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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무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1월 2일

(목) 오전 11시 연구소 9층 대회의실

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승진자 및 포

상자, 장기근속자 시상을 실시하였다. 

백선희 소장은 “2020년 신(新) 명동

청사 이전과 함께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9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성과 공유를 위한 
열린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1월 29일 

(수)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2019년 연구성과 공유

를 위한 ‘제1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을 

비롯하여 원내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손문금 과장, 산후조리원 

관계자,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한국모자보건학회 관련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부 ‘산후

조리원 컨설팅 수기공모전 시상식’과 2부 컨설팅 사업보고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1부 시상식에서 산후조리원 부분 최우수상은 순천미즈 산후조리원 장기순 건강관리

책임자가, 컨설턴트 최우수상은 (전)고려대안산병원 유옥금 수간호사가 수상하였으며 

이외 우수상, 장려상의 수상이 있었다.

2부 행사에서는 백선희 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연구위

원의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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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손문금 과장, 인제대 일산백병원 김희선 산부인과 교수, 수기공모전 기관 우수

상 수상기관인 미르피아 산후조리원 이경희 원장, 설렘 산후조리원 남정숙 원장, 컨설

턴트 최우수상 수상자인 (전)고려대안산병원 유옥금 수간호사, 컨설턴트 장려상 수상자

인 강남차병원 홍정민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안)’ 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31일(금) 오후 

3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

다. 보건복지부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

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수행된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0-2세) 개정연구」에서 마련한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안)」에 대해 관계

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국장, 한국보육진흥원 유희정 원장, 육

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과제책임자인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정책연

구소)이 「2020 개정 표준보육과정(안)」의 개정 배경 및 특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외

부 공동연구진을 대표하여 정선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와 최혜영 교수(창원대학교)가 

6개 영역별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토론은 박혜원 교수(울산대학교)를 좌장으로 하

여, 보육분야의 학계 전문가, 현장의 원장, 교사,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

며, 토론자로 이미정 교수(여주대학교), 정효정 교수(중원대학교), 전영희 원장(주은어린

이집), 김성희 원장(홍제어린이집), 유정현 교사(경기엘림어린이집), 조혜정 교사(전궁몬

테소리어린이집), 이지영 학부모(0세 자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0년 KICCE 제2차 열린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0년 2월 20일

(목) 오전 10시 서울로얄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19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

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제2차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등 2019 유아

교육 교육력 제고사업 관련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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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참석한 본 토론회에서 제도개선 지원 정책연구 및 누리과정 지원 사업 과제에 

대한 발표 및 열린 토론을 진행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

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아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교육과정 개정 자료 개발, 교육

과정 개정 후속 지원, 학부모 교육, 교육과정 개정 제도 개선 지원 부문의 사업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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