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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0년도 사업계획서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7 건(수시포함) 400,000

1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90,200 ’10.2.1.～12.31. 서문희

2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연구 62,000 ’10.1.1.～12.31. 장명림

3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 방안 연구 60,011 ’10.1.1.～12.31. 이윤진

4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40,409 ’10.1.1.～12.31. 김은영

5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57,000 ’10.1.1.～12.31. 김은설

6 영유아가구의보육․유아교육 서비스이용및욕구:
2009년도전국보육실태조사심층분석 30,577 ’10.2.1.～12.31. 서문희

7 수시연구사업 59,803 ’10.1.1.～12.31.

나.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4 건 150,000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30,000 ’10.1.1.～12.31. 기획조정팀장

2 학술활동 및 저널발간 50,000 ’10.1.1.～12.31. 기획조정팀장

3 국제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40,000 ’10.1.1.～12.31. 동향분석연구팀장

4
국내·외 육아 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

집 분석
30,000 ’10.1.1.～12.31. 동향분석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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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3 건 226,639

1 연구기획 사업 44,644 ’10.1.1.～12.31. 기획조정팀장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 사업 60,000 ’10.1.1.～12.31. 기획조정팀장

3 육아정보시스템 운영·유지 121,995 ’10.1.1.～12.31. 경영지원실장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7건 1,368,129

1 한국아동패널 2010 440,000
’10.1.1.～12.31.

(4년차)
이정림

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Ⅱ):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효

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300,000
’10.1.1.～12.31.

(2년차)
장명림

3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형 적용 과정 및

성과 분석 연구(Ⅱ)
161,129

’10.1.1.～12.31.

(3년차)
문무경

4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160,000
’10.1.1.～12.31.

(1년차)
서문희

5 육아정책의사소통 창구 KICCE i-POL 운영 사업 17,000 ’10.1.1.～12.31. 기획조정팀

6 육아정보시스템운영·유지 160,000
’10.1.1.～12.31.

(4년차)
경영지원실장

7 문헌정보자료 운영 130,000
’10.1.1.～12.31.

(1년차)
경영지원실장

3.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예산 사업기간 사업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 건 194,000

1 사무실 임차료 194,000 ’10.1.1.～12.31. 경영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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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용역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5건 1,171,003

1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사업 869,678 연중 수시 장명림

2 보육시설이용비용지원체계 48,500 ″ 서문희

3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사업 홍보 150,000 ″ 장명림

4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

입
100,000 ″ ″

5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모델 2,825 ″ 서문희

5. 청년인턴십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예산 사업기간
사업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 건 90,428

1 청년인턴십 90,428 ’10.1.1.～12.31. 경영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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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0년도 실행예산서 요약

1. 수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12,130,447 13,060,133 5,623,767 △7,436,366 △56.9

1. 정부출연금 2,891,000 3,467,000 3,904,000 437,000 12.6

ㅇ 인건비 1,159,000 1,287,000 1,308,000 21,000 1.6

ㅇ 기관고유사업비 572,000 617,000 657,000 40,000 6.5

ㅇ 일반사업비 510,000 910,000 1,267,000 357,000 39.2

ㅇ 경상운영비 550,000 523,000 523,000 0 0.0

ㅇ 시설비 100,000 130,000 149,000 19,000 14.6

2. 자체수입 9,239,447 9,593,133 1,719,767 △7,873,366 △82.1

ㅇ 수탁용역수입 1,000,000 1,017,000 1,020,000 3,000 0.3

ㅇ 이자수입 30,000 30,000 30,000 0 0.0

ㅇ 기타수입 5,000 91,133 94,078 2,945 3.2

ㅇ 정부위탁사업 8,204,447 7,722,795 - △7,722,795 △100.0

ㅇ 전기이월금 732,205 575,689

- ‘09년 전기이월금 1,463,269

- 위탁사업전기이월금 △887,580

※ 한국보육진흥원 설립(’09.12.)에 의해 육아정책연구소 전체 결산 잉여금인 1,463,269에서 위탁사업으로

발생한 이월금인 887,580을 제외한 규모로 2010년 수입예산을 조정·편성함.

2. 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08예산 ‘09예산
[A]

‘10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12,130,447 13,060,133 5,623,767 △7,436,366 △56.9

1. 인 건 비 1,318,000 1,422,000 1,474,568 52,568 3.7

2. 연구사업비 1,958,000 2,817,081 3,406,199 589,118 20.9

3. 경상운영비 550,000 542,508 549,000 6,492 1.2

4. 시 설 비 100,000 130,000 194,000 64,000 49.2

5. 정부위탁사업 8,204,447 8,148,544 - △8,148,5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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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A]

2010년

예산[B]

증△감

[B-A]
비 고

합 계 12,130,447 13,060,133 5,623,767 △7,436,366

1. 인 건 비 1,318,000 1,422,000 1,474,568 52,568 ·전년도 이월 인건비
반영(기획재정부 지
침)

ㅇ 연 봉 987,000 1,092,719 1,124,476 31,757
ㅇ 연봉외급여 94,000 97,592 108,212 10,620
ㅇ 법정부담금 167,000 188,689 198,192 9,503
ㅇ 능률성과급 70,000 43,000 43,688 688

2. 연구사업비 10,162,447 10,965,625 3,406,199 △7,559,426
ㅇ 기관고유사업비 572,000 753,846 776,639 22,793

- 기본연구사업비 340,000 422,314 400,000 △22,314 ·제2주기유치원평가지표

개발이후, 이에근거한모

의평가 실시 추가에 따른

매뉴얼인쇄비, 모의평가

위원수당및여비추가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

이기 위해, 실태 및 의

견조사용설문대상을 3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수를확대비용반영

- 연구관련사업비 100,000 100,000 150,000 50,000 ·국제 저널 발간
(1회 → 2회)

- 연구지원사업비 132,000 211,532 226,639 15,107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대응 보안성 강화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개
선을 위한 증액

ㅇ 일반사업비 510,000 957,964 1,368,129 410,165
ㅇ 수탁용역사업비 876,000 1,019,138 1,171,003 151,865 ·정부부처의 정책

과제 수요 증가

ㅇ 정부위탁사업비 8,204,447 8,148,544 - △8,148,544 ·정부위탁사업 이관
(한국보육진흥원 설
립으로 보건복지가
족부로 이관)

ㅇ 청년인턴십 운영 - 86,133 90,428 4,295 ·정부지원금 +
전기이월금 반영

3. 경상운영비 550,000 542,508 549,000 6,492
ㅇ 기본공과금 21,400 18,400 18,400 -
ㅇ 자산관리유지비 318,000 299,000 299,000 -
ㅇ 일반운영비 210,600 225,108 231,600 6,492 기관운영비 부족분

반영

4. 시 설 비 100,000 130,000 194,000 64,000 교과부 유아교육선진
화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실 임차비 반영

3. 지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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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 기관의 목적

-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 등 육아정책 관련 업무

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우리나라가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센터 설치 운영 규정 제 3조)

- 육아정책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 육아정책 관련 시설의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육아정책 관련 자격제도의 관리 및 육아정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협의회가 합의한 육아정책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연구

-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발간 등 부수적 업무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가. 연구 환경 분석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정책 추진

○ 종전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 패

러다임이 변화함.

○ 사회변화와 더불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영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특성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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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개발할 필요성 증대됨. 특히 모취업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

혼이민자가정, 새터민가정 등 점증하는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건강

한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재정지원 방식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자 중심에서 부모선택권을 존

중하는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기관 미이용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제

도를 도입함.

○ 기관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도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부모가 전체 보육 교육비

용, 정부지원액, 본인부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

형식의 서비스이용권 제도를 도임함.

□ 국가적 차원의 영유아 인적자원개발 필요

○ 영유아는 미래 국가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부모의 사회경

제적 배경 등 개인적 양육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 보육 기회가 보장되도록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적 과제임.

○ 영유아기는 생애학습능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인지적 사회적 능력

이 개발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애 초기에 노출되는 교육 보육 서

비스의 차이가 생애역량 격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이 요구됨.

－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가 되는 공평한 복지 및 발전 기회 제공을 통

한 인적자본 투자 기회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영유아의 생애초기역량 개발을 위하여 영유아 학습 역량과 다양한 활

동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요청됨. 이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통하여 영유아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육아예산 확대에 따른 서비스 효율성 강화 필요

○ 저출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육아지원 서

비스의 공급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육아지원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

여야 하는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에 놓임. OECD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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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나라의 육아 관련 예산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육아지원 예

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영유아 양육수당제도 도입 등 육아

지원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

화시킬 필요성도 증대됨.

○ 저출산 및 여성노동력 활용 대응과 아동발달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의

합리적 달성을 위하여 자원 배분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고 유아교육 보

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운영 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적 정책 흐름에 부응하는 유아교육․보육의 실질적 협력 증진 필요

○ OECD 국가들은 모든 아동이 취학 전에 질 높은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서비스와 교육체계 간의 연계성과 대등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

하여 노력하고 있음.

○ 영유아기 경험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서비스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 ECEC 정책결정에 있어 유아교육계과 보육계의

협의, 정보 공유,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들

이 진행되고 있음.

○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생애초기 아동발달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ECEC 기관 및 서비스, 전문가, 부모 간 연계

와 육아지원망을 개발하고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음.

□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보육 관련 자체 추진 사업 검토 필요

○ 유아교육예산이 전액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

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실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

원이 중요해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보육 관련 추진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지방간 격

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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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도 기관운영 목표

□ 고품질의 통합적 육아지원정책 제공 기반 구축 통한 정책기여도 제고

○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육아정

책 및 현안에 대한 국내외 동향분석을 체계화하고 정책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함.

○ 육아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부모

의견수렴을 제도화하고, 현장 실무자 및 정책담당자와 간담회를 정례

화하여 정책 대안의 실효성을 증진시킴.

□ 소규모 인력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는 연구의 질 관리 시스템 내실화

○ 연구수행과정 및 인력과 예산의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 단

계별 성과관리체계와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

○ 연구원 역량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 모임을 운영하여 상호 학습

기회를 증진시키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육아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통한 이해당사자 만족도 향상

○ 산 학 연 파트너십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 보육뿐 아

니라 아동 및 가족 영역을 포함한 30여개의 관련 학회와 단체로 구성

된 선진 육아지원 네트워크 를 운영하여 육아선진화 포럼 등의 개최

함으로써 육아지원과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과 정책방

안을 공유함.

○ 국가별 육아정책연구 전문가 인력 풀(pool)을 개발하여 활용함.

○ 정책 수요자와 정부 간 중개자 역할 수행을 위하여 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 집 관계자와 정보화 수단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

○ 투명한 경영 관리를 위하여 매월 주요 경영정보(사업별 예산 집행액

및 자금운영 현황)를 공개하고 분기별 예산집행 심사분석을 실시함.

○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와 전산화 정도를 높이고

팀별 성과 평가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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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본 센터는 국가 육아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국

의 육아정책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니

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선진 육아정책 구현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적 발전 방안 및 전략 모색

□ 본 센터는 국가의 주요 국정 아젠다와 센터의 연구주제를 긴밀하게 연계

하여 국가 사회적 육아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야 함.

○ 맞벌이, 다문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유아교육 지원 정책 추진 방안

모색

○ 출산력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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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방향

1. 2010년도 사업목표

□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

여,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 사회활동과 영유아 가족의 복지를 지

원하고 저출산 및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

○ 취업모 자녀, 대리보호 아동, 다문화 가정 자녀 등 다양한 아동과 부모

의 집단 특성별 유아교육 보육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요구를 파악하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방안을 제시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부모, 예비부모들이 자녀양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관련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

□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

책방안 및 평가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

○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연구

□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 재정적 효율화를 기하고 부모의 편의성 증진을 위

하여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방안을 모색

○ 중장기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추진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정부 부처의 유아교육 보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 보육 기초 통계를 생산

○ 영유아 양육에 소요되는 지출을 항목별로 추정

○ 아동 발달 및 육아지원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종단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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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업 운영방향

□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미래 성장동력인 영유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크기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부모들의 만족도나 체감도는 낮은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주요 육아정책 영역별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 중장기 유아교육 및 보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

○ 중앙 및 지방정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타당성 검토, 정책 평가

및 모니터링

○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및 프로

그램 개발 연구

○ 유아교육․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배치 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부모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연구

□ 보육․유아교육 협력과 통합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다학문간 연구인력의 협동으로 보육․유아교육 협력과 통합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여 이원화된 행 재정 체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모색

□ 유아교육 및 보육 통계의 국내외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자료의 개발 및 지속적 생산

○ 효율적 조사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법의 개선 및 통계품질

향상 추진

○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를 심층분석하여 정책에 활용가능한 통계 자료를

생산

□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상호 교류 협력하는 연구

○ 국외 육아 관련 단체, 학회 및 기관 등과의 협력 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또는 타 기관(대학) 전문가과의 협

력 연구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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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센터 설립 취지 부합 여부

○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발족한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국가 육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

□ 과제의 시의성

○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각되는 육아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 연구

□ 통합성

○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보육과 교육 분야 연구의 통합 수행 등 센터 역

량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 과학성 및 기초성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보다 정교한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전국 규모

의 육아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축적할 수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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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에 대한 원내 연구과제 공모(4월 초)

- 연구사업개발 지침에 의거 연구직원별 연구사업 제안

◦ 연구사업계획서 검토 심의(4월 중)

- 연구과제 발굴 선정을 위한 연구직원의 브레인스토밍 개최

- 원외 연구사업 자문위원회의 개최

- 원내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연구사업계획서 심의

◦ 연구사업에 대한 원외 의견 수렴(3～4월)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련 단체,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에 대한 수요자 요구 조

사 실시

나. 선정절차

◦ 연구사업 1차 선정 및 연구회 제출(5월 초)

- 원내외 심의 결과 소장 검토

- 최종 수정·보완 후 1차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회 제출(관계부처 경유)

◦ 1차 선정된연구사업에대한추가원내외의견수렴및연구과제수합(9월～10월)

- 기 선정된 연구사업에 대하여 변화된 육아정책 동향과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추가 수요자 요구조사 실시(관계부처 포함)

◦ 연구사업 2차 선정(11월 중)

- 1차 선정된 연구사업과 추가로 수합된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직원 토론

회 개최

- 원외 연구사업 자문위원회의 개최

- 원내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2차 연구사업계획서 심의

◦ 연구사업 최종 선정(11월 말)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소장 검토 후 최종 확정, 연구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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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원내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과제 최종 선정

연구직원 대상 연구과제 

공모 시행(2차)

원내 연구과제 선정
토론회 개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자 요구조사(2차)

원외 
연구사업

자문위원회 
검토

외부의견
추가 분석

연구과제 1차 선정

연구직원 대상 연구과제 

공모 시행(1차)

원내 연구과제 발굴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자 요구조사(1차)

원외 
연구사업

자문위원회 
검토

외부의견
추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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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선정 사유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 보육 유아교육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영유아기에 대한 국가 투자가 증가하면

서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영유아 양육에 소요 비용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자

료는 가계소비지출조사나 보육실태조사, 출산 및 가족실태조

사에서 부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조사의 목적 상 영유아

및 영유아가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서 영유아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영유아가구의 가계소비 자료를 수집하여 특히 보육 및 교육

비, 사교육 관련 항목을 세분화하고, 소득계층별, 부모 취업

등 특성별, 아동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정

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과제명 선정 사유

국가수준의

유치원평가

체계화 연구

○ 국가 수준에서 유치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을 통해 유치원의 운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점검․모

니터링함으로써, 학교로서 유치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강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

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도에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본평가를 시행중에 있음.

○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공교육체제를 확립하

기 위해서는 현장에 적합한 보다 구체적인 유치원 평가

4. 중점연구사업

□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 국가 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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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선정 사유

척도의 마련과 함께 바람직한 유치원 평가 정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추진할 유치원 평가 2

주기 평가 지표 및 구체적인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함.

○ 이와 함께, 향후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의 바람직한 추

진 방향, 추진 체계 및 운영 방법을 포함하는 유치원 평

가 모형 및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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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0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ㅇ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ㅇ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연구

ㅇ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 방안 연구

ㅇ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ㅇ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ㅇ 영유아 가구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및 욕구: 2009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심층분석

ㅇ 수시연구사업

나. 연구관련사업

ㅇ KICCE 육아정책토론회

ㅇ 학술활동 및 저널발간

ㅇ 국제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ㅇ 국내·외 육아 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다. 연구지원사업

ㅇ 연구 기획 사업

ㅇ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 사업

ㅇ 육아정보시스템 운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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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업

ㅇ 한국아동패널 2010

ㅇ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Ⅱ):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ㅇ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형 적용 과정 및 성과 분석 연구(Ⅱ)

ㅇ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ㅇ 육아정책 의사소통 창구 KICCE i-POL 운영 사업

ㅇ 육아정보시스템 운영·유지

ㅇ 문헌정보자료 운영

3. 시설사업

ㅇ 사무실 임차료

4. 수탁용역사업

ㅇ 유치원 종일제 운영모형 개발

ㅇ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ㅇ 유아교육현안과제 지원사업

ㅇ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ㅇ 유아 사교육 대책 방안

ㅇ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ㅇ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사업 홍보

5. 청년인턴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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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계획서 총괄표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7 건(수시포함) 400,000

1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90,200 ’10.2.1.～12.31. 서문희

2 국가수준의 유치원 평가 체계화 연구 62,000 ’10.1.1.～12.31. 장명림

3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 방안 연구 60,011 ’10.1.1.～12.31. 이윤진

4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40,409 ’10.1.1.～12.31. 김은영

5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 57,000 ’10.1.1.～12.31. 김은설

6 영유아가구의보육․유아교육서비스이용 및욕구:
2009년도전국보육실태조사심층분석 30,577 ’10.2.1.～12.31. 서문희

7 수시연구사업 59,803 ’10.1.1.～12.31.

나.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4 건 150,000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30,000 ’10.1.1.～12.31. 기획조정팀장

2 학술활동 및 저널발간 50,000 ’10.1.1.～12.31. 기획조정팀장

3 국제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40,000 ’10.1.1.～12.31. 동향분석연구팀장

4
국내·외 육아 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

집 분석
30,000 ’10.1.1.～12.31. 동향분석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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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3 건 226,639

1 연구기획 사업 44,644 ’10.1.1.～12.31. 기획조정팀장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 사업 60,000 ’10.1.1.～12.31. 기획조정팀장

3 육아정보시스템 운영·유지 121,995 ’10.1.1.～12.31. 경영지원실장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7건 1,368,129

1 한국아동패널 2010 440,000
’10.1.1.～12.31.

(4년차)
이정림

2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

(Ⅱ):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효

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300,000
’10.1.1.～12.31.

(2년차)
장명림

3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형 적용 과정 및

성과 분석 연구(Ⅱ)
161,129

’10.1.1.～12.31.

(3년차)
문무경

4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160,000
’10.1.1.～12.31.

(1년차)
서문희

5 육아정책의사소통 창구 KICCE i-POL 운영 사업 17,000 ’10.1.1.～12.31. 기획조정팀

6 육아정보시스템운영·유지 160,000
’10.1.1.～12.31.

(4년차)
경영지원실장

7 문헌정보자료 운영 130,000
’10.1.1.～12.31.

(1년차)
경영지원실장

3.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예산 사업기간 사업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 건 194,000

1 사무실 임차료 194,000 ’10.1.1.～12.31. 경영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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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용역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5건 1,020,000

1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사업 869,678 연중 수시 장명림

2 보육시설이용비용지원체계 48,500 ″ 서문희

3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사업 홍보 150,000 ″ 장명림

4
유치원 종일제 특별활동 프로그램 인증

제 도입
100,000 ″ ″

5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모델 2,825 ″ 서문희

5. 청년인턴십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예산 사업기간
사업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 건 90,428

1 청년인턴십 90,428 ’10.1.1.～12.31. 경영지원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