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교육전공                   (英文 : Maj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교육목표
최신 유아교육 이론과 실제 및 연구동향을 탐구함으로써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구 분 학수번호 교   과   목 학점 교 육 부 고 시
기본이수과목

전공선수

12202001
영․유아발달심리
Developmental Psychology of Young 
Children

2

12202002 유아교육의기초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2202003 부모자녀관계론
Study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2

교과교육학

12203007 유아교육론
Theor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 유아교육론

12203018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for 
Young Children

2 교과교육영역

12203019
유아교육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2203020 유아논리및논술
Practice of Children Logical statement 2 교과교육영역

12203021
유아사회교육
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 유아사회교육

12203022 유아음악교육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 유아음악교육

12203023 유아미술교육
Ar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 유아미술교육

12203024
유아교과교육론
Theory of Subject-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 교과교육영역

교과내용학

12204004
유아교육사조연구
History&Though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2204005
유아교수매체론
Instructional Medi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2204006 아동발달이론연구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2



교과내용학

12204007 비교유아교육연구
Comparat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2204008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연구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nstructional Aids

2

12204009
부모참여교육세미나
Seminar in Parent 
Involvement&Education

2

12204010 인지교육론
Theories of Cognitive Education 2

12204011
유아교육연구방법및연구동향
Research Methods&Tren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

12204014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2 부모교육

12204015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 유아교육과정

12204016 유아놀이지도
Play Activities in Early Childhood 2 유아놀이지도

12204017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Administration of Schools for Young 
Children

2 유아교육기관운영
관리

12204018
유아언어교육
Principles and Practices in Language 
Arts Education

2 유아언어교육

12204019
유아수학교육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 유아수학교육

12204020 유아과학교육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 유아과학교육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유   아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습, 유
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
육, 유아동작교육, 부모교육, 유아교육기
관운영관리, 아동복지



  ❚ 교과목 해설

l 영・유아발달심리(Developmenta l Psychology of Young Children)

영유아기의 발달 특징과 과업을 이해하고,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이들에 대해 연구
한다.

l 유아교육의기초(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의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기초에 관해 탐색한다.

l 부모자녀관계론(Study on Parent- Child Rela tionships)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제 이론과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l 유아교육론(Theor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접근방안, 전망 및 과제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탐색한다.

l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Teaching Methods and Materia ls for Young Children)

교육전반에 있어서 목표들과 연관하여 교재구성의 기본원칙 설정, 교육자료의 비교 검토, 
교재유형과 내용배열, 모델교재연구, 지도절차와 방법의 기법연구 및 평가방법과 그 한계성을 
연구한다.

l 유아교육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학문적 특성을 이해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아 교육현장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논문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접근방법을 익힌다.

l 유아논리및논술(Practice of Childhood Logical sta tement)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형식을 갖추어 서술할 수 있도록 반복 
교수-학습한다.

l 유아사회교육(Teaching Socia 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사회화 과정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이론, 유아 사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룬다.

l 유아음악교육(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음율적 개념 및 지식 발달에 관한 제 이론 및 교육적 접근 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l 유아미술교육(Ar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미술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 과정과 심미적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연구한다.



l 유아교과교육론(Theory of Subject-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과교육론의 이론적 기초와 개념을 알고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연구한
다.

l 유아교육사조연구(History&Though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현대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영향을 준 주요사상과 교육사적 의의를 탐구한다.

l 유아교수매체론(Instructiona l Medi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의 교수-학습 방법을 돕는 교수매체의 이론적 기초 및 실제적 접근 방안에 관해 연구
한다.

l 아동발달이론연구(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아동이해의 기초로서 발달의 제 이론 및 영향 요인들에 관해 연구한다.

l 비교유아교육연구(Comparative Early Childhood Education)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유아교육의 제도와 실천과정을 비교 연구하며, 유
아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탐구한다.

  
l 유아교육프로그램및교재연구(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Instructional Aids)

부모교육에 관한 현대 경향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석 연구한다.

l 부모참여교육세미나 (Seminar in Parent Involvement&Education)

부모교육에 관한 현대 경향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석 연구한다.

l 인지교육론(Theories of Cognitive Education)

유아의 인지발달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전략과 유아 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한다.

l 유아교육연구방법및연구동향(Research Methods&Tren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분야의 연구방법의 유형과 연구 수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며, 최근 연구 결과에 나타
난 주요동향을 살펴본다.

l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부모교육의 역사, 부모교육의 개념 및 이론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연구하고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고 부모교육 운영기술을 습득한다.



l 유아교육과정(Curriculu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l 유아놀이지도(Play Activities in Early Childhood)

유아교육 중에서 중요시되는 놀이 이론을 고찰하고, 유아발달 및 학습에서 놀이의 가치, 놀
이의 유형 및 지도법을 연구한다.

l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Administra tion of Schools for Young Children)

유아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행정이론을 기초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l 유아언어교육(Principles and Practices in Language Arts Education)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제 이론 및 교육적 접근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l 유아수학교육(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수학적 개념 및 지식 발달에 관한 제 이론 및 교육적 접근 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l 유아과학교육(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과학적 개념 및 지식 발달에 관한 제 이론 및 교육적 접근 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