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념과 정의, 특성과 기능, 유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2.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원리, 접근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4.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5. 청소년프로그램 평가,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한국문화사 / 홍선미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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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강의주제

  - 청소년활동의 이해

2. 강의목표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과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과목 소개

  - 청소년활동 개념의 이해

  - 청소년활동의 구성요소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개념

    1) 오리엔테이션

p7-8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활동의 이해

https://www.youtube.com/watch?v

=6Xc_7Y5fWcE

- 중요도(중)**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정의와

    개념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의 정의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의 정의

  -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념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 청소년 프로그램개발의 

개념

    2)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념

p9-12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프로그램이란?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FSlRKIy0a2g

- 중요도(중)**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발과

    유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유형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1. 청소년 프로그램개발의 

개념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

p12-17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비교·분석해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

=zrZJicD0G48



  -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 중요도(중)**

2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역량 개발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개발 필요성

  -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개발의 방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2. 청소년 프로그램의 인증과

    관리

    1) 수련활동 인증제도 1

    2) 수련활동 인증제도 2

       와 미래지향적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제 1

    3) 미래지향적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제 2

p175-197

- [과제주제 공지]

  · 청소년 분야는 대체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 중 관심 있는

    영역에서 청소년

    요구분석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세요.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역량

https://www.youtube.com/watch?v

=_pjm-CUQ1Fs

- 중요도(중)**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원리

2. 강의목표 

  -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원리를 구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접근방법

  - 청소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원리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0.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1)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1

    2)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2

p129-138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역량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xJsXbWuRh3c

- 중요도(상)***

- [유인물/실습]

  · 역량개발 평가지표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과 주요 요소와 특징,

    지도자의 역할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구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와 특징

  - 청소년 프로그램과 지도자의 역할 및

    자질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6.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3) 프로그램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유의점

p80-84

- [수시평가 1회]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국립청소년수련원 활동원리

 · 

https://www.youtube.com/watch?v

=VYW4_FvsuIc

- 중요도(상)***

3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운영원리와

    특성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운영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

8.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

    2)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p104-106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비교1

https://www.youtube.com/watch?v

=eTt6pOXVQQY

- 중요도(상)***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특성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패러다임, 모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패러다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패러다임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모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0.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2)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2

p138-146

- [수시평가 2회]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비교 2

https://www.youtube.com/watch?v

=Tms5KH5TTJw

- 중요도(하)*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패러다임, 모형,

    접근방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패러다임과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방법을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패러다임과

    모형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방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0.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3)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3

p147-153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비교 3

·https://www.youtube.com/watch?

v=e Tt6pOXVQQY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자의

  역할 및 자질

https://www.youtube.com/watch?v

=-u-fnphpcdg

- 중요도(하)*

4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이해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 및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과 필요성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 및 과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3.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2)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기법

p29-32

- [과제 출제]

  · 청소년 분야는 대체로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 중 관심 있는

    영역에서 청소년

    요구분석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세요.

2

1. 강의 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 요소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 요소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강조점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3.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절차

p33-37

- 중요도(중)**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의 기획자의 역량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자의 역량을

    기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자의 역량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자의 중요성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4.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1)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의 목적과

       유형

p42-46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교육자5.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

=Rorwk8OsFEQ

- 중요도(중)**

5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개념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개요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개념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4.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2)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기법

p47-51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의 요구 분석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jMwbBQtuDBE

- 중요도(하)*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필요성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필요성

  -  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제한점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4.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절차

p52-55

- [수시평가 3회]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의 요구 분석에 대한

   통계 이해를 위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lAdKprRpvQM

- 중요도(하)*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방법과

    한계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방법

  - 청소년 프로그램 요구분석의 한계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4.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절차

p52-55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의 요구 분석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oAL-uSymKxA

- 중요도(하)*

6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5.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설정

    3) 발달특성의 차이와

       프로그램의 형태구성

p64-70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 프로그램의 요구의

    한계

https://www.youtube.com/watch?v

=BuUxhboHL9A

- 중요도(하)*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평가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진술방법, 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설정

    1)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개념

- [수시평가 4회]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목적 및 목표설정 시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진술방법

  -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평가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p56-60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 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6KaLp3eI_lk

- 중요도(중)**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이해 및 구성

    요소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이해

  -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요소

  -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안 구성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6.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1)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이해와 원리

p71-75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설계 및 구성을 위한 제언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e7EWNvSfbKg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어떻게 평가하나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FSlRKIy0a2g

- 중요도(중)**

7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8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시 자료 개발

    및 예산수립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예산 수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의 자료 개발

  - 청소년 프로그램의 예산 수립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6.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2)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원리

p75-79

- [동기부여/사례조사]

  · 성남시(수정)청소년수련관

    사례

- 중요도(상)***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방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의 의의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방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6.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3) 프로그램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유의점

p80-84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예산 구성 및 편성관련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 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1inqLtukKZ8

- 중요도(중)**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 시 검토사항 및

    유의점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방법과 

    검토사항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방법과

    유의점 등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시 검토사항

6.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3) 프로그램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유의점

p80-84

- [실습/동영상 감상 후 토론]

 · 프로그램 편성방법 탐색 후

   편성해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

=sCNYjmxmZdg

- 중요도(상)***



  -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 시 유의점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9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와 전략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 및 홍보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이해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전략 및 홍보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7.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

    1)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

    2)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략적 마케팅 설계

    3)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방법

p85-100

- [수시평가 5회]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효과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77xGVn6Rg4

- 중요도(중)**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절차와 기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절차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기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7.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

    2)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략적 마케팅 설계

p89-94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효과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방법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K5OptQwGoWE

- 중요도(하)*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절차와 기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특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전략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의 특징과 전략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7. 청소년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

    3)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방법

p95-100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공공기관 마케팅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

=0M9kQoWGRC4

- 중요도(하)*

10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와 과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의 문제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8.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

    1)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

p101-103

- [과제제출]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수련활동 마케팅의

    문제점

https://www.youtube.com/watch?v

=d8jI7i4_qRg

- 중요도(중)**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의 의미와 과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의 한계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8.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

    2)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p104-106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 프로그램의 현실성

   있는 구성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hirJ-rkhhng

- 중요도(상)***



3

1. 강의제목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 방법과 운영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 방법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단계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8. 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

    3)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단계의 실행전략

p107-111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 프로그램 실행의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

=-g08Q_babvs

- 중요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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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안의 실제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안을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안의 실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안의 역점사항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0.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1)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1

p129-138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전주곡

https://www.youtube.com/watch?v

=IzU1amXULyg

- 중요도(하)*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안의 기본구성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서의 기본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서의 기본구성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서의 배재 내용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0.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2)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2

p138-146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 프로그램의 현실성

   있는 구성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vDNjVtppFlk

- 중요도(중)**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구성과 개발 사례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구성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구성 사례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사례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0.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3)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3

p147-153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수련활동증

    프로그램기획 및 구성

https://www.youtube.com/watch?v

=sCNYjmxmZdg

- 중요도(상)***

12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2. 강의목표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개발 방법에 대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사례 :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사례 : 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2. 청소년 프로그램의 인증과

    관리

    2) 수련활동 인증제도 2와

       미래지향적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제 1

p184-190

- [과제 발표 및 피드백]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구성 사례1

https://www.youtube.com/watch?v

=N_GZ1mjHGhU

- 중요도(하)*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2)

2. 강의목표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술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례 :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벽을 넘어서’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례 :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벽을 넘어서’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2. 청소년 프로그램의 인증과

    관리

    3) 수련활동 인증제도 2와

       미래지향적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제 2

p191-197

- [과제 발표 및 피드백]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BDnoX734_gk

- 중요도(하)*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3)

2. 강의목표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례 : 

    청소년탐사 프로그램 ‘둘이어 하나를

    위해’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례 :

    청소년탐사 프로그램 ‘백두산 탐사’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2. 청소년 프로그램의 인증과

    관리

    3) 수련활동 인증제도 2와

       미래지향적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제 2

p191-197

 

- [과제 발표 및 피드백]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의견나누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구성

- 중요도(상)***

13

1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기초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모형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이해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모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9.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1)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 및 목적

p112-117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의견나누기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구성

https://www.youtube.com/watch?v

=pYp9GssyYzM

- 중요도(중)**

- 유인물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플렛폼

2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기획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기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기획 절차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기획 운영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9.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2)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기준과 절차

p118-122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높고 교육적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나누기

https://www.youtube.com/watch?v

=eX_qU18df-Y

- 중요도(하)*

3

1. 강의주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기획과 설계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설계를 활용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설계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자료 수집

4. 강의방법

9.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3)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방법

p122-128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평가의 실제 1

https://www.youtube.com/watch?v

=hhpjd7iSl1c

중요도(하)*



  - 강의, 전자교탁 ppt.

14

1

1. 강의주제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원리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원리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주요 요소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1.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실제 2

    1) 성과중심 평가방법 1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협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평가의 실제 2

https://www.youtube.com/watch?v

=KYAurb13DfY

- 중요도(중)**

2

1. 강의주제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과정

2. 강의목표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접근 방법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고, 평가과정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의 접근 방법

  -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자의 역할과

    평가과정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1.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실제 2

    2) 성과중심 평가방법 2

- [동기부여/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구성

https://www.youtube.com/watch?v

=q8BaX9YLOt0

- 중요도(하)*

3

1. 강의주제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기반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 및 관리

2. 강의목표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도입배경,

    개요, 기대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준의 법적요건,

    인증기준, 운영체계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3. 강의세부내용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도입배경,

    개요, 기대효과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법적요건,

    인증기준, 운영체계

4. 강의방법

  - 강의, 전자교탁 ppt.

11.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실제 2

    3) 성과중심 평가방법 3

- [동영상 감상 후 토론]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문제점

https://www.youtube.com/watch?v

=XZlGzQumsCI

- 중요도(하)*

15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