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교육과 교수-학습방법”
일시 : 2019년 11월 02일(토) 12:30 ~ 18:00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B153호 (강당)
주최 : 한국노년교육학회

초대의 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노년기의 연장과 노년층의 확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학습자들의 풍속도일 것입니다. 우리 노년교육 연구자와 실천가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또는 매체를 통하여 공부에
열심인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자와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노인교육의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나 기법에 있어서는 오래 전에 제시된 노인교육방법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학회에서는 ‘노년교육과 교수-학습방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수-학습 분야의 전문가로 이화여대 정재삼 교수님을 기조강연자로 모셨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노년교육과 교육공학의 만남’입니다. 정재삼 교수님은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저희 학회 이사로서 활동해오시면서 노년교육과 교육공학의 접점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입니다. 더불어서 기획주제
발표자로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복선 교수님, 연세대 원주의대 박연철 교수님, 수미디어 신수현 피디님을 모셨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세션 등 여러 세션에 많은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주말에 다른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저희 학술대회로 오셔서 발표를 듣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떠실지요?
2019년 가을 한국노년교육학회

회

장 최일선

학술위원장 전수경

행사일정
등

12:30~13:00
13:00~13:20
13:20~14:00

록

□ 개회식

- 사회 : 전수경(학술위원장, 남서울대 교수)

▪개회사

- 최일선(학회장, 경희대 교수)

□ 기조강연
▪노년교육과 교육공학의 만남

- 정재삼(이화여대 교수)

□ 기획주제
14:00~15:30

▪주제 1: 대만의 평생교육과 노년교육 방법

- 박복선(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제 2: 노년교육과 노인의 생리적 특성

- 박연철(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주제 3: 노인의 미디어교육 사례와 미디어 인식변화연구

- 신수현(수미디어, PD)

휴

15:30~15:50
□ 현장활동가 [세션1]
- 장소 : B153호
좌장: 성미선(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인지악화방지를 위한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재편

□ 자유주제 [세션 2]
- 장소 : B154호
좌장: 홍경선(군산대 교수)

□ 신진학자 [세션 3]
- 장소 : 1층 154호
좌장: 박성희(공주대 교수)

▪ 박기훈(서울사이버대 교수)
-일본 실버인재센터 노인교육체계 일고찰

▪ 원순식(가톨릭대 대학원)
-노인이 창작한 그림책의 서사 특징 연구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대변화에 따른 노인정보화교육

▪ 신혜리(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
-돌봄종사자 교육에 관한 국내외 국가비교

▪ 임정신(숙명여대 대학원)
-노년기 평생학습과 다중지능 활용 가능성 탐색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노인주도형 노년교육

▪ 조기성(스마트교육학회 회장)
-스마트? 말만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 김영도(한국방송통신대 대학원)
-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15:50~17:30
-남성독거노인의 셀프케어 강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증진 프로그램 '고품격 젠틀맨'

17:30~17:40

식

연구윤리 교육 및 폐회

등록안내
◈ 참가 등록비
회원

학부생

구 분

(이사/정회원/기관회원)

비회원

(대학원생 제외)

사전등록

15,000원

20,000원

5,000원

현장등록

20,000원

30,000원

10,000원

※ 학회 이사 ･ 정회원 등록비 무료 / 기관회원 1인 면제, 2인부터는 1만원 감면.

→ 현장등록은 당일 상황에 따라 자료집 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신청 안내
등록기간 : 10월 30일(수)까지
등록방법 : ① 사전등록신청서 작성 : 네이버폼(http://naver.me/GfdDgZIa) / 메일 본문 / 첨부파일
② 사전등록신청서를 학회 메일로 발송 - 네이버폼은 메일 발송 불필요

③ 등록비 입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2-732015 (예금주: 한국노년교육학회)
등록문의 : 학술간사 010-9245-2415, egeron@naver.com

찾아오시는 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B1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http://www.ewha.ac.kr/mbs/ewhakr/subview.jsp?id=ewhakr_011101010000

※ 대중교통 이용 시 :
⊙ 지하철
2호선 이대역 하차(2번,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 버스
이대역, 신촌기차역, 이대 후문 정류장 하차 (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