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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2014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2차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19일(목)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14 

누리과정 발전을 위한 2차 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번 포럼은 ‘누리과정 발전포럼 

운영 2차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는 시점

에서 지난 1년 간의 사업추진경과를 돌

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

련된 자리로, 이영 소장과 김은영 전략기획센터장(사업책임자)을 비롯하여 교육부 유아

교육정책과 박주용 과장, 김선숙 연구관, 공동연구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선임연

구위원, 누리과정 발전포럼 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은영 센터장의 2차년도 

사업 결과 보고에 이어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지성애 회장과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노진

아 학술부이사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현장적용 현황과 발전 방안’, ‘장애유아를 

고려한 유아교육기관 평가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연구’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지

정토론에는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염지숙 교수,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박진재 이사, 한

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원종례 교수,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건희 교수가 

참여하였다.

2014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8일(화)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2014년 제2차 육아정책 심

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정림 동향분석통계팀장은 ‘아동돌봄서비스의 현황-다부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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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주제로 한 발

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

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같은 유관부처의 아동

돌봄서비스 사업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개선 방향과 단·중기 방안, 서비스 운영모형을 제시하였

다. 토론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

구위원이 참여하였다.

9월 18일(목) 오후 2시에는 3차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출산율 분석의 생애주기적 접

근’에 대하여 시카고대학교 문성혁 박사와 본 연구소의 이정림 동향분석통계팀장이 발

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23일(화) 오후 2시에 열릴 4차 심포지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문제점은 없는가’를 주제로 본 연구

소의 권미경 부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2014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21일(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14년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유보통합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현재 국무조정실 영유

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분야

별 쟁점과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본 연구소 이미화 기획경영실장이 ‘유보통합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토론에는 추진단의 조인철 과장을 비롯하여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경자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 서영숙 한국아동학회장, 지성

애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

위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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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2차 KICCE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4년 9월 1일(월)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

차 KICCE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

제자로 초빙된 영국 런던대학교의 Peter 

K. Smith 교수는 ‘Character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Bullying in Early 

Childhood(영유아기 왕따 문제 예방과 인성교육)’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본 연구소

의 장혜진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이영 소장을 비롯하여 김은

영 전략기획센터장 등 연구직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9월 18일(목) 오후 4시에는 유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론과 관련하여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이하 NIEER)의 정광희 박사가 ‘Language 

and Early Math Skill Gains in Head Start Children(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아

동의 언어·수학능력 향상 효과 분석)’에 대해 발제하며, 본 연구소의 이정림 동향분석

통계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i-POL 서포터즈 6기 발대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16일(화) 오후 5시에 

대회의실에서 ‘i-POL 서포터즈 6기 발대식’

을 개최한다. 본 발대식에는 이영 소장, 이미

화 기획경영실장, 김은영 전략기획센터장(사

업책임자)을 비롯하여 원내 실무진과 신규 서

포터즈 2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8

월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7팀, 총 21명의 서

포터즈 6기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들은 향후 2개월 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육아

정책연구소 홍보 UCC제작, SNS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모임 참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 결과에 따라 성실하고 우수한 팀에는 수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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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4년 9월 19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

서 제5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다학제적 접근과 확

산’을 주제로 한 본 학술대회에는 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미국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NIEER의 정광희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

지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 취업 및 가계경제와 육아’, ‘후속출

산 및 자녀가치’ 등과 관련된 논문 17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대표단 내방

일본 문부과학성의 후치가미 타카시(淵上 

孝, ふちがみ たかし) 초등중등교육국 유아

교육과장, 오오가와 코우헤이(大川 晃平, お

おかわ こうへい) 고등교육국학생·유학생과 

과장보좌, 도키와기 유이치(常盤木 祐一, と

きわぎ ゆういち）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일등서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9월 15일(월) 오전 10시 본 연구소에 내방하여 간담회

를 가졌다. 원내에서는 이영 소장과 이미화 기획경영실장, 김은설 정책연구실장, 김은영 

전략기획센터장이 참석하여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및 유보일원화 이슈, 한국의 

누리과정과 무상보육정책 등 양국 육아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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