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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이해와 실제 강의계획서

노인의 이해와 실제

교과

목명

국문 노인의 이해와 실제
학과

(관련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영문

Understanding and actuality 

of the elderly

담당

교수

성명

임구원 1-6

연락처 개인정보서용완 7-10

임숙희 11-14

대표

E-mail
담당 연구원 서용완 교수

수업관련 상담전화

학습목표

 - 학습자는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노인  

   시설 대상자들을 돌볼 수 있음.

 - 학습자는 노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노인 시설 대상자

   들에게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음.

과목개설

목적 및 특성

 - 요양보호사 특성상 40대 이상의 중장년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보능력이 낮은 수준임.

 - 노인시설은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전

   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복잡하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양 대상자들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

   키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보수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요

   구가 있음.

교과목 특성

 - 현장에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직무향상을 높일 수 있음.

 - 직업의 정체성과 노인의 성, 노인의 고독사와 자살 등에 관한 실질적 교과

내용을 다루고 노인상담 전문가의 사례를 통해 노인 시설 대상자를 바르게 

케어할 수 있음.

수업진행방식

■ 교수자중심 설명학습형1   □ 실기/실습 중심형2  □ 학습자 간 토론학습형3 

■ 문제풀이학습형4           ■ 반복연습 중심 학습형5

□ 프로젝트중심 학습형6     □ 현장실습형7        □ 견학/감상 중심 학습형8

□ 심화학습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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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교과명) 노인의 이해와 실제
유형

이론·실제 /  

 사례 탐구형

개발시기 7월 ~ 10월

주차 차시구성 차시별 학습주제 / 내용
강의정보

(강의시간/촬영 교수진)

교과목별 홍보영상

1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문제

1 노인의 성격유형 41:18
임구원

2 노인생활과 관련문제 48:15

2

노년기의 동향과 가족관계

1 노년기의 동향과 가족관계 38:02
임구원

2 노년기의 가족관계 48:42

3

노인 의료보장정책과 재가 복지서비스

1 노인소득보장과 의료보장정책 40:21
임구원

2 재가복지서비스와 재가 노인케어 48:57

4

노인의 학대와 노인인권

1 노인 학대 38:57
임구원

2 노인 인권 33:29

5

노인의 성의 이해 성 심리

1 노인 성에 대한 이해 38:25
임구원

2 노인 성 심리 및 사례 37:32

6

노인의 성문제와 성상담

1 노인성문제와 실태 41:14
임구원

2 노인 성교육과 성상담의 실제와 과제 42:15

7

요양보호사와 직업의 정체성 교육

1 요양보호사의 현실 38:50
서용완

2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직업의 정체성 교육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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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인고독사의 실제와 예방

1 노인의 고독사 35:40
서용완

2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 34:02

10

노인 자살 예방에 관한 교육

1 노인자살 32:26
서용완

2 노인 자살 예방 교육 38:23

11

노인시설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1 노인 시설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38:35
임숙희

2 노인 시설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60:27

12

노인의 심리 및 성격특성

1 노년기의 심리변화 43:21
임숙희

2 노년기의 성격변화 54:44

13

노인심리장애와 상담

1 노년기 치매와 상담 74:56
임숙희

2 노년기 우울증 치료와 상담 48:12

14

한국의 노인복지 전망

1 노인복지의 주요쟁점 39:17
임숙희

2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3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