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 강의계획서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이정화

◦ 노인복지 교과목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 및 

실천, 노인문제에 관한 주요 이슈로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영역에서는 현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노인문제에 대한 이

론적 관점- 사회적 적응, 생리적 변화, 심리적 적응-을 다루고,

- 노인복지정책 영역에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권익,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건강과 

의료보장정책을 다룬다.

- 노인복지서비스 및 실천 영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실천, 노인사례관리를 다루고

- 노인문제에 관한 주요 이슈 영역에서는  퇴직, 여가, 자원봉사, 노인교육, 가족부양

과 노후 부부문제, 노인학대, 죽음과 호스피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실버산업과 노후생활에 관해 학습한다.

◦ 강의 교재 

양옥남, 김혜경, 김미숙, 정순둘(2009) 저 ‘노인복지론(wp 2판)’ 도서출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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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매주 1회(총 4회) ‘기억해야 할 이번 주 강의 내용’ paper

- A4 1페이지 분량으로 한주 간 들은 내용에 대한 생각과 느낌 적어 e-class에 제출

◦ 기말고사 : Off Line 시험, 일시: 2015. 1. 22(금) 오전 11시 ~ 12시



1. 수업내용

구분 내용

교과목명 ◦노인복지

수업목표

◦현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다룬다.

◦정책적 측면에서 노인복지법과 노인권익,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건강과 의료보장정책과 그 배경을 이해한다.

◦실천측면을 강조하여 시설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노인

복지실천, 노인사례관리를 다룬다.

◦ 노인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퇴직 여가 자원봉사 노인교육과 

가족부양과 노후 부부문제, 노인학대, 죽음과 호스피스,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버산업과 노후생활을 학습한다.

활용대상 ◦정규 전공 교과목 및 온라인 강의

학습내용

학습 주제 및 주요 내용 차시

◦현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1~4차시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관점 5~8차시

◦노인복지정책 9~12차시

◦노인복지서비스 및 실천 13~19차시

◦퇴직 여가 자원봉사 노인교육 20~25차시

◦가족부양과 노후 부부문제 26~28차시

◦노인학대 29~31차시

◦죽음과 호스피스 32~34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실버산업 35~39차시

멀티미디어 자료 ◦선시티(Suncity) 은퇴촌 사례(미국사례)



2. 차시별 수업 내용

학습 주제 내용 방법 멀티자료 차시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현대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고령화 사회와 신인류의 출현
- 노인의 정의와 연령범위
- 인구변화와 노인문제
- 노인복지학의 특성

PPT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

1~4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관점
- 노인의 사회적적응과 노년사회학 이론
- 노인의 생리적 변화와 노화이론
- 노인의 심리적 적응과 노년기 발달심리 이론

5~8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 노인복지법과 노인권익
- 노인소득보장정책
- 노인건강과 의료보장정책

9~12

노인복지서비스 
및 실천

-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
-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노인복지실천1, 2
- 노인사례관리1, 2

13~19

노인문제에 관한 
주요 이슈

- 노년기와 퇴직
-노년기 일의 의미(일본사례)

- 노후 여가활동
- 노인 자원봉사
- 노인교육
- 선시티 은퇴촌 사례(미국사례)

나가노ppt

썬시티ppt

20~25

가족부양과 노후 부부문제
- 노인가족 실태
- 노인과 가족부양
- 노인과 부부관계

26~28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노인학대의 실태와 정책방안

29~31

죽음과 호스피스
- 죽음에 관한 이론
- 노년기 죽음의 의미와 태도
- 호스피스

32~34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2,
- 성공적 노화
- 실버산업
- 고령친화산업

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