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이 성희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국민의식의 다양화, 개별화, 수득수준의향상,
가정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핵가족화, 동거율 저하, 저 출산, 부양의식이 변화로 인해
가족의 복지적인 기능이 한계가 지적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
방향은 ①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중시 ② 재가복지 활성화 ③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건전육성
④ 보건, 복지, 의료의 연계 강화 ⑤ 전문인 양성 확보 ⑥ 서비스의 통합화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의 중핵이 되는 것은 전문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인적서비스이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의 실천에 주체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제도, 정책, 사회자원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용자와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과학을 접목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복지 실천가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전문가 의식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2008 년 7 월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케어매니저의 개념은
제도에 삽입되어있지는 않지만 재가 서비스 계획이나 시설 서비스 계획을 작성 시 사회복지
원조기술의 한 분야로써 전문성을 접목 시켜야하는 중대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케어의 현장에서 전문성의 필요성
케어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적 욕구를 "사정" 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원"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며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원조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케어의 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자립지원 "을 원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생활의 자립지원 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이용자의 생활전체를 통찰력 있는 눈으로
접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담원조 부터 원조방법, 기술 등을 실시함에 있어 사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케어를 위한 케이스 웤
개별 원조기술은 이용자나 가족을 개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케이스 웤과
공통점이 있다.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며 면접을 해야 할 때 원조목표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의도적인 개입 기술은 이용자에 대한 원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케어를 위한 그룹 웤
이용자나 가족 등 소집단을 대상으로 그룹에 참가한 사람들의 그룹 활동을 원조함에 있어
참가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갈등해결의 원칙, 체험의 원칙, 제한의 원칙, 지속적 평가의
원칙, 등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용자, 가족, 단체 등의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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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를 통한 커뮤니티 웤
이용자나 가족이 일상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케어가 필요한
이용자나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이나 전문기관, 의료나 복지에 대한
사회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용자나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는 사회복지사로써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학대, 소비자 상담, 권리옹호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의 가장 가까운 원조자이며 생활 전체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용자의 생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용자나 가족인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조기발견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한다. 노인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역 네트웤을 이용한 신속한 대응이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전문기관의
개입 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케어매니지먼트
계약의 시대를 맞이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가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 이에 따른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보건, 의료, 복지의 전문가 팀으로 케어를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되고 있다.
이용자의 개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며 또한 서비스가
원만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 사정을 하여 실시하는 연계 과정이다.
사회복지사로써 케어매니저의 업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용자나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원조방침 이외 보험급부에 관한사항, 케어서비스 계획 작성,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며 특히 케어에 대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 타 직종과 팀 케어를 잇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험 이 실시 된지 1 년이 지나 현재 요양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능력에 대해 잘 파악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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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 성희 (李 聖姫)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학력
1974. 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동양화) 졸업
1974. 4 일본 국학원 대학 고고학 연구생
1984. 3 일본 명치학원대학 대학원 사회복지(노인복지) 수료
1986. 3 일본 상지대학 대학원 사회복지 수료
경력
1993. 9~ 현재 : 청암노인복지재단 이사장
1994 ~ 현재 : 교육부 노인간호기술 집필진 / 노인복지심의진
1994. 7 ~ 현재 : 한국 치매가족 협회장(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한국대표)
2004. 1~ 2006. 12. 31 :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원장
1989. 1993. 12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관장
1996. 11 ~ 2005. 2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장
1998. 12.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
2007. 1. 1~ 현재 :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재직중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실무위원
2008.7~2011.7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 운영센터 위원
2008.8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위원(한국 보건산업 진흥원)
2009. 5 국가치매관리사업추진단 위원(보건복지가족부)
수상
1998. 12. 31 송파구청장 표창장 (송파구청장 김성순)
2000. 10. 2 제 4 회 노인의날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서울시장 고건)
2004. 10. 2 국민훈장 목련장(2026173 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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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齢社会におけ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李 聖姫
ソウル市立西部老人専門療養センター 院長
現代社会の社会福祉は、人口の急速な高齢化、国民の意識の多様化、個別化、所得水準の向上、
家庭形態の変化などによって核家族化、同居率低下、尐子化、扶養意識の変化による家族の福祉
的な機能の限界が指摘されている。 これからの高齢者福祉に対する基本方向としては ①地方自
治体の役割の重視 ② 在宅福祉の活性化 ③ 民間社会福祉サービスの健全育成 ④ 保健、福祉、
医療の連携強化 ⑤ 専門家の養成と確保 ⑥ サービスの統合化が重要視されているのが現状で
ある。
社会福祉の核心になるものは、専門的な人材を通じて提供される対人サービスである。 それ
ゆえ、福祉サービスの実践の主体になっている社会福祉士は、社会福祉制度、政策、社会資源等
を理解することと同時に、利用者と社会環境に関する社会科学を組み合わせて進まなければなら
ない。
それと同時に、福祉の実践家として利用者に質の高い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に、専門家意識
を高め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2008 年 7 月から韓国においては、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が導入された。ケアマネージャーの
概念は制度に取り入れられていないが、在宅サービス計画や施設サービス計画を作成する場合、
社会福祉援助技術の一分野として専門性を生かさねばならない重大な課題を持っている。

ケアの現場における専門性の必要性
ケアは一般的に「誰でもできる仕事」 と考えられるが、利用者が日常生活を営むための基本
的欲求を「査定 assessment」 して、社会関係を維持して心理的社会的欲求を「支援」し、社会
の一員としての生きがいを感じながら生活していけるように援助す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ケ
アの過程を通じて利用者の 「自立支援」を援助するべきである。
生活の自立支援とは、人間の尊厳性を維持し、利用者の生活全体を洞察力ある目で接近すると
いう点では相談援助から援助方法、技術などを実施するにおいて査定は何より重要な過程である。

ケアのためのケース ワーク
個別援助技術は利用者や家族を個別的に支援するという点ではケースワークと共通点がある。
利用者の日常生活に対する相談をして面接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援助目標に従う社会福祉士
の意図的な介入技術は利用者に対する援助效果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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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アのためのグループ ワーク
利用者や家族など小集団を対象にした人々のグループ活動を援助するにおいて、参加の原則、
個別化の原則、葛藤解決の原則、体験の原則、制限の原則、持続的評価の原則などの支援が必要
になる。このような活動を通じて利用者、家族、団体などの主体性や自発性を高めることができ
るきっかけになる。

ケアのためのコミュニティワーク
利用者や家族が日常生活をする上で、地域住民と地域社会の役割が重要であるという点を認識
させる必要がある。特に地域社会によっては、ケアが必要な利用者や家族が直面している状況や
欲求に対する理解不足から、地域社会で孤立感を感じているという点を知らせる必要がある。 ま
た、行政や専門機関、医療や福祉に対する社会資源が不足した状態で「利用者や家族が安心して
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地域社会作り」は、社会福祉士として重要な役割であると言える.
高齢者虐待、消費者相談、権利擁護に対する対応
社会福祉士は、利用者に一番近い援助者として、生活全体を把握して客観的な立場で利用者の
生活の変化を感じ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意味で、利用者や家族が権利侵害を受けた時
に、早期発見して被害をあらかじめ防止するための支援を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高齢者に虐待
が発生した場合にも地域ネットを利用し、迅速な対応や保健福祉医療サービス、専門機関の介入
ができるように連携する。
療養保険制度においてのケアマネジメント
契約の時代を迎えた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は、利用者が施設や在宅サービスを利用する場合、
これによるケアプランを作成して保健、医療、福祉の専門家がチームでケアを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という点が明確になっている。
利用者の個別的な問題解決のためにケアプランを作成してサービスを実施し、また、サービス
が円満に実施されているかモニタリングをして、その結果を評価して新しい問題が発生した場合、
再査定実施する連携のプロセスである。
社会福祉士としてのケアマネージャーの業務は、さまざまな問題に対して利用者や家族に対す
る総合的な援助方針以外にも保険給付に関する事項、ケアサービス計画作成、福祉用具に対する
情報提供、などが必要である。特に、ケアに対する対応方法を熟知して他の職種とチームケアを
引き継ぐ技術を習得する必要がある。
療養保険が実施されてから 1 年が経って、現在、療養機関に対する評価を実施している。福祉
サービス現場で社会福祉士が必要とする能力に対して、的確に把握し有用に活用されることがで
きるように対策を考える時期であ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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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ロフィール
李 聖姫 (イ ソンヒ)
ソウル市立西部老人専門療養センター院長
学歴
1974. 2 ソウル梨花女子大学美術大学(東洋画) 卒業
1974. 4 日本国学院大学考古学研究生
1984. 3 日本明治学院大学大学院社会福祉(老人福祉) 修了
1986. 3 日本上智大学大学院社会福祉修了
経歴
1993.9 ~現在 :

チォンアム老人福祉財団理事長

1994 ~ 現在 :

教育省老人看護技術執筆陣 / 老人福祉審議陣

1994.7 ~ 現在 : 韓国痴ほう家族協会長(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韓国代表)
2004.1~ 2006.12. 31 : 市立松坡老人専門療養院長
1989.1993.12 ソウル市北部老人総合福祉館官長
1996.11 ~ 2005. 2 松坡老人総合福祉館官長
1998.12. 2 韓国社会福祉協議会理事
2007. 1.1~ 現在 : 市立西部老人専門療養センター院長在職中
2008. 4 保健福祉家族部,低出産高齢社会政策実務委員
2008.7~2011.7 国民健康保険公団麻浦運営センター委員
2008. 8 高齢親和優秀製品審査委員(韓国保健産業振興院)
2009. 5 国家認知症管理事業推進団委員(保健福祉家族部)
資格
1998.12. 3 社会福祉士資格
受賞
1998. 12. 31 松坡区庁長表彰(松坡区庁長キム∙ソンスン)
2000. 10. 2 第 4 回老人の日ソウル特別市長表彰状(ソウル市場コ∙ゴン)
2004. 10. 2 国民勳章木蓮状(2026173 号) 受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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