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2016년도 실행 사업계획(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단위 : 천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합계 총 13건(수시포함) 기초 2/정책 10
'14 '15 '16(안)

1,251,692 1,190,536 1,096,132

1 가정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
구 정책 69,979 ’16.2.1.～11.30. 권미경

2 공보육 교육 공급 정책 평
가와 개선 방안 정책 68,800 ’16.2.1.～11.30. 양미선

3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정책 65,900 ’16.2.1.～11.30. 최윤경

4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정책 57,953 ’16.2.1.～11.30. 유해미

5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
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정책 61,700 ’16.2.1.～11.30. 김은설

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Ⅱ) 정책 140,000 ’16.2.1.～11.30. 김은영

7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
시스템 구축: 남한정착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정책 50,000 ’16.2.1.～11.30. 박원순

8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
녀양육관 연구 기초 62,500 ’16.1.1.～12.31. 문무경

9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
기초 150,000 ’16.3.31.～12.31. 도남희

10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Ⅳ) 정책 121,400 ’16.2.1.～11.30. 박진아

11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
량 강화 방안 정책 61,400 ’16.2.1.～11.30. 이윤진

12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53,500 ’16.2.1.～11.30. 김나영

13 수시연구사업 133,000 연구기획
평가팀장



나.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4건
'14 '15 '16(안)

277,229 227,858 154,683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55,000 46,000 36,342 ’16.1.1.～12.31. 연구기획
평가팀장

2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79,932 71,210 40,000 ’16.1.1.～12.31. 출판·
홍보팀장

3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112,297 80,648 46,341 ’16.1.1.～12.31. 국제연구
OECD팀장

4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
보 수집 분석 30,000 30,000 32,000 ’16.1.1.～12.31. 국제연구

OECD팀장

다. 연구지원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합계 총 3건
'14 '15 '16(안)

234,843 116,906 98,714

1 연구기획사업 100,535 58,000 42,000 ’16.1.1.～12.31. 연구기획
평가팀장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114,308 53,000 50,808 ’16.1.1.～12.31. 출판·
홍보팀장

3 연구지원전산 운영 20,000 5,906 5,906 ’16.1.1.～12.31. 정보
재무팀장

2. 일반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2건
'14 '15 '16(안)

3,020,781 2,444,400 2,045,070

1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Ⅵ): 지역 맞춤
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150,000 109,600 94,169 ‘[16.1.1.～12.31.
(6/6) 강은진

2 ‘3-5세 누리과정’모니터링 및 평가 774,000 635,400 434,957 ‘16.1.1.～12.31.
(4/5)

김정숙
박창현
이윤진
문무경

3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 연구(Ⅳ) 200,000 170,600 113,359 ‘16.1.1.～12.31.
(4/5) 최효미

4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Ⅳ) 250,000 160,200 111,279 ‘16.1.1.～12.31.
(4/5)

김동훈
최은영

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Ⅱ: 입양아 가정 양육 지원 방안 - 100,000 94,651 ‘16.1.1.～12.31.

(2/5) 배윤진

6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Ⅰ) - - 100,000 ‘16.1.1.~12.31

(1/3) 김길숙

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 - 200,000 ‘16.1.1~12.31 최윤경



3. 수탁용역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건
'14 '15 '16(안)

1,419,000 974,000 792,298

1 수탁용역사업 1,419,000 974,000 792,298 ‘16.1.1.～12.31.
(계속)

연구기획
평가팀장

4.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1건
'14 '15 '16(안)

374,000 585,113 782,427

1 시설사업 374,000 585,113 782,427 ‘16.1.1.～12.31.
(계속)

총무
인사팀장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1/5)

8 안전한 영유아 보육 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 220,000 205,038 ‘16.1.1~12.31

(2/3) 김은영 협동

9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
동패널Ⅱ) 630,730 509,000 500,843 ‘16.1.1~12.31

(11/22) 김은설 패널

10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64,000 276,440 110,774 ‘16.1.1.～12.31.
(계속)

정보
재무팀장정보

11 전산실 운영 사업 - - 50,000 ‘16.1.1.～12.31.
(계속)

정보재무팀장
출판·홍보팀장정보

12 정보사업 운영 36,551 30,000 30,000 ‘16.1.1.～12.31.
(계속)

출판·
홍보팀장정보



Ⅱ. 2016년도 실행예산(안) 요약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6예산
변경(안) [B]

증△감

[B-A] %
합 계 9,000,396 8,364,535 8,764,970 400,435 4.8%

1. 정부출연금 6,667,000 6,819,416 6,819,000 △416 △0.01%

ㅇ 인건비 2,243,431 2,470,847 2,470,847 - 　

ㅇ 기관고유사업비 1,411,054 1,307,054 1,307,054 - 　

ㅇ 경상운영비 443,515 443,515 443,099 △416 △0.1%

ㅇ 일반사업비 2,195,000 1,956,000 1,956,000 - 　

ㅇ 시설비 374,000 642,000 642,000 - 　

2. 자체수입 1,551,628 1,545,119 1,543,730 △1,389 △0.1%

ㅇ 수탁사업수입 1,394,000 1,501,000 1,413,000 △88,000 △5.9%

ㅇ 정부대행사업수입 - - - - 　

ㅇ 이자수입 39,119 39,119 39,119 - 　

ㅇ 기타수입 118,509 5,000 91,611 86,611 　

3. 전기이월금 610,597 　- 340,438 340,438 　

4. 융자금회수 - - - - 　

5. 차입금 - - - - 　

6. 연구개발적립금 171,171 -　 61,802 61,802  　

* 2015년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10차 이사회(2015.12.24)에서 승인한 예산임.(최종예산)
** 2016년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10차 이사회(2015.12.24)에서 승인한 예산임.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5예산 ‘16예산
[A]

‘16예산
변경(안) [B]

증△감

[B-A] %

합 계 9,000,396 8,364,535 8,764,970 400,435 4.8%

1. 인  건  비 2,761,230 2,995,668 3,187,153 191,485 6.4%

2. 연구사업비 5,035,099 4,216,352 4,278,330 61,978 1.5%

3. 경상운영비 447,783 443,099 452,917 9,818 2.2%

4. 시  설  비 585,113 709,000 782,427 73,427 10.4%

5. 기      타 - - - - -

6. 연구개발적립금 171,171  　 64,143 64,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