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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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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명
영

개설시기
이수
학점

어

연도학기

105-201 현대 유아교육의 동향

Contemporary Issu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1-①

105-205

Developmental Theories for Understanding Children

3

2-①

Practical Guide to Social Studie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2-①

105-208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의 실제

Theories and Practice in ECE to Primary Education Transition

3

1-②

105-209

어린이와 놀이

Young Children and Play

3

1-①

105-210 유아교육과정 세미나

Seminar in ECE Curriculum

3

2-②

105-214 현대사회와 유아교사

Early Education Teachers in Modern Society

3

1-②

유아 발달이론 연구

105-206 유아 사회교육의 실제

105-215

유아교육사상 연구

Thoughts of ECE

3

2-②

105-216

부모교육세미나

Seminar on Parent Education

3

2-①

Practical Guide to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2-②

교육연구법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3

1-①

105-219

기관운영관리세미나

Seminar 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3

1-①

105-220

유아창의성교육
세미나

Creativi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1-②

105-221 유아수학교육의 실제 Practical Guide to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1-①

105-222

유아특수교육

Education for Special Needs Children

3

2-①

105-223

유아음악교육세미나

Seminar on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1-②

유아미술교육세미나

Seminar on Ar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2-②

유아다문화교육
세미나

Seminar 0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1-①

Seminar on Ecological Early Childhood Education

3

2-①

Practical Guidance for Young children

3

2-②

105-228 유아교육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2-②

105-229 유아언어교육의 실제

Practical Guide to Language Art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1-②
1-②

105-217 유아과학교육의 실제
105-218

전공
105-224
선택
105-225

105-226 생태유아교육 세미나
105-227

유아생활지도

105-230

질적연구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3

105-231

유아교육교수법

Teaching Method for Young Children

3

2-①

105-232

유아교육 현장연구

Field Stud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1,2-①,②

105-233

유아교육 세미나 1

Seminar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1

1

1,2-①,②

105-234

유아교육 세미나 2

Seminar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

1,2-①,②

3

1-①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Multimedia

3

1-②

Seminar on Literature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2-①

Study for Thesis

3

5학기차

105-235
105-236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Study on Educational Program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연구
유아교육과
멀티미디어

105-237 유아문학 교육세미나
논문
001-301
연구

논문연구

학기
차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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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선택
1. 현대 유아교육의 동향(105-201)
유아교육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현대유아교육의 추세 및 쟁점과 연구동향을 알아
보고 유아교육의 새로운 탐구주제 및 과제에 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2. 유아발달이론연구(105-205)
발달이론들의 기본 입장과 핵심 개념 및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점들을 탐구하여 발달이론의 교육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3. 유아 사회교육의 실제(105-206)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지식 구성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기초로 유아에게
적합한 사회교육의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의 실천적 전략을 모색한다.
4.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의 실제(105-208)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의 의의를 인식하여 그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교수기술을 익힌다.
5. 어린이와 놀이(105-209)
유아들의 놀이세계를 설명하는 고전 및 현대 이론들과 관련 쟁점들을 탐구함과
동시에 최근 등장하는 놀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소개함으로써, 놀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놀이 접근 방향의 실제적 변화를 모색한다.
6. 유아교육과정 세미나(105-210)
교육과정 연구의 역사적․철학적 흐름과 최근 동향을 개관하고 그 쟁점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의 철학, 구성 체계, 실제 등을 재조명하고, 현행 누리과정의
특징을 분석한다.
7. 현대사회와 유아교사(105-214)
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과 현직교육에 관련된 교육정책, 내용 및 문제를 연구하여
유아교육의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8. 유아교육사상 연구(105-215)
현대 유아교육 사상과 이론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유아교육 사상가들의 이론을
비교 연구하고, 유아교육사상가들의 이론이 유아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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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모교육세미나(105-216)
부모교육의 개념, 원리, 특징 및 다양한 현대 부모교육 접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실천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도입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실제를 모색한다.
10. 유아과학교육의 실제(105-217)
유아의 과학개념 발달에 대한 제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유아에게 적합한
과학교육의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의 실천적 전략을 모색한다.
11. 교육연구법(105-218)
다양한 교육연구의 계획, 진행, 결과 처리에 관한 이론적인 기초를 학습하고 통계적
기법을 익힘으로써 교육 자료를 이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자기주도적인
연구능력을 기른다.
12. 기관운영관리세미나(105-219)
기관의 조직적·심리적 풍토,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방법, 학급운영의 원리 등을
이해하고, 더불어 실천적 지식의 개념과 효율적인 교수능력을 학습하여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한다.
13. 유아창의성교육세미나(105-220)
창의성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에게 효과적인 창의성 교수 학습방법을 탐구한다.
14. 유아수학교육의 실제(105-221)
유아기의 수학적 개념의 발달 경향과 유아를 위한 수학교육에 대한 제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유아에게 적합한 수학활동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탐색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수학교육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한다.
15. 유아특수교육(105-222)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부적응 행동의 원인과 진단 방법
등을 살펴보며 놀이치료 및 가족치료 등의 실제적 교육 방안을 탐색한다.
16. 유아음악교육세미나(105-223)
유아의 음악교육을 위한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음악활동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탐색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음악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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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아미술교육세미나(105-224)
유아의 미술교육을 위한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창의적인 미술활동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탐색하여 유아교육 현장
에서의 효과적인 미술교육 방안을 모색한다.
18. 유아다문화교육 세미나(105-225)
유아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유아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탐색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다.
19. 생태유아교육 세미나(105-226)
생태유아교육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
으로 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전략을 탐색함으로써 생태유
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20. 유아생활지도(105-227)
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의 생활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 및 실제적인 교수전략을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유아들의 바람직한 학습을 조장하고 유아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한다.
21. 유아교육측정 및 평가(105-228)
측정 및 평가의 최근에 소개된 이론을 탐구하여 유아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논의해 본다.
22. 유아언어교육의 실제(105-229)
유아의 언어습득에 대한 제반 이론 및 유아 문학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유아에게 적합한 언어생활 지도의 내용과 교수학습방법 개발의 실천적 전략을 모색한다.
23. 질적연구방법론(105-230)
유아와 유아교육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여, 유아와 유아교육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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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아교육교수법(105-231)
유아를 교수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 및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유아 교육 교수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정보를 수집하고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대안적
교수 전략 등을 살펴본다.
25. 유아교육 현장연구(105-232)
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부모 교육 등을 관찰
하고 분석하여 교육현장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배양한다.
26. 유아교육 세미나 1(105-233), 유아교육 세미나 2(105-234)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아교육의 제반문제를 발견, 탐색하고, 다양한 유아
교육의 문제들을 심도 깊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7.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연구(105-235)
영유아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화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한다.
28. 유아교육과 멀티미디어(105-236)
현대와 미래사회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유아교육의 방향
과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멀티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한다.
29. 유아문학교육세미나(105-237)
유아문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문학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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