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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 1H, 모두 의미 있는 물음(?)이지만 교육과정 상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
언컨대,  그것은‘왜(Why)’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목적이며 의미이기 때문
입니다. 학습목표, 수업목표는 수업의 목적지이며 방향타이며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여
행에 비유하면, 그것은 여행지를 넘어선, 여행의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떠나보는 혼자 하는 여행도 의미 있지만, 수업은 학
생들과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바다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
는 책임과 소명인 만큼 학습 목표 설정과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업, 왜(Why)? - 학습목표 진술의 중요성

1. ‘수업 과정 모형’의 이해 - 한국교육개발원(KEDI) 개발

Ⅰ. 계획단계

⇒

Ⅱ. 진단단계

⇒

Ⅲ. 지도단계

⇒

Ⅳ. 발전단계

⇒

Ⅴ. 평가단계

․학습과제분석

․수업계획

․목표설정 진술

․실천계획

․진단평가실시

․분 류

․심화교정학습

․도 입

․전 개

․정 착

․형성평가실시

․평가결과토의

․분 류

․심화보충학습

․총괄평가실시

․결과검토

․결과활용

준비 수업 전 ← 수업 중 수업 중 → 수업 후 피드백

◆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ー수업계획 및 학습목표의 설정과 진술

* 교사가 한 단원 혹은 한 제재의 수업을 위한 준비로서 교재 연구를 하거나 수업 계획을 수립하

는 단계

* ‘교과교육과정’과 ‘수업 지침서(교사용 지도서)’를 보면서, 수업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와

학급의 실정을 감안하여 제시된 수업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담당 학급에 알맞은 계획으로 수정

내지는 확실히 하는 일, 그리고 매 수업 시간의 수업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는 일

2. 학습 목표란?

◆ 학습 목표의 의미 : 단원 목표[성취기준]가 세분화되어 1～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정

한 수업 목표

◆ 교육 목표의 위계 : 일반목표(국가 사회수준, 교육이념 방향)→ 교과목표(학교수준)→

단원목표[성취기준]→ 수업 목표

◆ 학습[수업] 목표의 중요성 : 그래서! 판서를 해서 수업 중, 계속 눈에 띠게 한다.

* 교사에게는? 교수 목표를 분명히 알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명확하여 수업의 밀도를 높임

* 학생에게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알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명확하여 학습 주의력 및 학습 효과를 높임

. * 세분화된 수업 목표의 기능 : ① 수업의 방향을 이끌어줌

② 수업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구체적인 시사 제공

③ 수업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

④ 학습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⑤ 어떤 수업 매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명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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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표는 과녁이다.”

1. 명시적 동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행동적 용어로 진술한다.

가. 명시적 동사(O)

: ~을 말할 수 있다. ~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을 발표할 수 있다. ~을 구할 수 있다.

~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통점을 발견하여 말할 수 있다.

나. 암시적 동사(×)

: ~을 이해한다. ~을 암기하다. ~을 인식한다. ~을 즐긴다. ~을 깨닫는다.

2. 교사의 활동이 아닌 학습자의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한다.

[예] ~을 설명할 수 있다.(O), ~ 을 설명시킨다.(×)

~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O), ~ 을 관찰시킨다.(×)

I can to do~ (O), You can to do~ (×)

3. 학습 과정이 아닌 학습 결과로 진술하되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결과)(O)

신라의 삼국 통일에 관하여 토의한다.(과정)(×)

4. 가르칠 교과내용이나 주요 제목을 세분하여 나열하지 않아야 한다.

[예] 문예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말할 수 있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교과내용, 주요제목) (×)

5. 한 목표에 두 개 이상의 학습결과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예]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이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근의 공식을 이해하고 이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6. 그 외

• 정의적인 교과 : 지식․기능적인 면만 진술하지 말고 정의적인 면도 진술해야 한다.

[예] ~ 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지식) / ~ 기구를 작동할 수 있다.(기능)

~ 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태도)

• 두 사람 이상이 보아서 동일한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단위 시간의 학습목표는 1-3개 정도가 적당하다.

３. 학습 목표의 진술

◆ 교과의 특성, 학생의 수준,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습목표의 설정

◆ 수업 목표, 내용 선정, 교수학습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계획

◆ 수업 목표의 진술 : 성취평가제의 의한 ‘성취기준/성취수준’의 진술에서도 적용됨.

4. 학습 목표와 판서 그리고 형성평가

◆ 학습목표는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학습자의 눈에 띠게! - 수업 밀도, 학습 집중력

◆ PPT 슬라이드로 제시했다하더라도 칠판에 판서되어야! - 형성평가에 활용

◆ 수업 정리 단계에서 학습 목표 도달여부를 확인하는 형성평가 꼭! - 가능한 문답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