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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복지의 초기 단계
1949년 프랑스 적십자와 카리타스사회복지학교(Caritas School of Social Work)의 후원으로 사이공에
첫 사회복지학교가 설립되었다. 가톨릭교인 세인트 빈센트 드 폴에 의해 운영된 이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와 의료(social work and medicine)라는 3년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1969년 유
니세프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국립 사회복지학교(NSSW)가 사이공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사회부 산하에 있었으며, 슈퍼바이저와 사회복지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1년 및 2
년 교육)을 제공하였다. 1970년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은 사이공사회복지사전문가협회(SPSSW)를
회원으로 인정했다. 카리타스사회복지학교(Carias School of Social Work)와 NSSW 모두 아시아태평양
사회사업교육협회(Asia-Pacific Association of Social Work Education, APASWE)의 회원이다. 1965년 선불교
자 Thich Nhat Hanh이 사이공에 설립한 불교단체 사회봉사청년학교(SYSS)는 지역사회 워커를 훈련
한 최초의 학교였다. 1975년 이후,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1990년대의 사회복지 부활
응우옌 티 오안(Nguyen Thi Oanh)은 사회복지 훈련, 연구, 사회복지 교과서의 번역 등을 수행하기
위해 호찌민시 심리협회(HoChiMinh City Psychology Association) 내에 사회복지 훈련 및 연구 부서를
설립했다. 오안은 또한 매년 11월에 열리는 “베트남 세계사회복지의 날”을 시작했다. 베트남의 사
회·경제적 상황은 많은 사회적 이슈와 함께 급변하고 있었다. 1990년 유엔(UNICEF)의 지원으로 라
다 바넨(Save the Children Sweden), 월드비전, 월드교회서비스, 포드재단, 대서양자선사업, 아일랜드
대사관, CIDA(Canada) 등 국제 사회조직이 점차 발달했다. 사회복지는 호찌민시 개방대학에서
1992~1993학년도에 먼저 재도입되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전문직으로의 사회복지 개
발계획 2010-2020”, 사회복지사의 직위와 윤리 등 사회복지 전문직 육성과 관련한 주요 문서를 발
표했다. 또한 2010년 호찌민시의 사회복지사 클럽도 GO, INGO, 지역 NGO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한 100명 이상의 회원들로 설립되었다.

학교사회복지의 시작
2010년 이전, 호찌민시의 열린대학교는 2년간의 시범 프로젝트인 "학교사회복지"를 2개의 고등학
교에서 운영했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시 교육부는 15개의 다른 고등학교에
서 학생들의 문제를 도와줄 심리 상담사를 모집했었다.

법률 제327호/QΩ-BGDΩT 및 지침 133
'2010~2020년 전문직으로의 사회복지 개발계획'에는 학교사회복지가 발전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워크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 훈련부 장관
은 2017년 1월 25일 법률 제327호/ Qđ-BGDđT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일반목표와 함께 "2016~2020년
사회복지 전문직의 교육·훈련 분야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교육훈련부는 학교사회복지 개발
을 위한 회람

제133호를 발간했다. 지침 제133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사, 학교사회복지실천을 지도
하는 연계책임자로 위임받은 직원”이라는 직함의
직위를 둔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
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부 및 외
부의 위험 파악하기; 폭력, 학대, 중도탈락, 위법



예방 활동 수행, 특수 상황, 폭력, 학대, 중도탈락, 위
법 등에 해당하는 학생 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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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정 개발, 폭력, 학대, 중도탈락, 위법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지원하기위기학생 지원과 개입과정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역 당국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를 조정하기


개입 후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성장 및 사회통합 활동 개발하기

이 회람이 나오기 전까지 NICEF와 세이브칠드런 인터내셔널의 지원
을 받은 대학들이 세미나, 학회, 훈련, 교재, 시범사업 등 학교사회
복지와 관련한 활동을 시행했고, 정부는 직원과 교사 훈련에서 주
요 역할을 했다.

학교사회복지의 전망
2021년 1월 22일 국무총리는 2021~2030년 사회복지발전계획(안)을
발표하는 법률 제112호/Q—TG에 서명했다. 이 계획안은 정부가 학
교, 병원, 교도소, 약물중독자 재활센터, 사법제도 내에서 사회복지
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들과 전문대들은 이미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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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W)와 석사(MSW) 수준의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
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는 약 70개 기관이 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의 발
전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