじめとする山並みに

抱かれ、野田川流域には肥沃な平野が広がり、総面積107平方キロメートルの範囲に約

2万3千人（世帯数約7千）が暮らす地域です。老年人口割合は34％で少子高齢化と過疎

化が進んでいます。町の一般会計予算規模は120億円程度で、歳入の大半を地方交付税

交付金に依存する財政困難の町でもあります。 

与謝野町に位置するリフレかやの里は、1998年、合併前の旧加悦町が約1.5㏊の土地

に、レストラン、浴場、ホテル、ハーブ園を備えた「食」と「健康」の宿泊型保養施

設として9億円を投じて建設。当初第3セクター方式で、その後は民間会社が町から指

定管理を受け運営していましたが、2008年営業不振と燃料代高騰のあおりで倒産。200

8年から2010年の3年間にわたり閉鎖されていました。地域住民の再開への強い願いに

与謝野町が再開を決意され、応募団体の中から福祉会を指定管理者として選定されま

した。 

2011年度、京都府から障害者就労系事業所（就労継続支援Ａ型・Ｂ型事業所 20人

定員）として指定を受け、春から夏にかけ与謝野町による館内改修工事や農産加工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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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新築工事が行われ、障害者21名と職員14名、35名のスタッフで2011年10月にリニュ

ーアルオープンしました。 

再開後4年が経過、地元の野菜をふんだんに使ったランチバイキング、自然味あふれ

る癒しの空間とおもてなしが好評を得て、リニューアルオープン後の来場者が延べ23

万5千人を超えました。レストランでの地元産の米、野菜の活用、地元産果物・農作物

のジュース、ジャム等への委託加工・販売などが地産池消優良活動として評価され、

平成26年度農林水産省近畿農政局長賞を受賞しています。 

 障害者福祉法人が地域と行政と連携し、障害者就労系事業所として宿泊型リゾート

施設の再生をはかるという全国的にもあまり例を見ない取り組みとして注目を集め、2

015年6月に日本地域福祉学会から「地域福祉優良実践賞」に選定されました。 

 

３.リフレかやの里再生事業の経過 

見学来訪者から共通して出される質問は、「倒産し閉鎖されたマイナスイメージ施

設の再生という大きなリスクを承知で、福祉会はなぜ挑戦しようとしたのか」、「レ

ストラン・浴場・ホテルなど営業経験の全くない障害者福祉法人に与謝野町はどうし

て指定管理をされたのか」、「障害者福祉法人が宿泊型保養施設の指定管理を受ける

ことに地域の反対はなかったのか」などです。実はここに、リフレかやの里の再生を

可能とするポイントがあります。 

地域は、丹後ちりめん等地場産業の衰退、少子高齢化にあえぎ、農業振興と観光を

目的に巨費を投じ整備されたリフレかやの里の一日も早い再開を願い、町行政や議会

に対し積極的な要望活動を行っていました。 

福祉会は、障害のある人たちに働く場と仕事を開拓してきた長年の経験を通し、リ

フレかやの里の指定管理者に指定されれば障害者の新たな働く場を確保し、新たな仕

事おこしにより最低賃金や高工賃を保障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のです。 

行政は、福祉会の長年の地域に根差した活動、農業への取り組みなどを通し、福祉

会に委託すれば倒産しないし困難があっても逃げずに地域と連携した取り組みが展開

できる、障害者就労支援施設に対する報酬給付による運営の安定化などの評価と期待

があ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 

町の指定管理者選考委員会がリフレかやの里指定管理者に福祉会を選定し提案した

町議会において、「福祉会に委託すれば福祉施設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リ

ニューアル企画で大浴場を廃止し農産加工所を改修する計画は反対」などの理由で一

度は賛成少数で否決されました。その後、地域から福祉会でリフレの再開を求める要

望書が町に提出され、町行政の側から福祉会を非公募で指定管理者に選定ならびに、

大浴場を継続し農産加工所の新設を含む総額約1億5千万円の改修予算が再提案され、

賛成多数で議会承認を得、2011年10月のリニューアルオープンに至ったのです。 

地域の再生や活性化にリフレかやの里の再開を願った地域の思い、遊休財産の活用

を農業振興とまちづくりに位置づけた行政の決断、最低賃金を支払える障害者の就労

の場を実現したいと願う福祉会の願い、これらが交わったことが再生への足がかりと

なりました。 

 

４.地域住民とともに進める「リフレかやの里」再生事業 
福祉会が、「リフレかやの里」の再生にあたり何よりも大切にしたのは地域との連

携であり協働です。福祉会を中心に、地域連合組織、文化・工芸の里等周辺施設（道

の駅・SL広場）、農業生産法人、丹後海陸交通と行政等が連携し「リフレかやの里運

営協議会」を設立、定期的に協議し周辺地域全体の活性化につながる取り組みを展開

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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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春と秋の大感謝祭の取り組み 

当初は、周辺にある「(有)あっぷるふぁーむ」、「ＳＬ広場」、「道の駅」の三者

合同でイベントをされていましが、「リフレかやの里」周辺の地域みんなでやろう！

と、リフレかやの里運営協議会として「秋と春の感謝祭」という名称で開催していま

す。補助金を活用し共同チラシを作成、周辺地域はもとより綾部、福知山方面など圏

域外の地域にまで宣伝しました。豪華賞品抽選の要件に５カ所のスタンプラリー方式

を採用し、お客さんが一部に固まらないよう工夫しました。リフレ周辺の社会資源を

束ねた感謝祭は、従来の規模と内容を大きく上回る祭りとなり、回を重ねるごとに地

域が元気になっているとの評価を得ています。   

 

２）ひまわりフェスティバル 

“与謝野町ひまわりフェスティバル”は1998年より毎年開催され、今では与謝野町

の夏の一大イベントになっていますが、従来の実施地区農家の高齢化に伴い継続が難

しくなり、町から「リフレかやの里」にまたがる滝区・金屋区で実施が出来ないかと

の提案が一昨年にありました。春から夏にかけての米づくりを止めて、「リフレ」周

辺の棚田一面に15万本ものひまわりを育てる大事業であり、周辺農家の一致した協力

がないとできないことでした。農家の皆さんが、町の提案に対し「じゃあ、この地域

でやろう。そしたらリフレの集客に役立つのではないか」、そんな思いで取り組んで

頂きました。耕作から種まき、草取り、除草など大変なご苦労がありましたが、今年

夏には「リフレ」周辺の農地に一面のひまわりが咲きそろい、ひまわりフェスティバ

ルの一週間に約5,500人の来場者で連日賑わいました。 

 

３）地元農産物の積極活用 

地元産の新鮮な米、野菜をふんだんに使ったヘルシーメニューとパン、ジャム、ジ

ュース、デザートもすべて自家製が売りのレストランは、中高年の女性を中心に根強

い人気を得ています。「京のまめっこ米」（有機肥料「京の豆っこ」を使って、化学

肥料や農薬をできるだけ減らして栽培された丹後コシヒカリ）をはじめ、野菜を地元

から買い上げ、売り上げ増に貢献しています。調査によると、レストランが地元の農

業法人や農家から買い上げたお米や野菜の総額は、2014年度1千数百万円を越え、地元

農業法人や農家から喜ばれ期待されています。 

 

４）地域特産品づくりをめざして 

農産加工所は、これまでの当福祉会の規格外みかんを活用したジュースづくり等を

評価頂き、与謝野町が「リフレかやの里」リニューアルオープン時に5千万円を超す資

金を投じ、京都府内初の小規模ジュース、ジャム製造工場として整備されました。地

元でとれるみかん、梨、トマト、小松菜、シソなど果実や野菜から作るジュース、ジ

ャム、ドレッシングなどの生産高が年々増大しています。地元農家と連携し、これま

で廃棄されていた規格外の小松菜を使ったジュース製造にも挑戦し、獣害対策の一助

として鹿肉のカレー、鹿肉のローストを米粉パンで挟んだ“与謝野サンド”や鹿肉の

カレーパンなども開発しています。 

  

５.リフレかやの里の事業内容 
 リフレかやの里では、食品事業（レストラン、パン工房）、宿泊業、入浴業、農産

加工業、その他物販事業を行っています。このうち、レストラン事業、宿泊業、入浴

業を障害者総合支援法に基づく就労継続支援A型事業（労働契約を締結し最低賃金保

障）として、パン・ケーキ工房、農産加工業を同B型事業（社会的的就労として工賃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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給）として展開しています。 

 

１）レストラン事業 

 レストラン事業の中心は、地元農産物をふんだんに使ったランチビュッフェが人気

を呼び、リピーターも多いです。地元で季節ごとに取れる野菜のサラダや惣菜、から

揚げや天ぷら、魚の煮つけなど素材を活かすために薄味で仕上げられたメニュー約30

種類に地元産有機コシヒカリ「京まめっこ米」、郷土料理の一つ「丹後のバラ寿司」

などがカウンターに所狭しに並んでいます。食後には、パンやケーキのデザート、有

機コーヒーや隣接の農産加工所で製造されるみかん、シソ、なしなど果汁100％のジュ

ースが老若男女問わず好評を得ています。献立のヘルシーさが受けて中高年の女性の

比重が多いのも特徴です。 (2014年度レストラン事業売上実績 約4,057万円) 

 

２) 宿泊・入浴業、 

 洋室が６部屋、和室が２部屋、合計28人が宿泊可能となっており、リーズナブルな

価格設定としています。周りが緑豊かな山に囲まれ、リフレの横を流れる渓流のせせ

らぎの音を耳に眠りにつき、目覚められると好評です。 

 大浴場は、ハーブ湯、ミストサウナなどを兼ね備え、国定公園大江山を眺めながら

ゆっくり手足を伸ばして体を休めることができます。水道水を沸かす熱源は、昨年暮

れより与謝野町により設置されたバイオマスボイラーが稼働（灯油ボイラーと併用）

しています。木質チップは隣町京丹後市の丹後グリーンバイオが供給し、地域循環型

のまちづくりに貢献しようと取り組んでいます。(2014年度宿泊・入浴事業売上実績 

約2,088万円) 

 

３）農産加工業 

 農産加工所では、小規模事業としては府下初となる清涼飲料水製造許可を2011年12

月に取得、ジュース、ジャム、ドレッシング、漬物等、地元食材を活かした加工品づ

くりに取り組んでいます。みかん、トマト、リンゴ、なし、にんじん、しそ、いちご

など地元で採れた野菜、果実などをジュースやジャムに加工します。これまで商品価

値がないと捨てられていた規格外のミカンや梨などを生産農家から安く提供を受けジ

ュースに加工することや、新鮮なトマトをジュースに委託加工し付加価値を高めるこ

とで、生産者からも喜ばれています。(2014年度農産加工事業売上実績 約1,457万円) 

 

４）パン・ケーキ・他事業 

リフレかやの里本館から歩いて5分の距離に与謝野町地域農産物活用型交流施設の指

定管理を受けているパン・ケーキ工房があります。地元産コシヒカリの米粉パン、北

海道産小麦粉を使ったパンやエクレア、パウンドケーキなど菓子製造を行っており、

リフレかやの里のレストラン、ホールの物品販売、保育所のおやつパンとしての注文

販売も行っています。(2014年度パン・ケーキ事業売上実績約938万円) 

 

５）地域への移動販売、 

2014年3月から、民間の財団から助成を受けた移動販売車で地域を定期的に巡回し、

買い物難民と言われる地域の高齢者に惣菜、パン、お寿司などを販売しています。 

 

６.事業を担うスタッフ、障害のある者もない者も一体となって 
リフレかやの里で働く職員は16人、障害者は定員20人に対し24人が利用(A型15名、B

型9名)、合わせて40人のスタッフが障害のある者もない者も一体となって働いていま

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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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ストランフロアでの接客、厨房での下ごしらえや食器洗い、フロントでの受付、

ハーブ園や館内、お風呂・トイレの掃除、周辺の草刈り等環境整備、農産加工所での

ジュースやジャムづくり、パンやケーキづくり、地域への移動販売などそれぞれの役

割を担い、周辺地域から沢山のお客さんを受け入れています。 

  A型の利用者全員に最低賃金（789円/h）が支払われ、勤務時間によって差はありま

すが多い人で月9～10万円、平均月額 8.7万円が支払われています。B型利用者10名に

対しても、全国平均である月額13,586円に対し、約2.5～5.5万円を支払っています。 

リフレかやの里では、それぞれの利用者たちが過去の悲しみ、絶望、苦難を乗り越

え、その人なりに一歩づつ前に歩みを進めている姿が見られます。「ランチビュッフ

ェは優しい味ですね」「広い敷地内がいつもきれいに整備されていますね」とお客様

から声をかけて頂くことで、喜びと誇りを持って働き続けられることがスタッフのや

りがいにつながっています。 

 

７.福祉がつなぐ地域再生の挑戦 

 リフレかやの里再生事業はまだ道半ばではありますが、障害者の労働参加を実現し

つつ地域の再生と活性化に貢献する社会的企業のビジネスを可能としている条件、ポ

イントを次のように整理しています。 

 

（１）福祉会が、理念に基づく長年の障害者福祉事業や地域づくりの運動を通して得

た経験を、地域再生に活かしていることです。福祉会は、障害当事者や家族の願いに

応え「障害のある人たちに合わせた仕事」「より工賃の高い仕事」を求め、新たな仕

事開拓や事業を次々と展開してきました。また、障害者理解と資金造成のために資源

回収やバザー、チャリティイベントなどを企画し、地域の多くの団体・個人を結集し

運営するなど、地域を束ねる豊かな経験を蓄積し、公的補助金や各種民間助成金など

を積極的に活用してきました。これら私たちの「宝」に光をあて、リフレかやの里再

生事業に活かしています。 

 

（２）リフレかやの里の事業内容そのものが、過疎化が進む地域を何とかしたいと願

う地域住民の思いにストレートに応えるものであり、「リフレかやの里運営協議会」

参加団体がリフレかやの里を地域にとって必要とされる存在として協力されてきたこ

とです。農業振興や後継者育成等に長年懸命に努力されてきた地域の農業法人や地域

との協力抜きにリフレかやの里の再生は考えられず、相互に連携し協働し合うことで

地域の活性化に寄与しています。 

 

（３）福祉とまちづくりを一体的に進める与謝野町行政の積極的な役割です。与謝野

町では、基幹産業である織物業や農業が疲弊し少子高齢化が進む中で、地域循環型経

済政策を展開され、雇用促進や経済効果など町の将来を支えていく産業の一つに福祉

を位置づけ、福祉のまちづくりを推進されました。合併による遊休町財産（土地・建

物）の提供、地域密着型の福祉施設の建設を促進する「安心どこでもプラン」の策定

や独自の建設補助金制度（6法人に上限各1,500万円補助）を創設し、福祉法人やNPOを

積極的に育成・支援されました。 

リフレかやの里の再生、2013年3月に福祉会を含む地元4法人と町が連携して開設し

た地域共生型福祉施設「やすらの里」などはその典型です。それらをもとに、町内に

ある農林漁業、商工業、福祉サービス業をつないで育成する中小企業振興基本条例を

京都府下で初めて制定し、今その具体化が住民主体で進められています。 

 

（４）財政基盤の側面も再生につながる重要な条件となっています。リフレかやの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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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2013年度の年間総事業費は１億5,500万円。その内訳は、レストラン、ホテル、大浴

場、農産加工などの就労支援事業収入が約57％、障害者総合支援法に基づく自立支援

給付費収入が約27％、指定管理費など補助金等収入が約16％となっており、過去3年間

のマイナス資金収支差額分は法人全体でバックアップしています。 

就労支援事業収入の利益は、基本的にA型・B型利用者の給料として還元しています

（一部を職員の雇用費に充当）。障害のある人の就労を支援する職員人件費の財源が

確保されることで、障害のある人と支援職員がともに事業の推進に関わることを可能

にしていることも再生事業をビジネスとして成り立たせている条件となっています。 

 

リフレかやの里はリニューアルオープンから４年が経過し、来客数、営業面、地域

と連携した取り組みなど一定の成果をふまえ、“福祉で地域を再生” “障害者福祉が

地域活性化に貢献”を掲げ、今後一層の発展をめざ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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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青木 一博（あおき かずひろ） 

 

社会福祉法人 よさのうみ福祉会 理事長 

 

 

学歴・経歴 

1951 年京都府生まれ。立命館大学文学部卒。 

 

 大学卒業後、団体職員を経て、29 歳の年に京都府北部地域で無認可共同作業所

職員に就職。入職後、社会福祉法人よさのうみ福祉会の設立に関わり、以降法人

事務局員として法人の設立理念と課題の実現に携わる。 

 

法人設立 30 周年記念事業の一環として、法人書籍『福祉がつなぐ地域再生の挑

戦』（クリエイツかもがわ）を出版し、高齢化・過疎化のまちを福祉と行政・地

域との連携で切り拓く「リフレかやの里」などの取り組みを紹介。合併に伴う遊

休の公共施設を行政と値域が連携して再生する先駆的事業として注目を集め、全

国各地からの講演依頼に応じている。 

 

休日は、無農薬の米、野菜づくりに汗を流す。趣味は読書と映画鑑賞。好きな

食べ物は麺類、地酒をこよなく愛し晩酌を楽し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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