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5. 1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5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주무관
채소영

2133-7400
2133-7418
2133-7413

서울시, 13일(금) 제 11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 서울시와한국노년학회와함께13일(금) 대방동여성플라자에서국제학술심포지엄개최
- 일본, 홍콩, 미국 등 국내외 학자 시민 200여명 참석, 어르신 복지증진 협력방안 모색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쉽’ 주제로 발표 및 개별토론 진행
·

·

□ 서울시는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13일(금) 오후 1시부터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11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 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어르신 복지에 관련한 욕구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공공기관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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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과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전문가들과 국내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쉽’에 대한 주제 발표도
진행된다.
·

□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관계자, 권순만 한국노년학회 회장을 비롯해
일본, 홍콩, 미국 등 해외 전문가, 국내 노년학 교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국내외 관련전문가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심포지엄은 ▴사례발표 ▴개별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사례발표에서는
금번 주제와 관련된 해외사례(일본, 홍콩, 미국, 싱가포르 등 )를
주제로 각국의 저명한 교수들의 발표가 마련된다.
구 분
주제발표

시 간

내용

13:30～14:10
(40')

【주제 1】Takeo Ogawa

14:10～14:50
(40')

【주제 2】Song-lee Hong

14:50～15:30
(40')

【주제 3】Terry Lum

16:00~16:40
(40')

【주제 4】 Anna Avdalyan

일본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싱가폴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홍콩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미국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 이어서 해외사례발표에 대한 국내의 전문가들의 개별토론과 시사점
등의 논의를 통해 서울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민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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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2006년 ‘서울․북경․동경의 노인의 삶과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라는 주제로 시작된 서울 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은 국내
외 전문가들의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어 왔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 박기용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한 일본, 홍콩, 미국,
싱가폴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쉽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공유 및 분석은 서울시 노인복지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제11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요

붙임

「제11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엄」개요

행사개요

일 시 : ’16. 5. 13(금) 13:00 ~ 17:3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참석인원 : 약 200여명

❍

-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관련 학자, 현장실무자, 학생, 공무원 등
- 해외참가 :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행사주관 : 한국노년학회 (행사지원 : 서울시)
❍ 주
제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민간 파트너쉽
❍ 행사내용 : 각국 사례 발표, 개별 및 종합토론 등
❍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개회식

13:00～13:30
(30')

축사 및 개회사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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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10
(40')

【주제 1】Takeo Ogawa

14:10～14:50
(40')

【주제 2】Song-lee Hong

14:50～15:30
(40')

【주제 3】Terry Lum

16:00~16:40
(40')

【주제 4】 Anna Avdalyan

토론

16:40～17:30
(50')

폐회

17:30

일본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싱가폴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홍콩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미국의 노인복지 증진 공공·민간 파트너쉽

종 합 토 론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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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발표자 및 토론자

사진

성명

소속
및 직위
President,
Specific

Takeo

Non-Profit

Ogawa

Organization
Asian Aging
Business Center

Associate Professor

Song-lee
H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
Korea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Terry Lum

Social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주요 경력
President Specific Non-Profit
Organization Asian Aging Business Center.
Project Researcher, Public Interest
Incorporated Foundation
Fukuoka Asian Urban Research Center
Emeritus Professor, Yamaguchi University,
Japan. Since 2006
Emeritus Professor, Kyushu University,
Japan. Since 1998
Dr. Hong, Song-Iee, an Associate
Professor from Dongguk Univer
-sity in Korea, is interested in
environmental and long-term care
issues for older adults and pro
-ductive
engagement
and
its
outcomes in late life. Specifically,
she has published on the social
gerontological areas of caregiving,
volunteering, home and care envi
-ronment, use of assistive tech
-nology, and activity-related issues.

비고

한국교통대학교

김현숙

사회복지학과
교수

LA County
Anna
Avdalyan

Community
& Senior
Services
Aging & Adult
Services

서울연구원

윤민석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표

연세대학교

최재성

사회복지학과
교수

Professor Terry Lum is the Henry
G Leong Professor in Social Wor
k and Social Administration and the He
ad of 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Social Administration
i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Professor Lum is an expert in long term care
policy, productive aging, and aging-in-place.
Professor Lum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an age-friendly
city project in two districts in Hong Kong.

발표

Anna Avdalyan has been a
manager with Los Angeles County
for over 17 years. For the past 9 years, Ms.
Avdalyan has had oversight
of the Los Angeles County
Area Agency on Aging and the Los Ang
eles Commission for Older Adults.
The largest Aging Network I
n CA and some states in the USA.

발표

상명대학교
이금룡

가족복지학과
교수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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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과를 졸업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
원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수행
-박사학위 논문[노년초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론

-Univ.ofCalifornia at Berkeley 사
회복지학 박사학위
-연구분야는 비영리조직관리, 사회
복지기획 및 평가, 전달체계분석, 노
인장기요양, 비용분석 등
-그 밖에 연세대학교 BK21Plus 사
회복지사업단장(2013- 현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위원장(2012~현재)
-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

토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위원
-국무총리직속 자원봉사진흥 실무
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자원봉사학회 부회장
-한국노년학회 감사 및 이사

좌장

발표

Program
Manager.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교수
로 재직중(2000년~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 석
사, 박사학위 취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취득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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