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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KICCE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총 10회에 걸쳐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KICCE 

정책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들의 정책기여도를 제고하고 연구 성과

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부처, 국회, 학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개최되었다. KICCE 정

책토론회 개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 식 마 당

연구소 소식

소
―
식
―
마
―
당

구분 일시 주제 행사사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9월 6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9월 29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공간, 놀이, 디지털

제3차 KICCE
정책토론회

9월 28일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
능발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10월 15일
학령인구감소시대, 서울 공사립유
치원 운영 실태와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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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주제 행사사진

제5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11일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25일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제7차 KICCE
정책토론회

11월 30일
유아교육 지원 행정조직과 기능 개
선 방안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12월 6일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12월 13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기후, 그린, 생태

제10차 KICCE
정책토론회

12월 17일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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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1

월 30일(수) 오후 2시 대면 및 온

라인 Zoom 회의를 통해 “어린이

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제도 발

전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3

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

였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

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자연 

미래교육연구팀장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 주제 발

표가 있었다. 토론 패널로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정선아 교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장

연화 정책연구소장,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이경미 회장, 연구소 김동훈 보육정책연구팀

장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는 서면으로 전달하였다.

2022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2일(금)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시간 지원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의 사회는 조미라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박은정 부연구위원이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 양상과 시간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김진욱 교수(서강대학교), 이승윤 교수(중앙대학교), 김은정 부연구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

원), 박차옥경 정책연구위

원(보건복지자원연구원), 

남효정 전문위원(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이 패널로 참

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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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2월 9일 ‘2022년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

워크 포럼: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 국정과제 이행 방향’을 개최하였다. 박상희 소장의 인

사말과 함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해왔다.

이재희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임신･출

산 정책제안 공모전’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하였다. 이어 ‘새 정부 육아정책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주제로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이, ‘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를 주제로 박은정 미래교육연구팀 부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토론은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이 좌장을 참여하였으며, 네트워크 기관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의 이병래 회장, 아동권리보장원 장화정 본부장, 한국아동학회 전효

정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정희 회장이 배석하여 현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

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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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29일(화),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2022년에 육아정

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한 정책과제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고 발표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포럼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의 이재희 연구위원이 ‘임신․

출산 인프라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권미경 연구위원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내용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종합대책: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을 주제로, 네 번째 발표는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이 ‘아동돌봄의 통

합적 운영기반 구축 연구’를 주제로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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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연구성과 세미나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아동, 부모, 가구, 정책을 중심으로>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기본과제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

구｣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 1일(목) 제

2차 연구성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

미나는 지난 8월에 개최된 1차 연구성과 세

미나에 이어 마련된 두 번째 세미나로서,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자 마련된 자리이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지현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책임자인 조숙인 연구위

원의 한국아동패널 및 심층분석 연구개요 발표로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외부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최효식 교수(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가 ‘부모 양육과 아동 발달: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였다. 송주현 교수(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는 ‘영유아기 어머니 우울과 아동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김재철 교수(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는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한 육아정책의 영향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송경희 

교수(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 발달궤적: 영향요인과 사회성 발달

차이’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 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심층분석 연구 결과의 확산과 한국아

동패널의 추후 활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2월 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선교 의원

실과 공동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 새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육아정

책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는 최윤경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

행되었으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개회사와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

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이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이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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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전문가(104명)와 정책수요

자인 부모(1,087명)를 대상으로 

수행한 의견조사를 공유하고 향

후 정부가 집중하여야 할 육아정

책을 제안하였다. 
발표 이후, 김난주 연구위원(한

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권 입법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

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

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2022년도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5일(목)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

다.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박상희 소장, 이

윤진 기획조정본부장, 김근진 연구기획평가팀장이 참석하였으며, 원외 자문위원은 이병래 

교수(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도미향 교수(한국부모교육학회

장), 손인숙 교수(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전효정 교수(한국아동학회장), 정정희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조형숙 교수(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 한유미 교수(한국아동권

리학회장)가 참석하였다.

제2차 연구자문위원회는 2022년 제2차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결과 보고 

이후 2022년 기관장 중점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소 역할, 2023년 수시과제 

및 협동과제 주제에 대해 논의

가 진행되었다.  이번 위원회에

서는 기관장 중점사업에 대한 

자문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

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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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3차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0월 14일(금)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한국보

육진흥원 6층 교육장에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제1분과는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교수가 ‘부모급여 도입과 함

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을, 제2분과는 김정화 국립목포대학교 교수가 ‘아동 중심 보육서

비스 질 제고’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제3분과에서는 권기남 오산대학교 교수가 ‘보육교

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제4분과에서는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의 ‘보육 기반 

강화’ 발표가 있었다. 
토론은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황옥경 서울신학

대학교 교수, 조막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

원, 김미정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 원세연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장, 이중규 한국어린

이집총연합회장, 함미영 민주노총 보육교사지부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참

여하여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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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23~’27)」공청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중장

기 보육 기본계획안(’23~’27)』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의 

인사말과 함께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순서로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①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체계 구축, ②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강화, ③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 ④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의 4개 전략

과 총 1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발표에 이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

상담과 교수,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장, 박현규 100인의 아빠단 부모, 이

삼식 한양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원장, 정호용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은주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함미영 민주노총보육교사지부장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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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LEGO Korea,

LEGO Foundation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0월 

4일(화) 레고코리아(LEGO Korea), 

레고재단(The LEGO Foundation)

과 ‘놀이를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Play)’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서 내용은 ‘놀이를 통한 학습

(Learning Through play)’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정보와 데이터 공유, △지식 확산과 미래 전략 논의를 위한 공동 정책 

포럼과 심포지움 개최, △정책 브리프 공동 발간 등이다.

협약식에는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주한덴마크대사 Einar Jensen, 레고그룹 한국지사 대표 

Michael Ebbesen, 레고재단의 ‘Learning Through Play’ 대표 Bo Stjerne Thomsen 

박사, 레고그룹 Lizum Mishra,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이윤진 기획조정본부장, 문무

경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 조숙인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2월 16일(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과 업무협약

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활성화 및 생애초기단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및 학술자

료 공동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상호 연계 홍보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진행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이윤진 기획조정

본부장, 문무경 국제교류･데

이터정책연구실장,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 권재

현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

장, 엄보현 전국학부모지원센

터장, 서헌주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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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육아방송 업무협약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30일(금), 

육아방송(신경식･배호영)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육환경 질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홍

보 콘텐츠 공유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자료 배포 

및 육아방송 대상 송출･게시를 통

한 확산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

한 사항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

다. 협약식은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이윤진 기획조정본부장, 조혜주 대외홍보팀장, 

육아방송 배호영 대표이사, 남태영 부회장, 정민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추

진되었다. 향후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방송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세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9월 24일(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함

께 한국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와 영향」을 

주제로 공동세션을 개최하였다. 본 세션은 우리나라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

교육2030)를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SDG4.2)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유아교육학회와 협력하여 개최하

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와 영향 (SDG 4.2 분과)」 세션은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
데이터정책연구실의 문무경 실장이 좌장을 담당하였고, 총 4편의 논문발표와 1편의 사례

발표,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홍보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의 토론으

로 진행되었다. 

안민경, 이현진 교수(대구가톨릭대)는 <기후위기 그림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이 유아의 

친환경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Jin, Xiaodan(중국 지메이대학)과 김은혜 교수(계명대)는 

<한국과 중국 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비교>,  이연화(나주시청)는 <자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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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정부민과 이효림(경북대)는 <COVID-19 시대 

영유아 건강 관련 뉴스 토픽모델링 분석>을 발표하였다. 허외화, 신은연, 정정미, 이안휘

(대구 동영유치원)는 유네스코 ESD 유치원 사례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기반한 목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토론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강 팀장은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 실

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DG에 대한 교원의 인식 개선과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

였고, 육아정책연구소 박원순 연구위원은 정교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과를 축적할 수 있는 풍부한 실증적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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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운영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5일(토), 한국아동학회와 한

국육아지원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으로 ‘영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의 장애위험영유아지도의 실태 

및 요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용 영유아발달선별검

사와 교사지원자료 개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아동학회, 한국육아지원

학회와 협동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1차년도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특별세션을 구성하고 주제발표를 실시하였다. 육아정

책연구소에서는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이 영유아보육･교육기관 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도 

실태 및 요구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한국아동학회는 영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의 장애위

험 선별을 위한 교사용 발달검사 개발에 대한 내용을, 한국육아지원학회에서는 영유아보육･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위험영유아지도를 위한 교사자료 개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년도 글로벌코리아 포럼 참여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1월 25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주최하는 <2022년도 글로벌코리아포럼>에 참가

하였다. '미래세대 영유아를 위한 기후‧환경교육과 국제협

력'를 주제로 진행된 본 세션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가 영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제고, 유아교육과 보육서

비스/프로그램의 기후행동 실천역량 강화, 기후변화와 환

경문제로부터의 회복(resilience)과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

의 협력방안 및 우리나라의 역할 모색을 목적으로 구성하였

다.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과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부 Koumbou Boly 

Barry 국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ction 

Network(ECDAN)의 Adrian Cerezo 박사가 ‘Most vulnerable to most valuabl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ECD in climate change policy’를, 호주 University of 

Wollongong의 Early Start의 Academic Director인 Marc de Rosnay 교수는 ‘How do 

we empower young children for their uncertain future?’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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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KICCE 국제 세미나

<호주 유아교육･보육 인력의 주요 이슈와 정책 대응>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1월 1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9층 대회의실에서 ‘호주 유아

교육･보육 인력의 주요 이슈와 정책 대응’(Workforce Issues and Policy Responses in 

Australian ECEC)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스 누탈(Joce Nuttall) 호주 가

톨릭대학교(Australia Catholic University) 교수가 ‘호주 유아교육･보육 인력의 주요 이

슈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최근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제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호

주 중장기 전략(The National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Strategy 

2022-2031)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인력양성을 위한 과제와 정

책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이슈를 발표하였다. 이어 육아정책연구소의 도남희 연구위원과 

조경진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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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O Foundation과 제3차 국제웨비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11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레고재단(The LEGO 

Foundation)과 ‘아동의 놀이기회 접근성(Children’s Accessibility to Play Opportunities)’

을 주제로 제3차 ‘놀이를 통한 배움’(Learning through Play) 국제웨비나를 개최하였다. 

본 국제웨비나는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데이터연구실장인 문무경 선임연구위원과 레고

재단 Learning Through Play 부회장 보 스티엔 톰슨(Bo Stjerne Thomsen) 박사가 발

표자로 참여했으며,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은 ‘유아기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

책: 지속적인 도전과제와 기회’(National Initiatives on Fostering the Culture of Play 

from the Early Years in Korea: Persist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를 주제

로, 보 스티엔 톰슨 박사는 ‘취약 아동의 놀이 접근성(Vulnerable Children’s Access to 

Play)’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상파울로대학교 알렉산드라 마리아 브렌타니

(Alexandra Maria Brentani) 교수, 일본 동경대의 사치코 노자와(Sachiko Nozawa) 교

수, 중국 북경사범대의 이민의(Minyi Li)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맥락에서 아동의 

놀이 실태와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였다. 패널발표 이후 모든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유토론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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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임신･출산 정책제안공모전 시상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12일(수)에 2022년 임신･출산 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2022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은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저출생 시대 임신･출산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공모전에서는 총 

19개의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그 중 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제안명 수상내역

1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최우수상

2 웰컴키즈존(Welcome Kids  Zone) 우수상

3 출산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임신  출산 상담실 open 우수상

4 산전 후 1개월 산모 대상 집중 지원  사업 장려상

5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육아백과사전 알려주는 집(ZIP) “육아 알집 서비스” 장려상

6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미혼여성 대상 사회적 난자 보관비용 지원 장려상

7 모유 수유 지원 정책 장려상

8 ‘양육은 산모의 쉴 권리와 건강회복  권리로부터~!!’ 장려상

9 모두모(母)아(兒)(가칭): 영유아 육아 사례 및 경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장려상

공모전 수상작은 2022년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방안: 임신･출산인프라 중심으로」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개 

수상작은 2021년 육아정책제안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자료집으로 구성하여 육아정책 관련 

7개 부처의 30개 부서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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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2월 16일(금) 오후 2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2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수기공모전 시상식 및 산후조리원 사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상희 소장을 비롯하여 원내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

영준 과장, 조철수 사무관, 백록담 주무관,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이현정 건강관리책임자가, 우수상

은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김광희 건강관리책임자, 새봄 산후조리원 성영이 원장이 수상

하였다. 장려상에서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신지안 부원장,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

윤심 원장, 미래 산후조리원 권해남 수간호사의 수상이 있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수기공모전 당선작 상장 및 상금 수여하고, 이후 이어진 사후간담

회에서 컨설팅 사업 참여 기관 간 컨설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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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천사들의 집 기부금 전달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2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여주 천사들의 집에서 사회공헌활

동의 일환으로 「여주 천사들의 집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본 전달식에는 박상희 소

장, 이윤진 기획조정본부장, 박힘찬 여주천사들의집 원장, 김영주 사무국장, 최윤준 자원

개발팀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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