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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催者ごあいさつ

伊藤

勲

(いとう

公益財団法人

いさお)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本日は多勢の方がご来場賜り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からご参会の皆様、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ユニベール財団の伊藤勲でございます。主催者を代表して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
第１４回“韓日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韓日両国を代表する社会福祉学者
や指導者が一同に会し、日本の古都・京都で国際交流と協力を図ることに心より感謝
を申し上げ歓迎の意を表します。さらに、韓日両国の実行委員の先生方をはじめ、共
催・後援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日本において長い歴史と伝
統を持ち、韓国をはじめ沢山の留学生を受け入れている同志社大学で開催させていた
だけますことを大変光栄に存じ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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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来の三世に救いを渡す仏教教団真如苑の
開祖、伊藤真乗大僧正の聖願により、人類の課題とも言うべき高齢化の問題に向けて
１９９０年に設立致しました。
以来、誰もが健やかで心豊かに暮らせる長寿社会の構築を目指して、国際的調査研
究への助成やＮＰＯなどによる市民活動への支援、福祉研究者の国際学術交流や将来
の福祉を担う人材の育成、心のケアに寄与するボランティア活動の普及・啓発等の貢
献事業を展開してまいりました。
更に、２０１２年には公益財団法人への移行を機に、「少子高齢者社会・人口減少
社会における社会福祉」へと活動領域を広げました。高齢者福祉のみならず、児童・
障害など福祉のあらゆる分野で事業を展開し、国内から海外に向けて貢献してまいり
たいと念願しております。
さて、この度のシンポジウムは「社会の中での子育て・子ども支援のあり方を問う」
をテーマに定めました。
韓国と日本は、少子高齢化という共通の課題を抱えております。経済格差が拡大す
る中、経済的な困窮は子どもの置かれている状況にも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ことが危
惧されます。また、家族の形態も多様化し、育児放棄や虐待などの悲しいニュース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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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を騒がせています。子どもたちが未来に希望を持ち、安心して生活できるシ
ステムの充実が望まれます。
基調講演に続いて後半のセッションでは、韓日両国において、家族機能の回復・強
化や社会全体で子どもを温かく育む実践を踏まえた事例発表と、ご来場の皆様を交え
て討論を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また、シンポジウムに併行して進めてまいりました「専門職育成・国際交流セミ
ナー」では、韓国から優秀な若手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大学院生１０名を招聘しま
した。一週間にわたって、日本の各分野で先進的な取り組みを行っている施設の視察
や同志社大学大学院の授業に参加し、有意義な成果をおさめております。グローバル
な視点をもって輝かしい未来を担う人材の育成に向けさせていただけますことは大変
ありが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２００３年に韓国済州島から小さな点として出発しました「韓日こころの交流プロ
グラム」は、内外より高い評価をいただき、当財団がアメリカはハワイで行っており
ますソーシャルワーク・セミナーと共に、本年で１４年目になりました。多くの方々
のご指導とご尽力を賜り、開催の営みを重ねるごとに充実し、点から線へ、そして面
となって大きな広がりを見せております。今後も文化、習慣、宗教、国境を越えた友
愛の輪を韓国と日本、さらにはアジア、世界にと築いていけますよう、皆様と共に一
層の前進を期してまいりたいと存じ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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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実現を祈念致しまし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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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주최자 인사

이토 이사오 (伊藤 勲)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참가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벨재단의 이토입니다. 주최자를 대표하여 인사를드립니다.
오늘은 제14회 "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이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사회
복지 학자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고도 교토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이곳 교토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한일 양국의 실행위원 선생님을 비롯하
여 공동 개최와 후원에 힘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본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샤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
다.
유니벨재단은 “모든’생명’에 희망이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지혜와 자
비의 조화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 구원이 주어지는 불교 교단
신뇨원의 시조, 이토 신죠 큰 스님의 뜻으로 직면하는 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1990년에 설립했습니다. 그 후, 누구나 건강하고 풍요로운 활력 있는 장수사
회 구축을 목표로 국제적 조사 연구에 대한 지원하고 NPO 등에 의한 시민
활동지원, 복지연구자의 국제 학술 교류와 미래의 복지를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심리치료에 기여할 자원 봉사활동의 보급·계발 등의 공헌사업을 전개
해 왔습니다.
더욱 2012년 공익재단 법인에의 이행을 계기로 "소자고령자사회·인구감소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에로 활동 영역을 넓혀했습니. 고령자복지뿐만 아
니라 아동·장애인등 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향해 기여하고 싶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포지엄은 "사회속에서의 육아·어린이 지원방법을 모색하다”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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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 격
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적 곤궁은 어린이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도 어두
운 그림자를 드리 우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하고 육아 포기나 학대 등의 슬픈 소식이 언론을 시끄럽게하고 있습
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
련이 요망됩니다.
기조강연에 이어 후반 세션에서는 한일 양국의 가족기능회복·강화와 사회
전체에서 아이를 따뜻하게 키우는 실천을 사례발표와 참가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토론의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심포지엄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전문직 육성·국제교류 세미
나"는 올해도 한국에서 10명의 우수한 분들이 이곳 교토에 파견되어 오셨습
니다.
일주일동안 일본의 각 분야에서 선진적인 대처를 실시하고있는 시설의 시
찰과 도오시샤대학 대학원의 수업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짊어 질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로 생각됩니다.
2003 년 한국 제주도에서 작은 점으로 출발한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
램”은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리재단이 미국 하와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셜워커 세미나와 함께 올해로 14년째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도
와 노력으로 개최를 거듭할수록 알차고,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되어
크게 영향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관습, 종교, 국경을 초월한 우정
의 고리를 한국과 일본, 나아가 아시아, 세계로 쌓아 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전진을 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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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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 調 講 演
기 조 강 연

第14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4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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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講演

児童をめぐる貧困と虐待
―その実態と対応から―

道中

隆（みちなか

りゅう）

関西国際大学教育学部
教授

１．はじめに
今、日本は所得格差が拡大し生活に困窮する世帯やワーキングプアなどの低所得者
層の増加など大きな社会問題に直面している。貧困世帯は、経済的な生活上の困難に
加えて、社会的孤立や対人関係での困難、心身の不調といった健康面での不全などが
重複するさまざまな困難な問題を抱え込むことが少なくない。なかでも子ども支援の
あり方を問う上で「子どもの貧困」をめぐる問題は、解決すべき焦眉の政策課題とし
てクローズアップされている。
戦後、日本の社会保障(Social Security)は、雇用と保険原理を基軸に、公的扶助を
含む社会福祉と公衆衛生を加えて制度設計されたものである。セーフティネットとし
ての社会保障は、終身雇用制や年功賃金制の崩壊、高齢化や少子化という社会構造の
変化、貧困層の顕在化と非正規雇用によるワーキングプアの増大といった急激な社会
変容によりコントロールを失いつつある。現下において社会保障制度は間尺にあわな
くなっている。「雇用」、「年金」、「医療」、「介護」、「住居」、「福祉」の綻
びは、制度への信頼の揺らぎとなり、生活不安や生きづらさとなっている。
国民生活の安心・安全のためのセーフティネットの揺らぎは、大きく次の４つの視
点から捉えることができる。①雇用のビッグバン、②保険原理の綻びと社会的排除 (S
ocial exclusion)、③公的扶助制度の綻び、④低所得者の住まいの居住水準の劣化、
である。
まず、最初の雇用のビックバンは、労働法制の相次ぐ規制緩和から労働基準を押し
下げる結果となり、非正規雇用の一般化に寄与することとなった。非正規雇用の不利
益性は、ワーキングプアなど貧困層の拡大に繋がっている。雇用の劣化は、努力して
も報われないあきらめ社会として現代社会に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
２つ目の保険原理の綻びと社会的排除(Social exclusion)は、雇用の劣化に伴い保
険原理に基づく社会保障のあり方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非正規雇用の拡大は、地
域保険に負荷をかけている。企業で働く非正規雇用者の大幅増加があり非正規雇用者
は地域保険制度に参入する。そうした人たちの所得は相対的に低く保険料の逆進性に
直面する。国民年金保険料および国民健康保険料(税)の収納率の悪化(国民年金保険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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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付率は､58.6%と保険給付の増大により保険運営が危機的状況に陥っている。その結
果、必要な医療が受けられないといった子どもの医療保障の揺らぎや、未加入、未納
による80万人の無年金者、低年金者の拡大が懸念される。社会的に支援が必要な人ほ
どセーフティネットからこぼれることとなる。同様に応益負担により必要な介護利用
を自己抑制する介護保険からの排除の顕在化も窺われている。
３つ目は、貧困救済を目的とする公的扶助制度の綻びである。生活保護の歴史と保
護の『２つの神話』が崩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いわゆる「水際作戦」と称し、財
務ベクトルに重点をおいた生活保護の運用による違法な保護の抑制、法令遵守(Compli
ance)の問題がある。「おにぎりが食べたい」とメモを残していた「餓死事件」は、ま
だ記憶に新しい。
最後は、低所得の高齢者をはじめとする生活困窮者の住まいの確保と居住水準の劣
化である。人間らしい生活・住まいのナショナルミニマムは確立されていない。住居
はすべての自立支援の基点となるものである。賃貸市場からは住宅の供給量は過剰で
居住の数は確保されているものの、適切な住居としての質の劣化が顕在化し住まいの
セーフティネットが揺らいでいる。
このように国民の安全・安心を支えるセーフティネットの機能や役割が弱体化して
いる。とりわけ派遣法等労働法制の規制緩和の潮流は、雇用の劣化に拍車をかけ、日
本の終身雇用という仕組みを崩壊させた。雇用の劣化は、すさまじく非正規で働く親
の貧困が、子どもの将来へ暗い影を落としている。
本稿では、筆者の生活保護の受給世帯やワーキングプア、ホームレスの実態の実証
的な調査研究から、貧困が世代間で継承される現実を報告している。子どもの貧困に
ついては、子どもにとって幼少期の社会経済的不利益が、住居、家庭環境、生活習慣、
意欲、健康状態、学歴などの面でさまざまな負の影響をもたらし、貧困の世代的な継
承の要因となり得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調査の結果、①被保護母子世帯の約4割が生
育期に生活保護を経験しており、低位学歴や10代出産など、生育期に発生事柄が現在
の生活の負荷になっていること、②稼働を阻害する要因が、母親の健康状態や学歴に
よる影響であること、③DV、児童虐待、非嫡出子の相関は強く、また、母親の健康状
態と子ども健康状態の関連も見出されたこと、こうした子どもを取り巻く生育環境に
よる世帯内のハンディが集中・累積し、被保護母子世帯が貧困の「担い手」となって
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貧困家庭の現実の生活実態に迫りつつ、子どもの貧困をめぐ
る問題がどのように認識され、どのような政策課題があるのか、あるいは具体的にど
のような支援が可能なのかといった支援のあり方についても議論を深めることを目的
としている。

2.親の雇用の劣化
(1)貧困と非正規雇用
日本の雇用は、1990(平成 2)年代の半ば頃から揺らぎはじめ、1995(H7)年には非正
規雇用が 1,000 万人(20.9%)を超え、2015(H27)年では 1,980 万人(37.5%)と非正規雇
用がほぼ倍増している。少数派のはずであった非正規雇用は、雇用者人口の 3 割を超
える存在になった。自らの選択による少数派であった非正規雇用が、柔軟型の雇用形
態により多様化し一般化したこと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てきたのは、自由な勤務形態
で気ままに働く労働者というよりは、福利厚生を含めた賃金等といった不利益を被る
労働者としての「労働問題」である。その当時の世代が親になる 2000(平成 12)年代
以降に子どもの貧困が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表 1 参照)。就業者の正規・非正規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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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比率を男女別にみてみると 57%が女性である。年齢区分からみた女性の非正規雇用
率は 15 歳～19 歳では 76.4%で最も高く、25 歳～29 歳では 36.6%と最も低い(図 1 参
照)。親の非正規雇用が拡大しはじめた頃から「ワーキングプア」という言葉がメ
ディアでも頻繁に取り上げられるようになった。まさに働いても生活に困窮する貧困
層の姿が浮かび上がった。
表 1 非正規労働者の現状
正規雇用
1995(H 7)年
3,779 万人
2005(H17)年
3,374 万人
2015(H27)年
3,304 万人

非正規雇用
1,001 万人
1,633 万人
1,980 万人

計
4,780 万人
5,007 万人
5,284 万人

出典:総務省統計局「労働力調査」1995 年、2005 年および 2015 年を基に筆者作成.

出典:総務省統計局「労働力調査」2014 年
図 1 就業者の正規・非正規構成比率

(2)貧困層の動向
生活保護受給者は、現在、過去最高の記録を更新し、2016 年 3 月 164 万世帯、216
万 4 千人と続伸している(図 2 参照)。生活保護受給者の増加は、労働政策上の規制緩
和が相次いで行われた 1993(平成 5)年以降からであり、非正規雇用者の増加とパラレ
ルな関係となっている。すなわち、非正規で働く親の雇用の劣化が、子どもの貧困の
要因となっていると言えよう。一生懸命働いても努力が報われないといった無気力さ
や閉塞感を抱かせる社会へと変容しつつある。循環型市場経済の中、柔軟型の働き方、
働かせ方として、非正規雇用が推し進められ、雇用の劣化にはどめがかかっていない。
むしろ、雇用状況は悪化する状況にある。格差社会が拡大しワーキングプアやボー
ダーライン層、生活保護受給者層など貧困の裾野が拡がってい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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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典: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保護課
図 2 被保護世帯、被保護人員、保護率の推移

3.「子どもの貧困」への視座
(1)背

景

経済格差が広がる中、相対的貧困率1は 1985 年の 12%から 2012 年には 16.1%に上昇、
6 人に１人が貧困状態にある。2016 年 3 月現在、保護受給者数は約 216 万人、保護受
給世帯数は約 163 万世帯と増加している。また、親の雇用の劣化により世帯収入が減
少し就学援助制度の利用が大幅に増加している。就学援助率は、1999(平成 11)年度の
7.9%から 2012(平成 24)年度の 15.6%と倍増している(大阪府 26.6%)。一方、厚生労働
省は、子どもがいる世帯の相対的貧困率(2009 年)を「大人が２人以上いる世帯」の世
帯員は 10.2%で、「大人が１人の世帯」の世帯員は 54.3%であると公表した(2007 年
国民生活基礎調査)。
貧困率の国際比較では、子どもがいる現役世帯で「大人が１人の世帯」の貧困率は
OECD 平均 30.8%で日本は 58.7% (2004 年国民生活基礎調査)と突出し、30 か国中最も
高い。とりわけ子どもの貧困率は、突出しており、OECD 諸国のなかで再分配後の貧困
率が高くなっているのは日本だけであり、子どもの貧困は政策から取り残されている。
多くの先進国においては、格差の拡大を防止する観点から保育・幼児教育の重要性
が注目され、学びの格差は、就学前の段階からはじままってい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
ある。先進各国は、小学校に入学する前の教育への早期介入政策を行っている。日本
では被保護世帯の貧困要因に焦点をあてた研究は、まだ緒についたばかりで研究蓄積
は限られている。研究はもっぱら事例研究が中心で、なかでも社会的不利益の世襲や
被保護母子世帯の貧困に関するデータに基づく実証的な研究は多くはない。先進各国

1生きるための最低限必要な食べ物等があっても、社会で普通に暮らしていくのに十分なお金がない状態

を「相対的貧困」と呼ぶ。相対的貧困率は、国民を所得順に並べて中央値の２分の一に満たないひとがど
のくらいいるかという指標。厚生労働省は、16.1%(2012)で６人に１人が貧困であることを公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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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は世代間の貧困連鎖についての研究は進んでおり、研究蓄積に基づく的確な貧困政
策が導入されている。
(2)先行研究と研究動向
保健福祉の現場ではさまざまな問題や課題を抱える事例の報告や調査研究も盛んに
行われるようになり、分析対象も貧困世帯から子どもへと広がりをみせ、子どもの貧
困が今日的課題となっている。子どもの貧困について、阿部(2005)は、福祉国家が直
面する政策課題の中でも最も重要な問題の一つであり、「機会の平等」という観点か
ら大きな格差や貧困状況は望ましくないと指摘している。また、岩田(2007)は、ホー
ムレスなど貧困や社会的排除にさらされる危険性が高い「不利な人々」の背後に低学
歴があると説明している。道中(2009)は、「保護受給層において自身の生育世帯も保
護受給世帯という世代間の貧困の連鎖がみられるとともに、保護受給層の多くが中卒
または高校中退と低位学歴であり、低位学歴が社会生活上のさまざまな困難に深く関
与している」と報告をしている。
多くの先進国においては、格差の拡大を防止する観点から保育・幼児教育の重要性
が注目されている。学びの格差は、就学前の段階からはじまっていることは周知の事
実となっている。各国は、小学校に入学する前の教育への早期介入政策を行っている。
アメリカの研究では、就学前教育を受けた子どもの方が受けなかった子どもより高校
中退率や所得、犯罪の分野でよい結果が確認されている。ニュージーランド教育省の
調査においても就学前教育を受けた子どもが 16 歳になった時の認知力や態度を調べた
ところ、計算と問題解決能力、社会性の効果が明らかにされた。こうした研究蓄積に
より子どもへの社会的投資の効果は、乳幼児期が最も高く年齢が上がるほど教育効果
は下がるという報告もある。
日本では、被保護世帯の貧困要因や自立に焦点をあてた実証的研究はまだ緒ついて
ばかりである。母子世帯の貧困問題は、単純に被保護母子世帯の被保護率が極端に高
く2、貧困に陥りやすいというだけでなく、子どもにとって幼少期の経済的不利益が、
学歴、健康面、住居、家庭環境、意欲、児童虐待など様々な面で社会的排除をもたら
し、貧困の要因となりう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阿部 2008、山野 2008、道中
2008）。
(3)貧困と健康問題
貧困の世代間継承に関する調査では、阿部彩(2006)3の「15 歳の生活状況がその後の
生活にも強い影響を与えている」ことの指摘や、保護の廃止世帯を分析した藤原・湯
沢(2010)4の報告がある。道中(2007)5は、A 市の生活保護受給層の 390 世帯(757 人)を
調査し保護受給世帯の 25.1%が親の貧困を世代間継承し、母子世帯の 40.6%の継承率や
10 代による出産が 26%、低位学歴 66%が見受けられることなど、社会的不利益が世代
間継承することを実証している。また、道中(2008)6は、B 市の保護受給母子世帯 214
2008 年度の生活保護の世帯保護率は 23.9‰であるが、母子世帯は 133.2‰であった（全世帯平均を大
幅に上回っている。（『生活保護と日本型ワーキングプア』p.78 ミネルヴァ 2009、国立社会保障・人口
問題研究所「生活保護の公式統計」）
3 阿部彩(2006)「相対的剥奪の実態と分析―日本のマイクロデータを用いた実証研究」『社会政策におけ
る福祉と就労』社会政策学会誌,第 16 号,法律文化社
4藤原・湯沢(2010)「生活保護世帯の世帯構造と個人指標」『社会福祉学』50 巻 1 号,2009 年 5 月
5道中(2007)「保護世帯層の貧困の様相」『生活経済政策』生活経済政策研究所,No.127,August
6道中(2009)再掲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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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帯(638 人)を調査し母の精神疾患罹患率 33.6%、10 代出産 25.7%、低位学歴 57.0%な
ど母子世帯の貧困の複合的な誘因と貧困の世代間継承に関する実態をデータにより明
らかにしている。引き続き、駒村・道中・丸山 (2010)7の B 市および C 市調査の解析
結果においては世帯の抱える問題として次のことを指摘している。母親の病気と子ど
もの病気の関係について、被保護世帯の母親の罹患率の高さは突出しているが子ども
の病気にも有意に相関関係があることや、DV 歴のある母親と子どもの虐待や非嫡出子
との関係など、非嫡出子と DV 経験のそれぞれが子どもの虐待経験と関係があることを
報告している。こうした独自調査により解明しようとする精緻な貧困研究の報告は、
メゾレベルの調査とはいえ政策的示唆を与える。

4.福祉機関と保健・医療機関等との連携
かつて、日本の家族構成は、三世代同居など大家族が多かったため、経験豊富な祖
父母が子育てに協力し知恵を伝承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兄や姉が幼い子の面倒を
みるなど家族全体で子育てを行う仕組みができていた。しかし、核家族、単独世帯な
ど三世代同居でみられたようなつながりが希薄化し家族機能が弱くなっている。
本研究の結果、子どもにとって幼少期の社会経済的不利益は、健康状態、住居、家
庭環境、生活環境、意欲、学歴などの面でさまざまな負の影響をもたらし貧困の世代
間連鎖の要因となりえ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経済的困窮の状況で若年妊婦が、望
まない妊娠を経て出産に至った経緯の中で乳児虐待という事件がしばしば新聞報道さ
れている。社会的経済的困難が重なった時に虐待のリスクが高くなることは先行研究
で明らかにされているが、特に医療的ケアの必要な心身障害児の場合にはさらに虐待
のリスクは増大する。周産期における「望まない妊娠」、「望まない出産」ではその
取り扱いの端緒として、市町村の保健センターや産婦人科、助産院などがある。最初
にアクセスできる関係機関の窓口において、こうした妊産婦の相談ができる体制の整
備が必要である。妊娠や出産を端緒とした医療機関等と福祉や保健の連携の必要性が
指摘されよう。福祉関係機関と保健・医療機関との連携および保健・医療機関の支援
体制の充実の重要性が喫緊の課題として浮かび上がってきた。調査の結果では、「で
きちゃった離別」「できちゃった不幸」といった事象が散見され、10 代の妊娠、出産
によるさまざまな困難な課題が浮かび上がっている。10 代出産の発生率は、2007 調査
(26.4%)、2008 調査(25.7%)、2010 調査(21.2%)と高い。虐待や離死別などで実の親と
暮らせない社会的養護の子どもたちのほとんどの場合は、乳児院や児童養護施設に措
置されるが新たな親子関係をつくる里親制度8を利用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ある。こ
の里親制度の委託率(2014)は、日本では 16.5%に過ぎない。里親制度の普及を図るた
め、厚生労働省は 2012 年度から「里親支援 SW」の配置を事業化している。里親支援
SW は、児童福祉司や社会福祉士などの資格を有する乳児院や児童養護施設の職員で児
童相談所と連携しながら里親宅を訪問して子育ての悩みを聞き必要に応じて助言する。
2014(平成 26)年度は児童福祉施設のほぼ半数の 325 か所に配置されている。このよう
に個別の事例を積み上げながら、里親になることへの重圧感の軽減や心理的ハードル
を下げ、委託率を上げることが期待される。スーパーハイリスクの子どもとして捉え
られる施設の子どもが、新たな里親家庭で育まれることで貧困の連鎖を断つことが期
7駒村康平・道中隆・丸山桂(2011)「被保護母子世帯における貧困の世代間連鎖と生活上の問題」『三田學

会雑誌』103 号 4 号,慶応義塾経済学会三田學会雑誌編集委員会
里親制度は、保護者のいない児童又は保護者に監護させることが不適当であると認められる児童(「要
保護児童」)の養育を里親に委託す制度である。平成 14 年９月 5 日付け厚生労働省令第 115 号により、里
親の種類は、養育里親、親族里親、短期里親、専門里親と定められている。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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待されよう。
児童虐待による死亡が最も多い産後１か月までの児童虐待の発生防止及び産後ケア
の充実のため、保健師や助産師の資質向上を図るとともに、妊産婦のためのリーフ
レット作成等により、産後の母子の健康や子育て支援を推進する必要がある。また、
思いがけない妊娠などにより、妊娠に悩む人が気軽に専門職員に相談ができるイン
ターネットのツールの活用による相談事業の展開も急がれる。

5.今後の課題
子どもの貧困が大人の貧困へと世代にわたって繰り返されないためには、どのよう
な政策、取り組みが必要なのだろうか。これまでの先行研究においても貧困と健康、
学力、所得、幸福度といった経路(path)は、解明されていない。貧困の世代間連鎖に
関する研究は、変数の移動状況を追跡する手法とパネル調査や生活保護受給者に対象
を限定した調査方法とがある。特に貧困と関連する児童虐待や健康問題などの領域に
おいては、研究手法として医学、心理学、教育、生育環境をはじめ住宅環境や地域・
近隣環境も含めた関連分野と協力した研究手法が不可欠となる。いずれの手法におい
ても、今後、政策的な示唆を得るため継続した貧困にかかわる要因の調査研究を推し
進め、研究蓄積に裏付け(エビデンス)された政策への展開が急がれる。子ども支援の
あり方を問う視座として、（1）子どもの成育環境が成長後にも影響を与えており、特
に被保護母子世帯においては世代間連鎖の可能性が高い、（2）貧困連鎖には未解明の
部分が多く研究蓄積の必要性、（3）子どもの教育の機会保障の観点から、教育の市場
化、学校選択制、多様な学校・学校制度の導入など受給層には不利益な「教育格差」
が認められ家庭の社会経済状況と学力、学歴達成との関係に関する調査研究を行う必
要性、（4）子どもの医療保障の観点から、貧困世帯の精神疾患をはじめとする病気や
虐待問題をめぐる「健康格差」については、医学や保健、心理学、教育などの隣接科
学との共同研究による調査研究を行う必要性、（5）子どもの教育格差、「差異」の裾
野の拡大、「不平等」への関心の高まりから子どもの戦略的な政策ビジョンの樹立な
どが考えられる。
こうした研究蓄積に基づく、プログラム開発、支援政策が行われるべきであるが、
その課題は少なくない。「子どもの貧困」をめぐる問題や課題は、短期的な効果を期
待することは難しい。そのため、長期的に一貫した方針による政策の継続が不可欠で
ある。子どもの貧困に関する政策は、これまでのような政治的な対立軸にすることな
く、国民全体で合意を得ていく必要がある。
【引用・参考文献】
岩田正美/西澤晃彦(2005)『貧困と社会的排除―福祉社会を蝕むもの』ミネルヴァ書房
駒村康平・道中隆・丸山桂(2011)「被保護母子世帯における貧困の世代間連鎖と生活上の問題」
『三田學會雑誌』103 巻 4 号,慶応義塾経済学会 pp.51-77
道中隆(2007)「保護受給層の貧困の様相」『生活経済政策』生活経済政策研究所, No.127, August 2007.
＿＿＿(2009)『生活保護と日本型ワーキングプア―貧困の固定化と世代間継承』ミネルヴァ書房.
＿＿＿(2013)「論点社会福祉 生活保護の制度改革への視座」『月間福祉―特集社協・生活支援活動強化
方針を読む』5 MAY,MonthlyWelfare 2013 第 96 巻第 6 号,全社協 pp.60-61.
＿ ＿ ＿ (2014) 「 低 所 得 者 の 住 ま い ― 自 立 支 援 の 視 点 か ら 」 『 月 間 福 祉 ― 特 集 高 齢 者 の 住 ま い 』 5
MAY,MonthlyWelfare 2015 第 98 巻第 5 号,全社協 pp.22-25.
＿＿＿(2016)『市政研究(春季号)―特集子どもの貧困 世代間連鎖を防ぐ支援を考える』第 191 号,2016.4
大阪市政調査会,pp.20-28.
＿＿＿(2016)『貧困の世代間継承―社会的不利益の連鎖を断つ』第２版,晃洋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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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아동을 둘러싼 빈곤과 학대
―그 실태와 대응에서―

미치나카 류우(道中 隆)
간사이(関西)국제대학교육학부
교수

1.서론
지금 일본은 소득 격차가 확대하여 생활이 곤궁한 세대와 워킹푸어등 저
소득층의 증가 등 큰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 가정은 경제적인 생
활상의 곤란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 심신의 부진과 같
은 건강 면에서 부전 등이 중복되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빈곤"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해야 할
초미의 정책 과제로서 클로즈업되고 있다.
전후 일본 사회 보장(Social Security)은 고용과 보험 원리를 기축으로, 공
적 부조를 비롯한 사회 복지와 공중 위생을 더하여 제도 설계된 것이다. 안
전망(세이프티넷트)로서의 사회보장은 종신고용제와 연공임금제의 붕괴, 고
령화와 저출산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 빈곤층의 가시화와 비정규직 고용에
의한 워킹 푸어의 증대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의한 컨트롤을 잃고 있다.
현재에서 사회 보장 제도는 이해(수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용><연금>
<의료> <개호> <주거> <복지>의 구멍은 제도에 대한 신뢰에 흔들림이 되어
생활의 불안과 더불어 살기 어렵게 되어있다.
국민 생활의 안심·안전을 위한 안전망의 요동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시점
에서 볼 수 있다. ① 고용의 빅뱅 ② 보험 원리의 구멍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③ 공적부조 제도의 구멍 ④ 저소득자의 거주지의 거주수준의 열
악함이다.
우선 첫번째로 일자리의 빅뱅은 노동법제의 연달은 규제완화에서 근로기
준을 잡아 내리는 결과가 되고, 비정규직의 일반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되었다. 비정규 고용의 불이익성은 워킹 푸어등 빈곤층 확대로 이어지고 있
다. 고용의 열화는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체념사회로 현대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번째, 보험 원리의 구멍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고용 악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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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험원리에 근거하는 사회보장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규
직 확대는 지역보험에 짐을 지게 하고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
자의 대폭 증가가 있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역보험 제도에 참입한다. 그
러한 사람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의 역진성에 직면한다. 국민연
금보험료 및 국민건강 보험료(세금)의 수납률 악화(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율
58.6%)과 보험급부의 증대에 따른 보험운영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그 결과,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의 의료 보장의 요동과 미가입 미납으로 80
만명의 무연금자, 저연금자의 확대가 우려된다.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안전망에서 흘러 나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응익부담으로 필요
한 개호이용을 자기억제하는 개호보험에서 배제의 가시화도 엿볼 수 있다.
세번째는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 제도의 구멍이다. 생활보호
의 역사와 보호의 『 2개의 신화 』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물가 작전> 이라는, 재무벡터에 중점을 둔 생활보호의 운용에 의한 위법적
인 보호의 억제, 법령 준수(Compliance)의 문제가 있다. "주먹밥이 먹고싶다"
는 메모를 남겼던<아사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마지막으로는 저소득 노인을 비롯한 생활 곤궁자의 거주지 확보와 거주
수준의 음질이다. 인간다운 생활·주거의 내셔널미니멈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주거는 모든 자립 지원의 기점이 된다. 임대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과잉
으로 거주의 수가 확보되어 있지만 적절한 주거로서의 수준, 질의 열화가 표
면화하여 삶에 있어서의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파견법등 노동법의 규제완화의 조류는 고용의 열악화에 박차를 가해
일본의 평생 직장이라는 구조를 붕괴시켰다. 고용의 퇴화는 비정규에서 일하
는 부모의 가난이 아이의 장래에 엄청나게 어두운 그림자를 짓고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생활보호 수급 가구와 워킹 푸어, 노숙자의 실태를 실증
적 조사 연구로부터 가난이 세대간로 계승되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다. 아이
들의 빈곤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어린시절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주거, 가
정 환경, 생활 습관, 의욕, 건강 상태, 학력 등의 면에서 다양하게 나쁜 영향
을 초래할 가난의 세대적인 계승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
사 결과 ①피보호 모자세대의 약 4할이 생육기에 생활 보호를 경험하고 있
으며, 저위학력과 10대 출산등 생육기에 발생 사안이 현재의 생활의 부하가
되고 있는 것. ②가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학력에 따
른 영향임. ③DV, 아동학대 또는 비적출자의 상관 관계는 강하고, 그 어머
니의 건강상태와 어린이의 건강상태의 관련도 발견된 것, 이러한 아이를 둘
러싼 생육 환경에 의한 세대 내에 핸디캡이 집중, 누적되고 피보호 모자세대
가 빈곤의 "주역"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빈곤가정의 현실 생활실태에 육
박하면서 어린이의 빈곤을 둘러싼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어, 어떠한 정책 과
제가 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깊어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부모 고용의 열화
(1)빈곤과 비정규 고용직
－

24

－

일본의 일자리는 1990(헤이세이 2)년대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
1995(H7)년에는 비정규직이 1,000 만명(20.9%)을 넘어 2015(H27)년에서는
1,980 만명(37.5%)으로 비정규직이 거의 배증하고 있다. 소수파이었던 비정
규직이 고용자 인구의 3 할을 넘는 존재가 됐다. 스스로 선택에 의한 소수
파였던 비정규직이 유연형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화되고 일반화됨으로써
밝혀지게 된 것은 자유로운 근무형태로 자유롭게 일하는 근로자라기 보다
는 복리후생을 포함한 임금등의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노동 문제>
이다. 그 당시의 세대가 부모가 된 2000(헤세이 12)년대 이후에 아이의 빈
곤이 주목 받게 되었다 (표 1 참조). 취업자의 정규, 비정규 구성 비율을
남녀별로는 57%가 여성이다. 나이 구분에서 본 여성의 비정규 고용률은 15
세부터 19 세가 76.4%로 가장 높았고, 25 세부터 29 세는 36.6%로 가장 낮다
(그림 1 참조). 부모의 비정규직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부터 <워킹 푸어> 라
는 말이 미디어에서도 빈번히 다루어지게 되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곤궁하는 빈곤층의 모습이 상부하게 되었다.
표 1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정규고용직
비정규고용직
계
1995(H 7)년
3,779 만명
1,001 만명
4,780 만명
2005(H17)년
3,374 만명
1,633 만명
5,007 만명
2015(H27)년
3,304 만명
1,980 만명
5,284 만명
출전 : 총무성 통계국<노동력 조사>1995 년 2005 년 및 2015 년을 토대로 필자작성.
15 세이상 취업자의 정규･비정규 구성 비율
(임원, 자영업자,가족종업자등 포함하지 안함)(2014 년)[여성]

출전 :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 조사> 2014 년
그림 1 취업자의 정규, 비정규의 구성비율

(2)빈곤층의 동향
생활보호 수급자는 현재,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2016년 3월 164만
세대, 216만 4천명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다(그림 2참조). 생활보호 수급자
증가는 노동정책상의 규제 완화가 잇달아 행해져1993(헤세이 5)년 이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평행하는 관계다. 즉, 비정규에서 일하는 부모의
고용의 열화가 아이의 빈곤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노력이
보답 받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폐색감을 갖게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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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시장경제에서 유연형으로 일하거나, 근무 방식으로 비정규직이 추진되었
으나 고용의 열악화를 멈추게하는 제동이 걸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용 상
황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다. 격차 사회가 확대하여 워킹푸어, 경계선층(보
더라인층), 생활보호 수급자층 등 빈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J 커브 곡선

출처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보호과
그림 2 피보호세대, 피보호인원, 보호율의 추이

3.「아동빈곤」의 관점
(1)배경
경제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율 1 은 1985 년 12%에서 2012 년에는
16.1%로 상승, 6 명에 한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2016 년 3 월 현재, 보호
수급자 수는 약 216 만명, 보호 수급 세대 수는 약 163 만 세대로 늘고 있다.
또 부모의 고용의 열화에 의한 세대 수입이 감소하여 취학지원제도의 이용
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취학지원율은 1999(헤세이 11)년도의 7.9%에서
2012(헤세이 24)년도의 15.6%로 배증하고 있다(오사카부 26.6%). 한편, 후생
노동성은 아이가 있는 세대의 상대적 빈곤율(2009 년)을 "어른이 둘 이상 있
는 세대"의 세대원은 10.2%로, "어른이 한명인 세대"의 세대원은 54.3%로
공표했다(2007 년 국민생활기초조사).
빈곤율의 국제비교에서는 아이가 있는 현역 세대에서 "어른이 한명인 세
대"의 빈곤율은 OECD 평균 30.8%로 일본은 58.7%(2004 년 국민생활기초조사)
으로 돌출하고, 30 개국 중 가장 높다.
1 살기 위한 최저한 필요한 음식 등이 있더라도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를 "상대적 빈곤"라고 부른다. 상대적 빈곤율은 국민을 소득 순으로 나열하여 중앙값의
2 분 1 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지표. 후생 노동성은 16.1%(2012)에서 6 명에 한명이
빈곤임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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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의 빈곤율은 돌출했으며 OECD 나라 중에서 재분배 후의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일본뿐이었고, 어린이의 빈곤은 정책에서 뒤쳐지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격차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보육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배움의 격차는 취학 전 단계부터 시작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교육의 조기 개입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에서는 피보호세대의 빈곤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막 시작된 직후로서 연구 축적은 한정되어 있다. 연구는 전적으로 사례 연
구를 중심으로, 특히 사회적 불이익의 세습과 피보호모자 세대의 빈곤에 관
한 데이터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선진 각국에서는 세대간의
빈곤 연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어, 연구 축적에 근거하는 적확한 빈
곤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2)선행연구와 연구동향
보건복지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나 과제를 안고 있는 사례 보고나 조
사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분석대상도 빈곤세대에서 어린이로
확대되어 어린이의 빈곤이 오늘날의 과제가 되었다. 아이의 빈곤에 대해서,
아베(阿部 2005)는 복지 국가가 직면하는 정책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큰 격차와 빈곤 상황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타(岩田 2007)는 노숙자 등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불리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저학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찌나카는(道中 2009)는 "보호수급층에서 자신의 생육 세대
도 보호수급 세대라고 하는 세대간의 빈곤의 연쇄현상이 보여지는 동시에
보호 수급층의 대부분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퇴와 같은 저위 학력이고,
저위 학력이 사회 생활상의 다양한 곤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라고 보고하
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격차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보육 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배움의 격차는 취학 전 단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국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교육의 조기
개입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취학 전 교육을 받은 아이가 받
지 않은 아이보다 고교 중퇴율과 소득, 범죄 분야에서 좋은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의 조사에서도 취학 전 교육을 받은 자식이 16 세가
됐을 때의 인지력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계산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성의
효과가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축적에 따른 자녀에게의 사회적 투자 효과는
유아기가 가장 높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
다.
일본에서는 피보호 세대의 빈곤요인이나 자립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
는 아직 서두에 불과할 뿐이다. 모자세대의 빈곤문제는 단순히 피보호모자
세대의 피보호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2 빈곤에 빠지기 쉬울 뿐 아 니라, 아이
에게 어린시절의 경제적 불이익이 학력, 건강, 주거, 가정환경, 의욕,아동 학
2

2008 년도의 생활 보호 세대 보호율은 23.9‰이지만, 모자세대는 133.2‰였다(전체 세대평균을
크게 웃돈다.(『 생활보호와 일본형 워킹푸어 』 p.78 미네르바 2009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 "생활 보호의 공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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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여 빈곤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아베 2008, 야마노(山野) 2008, 미찌나카 2008).
(3)빈곤과 건강문제
빈곤의 세대 간 승계에 관한 조사에서는 아베 아야(阿部彩 2006) 3 의 "15
세의 생활 상황이 그 이후의 생활에도 더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것의 지
적과 보호의 폐지세대를 분석한 후지와라·유자와(藤原・湯沢 2010) 4 의 보고
가 있다. 미치나카(2007) 5 는, A 시의 생활보호 수급층의 390 세대(757 명)을
조사하여 보호수급 세대의 25.1%가 부모의 빈곤을 세대간 계승하고, 모자세
대의 40.6%의 계승률과 10 대에 따른 출산이 26%, 저위학력이 66%로 알 수
있는 것 등 사회적 불이익이 세대간에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또 미찌나카(2008) 6 는 B 시의 보호수급 모자세대 214 가구(638 명)을 조사
하는 엄마의 정신질환 이환율 33.6%, 10 대 출산 25.7%, 저위 학력 57.0%등
모자 가구의 빈곤의 복합적인 유인과 빈곤의 세대 간 계승에 관한 실태를
데이터에 의해 밝혔다. 그리고, 코마무라·미찌나카·마루야마(駒村・道中・丸
山 2010) 7 의 B 시 및 C 시 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어머니의 병과 아이의 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피보호 세대의 어머니의 이환률의 높이는 돌출하고 있지만 아이의
병에도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DV 경력이 있는 어머니와 어린이 학
대나 비적출자와의 관계등 비적출자와 DV 경험과 각각 어린이 학대 경험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 조사에 의하여 해명하려고 하는
정밀한 빈곤연구 보고는 메조차원의 조사라고 하더라도 정책적 시사점을 준
다.

4.복지기관과 건강・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과거 일본의 가족 구성은 세세대가 동거하는 등 대가족이 많아, 경험 풍부
한 조부모가 양육에 협력하는 지혜를 전승할 수 있었다. 또 형이나 언니가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등 가족 전체가 육아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 단독세대 등 세세대 동거에서 나타남 것처럼 유대가
희박화 되어 가족 기능이 약해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아이에게 어린 시절의 사회 경제적 불이익은 건강 상태,
주거, 가정 환경, 생활 환경, 의욕, 학력 등의 면에서 다양한 나쁜 영향을 초
래할 빈곤의 세대 간 연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곤
3 아베 아야(2006) "상대적 박탈의 실태와 분석 ― 일본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 사회 정책의 복지와 취업 』 사회정책학회지 제 16 호, 법률 문화사
4 후지와라·유자와(2010)"생활보호세대의 세대구조와 개인 지표"『 사회 복지학 』 50 권 1 호,
2009 년 5 월
5 미치나카(2007)"보호 세대층의 빈곤의 양상"『 생활경제정책 』 생활경제정책연구소, No.127,
August
6 미찌나카(2009) 재게 2
7 코마무라 고헤이·미치나카 류우·마루야마 케이(2011)"피보호 모자세대에 있어서 빈곤의 세대간
연쇄와 생활상의 문제"『 미타마나부 회 잡지 』 103 호 4 호, 케이오기쥬쿠 경제학회 미타마나부회
잡지 편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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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의 상황에서 젊은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거쳐 출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유아 학대 사건이 자주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
움이 겹칠 때, 학대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선행 연구로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 의료적 관리를 필요로하는 심신 장애아의 경우에는 더욱 학대의 위험
성이 증대한다. 주산기때의 "원치 않는 임신","원치 않는 출산"에서는 그 취
급의 단서로서, 시읍면의 보건 센터, 산부인과, 조산원 등이 있다. 처음에 액
세스(접속)할 수 있는 관련기관 창구에서 이러한 산모들이 상담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임신과 출산을 단서로 하는 의료기관 등과 복지,
보건의 연계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복지관련 기관과 보건·의료 기관과의 연
계 및 보건·의료 기관의 지원체제의 충실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 올랐다.
조사 결과에서는 " 생겼어 이별"" 생겼다 불행"과 같은 현상이 발견되고 10
대 임신, 출산에 따른 다양한 어려운 과제가 부상되고 있다. 10 대 출산의 발
생률은 2007 조사(26.4%), 2008 조사(25.7%), 2010 조사(21.2%)에 의하면
높다. 학대와 이.사별 등으로 친부모와 살지 않는 사회적 양호를 필요로 하
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아동 양호 시설에 조치되지만
새로운 부자 관계를 만드는 수양 부모 제도 8 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 수양 부모 제도의 위탁률(2014)는 일본에서는 16.5%에 불과하다.수
양 부모 제도의 보급을 위하여, 후생 노동성은 2012 년도부터 "양부모 지원
SW"의 배치를 사업화하고 있다. 입양 지원 SW 는 아동 복지사와 사회 복지
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유아원이나 아동 양호 시설의 직원으로, 아동상
담소와 제휴하면서 양부모 집을 방문하고 육아고민을 듣고 그 필요에 응해
주며하고 조언한다. 2014(헤세이 26)년도에는 아동 복지 시설의 거의 절반
인 325 군데에 배치되었다. 이처럼 개별사례를 쌓으며, 수양부모가 되는 데
대한 중압감의 경감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위탁률을 높이는 것을 기대한
다. 슈퍼 하이리스크의 아이들로 파악되는 시설의 아이가 새로운 양부모 가
정에서 키우는 것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이 가장 많은 생후 1 개월까지의 아동 학대의 발생
방지 및 산후 조리의 내실화 때문에 보건사나 산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임산부를 위한 전단 작성등으로 산후의 모자건강과 육아 지원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또 뜻밖의 임신 등으로 임신에 고민하는 사람이 부담 없
이 전문직원에게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등의 도구 활용으로에 의한 상담
사업 전개도 시급하다.

5.향후과제
어린이 빈곤이 어른의 빈곤에서 세대를 걸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정
책 추진이 필요한 것인가.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도 빈곤과 건강, 학력, 소
득, 행복도라는 경로(path)는 규명되지 않았다. 빈곤의 세대간 연쇄에 관한
연구는 변수의 이동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과 패널조사나 생활보호 수급자로
8 수양부모 제도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요보호 아동")의 양육을 양부모에게 위탁하는 제도이다. 헤세이 14 년 9 월 5 일자 후생노동
성령 제 115 호에 의하면, 양부모의 종류는 양육수양부모, 친족수양부모, 단기양부모,
전문양부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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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한정한 조사 방법이 있다. 특히 빈곤과 관련된 아동학대와 건강문제
등의 영역에서는 연구 기법으로서 의학, 심리학, 교육, 생육 환경을 비롯한
주택환경과 지역, 근린환경도 포함한 관련 분야와 협력한 연구 방법이 필수
적이다. 어느 방법에서도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계속되는 빈곤과
관련된 요인의 조사연구를 추진, 연구 축적에 증명(증빙)된 정책에 대한 전
개가 시급하다. 그 관점으로 (1)아이들의 성육환경이 성장 후에도 영향을 주
고 있으며, 특히 피보호 모자세대에서는 세대간 연쇄의 가능성이 높다. (2)빈
곤연쇄에는 미해명된 부분의 많은 연구 축적의 필요성 (3)자녀 교육의 기회
보장의 관점에서, 교육 시장화 학교 선택제, 다양한 학교, 학교 제도의 도입
등 수급층에게는 불이익한 "교육 격차"를 인정 받은 가정의 사회 경제상황과
학력, 학력 달성과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 (4)아이들의
의료 보장의 관점에서, 빈곤세대의 정신질환을 비롯한 병이나 학대문제를 둘
러싼 "건강 격차"에 대해서는 의학이나 보건, 심리학, 교육등 인접한 과학의
공동연구조사등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 (5)자녀의 교육 격차, "차이"의 저변
확대, "불평등"에의 관심의 고조에서 아이들의 전략적인 정책 비전 수립 등
이다.
이러한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 과제는 적지 않다."아이의 빈곤"을 둘러싼 문제나 과제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관된 방침에 따른 정책의 지속이
불가결하다. 아이들의 빈곤에 관한 정책은 그동안 같은 정치적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서 합의를 얻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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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사례발표 / 종합토론

第14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14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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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虐待防止と貧困対策の
地域の子供の居場所

荘保

共子（しょうほ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理事長

ともこ）

こどもの里

１､子どものいのちを真ん中に据える居場所
～こどもたちの遊びと学びと生活の場「こどもの里」～
こどもの里には、０歳～１８歳の児童だけでなくこどもの里を卒業した大人たち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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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ってくる。
そこには、赤ちゃんの世話をする小、中、高生がいる。オムツを変える子、泣き
じゃくる赤ちゃんを抱っこしてあやす子、笑わせている子、ごはんを食べさせている
子がいる。障がいのある子の顔を拭いている子がいる。「こどもの里」で子育てを経
験している。みんなのために包丁を持ち、野菜を切って料理する幼児、小、中、高生
がいる。みんなで一諸にご飯を食べる。けんかしながら、汗かきながら、他の学校の
友だちと遊ぶ子どもたちがいる。幼児が遊ぶ側で、気を遣いながらボール遊びをする
子がいる。手話で話し合っている子がいる。社会を学ぶ学習会に真剣に取り組む子ど
もたちがいる。おにぎりを握り、野宿する人たちを訪問し「体大丈夫ですか？」と声
をかける子どもたち、「ありがとうね」との言葉に自信を息吹かしている子どもたち
がいる。
貧困の中、学校や家庭や社会がしんどくなって、傷ついた心を休めている子がいる。
寂しくって泣きに来る子。誰かに聴いてもらいたくて、誰かに喋りたくて来る子。ク
ラスのみんなの目が怖い、学校行かれへんとくる子。親が酔っぱらってるから逃げて
きた子。親が全部薬飲んでしまった心配やねんという子。警察来たから薬トイレにな
がしてから戸を開けた、お母ちゃん大好きやねんと泣く子がいる。
みんな、親から行けと言われて来ているのではない。子どもたち自身が自分から選
んできている。多様な子どもたちが集い混ざり合う、そんな混とんとした中で、子ど
も自身が育ちあっている。多様性が子どもたちの心身の育ちを豊かなものにし、自己
肯定感を育んでいるから。
「こどもの里」はそんな子どもたちが安心に過ごすことのできる「子どもの居場
所・空間・溜まり場」。
それだけでなく、子どもたちの親も子育てのしんどさの羽休めに来る。「ご飯お願
い」「今晩子どもを看て、子どもに手を挙げてしまいそう。」「かわいいのに、私を
いらいらさせる。なんで？」「入院することにした。その間子どもお願い」「この子
らに戸籍がない」と。子どもたちのくらしのしんどさの背後には、親のくらしのしん
どさがある。だから子どものくらしを守ることは親のくらしを守ることに連なる。親
も支え、親と共に子どもを育てている場、親子関係の修復の場にもなった。
雑多な子どもとおとなが集うこの「居場所・空間・溜まり場」は、おとなは子ども
たちの持つ「力」に驚き魅了され、子どもは「意味あるおとな」との出会いに安心と
夢を得、そこは、子どもとおとなが共に育ちあう、学びあう居場所である。
40 年の関わりから、これからの子どもの最善の利益を追求する地域密着型「居場所」
の在り方で欠かせない事を述べたい。
①子どもたちの生活圏に、安心で安全な居場所がある事
②子どもの暮らしに起こる様々な困難に、必要に応じて即応える事
③親子関係はもちろんのことその友達関係、子どもの生きる地域、学校をも切り離
させない多様な支援の在り方をもって、子どもの生活を包摂的に支援する事
④①～③のありようを通して、子どもの背後にある親の困難にも対応し、親を支え、
共に子育てできる安心・安全な居場所となる事
⑤貧困課題が蓄積された地域性の中で生み出された民間レベルの取り組みを端緒に、
中学校区単位の小地域ネットワークと専門機関や地域団体と幅広くつながる緩や
かな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ること
この地域での取り組みは、20 年以上のスパンで蓄積されており、子どもが親になる
プロセスを見渡すことができるまでに成長している。子どもの「いのち」真ん中に置
きを「生きている、ただそれだけで祝福される」そんな社会を作っていきた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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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こどもの里の理念☆★☆
(主要事業、関係する過去の実績、成果及び「こどもの里」の子どもたちの置かれて
いる状況、ニーズ等の現状認識)
大切にしたいこと(具体的になにをしてきたか、していきたいか)
釜ヶ崎の「生きる力をもった子どもたち」自身が作り出した場
①必要とする人は、誰でも利用出来る場であること 《安心な場》
釜ヶ崎及び近辺の子どもたち、乳児、幼児、小学生、中学生、15 歳以上、「健
常」児、「障がい」児、国籍などの区別なく、利用できる場である。
②遊び場、休息の場であること
《愛されているという実感があり、失敗しても大丈夫な自由な場》
遊びを通じて自分の能力を知り、自分に自信を持ち、自分自身と他者を大切に
することを手助けする場。
そして、青年達、保護者たちがホッと一息でき、ありのままの自分でいられる場で
ある
・日常の一人一人の遊びの助け
・夏、冬のキャンプ、ハイキング、子どもまつり、運動会、クリスマス会、乗馬セ
ラピー等イベントの計画
・子どもたち、保護者、こどもの里で育った人々がホッとできる休息の空間
③命こそ宝、正義と平和の学習の場であること
《生きているだけですばらしい、自信と自己尊重な場》
様々な家庭環境の中で、幼いうちから背負いきれないほどの重荷を負わされている
子どもたち。その子どもたちが、自分たちが住む釜ヶ崎とういう地域を知り、釜ヶ崎
とそこに生きている自分と仲間に向けられる偏見、差別や軽視、そこから起きる矛盾
や様々な問題と自ら闘い、打ち砕く事の出来る人になるよう助け、自分と同じように
抑圧されている人たちにも心をはせる場である。
●学習会や他の集会に参加することにより
学校では教えてくれない大事なこと、社会の中で抑圧されている人たちのことを学
び社会や世界の本当の現状を知り、自分の生き方を見つめ直す機会を作る場である
＊学習会を通して…イベントに参加したり、研修旅行で現地に行き、その他の人々
と交流する機会を提供(フィリピン、タイ、アイヌモシリ、在日生野研修、沖縄、ドイ
ツ・ポーランド)
＊特にフィリピン ブハリン地方の草カードを作る青年グループと出会い、友だち
となり交流が継続している。(90、93、95、97、00 年に訪問) 彼らの自立を支援する
●夜回りにより
日雇い労働者に対しての差別や偏見をなくし、また労働者との出会いによって自分
も相手も一人一人が大切な存在であることに気付き、自尊心を回復し、人を大切にし
ていく場である
＊野宿せざるを得ない人たちへの子どもたちの襲撃が多発する中、夜まわりを通じ
て野宿を強いられている労働者と直接出会い、話す機会を提供
＊“人を人として”あるため、社会を観る視点を育てる機会を提供
＊夜まわりを通して…全国各地の小学生、中学生、高校生たちへと拡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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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からの社会を担う若い人たちに釜ヶ崎の現状を知らせ、自分自身と自分たち
の社会を見つめ直す機会を与える場となる
④利用する子どもたちや保護者の抱える様々な問題を受け入れられる場であること
《受け止めてくれる人がいる場》
＊次のステップに進むための生活相談ができる場であると同時に、緊急非難ができ
る場である
＊何かあった時にも安心して利用でき、その解決のために協力しあう
＊切迫した状況には、速やかに対応する
●心身ともに健康でいることができるための生活習慣獲得への手助け・生活相談
＊就学保障…不就学児の就学手続き援助、専門学校や短大進学の資金援助
＊不登校、家出、「非行」、子育て相談
＊外国人親子…定住許可ビザ獲得の援助、離婚調停や国籍獲得の支援
＊「障がい」児及び幼児の送迎援助
＊生活権の保障(夜まわりで出会った高齢者、子ども、家族)
…住居獲得の資金援助、生活保護の手続き
＊貧困相談：生活費の援助…生活費援助の場の提供（内職、バザー手伝い）
●緊急避難一時宿泊の場の提供…家族一家（サラ金、倒産）
・母子（暴力）・子ども（家出、自立、出産）
⑤より弱い立場の友だちと社会の谷間に置かれている友だちと、共に助け合って生
きていける場であること
《必要な生活の場、仕事の場等、新しい福祉地域文化を創造する場》
必要に応じて、その人に必要な生活の場を協力して創り出せるように。
・「障がい」児とその家族とのかかわりと支援
・国籍の違う子どもや親とその家族とのかかわりを支援
・働く場のない青年たち、また「障害」者の自立・社会参加の手助け
＊仕事に役立つ知識や能力を身につける機会をつくる
＊働ける場を創り出していく
＊グループホーム・・地域生活支援事業をする
・子どもの生活の場の提供、里親委託先…里子の受け入れ
…大阪市家庭養護寮<2001.8.1～>
…ファミリーホーム (小規模住居型児童養育事業)<2010.3.1～>
…自立援助ホーム（児童自立生活援助事業）‹2016．5．～›
これらのことを通して、子ども自身が「無条件に遊んだり、学んだりできる権利が
あるんだ」、「差別されず働ける権利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感じ、負い目なく、
子どもらしく、人間らしく生きていけるように願い日々活動しています。
現在、地域で、こどもの里で育った青年たちがジュニアリーダーとして働いている
ことは、子どもたちを理解する上でもプラスになっています。傷ついた分だけ人への
思いやり、優しさは、子どもたちの心を包み込んでいます。また、逆に子ども達は、
大人達の疲れた心、乾いた心を癒してくれています。
また、「こどもの里」ＯＢ、ＯＧの二世たちが、またこどもの里を利用しにぎわっ
ていることは、誇りに思っ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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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虐待予防と子どもの貧困対策の共通基板
★子どもの権利保障の視座
2007 年国連総会で子どもの貧困の強力な定義が採択された。
「子どもたちが経験する貧困の特殊さにかんがみ、子どもの貧困とは、単にお金が
ないというだけでなく、子どもの権利条約に明記されているすべての権利の否定と
かんがえられる」
★地域を基盤とした包摂的支援
★子どものライフステージに即した切れ目のない支援
★各区の要保護児童等対策地域協議会の、子どもの顔の見える実務者会議と支援

４、地域・まちを子どもたちの居場所に
子どもの「ちから」を支える 3 つの条件
①意味ある他者との出会い(自分の気持ちをちゃんと聴いてくれる大人との出会い)
②安心できる場と関係がある事（ありのままの自分を受け入れてくれる場）
③子どもを支えるシステム(制度)
その裏付けとなる理念が国連「子どもの権利条約」である。社会的排除を是正(公平
性)し、子どもの意思が尊重されることが権利として認められる社会、つまり『子ども
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のために「子どもの権利条約」に基づく法律・子どもの予
算・意思決定の仕組みを自治体において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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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荘保

共子（しょうほ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理事長

ともこ）

こどもの里

学歴・経歴
兵庫県宝塚市で育つ。
聖心女子大学卒業後、教会の青年活動の中で釜ヶ崎の子どもたちと出会う。
1977年，学童保育「こどもの広場」を開設、
1980年，西成警察南横に移設し「こどもの里」と改称。
子どもの遊び場と生活の場を軸に、大阪市留守家庭児童対策事業、大阪市地域
子育て支援拠点事業、小規模住居型児童養育事業「こどもの里ファミリーホー
ム」、児童自立生活援助事業（自立援助ホーム）、生活・子育て相談・緊急一
時保護・宿泊事業、エンパワメント事業、虐待防止・貧困対策等の自主事業に
取り組む。
1986年度より毎年１月～３月の毎土曜日、野宿者を訪問する「こども夜まわり」
を開催。釜ヶ崎の子どもの人権擁護に７名の専従スタッフとボランティアと共
に取り組み現在に至る。
西成区要保護児童対策地域協議会今宮中学校区座長。
わが町にしなり子育てネット代表。里親。
子どもの権利条約関西ネットワーク副代表。
一般社団法人「ホームレス問題の授業づくり全国ネット」理事。
一般社団法人日本ファミリーホーム協議会近畿ブロック代表。
2015年度より「特定非営利活動法人 こどもの里」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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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학대방지와 빈곤예방대책을 위한
지역아동들의 쉼터

쇼우호 토모코（荘保

共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어린이의 마을
이사장

1.아이의 생명을 한가운데로 소중히 둘 수 있는 곳
~아이들의 놀이와 배움과 생활의 장소 "어린이의 마을"~
어린이의 마을에는
한 어른들도 온다.

0세~18세

아동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마을을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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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아기를 돌보는 초, 중, 고등생의이 있다. 기저귀을 바꿔주는
아이들, 우는 아기를 안아주며 달래주는 아이들, 웃겨서 재밌게 해주는
아이들, 밥을 먹여주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 주고 있는 아이가 있다. "어린이의 마을"에서 육아를 경험하고 있다.
모두를 위해서 부억칼을 들고
야채를 썰어가며 요리하는 유아, 초, 중,
고생이 있다. 모두 같이 밥을 먹는다. 싸우기도하며, 땀 흘려가며 다른 학교
친구들과 아이들도 있다. 유아들이 있는 쪽에서 조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공
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 수화로 대화하는 아이가 있다. 사회를 배우는
학습회에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이 있다. 주먹밥을 만들고 노숙자들을
방문하며 "몸 괜찮아요?" 하고 말을 거는 아이들, "고맙네"라는 말에 자신을
안도시키는 어린이들이 있다.
빈곤 속에 학교나 가정, 사회가 힘들어져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쉬는 아
이들이 있다. 외롭고 서운하다고 울고 오는 아이. 누군가가 드어줬으면 하
고, 누군가에 게 말하고 싶어 하는 아이. 반 친구들의 눈이 두렵워서 학교
에 못가는 아이들. 부모가 술에 취해서 도망 온 아이. 부모가 약을 전부 먹
어버렸다고 걱정이라고 하는 아이. 경찰이 와서 약을 화장실에 버리고 나서
문을 열었다, 우리엄마 많이 좋아한다며 우는 아이가 있다.
모두 부모가 가라고 해서 온 것은 아니다. 아이들 자신이 스스로 택해 온
다.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뒤섞이고 그런 혼돈의 와중에서 어린이 자신들
스스로 양육하며 커 나가고 있다. 다양성이 어린이들 심신의 발육을 풍부하
게 하고, 자기 긍정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마을 "은 그런 아이들이 안심하게 지낼 수 있는 " 어린이의 주거
장소 위치, 공간, 집합의 장".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도 육아의 고단함에서 날개를 펴서 쉬기 위
해 온다. "밥 부탁" "오늘 밤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에게 손을 들어 버릴 지도
모르겠네...."
" 예쁜데도...나를 짜증나게 한다. 왜? " "입원하기로 했으니
까 그 사이에 아이를 부탁한다 " "이 자식들한테는 호적이 없다" 라고. 아
이들의 생활이 힘든 배후에는 부모의 생활이 어렵고 고단함이 있다. 그래
서 아이의 생활을 지키는 것은 부모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를 도와 지지하여 그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곳, 부자관계의 복원
의 자리도 되었다.
잡다한 아이와 어른이 모인 이 "주거지 ·공간, 집합장소"는, 어른이 아이들
이 갖고 있는 "힘" 에 놀라고 매료되어, 아이들은 "의미있는 어른" 과의 만
남에 안심과 꿈을 얻고, 거기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성장하고, 배워 나가
는 장이다.
40년의 기간을 거쳐, 금후 앞으로,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밀착형 "거처" 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싶다.
①아이들의 생활권에, 안심하고 안전한 거처가 있는 것
②아이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어려움속에, 필요에 의해 즉시 응할 수
있는 것
③부자관계는 물론, 그 친구관계, 아이들이 사는 지역, 학교를 떨어지게 하
지는 않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활을 포섭적으로 지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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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①~③의 진상을 통해서, 아이의 배후에 있는 부모의 어려움에도 대응하고
부모를 도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안심·안전한 거처가 되는 일
⑤빈곤과제가 축적된 지역성 속에서 만들어진 민간 차원의 노력을 단서로,
중학교구 단위의 소지역 네트워크와 전문기관이나 지역단체와 폭넓게 이
어지는 완만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
이 지역에서의 대처는 20년 이상의 폭으로 축적되었고, 아이세대가 부모
가 되는 프로세스를 볼 수 있기까지 성장했다. 아이들의 <생명>을 한가
운데 소중히 놓고, "살아 있다, 단지 그것만으로 축복받고 있다" 그런 사
회를 만들어 가고싶다.

2.☆ ★ ☆ <어린이들의 마을> 이념 ☆ ★ ☆
(주요사업, 관계하는 과거의 실적, 성과 및 "어린이의 마을"의 아이들이 처
한 상황, 니즈등의 상황 인식)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왔는가, 해 가고 싶은가)
카마가사키의 "살아 가는 힘을 가진 아이들" 자신이 만들어 낸 자리
①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장소임《안심하는 것》
카마가사키 및 부근의 아이들,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15세 이상,
"정상"아, "장애"아, 국적등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②놀이터, 휴식 공간임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이들고, 실패해도 괜찮은 자유로운 곳》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자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돕는 자리.
그리고, 청년들, 학부모들이 한숨 놓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
을 수 있는 곳이다
・일상에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의 놀이 도움
・여름, 겨울 캠프, 하이킹, 어린이 축제, 운동회, 크리스마스회, 승마 치료
등 이벤트 계획
・아이들, 보호자, 어린이의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
③생명이야말로 보물, 정의와 평화의 학습장임
《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훌륭하다, 자신과 자기존중의 자리》
다양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릴때부터 짊어지지 못할 만큼의 큰짐을 짊어
지게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사는 카마가사키라는 지역을 알게
되고 카마가사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과 동료에게 향해 오는 편견, 차
별과 경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싸워 나가고 ,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 자신과 똑같이 억압된 사람들에게도 마
음을 날리는 곳이다.
●학습회나 다른 집회에 참여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중요한 것,
사회에서 억압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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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사회나 세계의 진짜 상황을 알고 자신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장이다
＊학습회를 통하여…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연수여행으로 현지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필리핀, 태국, 아이누모시리, 재일
이쿠노연수, 오키나와, 독일, 폴란드)
＊특히 필리핀, 부하린지방의 풀카드를 만드는 청년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친구가 되고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90,93,95,97,00년에 방문) 그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야간 순회를 통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또 노동자와의 만남으로 자
기도 상대방도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존심을 회복시키
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장소이다
＊노숙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아이들 습격이 다발하는 가운데, 야간순회
를 통하여 노숙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직접 만나서, 말할 기회를 제공
＊ "사람을 사람으로서" 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관점을 기를 기회를 제공
＊야간 순회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들로 확대
된다.
＊앞으로 사회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카마가사키의 현사정을 알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사회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이 된다.
④이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보호자의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곳임《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있는 자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생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이자, 긴급 피난
이 가능한 장소이다
＊무슨일이 생겼을 때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며, 그 해결에 서로 협력한다.
＊절박한 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한다
●심신 모두 건강하고 있을 수 있도록 생활 습관 획득에 도움과, 생활 상담
＊취학 보장… 불취학 아동의 취학 절차 수속지원, 전문학교와 단기대학진학
의 자금 원조
＊등교 거부, 가출, "비행", 육아 상담
＊외국인 부모자녀… 정주허가 비자 획득의 원조, 이혼 조정과 국적 획득을
지원
＊ "장애" 아동 및 유아의 송영 원조
＊생활권 보장 (야간순회에서 만난 고령자, 어린이, 가족)
…주거 확보의 자금 지원, 생활보호의 수속절차
＊빈곤 상담 : 생활비 지원…생활비 원조의 장소 제공 (부업, 바자행사 도우
미)
●긴급 피난 임시 숙박 장소 제공… 가족일가(사채업, 도산부도)
・모자(폭력) ·자녀(가출, 자립, 출산)
⑤더 약한 입장의 친구들과 사회의 응달에 놓인 친구와, 같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장《필요한 생활의 장, 일터 등, 새로운 복지 지역 문화를 창조하
는 장》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의 장을 협력하여 창출할 수 있도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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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와 가족들과의 관계와 지원
・국적이 다른 아이나 부모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또는 "장애"인의 자립, 사회 참가에의 도움
＊일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능력을 몸에 익힐 기회를 만든다
＊일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그룹홈. . 지역생활지원사업을 한다.
・어린이들의 생활장소의 제공, 양부모 위탁처 …양자녀의 수용
…오사카시 가정 양호 기숙사<2001.8.1~>
…패밀리홈(소규모 주거형 아동 양육 사업)<2010.3.1~>
…자립 지원 홈(아동 자립 생활 원조 사업)‹ 2016.5.~›
이들을 통해서, 아이 자신이 " 무조건으로 놀거나,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느끼며, 부담 없이, 어
린이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바라며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어린이의 마을에서 자란 청년들의 청소년 리더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프라스가 되고 있습니다. 상처 받은 만
큼, 사람에 대한 배려, 상냥함은 아이들의 마음을 감싸 주고 있습니다. 또 반
대로 아이들은 어른들의 피곤한 마음, 매마른 마음을 달래 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의 마을 " OB, OG의 2세 들이, 다시 어린이의 마을을 이용하여
번창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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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대 예방과 어린이의 빈곤 대책의 공통 기판
★ 아이의 권리 보장의 관점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어린이의 빈곤이 강력한 정의로 채택됐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린이 빈곤은 단지
돈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어린이 권리 조약에 명기되어 있는 모든
권리의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포섭적 지원
★ 아이들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입각하여 끊임없는 지원
★ 각구역의 요보호 아동등 대책 지역 협의회,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는 실무
자 회의와 지원

4, 지역·동네, 거리를 아이들의 자리(거처)로
아이들의 "힘" 을 뒷받침하는 3가지의 조건
①의미있는 타인과의 만남(자신의 마음을 잘 들어 주는 어른과의 만남)
②안심할 수 있는 곳과 관계가 있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 줄 곳)
③아이들을 뒷받침하여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제도)
그 뒷받침이 되어 증명되는 이념이 유엔 "어린이의 권리 조약" 이다. 사회
적 배제를 시정(공평성)하고, 어린이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권리로서 인정
되는 사회, 즉 『 아이에게 좋은 동네 만들기 』를 위해 "어린이 권리 조약"
에 근거한 법률 · 아이들을 위한 예산 · 의사 결정의 구조를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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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쇼우호 토모코（荘保 共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어린이 마을
이사장

학력･경력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출신.
성심(聖心)여자대학 졸업후, 교회 청년회 활동중에 카마가사키의 어린
이들과 만남.
1977년, 학동보육 ”어린이 광장”을 개설,
1980년, 니시나리(西成) 경찰서 남쪽옆으로 시설을 이전하여 ”어린이
마을”로 개칭.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의 장소를 중심으로 오사카시 부재
(不在)가정 아동대책사업, 오사카시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 소규모주거
형 아동양육사업 ”어린이 마을 패밀리홈”, 아동자립생활 원조사업(자립
원조홈), 생활･육아상담･긴급일시보호･숙박사업, 엔파워먼트사업, 학대
방지･빈곤대책 등의 자주사업에 주력해옴.
1986년도부터 매년 1월~3월의 매주 토요일, 노숙자를 방문하는 ”어린
이 야간 순찰”을 개최. 카마가사키 어린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7명의
전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와 함께 현재까지 활동중.
니시나리구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이마미아(今宮)중학교구 좌장(座
長).
우리마을 니시나리 육아네트대표. 위탁부모.
어린이 권리조약 간사이네트워크 부대표.
일반사단법인 ”홈리스 문제 수업만들기 전국네트” 이사.
일반사단법인 일본패밀리홈협의회 킨키(近畿)블록 대표
2015년부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어린이 마을”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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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森と木地域児童センター 貧困児童の虐待

玉

敬

元（オク・キョンウォン）

韓国地域児童センター連合会
代表

機関 : 社会福祉法人
1) 地域児童センター

森と木地域児童センター

紹介

地域児童センターは､放課後の世話が必要な児童が､自分の福祉ができるように助け
て､子供たちが生きやすい家庭と地域社会を作っていくことを支援する機関です。児童
福祉法に基づいて運営され､大体所得水準が低い家庭(中位所得100%以内)の児童が利用
しています。地域児童センターでは､主に児童の安全な保護と給食を提供し､放課後､宿
題や水準別学習、日常生活をうまくできるように助けます。また、情緒的な支援や多
様な文化活動、そして地域社会とともに児童福祉活動を展開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
地域児童センターは全国に4,102ヶ所が運営されており、全体で109,661人の児童が利
用しています。 この中法的保護対象児童は､37%ほどになります。
2) 森と木地域児童センター

紹介

'森と木'の名前には､国家の未来であり希望である児童(木)が成長して健康な社会
(森)を作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子供たちをよく育てることが､すなわち、健康な社
会を作るという価値を立て､2007年8月、世話を必要とする児童がたくさん住んでいる
他世帯住宅密集地域のソウル市、江東区、岩寺1洞で始まり、現在は放課後の世話対象
児童35人が利用しています。
3) 森と木地域児童センター 活動
児童の声と権利に耳を傾けて児童のための、児童による、児童のセンターで位置づ
けようと“モクソリ（木の音・声）オウルリム（オウル林・仲よく）”を進めていま
す。これは学生の自由な意思を尊重するドイツのサマーヒルスクールのように児童の
自由な意志決定をセンター運営の最優先原則にし､彼らが属した共同体で自由を享受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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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的な過程を通じて共に共同体を変化させられるようにするのです。“モクソリオ
ウルリム”は､児童がセンターのプログラムと財政までも共有して､児童自治会議の子
供リーダーが主軸となって参加しています。 私たちは児童の選択権と自発的な参加を
強調しているが､毎月、児童自治会議で翌月のプログラム計画に対し議論する自発的会
議が成り立っていて､さらに評価にも参加しています。実際に子供たち自ら全体的な財
政を把握し､その中で進行できるプログラムに対する意見収集と一緒に集まる時間にそ
の収集された意見を協議、調整して結果を作り出しています。また、プログラムの一
部門も直接進めてみることで責任感と所属感を高めるだけでなく､これによる参加率も
非常に高く現れています。このように自助的で､民主的な参加の過程は､児童自ら創意
的な方法を考え出す力を育てるようにし､いろいろ多様な意見を一つに集める技術も習
得することになります。また、児童自治会意義リーダーは､意思伝達体系を明確に知る
ようになって討論する方法と説得の技術、そして各自に与えられた役割と責任の重要
性を認識することになります。 HP ; http://www/hjy.kr/c0001
4) 貧困児童の虐待 事例紹介
対象者 : 李** 嬢 (16 歳, 現 19 歳)
2013年度当時､この児童と会った時､私たちは児童の家庭と貧困、そして父親から受
ける家庭暴力と放任に対して､問題中心のロジックモデル順に進めてきました。慎重な
性格を持つセンター職員は､地域内でさらにはCSIだと呼ばれる程度に'正確性'と'具体
性'を確保してこそ問題解決ができると考え､問題の事情に対して非常に詳しく情報を
収集しました。それを刺激した動機は､地域内他の会議で不正確な情報を公開して信頼
性に疑問を持つようにした経験のためでした。それでこの情報が正確なのか、何を逃
しているのか、心理情緒的要因は何であり､原因となった背景は何か、精神分析次元で
医者はどのように判断するのかなど綿密に調査しました。そして毎月進められた事例
会議で､子供の問題に対して議論しました。多くの人々は､このような私たちの努力に
いつも称賛し､何かの成果を成し遂げたように満たされました。人々もよく集まって､
何か格好良く仕事をするようだったが､実状は、時間が過ぎるほど､利用者の問題が解
決されるどころか､人材、財政、連係資源だけ無くなりました。 実地で問題の前に解
決のない空回転だけしていました。
当時、李嬢が中学校3学年の時に会いました。相談先生の依頼で相談室の後方で一
人でスマートフォンを触っていました。子供の家庭状況と問題、世話の限界性に対し
て話を交わしました。子供に対する第一印象は､"あ! 完全に世間ずれしている問題児
なんだな!' このように子供に対する先入観と問題意識を持って､初めての対面をし､
冷淡な子供の視線を後にしたまま、書類を取りまとめて本格的な査定作業を始めまし
た。子供の同意を得たり､関係の過程は次善に先送りしたまま、問題青少年に対してど
のように介入するか? 問題の原因は何か? など､診断し始めました。家系図と生態図を
描きながら分析し､介入を通じて子供に無言の暴力を始めたのも知らないままです。
“自殺未遂はどうしてしたの?”
“援助交際はどうして始めたの?”
“お父さんは､何の仕事をしているの？ なぜ、お父さんは家に帰ってこないの？ どん
な時に暴力をふるうの？ 二番目のお母さんは､なぜ、家を出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
かったの？”
正確な情報が､正確な治療をできるという病理的接近の信念で､私たちは熱心に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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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分析しました。ある子供の人生の柔らかい
肉と固まった肉を事例管理という名前が付けら
れた手術刃物で一つ二つずつえぐり取って出て
くる苦痛の膿と共に痛みの癌の塊りを根元まで
除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一念で、実績の
様式紙面の上に解剖された事由一つ一つを広げ
始めました。図のとおりにです。
このような仕事を当事者は､学校の相談先生
に、担任先生と公共機関社会福祉士に、そして精神科医師まで、あたかも検事の前に
立った囚人のように自身の痛くて鋭敏な部分を一つ一つ話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
た。私たちは､またその一員になって'なぜ?'という質問でまた一度､烙印を押したので
す。振り返ってみれば思春期の少女にあまりにも苛酷な暴力でした。
このように一年の間､資源連携、相談、家出する習慣を直してみようと努めたが､解
決の糸口は見られなく､いつも元のままでした。相談する時には､何とかなることのよ
うに見えても家庭に戻ったらいつも元に戻るのでした。高等学校に進学してからは､す
べての相談者と別れることになって､問題が極限に達しました。見慣れない人たちに
“私は問題児だ!”という見えない名札を書類の前後に埋めたまま進学したのです。そ
の間､関係が結ばれた体系まで切れて､子供は非常に混乱しました。進学した学校は､地
域でも最も勉強のできない子供たちが行く学校という烙印もあり、すぐ手のほどこし
ようもない彷徨が始まりました。一年間のすべての努力と誠意がこもった塔が崩れる
瞬間であり、子供がどこにいるのか探すこと自体が難しくなりました。その時から私
たちは､解決中心で考えを変えることにしました。問題中心の反省をし､構成員も説得
しようと既にしてきた観点を変えるということ自体が冒険のようでした。他の見方を
すれば､することを全てしてみたから最後の方法だ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
"人は皆寝るじゃない。君も寝るはずなのに、朝､目を開いてみると奇跡が起こったの
よ。 本当に驚くことだけど。君が朝､目を開いて最も大きい奇跡が起こったとすれば､
何が変われば奇跡が起こって言えるだろうか?"
子供はこのように話した。“分かりません!”
“私が本当に気になってそうするのに､万一、朝起きて奇跡が起こったことを見れば､
何が変われば､奇跡が起こったと言えるだろうか?”
“私は夜に遊んで朝寝ます!
夜に遊ばないと。なぜ寝ますか？”
“奇跡ですって? 私が死ぬんです! あ、どんなに死ねば良いだろうか?" 対話になり
ませんでした。
“それでも、人が望む願いがあるじゃないの?
朝寝て夕方に起きたといって.....
起きてみて､何が変われば奇跡が起こったと言えるだろうか?”
“分かりません”、“何度言えばいいの？ うまく死ぬのが願いなのに?
子供は､私に不満があるかのように、引き続き尋ねた質問に当てこすり始め､私は率直
な気持ち、とても気分が悪くなり始めました。 俗に言葉で“頭の血も乾かなかった
やつが。（子供くせに）”
数日後、面談で私たちは子供に質問を変えてし始めました。
“万一、学校生活を1点から10点まで点数をつけるなら､学校生活は何点だろうか?" "2
点です!"
"あ、そうだね、学校がとても嫌いで0点も付けることができるし、かろうじて1点も付
けられるのに2点も付けた理由があると思うが､何が君に、2点を付けるようにした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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ろうか?"
"男友達です! その子がちょっと私を好きです。学校行かなければ、彼のママに怒られ
るので学校に行ってこそ会えるの。"
"あ、そうだね。君も男友達を秘かに好きなようだね? そう、人はみな誰かを好きだっ
たりまた愛される時､本当に気分が良くない?"
"そうです!"
"それでは、2点から何が少し変わったり良くなれば3点になれる?"
“うん、スマートフォンを学校で取り上げなかったらいいです。友達連絡もできなく
て......”
“それでは、学校でスマートフォンを取り上げなかったら､何が少し変わるかな?”
“授業時間に妨害だけしなければいいじゃない？ 授業時間に分からないのにじっとし
ていれば気が狂うよ。友達にメールしたり、静かにゲームをすればあまり退屈しなく
てよいじゃないですか？”
“そうだね。 授業が退屈だとその時間に他の意味のあることでもしたいのだよね?”
“当然ですよ!”
“それでは、その時間に本当に君がしたい意味あることをすればどうだろうか?”
“なぜですか? 授業しなくてもいいんですか？”
“そうしたことではなくて、担任先生の考えはどうか､一度聞いてみれば良いね!”
このような過程の中で､学校担任先生と面談を始めました。無意味な授業時間にス
マートフォンも触ることができなく､拷問にあっていると感じる子供のために何か違っ
たこと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他の方法はないのかなど、互いに協調的に相談しま
した。子供が好きなのと上手なことを探してみることにしました。数日後面接で小学
校4学年の時、ピアノ コンクールで入賞した経験があったことを聞いて、これを主題
で再び面接を始めました。
“本当なの? 君がピアノ コンクールに入賞までしたの？”
“本当ですよ”
“わー! 本当にすごい。大部分はピアノが嫌になって止める人が多いのに、コンクー
ルで入賞までしたとすれば本当に上手だという話だが、わー! 君にこんな素敵な魅力
があるんだね!”
“私がちょっと～”
“それでは、またしてみるつもりはあるの? その実力を腐らせるのは惜しいじゃな
い。”
“お金がどこにあります? 貧しくて止めたのに!”
“そうだね。 興味もあって上手なのに､お金のために止めたんだね。それでも本当に
君、とても偉い。 感心だ!”
“感心だ...って?” (子供が目を上げてじっと見つめました。)
“ほんと、感心だとは、生まれて初めて聞きます。 聞いてみればとても気持ち良いで
す。”
“いや、本心だ! とても感心だ。 本当に泥の中で宝石を探した気分だ!”
“どうだ、一度してみるつもりない？”
“お金は......”
“心配しなくていい! 宝石はきちんと手入れして、よく磨いてこそ光る。 どこにでも
転がせておけば使えないよ”
このように始まったピアノは､地域で名のある学院塾の助けで無償支援してくれま
した。 頻繁な欠席、援助交際、男子学生らと夜道をふらつき酒とタバコと家出を日常
茶飯事だった子供が､ある日突然変わり始めたのです。 もちろん、その過程に相変わ
らず父親の暴力と卑劣な言葉、何度かの家出もありましたが､そのような中でもピアノ
－

51

－

学院は一日も休まなかったのです。
“ほんと、私が自分で計画をしてみたんです。見ますか？”
スマートフォンに保存された数
十人の援助交際対象男性たちの電
話番号と夏に家出して屋上で寝て
蚊に噛まれた傷跡や何日も服も着
替えないで匂いまで出ていたた幼
い高等学校1学年の女子学生、学校
不適応に自殺未遂3回、さらに学校
でも険しいニックネームを持った
子供が､ある日センターに飲み物1
本買ってきて､プレゼントしてくれ
て見せた計画表を見ると目がしら
が熱くなりました。
今は､自らの意志で心臓の鼓動
打つのを感じていました。
“私、今から勉強します。 担任の先生が､国語が上手だといったので、東国大学校国
文学科を目指します。これは、私たちのクラス時間割ですが、今度の中間考査で一生
懸命に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わー! そうだね、**は､どうしてこんなに立派な
の？ 記念で君が好きなスパゲッティ奢りたいんだけど。どう? 先生が出すから。”
“はい、良いです。”
数ヶ月後、子供は相変らず暴力的な父親の元でもよく耐え抜いていました。突然変
わった子供の姿に子供の父親も何日の間少し逆上し逆風を迎えました。家で何があっ
たのか､センターを訪ねてきた父親は､"他人の話をよく聞くのを見ると、ひょっとして、
あなたも援助交際したのではないの?"といいながら大声でけんか腰でした。“子供に
何をしたのか?”と､話しもできなようにしました。これにより事例は終結しましたが､
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子供は､父親が実用音楽を習えと他の学院塾に登録をし
てくれ､お小遣もくれるというのです。家族自らが､立ち上がる力を得たのです。“も
う一人でもうまく出来ます。”という話を後にして戻りました。貧困と虐待、その渦
中にあった子供は､大学を入学し、今自らの人生をよく切り開いて行っています。この
父親の詭弁は､私たちが失敗したと語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却って私たちが持続的に
介入するよりも父親自ら子供と共に自分の福祉の主体になった良いケースだと考えら
れます。私たちはこれが真の社会事業だと考えます。
そうです。 貧困と虐待、それにより挫折の図を描いてきたある貧困児童の虐待と
放任から､自分の人生を主導的なエネルギーで立ち上がるように助ける社会事業を通じ
て森と木地域児童センターで経験したHappy endingを伝えながら､もう一度社会事業家
としての自負心を共に感じ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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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玉

敬

元

（オク・キョンウォン）

韓国地域児童センター連合会
代表

学

歴
最終学歴 大学院卒 (1.Ministry.Div) (2.社会福祉学
崇實大学校 社会福祉大学院

経

碩士)

歴
NGO韓国地域児童センター連合会 事務局長 (2004.04～2006.12)
NGO韓国地域児童センター連合会 代表 (2007.01～現在)
(ソウル·水原) 森と木地域児童センター 代表 (2007～現在)
ソウル市教育庁 江東教育福祉センター 代表 (2016～)
福祉法人 シャーローム分かち合い共同体 韓国代表 (2009～現在)
社会福祉法人 セヨン財団 社外理事 (2013～現在)
ソウル市立 ノウォン区青少年修練館 運営委員 (2015年～現在)
ソウル市江東区 自動親和都市 推進委員 (2016年～現在)
江東区青少年相談センター CYS-net実行委員会 副委員長 (2014～現在)
江東区社会保障実務協議体 児童青少年分課長 (2013～現在)
保健福祉部 地域児童センター 評価TF委員 (2014～2016)
総理室傘下政務業務評価委員会 国政課題評価委員 (2014)
KOICA 海外奉仕団 講師 (2014～現在)
ソウル特別市 東部技術教育院 発展委員会 委員

資格証
社会福祉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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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숲과나무지역아동센터 빈곤아동의 학대

옥

경 원（玉 敬 元）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기관 : 사회복지법인_숲과나무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 소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자기 복지를 이루도록
돕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개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중위소득
100% 이내)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로 아동
들의 안전한 보호와 급식을 제공하고 방과 후 숙제 및 수준 별 학습, 일상생
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서적 지원이나 다양한 문화 활동, 그
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아동센터는 전국에 4,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109,661명의 아동들
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적 보호 대상 아동들은 약37% 가량 됩니다.
2) 숲과나무지역아동센터 소개
'숲과 나무'의 이름에는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나무, 木)들이 성장하
여 건강한 사회(숲, 林)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
우는 것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가치를 세우고 2007년 8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 가구 주택 밀집 지역인 서
울시 강동구 암사1동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방과 후 돌봄 대상 아동 35명
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숲과나무지역아동센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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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목소리와 권리에 귀 기울여 아동들을 위한, 아동들에 의한, 아동
들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木소리 어울林”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
생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독일의 섬머힐 학교처럼 아동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센터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
에서 자유를 누리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
께 하는 것입니다. “木소리 어울林”은 아동들이 센터의 프로그램과 재정까
지도 공유하고 아동 자치회의의 어린이 리더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아동들의 선택권과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매달,
아동 자치회의에서 다음 달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발적 회
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평가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스스로 전체적인 재정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
한 의견 수집과 함께 모이는 시간에 그 수집된 의견을 협의, 조정하면서 결
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도 직접 진행 해 봄
으로써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참여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조적이며 민주적인 참여의 과정들은 아동들
스스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는 힘을 기르게 하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기술들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 자치회의의 리더들은
의사전달 체계를 명확히 알게 되어 토론하는 방법과 설득의 기술, 그리고 각
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HP ; http://www/hjy.kr/c0001
4) 빈곤아동의 학대 사례소개
대상자 : 이** 양 (16세, 현19세)
2013년도 당시 이 아동과 만났을 때 우리는 아동의 가정과 빈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가정폭력과 방임에 대해서 문제 중심의 로직 모델 순서
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신중한 성격들을 가진 센터 직원들은 지역 내에서 심
지어 CSI라고 불리 울 정도로 '정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문제 사정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정보를 수집했습
니다. 그것을 자극하였던 동기는 지역 내 다른 회의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공
개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게 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
보가 정확한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심리 정서적 요인은 무엇이며 원인이
된 배경은 무엇인지, 정신분석 차원에서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등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매 월 진행되던 사례회의에서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우리의 노력에 늘
칭찬해 주었고 무언가를 성과를 이룬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사람들도 잘 모
이고 뭔가 멋지게 일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의 문제
가 해결되기는커녕 인력, 재정, 연계 자원만 소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지
로 문제 앞에 해결 없는 공 회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양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의뢰로 상담실
뒤편에서 홀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고 아이의 가정상황과 문제들, 돌봄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에 대한 첫 느낌은 "아! 완전 발
－

55

－

랑 까진 문제아로구나!' 이렇게 아이에 대한 선입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
대면을 했고 냉담한 아이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서류들을 챙겨 본격적인 사
정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동의를 얻거나 관계의 과정들은 차선으로 미
룬 채, 문제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도와 생태도를 그려가며 분석했고 개입을 통해
아이에게 무언의 폭력을 시작한 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살시도는 어떻게 하게 된거니?”
“원조교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거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지? 왜,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시지? 어떤 때 폭
력을 쓰시지? 두 번째 엄마는 왜, 집을 나가야만 했지?”
정확한 정보가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병리적 접근의 신념으로 우리
는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한 아
이의 인생의 보드라운 살과 굳어진 굳은
살을 사례관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수술
칼로 하나 둘씩 도려내어 터져 나오는 고
통의 고름과 함께 아픔의 암 덩어리를 뿌
리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실적의
양식 지면 위에 해부 된 사연 하나 하나
를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사자는 학교 상담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과 공공기관 사회
복지사들에게, 그리고 정신과 의사선생님까지, 마치 검사 앞에 선 죄수처럼
자신의 아프고 예민한 부분을 낱낱이 이야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그 일원이 되어 '왜?' 라는 질문으로 또 한 번의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사춘기 소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일 년 동안 자원연계, 상담, 가출하는 습관을 고쳐보고자 애썼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언제나 제자리였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뭔가
될 것처럼 보였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면 늘 제자리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는 모든 상담자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낯
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는 문제아다!”라는 보이지 않는 명찰을 서류 앞뒤에
꽉꽉 메운 채로 진학 한 것입니다. 그 동안 관계가 맺어졌던 체계마저 끊겨
아이는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진학한 학교는 지역에서도 가장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는 낙인도 있었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방황 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년 간의 모든 노력과 공든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아
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는 해결중심
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제중심의 반성을 했고 구성원들도 설득하
려 기존에 해 오던 관점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것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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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두 잠을 자잖아. 너도 잠을 잘 텐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 글쎄
기적이 일어난 거야. 정말 놀랍게도 말이야. 네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면 기적이 일어났다 말할 수 있을
까?"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몰라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일, 아침에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 걸 본다
면 무엇이 달라졌다면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저는 밤에 놀고 아침에 자요! 밤에 놀아야죠, 왜 자요?”
“기적이요? 제가 죽는 거죠! 아,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대화가 되지 않았
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바라는 소원이 있잖니?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고 하
고.....
일어나보니 무엇이 달라지면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몰라요”, “몇 번 얘기해요? 잘 죽는 게 소원이라니까요?
아이는 내게 불만이 있는 듯, 계속해서 묻는 질문에 빈정대기 시작했고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몹시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속에 말로 “머리에 피
도 안 마른 것이.”
며칠 후, 만남에서 우리는 아이에게 다르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학교생활을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로 말한다면 학교 생활은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2점이요!"
"아, 그렇구나, 학교가 너무 싫어 0점도 줄 수 있고 간신히 1점도 줄 수 있
는데 2점이나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너로 하여금 2점을
주게 했을까?"
"남자 친구요! 걔가 쫌 저를 좋아하죠. 학교 안 가면 계네 엄마한테 혼나니
학교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너도 남자 친구를 은근 좋아하는가 보구나? 맞아 사람은 다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랑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니?"
"그렇죠!"
"그럼, 2점에서 무엇이 조금 달라지거나 좋아지면 3점이 될 수 있을까?"
“ 음,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안 빼앗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연락도 못하
고......”
“그럼,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으면 뭐가 좀 달라질까?”
“수업시간에 방해만 안 하면 되잖아요? 수업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냥 가만히 있으면 미치죠. 친구한테 문자도 하고 조용히 게임도 하고 덜 지
루하잖아요?”
“그렇구나. 수업이 지루하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의미 있는 것이라도 하고 싶
은 것이로구나?” “당연하죠!”
“그럼, 그 시간에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왜요? 수업 안 해도 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담임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면 좋겠구
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무의미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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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스마트폰도 만지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를 위
해 무엇을 다르게 해 볼 수 있을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 서로 협조적으
로 의논하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을 찾아보기로 했습니
다. 며칠 후 면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아노 콩쿨에서 입상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고 이것을 주제로 다시금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정말이
야? 네가 피아노 콩쿨에 입상까지 했었어?”
“정말이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대부분 피아노 하다 실증 내고 많이 그만두는데, 콩쿨
입상까지 했다면 정말 잘했다는 얘긴데, 와! 너한테 이런 멋진 매력이 있구
나!”
“제가 쫌~”
“그럼, 다시 해 볼 생각은 있니? 그 실력 썩히기 아깝잖아.”
“돈이 어디 있어요? 가난해서 그만뒀는데!”
“그렇구나. 흥미도 있고 잘하기도 하는데 돈 때문에 그만 뒀었구나. 그래도
참 너, 너무 대견하다. 대견해!”
“대견...... 하다고요?” (아이가 눈을 치켜 뜨고 계속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쌤, 저는 태어나서 대견하다는 소리를 첨 들어요. 듣고 나니 너무 기분 좋
아요.”
“아냐, 진심이야! 너무 대견해. 정말 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은 느낌이야!”
“어때, 한번 해 볼 생각 없어?”
“돈은......”
“걱정 말고! 보석은 잘 다듬고, 잘 닦아야 빛이 나거든. 아무데나 굴리면 쓰
나?”
이렇게 시작된 피아노는 지역에서 이름있는 학원의 도움으로 무상 지원해
주셨습니다. 잦은 결석, 원조교제, 남학생들과 밤거리를 어울려 다니며 술과
담배와 가출을 밥 먹듯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
다. 물론, 그 과정에 여전한 아버지의 폭력과 막말, 몇 번의 재 가출도 있었
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피아노 학원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 쌤,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 봤는데 함 볼래요?”
스마트폰에 저장되었던 수십
명의 원조교제 대상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여름철 가출 해
옥상에서 자면서 모기에 물린
흉터며 오랫동안 옷도 못 갈
아입어 냄새까지 나던 어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학교
부적응에 자살시도 3회, 심지
어 학교에서도 험한 별명을
가졌던 아이가 어느 날 센터
에 음료 선물을 한 통 사와서
먹으라며 함께 보여주던 계획표를 보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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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스스로 의지를 작동하기도 하고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
니다.
“저 이제 공부 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국어를 잘한다고 했는데 동국대학
교 국문학과로 꿈을 정했어요. 이거 우리 반 시간표인데요, 이번 중간고사에
열심히 해 보려고 해요.” “와! 그렇구나, **는 어쩌면 이렇게 기특하니? 기념
으로 네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사 주고 싶은데. 어때? 선생님이 한 턱 쏠게.”
“네, 좋아요.”
수개월 후, 아이는 여전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었습
니다. 갑자기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아이 아버지도 며칠 동안 조금 상기 되
었는데 역풍을 맞았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센터에 찾아온 아버
지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보니 혹시, 당신도 원조교제 한 거 아니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어떻게 한 것이냐?”며 통
화도 일절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례는 종결되었지만 끝은 아니었
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실용음악을 배우라고 다른 학원에 등록을 해 주었
고 이제는 용돈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스스로가 일어설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뒤로하고 돌아갔습
니다. 빈곤과 학대, 그 소용돌이 속에 있던 아이는 대학을 입학했고 지금,
스스로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궤변은 우리가 실
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기
보다 아버지 스스로 아이와 함께 자기 복지의 주체가 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곤과 학대, 그것으로 인해 좌절의 그림을 그려 나갔던 한
빈곤 아동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자기 삶을 일으켜 주도적인 에너지로 일
어서게 돕는 사회사업을 통해 숲과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 경험한 Happy
ending을 이곳에 전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사업가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느
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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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フアミリーホームの開設とこれから

石井

勲（いしい

いさお）

フアミリーホーム「やわらぎの家」
ホーム長

１．フアミリーホームの開設
フアミリーホーム（以下、ＦＨとする）は、2009（平成21）年4月に施行された改正
児童福祉法で法制化されました。法律上では、「小規模住居型児童養育事業」と記述
されている。第２種社福祉事業として位置づけされた。この事業は、家庭環境を失っ
た子どもを里親や児童養護施設などで子育てを経験した養育者が、その住居で家庭的
な雰囲気の中で養育することである。5～6人の子どもを児童相談所から預かり、その
子ども同士が支え合う相互作用を活かしながら基本的な生活習慣や対人関係など社会
的な生活技術を学ばせ、社会的自立への準備を進めていくことである。
私が運営しているＦＨは、「やわらぎの家」と称し、社会福祉法人が経営する児童
養護施設に所属している。養育者は、石井勲と公子の夫婦と養育補助者として3人の保
育士がスタッフとして配置されている。対象児童は、3歳の幼児から18歳の高校生まで
で、家庭で保護者に養育されない者や虐待を受けた者である。住居は、大阪市東住吉
区内の一軒家（木造3階建）を借用して生活を営んでいる。場所は、住宅地であり通学
する小中学校は近くにある。
運営費は、児童養護施設と同様に措置費（子どもの生活に要する事業費と職員の人
件費にあたる事務費）が支給されているが、開設後6ケ月は定員6人分が支給され、そ
の後は毎月初日の入所人員の分だけが支給されている。
私がＦＨをはじめた動機は、40年間にわたって大舎制の児童養護施設で仕事をして
きた。大舎制による集団生活では、いかなる生活形態や方法を用いても子ども一人ひ
とりの個性に応じた対応は困難である。個人の要求を満たすことは困難であるととも
に、子どもと大人（職員）の関係性を形成しにくいのである。このたび新しい制度と
して国の方針として組み入れられたので、家庭的な温もりの中で子どもを育てたいと
思い、高齢者ながら挑戦することになった。

２．ＦＨ「やわらぎの家」の現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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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わらぎの家」は開設後 4 年 6 カ月をむかえた。現在、幼児 1 名、小学生 2 名と
中学生 2 名の 5 人で男子ばかりである。平成 27 年 3 月までには高校生が在所していた
が高卒後就職した。入所理由は、保護者の様々な理由のために養育困難になったもの
である。中には小学３年から３年間も不登校で通学していなかった者もいる。従って
学習の習慣がない者や算数が全くできない者もいる。食事でも魚や野菜は食べない者
もいる。
ホームの生活日課は、午前 7 時に起床して朝食をとり通学する。帰宅後はリビング
でくつろぎ、おやつを食べてから宿題をする。夕食は 6 時から、みんな揃って食卓を
囲み、食事をしながら会話もしている。午後 7 時から入浴して 9 時から 10 時の間に就
寝する。土曜、日曜日や祝日は 8 頃に起床してあまり時間に左右されない生活をする。
地域の少年野球チームに所属しているものや学校のバスケット部に所属して練習に行
く者もいる。近くにある長居公園に友だちと遊びに行くことが多い。ゲーム（ＤＳ）
の使用は、土曜日の午後 7 時から 9 時までとしている。ゲームはリビングで一緒にす
ることにしている。
スタッフ（職員）は、石井夫婦が専任養育者となって家事、教育、遊びなど生活の
全てを担っている。養育補助者として 3 人の保育士（女子）が買い物、調理、洗濯掃
除などの家事を行う。スタッフの呼び方は、石井夫婦は「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
ん」、他の者はＡさん、Ｂちゃん、Ｃちゃんと呼び、親しみやすい言い方にしている。
スタッフは、法人が経営する児童養護施設の職員として採用されて、施設の就業規則
に従っているが、ホームの家庭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独自の勤務時間制を作成して子
どもの生活を援助している。
また、スタッフの給与は、施設の給与規定に従って支給されている。

３．わが国のＦＨの現状
制度化して 6 年目を迎えたのであるが、ＦＨの開設数は、全国的に順調に増加して
いる。平成 22 年は 53 カ所であったが、平成 23 年には 126 カ所となり、平成 24 年
には 177 カ所となった。平成 25 年 10 月 1 日現在（別表を参照）、218 カ所となり在
籍者は 961 人となった。大阪市は 7 カ所、大阪府は 5 カ所である。大阪の場合は、里
親をされていた方がＦＨを開設された方が多いのである。平成 25 年では、私のような
施設経験者がＦＨを開設したのは 1 カ所であった。近年、児童養護施設によるＦＨの
設置が少なからず進められているため、施設の小規模化として増えると思われる。た
だし、ＦＨの本質は、夫婦の家庭に子どもを迎え入れて家庭生活を体験させることで
あるとするならば疑問があると思われる。
平成 24 年 4 月に「里親およびＦＨ養育指針」が策定され、「家庭養護」の位置づ
けに合わせた児童福祉法施行規則の改正とＦＨ実施要綱の改正により、ＦＨの理念と
要件が明確にされました。ＦＨは、児童を養育者の家庭に迎い入れて養育を行う家庭
養護であるという理念を明確化する。ＦＨは、里親を大きくしたものであり、施設を
小さくしたものでないという位置づけである。この養育指針の背景には、養育里親を
長年経験された方がたどりついた新しい制度であること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要するに、家庭を失った子どもに家庭生活を与えるという重要なことを里親の善意に
甘えていたのである。
「里親およびＦＨ養育指針」はハンドブックがあるので参考にしていただきますが、
項目の要点は、「家庭養護の個別化」「発達の保障と自立支援」「回復を目指した支
援」「家族との連携・協働」「継続的支援と連携アプローチ」「ライフスタイルを見
通した支援」と記述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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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ＦＨのこれから
今、一番思うことは、子どもを育てることは楽しいことで充実感があるということ
である。ただし、体力と精神力が伴わないと継続しにくくなる。私は、この 4 年間に
入院治療をする病気を 3 回しました。80 歳という高齢者であるから当然かもしれない
が、疑似家庭で子どもを養育するのにストレスをためてしまうのである。5～6 人の子
どもであるが、数の問題ではなく、一人ひとりの問題点が見えてくるために対応の仕
方を考えさせられるのである。虐待された子どもは、反抗、無気力、無視、いじめな
どがあり、その対応には苦慮する。子育てには、アメとムチが必要と言われているが、
甘えさせると付け上がって勝手な行動・態度をする。厳しく注意すると意気消沈して
おとなしくなってしまう。児童養護施設のような集団生活では体験できない家庭の温
もりの中で毎日過ごすことが子どもの成長には絶対に必要であることを味わっていま
す。
全国の統計として、親による養育が難しい子どもの主な受け皿としては、里親が
4,731 人、ＦＨが 1,172 人であり、乳児院や児童養護施設のような集団養護を受けて
いるのが 40,326 人となっている。（別表、厚生労働省が 2016 年 4 月に把握した数）
家庭で親によって養育されない子どもが増えている現状において、児童養護施設に入
所している児童が、28,183 人である。施設を小規模化して家庭的な環境を作ることが
求められているが、根本的には家庭生活の温もりは体験できないのである。
里親が増えない現状では、ＦＨを充実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緊急の課題であるこ
とを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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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石井

勲

（いしい

ファミリーホーム
ホーム長

いさお）

「やわらぎの家」

学歴・経歴
1957 年 3 月 大阪社会事業短期大学 社会事業科卒業
1957 年 4 月から 2001（平成 13）年 3 月まで。
社会福祉法人 高津学園（児童養護施設）勤務
児童指導員～副園長
2002 年 4 月から 2004 年 3 月まで。
大谷女子大学 教育福祉学部 特任教授
2005 年 4 月から 20014 年 3 月まで。
名古屋学芸大学 ヒューマンケア学部 特任教授

著

書
「養護原理」編共著 1982 年～2006 年 ミネルヴァ書房
「養護内容の理論と実際」編共著 2007 年 ミネルヴァ書房
「社会的養護入門」編共著 2013 年 ミネルヴァ書房

役

職
日本ソーシャルワーカー協会 常任理事・機関誌編集委員長
大阪ソーシャルワーカー協会 副会長・事務局長
里親を支援する会大阪 理事長
社会福祉法人 リーベリー福祉会（守口中央こども園）副理事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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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패밀리홈의 개설과 앞으로

이시이 이사오（石井

勲）

패밀리홈「야와라기노 집」
홈장

1.패밀리홈의 개설
패밀리홈(이하, FH)은 2009년 4월에 시행된 개정아동복지법으로 법제화되
었다. 법률상에서는 ”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2
종 사복지사업으로 규정됐다. 이 사업은 가정 환경을 잃은 아이를 입양과 아
동양호시설 등에서 육아를 경험한 양육자가 거주지에서 가정적인 분위기속
에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사업이다. 5~6명의 아이들을 아동 상담소에서 맡아,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상호 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대
인 관계 등 사회적 생활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
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FH는 ”야와라기노 집”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아동양호시설에 소속되어 있다. 양육자는 이시이 이사오와 키미코 부부, 양
육 보조자로 3명의 보육사가 스태프로서 배치되어 있다. 대상 아동은 3세
유아부터 18살 고등 학생까지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방치한 아이나 학대를
받은 아이이다. 거주지는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내의 주택(목조 3층건물)
를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다. 장소는 주택가로 통학하는 초･중학교가 가까이
에 있다.
운영비는, 아동양호시설과 다르게 조치비(아이들의 생활에 필요한 사업비
와 직원 인건비인 사무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개설 이후 6개월은 정원 6명
분이 지급되고, 이후 매달 첫날의 입소 인원의 분량만 지급되고 있다.
내가 FH를 시작한 동기는 40년간 대사제(大舎制 아동시설형태중 하나. 숙
사 한동의 정원이20명이상의 대규모 아동 시설)의 아동양호시설에서 일을
해왔다. 대사제 시설의 집단 생활에서는 어떠한 생활 형태나 방법을 사용해
도 아이들 개개인의 개성에 맞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아이들과 어른(직원)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나라의 방침으로서 도입되어 가정적인 온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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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이들를 키우고 싶어 적지않은 나이지만 도전하게 됐다

2.패밀리홈 “야와라기노 집”의 현황
“야와라기노 집”은 개설된지, 4년 6개월이 되었다. 현재 유아 1명, 초등학
생 2명과 중학생 2명의 5명으로 모두 남자아이들이다. 2015년 3월까지는 고
등학생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했다. 입소 이유는 보호자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 어려워져 입소하게 된다. 그 중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3년간이나 등교 거부를 했던 아이도 있다. 그래서 학습 습관이 없는 아이,
산수를 전혀 못하는 아이도 있다. 식사도 생선과 야채는 먹지 않는 아이도
있다.
홈의 생활 일과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간다.
귀가 후는 거실에서 쉬면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한다. 저녁은 6시부터 다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눈다. 오후 7시부터 목욕을 하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 취침을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8시쯤에 일어나서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낸다. 지역 야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나 학교 농
구부에 소속되어 연습을 다니는 아이도 있다. 근처에 있는 나가이공원에 친
구들과 놀러 가는 경우도 많다. 게임기(DS) 사용은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
시까지이다. 게임은 거실에서 다함께 한다.
스태프(직원)는 이시이 부부가 전임 양육자로 가사, 교육, 놀이 등 생활 전
반을 책임지고 있다. 양육 보조자인 3명의 교사(여자)가 쇼핑, 요리, 세탁 청
소 등 집안 일을 한다. 스태프의 호칭은 이시이 부부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직원들은 친근하게 이름으로 부른다. 스태프는 법인이 경영하는 아동
양호 시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시설의 취업 규칙에 따르고 있지만, 홈의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근무 시간제를 적용하여 아이들의 생
활을 지원한다.
또한 스태프의 급여는 시설의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3.일본의 FH현황
제도화된지 6년째이지만, FH의 개설 수는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53곳이었지만, 2011년에는 126곳으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177곳으로 증가 하였다.
2013년 10월 1일 현재(별표 참조) 218개소로 재적인원이 961명이 되었다.
오사카시는 7곳, 오사카부는 5곳이다. 오사카의 경우는 위탁부모의 경혐이
있는 사람이 FH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13년에 나와 같은 시설 경
험자가 FH를 개설한 경우은 단1곳이었다. 최근 아동 양호 시설에 의한 FH
의 설치가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 시설의 소규모화 형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H의 본질이 부부 가정에 아이를 데려와 가정생활을 체험시키
는 것에 있다면 의문점이 생길것이라 생각된다.
2012년 4월에 ”위탁부모 및 FH양육지침” 이 책정되어,”가정 양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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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맞는 아동 복지 법 시행규칙 개정과 FH실시요강의 개정으로 FH의 이
념과 요건이 명확해졌다. FH은 아이들을 양육자의 가정에 맞이해 양육하는
가정양호라는 이념을 명확히 한다. FH은 위탁부모제도를 확대시킨 형태로
시설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양육지침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양육위탁부모 경험을 통해 도달한 새로운 제도임을 이해해야 한다. 요컨대
가정을 잃은 아이에게 가정 생활을 돌려주는 중요한 일을 위탁부모의 선의
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다.
“위탁부모 및 FH양육지침”은 핸드 북이 있어 참고가 가능하지만, 항목
의 요점은 ”가정양호의 개별화” ”발달보장과 자립지원” “회복을 위한 지원”
“가족과의 연계·협동” “지속적 지원과 연계접근” “라이프 스타일을 내다본
지원”으로 기술되고 있다.

4.FH의 앞으로
지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충실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체력과 정신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쉽지않다.
나는 최근 4년간 입원 치료가 필요 한 병을 3번 앓았다. 80세의 고령의 나
이로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FH에서 아이들를 키우며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다.
5~6명의 아이이지만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 한명의 문제점이 보일때마
다 대응방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대받은 아이는 반항, 무기력, 무시,
따돌림 등이 있어, 그 대응에 고심하게 된다. 육아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
하다고 말하지만, 당근만 준다면 버릇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 엄하게
주의를 주면 의기소침하여 소극적이 된다. 아동양호시설과 같은 집단 생활에
서는 체험할 수 없는 가정의 따스함 속에 하루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는 꼮 필요하다고 느끼고있다.
전국 통계로,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아이의 주요 대책은 위탁부모가
4,731명, FH가 1,172명이며, 유아원이나 아동양호시설 같이 집단 보호을 받
고 있는 아이가 40,326명이다. (별표, 후생노동성2016년 4월 조사결과) 가정
에서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양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28,183명이다. 시설을 소규모화하여 가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 생활의 온기는 느낄 수 없는 것이
다.
위탁부모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FH를 발전시키는 것이 긴급 과제임
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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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시이 이사오 (石井 勲)
패밀리홈
홈장

“야와라기노 집”

학력・경력
1957년 3월 오사카사회사업단기대학 사회사업과졸업
1957년 4월 ~ 2001년 3월
사회복지법인 코즈학원(아동양호시설)근무
아동지도원 ~ 부원장
2002년 4월 ~ 2004년 3월
오다니여자대학 교육복지학부 특임교수
2005년 4월 ~ 2014년3월
나고야학예대학 휴먼케어학부 특임교수

저 서
“양호원리”편 공저 1982년 ~ 2006년 미네르바서방
“양호내용의 이론과 실제”편 공저 2007년 미네르바서방
“사회적요양입문”편 공저 2013년 미네르바서방

역 임
일본소셜워커협회 상임이사 기관지편집위원장
오사카소셜워커협회 부회장 사무국장
위탁부모를 지원하는회 오사카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리베리복지회(모리구찌중앙 어린이원)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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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発表

施設居住児童の原家庭復帰と
家族関係回復のための新しい実践
強みの観点からの解決の実践を中心に

趙 素 娟 (チョ

ソヨン)

脱北児童グループホーム
施設長

ウリチブ

脱北児童グループホーム

ウリチブ（我が家）

ウリチブは、脱北児童が生活する児童生活施設だ。 2002年ハナ院(脱北民初期適応
施設)教師であったウリチブのマ・ソクフン代表が､ハナ院で会った脱北児童のハヌル
(仮名)を一人置くことができなく､連れてきて一緒に暮らしたことから、両親と家族が
ない脱北児童が一人、二人と集まって新しい家族が作られてきた。2007年にグループ
ホームが制度化されて‘ウリチブ’として認可を受け、今まで5～60人余りの脱北児童
たちがウリチブで育ち、自立した。現在は､全体的に韓国に入国した無縁故の脱北児童
の数字が減り、両親とともに韓国に定着する子供たちが多くなるにつれ、ウリチブの
子供たちのうち､両親がいる場合が多くなった。
ウリチブに入所する児童の両親は､ほとんどが貧しい状況だ。脱北民が韓国に入国す
れば､国家から住居費と生活費などを支援されるが、これらは自身と家族の脱北費用を
返すために定着支援金を全部使って生活空間までも失ったりする。脱北した両親は､経
済体制と文化が違う韓国で､経済的に自立するのも容易ではなく､日雇いで仕事する場
合が多く、これも健康でなければ難しい状況だ。脱北した両親は､脱北前の栄養欠乏と
苦労、脱北過程での潜伏、北送、監禁、拷問など､いろいろ困難などで､肉体的、精神
的に身体が脆弱な場合が多い。 このような脱北した両親は､子女養育の難しさを大き
く感じ(朴ジョンラン、2009)､南北韓の養育方式の違いに対する混乱と情報の不足、非
公式的な支援体系の不在などの理由で､児童養育を放棄する事例がある。 特に、子女
を施設に預けるのは､子女養育・教育費を削減して子女養育の負担から抜け､経済活動
に没頭するための方案として軽く考える場合もあり､児童の施設保護が長期化したりす
る(キム・ヒョンア 他、2012).

ウリチブの人々
現在、ウリチブには､脱北家族が養育の困難な児童と両親のいない無縁故の脱北児童
が､一緒に暮らしている。両親がいない児童といる児童の皆が家族と関連した問題を抱
えている。具体的な内容は次の通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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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ママはなぜ､私に会いに来ないの？” “なぜ､うちの母さんは､私を施設に預けた
の？” “実際にママと一緒でもすることがないの。”
両親がいる子供たちは､別れて暮らす両親に対する懐かしさが大きく、時間が過ぎる
ほどこのような気持ちは､両親に対する喪失感と願望に変わった。休みや名節の時､両
親に会って来た子供たちは､両親とともに暮らすという期待が､失望に変わったりした。
2.“私にも家族があったらいいね。” “休みに子供たちが､皆、家に帰れば､私は何を
すればいいの？”
両親がいない子供たちは､両親がいる子供たちをうらやましく思い、子供たちが原家
庭に復帰した期間は､もっと孤独を大きく感じた。
3.“子供い会いに行こうにも時間もお金もないのです。” “休みの時には、子供を必
ず家に連れて帰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子供が先生に懐いていますね。適
当にして下さい。”
両親は､子供を施設に預けたことに対して罪悪感と羞恥心を感じ､子供に会いたくて
も時間的、経済的余裕がなくて､度々来れないことを残念がった。しかし､児童の施設
保護期間が長くなるほど､子供との関係がぎこちなく､しっくりしなくなり､子供に会っ
たり連絡することも減った。
4.“どのして、子供を預けておいて､一度も会いに来ないでいられるでしょうか？”
“子供たちの家に､誰が､何のお金で連れていきますか？” “子供たちが､家に行っ
てくれば､生活習慣がめちゃくちゃになります。”
社会福祉士は､子供と連絡しない両親を理解できなかったし､両親が子供に対する関
心がない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また、両親と児童が会うのを助けたくても､費用と人
材の負担が難しく、子供たちが両親に会ってくれば､両親いる子供たちも､いない子供
たちも皆傷つくよう

新しい実践の摸索:“強み観点からの解決の実践の適用”
1.強みに焦点を合わせて､利用者に対する判断と非難を中止し､これらが難しい状況
で､どのように耐えて来れたのかに注目した。
2.児童と両親、社会福祉士が‘上手なこと、馴染んだこと、してみたこと、例外状
況’を調査した。
3.児童と両親が問題にしないことは触れなかった。
4.していることで､効果があれば､もっとして､効果がないのは､他の方法を模索した。

新しい実践の内容:“してきたことにもう少し肉付けして強固に”
1.原家族の集い:“子供たちに聞けば､うちの母さんは､どんなことが最も良いという
でしょうか？” “子供たちとご両親が､良く過ごす時は､いつでしょうか?”
原家族が一緒に集まる場を用意して､両親が子供のために今まで苦労してきたことを
自ら発見するようにし､それが持続するようにした。
2.代替家族の集い:“子供たちと過ごして､一番幸せでやりがいがあった時はいつでし
たか?” “子供たちとご両親は､代替家族がどのようにした時に良いというでしょう
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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両親がいない子供たちには､メント形態の新しい代替家族をつなぎ、児童と度々連絡
して相談できる信頼性のある大人になっ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た。 代替家族の集い
では､自身が児童のためにうまく出来ることを分けて､具体的な計画をたて､互いの活
動内容を調整する機会を持った。
3.家庭訪問:“子供たちと一緒に暮らすとなれば､どんな形でしょうか?” “子供たち
と一緒に暮らすために､どんな努力をしてこられましたか?”
社会福祉士は､児童の原家庭に訪問し､両親の生活と子女養育などに関する話をし
た。これを通じて社会福祉士は､両親の状況を理解し､心を共感できたし、両親と児
童の家庭復帰や関係回復に関する期待を確認し､計画もした。必要な場合には､専門
相談者と同行し､より深みのある相談ができるようにした。
4.児童の原家庭訪問と両親の施設訪問
児童が原家庭に訪問したり､両親が施設に訪問する時、交通費と文化費を支援して､
事前に協議し､具体的な日程を計画したし、社会福祉士は､児童と両親の出会いが規
則的に度々成り立つように促した。
5.家族旅行
児童と原家族、代替家族、社会福祉士が共に旅行に行って､休息と疎通の時間を持っ
た。
6.職員教育とスーパービジョン
社会福祉士が､利用者に対する観点を転換し､家庭復帰と関係回復の必要性を理解す
る教育を施行し､強み観点から解決する実践家から持続的なスーパービジョンを受け
た。

新しい実践の結果：ウリチブ、“このように変わりました。”
◎ウリチブで6年間暮らし､ママと一度も連絡しなかったプンホンイ(仮名)は､本事業
を始めてから半年後､家へ帰った。
この事業を始めた2015～2016年現在まで､3人の児童が満期退所前に家庭に復帰した
し、退所後にも社会福祉士と連絡して相談し､関係を維持している
◎ママと関係が良くなかったチョロギ(仮名)は､ママとしばしば連絡し会い、退所後､
一緒に暮らす計画をたてている。
◎家が遠くて子供に会いたくても度々会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パランイ(仮名)のママ
は､もう少し近い地域に引越しして､子供に度々会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退所を準備中だった無縁故の脱北児童のノランイ(仮名)姉妹は､代替家族と共に几帳
面に暮らしの準備をして自立したし､グループホームの子供たちを皆招いて素敵な
引っ越し祝いもした。 代替家族は､施設保護中に児童に良く会い､家に招いたり旅行
したりした。退所後にも児童と引き続き関係を維持して児童の生活を助けている。
◎週末になれば、ウリチブは子供たちに会いに来た両親と代替家族と外出準備で忙し
く､子供に会いに来れない両親と代替家族は､電話と手紙、情のこもったおやつを
送って心を伝えたりもする。
本事業を通じて現れた変化は､大きく両親の変化と児童の変化、社会福祉士の変化、
支持体系の構築で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具体的な変化の内容は次のとお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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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両親の変化：両親の変化は､事業初期に進めた家族会で児童に関する話を交わすこと
から始まった。 家族の集いで､両親は児童に対する愛着と責任感を再確認し､子女の
養育に関して深く悩み始めた。その後、両親は直ちに児童を養育する環境にならな
くても定期的に施設に電話連絡したり訪問して子供に会ったし、さらに近い所に引
越ししたり､職場を移すなど子女と良く心を通わせる環境を作るために努力した。こ
れは両親の心にすでに子女に対する愛情があったので可能なことだった。
2.児童の変化：児童は両親との出会いが頻繁になって､両親に対する誤解と願望を解
き、両親に対する関心が大きくなったし、原家庭に復帰しなくても満足と幸福を感
じることができた。
3.社会福祉士の変化：社会福祉士は､児童と両親を強み観点から見て､両親が児童を施
設に預けた問題の状況に集中するより、児童に対して関心と愛情を持っていること
に焦点を合わせるようになった。 社会福祉士が両親と児童の小さい成功経験と強み
をほめて支持して児童と両親の力量が強化されたし、社会福祉士と両親、児童間
が、さらに親密で信頼ある関係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強み観点を基盤と
した専門家の相談とスーパービジョンを通じて実務者の実践能力も向上した。
4.支持体系の構築：脱北後､韓国に定着した家族は､連絡して助けてもらう人が殆どい
ない状況だったが、代替家族と社会福祉士、地域社会の資源が連携して厚い支持体
系を形成することになった。 現在、ウリチブと関係を結んで活動するすべての大人
たち(両親と社会福祉士、代替家族、ボランティアなど)は､児童を共に育てる同僚で
あり､助力者、支持者の役割を遂行している。

実践の意義
本実践を通して、両親と子女が共に会う機会を用意することだけでも児童と両親関
係に大きい変化を引き出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点を確認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変化
を持続するには､単に物理的な支援だけでは充分でない。最も重要なのは､両親が子女
に対する気持ちを再確認して､自身が良い両親、良い子供であることを認識して実行で
きる小さい挑戦を始めることだ。このために社会福祉士は両親と子女の出会いを企画
して実行することだけでなく、両親の児童に対する愛着を支持し励まして､両親と持続
的に心を通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時、社会福祉士の観点と指向を強み観点、利
用者中心に切り替えることが前提になるべきで、このような転換は児童と両親、代替
家族の観点転換にも影響を及ぼす。
このような変化は､両親と分離して児童を保護する児童保護施設に重要な含意を提供
する。 一時代理保護施設のグループホームの重要な目標は､児童を満期退所まで保護
することであるより、最大限早く原家庭に送りかえすことだといえる。従って児童を
保護している児童養育施設とグループホームでは､両親との関係回復を支援して児童の
支持体系を拡張する事業を重点的に実践する必要がある。
参考資料
クォン・チソン(2007). 児童養育施設の青少年の退所後の生活に対する文化技術誌。
児童権利研究11(1):1-29.
キム・ヒョン､チョ・ヨンア､キム・ヨワン(2012). 北韓離脱住民家族類型および支援方案.
北韓離脱住民財団.
朴ジョンラン(2009). 女性セトミン子女世話と仕事：実態と支援方案.
韓民族文化研究28:97-135.北韓離脱住民財団(2014). 内部資料問い合わせ結果.
中央家庭委託支援センター(2013). 2013家庭委託保護 現況報告書. 保健福祉部.
統一部(2016). 北韓離脱住民 入国現況、http://www.u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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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趙

素

娟（チョ ソヨン）

脱北児童グループホーム
施設長

学

ウリチブ(我が家)

歴
2000 年淑明女子大学校児童福祉学科(児童福祉学学士)
2002 年淑明女子大学校大学院児童福祉学科(児童福祉学修士)
2016 年崇実大学校大学院社会福祉学科(社会福祉学博士)

経

歴
2002～2004 ワールドビジョン城南総合社会福祉館社会福祉士
2009～2014 未来福祉経営 研究員
2014～現在の脱北児童グループホーム ウリチブ 施設長

研究と実践
2012～2015
2015～現在

地域児童センター従事者力量強化事業.
バカの分かちあい・崇実大学校産学協力団.
グループホーム居住脱北児童原家族保存と代替家族作り事業.
京畿道共同募金会.

趙素娟(2013). カミングアウト:脱北青少年の自分を現す経験. 教育人類学研究
趙素娟､イム・イエユン(2015). 高学歴経歴断絶女性の非正規職再就職経験に関
するナラティブ研究. アジア女性研究.
ノ・ヘリョン､キム・ミウォン､趙素娟(2015). 児童福祉論､ハクチサ
趙素娟(2015). 国際人権法を通してみた脱北難民の人権侵害現況と解決方案.
倫理研究.
趙素娟､ノ・ヘリョン､ファン・ヘシン(2015). 強み観点からの解決の実践を適
用した地域児童センター従事者教育とスーパービジョン成果に
関する質的事例研究. 韓国児童福祉学.
ノ・ヘリョン・趙素娟(2015). 原家庭支援原則：我が国代替養育サービスでの
実践現況と改善方案. 児童と権利.
趙素娟(2016). 脱北青少年のカミングアウト体験に関する解析学的根拠理論研
究. 崇実大学校博士学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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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시설거주아동 원가정 복귀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실천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을 중심으로

조

소 연（趙 素 娟）

탈북아동그룹홈 우리집
시설장

탈북아동그룹홈 우리집
우리집은 탈북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생활시설이다. 2002년 하나원(탈북민
초기적응시설) 교사였던 우리집 마석훈 대표가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아동 하
늘이(가명)를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산 것을 시작으로, 부모와 가족이 없
는 탈북아동이 하나둘 모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2007년 그룹홈이 제도
화되면서 ‘우리집’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5-60여명의 탈북 아이들
이 우리집에서 자라 자립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남한에 입국한 무연고 탈
북아동의 숫자가 줄고 부모와 함께 남한에 정착하는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
라, 우리집 아이들 중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집에 입소하는 아동의 부모는 대부분 빈곤한 상황이다. 탈북민이 남한
에 입국하면 국가로부터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만,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탈북 비용을 갚기 위해 정착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고 생활공간까지
잃기도 한다. 탈북 부모는 경제체제와 문화가 다른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자
립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가 많으며, 이것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탈북 부모는 탈북 전의 영양결핍과 고생, 탈
북과정에서의 은신, 북송, 감금, 고문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체
적, 정신적 건강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탈북 부모는 자녀 양육의 어
려움을 크게 느끼며(박정란, 2009), 남ㆍ북한 양육 방식 차이에 대한 혼란과
정보의 부족, 비공식적 지원체계 부재 등의 이유로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사
례가 있다. 특히,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것을 자녀양육ㆍ교육비를 절감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몰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볍게 여
기는 경우도 있어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 되곤 한다(김현아 외, 2012).

우리집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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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집에는 탈북 가족이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과 부모가 없는 무연
고 탈북 아동이 함께 살고 있다. 부모가 없는 아동과 있는 아동 모두 가족과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엄마는 왜 저를 보러 안 오지요?” “왜 우리 엄마는 저를 시설에 맡겼을까
요?” “막상 엄마랑 있으면 할 게 없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헤어져 사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컸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마음은 부모에 대한 상실감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방학
이나 명절 때 부모를 만나고 온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관한 기
대가 실망으로 변하곤 했다.
2.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 애들이 다 집에 가면 저는 뭐
하지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했고 아이들이 원가
정으로 복귀한 기간에는 외로움을 더 크게 느꼈다.
3. “아이를 보러 갈래도 시간도 돈도 없어요.” “방학 때 아이를 꼭 집에 데려
가야 하나요?” “아이가 선생님을 더 따르네요.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부모는 아이를 시설에 맡긴 것에 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아이
를 보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자주 올 수 없는 것을 안타
까워했다. 그러나 아동의 시설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해졌고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도 줄어들었다.
4. “어떻게 애를 맡겨놓고 한 번도 안 보러 올 수 있죠?” “아이들 집에는 무
슨 돈으로 누가 데려다 주지요?” “아이들이 집에만 갔다 오면 생활습관이
엉망이 되요.”
사회복지사는 아이와 연락하지 않는 부모를 이해할 수 없었고 부모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부모와 아동이 만나는
것을 돕고 싶더라도 비용과 인력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아이들이 부모
를 만나고 오면 부모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 모두 상처를 받는 것 같
아 걱정이 되었다.

새로운 실천의 모색: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의 적용”
1. 강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용자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중지하고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어 올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였다.
2. 아동과 부모, 사회복지사가 ‘잘 하는 것, 익숙한 일, 시도해보 것, 예외 상
황’을 탐색하였다.
3. 아동과 부모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건드리지 않았다.
4. 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더 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르게 할 방법
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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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실천의 내용: “해왔던 것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견고하게”
1. 원가족 모임: “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할까요?” “아이들과 부모님이 잘 지낼 때는 언제인가요?”
원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금까지
애써온 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속하도록 지지하였다.
2. 대안가족 모임: “아이들과 지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
였나요?” “아이들과 부모님은 대안가족이 어떻게 할 때 좋다고 할까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멘토 형태의 새로운 대안가족을 연결하여 아
동과 자주 연락하며 의논할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도록 기대하였다.
대안가족 모임에서는 자신이 아동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나누
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로 활동 내용을 조율할 기회를 가졌다.
3. 가정방문: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원가정에 방문하여 부모의 생활과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
고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부모와 아동의 가정 복귀나 관계 회복에
관한 기대를 확인하고 계획하기도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와
동행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아동 원가정 방문과 부모 시설방문
아동이 원가정에 방문하거나 부모가 시설에 방문할 때, 교통비와 문화비
를 지원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부모의 만남이 규칙적으로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5. 가족 여행
아동과 원가족, 대안가족, 사회복지사가 함께 여행을 가서 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6. 직원 교육과 슈퍼비전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가정복귀와 관계회복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가로부터 지
속인 슈퍼비전을 받았다.

새로운 실천의 결과: 우리집, “이렇게 달라졌어요.”
◎ 우리집에서 6 년 간 살며 엄마와 연락 한번 하지 않던 분홍이(가명)는 본
사업을 시작한지 반년 후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업을 시작한 2015~2016
년 현재까지 3 명의 아동이 만기 퇴소 전에 가정으로 복귀하였으며, 퇴소
후에도 사회복지사와 연락하고 의논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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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던 초록이(가명)는 엄마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퇴소 후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집이 멀어 아이를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었던 파랑이(가명) 엄마는 좀
더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여 이제 아이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 퇴소를 준비 중이던 무연고 탈북아동인 노랑이(가명) 자매는 대안가족과
함께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준비하여 자립하였고 그룹홈 아이들을 모두 초
대해 멋진 집들이도 했다. 대안가족은 시설보호 중에 아동을 자주 만나고
집에 초대하거나 여행하기도 했으며, 퇴소 후에도 아동과 계속 관계를 유
지하면서 아동의 생활을 돕고 있다.
◎ 주말이 되면, 우리집은 아이들을 만나러 온 부모와 대안가족과 외출 준비
로 바쁘고 아이를 보러 올수 없는 부모와 대안가족은 전화와 편지, 정성스
런 간식을 보내며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나타난 변화는 크게 부모의 변화와 아동의 변화, 사회복지
사의 변화, 지지체계의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변화: 부모의 변화는 사업 초기에 진행한 가족모임에서 아동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시작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는 아동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재확인하고 자녀 양육에 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
했다. 그 후, 부모는 당장 아동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
로 시설에 전화 연락하거나 방문해 자녀를 만났으며,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자녀와 자주 소통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
력했다. 이는 부모의 마음에 이미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2. 아동의 변화: 아동은 부모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부모에 대한 오해와 원
망을 풀었고 부모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더라
도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3. 사회복지사의 변화: 사회복지사는 아동과 부모를 강점관점으로 보면서 부
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긴 문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아동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사회복지사가 부모와 아동의
작은 성공경험과 강점을 칭찬하고 지지하면서 아동과 부모의 역량이 강화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와 부모, 아동 간 더 친밀하고 신뢰 있는 관계를 구
축할 수 있었다. 또한,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 상담과 슈퍼비전을
통해 실무자의 실천 능력도 향상되었다.
4. 지지체계의 구축: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가족은 연락하고 도움받을 사람
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안가족과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연계되어 두터운 지지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집과 관계를 맺
고 활동하는 모든 어른들(부모와 사회복지사, 대안가족, 자원봉사자 등)은
아동을 함께 키우는 동료이자 조력자,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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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 의의
본 실천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동과 부모 관계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변화를 지속하려면 단지 물리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
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재확인하면서 자신이 좋은 부모,
좋은 자녀임을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아동에 대한 애착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의 관점과 지향을 강점 관점, 이용자 중심으로 전
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환은 아동과 부모, 대안 가족의 관
점 전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와 분리해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중요한 함
의를 제공한다. 일시대리보호시설인 그룹홈의 중요한 목표는 아동을 만기퇴
소까지 보호하는 것이기 보다, 최대한 빨리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는 부
모와의 관계회복을 지원하고 아동의 지지체계를 확장하는 사업을 중점적으
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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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4 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

제 14 회“한일 마음의 교류”심포지엄

社会の中での子育て・子ども支援のあり方を問う
사회속에서의 육아・어린이 지원방법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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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공익재단법인 유니벨재단
〒160-0004 日本東京都新宿区四谷 2-14-8 ＹＰＣビル 5 階
ＴＥＬ：03-3350-9002
ＦＡＸ：03-3350-9008
◇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実行委員会 日本事務局
한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 실행위원회 일본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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