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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육아정책연구소 청사 이전

육아정책연구소는 2015년 창립 10주

년을 맞아 청사를 확장 이전하였다. 본 

연구소는 지난 9년간 서울 종로구 안국

동에 위치한 안국빌딩 4개 층을 청사로 

사용하였으나, 2015년 2월 4일부터 나

흘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외교센터 빌

딩으로 이전하여 2월 9일부터는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새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 4층이다.

2014년도 제5차 및

2015년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움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4년 12월 16일

(화)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내 중국동포 육

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최윤경 아동패널국제연구팀장이 발표하

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

책센터의 홍승아 센터장, 본 연구소 이윤진 연구위원이 토론하였다. 

2015년도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움은 1월 28일(수) 오후 2시에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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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

움에서는 윤재석 전문연구위원이 ‘어린이

집 교사의 보수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이 ‘해외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동향: OECD와 이

탈리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2014년도 제5차 유보통합 전문가 정책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4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5차 유

보통합 전문가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14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 영

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업무 지원을 위해 본 연구소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유보통합

지원단’ 사업의 일환으로 유관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보통합 세부주제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4년에는 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5차 포럼은 ‘기관평가의 방향

성 재고 및 운영체계 개선’을 주제로 부경대학교 이경화 교수와 본 연구소 장혜진 부연

구위원이 발제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 선임연구위원과 나사렛대학교 권혜진 

교수가 토론하였다.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Korea–OECD ECEC Seminar 2015)’개최

교육부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

가 주관하는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Korea-OECD ECEC 

Seminar)’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5년 2월 25일(수)~26일(목) 양일간 

개최하였다. ‘OECD 국가 사례를 통한 

성공적 유보통합의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국제세미나에서는 황우여 부총리가 환영사를, 신의진 국회의원이 축

사를 전하였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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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발표에 이어 OECD 영유아 및 학교 분과 책임자(Head of Division,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인 Yuri Belfali가 ‘유아교육·보육의 국제적 추세와 

정책방향(OECD)’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외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의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정책 사례 발표가 있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2015년 2월 2일(월) 오후 2

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육아정책연

구소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본 공청

회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시

간을 기존 5시간에서 4~5시간으로 개

정하는 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박찬옥 중앙대학교 유아

교육과 교수가 좌장으로 본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소의 이진화 누리과정통합

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성원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영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심진섭 빛누리유치원 원장, 라은미 천사유치원 학부모가 토론하였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내방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육부 간 업무협

력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3월 3일(화) 

오전 10시,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

관이 본 연구소에 내방하였다. 간담회

에는 교육부 박주용 유아교육정책과장 

및 덕성여대 신동주 교수가 참석하였고 

본 연구소에서는 우남희 소장을 비롯하

여 이미화 기획경영실장, 김은설 정책연구실장, 최윤경 전략기획센터장, 이정원 연구기

획팀장 등이 참석하여 ‘한-OECD 유아교육·보육 국제세미나 결과보고’, ‘육아정책연구

소 사업보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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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본·일반과제 착수보고 워크숍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5년 3월 11일

(수)~12일(목) 양일 간 본 연구소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기본과제 및 일

반과제 착수보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우남희 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직원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과제별 책임자가 연구추진계획을 발표

하고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추후 연구계획서는 관계부처와 서면으

로 연구방향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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