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수업계획서

1. 강의개요

학습과정명

영유아보육프로

그램개발과 

평가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3 강 의 실 전용강의실 수강대상 E-mail

2. 교육과정 수업목표 

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념과 이론적 기초를 이해한다.
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프로그램의 접근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다.
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모형과 개발 원리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라) 영유아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 안다.
마) 보육과정에 기초하여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할 수 있는 적용능력을 기른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박찬옥 외/ 정민사/ 2013

-부교재1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황해익 외/ 공동체/ 2013

-부교재2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김영명 외/ 공동체/ 2011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제1주

1
1) 제목: 영유아프로그램의 이해1  
2) 주제: 영유아프로그램의 개념
3) 세부내용: ⋅영유아프로그램의 개념 ⋅영유아프로그램과 보육과정

2

3

제2주

1 1) 제목: 영유아프로그램의 이해2   
2) 주제: 영유아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3) 세부내용: ⋅철학적, 사회적,심리학적 기초
⋅영유아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

2

3

제3주

1 1) 제목: 국내외영유아프로그램  
2) 주제: 국외 프로그램 Ⅰ
3) 세부내용: ⋅국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과 내용 및 운영특성에 대한 이해(몬테소리 
프로그램, 프로젝트 접근법, 등)

2

3

제4주

1 1) 제목: 국내외영유아프로그램    
2) 주제: 국외 프로그램 Ⅱ
3) 세부내용: ⋅국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과 내용 및 운영특성에 대한 이해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발도르프 프로그램 등)

2

3

제5주

1 1) 제목:  국내외영유아프로그램 
2) 주제: 국내 프로그램 Ⅰ
3) 세부내용: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과 내용 및 운영특성에 대한 이해 (대학교 부속기관의 프로
그램들, 생태교육프로그램 등)

2

3

제6주

1 1) 제목:  국내외영유아프로그램   
2) 주제: 국내 프로그램 Ⅱ
3) 세부내용: ⋅특정 목적으로 가지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발배경과 내용 및 운영특성에 대한 이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등)

2

3

제7주

1

                  중간고사2

3

제8주

1
1) 제목: 영유아프로그램개발1   
2) 주제: 프로그램 개발모형
3) 세부내용: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 개념, 개발모형에 대한 이해

2

3

제9주

1 1) 제목: 영유아프로그램개발2  
2) 주제: 프로그램 개발 절차 
3) 세부내용: ⋅개발 절차, 구성요소 및 개발 단계별 유의사항의 이해 
⋅요구분석, 대상 이해, 목표 및 내용 선정,
교수방법, 운영 및 평가에 이르는 개발과정 이해

2

3



제10주

1 1) 제목: 프로그램 평가와 적용1  
2) 주제: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및 방법
3) 세부내용: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방향 이해 
⋅평가 방법의 종류 탐색

2

3

제11주

1 1) 제목: 프로그램 평가와 적용2  
2) 주제: 영유아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의 적용
3) 세부내용:
⋅영유아 평가, 교사평가, 프로그램 평가, 기관평가 이해 
⋅평가 결과 해석과 반영

2

3

제12주

1 1) 제목: 영유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1 
2) 주제: 영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3) 세부내용:
⋅영아의 발달 및 요구 
⋅영아프로그램 개발 실제

2

3

제13주

1 1) 제목: 영유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2  
2) 주제: 유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3) 세부내용: 
⋅유아의 발달 및 요구 
⋅유아프로그램 개발 실제

2

3

제14주

1
1) 제목: 영유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3 
2) 주제: 영유아프로그램 개발의 향후 전망
3) 세부내용: ⋅영유아프로그램의 최근 동향 이해

2

3

제15주

1

기말고사2

3

5.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 제 물 출  결 기  타 합  계 비  고

30 % 30 % 20 % 20 % - 100 %

6. 수업 진행 방법

강의(주교재,부교재를 활용하고 강의ppt와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토론(레포트 발표를 통한 질의 문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