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보육과정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보육과정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철학에 근거한 보육목적과 보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의 전체적인 계획과 영유아의 직접ㆍ간접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보육활동의 총체이다. 즉, 보육과

정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보육교사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목적, 영유아에 대한 이

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과 보육내용을 선정ㆍ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이를 매개로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되어 

교사와 영유아간의 교수활동이 전개되고 그 결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교과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요인들에 대한 이론을 이해한다.  

 2.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영유아 학습에 대한 보육내용, 교육태도와 지식 등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3. 영유아 보육과정 계획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배양한다.

 4. 보육과정의 실제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와 내용, 편성과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5.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연령별 보육목표와 내용을 근거로 연간보육계획안, 월간보육계획

안, 주간보육계획안, 일일보육계획안을 작성 할 수 있다. 

  6. 보육에 대한 철학,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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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결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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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강의제목>

강의 소개 및 보육과정의 개념

<강의주제>

보육과정의 개념

<강의세부내용>

보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토대로 영유아 보육과정의 개

념을 정의하고 특성을 알아보며, 다양한 관점 및 보육과정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교재 1장(p.9-20)

<과제 안내>

 주간보육계획안 및

 일일보육계획안 작성

2

3

2

1
<강의제목>

보육과정의 기초

<강의주제>

철학적 기초, 심리학적 기초, 사회적 기초

<강의세부내용>

 영유아를 어떤 존재로 해석하느냐의 철학적 기초와 함께 영

유아의 성장ㆍ발달ㆍ학습에 대한 지침이 되는 심   리학적 기

초를 살펴보며, 사회의 가치ㆍ변화ㆍ문제ㆍ상태 등에 대한 정

 교재 2장

(p.23-58)2

3



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초 대해 알아봄으로써 보육과정의 이

론적 체계를 이해하도록 한다. 

3

1
<강의제목>

보육과정의 구성 Ⅰ

<강의주제>

보육과정 구성의 기본 원리, 보육목적 및 목표의 설정

<강의세부내용>

보육과정의 구성 체계 및 원리를 살펴보고, 표준보육 과정에서

의 보육목적 및 보육목표 설정을 위한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교재 3장

(p.61-75)
2

3

4

1

<강의제목>

보육과정의 구성 Ⅱ

<강의주제>

보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ㆍ학습 방법, 보육 평가

<강의세부내용>

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사는 영유아의 흥미

와 연령, 발달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며, 선정된 활

동에 적합한 내용과 교수ㆍ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 및 실

행하고, 이에 대한 보육평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교재 3장

(p.75-115)
2

3

5

1 <강의제목>

보육과정의 운영 Ⅰ

<강의주제>

보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일과 계획 및 구성 

<강의세부내용>

영유아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발달적 적합성과 독

특한 개인이라는 개별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연

령별(0~1세, 2세, 3~5세) 일과 계획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교재 4장(p.119-142)

부1

<김상림외(2013). 보육과정-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

정을 중심으로-,양서원, 

p.316-334>

http://central.childcare.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표

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과

정프로그램

2

3

6

1
<강의제목>

보육과정의 운영 Ⅱ

<강의주제>

보육환경 구성, 보육교사의 역할

<강의세부내용>

영유아에게 적합한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급ㆍ집단과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살펴보며,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교재 4장(p.143-167)

<개인과제>  중간보고

동영상

덕성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프로그램→총론

실내ㆍ외 환경구성

2

3

7
1

중간고사
 교재 1-4장

(p.9-167) 및 강의 내용
2
3

8

1

<강의제목>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Ⅰ

<강의주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이해, 제1차 표준보육과정, 제2차 표준

보육과정,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0-1세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강의세부내용>

ㆍ제1차 표준보육과정, 제2차 표준보육과정,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본다. 

ㆍ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과 근거

를 이해한다.

 ㆍ0-1세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의 영역(기본생활영역ㆍ신체

교재 5장

(p.171-209,p.313-318)

<보건복지부(2013).제3차 어

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2013).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

세 영아보육프로그램>

2

3

http://central.childcare.go.kr/


운동영역ㆍ의사소통영역ㆍ사회관계영역ㆍ예술 경험영역ㆍ자연

탐구영역)및 수준별 내용(성격ㆍ목표ㆍ내용체계)에 대해 알아

본다.

9

1
<강의제목>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Ⅱ

<강의주제>

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강의세부내용>

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영역(기본생활영역ㆍ신체운동영

역ㆍ의사소통영역ㆍ사회관계영역ㆍ예술경험영역ㆍ자연탐구영

역) 및 내용(성격ㆍ목표ㆍ내용 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교재 5장

(p.210-211, p.319-324)

<보건복지부(2013).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

세 영아보육프로그램>

<개인과제>

주간보육계획  안 및 일일보

육계획안제출 및 발표

2

3

10

1 <강의제목>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Ⅲ

<강의주제>

3-5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강의세부내용>

3-5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영역(신체운동ㆍ건강

영역, 의사소통영역, 사회관계영역, 예술경험영역, 자연탐구영

역)과 연령별 내용(성격ㆍ목표ㆍ내용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교재 5장

(p.212-213,

p.325-341)

<보건복지부(2013).3~5세 

누리과정교사용 지도서>

<개인과제>

주간보육계획  안 및 일일보

육계획안 발표

2

3

11

1

<강의제목>

보육프로그램의 실제Ⅰ

<강의주제>

삼성어린이집 영유아 프로그램,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 발도르

프 프로그램, 몬테소리프로그램

<강의세부내용>

ㆍ우리나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용되

고 있는 삼성어린이집 영유아 프로그램, 생태유아교육 프로그

램, 발도르프 프로그램, 몬테소리프로그램의 보육모델들에 대

해 살펴보며, 각각의 보육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 및 교

육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ㆍ각각의 보육모델들이 제시하는 보육과정에 시사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교재 6장

(p.223-265)

부2 p148-171, p.250-307

<개인과제>

주간보육계획  안 및 일일보

육계획안 발표

2

3

12

1

<강의제목>

보육프로그램의 실제 Ⅱ

<강의주제>

프로젝트접근법,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유아다문화교육프로

그램, 장애영유아 통합 프로그램 

<강의세부내용>

ㆍ우리나라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용되

고 있는  프로젝트접근법,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과 현대사회 

변화에 따른 유아다문화교육프로그램, 장애영유아 통합 프로그

램의 보육모델들에 대해 살펴보며, 각각의 보육모델들이 가지

고 있는 교육관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ㆍ각각의 보육모델들이 제시하는 보육과정에 시사점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재 6장(p.265-272)

부2 p.174-248, p.310-366

<개인과제>

주간보육계획  안 및 일일보

육계획안 발표

2

3

13 1

<강의제목>

보육과정 운영의 실제 Ⅳ -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작성 

부1 p.174-203

<개인과제>



2

<강의주제>

연간보육계획안, 월간보육계획안, 주간보육계획안, 일일 보육계

획안 작성 

<강의세부내용>

영유아를 위한 보육계획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연령별, 보육목표와 내용을 근거로 연

간보육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월간보육계획, 주간보육계획, 

일일보육계획을 수립해본다.

 주간보육계획  안 및 일일

보육계획안 발표

3

14

1
<강의제목>

평가인증과 보육과정

<강의주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의 영역별 

내용 중 보육과정 관련 지표 

<강의세부내용>

ㆍ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필요성 및 평가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ㆍ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영역별 내용 중 보육과정 관련 지

표에서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 운영, 보육계획안의 

수립,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보육과정 평가, 각 영역별 

보육활동 운영 등의 평가에 대해 알아본다. 

교재 7장(p.291-309)

<보건복지부(2014). 2014 어

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장애아전문, 39인이하, 

40인 이상)>

http://central.childcare.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어

린이집보육컨설팅 홍보영상-

평가인증 컨설팅

https://www.kcpi.or.kr/(한국

보육진흥원)평가인증관련(평

가인증 안내 및 관련서식), 

육아보육정보→평가인증홍보

동영상

2

3

15

1

기말고사

 교재 5-7장

(p.171-309, p.313-341)

 및 강의 내용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