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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본/일반과제 착수보고 워크숍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7일(목) 

~18일(금)까지 총 2일간 2016년

도 기본/일반과제 25개에 대한 착

수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남희 

소장과 원내 전체 연구원이 참석

한 가운데 각 과제의 연구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계획

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워크숍에서 제기된 논의들은 

관련 부처/전문가와의 협의회 및 제2차 착수보고 워크숍을 통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6월 중순 개최되는 중간보고 워크숍을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를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

다.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여 정부-지역사회-부모가 더불어 협력하

는 육아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번 행사는 4월 

30일(토) 서울지역 콘서트(EBS 공동주관)를 시작으로 5

월 17일(화) 부산(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공동주관), 

5월 19일(목) 인천(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주

관), 5월 31일(화) 광주(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공동주관)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

되었으며, 5월 31일(화) 12시 45분 EBS TV를 통하여 서울지역 콘서트가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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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CDA-KICCE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6년 

5월 9일(월), 싱가포르 유아

교육･보육 통합 부서인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ECDA)의 방한 인

사들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세미

나의 주제는 「Early Child- 

hood Landscape and 

Policy Issues in Singapore and Korea」이며, ECDA 공무원 Sum Chee Wah, Wang 

Run, Joanna Liew와 Dr. May See York Har를 비롯한 ECDA 관계자 14명, 총 17

명의 ECDA 방문단이 참석하였다. 우남희 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는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김은설 아동연구패널팀장, 그리고 싱가포르 ECDA의 Assistant 

Manager인 Joanna Liew의 주제발표로 이어졌으며, 양국의 교육･보육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 싱가포르 ECDA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본 연구소 

박사들의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6년 제2차 육아정책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1

일(금) 오후 4시에 대회의

실에서 제2차 육아정책 심

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민

간 인프라를 활용한 보육 

공공성 강화의 가능성과 한

계’를 대주제로 실시된 본 

심포지엄에서 유해미 연구

위원과 도남희 부연구위원

이 각각 ‘공공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소주제로 하여 발표를 하였다. 공공형어

린이집 주제발표에 대해서는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가, 직장어린이집 주제발표에 대해서는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와 이택면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이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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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20일(월), 대한상공회의소 중

회의실A에서 ‘2016년 제1

차 육아선진화 포럼’을 개최

하였다. 본 포럼의 주제는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이다. 우남희 소

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포럼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 보육 추진 배경’을 

본 연구소 최윤경 연구위원이, ‘2016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 특징과 맞춤형 보육’을 본 연구소 김은설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이화

여대 박정수 교수가 좌장을, 서울여대 문미옥 교수, 동덕여대 이종희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명지대 우석진 교수, 학부모 2명과 보육교사 1명,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T/F팀 왕형진 팀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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