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커뮤니티 케어시대의 돌봄의 사회화:
노인 돌봄 과연 충분한가?
●

일 시 : 2019년 11월 9일 (토) 09:30~16:30

●

장 소 :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C동 207호

●

주 최 : (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성신여자대학교 Health & Wellness College

●

후 원 : 도서출판 신정

2019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9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구의 변화는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2018년 우리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한편으로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돌봄정책’은 이제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사회적 돌봄은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의 틀에서 이루어지면서 여러가지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2019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탈시설화’를
핵심으로 한 지역사회기반 통합적 돌봄 체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돌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했다고 봅니다.
이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시대의 돌봄의 사회화: 노인돌봄, 과연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에 대해 가족자원경영학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돌봄’은 가족자원경영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입니다. 우리는 일 가정 양립 등, 돌봄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와 실천
영역에서의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맞추어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역할은 무엇이며 돌봄 현장의 실천과정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는가?’에 대해 학술대회 발표자와 토론자는 물론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원 여러분, 본 학술대회가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돌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토론의 장,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자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회원 여러분의 친목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조 영 희

Program
일 시

구분

내용

09:30
~10:00

접수 및 등록

10:00
~10:10

개회사 및 학회장 인사 : 조영희 회장(서원대)

10:10
~10:50

기조강연

노인 돌봄의 성찰: 의미 짚어보기
발표 : 홍성희(계명대)
주제발표 1

에이징인커뮤니티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
발표 : 최령(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10:50
~
12:30

기획주제 및
라운드테이블

비 고

주제발표 2

정지영 부회장
(여주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가족자원경영학의 연계점 찾기
발표: 송혜림(울산대)

종합토론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소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성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12:30
~14:00

점심식사
세션 1. 이론적 이슈들

세션 2. 현상과 실천

세션 3. 자유/신진

(사회: 김선미, 광주대)

(사회: 강기정, 백석대)

(사회: 박정윤, 중앙대)

공적 돌봄과 가족 돌봄의 관계

가족자원의 특성과 커뮤니티
케어 요구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의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탐구

발표: 정지영(여주대)
토론: 구
 혜령(가족친화지원센터)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공동체
14:00
~
15:30

분과별 발표

중ㆍ노년기 여성한부모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노년기 부부프로그램 실제 및
활성화 방안-G시를 중심으로

발표: 김성희(여주대)

발표: 이
 영호(서울시한부모가족

토론: 이윤정(호서대)

지원센터)
토론: 장
 명선(이대 젠더법학연구소)

발표: 김연화(김포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론: 김유경(숭의여대)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자본의

시니어 공동체 일상문화 공유
프로그램

발표: 서지원(방송대)
토론: 이현아(대구대)

연구윤리교육

16:00
~16:30

총회 및 폐회식

발표: 김
 경아ㆍ이의선(숙명여대)
강
 복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토론: 김
 선주(성신여대)

현황 분석

함의

15:30
~16:00

발표: 고선강(성신여대)
토론: 어성연(중앙대)

발표자: 임
 남희(안산시 선부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고잔복
지센터 쉼과힘)
토론: 이승미(우석대)

중·노년기 1인가구를 위한 건
강가정사업 사례분석 -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발표: 박지선(종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론: 기은광(서정대)
고선강 편집위원장
(성신여대)
서지원 총무이사
(방송대)

Location
C동 207호

미아현대아파트

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서울사이버대학교입구) 1번 출구로 나오셔서 300m 정도 걸어오시다가
우회전하여 200m 더 오시면(도보 8분 예상) 성신여대(운정그린캠퍼스) 정문이 보입니다.

●

버스
●

버스(수유시장ㆍ성신여대운정그린캠퍼스)

: 버스 하차 →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건물(1층
올리브영)을 끼고 50m 직진 → 성신여대 주자창 입구 → 주차장 들어가서 10시 방향으로 직진 후
안쪽끝까지 들어가기 → C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이용

●

간선버스(파란색)

: 101, 102, 106, 107, 108, 120, 130, 140, 141, 142, 150, 151, 153, 160, 710

●

지선버스(녹

색) : 1144, 8153

학술대회 참가비
사전등록

학술대회 당일 등록

비고

학생/ 현장종사자

30,000

40,000

일반

50,000

60,000

학술대회 등록자
자료집, 점심 제공

(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연회비
●
●

연 회 비 : 50,000원 / 입회비 10,000원
홈페이지 : www.kfrma.kr

Tel: 010-4026-8468

E-mail: kfrma@hanmail.net

www.kfrm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