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문화포럼」 제3회(2015-2) 학술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방안

지하철
•
•
•
•

9호선 국회의사당역
5호선 여의도역
1호선 대방역
1호선 영등포역

1번, 6번 출구로 나와 도보 이용
5번 출구로 나와 버스 162, 261, 262, 461번 이용
360, 363번 버스 이용
5615, 5618번 버스 이용

버스
•

1, 162, 261, 262, 263, 360, 362, 363, 461, 5615, 5618, 6623, 6633, 7613

주차장 이용안내
• 국회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국회 경내에는 공무차량과 장애인 등 보호대상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으며

국회참관 및 내방객 차량(버스포함)은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5. 8. 28(금) 14:00 ~ 18:30(만찬 포함)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한국골프문화포럼, 한국노인체육학회

●

주

●후

관 : 한국골프문화포럼
원 : 대한노인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대한골프협회
한국골프학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칼럼니스트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청소년골프협회

문의
150-87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 21 1108호
TEL 02-761-2238 / FAX 02-761-2237

korea golf culture forum

korea golf culture forum

「한국골프문화포럼」 2015-3 학술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방안

| 모시는 글 |

| 프로그램 |

무더운 여름도 그 끝이 보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손짓하기 시작하는 8월

14:00~14:30 ● 등 록

의 마지막 주에 「한국골프문화포럼」의 제3회(2015-2)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
고자 합니다.
본 학술세미나는 한국노인체육학회와 공동으로 “고령화 사회의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령화 사회의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방안”과
“골프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14:30~15:00 ● 개회식
(사회 : 김태진 한국정책연구소 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민의례
•개회사 최문휴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
•환영사 이경옥 (한국노인체육학회 회장, 이화여대 교수)
•축사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10:20~12:30 ● 고령화 사회의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방안
(사회 : 김태진 한국정책연구소 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발표 1

이번 학술세미나가 고령화 사회에서 골프가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 2
		

진단하고 고령인구의 골프장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

감사합니다.

17:00~17:30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 최

문휴

골프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방안
김국종 (3M 경영연구소 대표)

•지정토론 정태진 (대한노인회 선임이사)
박장근 (한국노인체육학회 부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조상우 (한국골프학회 총무이사, 호서대학교 교수)
이기윤 (소설가, 골프칼럼니스트)
정대균 (파이낸셜뉴스 국장)

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고령화 사회에서 골프의 건강증진 효과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17:30
17:30~18:30

● 질의응답
● 폐회식
●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