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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통합교과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경험을 기술하고, 백워드 설계 모형이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예비교사들은 단원목표, 평가계획, 수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형성하였다. 셋째,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중요함을 인
식하고, 백워드 설계 모형을 통한 단원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넷째, 예
비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평가 전문가로서의 예비교사
의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활동중심 및 피상적인 수업 설계에 대한 반
성을 하게 되었다. 여섯째,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 단원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곱째,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할 때,
백워드 설계 모형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구성자와 개발
자로서의 역량, 실천적 지식, 래퍼토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 백워드 설계 모형, 단원 개발, 예비교사, 사례 연구, 통합교과

Ⅰ

. 서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
대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국가수준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학생들이 달성하도록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
계하고, 점진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한 설계의 패러다임이 학생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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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이 학생 스스로 지식, 개념, 현상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교육과정 설계는 이해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Army, Jennifer
& Tanner, 2009). 왜냐하면 교육과정 설계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획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교과의 핵심 개념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Wiggins와 McTighe(1998)는 각 교과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도달을 위하여
교과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강조하는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써 백워드 설계 모형(backward design)을 제안하
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바라는 결과의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의 3단계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며, 이렇게 개발된 단원은 백워드
설계 템플릿으로 구현된다.
최근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평가 전문성, 수업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백워드 설계 모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모든 학년과 교
과에서 활용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학습경험과 관련시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백워드 설계 모형은 국가수
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Wiggins & McTighe,
1998).
백워드 설계 모형은 교육과정 단원(curricula unit) 설계에 활용되고 있다(Wiggins
& McTighe, 2005: 8). Wiggins와 McTighe(2005: 353)는 과목 또는 과정에서 몇 일,
몇 주에 걸친 학습활동이 일관성있게 결합된 것을 단원으로 정의한다. 2009 개정 통
합교과는 주제별로 통합단원을 설정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각 주제별로 4주 동안
흥미와 활동 중심으로 통합교과 단원을 학습한다. 통합교과의 단원 학습이 흥미와 활
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중요한 교육내용을 간과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통합교과의 활동중심의 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영속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합교과 단원을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초등학생들이 통합교과의 단원학습 주제와 관련된 핵심개념과 원리
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통합교과의 단원 개발을 고려해
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전문성 신장과 관
련하여 백워드 설계 모형을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보급하고 있다(조재식, 2005;
온정덕, 2011).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백워드 설계 모형과 예비교사에 관한
연구(김경자, 온정덕, 2012)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백워드 설계 모형을 통하
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경험을 기술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
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백워드 설계 모형이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전문
성 신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단원 개발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을 기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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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통합교과 단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경험을 기술하고, 백워드 설계 모형이 예비교사의 교육
과정 전문성 신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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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는 활동중심과 피상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종
종 발견된다(전효선 외, 2007; 조재식, 2005; Wiggins & McTighe, 1998). 이러한 수
업 설계는 수업의 핵심과 요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학습을 답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과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개념,
원리를 중시하는 이해중심 설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Wiggins & McTighe,
2005: 3-4). Wiggins와 McTighe(1998)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의 설계는 수업계획 이후에 평가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러나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수업계획에 앞서 평가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목표,
평가, 수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전통적인 설계 모
형에 비하여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백
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전통적인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비하여, 영속적인 이해에 근거
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스크랩북 방식과 참 수행에 기초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 방식에서 발견되는 활동중심의 무의도적인 수업과 피상적인 교육내용 전
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영속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학생들의 영속한 이해(enduring understanding)를 강조하는 이
해중심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다. 영속한 이해는 주요 개념(big idea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속한 이해는 다양한 맥락에서 도전적인 과제에 관한 핵심 아이디어, 지식, 기
능의 전이로 구현된다. 이것은 학문의 핵심이 되며, 새로운 상황에서 전이를 가능하
게 한다(Wiggins & McTighe, 2005: 342).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계획의 순서로 단원을 설계한다. 백워드 설계 모형의 각 단계와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워드 설계 모형은 의도된 학습 성과를 강조한다. 의도된 학습 성과는 성취
기준의 교육과정 운동과 관련이 있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상위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기준과 성취 기준에 기초하여 단원목표가 설정된다. 단원
목표가 설정되면, 증거 수집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사는 의도한 학습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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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계획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한다(Wiggins & McTighe,
2005: 17-19).
둘째,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평가 전문가’가 ‘훌륭한 교사의 이미지’로 설정된다
(조재식, 2005: 75). 평가 계획 단계에서는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냅사
진(snapshot)이 아닌 스크랩북(scrapbook)의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스냅사진 평가가
단 한번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크랩북 방식은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일수, 2012: 114). 그러므로 백워드 설
계 모형에서는 비공식적인 확인, 관찰과 대화, 검사와 퀴즈, 논술형 평가, 수행 과제
등과 같은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된다. 영속한 이해는 다양한 맥락에서 도전적인 과
제에 관한 핵심 아이디어, 지식, 기능의 전이로 구현되기 때문에, 이것의 평가는 참
수행에 기초한 과제에 기반하고 있다(Wiggins & McTighe, 2005: 152).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영속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
는 수행 과제 또는 프로젝트 과제를 평가방법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수행과제 및 프로젝트 과제 중심으로 평가가 설계되며, 이들 과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준거로써, 루브릭이 개발된다.
셋째, 수업설계는 학생들의 영속한 이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매력적인 수업은 학
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학습에 빠져들게 하고, 활력이 넘치는 수업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교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조장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수업은 학생들이 높은 기준을 달성하고 일상적인 기대를 초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데,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활동에서 유능하고 생산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유도한다(Wiggins & McTighe, 2005: 195-196).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매
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업 계획을 위한 ‘WHERETO’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의 WHERETO 요소는 <표 1>에 제시한다.
<표 1> 백워드 설계 모형의 WHERETO 요소

요소
W
H
E1
R
E2
T
O

설명
목표 제시 및 목표 확인(Where is the work headed? Why?)
동기유발 및 관심 유지(Hook the student)
핵심 개념 및 주제 탐구(Explore and Equip)
학생 스스로 학습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 기회 제공(Rethink and Revise)
과제 발표 및 평가(Evaluate)
학생 개개인의 재능, 흥미, 요구 반영(Tailor)
수업 내용의 조직화 및 계열화(Organize and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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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백워드 설계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템플릿
(UbD template)을 활용한다. 템플릿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에 기초하여 구안되
었다. 템플릿은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준점, 설계 초안에 대한 자기평가와 동료
평가, 완성된 설계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이것은 백워드 설계 과정을
내면화하는데 기여한다(Wiggins & McTighe, 2005: 21-27).
2. 선행연구 고찰

백워드 설계 모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담론, 백워
드 설계 모형을 활용한 단원 개발 및 효과 검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들 선행연
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워드 설계 모형의 이론을 소개한 선행연구가 있었다(강현석, 유제순, 2010;
조재식, 2005).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의 도입 배경, 백워드 설계 모
형의 기본 가정과 특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단원을 개발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즉,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특정 교과의 단원을 개발하고(김영식,
박대권, 2012; 김향숙, 2007; 이병기, 2011; 이지은, 강현석, 2010; 박일수, 2012; 최윤
경, 강현석, 2008), 그 효과를 검증(박미자, 2008; 양세미, 2009; 이지은, 2011; 장봉석,
2006; 장수빈, 2010; 윤선민, 2009)하였다. 이들 선행연구가 백워드 설계 모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백워드 설계 모형은 도덕, 사회, 과학, 음악,
체육,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등과 같은 개별 교과에서 적용되었으며, 통합교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백
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이론 소개, 단원 개발 및 적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백워드 설계 모형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분
석한 연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현직
교사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예비교사교육과 관련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과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사고과정, 숙의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백워드 설계 모형이
예비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9 개정 통합교과는 심리적 접근
에 의하여 교과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논리적 접근에 의하여 교과가 조직되는 개별
교과와는 구성의 방향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흥미, 관심, 생활 경험을 중
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통합교과 단원을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개발하는 예비교사

33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의 경험을 기술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의 참여자

연구자는 A교육대학교에서 2012학년도 1학기에 통합교과 강좌를 수강한 4학년 3
개 분반 예비교사 80명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2학년 1학기에 1주
간의 관찰 실습, 3학년 2학기에 3주간의 수업 실습을 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초등학
교 교과교육론 강좌 시간에 특정 수업모형에 기초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한 경험이
있으며, 3학년 수업 실습 기간에 자신들이 개발한 수업지도안에 기초하여 초등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는 통합교과의 이론과 실제로 구분하여, 이론 9주, 실제 5주, 평가 1주로, 총
15주간 통합교과 강좌를 운영하였다. 통합교과 이론에서는 통합교과의 역사, 통합교
과의 개념, 통합교과의 조직방식, 통합교과 교수·학습방법, 통합교과의 평가, 2009 개
정 통합교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강의와 발표 및 토의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이
론 영역은 예비교사들에게 통합교과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통
합교과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통합교과 실제에서는 통합교과 지도에 관한 예비교사의 교수역량을 형성하는 방향
으로 구성하였다. 예비교사들은 2009 개정 통합교과의 8개 대주제에 대하여 단원을
개발하였다. 통합교과 강좌 운영 당시, 2009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가 개발되지 않았다. 단원 개발은 통합교과 강좌 시간에 워크샵 형태로 5주간 진행되
었다.
예비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작성한 경험은 있으나, 여러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단원을 개발한 경험이 거의 없다.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에게 유한구와 김승호(1998)의
통합교과 단원 개발 양식과 Wiggins와 McTighe(2005)의 백워드 설계 모형의 템플릿
을 소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2개의 양식을 참고하여, 2009 개정 통합교과에 제시된
8개 대주제 중에서 1개의 단원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으로
단원을 개발한 5개의 모둠, 예비교사 20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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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의 참여자

모둠
A
B
C
D
E

통합주제
겨울
학교와 나
우리나라
가족
여름

발

2. 단원 개

소주제(백워드 개발 단원명)
겨울방학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자신의 적성을 알고 진로 정하기
놀이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 이해하기
부모님과 나는 붕어빵
여름휴가

인원
3명
4명
4명
4명
5명

과정

예비교사들은 2009 개정 통합교과에 제시된 대주제에 대한 단원을 5주에 걸쳐 개
발하였다. 단원 개발 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은 <표 3>에 제시한다.
<표 3> 백워드 단원 개발 과정

주차
1
2
3
4
5

학습주제
백워드 설계 모형
이해
학습 주제 및 학습
내용 선정

학습활동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이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서 개발된 사례 살펴보기
・학습 주제 선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단원 목표 및 내용 선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학습 주제, 단원목표, 학습 내용 선정
・성취 기준 확인 및 설정하기
이해의 측면 설정하기
바라는 결과의 확인 ・・6가지
본질적 질문 생성하기
・핵심 지식과 기능 설정하기
수용 가능한 증거 ・GRASP 기법을 활용한 수행평가 계획 수립
결정
・그 외 다양한 평가계획 수립
계열성 확인
학습 경험 계획 ・・학습내용의
WHERETO 기법에 따른 학습경험 계획하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예비교사들은 ①백워드 설계 모형의 이해, ②통합 단원
의 학습 주제와 학습 내용 선정, ③백워드 설계의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 ④백워드
설계의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⑤백워드 설계의 3단계: 학습경험 계획 등의
순서에 따라서 단원을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예비교사에게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
에 따라서 단원을 개발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워크숍 형태로 강좌를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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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는 예비교사들과 함께 단원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백워드
설계 모형의 도입 배경, 특징,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내에서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
용하여 단원을 개발한 사례(이병기, 2011; 이지은, 강현석, 2010)와 연구자가 개발 중
인 수학과 단원 개발 사례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백워드 설계 모형의 각 단계에서 활
용할 수 있는 기법, 즉 바라는 결과 확인, 이해의 유형 설정, 본질적인 질문, 핵심 지
식과 기술, 수행과제와 루브릭 개발, 기타 증거자료의 수집, 학습경험 계획 등을 설명
하고, 이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안내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의 각 단계에서 활용되
는 구체적인 기능은 3-5주차에 심화하여 지도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 의하면, 단원 개발은 ①바라는 결과 확인, ②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③학습경험 계획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에게 대
주제와 관련한 하위 학습주제와 학습내용을 먼저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통합교
과 단원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둠별로 협의하여, 통합 단원 개발의 방향을 설정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
의 절차에 따라서 단원을 개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와 양식
에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에 대하여 단원을 개
발하였다.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겨울’이라는 주제로 통합교과
단원을 개발한 사례는 〔그림 1〕에 제시한다.
주제 : 겨울
단원명 : 겨울방학
□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 교육과정 성취 기준
·바-(8)-(다) 겨울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겨울철 건강과 안전 생활 수칙을 알
아보고 지킨다.
·바-(8)-(라) 겨울 방학 생활 스스로 준비하기: 건전한 겨울 방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한다.
·슬-(8)-(라) 겨울 방학 생활 계획하기: 겨울 방학 동안 하고 싶은 것을 고려하여 겨울
방학 생활 계획을 세운다.
·즐-(8)-(라) 겨울놀이 하기: 겨울에 할 수 있는 놀이와 민속놀이를 알아보고 직접 놀
이에 참여한다.
◇ 단원 목표: 겨울방학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 이해의 6가지 측면
설명
겨울 방학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해석
야외활동이 즐겁고 건강한 겨울방학 생활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적용
즐겁고 건강하게 겨울방학을 지낼 수 있도록 생활계획표를 작성한다.
관점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방학 생활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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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하여 이해
공감
한다.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기기식 겨울방학을
점검한다.
◇ 본질적 질문
겨울방학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핵심지식
◇ 핵심 기능
- 겨울방학 안전 규칙
- 겨울철 놀이 방법
- 겨울철 놀이
- 겨울방학 계획표 작성 방법
□ 2단계: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 수행과제
리플렛(leaflet) 만들기: 겨울방학 야외활동 안전 안내문 작성
목표(G) 겨울 방학의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하기
역할(R) 야외 활동 안전 지킴이
청중(A) 동료학생
활동 안전 수칙에 대해 조사한 후 친구들을 위한 ‘야외활동 안전 안
상황(S) 야외
내문’ 작성
수행(P) 야외활동 안전 안내문 제작하기
기준(S) 안내문에는 상황에 따른 겨울철 안전수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
◇ 기타 다른 증거
겨울 방학 계획표, 토론 보고서, 서술형 평가, 퀴즈
□ 3단계: 학습경험 계획하기
학습 활동
W H E1 R E2 T O
1. 지난 겨울방학 반성하기
○
2. 겨울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 ○
토론하기
3. 겨울방학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 세우기
○ ○ ○ ○ ○
4. 겨울방학 야외 놀이 안전 안내문 만들기
○
○ ○ ○ ○ ○
5.겨울방학 야외 놀이 조사하기
○ ○
○
6. 겨울철 야외 놀이 체험하기
○
○ ○
○ ○
7. 겨울방학 일일 계획표 작성하기
○
○ ○ ○ ○ ○

〔그림 1〕백워드 단원 개발 사례(단원: 겨울).

3.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찰, 예비교사와의 면담, 저널, 단원 개발 보고서의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단원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하고, 15개의 일화기록 자료를 수집하였
다. 그리고 백워드 설계 모형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사고를 분석하기 위
하여 각 모둠별로 3회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3주에 걸쳐
20명의 예비교사들에게 단원개발의 각 단계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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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기록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60개의 내러티브 자료를 수집하
였다. 그리고 모둠별로 최종 단원 개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개의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원 개발 보고서 제출 양식은 〔그림 2〕와 같다.
1. 교육과정 통합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2. 통합지도안 및 주제와 관련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단원 개발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3-1) 단원 개발과 수업 설계는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는가?
3-2) 단원 개발과 수업 지도안
3-3)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단원을 개발한 후 느낀점은 무엇인가?

〔그림 2〕단원 개발 보고서 제출 양식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단원 개발 보고서에서는 통합교과 개발의 주안점, 차
시별 교육내용 및 활동 선정의 이유, 단원 개발 과정에서 모둠별로 논의된 내용, 백
워드 설계 모형에 따른 단원 개발 과정 및 템플릿, 단원 개발 후 느낀점 등을 작성하
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관찰, 면담, 저널, 단원 개발 보고서 자료는 개방형 코딩을 하
였다. 개방형 코딩 자료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묶어 최종 8개의 유목으로 유
형화하였다. 유형화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가 일
관되게 유형화될 때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유형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태도,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의 예비교사 경험의 관점에서 8개의 유목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들 8가지 유목은 백
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형화된 8개의 유목을 ①유형화와 관련된 이론 제시, ②대표적인
사례 제시, ③사례에 대한 해석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유형화와 관련된 이론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의 유형화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유목별로 제시한 사례는 다수의 예비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에서 각 유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1-2개씩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 면담, 저널, 단원 개발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으나, 연구결과는 저널과 단원 개발 보고서에 제시된 예비교사의 반성을 중심으
로 정리하였다. 셋째, 해석은 백워드 설계 모형과 예비교사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졌
다. 즉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경험을 해석하고, 백워드 설계 모형이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에 주는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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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할

1. 통합교과 교육내용 재구성자로서의 역

경험

예비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성
향이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통합교과 교과서에 제
시된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예비교사들은 통합교과의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다.
강의시간에 우리나라 통합교과가 탈학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통합교과 구성이
학생의 활동과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통합교과
가 저학년 학생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밌게 활동적으로
학습하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통합교과에 제시된 활동과 내용의 중요성을 조원들과 논
의하면서, 단지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도서에
강강술래의 기원 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으나, 강강술래를 가르치는 이유가 명
료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논의 끝에 전통문화의 가치와 향유, 유래와 의미를
통해 강강술래 속에 반영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2 예비교사의 저널)

C-2 예비교사의 저널에서는 예비교사가 교과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습관에
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예비교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C-2 예비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활동의 목적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문제점을 인
지하였다. 2009 개정 통합교과는 탈학문적 접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활동중심, 사회생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교사는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과
정에서, 통합교과에 제시된 활동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합교과의 단원
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예비교사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교과 단원을 교과서에
제시된 교육내용만을 무의도적으로 전달하거나 활동중심으로 설계하는 오류를 극복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발

2. 단원 개

과정에서의

숙

의 경험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서의 집필은 개발자와 집필진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을 통하여 모둠별로 단원을 개발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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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경험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숙의 과정
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①바라는 결과 확인, ②수용 가
능한 증거 결정, ③학습경험 계획의 각 단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모둠간의 협의와 조
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는 단계별로 숙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
을 할애 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으로 단원을 개발할 때, 모둠원들간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둠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최종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러한 활동과 내용이 의도된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 본질적 질문과 핵심 지식과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수없이 고
민을 하고 시간을 할애하였다. 최종 개발한 단원을 보면 큰 특징이 없는데, 그 동안
개발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토의와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개발한 단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 교육과정
과 교과서를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입장이 상충되고, 이 중에 특정 관점이 좀더 강
조되어 채택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D-1 예비교사의 저널)

D-1 예비교사의 저널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
이 충돌하고, 숙의 과정을 통하여 단원이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1 예비교사는
단원개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예비교사는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Walker가 제안한 숙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예비교사는 교사수준에서 교과서에 제시
된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이 교실이라는 상황맥락을 고려하여 변형되어야 함을 경험하
게 되었다.

평

3. 참

가의

필

요성 및 중요성 경험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영속한 이해, 본질적인 질문에 기초하여 평가계획을 한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평가계획은 학생들이 각 단원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문제
해결 사태에서 전이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수행과제, 프로젝트 과제에
의한 평가방법이 강조된다.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지식과 시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수행중심, 프로젝트중심 평
가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모둠은 성취 기준을 겨울방학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로 하고, 수행과제를
개발하였다.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GRASPS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과제를 개발하였다.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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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필 평가와 시험을 통하여 겨울방학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형태의 수행과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다.(A 모둠의 보고서)

A 모둠의 보고서에는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중심의 과제가 타당하
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과정중심의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학
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필수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이
를 통하여 단원에서 추구하는 영속한 이해, 즉 본질적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참평가
(authentic assesment) 중심의 수행과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4.

평

가 전문가로서의

예

비교사의 역량 형성의 중요성 경험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수업 설계 전문가로서의 교사보다는 평가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량이 강조된다(조재식, 2005). 백워드 설계 모형의 ‘의도된 학습 성과’를 성
취 기준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평
가가 강조된다. 학생들이 의도된 학습 성과, 즉 성취 기준 달성 여부가 단원 학습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예비교사의 역량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통의 지도안이라면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정하고 평가를 그 뒤에 하는 것이
당연해서 처음에는 평소 하던 대로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평소 지도안을 짜다보면
활동을 만들어 내는 데 급급하여 평가에 대한 고려를 놓치기 쉽고, 학습목표를 벗어
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 방법을 따르다보니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에서 벗어 날 때마다 다시 목표대로 돌아오기가 훨씬 수월했다. 성취수준이
강조되어지고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에 따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많이 연구해야 겠다.(A-1 예비교사의 저널)

A-1 예비교사의 저널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
에서 평가 전문가로서의 역량 형성이 중요하다는 예비교사의 인식이 나타나있다. 백
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와의 일관성을 고려한다. 이것은 평
가의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
여, 스냅사진(snapshot)이 아닌 스크랩북(scrapbook) 형식의 평가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 능력을 갖춤으로써, 평가
전문가로서의 예비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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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 심 피
동중

및

상적인 수업설계에 대한 반성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영속한 이해를 강조한다. 예비교사는 단원 및 수업을 계
획할 때, 활동과 내용의 목적을 생각하기 보다는 활동과 내용의 흥미를 강조하는 경
향이 강하다.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설계되면, 초등학생들이 흥미있고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하지만, 수업 종료 후 활동의 목적을 모른 채 수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
다. 이것은 활동중심 수업설계에서 종종 발견되는 오류이다. 한편 예비교사들은 교과
서에 제시된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모두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에 대한 심도있
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백워드 모형으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은 여전히 활동 중심, 즉
목표보다는 어떤 활동을 하면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안을 작성하려
고 하다 보니 백워드 모형대로 수업을 구성한다면, 의례적인 활동을 줄이고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훨씬 바람직한 수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B-1 예비교사의 저널)

B-1 예비교사의 저널에서는 활동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예비교사들의 성향과 이에
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있다. B-1 예비교사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
함에 따라 활동중심 수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Dewey는 학생의 경험을 통
한 교육내용의 전달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은 흥미와 실생활과 관련시켜서
활동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지식, 기능, 태도 습득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시장놀이가 제시되어 있는 이유, 즉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에 바탕을 두고 수업을 정리하는 예비교
사가 있다면, 이 수업은 학습없는 유희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예비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의 의미에 대하여 꾸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를

6. 자기교정적인 체제

있

통한 일관성

는 교육과정 설계 경험

백워드 설계 모형은 바라는 결과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학습경험 계획의 3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예비교사들은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목표, 평가, 수업의 일관성을 지속적으
로 확인하고, 양질의 단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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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이라 느낀 것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이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설계, 수행, 평가하는 절차에 있어
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주로 수업후의 평가 단계에서나 이뤄질 뿐이다. 수업을 마
친 후에나, 수업의 잘된 점과 고쳐야할 점들을 교사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려고 노
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를 할 경우, 수업을 하기 이
전 단계에서도 교사는 수많은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 백워드 교육과
정 설계를 해본 결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제시된 3단계
절차, 1)바라는 결과 확인, 2)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3)학습 경험 계획하기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정말 여러 번 아이디어를 수정해야했다. 이러한 절차로
목표와 평가 계획에 일치하도록 학습 경험을 설정하다 보니 무의미한 활동을 삭제
하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활동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했다.(E-2 예비교사의 저널)

E-2 예비교사의 저널에서는 양질의 단원 개발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자기교정적
인 과정을 수행한 예비교사의 사례를 나타낸다. E-2 예비교사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계한 평가 계획 및 수업 계획이 목표와 무
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이것은 예비교사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단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반성자로서의 교사의 역량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7.

백워

천

드 설계 모형에 대한 실

적 지식

부

족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필요성과 특징 및 절차 등
에 대하여 이해는 하였으나, 단원 개발의 실제와 관련한 실천적 지식, 즉 경험이 부
족하여 실제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백워드의 설계 방식에 맞추어서 짰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좋기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하고,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명백히 제시해야한 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가능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다.(E- 1 예비교사의 저널)

E-1 예비교사의 저널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실천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예비교사의 고충이 제시되어 있다.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경험이 거
의 없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이에 기초하여 단원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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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워드 설계 모형의 성패는 목표 설정과 관련이 있다. 백워드 설계 핸드북과 템플
릿에서 볼 수 있듯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Tyler와 유사하게 목표 설정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 개발에서 목표 설정은 핵심적인 과정이
다. 그러나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예비
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목표 설정 단계, 즉 영속한 이해 확인, 본질적 질문 생
성, 핵심 지식과 기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이번 과제는, 주제는 주어졌지만 그와 관련된 성취기준 및 활동들을 새롭게 구성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막막하고 어려운 시작이었다. 포괄적인 주제를 중
심으로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D
모둠 과제 보고서)

D 모둠 과제 보고서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의 목표 설정 단계와 관련한 예비교
사의 고충이 제시되어 있다. 예비교사들은 영속한 이해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생성하
는 데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부족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는 다수의 경험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동료
예비교사 및 연구자와의 상호 토의와 토론을 통하여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실천
적 지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8 백워
.

드 설계

템플릿

발

에 기초한 단원 개

려움 출

의 어

표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생소함으로 인하여, 단원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한 모둠의 구성원 중에서
도 다른 양식으로 단원을 개발하려는 사례가 있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의 단원 개발
양식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업지도안 양식과 상이하다. 이로 인하여 예비교사
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난데없이 백워드 모형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모형인데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예
시 지도안은 이전까지 보았던 지도안보다 훨씬 분석적이고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저걸 할 바엔 ‘비만’과 같은 간단한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
다. 하지만 백워드 모형에 대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만’ 식으로 하는 것보다 더 계획적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B-2 예비교사의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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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직에서는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방식에 따라 지도안을 작성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용어들도 낯설고 이해하는데도 어려워 시도하기 자체도 꺼려지는 면이
있었다.(E-1 예비교사의 저널)

B-2와 E-1의 예비교사의 저널에서는 백워드 설계 템플릿에 대한 예비교사의 생소
함을 보여준다. 통합교과 강좌를 수강한 다수의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에 대한 생
소함뿐만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백워드 설계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단원을 개발하였다. 차시별 수업 지도안은 개별 수업 시간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수업의 흐름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이에 비하여,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앞에 제시한 [그림 1]의 백워드 단원 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백워드 설계 템플릿에 기초하여 단원을 설계한다. 즉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는 단원에서 추구하는 영속한 이해를 중심으로 단원목표, 평가계획, 수업계획이 제시
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업지도안 양식에 비하여 복잡한 편이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기존의 수업지도안 양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백워드 설계 템
플릿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
여 단원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템플릿에 따라 단원을 설계
하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데 참고할 만한 예시자료 및 참고자료가 보급될 필요가 있다.

Ⅴ

.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한 사례를 통하
여, 그들이 경험한 것을 기술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한 예비교
사의 경험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1.

예

을위

비교사의 전문성 향상

한 기회 제공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한 예비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
평가 전문가로서의 교사, 수업 설계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량 형성과 관련한 경험을
하였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비교사들
은 백워드 설계 모형을 통하여 단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개발된 교과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예비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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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경험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단원 개발 과정에서, 정치적인 협상 과정을 경험하
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은 교과서에 특정 이데올로기 또는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비교사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과 활동이 새로운 내용과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셋째, 예비교사들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답형 형
태의 지필 평가에서 벗어나 수행과제 및 프로젝트 과제의 수행평가 체제로 전환되어
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 제시된 의도된 학습 성과의 달성은 학
생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이될 때 가능하다.
예비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이 수행과제 또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원
에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이 통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참평가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가 프로젝트
과제 및 수행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넷째,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의 바라는 결과를 타당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평가 전문성이 형성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은 예비교사에게 평가
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예비교사는 활동중심 및 피상적인 수업 설계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예비교사들은 단원을 설계할 때,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을 중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
를 양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자칫 학습자의 이해와 전인적인 성장과의
관련성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비교사들이 활동중심 및 피상적인
수업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이해중심의 수업 설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경험하였다.
여섯째,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단원 설계를 통하여 단원목표와 평가계획, 수업계획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목표-평가-수업 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중요함을 경험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수업 중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런데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수업이
설계된다.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차에 따라서 단원을 설계함에 따라 목
표-평가-수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중요함을 경험하고, 이것이 학습의 효과와 효율
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곱째, 이 연구에서는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
단원을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는 탈학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만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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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통합교과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
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을 강조하는 탈학문적 교육과정 조직 방식에서 간과하는
핵심 내용, 즉 필수 지식과 기능의 학습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예비교
사들에게 통합교과 단원을 설계할 때, 핵심 개념과 필수 기능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2.

백워

을위

드 설계 모형 적용

한 과제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통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
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는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부족하여, 단원을 설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처음 접하고, 이 모형을 적용하여 단원을 개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원
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지
도안을 작성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이 모형이 지속적
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백워드 설계 모
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한 경험이 없어서 시행착오가 많았다. 백워드
설계 모형의 이해 및 절차의 단계에 대한 단원 개발 시범과 실습, 그리고 개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백워드 설계 모형의 바라는 결과 확인, 즉 목표 설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다루는 근본적인 이유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
지 부족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교과서 중심, 그리고 하향식 접근에 따른 문제와 관
련이 있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체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 및 예비교사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나타냈다.
예비교사들이 목표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워드 설계 모형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
과정 개발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예비교사는 백워
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벗어
나,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구성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백워드 설계 모형은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평가,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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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기여하였다.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예비교사는 교육과
정, 수업,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능이 통합되
어 발현된다. 이처럼 백워드 설계 모형은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평가, 수업에 대한 실
천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냈다. 백워드 설계 모형에 대한 예비교사의 역량을 형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비교사들에게 백워드 설계 모형의 의미, 각 단계별 필요한 지식과
기능 형성 및 워크샵 형태로 단원을 개발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백워
드 설계 모형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단원이 제대로 완성되
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단원을
개발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예비교사들에게 교과교육 강좌와 연계한 수업지
도안을 작성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백워드 설계 모형의 템플릿은 이해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중요한 것은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 정신이다. 이것은
피상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이해중심의 수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백워드 설계 템플릿
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생소함으로 인하여, 이것의 사용을 기피하는 예비교사들
이 많이 있었다.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양식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백워드 설계
에 강조하는 활동과 내용의 목적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백워드
설계 모형은 예비교사들에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나침반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백워드 설계 모형이 예비교사의 단원 개발, 평가 전문가, 수업 설계자로서
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
해야 한다. 백워드 설계 모형이 활동중심의 피상적인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
의 대안이며, 이것이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래퍼토리를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예비교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의 단원을 백워드 설계 모형의 절
차에 따라 개발함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의 단원 재구성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는 탈학문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
비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활동만을 강조한 채, 학생들이 활동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비교사들이 백워드 설계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 즉 단원에서 추구하는 영속
한 이해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의 단
원을 설계할 때, 백워드 설계 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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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백워드 설계 모형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적
극적인 의미 구성자와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실천적인 지식과 래
퍼토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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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unit design through
backward design

Il-Soo Park(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in unit design by applying backward design. To achieve this aim, data was collected
20 pre-service teachers of 5 group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following. First, the
pre-service teachers had the experience to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the goals, evaluation and learning experience. Second, the
pre-service teacher got a critical view of the textbooks. Third, pre-service teachers
receive continuous feedback in order to maintain the direction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backward design model. Fourth, the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d a variety of positions in the process of unit design. Fifth, the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expertise of teachers as evaluators. In
inclusion, the backward design model provides the capabilities for the training courses
to pre-service teachers as active meaning constructors and developers, and has the
experience to provide for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and repertory.
★ keywords : backward design, unit design, pre-service teacher,
integrated curricul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