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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활동으로써 교수설계를 기업의 학습능력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재규정하고, 전통적 교수설계의 공통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는 통합적 교수설계모형은 첫째, 교수조건의 측면에서 기

업성과와 관련된 ‘문제발굴’,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의 ‘환경적 지원’과 ‘심리적 동기

부여’,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조직의 지식과 개별적 지식축적 및 공유활동’의 활성화

수준을 개인, 팀, 조직의 선수학습능력으로 전제하였다. 둘째, 교수결과의 측면에서는

조직의 문제목표를 러닝→어플라잉→가이딩→쉐이핑의 네 단계로, 이를 위해 지원되

어야 하는 업무환경 목표를 업무자원의 지원/업무목표/유무형의인센티브/업무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개인의 동기목표를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네 가지유형으로, 지식목표를 지식→이해→활용→발견의 네

단계의 내면화 수준으로 상정하고, 이를 통합한 목표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셋째, 교

수방법의 측면에서는 교육적 처방과 비교육적 처방이 조화를 이루는 거시전략과 미시

전략으로 구분하고, 학습의 방향성을 처방하는 거시전략과 학습내용과 학습참여의 두

가지 수준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환경지원, 지식구성, 동기부여의 세부내용을 처방하

는 미시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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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와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여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없다(윤석철, 2010). 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사회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 이는 모든 기업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환경변화의 속도보다 최소

한 같거나 빠른 기업의 학습속도(손민호, 2007), 즉 학습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기업의 학습능력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조직역량으로, 크게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차원의

학습능력이란 업무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지적, 심리적 역량을

말한다. 조직차원의 학습능력이란 개인차원의 학습능력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학습능력이란 개인과 조

직이 긴밀히 협력하여 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축적된 힘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수많은 문제해결 활동의 연쇄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기업은 매

일매일 해결하는 문제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해결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의 문제해결 역량의 축적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윤석철, 2010). 이제 기업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는 기업의 학습능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재규정되어야한다. 기업교육에서의 교수설계는 기업경영 활동

중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축적된 개인 및 조직의 지식을 구성

원들이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활동으로 재 개념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학습능력 개발은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활동

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직무 전문성 교육, 리더십 교육, 조직 활성화 교육 등 교육 프

로그램의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 활동, 즉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능력 목표를, 어

떤 방법으로 육성 할 것인지를 처방적으로 제시하는 교수설계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

나 현재까지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수설계 모형들은 학교 수업의 맥락에서

개인 차원의 학습능력을 개발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능력 개발을 포함하

는 기업의 학습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교수설계 모형은 객관주의 교수설계 모형과 구성주의 수업설계 모형으로 양

분되어 발전해 오고 있다. 가네, 메릴, 켈러를 중심으로 전개된 교수설계 모형은 지식

을 세분화하여 처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석지향 수업설계 모형으로, 조나센(Duffy

& Jonassen, 1992; Jonassen, 1997), 윌리스(Willis, 1995), 구스탑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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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scher-Voerman& Gustafson, 2004) 등이 주장하는 구성주의 교수설계 모형은 지

식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

된 처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학습자가 내재화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세분화된 학

습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

용을 처방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나가는 전 과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교수설계

모형이다.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일상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학습목표로

하여 형식적, 비형식적 공간에서의 학습자 중심의 협력적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상호 피드백 해나가는 방식의처방안을 제시하는 교수설계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

한계를 지적하고, 기업의 맥락에서 교수설계 모형의 구성 요소인 교수의 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결과를 재 개념화 하여 기업의 학습능력 개발을 위한 대안적 교수설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교수설계 모형의 기본 요소인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를 분석

의 공통 토대로 하고, 기업교육의 맥락에서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

설계모형이 갖는 강점과 한계점을 비교 분석한 후,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교수설계 모형은 근본 가정 및 핵심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교수의 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결과에서 바라본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차이와 공통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 한계를 극

복하고, 기업의 맥락에서 기업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

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을 탐색하기 위한 문헌 연구이다.

연구의 핵심 참고문헌은 가네(1977), 가네 외(2007), 메릴(1994), 켈러(1999, 2013), 롸

이겔루스(1993, 2005, 2009), 블룸(1983), 두피와 조나센(1992), 조나센(1997, 2009), 윌

리스(1995, 2000), 비셔보에어만과 구스타프슨(2004), 로빈슨, 몰렌다, 레자벡(2009), 스

피로 외(1988), 스피로 외(1992), 정인성, 나일주(1999), 김종표(2006), 정재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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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6) 등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상호비교하고 대조하여 해석하는 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I-1] 연구의 분석 틀

Ⅱ장에서는 교수설계 모형의 기본 구성요소를 탐색하였다. 교수설계 모형들 간의

공통한계를 분석할 수 있는 공통 토대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교수설계 이론 기본

속성인 처방적 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의 교수

설계 모형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 한계를 교수

설계 모형의 기본 구성요소인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 결과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기업의 맥락에 부합하는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

고, 교수설계 모형의 개발 방법론을 개관하였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의 개

념적 모형은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II. 교수설계 모형의 구성요소

교수이론가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교수의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방

법으로 롸이거루스와 메릴(Reigeluth& Merrill, 1978;1979)은 교수의 변인을 조건, 방

법, 결과로 분류한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조건(conditions), 방법(methods), 결과

(outcomes)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교수설계 모형은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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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학습활동 전에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선수지식을 진단하는 교수

의 조건, 학습활동 중에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처방 하는 교수의 방법, 학습

활동 이후에 이루어지는 목표를 중심으로 학습활동 전과 학습활동 후의 학습자의 학

습능력을 평가하는 교수의 결과로 구성된다(정인성, 나일주, 1999).

1. 교수의 조건

교수설계의 입장에서 보면 조건이란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의 한 영역으로 크

게 4가지 사항이 포함된다(정인성, 나일주, 1999; Reigeluth, 1993). 첫째, 교과내용의

특성, 둘째, 목적, 셋째, 학습자 특성, 넷째, 제약조건이다. 교과내용의 특성이란 특정

내용이 어떠한 지식을 다루고 있으며, 그 지식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 각각 다른 내용은 각각 다른 교수전략을 처방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Bloom, 1983; Gagne, Wager, Golas, & Keller, 2007; Reigeluth, 1993). 수업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할 목표로써 그 내용과 수준이 교수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다. 학습자의 특성은 학습자의 내적 조건으로 학습자의 능력, 학습자의 동기. 선수능

력, 선호하는 방법 및 태도 등은 교수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제

약 조건은 재정, 시간, 장소, 교수매체, 자료 등 제약 조건도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수자는 교수의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2. 교수의 방법

교수의 방법에 대하여 롸이거루스는 조직, 전달,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 하

였다(정인성, 나일주, 1999; Reigeluth, 1993). 첫째, 조직전략은 다시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으로 구분된다. 미시 전략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자 할 때 그 아이디

어에 관한 수업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거시 전략은 복합적인 여러 아이디어를 가르치

고자 할 때 그 아이디어들 선택, 계열화, 요약, 종합하는 수업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둘째, 전달전략은 수업의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정보를 학습자에

게 전달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셋째, 수업관리 전략은

수업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조직 전략 또는 전달 전략의 요소를 사용할 것인지

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교수방법의 선택 전략이다.

3. 교수의 결과

교수의 조건의 요소인 수업의 목적을 정교화 시키면 구체적인 수업목표가 되고, 학

습된 능력으로서 교수결과가 된다(정인성, 나일주, 1999; Reigeluth, 1993). 롸이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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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수의 결과를 수업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Reigeluth, 1993). 첫째, 수업의 효과성이란 질적 측면으로 학습자가 수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획득하였는가, 즉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효율성은 양적 측

면으로 시간을 더 줄 일 수 있는가, 즉 학습의 효과가 교수나 학습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들여 나타났느냐를 의미한다. 셋째, 매력성이란 학습에

대한 만족감으로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또한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교수결과의 세 가지 요소는 수업의

목표를 3가지 측면에서 진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전통적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한계

교수설계이론은 객관주의와 행동주의, 인지주의에 기반 한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

과 구성주의에 기반 한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으로 양분되어 발전해오고 있다. 분석

지향 교수설계 모형을 대표하는 가네와 메릴의 교수설계 모형은 명제 수준의 지식을

세분화 하여 처방을 한다는 점에서 지식목표를 중심으로 조건, 방법 결과로 구성하며,

켈러의 교수설계 모형은 지식을 내재화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인간의 학습동기적 측

면을 처방한다는 점에서 동기목표를 중심으로 한 조건, 방법, 결과로 구성된다. 종합

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전체

를 학습과정으로 보고, 이를 위한 학습환경 설계를 조건, 방법, 결과 차원에서 논의한

다. 지식목표와 동기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분석지향 교수설계모형과 과제해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의 관점에

서 차이점을 보여 주지만, 동시에 기업교육에 적용하는데 있어 개인적 수준의 학습에

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 한계를 드러낸다.

1. 교수조건 관점에서의 공통 한계

분석지향 교수설계모형에서 지식목표의 조건은 학습자가 내재화해야할 명제적 지식

을 어느 정도 내재화하고 있는지의 여부이고, 동기목표의 조건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학습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수준과 학습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에 해당된

다. 분석지향 교수설계모형에서는 지식목표의 조건과 동기목표의 조건을 모두 객관적

으로 측정하여 파악할 있다고 본다. 반면 종합지향 교수설계모형에서는 학습자가 주

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과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의 수준을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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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이 가장 작은 단위의 명제수준의 지식을, 종합지향 교수설

계가 여러 지식이 종합되어야 해결 할 수 있는 과제를 전제로 하여 학습조건을 파악

하고 있다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분석지향 교수설계와 종합지향 교수설계가 공유하

고 있는 학습조건이란 개인차원의 학습준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팀 차원, 조직

차원의 학습준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심리학적 개인학습을 넘어선 경영학적 조직학습에 대한 논의가 추가

되어야 한다.

2. 교수방법 관점에서의 공통 한계

교수방법의 관점에서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설계자에 의해 사전에 분석된 지

식, 기술, 태도 요소를 중심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형식적 학습공간에서 객관적 지

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활동을 처방한다. 종합지향 교수

설계 모형은 교수자, 학습자, 또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결정하는 학습과제를 중심으로

형식적, 비형식 학습공간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적 학습환경을 처

방한다.

분석지향 교수설계모형의 교수방법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기반으로 최

적화된 설계를 지향한다면,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자와 동료학습자 간의 대

화의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고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설계를 지향한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이 설계자에 의해 사전 결정된 지식 습득 방안을,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협력 학습환경을 처방한다는 방법상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교수설계의 모형의 공통점은 교수방법으로 개인 차원

의 교육적 해결책만을 처방하는 것이지, 학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 차원의

제도와 시스템적 처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교수결과 관점에서의 공통 한계

교수결과의 관점에서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객관적 평가로써, 종합지향 교수설

계 모형은 주관적 평가로써 학습자의 학습된 상태를 판단한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

형은 학습활동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을 관찰 가능한 결과, 즉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

현하고, 내면화 수준을 세분화하여 학습목표 달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정한다. 종합

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문제해결 학습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의 주관적 평가(동

료평가, 교수자 평가,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에서 학습목표의 택소노미는 개인의 학습의 내재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동기목표의 택소노미는 개인의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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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태를 보여준다.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평가는 개인의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주변(교수자 또는 학습자)과의 상호작용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두 가지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점은 개인을 대상으로 교수의 결과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반면

에 개인이 속한 조직의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조직의 성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조직을 분리하지 않은 기업의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수

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

IV.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 개발

교수설계모형의 기본 구성요소는 교수의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결과이다. 그러

므로 기업의 맥락에서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의 측면으로 재

해석되어야 한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은 개인차원에서

심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를 논의 하였다면, 기업

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은 심리학적 개인차원과 경영학적 조직차원을 함께

고려한 교수조건, 교수방법, 교수결과를 탐색해야 한다.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에서 교수설계의 구성요소를 재개념화 한다는 것은 학습활동이

기업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활동은 수많은

문제해결 활동의 연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업에서의 교수설계는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교육의 교수설계는 기업

활동 중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축적된 개인 및 조직의 지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조직차원의 학습환

경을 설계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그림 IV-1>은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델의 구성요소를 보여 준다.

[그림IV-1] 기업교육에서의 교수설계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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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교육의 교수조건

기업에서 학습활동은기업의 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문제는 기업 활동의 가장 원초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수행자의 문제해결,

즉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문제, 지식, 동기이다. 그러므로 성과를 지향하는 기업

교육에서 문제, 지식, 동기는 모두 학습활동의 요소가 된다.

학습활동의 구성요소로써 문제, 지식, 동기는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

서 의미를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의

미하고, 조직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통해 달성해야할 성과라는 의미가 강하다. 개인에

게 있어서 지식은 개인의 인지구조 즉, 스키마를 의미하고, 조직에서는 조직 내에 공

유된 지식 즉, 조직의 스키마를 의미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동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의미하고, 조직에게 있어 동기는 직무수행자들이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기업교육에서 직무수행자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활동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교육의 교수설계를 위한 교수 조건은 현재의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

수준이며, 하위 요소로써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 수준, 개인과 조직의 지식수준, 개인

과 조직의 동기 수준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교육의 교수설계는 이상의 조건을 기반

으로 해야 한다.

2. 기업교육의 교수결과

기업에서 학습활동은 학습자인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가

운데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요소와 문제해결을 위한 환

경적 지원을 하는 외적 동기요소가 아울러지는 전체 학습과정을 의미한다. 기업교육

에서 교수결과로써 학습목표 달성은 학습활동 전의 문제, 동기, 지식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능력이 학습활동 후에 향상된 개인능력과 조직능력의 차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수조건을 구성하는 문제, 동기, 지식의 목표를 규명하고, 세 가

지가 통합된 택소노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교육에서 학습목표는 개인의 능력 향상목표인 동시에 조직의 능력 향상목표가

돼야 한다. 개인의 학습된 능력은 기업에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 능력에 기반 하여 내

재화 하는 지식목표와 동기목표에 해당되며, 조직의 학습된 능력은 문제를 발굴하고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환경을 지원하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 한다.

조직능력 차원의 첫 번째 목표는 문제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성격을 이

해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에게 당면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부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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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해결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전문성의 수준이 초보단계, 중간 단계, 숙련 단계로

구분되듯이, 조직은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마스터(master) 그룹과 중간 관리자인

저니맨(journeyman) 그룹과 조직에 막 입문한 아프렌티스(apprentice)그룹으로 구성된

다(Sennett, 2010). 이상의 세 그룹은 문제 성취 수준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아

프렌티스 그룹은 러닝(learning)과 어플라잉(applying)의 두 가지 수준으로 설명되며,

저니맨 그룹은 가이딩(guiding)수준으로, 마스터 그룹은 쉐이핑(shaping) 수준으로 설

명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IV-2] 수행의 네 가지 수준

러닝 단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이다. 주변의 지원

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숙지를 하면서 조직 전반을 이해해 나가는 단계이다.

어플라잉 단계는 러닝 단계에서 배운 바를 여러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단

계이다.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가면서 프로젝트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다만 후배를 가르치고 이끌어주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낮은 상태이

다. 가이딩 단계는 새롭게 들어온 후배 사원들을 조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

는 활동에 책임을 다하는 단계이다. 또한 전체 사업의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조직적인 측면들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성을 쌓는

단계이다. 쉐이핑 단계는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컨셉과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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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목표(품질표준)를 높여가고, 정책을 조정하고 조직을 리드하는데 중점을 둔

다.

조직능력 차원의 두 번째 목표인 업무환경 목표는 구성원의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지원하는 조직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구성원

이 문제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외적 동기목표로써 이해할 수 있

다. 구성원의 학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의 환경적 지원은 수행공학에서 제시한

업무목표(Expectation), 업무지원(Task Support), 인센티브(Incentive), 피드백

(Feedback)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공학에서 환경요구의 구성요소인 업무목표, 업무지원, 인센티브,

피드백을 조직차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 조직이 지원하는

조직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규정 하였다.

개인능력 차원의 첫 번째 목표인 동기목표는 켈러의 교수설계 모형에서 논의한 가

치감과 기대감을 일으키는 동기의 네 가지 범주로서 구성될 수 있다. 가치감은 주의

집중과 관련성의 두 가지 범주로, 기대감은 자신감과 만족감의 두 가지 범주가 있다.

개인능력 차원의 두 번째 목표인 지식목표는 메릴의 교수설계 모형의 택소노미로

구성될 수 있다.메릴은 명제적 수준의 지식의 내재화 수준을 기억, 활용, 발견의 세

가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통합모형에서의 지식목표는 지식, 이해, 활

용, 발견의 네 가지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림 IV-3]은 기업교육에서 교수 결과의

네 가지 목표를 보여준다.

[그림IV-3] 기업교육의 교수 결과로써 네 가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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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에서의 목표는 조직능력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수행목표, 동기(1)에 대한

외적 환경목표가 있고, 개인능력 차원에서 내적 동기목표(동기2)와 지식목표로 구성된

다. 각각의 목표는 서로가 서로를 촉진하는 구인이 되며, 학습활동 전과 학습활동 후

의 학습된 능력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기업교육에서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3. 기업교육의 교수방법

교수방법은 학습활동 중에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학습

처방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에서 가정하는 교수방법은 학습활동

중 개인 학습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교육적 처방과 팀과 조직 차원에서 개인 학습자에

게 지원해야할 비교육적 처방을 통합하는 것이다. 문제해결 수준 × 학습활동의 구성

요소 매트릭스 중심으로 하여 결정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 처방은 학습

활동 처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습 프로세스의 거시전략과, 구체적인 처방안을 제

시하는 학습 프로세스의 미시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학습프로세스의 거시전략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학습프로세스거시전략은 문제해결 수준(성취 수준) x수업

(학습활동)의 구성요소(내용)로 제시한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택소노미는 네 수

준으로 계열화 되고, 구성요소는 교수조건으로 문제, 동기1, 동기2, 지식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그림IV-4] 문제해결수준 × 학습활동 구성요소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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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문제해결 수준은 크게 네 수준으로 구분된다. 이는 개인과

조직의 문제해결 수준인 아프렌티스의 러닝과 어플라잉 수준, 저니맨의 가이딩 수준,

마스터의 쉐이핑 수준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의 수준이라 함은 문제가 네 가지 수준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직무수행자의 문제해결 능력 수준이 네 가지

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의 수준이 설정되고 나면, 문제해결을 가능하도

록 환경적 지원요소를 분석하여 동기 1이 세워지고,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

한 동기 2의 목표가 설정되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현 학습자 수준을 파악하여

지식목표를 세우게 된다. 교수설계자는 문제해결수준 × 학습활동 구성요소 매트릭스

를 중심으로 문제목표, 환경목표, 동기목표, 지식목표를 세울 수 있다.

택소노미의 중심을 문제로 두는 이유는 두 가지 이다. 첫째, 기업의 경영활동이 곧

문제해결 활동이며, 기업에서의 학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습자인 구성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공유하게 되

고, 문제해결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교육은 문제해결을 통한

성과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여 학습

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학습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은 조직의 문제해결에는 반드시 직무수행

자의 학습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내포하며, 직무수행자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조직차원에서의 학습활동의 주제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조직에서 주어지는 과제이고, 문제에는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에 관

여되는 학습자에 의해서 택소노미의 수준이 결정된다. 문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무수행자가 학습해야 하는 학습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에 따라서 업무환경 요소로써 외적 동기목표(동기

2), 내적 동기목표(동기1), 지식목표가 달라진다.

2) 학습프로세스 미시전략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처방 전략은 기업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다. 학교교육은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반면에 기업교육은문제의

상황에 따라 문제해결의 시간과 범위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교육

은 복잡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학습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교수설계전략을 필요

로 한다. 프로세스의 의미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 학습 프로세스가 바뀔 수 있음을 내

포한다.

통합적 교수설계에서 거시설계는 문제해결 수준 × 학습활동 구성요소(문제, 동기1,

동기2)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른 처방 범주는 문제해결 셀, 환경지원 셀, 지식구성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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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 셀의 네 가지 셀로 구성될 수 있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방법의 미

시 전략은 메릴의 1차제시형의 형식적 구조를 빌어 왔으며, 그림 IV-3과 같이 제시하

였다.

[그림IV-5] 학습 프로세스 미시 전략

문제해결 셀과 환경지원 셀은 직무수행자가 당면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을 통해

학습하는 셀이다. 문제해결 셀은 문제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인 계획(plan)-실행(do)-

평가(see)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아나가는 셀이다. 환경지원 셀은 직무수행자가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업무목표, 업무지원, 인센티브, 피드백을 지원하

는 셀이다. 지식구성 셀과 동기부여 셀은 문제를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셀들을 의미한다. 지식구성 셀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핵

심개념과 스킬을 습득하는 셀이고, 동기 셀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의미를

찾고,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받는 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교육의 학습활동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하여 문제와 지식의 두

가지 내용의 형태와 실천과 지원의 두 가지의 학습 참여의 성격을 2x2 매트릭스로 제

시하였다. 내용의 형태 측면에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문제해결 셀과 환경지원 셀,

지식은 지식구성 셀과 동기부여 셀로 구분 되고, 학습참여의 측면에서 실천은 문제해

결 셀과 지식구성 셀, 지원은 환경지원 셀과 동기부여 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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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준

성취수준

내용형태 참여수준

문제 지식 동기 환경

Learning

문제

(내용)
구조화된 문제 핵심지식(단일과제)

 Attention

-담당업무의 중요성

 Relevance

-성공 포인트

 Confidence

-익히기/모방하기

 Satisfaction

-부분 성취감

피드백 지원

(메토링/코칭)

과정

(방법)
문제해결프로세스 절차지식구성

평가

(목표)
지원형 KPI 지식/이해수준

Applying 문제 준구조화된 문제 핵심지식(복합과제)  Attention 기대치

학습 프로세스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 그 셀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활동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네 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셀

은 ‘문제해결 셀’ 이다. 환경지원 셀, 지식구성 셀, 동기부여 셀은 문제해결 셀에서 문

제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셀이다.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서 네 종류의 셀을 모두 활용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문제해결 셀만 사용할 수 있고, 문제해결과

환경지원 셀만 사용할 수 있고 문제해결과 지식구성 셀만을 사용할 수 있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조건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학습활동

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조직의 문제, 환경지원의 외재적 동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내재적 동기,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관

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의 결과는 문제목표, 동기

목표, 지식목표로 구성되며, 문제목표와 지식목표는 계열화된 택소노미를 보여주었고,

외적, 내적 동기목표는 범주화된 택소노미로 구성된다. 이를 종합하여 통합적 교수설

계 모형의 택소노미를 문제해결 수준 x 학습활동 구성요소로써 제시하였고 네 가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교수방법의 학습 프로세스 전략은 핵심 셀인 문제해결 셀과 이

를 보조하는 환경지원 셀, 지식구성 셀, 동기부여 셀로 구성하였다.

3) 학습 프로세스의 상세 전략

학습 프로세스의 상세 전략은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조건, 교수결과, 교수의

방법을 통합하여 구체적 업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처방전을 제시한다. 학습 프로세스

의 상세전략은 문제해결 수준 x 학습활동 구성요소 택소노미의 네 가지 범주를 한 축

으로 하고, 문제해결 셀, 지식구성 셀, 동기부여 셀, 환경지원 셀을 다른 한 축으로 구

성하여, 네 가지 범주(러닝, 어플라잉, 가이딩, 쉐이핑) 별로 네 가지 셀(문제해결 셀,

지식구성 셀, 동기부여 셀, 환경지원 셀)이 어떻게 통합 되는지를 보여준다.

<표IV-1> 학습 프로세스 상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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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Lessoned

Learned

절차지식내면화

시사점도출

-확장가능성

 Relevance

-새로운 시도와 가

능성 

 Confidence

-다양한가능성체험

 Satisfaction

-전체성취감

업무지원요소

인센티브

피드백평가 자체형 KPI 활용(적용) 수준

Guiding

문제 준비구조화된 문제 핵심지식(복합과제)
 Attention

-지식공유의 중요성

 Relevance

-지식공유의 접근법

 Confidence

-효과적 지도법

 Satisfaction

-자신의 특화포인트

기대치

업무지원요소

인센티브

과정 코칭포인트
개선 포인트 도출

코칭 포인트 도출

평가 멘토형 KPI 활용(적용) 수준

Shaping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핵심지식

(전사차원과제)

 Attention

-혁신전파자

 Relevance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Confidence

-대안제시의장

 Satisfaction

-인사이트 도출과

피드백

기대치

업무지원요소

인센티브

과정 인사이트 포인트 장기로드맵구성

평가 비전형 KPI
발견(종합/평가) 

수준

세로축인 학습자의 문제해결의 네 가지 수준(러닝, 어플라잉, 가이딩, 쉐이핑)은 조

직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보여준다. 러닝과 어플라잉 수준은 개인이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면, 가이딩과 쉐이핑 수준은 개인이 축적한 지식을 공동체 의 구성원들

과 공유 및 전파하기 위해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새로운 컨셉을 통해 공동

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나가는 단계이다. 러닝과 어플라잉 수준의 구성원

은 가이딩과 쉐이핑의 수준의 구성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며, 가이딩과

쉐이핑 수준의 구성원은 공동체가 세대를 이어가며 유지하기 위한 생명력의 원천으로

서 러닝과 어플라잉 수준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게 된다. 문제해결의 능력의 성장은

개인을 넘어서 조직을 공감하고 이끌어나가는 힘이 된다.

가로축의 문제, 지식, 동기, 환경은 문제해결 수준에 따른 상세 전략을 제시 한다.

문제(문제해결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업무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 전략은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적, 방법적 지식(문제해결 프

로세스)이 강조된다.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구조화된 문제에서 준 구조화된 문제, 비구

조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지식 (지식구성 셀)의 핵심은 현

장의 문제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핵심 지식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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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수준에 따라 구성원이 내재화 하는 지식의 수준은 낮은 수준의 단순 과제에 관

한 지식으로부터 복합 과제에 대한 지식, 높은 수준의 조직 전사차원의 과제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된다.

동기(동기부여 셀)는 문제해결 수준에 따른 동기전략의 핵심 범주를 보여준다. 동기

부여 셀은 기업 맥락에서의 구성원 수준에 따라 동기전략의 성격이 달라져야 하는 것

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러닝 수준의 주의집중은 담당 업무의 중요성 전략, 어플라잉

수준의 주의집중은 확장 가능성 전략, 가이딩 수준의 주의집중은 지식 공유의 중요성

전략, 쉐이핑 수준의 주의집중은 혁신 전파자 전략이 필요로 하게 된다. 환경(환경지

원 셀)은 동기부여 셀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문제해결 수준에 따라 조직 차원에서의

환경요소가 차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러닝 단계에서교수설계 상세전략은 선배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직무수행자들에게 제시되는 처방 전략이다. 러닝단계는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해야 하고, 문제해결의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문제의

결과물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익히는 단계

이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은 문제해결 절차적 지식이다. 학습자는 실제 과제를 해

결을 위하여 유사 모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통해 실제 현장 프

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구성원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반에 참여하기보다

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제해결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주

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러닝 단계의 구성원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내재적 동기는

담당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시 눈

여겨봐야할 성공 포인트는 업무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모의과제를 통한 반복학습은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다. 러닝단계의 구성원에게는 프로젝트의 해결 프로세스를 익

히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 범위 안

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러닝단계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있고, 잘못 하고 있

는 지에 대한 그때그때의 피드백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빠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환경).

두 번째, 어플라잉 단계의 교수설계 상세전략에서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더 이상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를 파악하는 힘이 필요하다. 업무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필요한 지

식은 일의 문제해결 프로세스가 아닌 여러 유사 모의 과제를 해결하는 연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 자신만의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규명한 시사점이 된다.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를 여러 다른 맥락에 적용해보면서 업무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적용과정

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봄으로써 프로젝트에 친숙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많

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과 일에 대한 성취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촉진하기 위

해 조직은 업무에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대치를 조금 높여 준다거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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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에 대한 선배 사원들의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

공할 수 있다. 학습자는 업무를 마무리할 때에 자기주도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

되었는지에 대한 자체형 KPI에 따라 평가받는다.

세 번째, 가이딩 단계의 교수설계 상세전략은 누군가를 지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지

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처방 전략이다. 이 단계의 직

무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축적한 자신의 경험을 후배사원과 공유하고, 경험의

공유 과정에서 후배사원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조

직에서 주어지는 업무의 수준은 하나의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구조화된 문제

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은 다양한 유사 복합 과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학습해 나가게 된다. 구성원은 후배사원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코칭

포인트가 무엇인지, 후배사원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선해야할 포인트를

고민해나가게 된다. 가이딩 단계의 구성원은 후배사원이 자신의 도움으로 빠르게 성

장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후배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게 되고, 후배사원의 성장을 통해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

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선배로서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찾

게 된다. 조직은 가이딩 수준의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활동에 많은 부분을 후배 육성

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주거나 후배사원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

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가이딩 수준의 구성원의 성과는 멘토형 KPI에 맞추어서 평

가를 받게 된다.

네 번째, 교수설계 상세전략은 조직의 품질 표준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을 제

시해야 하는 쉐이핑 수준의 구성원에게 제시되는 처방 전략이다. 쉐이핑 단계의 구성

원은 전사 차원에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는 능력이 요구

된다. 구성원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여러 복잡다단한 비구조화된 문제의 현상을 분석

하고 이를 처방할 수 있는 지식이 요구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전체 구성원들

에게 통찰을 줄 수 있는 큰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수준의 구성원은 장기

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성장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하게 되고, 대안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쉐이핑 수준의 직무수행자는 새로운 혁신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전파자로서의 업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일에 관심을 가지

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마다 일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

어가 현장에 펼쳐질 때에 자신감을 형성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후속 일을 고민

하게 된다. 학습자는 비전형 KPI에 맞추어 평가 받게 되며, 지식의 내재화 수준은 활

용 단계를 넘어서서 조직성과를 향한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해나가는 발견 수준에 이

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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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전통적인 교수설계 모형이 개인의 학습능력 개발에 치중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탐

색한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은 개인의 학습능력, 팀의 학습능력, 조직

의 학습능력이 함께 향상될 수 있는 처방안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교수설계 모형인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

지향 교수설계 모형을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교수 결과의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분

석하고, 기업의 맥락에서 두 교수설계 모형이 갖는 공통 한계를 도출하였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 한계는 첫째, 교수조건에서개인 차

원의 선수 지식만을 전제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교수방법에서 교육적 처방만을 고려하고 능력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제도적, 시스템적 차원의 비교육적 학습환경에 대한 처방이 배제되어 있

다는 것이다. 셋째, 교수결과에서 실무현장의 실행 능력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목표 분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학습능력 개발을 위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교육의 맥락에서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의 공통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은 끊임없는 문제해결 공동체라는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실용적 관점을 견지하였다. 기업의 문제해결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

는 입장에서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심리학적 개인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경영학적 조직 학습능력(권석균, 1996; 박광량, 1996)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수설계 모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에서는 모든 교수설계 모형의 한계와 가능성을 비교 대조 할 수 있는 공통 토대

인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교수 결과의 측면에서 기존의 교수설계 모형과 차별화된 개

념과 접근 논리를 제시하였다.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에서 제시하

는 기존 교수설계 모형과 차별화된 개념과 접근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조건의 측면에서는 전통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조건이란학습자의 학습활

동 이전의 선수학습능력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에서 가정하는

교수조건은 학습활동 이전의 개인의 선수학습능력과 팀의 선수 학습능력과조직의 선

수 학습능력 수준을 말한다. 기업교육 차원에서의 학습활동의 조건인 선수 학습능력

은 문제해결 이전의 개인과 팀과 조직의 지식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교수방법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방법이란 학습활동 중에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학습처방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에서 가정하는 교수방법은 학습활동 중 개인 학습자에게 지원되

어야 할 교육적 처방과 팀과 조직 차원에서 개인 학습자에게 지원해야 할 비교육적

처방을 말한다. 개인 학습자의 교육적 처방과 팀과 조직 차원의 비교육적 처방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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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룰 수 있는 교수방법은 개인의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팀과 조직의 능력 모두

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인, 팀, 그리고 조직의 지식을 체계적

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수결과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교수설계 모형의 교수결과란 학습 활동 후에

학습자가 달성해야만 하는 학습목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에서

가정하는 학습결과는 학습활동 후에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목표, 이를 위해 지원되

어야 하는 업무환경 목표,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동기 목표와 지식 목표의 4가지 범주

의 목표 수준을 말한다. 기업 맥락에서의 학습목표는 조직 능력 차원의 두 가지 목표

인 문제목표, 업무환경 목표와 개인 능력 차원의 두 가지 목표인 동기목표와 지식목

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통합지향 교수설계모형은 첫째, 교수조건의 측면에서는 조직의

지식수준과 개인 수준을 고려하여 선수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수방법의 측면

에서는 교육적 처방과 비교육적 학습환경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수결과의 측면에서는 개인 차원의 지식과 동기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제도,

시스템적 학습환경과 수행성과를 모두 반영한 학습목표 분류체계 정립이 가능해야 한

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수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맥락에서 교수설

계를 재 개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교육을 위한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을 탐색하

고자 하였다.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향 교수설계 모형을 기업의 맥락에서

재 개념화 하여 제시하는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은 분석지향 교수설계 모형과 종합지

향 교수설계 모형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인재 육성 처방을 새롭게 바라 볼

수 있는 대안적 처방 논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기업교육의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 목표 위계, 처방 방법, 성과 향상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기업교육의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은 기업교육의 경영성과

에의 공헌이라고 하는 교육 효과성 논란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는 연구의 제한점

과 시론적 수준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교육의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적 모형을 개념적 수준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통합적 교수설계 모형

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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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Integrated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Development of Corporate Learning Ability

Sung-wook Hong, Jong-pyo Kim

This study aims to reposition instructional design, one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actice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ing corporate learning

capabilities,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developing integrated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corporate education by exposing common limitations of traditional

instructional design models.

The integrated instructional design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ly that

instructional condition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prerequisite learning

capabilities of individuals, group, and organization as the levels of activities of

problem finding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ork environment

support and affective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and knowledge accumulation

and share of organization and its people. Secondly, in the aspect of instructional

outcome, it suggests integrated taxonomy of objectives which presupposes four

kinds of objectives of organizational problem solving objectives in four stages of

learning, applying, guiding, and shaping, working environment support objectives in

four types of task support, expectation, tangible and intangible incentives, and

operational feedback, motivation objectives in four types of 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and satisfaction, and knowledge objectives in four levels of

internalization of knowledge, comprehension, application, and creation. Thirdly, in

the aspect of instructional method, it propounds the balance of educational and

non-educational prescription in twocategories of macro strategies of learning

direction based on objectives of fostering practitioners, and of micro strategies of

components of problem solving, working environment support, knowledge

construction, and motivation in details, in the matrix of two levels of 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participation.

Key word: instructional design Model, corporate education, organization

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