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세미나’ 안내

국립현대미술관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
술관과 대한치매학회의 공동 세미나로 진행되며, 고령화 사회 노인 문화예술에 대한 전망과 방향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치매학회의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사례를 중심으로 유관분야 학계 및 현
장 전문가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방향성 및 피드백을 담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고
령화 사회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짚어보고,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특성을 고려한 시니어 대상 특화
미술관교육 담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ㅇ 프로그램명: 2017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세미나
ㅇ 일시: 9월 15일 (금) 13:30~17:40
ㅇ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ㅇ 대상: 장애인 및 시니어 대상 문화예술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연구자, 일반인 등 50명
ㅇ 내용:
- 고령화 사회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망과 방향에 대한 강연
- 국립현대미술관 치매환자와 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방향성 및 피드백을 담은 발제, 토론 등
ㅇ 세부일정:
일 정

소요

프로

시간

그램

강의 내용

13:30-14:00

30‘

ㅇ 등록 및 접수

14:00-14:10

10‘

ㅇ 개회 및 인사말

14:10-15:00

50‘

강연1

15:00-15:50

50‘

강연2

15:50-16:00

10‘

16:00-16:30

30‘

사례발표1

16:30-17:00

30‘

사례발표2

<고령화 사회의 노인 현황과 이슈>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 대응
<고령화 사회 문화의 역할과 노인 문화예술교육>
‘나의 여가를 찾자: 자기방식대로 노후를 즐기자’

진행 강사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손동기
(한국외대 EU연구소
초빙연구원)

*휴식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의학적 관점에서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미술관교육적 관점에서의 방향과 의미

17:00-17:30

30'

ㅇ 사례 연구분석 및 심층토론

17:30-17:40

10'

ㅇ 공지 및 폐회

※ 일정, 강사 등의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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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

황지영, 홍해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국립현대미술관 연구원)

□ 참여방법
ㅇ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교육/행사>문화나눔>장애인대상 미술관교육>
*신청페이지 링크: https://goo.gl/qVr7hy
ㅇ 접수기간: 2017년 9월 5일 (화)부터 ~ 마감시까지
ㅇ 문 의: 02-3701-9605 (교육문화과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담당)

□ 기타사항
ㅇ 주차: 미술관 주차장 이용 가능 (유료 / 기본 1시간 2,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ㅇ 참여자 전원 자료집, 다과 제공

□ 강연자 소개
ㅇ 이금룡(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현재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를 역임중이다. 한국노년학회 이사 및 학술부회장,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후생활팀 전문위원, 상명대학교 실버마케팅연구소장 등 노
인학 및 노인복지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
과 정책과제>(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대 프로그램>(2011, 신정), <노년학 척도집>(2010, 나눔
의 집), <노인자원봉사실천론>(2009, 학지사) 등이 있다.
ㅇ 손동기(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파리5대학 노인여가 전공 사회학박사를 취득하였다. 노인 여가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전문가로 2016년 한
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고령자를 중심으로>의 공동연구자로 참
여하였으며,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 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집필한바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출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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