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영아발달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인간의 삶은 발달의 연속이다. 그 중에서 영아의 발달이란 최고 급성장시기이며, 인생의 첫 출발이니 만큼 가

장 중요한 시기라고 불리 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써 아이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영아 시

기는 중요하다. 영아발달을 공부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은 무겁고도 중요한 사명을 가져야만 하며, 여기에는 정확

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과목의 수업목표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향상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예비부모를 포함한 많은 

성인들이 인간발달의 시작을 이해하고, 바르고 깊이 있는 영아발달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수강하는 학습자

들을 위하여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되기 위하여 수업목표를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1. 인간발달의 시작점인 태아기와 출산 및 영아기의 중요성과 그 발달의 기초를 안다.

2. 영아발달을 이해하는 기준과 틀,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발달의 이론들을 학습하고 실생활과 연결

하여 이해한다.

3. 영아 연구의 연구방법론을 학습하고, 영아의 발달 시기별 특징을 이해한다. 

4.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정서의 발달을 알고 이해한다. 

5. 영아발달에 중요한 환경을 배우고 안다. 

6. 영아발달에서의 과열된 조기교육에 대하여 고민하고, 보육원칙을 세워본다. 

7. 표준보육과정에서의 영아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지침과 애착에 대한 지식을 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조복희 영아발달 교육과학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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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2 이사라,이주연, 박민선,송승민, 박선영 영아발달 파워북 2013

성적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출결 기타 합계

30 40 10 20 - 100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강의제목>

발달의 기초인 영아기의 기본개념과 오리엔테이션

<강의주제>

영아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발달의 기초개념 중요성 

<강의세부내용>

발달의 특성과 영아기의 중요성, 영아기의 정의, 영아기 연구

의 필요성, 발달의 연구법, 서구 사회의 영아에 대한 역사적 

관점, 한국 전통 사회의 영아에 대한 관점 학습함. 첫 시간으

로 학습자와 라포 형성에 신경을 쓰고,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격려한다.

영아기는 출생후 인간 성장의 가장 먼저 시작점이다. 이 시기

의 중요성이 현대에 더욱 부각되어 가고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영아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첫 시간으로 과목의 특

징, 점수채점, 과제물 제시에 꼼꼼한 설명과 질문을 자유롭게 

주. pp11~pp58

부1. pp13~pp30

과제물 제시 

‘뇌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  

혹은 “아기성장보고서” 도서 

읽고 엣세이 쓰기-12주 제출 

2

3



한다. 

2

1

<강의제목>

영아 발달에 대한 이론

<강의주제>

영아 발달에 대한 이론들

<강의세부내용>

게젤의 성숙이론,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 인지이론, 매슬로우

의 자아실현이론, 비교 행동학 이론, 생태학적 이론, 한국전통 

아동발달이론, 사회문화적 이론 등. 각 이론들의 개념과 특징, 

그 이론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이해

를 돕는다. 영아발달이론은 이 과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시험에도 잘 나오므로 학습자들에게 사례를 들어 잘 설명

하고, 학습자들의 이해를 확인하면서 발달이론을 설명해야 한

다. 

주. pp59~pp126

부2.pp 41~pp64

과제물설명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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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제목>

태내 발달과 출산과 영아기 연구방법 

<강의주제>

태내 발달과 출산 그리고 영아기의 여러 가지 연구방법들 

<강의세부내용>

유전, 생명의 시작, 태아의 발달, 태내 환경과 출산의 과정등을 

학습한다. 이런 것을 시작하여 영아 발달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종류들을 알아간다.  

 육아일기, 자기보고법, 관찰법, 정신생리학적 방법, 실험법등

의 영아기 자료 수집 방법을 학습함. 영아기 연구 설계법- 종

단적 설계, 횡단적 설계, 계열적 설계, 영아기 연구시 고려해야 

할 점들- 맥락, 상태, 연령, 수행 대 능력, 윤리적 문제등을 알

아본다.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의 만나서 시작된다. 태내기에 형

성되는 신체적 구조와 기능은 한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특징 

지을 수 있는 신체구조와 행동발달의 기초가 된다. 인간의 출

발을 이해하면 다른 것에서도 이해가 쉬워질 수 있음을 기억

하도록 학습자들에게 격려한다. 

주. pp 127~164 

부1. pp43 ~pp68

부2.pp77~pp122 

동영상: 3D의학다큐멘터리 

KBS ,2012,5,4.

“태아” 1부 만남

 태아의 발달에 대한 편집본

(20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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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영아기 신체 및 운동 발달 

<강의주제>

영아기 신체 및 운동발달과 발달을 위한 부모 및 교사의 역할 

<강의세부내용>

신체 발달의 일반 원칙과 규준과 개인차, 신경계 발달에서의 

중추신경계의 발달과 자율신경계의 발달, 반사, 운동발달(대근

육 운동발달, 소근육 운동발달), 운동 발달에 미치는 성숙과 경

험이 영향, 한국 영아 발달에서의 신체 및 운동발달, 신체 발

달을 위한 부모 및 교사의 역할등을 학습한다. 영아기의 신체

발달은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부모와 교사들은 이에 급진

적인 발달 지식을 알고 이해하고, 영아들을 보육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pp185~pp204

부1.pp69~pp10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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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영아기 감각 및 지각 발달

<강의주제>

영아기 감각 및 지각 발달

<강의세부내용>

시각- 형태 지각, 색채 지각, 운동 지각, 깊이 지각, 청각- 목소

주.pp165~pp184

주.pp205~pp230 

부1.pp103~130



2

리에 대한 청각적 반응, 언어에 대한 청각적 반응, 기타감각- 

촉각, 미각과 후각

감각 간 지각- 시각과 청각 간의 감각 간 지각, 시각과 촉각 

간의 감각 간 지각, 한국 영아 발달에서의 청각과 신체 접촉, 

감각 및 지각 발달을 위한 부모 및 교사의 역할을 학습한다. 

영아기 감각 및 지각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아기들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처음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영아발달 연구는 영아들의 몸짓과 행동을 통해 유추할 수 

밖에 없어 참으로 어렵다. 그 연구수행을 어떻게 하였는지 학

습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의 시초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의의가 

있는 학습이  되는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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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영아기 인지발달

<강의주제>

영아기의 두뇌발달과 인지발달

<강의세부내용>

두뇌와 신경체계의 발달, 피아제의 관점, 영아의 물리적 대상

에 대한 이해 능력, 영아의 수 개념 이해 능력, 영아의 모방 

능력, 유능항 영아 관점에 대한 비판, 한국 영아 발달, 모방, 

대상영속성 개념의 발달, 정보처리접근법(정보처리 과정, 영아

기의 기억발달, 영아기의 지능검사), 유능한 영아 관점과 부모 

및 교사의 역할을 배운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

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영아기

의 인지발달을 위하여 각종 조기교육의 피햬가 늘고 있으며 

영아발달을 학습하므로 과열된 영아교육보다는 건강한 보육원

칙을 세우는데 눈을 돌리는 토의가 되도록 지도한다. 

주.pp131~pp168 

 EBS 2006.5.2.

아기성장보고서2부

“아기는 과학자로 태어난다” 

동영상 시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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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지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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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영아기 심적 표상과 영아 지능과 측정

<강의주제>

영아기 심적 표상와 영아 지능과 발달측정 및 평가

<강의세부내용>

영아기 심적 표상이란 무엇인가?, 범주화, 상징, 기억 능력의 

연구방법, 기억발달, 영아기 기억 상실증, 영아 지능의 측정, 

영아기 지능과 이후의 지능, 영아기 습관화와 아동기 지능, 발

달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들, 발달검사의 종류들(게젤 발달

검사, 덴버 발달 선별검사, 베일이 영유아 발달검사, 사회 성숙

도 검사등)여러형태의 발달 검사를 알고 이를 이해하는 학습자

가 되도록 한다. 

부1pp169~pp198

부2pp227~pp24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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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영아기의 언어 발달

<강의주제>

영아기 언어 발달의 특징 

<강의세부내용>

언어 연구 방법과 언어 발달 양상, 언어 연구방법, 언어 발달 

양상, 언어 발달의 개인차, 언어 발달의 기제, 어휘 습득의 기

제, 문법 습득의 기제,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아 

지향적 언어와 순서 지키기, 부모- 여아 상호작용, 한구영아발

주.pp231~pp256

부1pp199~pp228

EBS 아기 성장 보고서 제4

편 2006.5.4.

“아기언어습득의 비밀”영상 

시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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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언어이해, 언어표현, 어휘 수, 언어 발달을 위한 부모 및 교

사의 역할을 학습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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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영아기의 정서발달과 기질,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 

<강의주제>

영아기의 정서와 기질과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보육현장에서의 

영아발달과 하루 일과 구성과 그 예

<강의세부내용>

영아기의 정서의 발달, 정서 연구 방법,기질의 발달, 정서발달

의 특징, 보육시설에서의 영아들의 정서반응과 그 연구들, 영

아들의 보육현장에서의 적응과 정서기질 연구 살피기, 하루 일

과 중에 영아들의 정서적응능력과 사례들, 표준보육과정 영상 

속에서 하루일과 동영상을 보고, 영아들의 정서와 교사와의 상

호작용에 대해서 토의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pp257~pp294

부1pp229~pp256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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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제목>

영아기의 사회성 발달과 애착 

<강의주제>

영아기 사회성 발달과 애착의 특징 

<강의세부내용>

영아기 사회성 발달의 특징,  자아 및 타인의 이해와 사회성 

발달, 성에 대한 이해, 사회성 발달, 또래와 놀이,애착 및 친사

회적 행동, 애착자와의 관계의 질을 설명하고, 중요한 점들을 

이해한다.  

주pp257~~pp294

부1pp257~pp286

과제제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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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제목>

영아기 자기와 사회인지 발달，영아발달 전문가로서의 보육교

사 

<강의주제>

영아기 자기와 사회인지 발달, 영아 발달 전문가로서의 보육교

사 그리고 

<강의세부내용>

자기의 발달, 자기개념의 시초로서 신체지각, 자기 재인, 자기 

평가,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 시선 쫓기, 공동주의, 마음이론, 

한국 영아 발달: 자기와 사회인지, 한국 영아 발달: 자기 개념, 

사회인지, 사회인지 발달을 위한 부모 및 교사의 역할

  영아교사의 역할과 영아와의 상호작용 영아발달 전문가로서

의 정체성, 영아발달에 맞는 표준보육과정의 상호작용 지침을 

학습한다.

부1pp287~322pp 

부2pp269~284pp

육아정책 개발연구소 발행 

2007. 

표준보육과정

0세~1세

영아하루일과 동영상 관람 

과제발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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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영아기 발달 이상

<강의주제>

영아기 발달 이상과 발달장애

<강의세부내용>

영아기 초기 위험 요인, 조산 및 저체중, 신생아 검사, 위험군 

신생아와 영아기 발달, 영아기 건강- 영양, 섭식, 영아기 발달

장애-자폐장애, 다운증후군, 뇌성마비등의 비전형적인 발달과 

전형적인 발달을 잘 고려하여 보도록 한다. 

주 pp295~pp318

부1pp323~pp336 

기말고사 대비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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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가족과 보육 그리고 조기 개입 

<강의주제>

가족과 보육 그리고 조기 개입, 텔레비전과 인터넷

<강의세부내용>

주pp387 ~pp399 

부1pp326~pp35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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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 엄마의 취업, 아동 보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

향, 좋은 아동 보육의 요건, 우리나라의 영아 보육 실태, 조기 

개입- 영아 발달의 위험 요인, 서구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 우

리나라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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