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
세계에서도 톱클래스의 고령화대국 일본. 후쿠오카시의 고령자 케어 서비스는, 나라가 정비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후쿠오카의 실정에 맞게 최대한 활용. 최첨단의 복지용구를 완비한
충실한 시설,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호스피탈리티 등, 만족하실 만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전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수】

코드 No

01 사회보장・개호보험제도 개요

AAT-01

02 개호보험제도 상세 설명

AAT-02

03 고령자복지의 새로운 흐름

AAT-03

04 개호현장 현황

AAT-04

【시 찰】
01 고령자 복지시설

코드 No
AAV-01

１．일본의 고령화 사회 정책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총인구 중 65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이며, 앞으로도 계속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등이 향후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향후 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제도의 정비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연금,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그리고 후쿠오카시의 고
령자 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합니다.

【연수 메뉴】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복지 전문가가 연수를 진행합니다.
01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AAT-01
02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상세설명 AAT-02
03 고령자 복지의 새로운 흐름

AAT-03

04 개호현장의 실태（시설관계자의 체험담） AAT-04

【시찰 메뉴】
후쿠오카시 시내의 고령자 복지시설 등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희망에 따라 시찰과 강의를
함께 실시하는 커리큘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 고령자 복지시설 시찰 AAV-01
후쿠오카시에는 다수의 고령자 복지시설이
집적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시설

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복지활동에
대한 시민참가를 촉구함으로써,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풍요로운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복지 종합시설

후쿠오카시 시민복지 플라자（후쿠후쿠 플라자）

２．고령자 사회를 향한 정보발신 거점을 지향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참고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 년７월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찰・연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후쿠오카시에서는 수용 체제를 정비하여, 많은 시찰・연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다수의 고령자 보건복지시설이 집적된 후쿠오카시는
시찰・연수에 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및 고령자 시설의 이해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