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 KAL(KICCE Active Listening) 개최 일정
KAL은 육아정책연구소에 대한 각계각층(학계, 부모, 현장, 정부부처, 언론, 시민사회 등)의 사회적
기대를 경청하여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과 경영에 반영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익적, 사회적
역할을 높여나가려는 목적의 ‘열린토론회’입니다.
일 정

대 상
1차

학계

2017. 12. 19. 11:00

2차

부모, 보육·교육현장 전문가

2018년 1월 예정

3차

정부부처

2018년 1월 예정

4차

시민사회, 언론

2018년 2월 예정

5차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2018년 2월 예정

제5대 백선희 소장 취임식 및

제1차

MAP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

오시는 길

KICCE Active Listening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예술의 전당 방면 왼쪽에 외교센터

고속버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도착 지하철 3호선 이용,
양재역 하차 1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예술의 전당 방면 왼쪽에 외교센터

주차장
이용안내

한남대교 방면 서초IC(서초구청) 외교센터
성남 방면
양재사거리 경부고속도로 지나서 성도빌딩 앞 U턴 외교센터

주 제 한국의 육아문제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일 시 2017년 12월 19일(화) 11:00
장 소 외교센터 빌딩 12층(더 모스트) / 서울 양재
주 최 육아정책연구소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2층 더 모스트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www.kicce.re.kr

Korea’s trustworthy found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든든한 반석이 되겠습니다.

GREETING

PROGRAM

모시는 글

행사일정

제5대 백선희 소장 취임식 및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백선희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육아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2005년에
설립되어, 보육, 유아교육, 육아 관련 연구, 평가, 정책 개발 활동 등을 하면서 아동의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그리고 국가정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 KICCE Active Listening
- 한국의 육아문제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 일시: 2017. 12. 19(화) 11:00 ~ 13:00
■ 장소: 더 모스트

시

간

주요내용

그동안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이 빠르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으며,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로 육아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가정 양립도,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육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30~11:00

등록

11:00~11:15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앞으로 육아정책연구소는
‘아이 행복과 육아 행복’을 위해,
엄마-아빠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가정-지역사회-기업-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개 회 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취임식]
11:15~11:20
11:20~11:30

육아정책연구소 제5대 소장 취임에 즈음하여,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경청하고, 이를 연구소의 연구과제와 경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향후 총 5차례 KAL(KICCE Active Listening)를 통해 학계, 부모와 현장, 정부,
시민사회와 언론,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들이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라는 의견을 경청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익적, 사회적 역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소개
제5대 백선희 소장 이력 소개
제5대 백선희 소장 취임사
축사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진광 이사장 [직무대행]
학계 전문가

11:30~12:00

백선희 | 육아정책연구소장
도현심 | 한국아동학회장 [이화여대 아동학과]
정미라 | 한국유아교육학회장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허 선 | 비판사회복지학회장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이삼식 | 한국인구학회장 [한양대 정책학과]
이희선 | 한국보육지원학회장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감사합니다.

백선희

이미화

[열린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육아 정책의 든든한 반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5대 소장

사회:

12:00

폐회 및 기념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