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阪神・淡路大震災から見えてきたもの
− 福祉社会の課題と展望 −

野尻

武敏

財団法人ひょうご震災記念２１世紀研究機構
会長

1. 成熟社会化と福祉国家の破綻
(1) 戦後日本の個人主義的民主化と福祉国家の理念
(2) 成熟社会化(成長率の低下と長寿化)と「福祉国家の破産」
(3) 高齢社会化にどう対応するのか

2. 大震災の教えたこと
(1) 阪神・淡路大震災は成熟社会への移行期の近代都市を襲った都市直
下型の大震災 ― 近代都市生活(近代文明)の腑弱性を暴露
(2) 思い知らされた大切なもの
① 見えない自然に襟を正す心
② モノよりココロ
③ コミュニティのもつ福祉機能と危機管理機能
④ ボランタリー活動の可能性と潜在力

3. 震災復興過程で推進されたもの(福祉関連)
(1) 旗印：創造的復興
(2) 自然と人、人と人との共生社会づくり、医療・保健・福祉の統合

→ 地域安心拠点づくり、コミュニティ・サポート・センターづくり
(3) ボランタリー活動の拡大と組織化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ＮＰＯ法)(1998)
(4) 公的支援(仮設住宅、被災児童対策、生活福祉資金貸付特別処置、etc.)
→ こころのケアセンター(1996)、公的介護保険法(1997)、被災者生
活再建支援法(1998)、etc。

4. 福祉国家から福祉社会へ
(1) 形成されてきた(自助・共助・公助の)三助の体系 ― 福祉社会へ
(2) 社会は(市場セクター、ボランタリー・セクター、行政セクターの)
三層秩序へ
(3) これらの動向の意味するもの
① 共同態の回復 ― 個人主義の超克 ― 要求民主主義から参加民
主主義へ
② 人格的関係の回復 ― 物質主義の超克 ― welfare(Wohrfahrt)
の本来の意味

プロフィール
野尻

武敏（のじり・たけと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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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戸経済大学(現神戸大学)卒業
神戸大学経済学部教授
神戸大学経済学部長(1986 年まで)
神戸大学退官・神戸大学名誉教授
大阪学院大学経済学部教授(2000 年 3 月まで)
(財)兵庫県長寿社会研究機構理事長
生活協同組合コープこうべ協同学苑長
(財)兵庫県ヒューマンケア研究機構理事長(改組)
生活協同組合コープこうべ理事長(2001 年 6 月 19 日〜)
(財)21 世紀ヒューマンケア研究機構理事長
(財)ひょうご震災記念 21 世紀研究機構会長

専門分野
経済政策論、比較経済体制論、国際問題、高齢化問題等

著書
『一般経済対策論』(有斐閣)、『経済性格原理』(晃洋書房)
『選択の時代』(新評論)、『近代の運命』(訳書・新評論)
『自然法』(共訳・創文社)、『第三の道』(晃洋書房)
『長寿社会を生きる』(晃洋書房)等多数

その他
経済学博士
日本学術会員〔第 16 期第三部経済系〕(1994 年 7 月〜1997 年 7 月)
日本経済政策学会元会長
経済社会学元会長
神戸経済同友会特別会員(1979 年〜)
兵庫県社会賞(1997 年)
オーストリア第一級学芸功労十字章(1998 年)
勲三等旭日中綬章(2001 年)
兵庫県功労者【県勢高揚功労】(2004 年)

한신․아와지 대진재에서 보여준 것
- 복지사회의 과제와 전망 -

노지리 타케토시
재단법인 효고 진재기념 21세기 연구기구
회장

1. 성숙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파탄
⑴ 전후 일본의 개인주의적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이념
⑵ 성숙사회화(성장률의 저하와 장수화)와 “복지국가의 파산”
⑶ 고령사회화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2. 대지진이 가르쳐 준 것
⑴ 한신․아와지 대진재는 성숙사회에의 이행기의 근대도시를 덥친고 도시직
하형의 대진재 - 근대 도시생활(근대문명)의 취약성을 폭로
⑵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것
① 보이지 않는 자연에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
② 물건보다는 마음
③ 지역사회의 복지기능과 위기관리 기능
④ 봉사적인 활동의 가능성과 잠재력

3. 진재 부흥 과정에서 추진된 것(복지관련)
⑴ 목표 : 창조적 부흥
⑵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공생사회 만들기, 의료․보건․복지의 통합

→ 지역안심거점 만들기,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
⑶ 봉사활동의 확대와 조직화 → 특정 비영리 활동촉진법(NPO 법)(1998)
⑷ 공적지원(가설주택, 피해(이재)아동 대책, 생활복지자금특별조치 등)
→ 마음의 케어 센터(1996), 공적 개호 보험법(1997), 피해(이재)자
생활 재건지원법(1998)

4.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에
⑴ 형성되어온 (자조, 공조(共助),공조(公助)의)삼조의 체계 - 복지사회로
⑵ 사회는 (시장섹트, 보란티어섹트, 행정섹트의) 삼층 질서로
⑶ 앞으로의 동향에 의미 하는 것
① 공동체의 회복 - 개인주의 극복 - 요구민주주의에서 참가민주주의
로
② 인격적 관계의 회복 - 물질주의의 극복 - Welfare(Ｗohrofahrt)의
본래의 의미

프로필
노지리 타케토시 (野尻

武敏)

재단법인 효고 진재기념 21세기 연구기구 회장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이사장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협동학원장
경력
1949년 고베 경제대학 (현 고베대학)졸업
1964년 고베 대학 경제학부 교수
1984년 고베 대학 경제학부장(1986년까지)
1988년 고베대학 퇴관

고베대학 명예교수

1988년 오사카 학원대학 경제학부 교수(2000년3월까지)
1989년 (재)효고현 장수사회 연구기구 이사장
1991년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협동학원장
2001년 (재)효고현 휴먼 케어 연구기구 이사장 (개편)
2001년 생활협동조합 코프고베 이사장(2001년6월19일~)
2003년 (재)21세기 휴먼 케어 연구기구 이사장
2006년 (재)효고 진재기념 21세기 연구기구 회장

전문분야
경제 정책론, 비교 경제 체제론, 국제 문제, 고령화 문제 등

저서
“일반경제 정책론”(유히카쿠), “경제 정책원리”(고요서방)
“선택의 시대”(신효오론), “근대의 운명”(번역 신효오론)
“자연법”(공동번역 소오분사), “제3의 길”(고우요쇼보)
“장수 사회를 산다”(고요서방) 등 다수

기타
경제학박사
일본학술회원〔제16기 제3부 경제계〕(1994년7월~1997년7월)
일본경제정책학회 전회장/경제사회학 전회장/고베경제동우회 특별회원(1979년~)
효고현 사회상(1997년)/오스트리아 제일급 학예공로십자장(1998년)
훈삼등욱일중수장(2001년)/효고현 공로자[현세 고양 공로](200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