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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계 획 서

학 습 과 정 명 원예치료

교 재 한경희-2015-원예치료의 이론과 실제-노스보스

학 점 3

강 의 시 간 4

■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및 학습목표

표준교육과정 교수요목 학습목표

식물·인간·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원예활동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인 질환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예치료 이론과 방법을 습득함으로

써 원예치료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식

물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의 서로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으

로써 식물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을 향상

하고 단련하는 원예치료의 효과를 인간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식물의 기능을 비롯하여 인간의 심리 및 

정신건강, 인간·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한 꽃 가꾸기, 

채소재배 등의 원예활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원예치료활

동을 계획, 지도 및 실행할 수 있다.

원예활동은 식물의 성장을 통해 인간자신의 성장을 도모하

는 활동으로 식물, 인간,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하여 식물, 인간,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식물과 관련된 제반활동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을 향상하고 

단련하는 원예치료의 효과를 인간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이를 위해 본 학습과정의 학습목표는 아래와 같다.

1. 인간, 식물, 환경의 관계의 이해

2. 원예치료의 이론적 기반, 치료적 요인, 요소, 효과, 운영 

방법 등을 학습한다. 

3. 대상별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설계 방법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로 세분화 한 사례를 바탕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3. 원예활동을 기르기, 꾸미기, 느끼기로 구분한 구체적 사례

를 통해 현장감을 익히고 대상자별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로

그램을 설계, 응용할 수 있다. 

4. 최종적으로 본 학습과정을 통해 원예치료 활동을 계획하

고 지도하며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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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주제 :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과정 안내
2. 강의목표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대한 이해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과목의 필요성
  2) 강의계획서 및 교재 안내
   - 평가안내(출결/중간/기말/수시)
  3) 과제물 안내
4. 수업방법 : 학습과정 강의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한다.

-

1. 강의계획서 배포, 안내

2. 과제물 안내
 - 과제물 주제 : 아동을 대상으

로한 프로그램 설계 
 - 제출 및 발표 : 8주차
 - 평가항목 : 제출기한, 내용의 

충실성. 사례 다양성
 - 작성요령 : PPT 발표

2

1. 강의주제 : 인간과 식물, 환경의 이해 Ⅰ
2. 강의목표 : 인간과 식물 그리고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

해한다. 
3. 세부내용 :
  1) 인간, 식물, 환경의 이해  
  2) 식물의 환경적 기능 
  3) 식물의 치료적 기능 
4. 수업방법 : 인간과 식물 그리고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사

례를 통해 인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33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이해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인간과 식물, 환경의 이해 Ⅱ
2. 강의목표 : 식물의 치료적 기능을 적용한 실습 - 식물의 번

식 (파종하기)
3. 세부내용 :
  1) 식물 파종 실습 
  2) 기대효과,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 일지를 기록한다. 
4. 수업방법 : 식물을 이용한 번식-파종하기 실습을 진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9-167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 프

로그램의 실제 
: 기르기(재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인간과 식물, 환경의 이해 Ⅲ
2. 강의목표 : 식물의 치료적 기능을 적용한 실습 - 식물의 번

식 (파종하기)
3. 세부내용 :
  1) 조별 기대효과,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 일지를 기록한다. 
  2) 평가 및 피드백
4. 수업방법 : 식물을 이용한 번식-파종하기 실습 진행 후 조별 

토론을 통해 프로그램 기대효과를 도출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59-167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 프

로그램의 실제 
: 기르기(재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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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원예와 원예치료의 정의와 역사 
2. 강의목표 : 원예와 원예치료의 정의와 역사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원예의 정의 
  2) 원예의 역사 
  3) 1차적 원예의 정의와 특징 및 분야 
  4) 2차적 원예의 정의와 특징 및 분야 
4. 수업방법 : 원예의 정의와 최초의 원예의 역사에 대해 파

악한다. 1차적 원예와 2차적 원예의 정의를 강의를 통해 
인지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35-44

2. 주교재 목차
 - 원예의 정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원예와 원예치료의 정의와 역사 
2. 강의목표 : 원예의 치료적 효과를 이해하고 나라별 원예치

료의 역사와 정의를 살펴본다. 
3. 세부내용 :
  1) 원예의 치료적 효과 
  2) 원예치료의 정의 
  3) 원예치료의 역사 
4. 수업방법 : 원예활동이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 기능을 하는

지 학습 자료를 통해 세분화 하여 살펴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45-53

2. 주교재 목차
 - 원예의 치료적 효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원예의 치료적 효과를 적용한 실습 
2. 강의목표 : 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 할 수 있는 수경재배 

실습을 통해 원예의 치료적 효과를 고찰한다. 
3. 세부내용 :
  1) 수경재배하기 실습 과정 설명 
  2) 학습자 수경 재배 실습 
4. 수업방법 : 교수자 시연과 설명을 통해 수경 재배 방법을 

익히고 학습자가 스스로 실습에 참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0-171

2. 주교재 목차
 - 기르기(재배) 수경재배

하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원예의 치료적 효과를 적용한 실습 
2. 강의목표 : 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 할 수 있는 수경재배 

실습을 통해 원예의 치료적 효과를 고찰한다. 
3. 세부내용 :
  1) 조별 토론을 통해 수경 재배 실습의 치료적 효과 토의 

및 발표 
  2) 평가 및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간 토론과 발표를 통해 학습자간의 의견

을 조율하고 치료적 효과와 기대효과에 대해 스스로 탐구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0-171

2. 주교재 목차
 - 기르기(재배) 수경재배

하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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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3 주

1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이론적 기반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원예와 인

간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2)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3)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4)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이론 
4. 수업방법 : 원예치료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학습자료를 통

해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55-67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이론적 기

반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원리와 치료적 원인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원리와 치료적 원인에 대해 이해한

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의 원리 
  2) 개인과 집단에서의 치료적 요인 
  3) 원예치료의 식물, 자연, 활동, 인적인 요인 
4. 수업방법 : 원예치료의 원인과 치료적 원인에 대해 학습자

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주교재 페이지
 - p68-78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원리
 - 원예치료의 치료적 요

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원리를 적용한 원예치료 실습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원리인 상호작용, 활동, 반응을 적

용한 실습을 통해 각 의미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교수자 설명을 통해 실습의 목적과 방법을 듣는다. 
  2) 재료 준비 및 실습을 진행한다. 
4. 수업방법 : 실습을 통해 학습자가 원예치료의 원리를 스스

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177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새싹채소 샐러드 만들
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원리를 적용한 원예치료 실습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원리인 상호작용, 활동, 반응을 적

용한 실습을 통해 각 의미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조별 실습 진행 및 토론을 통해 치료적 의미 고찰, 발표 
  2) 평가 및 피드백
4. 수업방법 : 실습을 통해 채득한 원예치료의 원리를 조별 

간 발표를 통해 의견을 나눈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6-177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새싹채소 샐러드 만들
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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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4 주

1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요소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구성요소인 원예치료사, 대상자, 식

물과 원예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사 
  2) 대상자 
  3) 원예활동 
  4) 원예치료 현장에서의 원예활동 
4. 수업방법 : 주교재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원예치료사

와 대상자, 원예활동, 원예치료 현장에서의 원예 활동의 이
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79-85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요소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효과 
2. 강의목표 :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원예치료의 효과를 

정리해본다. 
3. 세부내용 :
  1) 신체적 영역의 효과 
  2) 인지적 영역의 효과 
  3) 심리사회적 영역의 효과 
4. 수업방법 :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시카고 보태닉 가든의 결

과 모델에 따른 원예치료의 효과를 학습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86-95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효과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치료적 개입 Ⅰ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고 실습을 통

해 과정을 인지한다. 
3. 세부내용 :
  1) 시작단계의 치료적 개입 
  2) 전환단계의 치료적 개입
  3) 작업단계의 치료적 개입 
  4) 종결단계의 치료적 개입 
  5) 원예치료의 단계(시작단계의 치료적 개입) 를 적용한 실

습 적용 
4. 수업방법 : 학습자료와 실습 참여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96-105, p178-179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치료적 개

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시작단계의 치료적 개입을 적용한 잔디인형 만
들기 실습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치료적 개입 단계 중 시작단계의 
치료적 개입을 적용한 토피어리 실습을 통해 단계별 이해
를 돕는다. 

3. 세부내용 :
  1) 시작단계의 치료적 개입을 적용한 원예치료활동 실습 
  2) 평가 및 피드백 
4. 수업방법 : 교수자 설명과 학습자의 직접 실습 참여를 통

해 시작단계의 치료적 개입 단계를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96-105,178-179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치료적 개

입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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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주

1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운영 방법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운영을 위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

해한다. 
3. 세부내용 
  1) 장소
  2) 기간 
  3) 대상의 크기와 구성
  4) 한계와 규칙 
  5) 구조성
  6) 개방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원예치료의 

운영을 위한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07-112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운영방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원예치료의 과정 
2. 강의목표 : 원예치료의 단계와 그 특징을 파악한다. 
3. 세부내용 :
  1) 사정단계 
  2) 계획단계
  3) 실행단계
  4) 평가단계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원예

치료의 과정과 그 특징을 파악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2-116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원예치료 과정과 단계별 계획 수립을 적용한 
실습 

2. 강의목표 : 원예치료 과정과 단계별 계획 수립을 적용하여 
실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3. 세부내용 : 
  1) 단계별 계획 수립 
  2) 토피어리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실습 과정의 설명과 교수자 시연을 통해 단계

별 계획 수립 뒤 토피어리 만들기 실습을 진행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2-116, p180-181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원예치료 과정과 단계별 계획 수립을 적용한 
실습 

2. 강의목표 : 수립한 계획서에 따라 토피어리 만들기 실습을 
진행한다. 

3. 세부내용 :
  1) 토피어리 만들기 실습 
  2) 실습 내용과 계획서의 내용을 조별활동을 통해 공유
4. 수업방법 : 조별 토의를 통해 학습자간 학습내용과 실습내

용을 공유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2-116, p180-181

2. 주교재 목차
 - 원예치료의 과정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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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6 주

1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아동의 사
회 능력 향성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예시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설계방법을 모색한다. 

3. 세부내용 : 
  1) 프로그램의 개요 및 대상의 특징  
  2) 프로그램의 목적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학습

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9-123

2. 주교재 목차
 - 아동의 사회능력 향상

을 위한 원예치료프로
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2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아동의 사
회 능력 향성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예시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설계방법을 모색한다.

3. 세부내용 :
  1) 실시 대상 및 크기
  2) 실시 장소 
  3) 실시 시간
  4) 한계 및 규칙 
  5) 집단의 구조
  6) 집단의 개방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학습

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9-123

2. 주교재 목차
 - 아동의 사회능력 향상

을 위한 원예치료프로
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아동의 사회 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
그램 적용 실습 - 꽃잎, 나뭇잎 채집하여 말리기 

2. 강의목표 : 꽃잎, 나뭇잎 채집하여 말리기 실습을 통해 아
동의 사회 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소재와 방법론 탐구  
4. 수업방법 :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후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재를 탐구하고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9-123, p182-183

2. 주교재 목차
 - 아동의 사회능력 향상

을 위한 원예치료프로
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중간고사 안내

4

1. 강의주제 : 아동의 사회 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
그램 적용 실습 - 꽃잎, 나뭇잎 채집하여 말리기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해 아동의 사회 능력 향상을 위한 원
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 해본다. 

3. 세부내용 :
  1) 꽃잎, 나뭇잎 채집하여 말리기 실습 
  2)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실습 후 조별 간 나눔을 통해 학습자별 프로그

램 설계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모색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19-123, p182-183

2. 주교재 목차
 - 아동의 사회능력 향상

을 위한 원예치료프로
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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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7 주

1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2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3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4 중간고사 (이론 또는 실기평가) 1~6주차 수업내용

1. 중간고사 시험지
 - 객관식, 주관식 문항 외 

혼합출제 또는 실기평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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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8 주

1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중학생 대상자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개요와 
목적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프로그램의 개요와 대상자 이해    
  2) 프로그램의 목적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대상

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3-130

2. 주교재 목차
 -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중학생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예시를 통해 
대상을 이해하고 적합한 프로그램 설계를 모색한다. 

3. 세부내용 :
  1) 실시 대상 및 크기
  2) 실시 장소 
  3) 실시 시간
  4) 한계 및 규칙 
  5) 집단의 구조
  6) 집단의 개방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학습

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3-130

2. 주교재 목차
 -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과제물 제출/발표

3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를 적용한 실
습 -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
램

2. 강의목표 : 압화 액자 만들기를 실습을 통해 중학생 대상
자에게 적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본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압화 액자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3-130, p184-185

2. 주교재 목차
 -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를 적용한 실
습 - 압화 액자 만들기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해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본다. 

3. 세부내용 :
  1)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압화 액자 만들기 실습 
  3)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23-130

2. 주교재 목차
 -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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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9 주

1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고등학생
(흡연자)의 정서 순화 및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원예치
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고등학생(흡연자) 대상자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의 개요와 목적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의 목적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대상

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1-136

2. 주교재 목차
 - 고등학생(흡연자)의 정

서 순환 및 자기 효능
감 증진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고등학생
(흡연자)의 정서 순화 및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원예치
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고등학생(흡연자)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예시
를 통해 대상을 이해하고 적합한 프로그램 설계를 모색한
다. 

3. 세부내용 :
  1) 실시 대상 및 크기
  2) 실시 장소 
  3) 실시 시간
  4) 한계 및 규칙 
  5) 집단의 구조
  6) 집단의 개방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토

론을 통해 학습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1-136

2. 주교재 목차
 - 고등학생(흡연자)의 정

서 순환 및 자기 효능
감 증진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고등학생
(흡연자)의 정서 순화 및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원예치
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포푸리 주머니 만들기 실습을 통해 고등학생
(흡연자)  대상자에게 적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
본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포푸리 주머니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1-136, P188-189

2. 주교재 목차
 - 고등학생(흡연자)의 정

서 순환 및 자기 효능
감 증진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고등학생
(흡연자)의 정서 순화 및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원예치
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해 고등학생(흡연자)의 정서 순화 및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본
다. 

3. 세부내용 :
  1)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포푸리 주머니 만들기 실습 
  3)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1-136, P188-189

2. 주교재 목차
 - 고등학생(흡연자)의 정

서 순환 및 자기 효능
감 증진을 위한 원예
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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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0 주

1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
램 

2. 강의목표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대상자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개요와 목적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의 목적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대상

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7-142

2. 주교재 목차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
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
램 

2. 강의목표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대상자를 위한 프로
그램 예시를 통해 대상을 이해하고 적합한 프로그램 설계
를 모색한다. 

3. 세부내용 :
  1) 실시 대상 및 크기
  2) 실시 장소 
  3) 실시 시간
  4) 한계 및 규칙 
  5) 집단의 구조
  6) 집단의 개방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토론

을 통해 학습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7-142

2. 주교재 목차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
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
램 

2. 강의목표 : 국화차 만들기 실습을 통해 고등학생(흡연자)  
대상자에게 적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본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국화차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7-142,p190-191

2. 주교재 목차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
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
램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해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
해결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해본다. 

3. 세부내용 :
  1)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국화차 만들기 실습 
  3)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37-142,p190-191

2. 주교재 목차
 - 성인(만성 정신분열 

환자) 의 문제해결 향
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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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1 주

1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일반 노인
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일반 노인 대상자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개요
와 목적에 대해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의 목적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대상

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8

2. 주교재 목차
 - 일반 노인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일반 노인
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노인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예시를 통해 대
상을 이해하고 적합한 프로그램 설계를 모색한다. 

3. 세부내용 :
  1) 실시 대상 및 크기
  2) 실시 장소 
  3) 실시 시간
  4) 한계 및 규칙 
  5) 집단의 구조
  6) 집단의 개방성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토론

을 통해 학습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8

2. 주교재 목차
 - 일반 노인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대상자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 일반 노인
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꽃바구니 만들기 실습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꽃바구니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8,p192-193

2. 주교재 목차
 - 일반 노인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일반 노인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해 노인 대상자를 위한 원예치료 프
로그램을  설계해본다. 

3. 세부내용 :
  1)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꽃바구니 만들기 실습 
  3)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2-148,p192-193

2. 주교재 목차
 - 일반 노인의 자기성찰 

및 삶의 재인식을 위
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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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2 주

1

1. 강의주제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실
내 및 실외) 

2. 강의목표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치료 정원 만들기 프
로그램 기본 지침과 조성시 고려사항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집단 원예치료실 및 치료 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 지침  
  2) 계획의 기본 개념 및 목표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대상

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8-158

2. 주교재 목차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
(실내 및 실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 동영상 자료

2

1. 강의주제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실
내 및 실외) 

2. 강의목표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치료 정원 만들기 프
로그램 기본 지침과 조성시 고려사항을 학습한다. 

3. 세부내용 :
  1) 운영방법 중 장소 
  2) 기타 고려 사항 
  3) 활용 방안         
  4) 실외 공간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대상

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8-158

2. 주교재 목차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
(실내 및 실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실
내 및 실외) 

2. 강의목표 : 관엽식물 접시정원 만들기 실습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관엽식물 접시정원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8-158,p214-215

2. 주교재 목차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
(실내 및 실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실
내 및 실외) 

2. 강의목표 : 실습을 통해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실내 
치료정원 만들기를 이해한다. 

3. 세부내용 :
  1)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관엽 식물 접시정원 만들기 실습 
  3)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48-158,p214-215

2. 주교재 목차
 - 지속적인 원예치료를 

위한 치료정원 만들기
(실내 및 실외)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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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3 주

1

1. 강의주제 :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Ⅰ - 꾸미기(장식 및 
이용)

2. 강의목표 : 원예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3. 세부내용 : 
  1) 대상자 선정 및 분석 
  2)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설계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원예

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 p212-213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솔방울 리스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Ⅰ - 꾸미기(장식 및 
이용)

2. 강의목표 : 원예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설계 
  2) 원예치료 소재 탐구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원예

치료에 사용되는 소재를 탐구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 p212-213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솔방울 리스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계절감을 나타내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강의목표 : 솔방울 리스 만들기 실습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솔방울 리스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 p212-213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솔방울 리스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기말고사 안내

4

1. 강의주제 : 계절감을 나타내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강의목표 : 솔방울 리스 만들기 실습 
3. 세부내용 :
  1)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솔방울 리스 만들기 실습 
  3)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 p212-213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솔방울 리스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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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4 주

1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2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3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4 기말고사 (실기평가) 8주 ~ 13주차 수업내용
1. 기말고사 시험지
 -  실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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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5 주

1

1. 강의주제 :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Ⅱ - 꾸미기(장식 및 
이용)

2. 강의목표 : 원예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3. 세부내용 : 
  1) 대상자 선정 및 분석 
  2)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설계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원예

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p216-217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꽃 케이크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1. 강의주제 :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Ⅱ - 꾸미기(장식 및 
이용)

2. 강의목표 : 원예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설계 
  2) 원예치료 소재 탐구 
4. 수업방법 : 주 교재와 교수자 강의 교안을 활용하여 원예

치료에 사용되는 소재를 탐구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p216-217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꽃 케이크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3

1. 강의주제 : 원예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
계

2. 강의목표 : 꽃 케이크 만들기 
3. 세부내용 :
  1)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꽃 케이크 만들기 실습 
4. 수업방법 : 주 교재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설계와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도모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p216-217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꽃 케이크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4

1. 강의주제 : 원예의 장식성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
계

2. 강의목표 : 꽃 케이크 만들기 
3. 세부내용 :
  1)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 
  2) 꽃 케이크 만들기 실습 
  3)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피드백 
4. 수업방법 : 조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설계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한다. 

1. 주교재 페이지
 - p173,p216-217

2. 주교재 목차
 - 꾸미기(장식 및 이용)  

꽃 케이크 만들기 

1. 학습자료
 - 주교재 활용
 - 교수자 강의교안 활용

2. 성적열람기간,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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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별 세부내역                                          ※ 실습평가서 점수는 기타에 작성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20 30 1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1. 강의

 -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학습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의교안, 시각적 ppt 등을 활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자 시연

 - 주차별 수업 실습에 대해 교수자 시연을 통해 실습의 절차와 방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자 실습

 - 학습자가 주차별 실습내용에 대해 직접 실습에 참여함으로서 체

득하도록 한다.

4. 피드백

 - 매주 수업 도입 단계에서 전주 학습내용에 대해 리뷰한다.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수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인다. 

6. 조별토론

 - 조별 간 토론을 통해 학습내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토론 후 학

습자의 상호정보를 교환, 발표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7. 학습자 참여 유도

 - 수업 진행 시 토론, 발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8. 과제 발표

 - 다양한 환경을 배경으로 한 플라워 연출 사례를 조사한 후 발표

하도록 하여 발표역량을 높인다.

1. 주교재

 - 한경희-2015-원예치료의 이론과 실제-노스보스

2. 강의교안

 - 주교재 이외에 학술 연구서비스(http://www.riss.kr)에서 발취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원예치료 자료를 시각화하여 PPT 자료로 제시

하여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영상 자료

 - 학습과정 수업목표와 연계되는 https://www.youtube.com/ 에서 

원예치료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4. 과제물

 - 학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

5. 참고자료

 - 학습 목표에 맞는 원예치료 관련 논문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

여 이해력과 깊이를 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