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학석사 학위논문

ADDIE

ADDIE

모형을 이용한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
모형을 이용한 일개

연구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
연구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최 영 휴

2017년 8월

최영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인)

최 영 휴
원

- ii -

의학석사 학위논문

ADDIE

ADDIE

모형을 이용한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
모형을 이용한 일개

연구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
연구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최 영 휴

2017년 8월

최영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교육학 전공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인)

최 영 휴
원

- ii -

초

록

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과분류기준을 이용하여 인문, 사회, 교
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의 7개 계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DIE 모형을 이용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여,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의과대학에

첫째, ADDIE 모형을 이용한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성

서 어떠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려

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 모형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분석해 보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어떠한 절

았다. 먼저 개념적 접근을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성과중심 교육과

차로 개발되며, ADDIE 모형의 단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각 단계

정은 ‘역량중심 수행체제’라는 전략적 개념에 ‘교수체제설계

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그 의미를

(ISD)’라는 틀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에서 보면 두 이론 모두 교수체제설계를 기

연구는 3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째,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성
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성과중심

본으로 하되, 과정(process)을 중시하는 측면과 성과(product)를
중시하는 측면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과정과 ADDIE 모형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고, 이를

이를 통해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모형은 체제(system)적

분석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둘째,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

특징을 가진다는 유사성은 물론, 유기적 연계성이라는 공통적 특

정을 비교하기 위해, 7개 계열로 전공을 구분하여 ADDIE 모형을

성을 찾을 수 있으며,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수행체제라

이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

는 역량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성과’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째, 선행연구의 분석과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일개 의과

ADDIE 모형은 각 단계별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과정’을 더욱

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비교하여 그 특징을 찾아내

중시하는 측면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고, 유사한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7개 선행연구를 ADDIE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유사
점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각 전공의 단계별 절차가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ADDIE 모형의 관련성을 비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단계별 연계성이

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접근과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 방법을 사용

라는 측면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ADDIE 모형과

하였으며,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교수체

는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ADDIE

제설계(ISD)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략적인 차이로 인해

모형의 배경이 되는 이론인 교수체제설계(ISD) 이론의 범위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차이점으로는 크게 ‘인

확장시켜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이용한 전공 분

문, 자연, 예체능’, ‘사회, 교육, 공학, 의약’계열로 나눌 수 있
으며, 이 차이는 순수 학문적 측면인지, 응용 학문적 측면인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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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특성으로 학문의 내용 그 자체가 중심인지, 교육의 성과적 측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기성과 과정성과 등을 설계하여 전체적인

면에서 관련 직업세계의 요구가 중심인지를 분석하는 단계, 구체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각 과목을 진행할

적 목표설정을 바탕으로 설계하는 단계, 이를 통해 개발, 시행 단

때, 개발단계에서 목표로 한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성과목표에

계를 거쳐 목표에 따라 평가 단계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

따른 교수전략 및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 의도에 맞게 시행될 수

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각 계열에서도 교육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과정 개발의 주체, 학문의 위계적 특성, 교육 방법에 따라 차이점

수 있다.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성과달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의 범위가 의과대학 특성

셋째,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일개 의과대학 성과
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상 연계성 측면에서 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도 일반적인 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절차를 ADDIE 모형의 단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개 의과대학의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대

계로 분석했을 때, 각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단계와 유사하게 진

상으로, 제한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지

행되며, 단계별로 유기적인 특성도 잘 나타나는 점을 볼 수 있다.

만, 또 다른 의과대학 교육과정 연구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후속

특히,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분석단계가 매우 체계

연구를 진행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더욱 풍부한 의미와 시사

적이고, 폭넓은 범위의 분석대상을 바탕으로 개발 된 점, 평가단계

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설정된 점이 특징
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분석, 설계’ 단계 주도하는 주체와
‘개발’의 구체적인 단계를 거쳐, ‘시행’,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에 차이가 나는 특성으로 인해 분석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시행’ 단계에서 처음의 의도가 제대로 반
영이 되지 않는 점은 교육과정 개발 시 유의해야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분석이 용이한 ADDIE 모
형을 통해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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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어: ADDIE모형, 교수체제설계, 성과중심 교육과정, 역량중심 교육과정,

첫째,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어,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환경, 요구, 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성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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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시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고, 각 국가는 이를 참고하여 국가의 상황에 맞는 역량을 설정하고

A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있다(OECD, 2005). 성과와 역량은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학습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
다.

현재 의과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역량
(competency)을 갖춘 의사를 배출할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요구에 맞춰 의과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
점을 맞춘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과정을 마친 시점, 학년을 마친 시
점,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을 진행하는 성과중심 교육과정(outcome based curriculum)으로 전환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핵심역량은‘최소한의 일반적인 능력’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
로 달성해야 할 능력이라기보다는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
답’(교육부, 2016)에서도 ‘과정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과정(process)
중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학교육은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보여주어야 하는 결과(또
는 성과)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육의 과정(process)보다는 결과(product)를 강조하며, 교수-학
습 방법, 교육내용, 교수전략, 평가,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학생선발까지
도 결과적으로 명시된 학습 성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Harden, 1999a).

고 있다. 이 목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졸업시점에 달성해야할 성과(또
는 역량)를 정해두고, 그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
-학습 전략, 교육환경 등을 구성하고 있다.
의학교육

학술지인

AMEE

Guide

No.14:

Outcome

Based

education part1(Harden, 1999a)에서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과정이 제시되어있다. 성과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중심의 교육(outcome based education)은 의학교육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서
는 2015년 9월‘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
생이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다(교육부, 2016). 여기서 핵심역량이란 DeSeCo프로젝트1)를 통해 제
1)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1997년에서
2003년까지 7년간의 연구를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
다. 여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성공적 삶과 사회적 차원에서 잘 기능하는
(well-functioning) 사회라는 측면에서 21세기 미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기초적인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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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성과(exit learning outcome)를 결정하고, 졸업성과로부터 시기성
과(phases outcome)를 도출하는 ‘하향식 설계(design down)’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단계의 학습과 평가를 연관시키기 위해 각 과목
(course)과 단원(unit)을 결정하고, 각각의 학습활동을 연계시켜야 한
다. 이때, 목표로 하는 학습활동은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도록 해
야 한다. 즉,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먼저 학습 성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시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관련된 결정은 명시된 학습 성과에 근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Spady,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의 이와 같은 절차를 기반으로 개
발된 성과중심 교육과정이 교육학 또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과정과

- 2 -

I . 서 론

시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고, 각 국가는 이를 참고하여 국가의 상황에 맞는 역량을 설정하고

A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있다(OECD, 2005). 성과와 역량은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학습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
다.

현재 의과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역량
(competency)을 갖춘 의사를 배출할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
한 요구에 맞춰 의과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
점을 맞춘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과정을 마친 시점, 학년을 마친 시
점,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을 진행하는 성과중심 교육과정(outcome based curriculum)으로 전환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핵심역량은‘최소한의 일반적인 능력’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
로 달성해야 할 능력이라기보다는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
답’(교육부, 2016)에서도 ‘과정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과정(process)
중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학교육은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졸업 시점에 보여주어야 하는 결과(또
는 성과)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육의 과정(process)보다는 결과(product)를 강조하며, 교수-학
습 방법, 교육내용, 교수전략, 평가,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학생선발까지
도 결과적으로 명시된 학습 성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Harden, 1999a).

고 있다. 이 목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졸업시점에 달성해야할 성과(또
는 역량)를 정해두고, 그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
-학습 전략, 교육환경 등을 구성하고 있다.
의학교육

학술지인

AMEE

Guide

No.14:

Outcome

Based

education part1(Harden, 1999a)에서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과정이 제시되어있다. 성과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중심의 교육(outcome based education)은 의학교육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서
는 2015년 9월‘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즉, ‘학
생이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다(교육부, 2016). 여기서 핵심역량이란 DeSeCo프로젝트1)를 통해 제
1)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1997년에서
2003년까지 7년간의 연구를 통해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
다. 여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성공적 삶과 사회적 차원에서 잘 기능하는
(well-functioning) 사회라는 측면에서 21세기 미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기초적인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 1 -

졸업성과(exit learning outcome)를 결정하고, 졸업성과로부터 시기성
과(phases outcome)를 도출하는 ‘하향식 설계(design down)’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단계의 학습과 평가를 연관시키기 위해 각 과목
(course)과 단원(unit)을 결정하고, 각각의 학습활동을 연계시켜야 한
다. 이때, 목표로 하는 학습활동은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도록 해
야 한다. 즉,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먼저 학습 성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시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관련된 결정은 명시된 학습 성과에 근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Spady,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에서의 이와 같은 절차를 기반으로 개
발된 성과중심 교육과정이 교육학 또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과정과

- 2 -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즉,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로 사용되는

개발 할 때, 고려하여야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ADDIE 모형의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의과대학의 성과중심 교육과정

였다.

이 교육학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과정 개발모형(ADDIE 모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에서 어

형)의 관점에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의과대학

떠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지 드

에서 어떠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

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전공분야의 교육과정 개발단계와 의과대학

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ADDIE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단계별로 비교해봄으로써, 일반적으로 의

모형으로 분석하여 나타나는 특징과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과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개발 및 개선을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

ADDIE 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단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

있다.

은 분석을 통해,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특징이

이를 위해 먼저 ADDIE 모형과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분석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해 보았다. (1) 개념적 접근에서는 ADDIE 모형은 그 배경이론인 교수

생기는 특징인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완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하

체제설계(ISD : instructional system design)의 범위로 확장하여 생각

였다. 연구에서는 일개 의과대학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

하고,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적으로 유사하

해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고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의 측면에서도 거의 동일한 개념을 이용하여,

하였다.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2)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에서는 ADDIE 모형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과 성과중심교육과정의 개발, 두 개념들 을 함께 비교한 연구들을 분류

다. 기존의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에 중점을 두고 두 개념을 비교하였는

위한 기초연구(김선, 2012; 이요바, 2013; 유효현, 2014; 윤보영,

지를 바탕으로 관련성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2015), 성과중심 교육과정(또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이론을 바

또한 이러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사례 등에 관한 연구(한재진, 2013; 김선 외,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비교의 방법은 유사한 선행연구를

2013; 이종태 외, 2013; 홍영선 외, 2017)는 있었지만 교육학에서 일

조사하여 그 특징과 비교하여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나

반적으로 쓰이는 교육과정 개발의 모형 또는 이론을 통해 교육과정을 분

타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다양한 전공의 선행연구를 한국교육개

석하고 타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는 2차 연구는 없었다.

발원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각 전공 계열에서 ADDIE 모형을 사용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여 분석된 선행연구들을 선별하여 종적, 횡적 분석을 통해 특징을 찾아

과정 개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A)-설계(D)-개발(D)-시행(I)-평

내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찾아낸 특징과 비교하여, ADDIE 모형으

가(E)’의 단계로 그 목적과 방법 등 절차를 보임으로써, 일반적인 교육

로 분석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

과정 개발의 관점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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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에서 개발 및 시행하고 있는

B . 연구문제

성과중심 교육과정이 교육학에서 각 단계별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시연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의과대학에서 어

본 연구는 최근 의과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교

떤 생각과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지 보여줄 수 있기를

육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수설계2)모형인 ADDIE 모형을 이용하

기대한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개발·개선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앞서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 모형이 어

에게도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과정개발 모형으로 분석한

떠한 관련성이 있어서 분석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먼저 밝히고자 하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단계를 보여줌으로써, 왜 이러한 절차대로 교

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분석된 과정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교육

육과정을 개발하고, 어떤 특징들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더욱 용

과정과 비교해봄으로써, 각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강조되어야 할

이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모형
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ADDIE
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2) 여기서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라 하면 광의의 의미로 교육이 일어나는 시점
에서 끝나는 시점까지에 대한 설계를 말한다, 즉 여기서 사용된 교수설계의 의미는
교육과정의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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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연구의 제한점

D .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 바탕을 둔 비교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ADDIE 모형으로 분석한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선행
연구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전공을 대표할 만큼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고, 교육과정의

1 . 성과(outcome)
성과(outcome)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 경험이 끝났을 때 성공적으
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결과물’을 뜻하며, 성과에 따라 교육 시
스템의 모든 요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것을 성과중심 교육(OBE :
outcome based education)이라 한다.

개발에 대한 정보가 자세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다시 말해 정확히 비교
가 될 만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선행연구는 구하기 어려
우며, 각 연구들에서 강조하여 표현하는 부분 이외에는 어떤 배경이 있
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과 타당성을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 한국
교육개발원 학과분류 기준에 따른 7대 계열로 전공을 나누었으며, 교육

2 . 역량(competency)
역량은 1970년대 초 사회심리학자인 David McClellan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조
직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원
의 행동 특성으로 정의된다(Dubois, 1993; 윤여순, 1998).

과정 개발의 취지, 방향 등이 각 계열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
구를 국내, 국외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 내용은 가급

3 . 역량중심 교육과정(CBC : competency based curriculum)

적 비교대상인 일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비슷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역량(competency)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 지식

의 완결된 교육과정 혹은 완결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사용하였고, 교

과 내용을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아닌 이러한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수

육과정의 대상도 고등교육 수준으로 하여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

단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일부 문헌에서 ‘능력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도록 하였다.

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문을 확인해보면 ‘Competency Based

둘째,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의 주체는 일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라
는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교육과정의 개
발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배경은

Curriculum’에 대한 개념을 번역상의 차이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상황,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의 배경이 있어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자세한
정보까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배경과 사전정보를 알기에 용이한 일과 의과대
학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별 차이
점을 바탕으로 학술적 의미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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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이론적 배경

4 . 교수체제설계(ISD)3)
교수체제설계(ISD : instructional system design)는 교수과정을 투
입, 과정, 산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과정으로 보고 각 구성요소들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도된 목표 하에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가능한 최선
의 학습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적 접근방법이다(Dills &

A . 성과중심 교육과정(OBC : Outcome Based
Curriculum)

Romiszowski, 1997). 그 활용의 목적과 사용범위, 상황과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나 그 주요과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

1 .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념 및 특징

가로 구성된다.

a.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5 . ADDIE 모형

성과중심교육(outcome based education)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ADDIE 모형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계획하기 위해 분석
(analysis),

설계

(design),

개발

(development),

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한 다음,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시행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수전략 및 평가를 조직

(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의 5개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교

하는 것을 말한다(Spady, 1994). 이러한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

육과정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구성된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된 교육과정을 성과중심 교육과정(outcome based curriculum)이라고

과정에 따라 개발되었음을 의미하며, 각 단계와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한다.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Daryl, 2006).

3) 교수체제설계(ISD)라는 용어는 교수설계(ID: instructional design)에 ‘체제이론’
을 적용하여 ‘교수체제설계’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인간의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
에 대한 분석에서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설계한다는 뜻의 교수설계(ID)에 체제
(system)이론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각 단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교수체제설계의 일반적인 모형인 ADDIE 모형에서 각 단계의
연결 부분에 일 방향 화살표가 아닌 쌍방향 화살표를 사용하고, 환류(feedback)과정
을 표시함으로써, 각 단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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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성과중심 교육과정 (outcome ba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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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을 지향하는 지, 왜 그러한 교육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그

학습 성과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교육

림(clear picture)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맥락 하에 실제로 일어나야 할

과정에 관련된 결정은 명시된 학습 성과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조직할 수 있다. 또한 하향식 설계

처럼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수설계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는 기존의 교육에 비해 전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큰 그림(big picture)

분석과 반영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에

속에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Spady, 1994).

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전략, 학생, 지원체계, 교육환경, 평가가 모두 성
과(educational outcomes)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

Spady(1994)는 성과중심 교육의 세 가지 주된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미로 생각할 수 있다(Harden 1999a).
Ÿ

속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b.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징
성과중심 교육을 이끄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던 Spady(1994)는 성과
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Ÿ

모든 학생이 학습하고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같은

중요한 최종성과(culminating exit outcomes)에 분명히 초점을 둘

Ÿ

성공적인 학습은 더욱더 성공적인 학습을 이끈다.

Ÿ

학교는 성공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통제한다.

성과중심 교육에서는 설정된 목표 및 기준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모

것

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

Ÿ

학습의 성공을 위해 기회와 지원을 확대할 것

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학습하고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Ÿ

모든 학생이 성공하기 위한 높은 기대를 설정할 것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Ÿ

가장 상위의 최종 성과로부터 하향식 설계를 할 것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 앞으로의 삶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

성과중심 교육에서는 중요한 최종 성과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궁극적

한 지식, 능력, 성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의

인 성과로부터 추구해야 할 가능한 성과(enabling outcomes)를 하향적

성공을 이끌고 구조화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설계(design-down)방식을 따르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과중심 교육

(Spady, 1994; 한국교육과정학회, 2017).

과정 설계방식을 따를 때, 우선적으로 할 것은 가장 상위의 최종 성과를
규명하고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종 성과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
에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가 된다. 최종 성과는 교육과정을 개발하

2 .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의학교육 분야 적용 시 이점

는데 있어, 도달점(end point)이자 출발점이 된다.
교육과정 개발 시, 최종 도달점으로서 ‘성과’에 근본을 두고 하향식

다음은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의학교육에 적용하였을 때, 긍정적인 측

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은 구체화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무엇

면을 AMEE Guide14 : Outcome Based Education part1 (H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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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a)을 바탕으로 나타내었다. 각 특징에 대한 설명은 AMEE Guide
의 설명과 채수진(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⑥ 책무성(Accountability)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까지도 최종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성
과 달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① 관련성(relevance)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던 내용영역 외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영
역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태도영역을 들 수
있다.

⑦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성과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습에 대한 더 많은 책임
감을 갖게 한다. 그 책임감으로 인해 학생들은 스스로 연구 계획을

② 논쟁 (Controversy)

세우고, 교육과정에 대해 자신의 진도를 체크할 수 있는 명확한 틀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 즉, 어떤 의사들을 배출

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할 것인지(O’Neil, 1994)와 같은 본질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
는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⑧ 유연성(Flexibility)
수업의 형태나 교수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성과달성을

③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위해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수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교수자들이 친숙하고,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형태의 교수설계 중 하나이다.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⑨ 평가 가이드(Guide for assessment)

학생들이 알기를 원하고,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기

성과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성과중심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하

때문에 직관적 매력을 가지며(Evans & King, 1994), 교사가 전

며,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도된 학습 성과를 구체

문적,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도 용이하다(Zitterkopf, 1994).

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목
표를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기준 이상의 목표를 달

④ 명료성(Clarity)

성해 냈느냐 하는 것이다(Harden et al, 1997). 즉, 학생들이 달

성과로 달성 가능한 것 위주의 개념들은 교육학적인 전문 용어

성해야할 준거 기준이 바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 아닌 주로 쉽게 이해할 수 개념들로 구성된다.
⑩ 커리큘럼 기획 참여(Participation in curriculum planning)
⑤ 프레임워크 제공(Provision of framework)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지역사회 구성

교육과정의 여러 요소들이 성과를 중심으로 설계됨으로, 유기적

원, 환자, ,상급자, 간호직, 행정 직원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과

으로 연결된 하나의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성

대학에서 여러 전공/분야들 사이의 통합교육 및 학습, 그리고 협력

과에 의해 개별 과정을 구조화·계열화하기 때문에, 개별 교수가

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장(場)이 되어준다.

성과달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학습경험, 교수법 및 평가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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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도구(Tool for curriculum evaluation)

직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제품과 서비스 등을 생산하는데 영향

성과는 교육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성과중심 교육

을 주고 결국 이익 매출액, 시장의 점유율 등 조직성과를 결정한다고 하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

였다(이홍민, 2009). 이처럼 성과와 역량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다.

조직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작업 동기 하에서 적절한 환경과 충분한 사전
연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어떤 종류의 역량도 계발시켜 성과를

⑫ 교육의 연속성(Continuity of education)

달성 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볼 수도 있다.

성과중심 교육은 과정성과, 시기성과와 같은 각 단계의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
움을 준다.

3 .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a. 성과와 역량의 개념 비교
성과(outcome), 역량(competence)의 개념을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Cumming & Ross, 2007; 채수진,
2009). ‘성과’는 교수자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 ‘학습자가 졸업당시
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두는 것을 말하며, 학습이수단위에

[그림 Ⅱ-2] 역량에서 성과에 이르는 과정 (Parry, 1996)

따라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들과 별개의 수업항목들(items) 가르치는
‘수업목표(learning objective)’와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다. 반면에

b.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비교

‘역량’은 교수자 또는 기관의 입장보다는 학습자 또는 졸업생들의 입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장에서 ‘졸업 당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하는 최종 성과(exit outcome)로 두어,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교육과정

성과와 역량은 ‘학생이 졸업당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하는

의 핵심에 두고 있다. 즉, 역량을 토대로 한 역량중심교육을 통해 결과적

것은 동일하지만 교수자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으로 달성한 성과물을 성과중심교육이라 볼 수 있다(Cumming & Ross,

학습자의 입장에 대한 부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8; 안재희 외, 2013; 윤현배, 2016).

즉, 교수자 또는 학생의 입장

한편 역량의 개념을 성과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에서 달성해야할 ‘역량’에 초점을 두어 설계된 교육과정을 역량중심 교

Parry(1996)는 [그림 Ⅱ-2]와 같이 역량이 성과에 이르는 과정을 설

육과정이라 하며, 기관 또는 국가의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성

명하고 있다. 그는 기술, 태도 의 결합인 역량이 행동, 생각, 느낌 등 조

과’를 얻어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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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성과중심 교육과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성과중
심 교육과정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역량중심 교
육과정이 개발과정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분석 과정에서 두 교육과정의 개발사례를 함께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졸업시점에 ‘역량’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과대학 교
육과정 개발의 입장에서 ‘성과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
록 하였다.
[그림 Ⅱ-3] The design down process for development of
outcomes

4 .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졸업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강조점을
성과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칠 때
보여야 하는 최종 성과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디자

두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
다.

인 하는 것이다(Spady, 1988). 그러므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
는 것은 전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기반을 둔 교육을 실시한

a. Frank et al (2010)의 연구

후 교육의 성과를 측정했던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 작업과는 매우 다르
다(김판욱 외, 2010). 성과중심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은 우선 학습
성과를 선정한 다음,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이전에 평가기준과 방법을 먼

Frank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바람직
한 준비과정을 다음[그림 Ⅱ-4]와 같이 6단계로 제안하고 있다.

저 설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것은 학습목표설정, 교육과정 설계, 평가
방법 설계의 순서로 일어나는 전통적인 설계방법과 비교하여, 후향적
(backward)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취한다 (Dent & Harden, 2013).
[그림 Ⅱ-3]

[그림 Ⅱ-4] Frank et al (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

1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졸업 시 요구되는 능력을 먼저 설정하고,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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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필요한 역량과 세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의

③ 정보 수집 ④ 정보 분석 ⑤ 교육과정 수립 ⑥ 타당성 검토 ⑦ 완성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단계 로 이루어진다.

3단계에서는 정의된 역량에 맞추어 시기성과를 정하여 시기마다 달성
해야 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규정하여 매트릭스형태로 작성하고, 4단계는
개발된 역량 매트릭스에 맞추어 목표하는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활
동, 경험 및 교수방법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5단계 에서는 학습시기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선정하고, 6단계로는 역량바탕의학교육 자체에 대한 평
가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Ⅱ-6] 역량중심 교육과정(CBC) 개발 방법 및 절차

이 모델을 바탕으로 성과중심교육과정의 개발 단계를 적용한 연구는
아래의 [그림Ⅱ-5]와 같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은 SCID4)의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 계획, 개
발, 적용, 평가의 다섯 단계로 하였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단계는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외적 환경 분석,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포함한 교육요구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계획 단계는 역량군의 요소와 수준을 추출하고 이에 관한 지
식·기능·태도를 추출하되 그 수준을 고등학교의 수준과 전문대학의 수
준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고등학교의 학습목표와 전문
대학의 학습목표를 설정한다.
셋째, 개발 단계는 교과의 추출과 각 교과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되 모
[그림 Ⅱ-5] Frank et al (2010)에서 제시된 모델을 적용한 사례

듈 학습에 의하여 교과별 상호 연관과 함께 교과의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넷째, 적용 단계는 개발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수업이 전개되는 단계이

b. 이종성과 정향진, 2001 의 연구

다. 적용 단계는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교

이종성과 정향진(2001)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발절차는
[그림 Ⅱ-6]과 같이 일반적으로 ① 사전 자료 조사 ② 대상 그룹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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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ID(Systematic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Development), 직업교육에서 실
제적인 학습자의 요구를 추출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제적인 접근
모형 (Nort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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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필요한 역량과 세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의

③ 정보 수집 ④ 정보 분석 ⑤ 교육과정 수립 ⑥ 타당성 검토 ⑦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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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의 개념에 교육과정을 포함하므로 실제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
를 통하여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평가 단계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난 후에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되었는가를 평가한다.

c. Motorola university, 1995 의 연구
역량중심 교육과정(CBC)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자료조사 과정,
집중적인 워크숍 과정, 검증 과정, 그리고 최종 개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CBC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CBC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특히 이 모형은 체제적 접근 모형으로써 분석으로부터 평가에 이르는

사전에 자료조사 활동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7명 내외의 전문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평가를 하여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며,

집단으로 구성된 집중적인 워크숍이 이루어

평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총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전반적으로 교육과

유관관계 도표작성법을 이용하여 성과, 능력, 지식·기능·가치를 검증

정을 개선하도록 한다.

하기 위하여 현업 종사자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7]과 같다.

진다. 이때, 브레인스토밍,

확인된 능력 특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림 Ⅱ-8]과 같이 교육과정 체
계, 학습지원 방법, 업무성과지표를 도출한다.

[그림 Ⅱ-7]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종성과 정향진, 2001)
[그림 Ⅱ-8] CBC개발과정과 흐름도 (Motorola Universit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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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의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였다.

a.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먼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김선

외,

2013)은

Harden

et

어떤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용어에 쓰인 개념

al.(1999b)의 학습성과 위계 4단계에 따라, 학생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중심 교육과정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초점을 두어

에 대해, 김선(2012)의 연구에서는 ‘성과’를 기존의 학습목표와 비교

2009년에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절차는 먼저 학생

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이 중심이 아닌,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수행할

들이 졸업 시 어떤 성과 또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지 먼저 결정하고, 이

수 있느냐가 중심이 되는 결과중심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를 바탕으로 내용 선정, 성과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 선정

채수진(2009)의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와 비교한 ‘성과’의 개념뿐 아니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기

라, 교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학습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에 따

반을 구축하였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

라 ‘역량’개념과의 비교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

한편, 성과중심 교육에 있어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가
사용된 역량 개념을 이용한 비판적 연구도 있다. 이요바(2013)의 연구
에서는 논의를 위해 Stoof et al. (2002)이 제시한 역량의 5가지 차원

각

단계에

부여된

의미,

‘student-centered’,‘longitudinal

clerkship’등의 원칙, 구체적인 교육환경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이종태 외, 2013)은 2006년부터 기존의 통합교

(개인특성 대 과업특성, 개인 대 집단 역량, 특수 대 일반역량, 역량의

육과정을

역량중심,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인

임상표현(clinical

수준 대 수준으로서의 역량, 가르칠 수 있는 역량 대 가르칠 수 없는 역

presentation)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연구에서는

량)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역량의 범위와 의의를 성과중심 교육

장기계통통합과정에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임상표현교육과정을 개발

의 측면에서 어떤 ‘결과’, ‘성과’ 라는 개념으로 좁게 바라볼 것이

한 결과를 기술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과 교육방법등에 대한 경험을

아니라 역량의 개념을 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특징과, 역

소개하였다.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는 먼저 의과대학 사명과 교육목적에

량의 범위를 기본의학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해서 생

따라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역량을 추출하였다. 그리

각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고 시기에 따른 학습성과 개발, 과정 및 단원성과 개발을 하고, 임상표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기본철학이 되는 성과의 개념을

현과 성과수준(level of outcome)을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 도

역량과 같은 것으로 볼지, 그 개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

달여부 판단을 위해, 성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라 분석의 범위는 다양해 질 수 있다.

적절한 교수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운영 및 개
선하는 작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정 관리체
제를 강화하였다.

b. 국내 사례연구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많은 국내 의과대학에서 이미 도입하기도 하였
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되어있는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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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홍영선 외, 2017)은 4년제 의학전문
대학원 체계에서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4년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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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내용 선정, 성과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 선정

채수진(2009)의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와 비교한 ‘성과’의 개념뿐 아니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기

라, 교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학습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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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량’개념과의 비교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

한편, 성과중심 교육에 있어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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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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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centered’,‘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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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역량의 범위와 의의를 성과중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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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강화하였다.

b. 국내 사례연구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많은 국내 의과대학에서 이미 도입하기도 하였
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되어있는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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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로 통합과정 등에서 성과 바탕 학습의 목표수

영국의 스코틀랜드 5개 의과대학에서는 각기 환경과 특성이 다름에도

립이나 임상표현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에 성과바탕 의학교육

합의된 졸업성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세부성과내용은 의도적

이론을 적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교

이며 광범위하고 덜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성과항목 안에 나열된 예

육과정(통합교육)과 초기 성과바탕 교육과정의 도입활동(졸업성과, 시기

들이 학생이나 교수 혹은 특별한 교수-학습활동 시 그 수준과 이해 및

성과, 과정성과 까지 도출된 상태)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톻합교육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Simpson et al, 2002)는

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력, 과정성과와 수업성과의 연계, 이를 바탕으

점이 특정적으로 나타났다.

로 학습교재, 평가, 교수학습 방법 등을 설정하였다. 성과중심 교육과정

또한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AAMC는 1985년도에 GPEP6) 보고서를

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수업내용, 수업방법, 자원(환경), 평가(구체적인 성

통해서 미국 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성과개념을 도입할 것을 권하였

과수준)를 마련하고, 시범 과정을 실시한 후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기

으나 실제 이를 실행하는 대학들은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AAMC는 미

존 과정에의 검토, 외부환경 변화의 수용, 시범 과정 선정 및 집중작업,

국에서 성과바탕교육과정의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임상표현 도입 관련 준비, 향후 통합교육과정의 개선 및 개편에 시범 과

1992년도에발행하기도 하였다.

정의 결과 연계 등의 연구를 통해 점진적인 성과바탕 교육과정을 도입하
였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이들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의과
대학 교육과정의 졸업성과로서 진료역량 외에 의사소통, 관리능력, 평생
학습자질을 포함한 자기계발, 사회 책무성, 전문직의식 등 미래지향적이
고 다양한 의사의 역할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c. 국외 사례연구
외국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한재진(2013)의 연
구에서는 스코틀랜드 5개 의과대학(영국), 셰필드 의과대학(영국), 브라
운 의과대학(미국), 인디아나 의과대학(미국), 뉴사우스웨일스 의과대학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적 수준에서 성과중심 교육과정이 개발되
고 운영되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미국은 아직 학교 단위의 자
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나타난다.

(호주)의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외에 캐나다의 1996년
성과중심 의학교육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7가지 CanMEDS role5), 유
럽의 통합이후 핵심 공통역량 도출을 위한 ‘Tuning Project’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외국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5) 7가지 CanMEDS역할은 ‘의료전문가(medical expert)’, ‘소통자’, ‘협력자’,
‘관리자’,‘보건증진자’, ‘학자’ 및 ‘직업전문성’이며 각 역할에는 핵심 성과
항목과 세부역량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을 학부의 의학교육 및 학생평가뿐 아니라
의사면허시험, 전문의 및 가정의 자격시험의 평가목표 및 의사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적용을 함으로써 캐나다의대 학부교육-졸업 후 전공의 교육-평생교육 등 캐나다 의
사인력전체 교육체계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Frank &Danof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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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국가적 수준에서 성과중심 교육과정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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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DDIE 모형

계적으로 기획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이는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종
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원형적인 문제해결 전략으로서 체제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다. 개발 모형의 구체적인 프

1. 교수체제설계(ISD)의 일반적인 모형
교수설계(ID)는 교수-학습을 교육 실제에 적용하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처방적인 지식 체계로서 의의가 있다(조규락 외, 2006). 넓은
의미에서 교수설계는 인간의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개발·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교수-학

로세스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
나, 교육과정 또한 교수설계의 하나의 형태라는 점에서 교수체제설계
(ISD)의 기본모형인 ADDIE 모형을 통한 교육과정 분석은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습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
그램 혹은 교수체제를 분석 및 설계, 활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광의의 의미인 교수설계는 수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훈련 또는 요원 교육, 교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교과과정 개발에 기
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지원한다(고재희, 2010).
교수설계모형들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교수설계모형들은 모형이
적용되는 상황과 설계전략 및 검증 측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을 지
니고 있으나 설계절차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재희, 2010). 교수설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모형들과 과정들
이 체제접근을 토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교수체제설계(ISD:
instruction systems design)라고 총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전형
적인 ISD 모형은 교수설계과정의 주요단계로 분석(analysis), 설계
(design),

개발(development),

시행(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의 다섯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Dick & Carey, 2001). 또

2. ADDIE 모형의 특징과 구조
ADDIE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가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Seels & Ricky, 1994). 이 모형은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
의 학자에 의해 개발되고 정교화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
어진 것이다(한정선, 2004). 교수설계모형이라면 공통적으로 ADDIE 모
형의 모든 요소 또는 일부요소를 포함할 정도로 모형의 요소들은 교수설
계에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모형의 요소들을 하나
의 독립된 모형으로 개념화하지 않고 교수설계의 각 단계별 일반적 절차
로 볼 수도 있다(조규락 외, 2006).

다음의 [그림 Ⅱ-8]의 ADDIE 모

형의 절차와 특성은 문헌분석을 통해 ADDIE 모형의 단계별 구성요소
항목을 정립하고, 그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조규락 외,
2006; 고재희, 2010).

한 이 ISD 모형의 각 단계의 두음을 따서 ADDIE 모형이라고 하는 학
자들도 있다(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2004; 박성익 외, 2015).
ADDIE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통칭한다. Gagne 등(1992)은 ADDIE 개발 모
형을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원과 절차를 배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Wager 등(1990)은 ’수업체제의 모든 단계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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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DDIE 모형

계적으로 기획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이는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종
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원형적인 문제해결 전략으로서 체제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다. 개발 모형의 구체적인 프

1. 교수체제설계(ISD)의 일반적인 모형
교수설계(ID)는 교수-학습을 교육 실제에 적용하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처방적인 지식 체계로서 의의가 있다(조규락 외, 2006). 넓은
의미에서 교수설계는 인간의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개발·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교수-학

로세스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
나, 교육과정 또한 교수설계의 하나의 형태라는 점에서 교수체제설계
(ISD)의 기본모형인 ADDIE 모형을 통한 교육과정 분석은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습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
그램 혹은 교수체제를 분석 및 설계, 활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광의의 의미인 교수설계는 수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훈련 또는 요원 교육, 교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교과과정 개발에 기
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지원한다(고재희, 2010).
교수설계모형들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교수설계모형들은 모형이
적용되는 상황과 설계전략 및 검증 측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을 지
니고 있으나 설계절차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재희, 2010). 교수설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모형들과 과정들
이 체제접근을 토대로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교수체제설계(ISD:
instruction systems design)라고 총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전형
적인 ISD 모형은 교수설계과정의 주요단계로 분석(analysis), 설계
(design),

개발(development),

시행(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의 다섯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Dick & Carey, 2001). 또

2. ADDIE 모형의 특징과 구조
ADDIE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가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Seels & Ricky, 1994). 이 모형은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
의 학자에 의해 개발되고 정교화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
어진 것이다(한정선, 2004). 교수설계모형이라면 공통적으로 ADDIE 모
형의 모든 요소 또는 일부요소를 포함할 정도로 모형의 요소들은 교수설
계에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모형의 요소들을 하나
의 독립된 모형으로 개념화하지 않고 교수설계의 각 단계별 일반적 절차
로 볼 수도 있다(조규락 외, 2006).

다음의 [그림 Ⅱ-8]의 ADDIE 모

형의 절차와 특성은 문헌분석을 통해 ADDIE 모형의 단계별 구성요소
항목을 정립하고, 그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조규락 외,
2006; 고재희, 2010).

한 이 ISD 모형의 각 단계의 두음을 따서 ADDIE 모형이라고 하는 학
자들도 있다(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2004; 박성익 외, 2015).
ADDIE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통칭한다. Gagne 등(1992)은 ADDIE 개발 모
형을 ‘학습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원과 절차를 배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Wager 등(1990)은 ’수업체제의 모든 단계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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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계(design)
설계는 분석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으로서 교육과 훈련의
구체적인 명세서다. 수행목표를 명세화하고, 평가도구를 설계하며, 프로
그램의 구조화와 계열화를 완성하고 교수전략의 수립과 교수매체의 선정
등이 설계과정에서 완성된다.

Ÿ

수행목표 명세화: 학습자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수행해야 할 성취행
동 또는 학습 성과를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것이다. 목표에는 그

[그림 Ⅱ-9] ADDIE 모형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과 그 행동을 판단할 준거를 포함해야 한
다.

a. 분석(analysis)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학습내용을 정의하는 과정이

Ÿ

평가도구 설계: 행동적 용어로 기술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다. 분석에는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 분석, 그리고 직무 및 과제분

위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평가도구로는 목표의 성취도 여부를 측정

석이 포함된다.

하기 위한 출발점 행동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진도확인검사 등이
있으며(Dick & Carey,1996),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지필검사, 실기

Ÿ

검사, 관찰 등이 있다.

요구분석: 요구란 바람직한 상태 또는 기대되는 상태(to be)와 현재
상태(as is) 간의 격차를 말한다. 요구분석을 통하여 교육받은 이후

Ÿ

할 것인지, 학습자에게 어떤 순서로 제시·제공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학습들이 현재 어느

이다.

수준에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Ÿ

학습자 분석: 학습자의 지적·정의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 배경·학습

Ÿ

Ÿ

교수전략 수립: 이는 교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이며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식, 학습 동기나 태도 등을 분석하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Ÿ

된다.

프로그램 구조화와 계열화: 학습내용이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

교수매체의 선정: 교수매체는 교수-학습의 효과와 효율을 위하여 사

환경 분석: 학습이나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의미

용하는 도구로서 학습내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학습활

한다. 환경 분석에는 교수매체, 기자재, 시설과 같은 물적 자원의 분

동을 촉진시킨다.

석과 교실, 도서실, 실험실과 같은 교수-학습이 발생하는 학습공간분

Ÿ

석을 포함한다.

c. 개발(development)

직무 및 과제분석: 교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 명세서에 따라서 실제 수업에

등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와 계열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서 사용할 교수자료나 교수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고 제작한다. 이
단계는 먼저 교수자료나 교수 프로그램의 초안(draft) 또는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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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계(design)
설계는 분석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으로서 교육과 훈련의
구체적인 명세서다. 수행목표를 명세화하고, 평가도구를 설계하며, 프로
그램의 구조화와 계열화를 완성하고 교수전략의 수립과 교수매체의 선정
등이 설계과정에서 완성된다.

Ÿ

수행목표 명세화: 학습자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수행해야 할 성취행
동 또는 학습 성과를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하는 것이다. 목표에는 그

[그림 Ⅱ-9] ADDIE 모형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과 그 행동을 판단할 준거를 포함해야 한
다.

a. 분석(analysis)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학습내용을 정의하는 과정이

Ÿ

평가도구 설계: 행동적 용어로 기술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다. 분석에는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 분석, 그리고 직무 및 과제분

위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평가도구로는 목표의 성취도 여부를 측정

석이 포함된다.

하기 위한 출발점 행동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진도확인검사 등이
있으며(Dick & Carey,1996),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지필검사, 실기

Ÿ

검사, 관찰 등이 있다.

요구분석: 요구란 바람직한 상태 또는 기대되는 상태(to be)와 현재
상태(as is) 간의 격차를 말한다. 요구분석을 통하여 교육받은 이후

Ÿ

할 것인지, 학습자에게 어떤 순서로 제시·제공되는지를 결정하는 것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학습들이 현재 어느

이다.

수준에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Ÿ

학습자 분석: 학습자의 지적·정의적 특성과 사회 문화적 배경·학습

Ÿ

Ÿ

교수전략 수립: 이는 교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이며 운영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식, 학습 동기나 태도 등을 분석하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Ÿ

된다.

프로그램 구조화와 계열화: 학습내용이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

교수매체의 선정: 교수매체는 교수-학습의 효과와 효율을 위하여 사

환경 분석: 학습이나 교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분석을 의미

용하는 도구로서 학습내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학습활

한다. 환경 분석에는 교수매체, 기자재, 시설과 같은 물적 자원의 분

동을 촉진시킨다.

석과 교실, 도서실, 실험실과 같은 교수-학습이 발생하는 학습공간분

Ÿ

석을 포함한다.

c. 개발(development)

직무 및 과제분석: 교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 명세서에 따라서 실제 수업에

등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와 계열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서 사용할 교수자료나 교수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하고 제작한다. 이
단계는 먼저 교수자료나 교수 프로그램의 초안(draft) 또는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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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을 개발하여 교과전문가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형성평가

용하여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제공자의 일방적인 교

(pilot test)를 실시하여 평가한 후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수정하여 수

수안 개발을 방지하고, 진행단계의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며

업 현장에서 활용될 최종적인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개발을

d. 시행(implementation)

위해 ADDIE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한 연구는‘의학과 학생을 위한 커뮤

시행은 개발단계에서 완성된 최종 산출물인 교수자료나 교육훈련 프로그

니케이션 교육과정 시행 경험’,‘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 프로그램 개

램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발된 교수자료나 프로

발 연구’,‘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

그램이 교육과정 속에 설치되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구’,‘효과적인 비계설정을 위한 수업설계모형’등이 있다. 앞서 제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 기자재, 예산,

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DDIE 교수설계모형을 활용하여 프로그

인적자원 등 필요한 지원체제도 포함된다.

램을 개발할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ADDIE 교수설계모형
의 절차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e. 평가(evaluation)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교수자료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

개발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적

는 형성평가와는 달리 평가단계에서는 총괄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는 실

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수업현장에 투입되어 실행된 교수자료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괄평가를 통하여 해당 자료나 프로그램
의 계속 사용 여부, 문제점 파악, 수정사항 등을 결정한다.

3. ADDIE 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
ADDIE 모형은 주로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상숙 외(2007)는 ‘의사와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연구’에서
ADDIE 모형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형은 효과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기 위한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말하고 있
다. 이창훈(2008)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검토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 프
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나연과 이기춘(2006)은 ADDIE 모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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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을 개발하여 교과전문가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형성평가

용하여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제공자의 일방적인 교

(pilot test)를 실시하여 평가한 후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수정하여 수

수안 개발을 방지하고, 진행단계의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하며

업 현장에서 활용될 최종적인 산출물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개발을

d. 시행(implementation)

위해 ADDIE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한 연구는‘의학과 학생을 위한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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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발된 교수자료나 프로

발 연구’,‘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뇌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

그램이 교육과정 속에 설치되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구’,‘효과적인 비계설정을 위한 수업설계모형’등이 있다. 앞서 제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 기자재, 예산,

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DDIE 교수설계모형을 활용하여 프로그

인적자원 등 필요한 지원체제도 포함된다.

램을 개발할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ADDIE 교수설계모형
의 절차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e. 평가(evaluation)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교수자료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

개발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적

는 형성평가와는 달리 평가단계에서는 총괄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는 실

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수업현장에 투입되어 실행된 교수자료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괄평가를 통하여 해당 자료나 프로그램
의 계속 사용 여부, 문제점 파악, 수정사항 등을 결정한다.

3. ADDIE 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
ADDIE 모형은 주로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상숙 외(2007)는 ‘의사와 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연구’에서
ADDIE 모형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형은 효과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기 위한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말하고 있
다. 이창훈(2008)은 문헌고찰과 전문가 검토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 프
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
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나연과 이기춘(2006)은 ADDIE 모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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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절차 및 방법

A . 연구절차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일개 의과대학의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

1.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ADDIE모형의 관련성 이해

하기 위한 절차는 3단계로 설명하였으며, [1단계]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ADDIE 모형

개발과정과 ADDIE모형의 관련성 이해, [2단계] ADDIE 모형을 활용한

을 이용하여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 교육과정

선행연구 분석, [3단계]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타 전공의

의 개발 과정과 ADDIE 모형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선

교육과정 개발단계 비교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의 방법을

행되어야 한다. 두 이론 사이의 관련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성과중심 교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징 비교하기

육과정을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

위해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

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적으로 ADDIE 모형

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

과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두 개념을 함께 비교한 사

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례를 정리하여 관련성을 설명하였고, 그 관련성을 토대로 성과중심 교육
과정을 ADDIE 모형을 통해 분석할 관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단계
[1단계]
OBC개발과정과
ADDIE모형의
관련성 이해

세부 연구내용

문헌 연구를 통한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ADDIE 모형의 개념, 비교사례를
통한 관련성 이해

연구결과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ADDIE 모형으로
분석할 관점 제시

2. ADDIE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
전공의 ADDIE 모형을 이용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 정리
하여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학과분류체계 개
편원칙 및 분류기준’에 따라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

[2단계]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한국교육개발원의 7개 계열 분류에 따라,
ADDIE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비교할

체능’의 7개 계열에서 대표성이 있는 연구를 하나씩 선정하여 분석하
도록 한다.

선행연구의 분석

3.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타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
[3단계]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타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단계 비교

7개 계열 분류에 따른 선행연구 분석과 비
교하여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을 ADDIE 모형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특
징을 분석하고 해석함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에 따른 특성
분석

[그림 Ⅲ-1] ADDIE 모형을 이용한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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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비교
[2단계]에서 7개 계열로 구분되어 정리된 선행연구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묶어 그 특징을 분석 한 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타 전공 교육과정의 특징에 비해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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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절차 및 방법

A .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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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 [3단계]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타 전공의

의 개발 과정과 ADDIE 모형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선

교육과정 개발단계 비교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의 방법을

행되어야 한다. 두 이론 사이의 관련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성과중심 교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징 비교하기

육과정을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

위해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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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 7개 계열로 구분되어 정리된 선행연구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묶어 그 특징을 분석 한 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타 전공 교육과정의 특징에 비해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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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고(한국교육개발원, 2017), 각 계열별로 대표성이 있는 선행연
구를 분석하였다. 이 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논문 1~2

B . 연구방법

편과, 국외논문 1편 이상을 바탕으로 특징을 추출하였으며, 국내논문은
대학교육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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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형의 관련성 비교
<표 Ⅲ-1> 선행연구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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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 ADDI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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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기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

으로. 중국어문학, 73(0), 40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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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16).

Design proc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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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까지 확장하여 개념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나갔다. 또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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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for teaching Turkish as a foreign language in web
642-655.

개념 혹은 이론을 조사하여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성과중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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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rker,

based environment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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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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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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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Creating

train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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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헌에서 비교, 대조되는 연구들을 찾아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문헌

programs: using the ADDIE method. Development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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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n, F. (2014). Designing an Online Case-Based Librar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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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별 특징으로 묶어보는 횡적 분석, 각 계열별 연구에 대해 ‘분석
Lee,

C.

H.

(2008).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eative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program based on ADDIE
model. Korean J Technol Educ, 8, 131-146.
공학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utler, S., Lee Jr, W. C., & Mcnair, L. D. (2012). Easing into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특성들에 비교하여 일개 의과대학 성과

engineering education: An orientation program for graduate

중심 교육과정을 ADDIE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students.

ADDIE 분석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 그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In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허난.

(2015).

예비수학교사교육에서의

플립드

특성 비교를 통해 분석해 내도록 한다.
러닝

(Flipped

Learning) 교수, 학습 설계에 관한 연구. E-수학교육 논문집, 29(2),
자연

-설계-개발-시행-평가’절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유사점과 차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에서 교육과정 개발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단계와 고려사항들을 제안 할 수 있었다.

197-214.
Shibley, I., Amaral, K. E., Shank, J. D., & Shibley, L. R. (2011).
Designing a blended course: Using ADDIE to guide instructional
design. Journal of College Science Teaching, 40(6), 80.

안경주 외, (2014),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보건의료
과학연구, 3(1), 29-38
유효현, & 김정수. (2014).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
의약

프로그램 개발및 교육 효과. Korean J Med Educ, 26(3), 189-195.
Tzu-Chuan Hsu, (2014), Using the ADDIE Model to Develop
Online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on Caring for Nurses in
Taiwan, J Contin Educ Nurs, 45(3), 124-131

윤성원. (2016). 합창 활동을 위한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 모형 탐구. 음
악교육공학, (29), 21-39.
예체
능

Lu, P. C. (2006). The integration of e-learning platform in Arts
and

Humanities

project-based

curriculum:

learning.

The

The

“Digital

International

picture
Journal

book”
of

Arts

Education, 4(2), 84-108.

이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각 계열별로 ADDIE 단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계열별 연구를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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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각 계열별로 ADDIE 단계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계열별 연구를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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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연구결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개발의 연계를 [그림 Ⅳ-1]와 같은 전략
적 체제(Strategic System)모델로서 설명하였다.

A .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ADDIE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ADDIE모형을 이
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모형의 관계에 대
해 먼저 파악해 보았다.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ADDIE 모형
은 모두 바탕이 되는 기본 이론이 있다. 이처럼 하나의 이론을 다른 이
론의 시각으로 분석을 할 때는 두 이론적 배경 사이의 관계가 분석의 근
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는 곧 분석의 관점으로써도 활용이 가능하
다. 따라서 두 이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ADDIE 모형은 일반적인 교수체제설계(ISD) 과정의 ‘분석-설계-개
발-시행-평가’의 두문자를 딴 모형이며, 교수체제설계 이론에 기본적
이론체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먼저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이론과
교수체제설계 이론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핵심을 최종 성과
(exit

outcome)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한다는

[그림 Ⅳ-1] 전략적 체제모델(Dubois, 1993)

관점

(Cumming & Ross, 2008)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

Dubois의 전략적 체제 모델은 ISD모델의 공통적 5가지 활동인 분석,

을 기반으로 한 역량중심 교육과정(CBC)의 범위로 확장시켜 관련성을

설계, 개발, 시행, 평가의 틀과 흡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과중심 교육과정 뿐 아니라 역량중심 교

있어 체제(system)적 접근과 역량모델링7)(competency modeling), 그

육과정의 개발 이론과 교수체제설계 이론 까지 개념을 확장시켜 관계를

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책을 강조함으로써 역량중심의 수행체제

설명하고자 하였다.

(Competency-Based Performance System)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1 . 개념적 접근

략적 경영 방침 및 사업 계획의 실현과 그 조직 및 구성원이 목적 달성을

7) 역량 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은 McLagan(1989)이 제시한 개념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직무군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
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성과와 역량의 개념은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설명 되겠지만,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서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학습자들이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하는 성과(exit outcome)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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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중심의 수행체제(Competency-Based Performance System)
Dubois(1993)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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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중심의 수행체제(Competency-Based Performance System)
Dubois(1993)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ISD모델의 적용체제에서는 미래의 예상되는

는 과정이나 교육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의 접

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편적이고 단

근을 시도하지만, CBC기법과 같은 역량 중심의 수행 체제 모델을 적용

기적인 안목의 접근방식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러한 자각의 일환으로

할 때는 조직 차원의 성과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최고 수준

Motorola University에서는 ‘역량중심의 수행체제’ 속에 ISD모델을

의 수행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학습 지원책을 개발하는 장기

접목시킨 역량중심 교육과정(CBC : Competency-Based Curriculum)

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을 개발하게 되었다(윤여순, 1998; 김판욱 외, 2010). 즉, 어떤 수행

최욱(2002)은 DACUM과 CBC는 각각 교육체계를 성공적으로 수립

(performance) 또는 성과가 일어나기 위한 체제로써 그 사고의 중심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비되고 실행되어야 할 절차와 전제 조건에서 상이

역량(competency)에 두는 ‘역량중심 수행체제’라는 전략적 접근방식

한 접근 방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욱(2002)은 역량기반 훈련 및

에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라는 체제(system)적인 모델이 접

개발은 거시적이고 폭 넓은 안목으로 교육 프로그램 체계 수립에 접근하

목되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본적 개념 틀(framework)

는 방법으로 DACUM이 직무교육에 치중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이 만들어진 것이다.

을 열어 놓았으며, 반면에 역량기반 훈련 및 개발은 거시적인 프로그램
체계를 정립하는 데는 실효성 높은 기법을 제공해주지만 각 프로그램별

역량중심 수행체제 + 교수체제설계(ISD) = 역량중심 교육과정(CBC) 개발

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미시적인

기법에서는

DACUM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임우섭(2004)은 핵심역량 기반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발한 CBC와 기

2 . 사례를 통한 접근

존의 ISD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교과목이 34% 정도가 다르게 나타
났다고 하였다. 또한 CBC와 기존의 직무중심 교육과정(ISD)과의 비교

기업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ISD모델 / DACUM8)기법/ CBC개

를 통해서 ① CBC가 기존의 ISD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업

발’을 서로 비교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연구가

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술이 두 교육과정에 모두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먼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ISD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② 현재 기존의 강의식 교수방법으로 교

모델과 CBC개발 기법 사이의 특징에 대한 비교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육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 교과목이 새로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관련성을 분석해보도록 하였다.

토의식 및 유도토론식과 같은 유연하고 참여적인 교수방법을 필요로 하

먼저 ISD모델과 CBC개발 과정을 비교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 있다고 하였다.

윤여순(1998)은 DACUM기법과 같은 종래의 ISD 모델 적용 체제에

한승록(2008)은 CBC개발과정은 종래 학교교육상황에서 주로 다루어

서는 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개발에 목적을 두고 요구되

져왔단 ISD와 차별화된다고 주장하며, 그 중에서 ISD모형의 ‘분석단
계’가 CBC모형에서는 ① 요구분석, ② 역량모델, ③ 격차분석(Gap

8)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 기법은 기본적인 ISD모델을 각 조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방법 중 하나로, 특정한 직책이나 직업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의
내용과 필요한 능력을 파악하여 해당능력을 기반으로 직무분석을 하여 교육과정 개발
하는 방법이다(Norton, 1997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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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그림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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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단편적이고 단

근을 시도하지만, CBC기법과 같은 역량 중심의 수행 체제 모델을 적용

기적인 안목의 접근방식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러한 자각의 일환으로

할 때는 조직 차원의 성과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최고 수준

Motorola University에서는 ‘역량중심의 수행체제’ 속에 ISD모델을

의 수행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학습 지원책을 개발하는 장기

접목시킨 역량중심 교육과정(CBC : Competency-Based Curriculum)

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접근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을 개발하게 되었다(윤여순, 1998; 김판욱 외, 2010). 즉, 어떤 수행

최욱(2002)은 DACUM과 CBC는 각각 교육체계를 성공적으로 수립

(performance) 또는 성과가 일어나기 위한 체제로써 그 사고의 중심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비되고 실행되어야 할 절차와 전제 조건에서 상이

역량(competency)에 두는 ‘역량중심 수행체제’라는 전략적 접근방식

한 접근 방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욱(2002)은 역량기반 훈련 및

에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라는 체제(system)적인 모델이 접

개발은 거시적이고 폭 넓은 안목으로 교육 프로그램 체계 수립에 접근하

목되어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본적 개념 틀(framework)

는 방법으로 DACUM이 직무교육에 치중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이 만들어진 것이다.

을 열어 놓았으며, 반면에 역량기반 훈련 및 개발은 거시적인 프로그램
체계를 정립하는 데는 실효성 높은 기법을 제공해주지만 각 프로그램별

역량중심 수행체제 + 교수체제설계(ISD) = 역량중심 교육과정(CBC) 개발

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미시적인

기법에서는

DACUM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임우섭(2004)은 핵심역량 기반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발한 CBC와 기

2 . 사례를 통한 접근

존의 ISD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교과목이 34% 정도가 다르게 나타
났다고 하였다. 또한 CBC와 기존의 직무중심 교육과정(ISD)과의 비교

기업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ISD모델 / DACUM8)기법/ CBC개

를 통해서 ① CBC가 기존의 ISD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업

발’을 서로 비교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연구가

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기술이 두 교육과정에 모두 상당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먼저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ISD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② 현재 기존의 강의식 교수방법으로 교

모델과 CBC개발 기법 사이의 특징에 대한 비교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육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 교과목이 새로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으며,

관련성을 분석해보도록 하였다.

토의식 및 유도토론식과 같은 유연하고 참여적인 교수방법을 필요로 하

먼저 ISD모델과 CBC개발 과정을 비교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 있다고 하였다.

윤여순(1998)은 DACUM기법과 같은 종래의 ISD 모델 적용 체제에

한승록(2008)은 CBC개발과정은 종래 학교교육상황에서 주로 다루어

서는 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개발에 목적을 두고 요구되

져왔단 ISD와 차별화된다고 주장하며, 그 중에서 ISD모형의 ‘분석단
계’가 CBC모형에서는 ① 요구분석, ② 역량모델, ③ 격차분석(Gap

8) DACUM (Developing a Curriculum) 기법은 기본적인 ISD모델을 각 조직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방법 중 하나로, 특정한 직책이나 직업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작업의
내용과 필요한 능력을 파악하여 해당능력을 기반으로 직무분석을 하여 교육과정 개발
하는 방법이다(Norton, 1997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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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그림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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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고성과자 특성분석, ② 성과와 역량개발, ③ 성취수준과 평가방
법 수립, ④ 성과, 역량의 교육과정 맵핑, ⑤ 교육과정 체계화와 같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그림 Ⅳ-3].
[그림 Ⅳ-2] ISD모형과 CBC모형의 비교(한승록, 2008)

왕윤찬(2009)의 연구에서는 CBC개발과정이 기존의 연구에서 직무분
석(Task or Job Analysis) 중심의 ISD모델에 비해 역량분석 중심(이
동희, 2006)이라는 차이점과 ISD모델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반해 CBC개발과정은 조직차원에 성과증대를 목적(윤여순,
1998; 최욱, 2002)으로 나타낸다는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차이

[그림 Ⅳ-3]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단계(안재희 외, 2013)

점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 범위가 ISD는
주로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CBC개발과정은 직무역량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ISD모형과 CBC(또는 OBC)개발과정을 비교한 연구를 정리
하면 다음 <표 Ⅳ-1>와 같다.

그 개발 범위를 훨씬 포괄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또 하나는 개발절차에
서 강조점의 차이를 들었다. ISD는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
가’와 ‘피드백’을 하는 절차로서 교육과정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체제 전체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CBC개발과정은 주로 역량모델링을
강조하면서 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학교육 분야에서도 CBC개발과정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성과중
심 교육과정(OBC)과정과 ISD모형과의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기
존의 연구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표 Ⅳ-1> CBC개발 과 ISD의 비교
연구자

험으로 다루기 때문에,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윤여순
(1998)
최욱
(2002)

-CBC 개발과정이 거시적인 프로그램
체계정립

-ISD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 도출 미흡

임우섭
(2004)

-기초적 지식과 기술이 상당부분 겹침(교과목 66% 동일) (유사점)

한승록
(2008)

ISD의 ‘분석단계’가 CBC개발에서는 ‘요구분석, 역량모델, 격차분석의 세 단계로 구분

왕윤찬
(2009)

<개발범위>
조직역량 전체 : 인적, 비인적 역량(기
초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절차상 강조점>
역량모델링 강조(피드백 없음)

<개발범위>
직무(Job)능력 개발
<절차상 강조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체를 강조
(피드백 있음)

안재희
외
(2013)

<개발단계>
졸업생들의 성과에 주목하고 이를 성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내
용 또는 학습경험으로 다룸

<개발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기반을 둔
교육 실시 후, 교육의 성과 측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기반 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의 성과를 측정
했던 전통적인 교육과정(ISD) 개발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즉, 전통적인 ISD모형과 비교하여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단계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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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목적 : 지식, 스킬 개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의 접근

안재희 외(2013)의 연구에서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졸업생들의 성과
에 주목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내용 또는 학습경

CBC (OBC) 개발
-목적 : 비즈니스 성과 증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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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및 고성과자 특성분석, ② 성과와 역량개발, ③ 성취수준과 평가방
법 수립, ④ 성과, 역량의 교육과정 맵핑, ⑤ 교육과정 체계화와 같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그림 Ⅳ-3].
[그림 Ⅳ-2] ISD모형과 CBC모형의 비교(한승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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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Task or Job Analysis) 중심의 ISD모델에 비해 역량분석 중심(이
동희, 2006)이라는 차이점과 ISD모델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반해 CBC개발과정은 조직차원에 성과증대를 목적(윤여순,
1998; 최욱, 2002)으로 나타낸다는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차이

[그림 Ⅳ-3]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단계(안재희 외, 2013)

점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 범위가 ISD는
주로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CBC개발과정은 직무역량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ISD모형과 CBC(또는 OBC)개발과정을 비교한 연구를 정리
하면 다음 <표 Ⅳ-1>와 같다.

그 개발 범위를 훨씬 포괄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또 하나는 개발절차에
서 강조점의 차이를 들었다. ISD는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
가’와 ‘피드백’을 하는 절차로서 교육과정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체제 전체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CBC개발과정은 주로 역량모델링을
강조하면서 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학교육 분야에서도 CBC개발과정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성과중
심 교육과정(OBC)과정과 ISD모형과의 차이점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기
존의 연구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표 Ⅳ-1> CBC개발 과 ISD의 비교
연구자

험으로 다루기 때문에,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윤여순
(1998)
최욱
(2002)

-CBC 개발과정이 거시적인 프로그램
체계정립

-ISD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 도출 미흡

임우섭
(2004)

-기초적 지식과 기술이 상당부분 겹침(교과목 66% 동일) (유사점)

한승록
(2008)

ISD의 ‘분석단계’가 CBC개발에서는 ‘요구분석, 역량모델, 격차분석의 세 단계로 구분

왕윤찬
(2009)

<개발범위>
조직역량 전체 : 인적, 비인적 역량(기
초역량,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절차상 강조점>
역량모델링 강조(피드백 없음)

<개발범위>
직무(Job)능력 개발
<절차상 강조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체를 강조
(피드백 있음)

안재희
외
(2013)

<개발단계>
졸업생들의 성과에 주목하고 이를 성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내
용 또는 학습경험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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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기반을 둔
교육 실시 후, 교육의 성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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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목적 : 지식, 스킬 개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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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ADDIE 분석
이와 같은 ISD모형과 CBC개발과정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왕윤찬
(2009)은 두 교육과정 개발모형의 장점을 융합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

본 연구에서는 일개 의과대학의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발·운영체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림 Ⅳ-4]. 이 모형은 ‘역량중심

방법으로 다양한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특징을 비

수행체제’를 이용한 개념적 접근을 이용한 관련성에서 제시된 바와 유

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는 각 전공별로 ADDIE 모형의 단계

사한 형태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를 구분한 관점을 활용하기 위해 ADDIE 모형에 기반을 둔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의 전공은 학과의 목적과 주요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
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학제구분에 따라 ‘인문, 사
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의 7대 계열로 나누었다(한국교육
개발원, 2017). 그리고 각 계열에서 전공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대표성

[그림 Ⅳ-4] 왕윤찬(2009)의 연구에서 제안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체제

을 띄는 국내연구를 1편 내지 2편, 국외연구 1편을 분석대상인 선행연
구로 선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성과)모델링을 중심으로 학
생들이 결론적으로 달성해야할 성과에 기반을 두어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수전략 등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수체제설계(ISD) 모형은 ‘분
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각 단계 따라 과정을 단계별 내용을 중
심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과정은 ADDIE 모형에 따라 a. 분석단계, b. 설
계단계, c. 개발단계, d. 시행단계, e. 평가단계 로 나누어 구분한 뒤, 각
단계별 특성을 비교하는 횡적 분석과, 각 계열별‘분석-설계-개발-시
행-평가’의 단계가 어떤 분포, 어떤 특징으로 나타났는지를 비교하는
종적인 분석을 구분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성과를 중심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 교수법, 평가방법
등이 결정되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체를 강조하며, 각 단계별로 목표에 맞게 실시되는 ISD 모형의 관점
으로 분석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를 설정(또는 역량
모델링)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개
발하고, 시행하고, 평가 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 횡적 분석 결과
a. 분석(analysis) 단계
분석단계는 학습과 관련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분석, 학습자 특성·
역량에 대한 분석, 교육과정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석, 그리고
해당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하는 직무 또는 과제를 분석으
로 세부 구성요소를 나누었다. 즉, 분석단계는 이러한 세부 구성요소를
토대로 어떠한 교육과정을 개발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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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ADDI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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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의 7대 계열로 나누었다(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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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띄는 국내연구를 1편 내지 2편, 국외연구 1편을 분석대상인 선행연
구로 선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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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결론적으로 달성해야할 성과에 기반을 두어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수전략 등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수체제설계(ISD) 모형은 ‘분
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각 단계 따라 과정을 단계별 내용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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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과정은 ADDIE 모형에 따라 a. 분석단계, b. 설
계단계, c. 개발단계, d. 시행단계, e. 평가단계 로 나누어 구분한 뒤, 각
단계별 특성을 비교하는 횡적 분석과, 각 계열별‘분석-설계-개발-시
행-평가’의 단계가 어떤 분포, 어떤 특징으로 나타났는지를 비교하는
종적인 분석을 구분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성과를 중심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 교수법, 평가방법
등이 결정되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체를 강조하며, 각 단계별로 목표에 맞게 실시되는 ISD 모형의 관점
으로 분석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를 설정(또는 역량
모델링)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개
발하고, 시행하고, 평가 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 횡적 분석 결과
a. 분석(analysis) 단계
분석단계는 학습과 관련된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분석, 학습자 특성·
역량에 대한 분석, 교육과정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분석, 그리고
해당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하는 직무 또는 과제를 분석으
로 세부 구성요소를 나누었다. 즉, 분석단계는 이러한 세부 구성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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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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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DDIE 모형의 이론에 따라 분석단계를 요구분석, 환경 분석, 학

또한 공학계열에서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것 외에 새로운 교수설

습자 분석, 직무·과제분석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를 <표 Ⅳ

계(창의공학 설계)방식을 도입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학습매체(media)

-2>와 같이 세부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 지었다.

를 이용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교수설계방식이

<표 Ⅳ-2>에서 가장 먼저 파악 할 수 있는 특징은 7대 계열의 선행
연구에서 분석단계의 각 세부 항목들이 모두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나, 매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분석단계에서 함
께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는 점이다. 즉,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모든 계열에서 분석단계에서 요구
분석, 환경분석, 학습자 분석, 직무 및 과제분석의 단계를 유사하게 경험
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의 범위와 대상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도 나타난다. 첫째,
분석 범위에서의 차이이다. <표 Ⅳ-2>를 보면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에서는 분석의 범위가 교수-학생의 특성·요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
어진 데 반해,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은 교수-학생 외에 해당 전공
을 졸업자가 일하게 될 조직의 관리자(상급자), 동료, 미래의 교육성과
에 대한 수요자(환자, 학교의 학생·학부모)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분석
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직무 또는 과제 분석에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무
또는 과제는 본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직무 혹은 지식(knowledge)·기
술(skill)·태도(attitude)의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얻게 될 최종 성과
(exit outcome)를 말한다. 따라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직무 또
는 과제를 살펴보면 ‘가르쳐야할(배워야할) 내용의 특성’이 어떠한 것
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공학, 사회, 교육, 의약 계열은 교육
을 통해 ‘얻게 될 직업과 관련된 역량’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분석단계에서 특징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사회계열의 선행연구
에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요구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에서 가
르쳐야할 내용을 고정시켜두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요구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 47 -

- 48 -

먼저 ADDIE 모형의 이론에 따라 분석단계를 요구분석, 환경 분석, 학

또한 공학계열에서는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것 외에 새로운 교수설

습자 분석, 직무·과제분석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를 <표 Ⅳ

계(창의공학 설계)방식을 도입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학습매체(media)

-2>와 같이 세부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 지었다.

를 이용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교수설계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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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분석단계의 각 세부 항목들이 모두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나, 매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분석단계에서 함
께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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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환경분석, 학습자 분석, 직무 및 과제분석의 단계를 유사하게 경험
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의 범위와 대상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도 나타난다. 첫째,
분석 범위에서의 차이이다. <표 Ⅳ-2>를 보면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에서는 분석의 범위가 교수-학생의 특성·요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
어진 데 반해,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은 교수-학생 외에 해당 전공
을 졸업자가 일하게 될 조직의 관리자(상급자), 동료, 미래의 교육성과
에 대한 수요자(환자, 학교의 학생·학부모)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분석
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직무 또는 과제 분석에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직무
또는 과제는 본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직무 혹은 지식(knowledge)·기
술(skill)·태도(attitude)의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얻게 될 최종 성과
(exit outcome)를 말한다. 따라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직무 또
는 과제를 살펴보면 ‘가르쳐야할(배워야할) 내용의 특성’이 어떠한 것
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공학, 사회, 교육, 의약 계열은 교육
을 통해 ‘얻게 될 직업과 관련된 역량’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분석단계에서 특징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사회계열의 선행연구
에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요구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에서 가
르쳐야할 내용을 고정시켜두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요구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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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분석(Analysis) 단계)

학습자 분석
학습매체(media)
분석

②조직 분석/

내용특성 분석

교육자료
분석(특징파악)

많이 고민한
목표 확인

배우고 싶은
내용/
간호사 학습요구
분석 (개별, 그룹)/
환자와 일대일면담

수업환경특성
(시수, 매체)

(의과대학에서)
강좌의 필요성/

학습자 특성

과거 유사과목
분석(전공지식)

수강경험

과정의 목표확인

병원철학, share
,내용 특성

프레임워크

(연습실 안, 밖

(학습목표 작성

학습) 연습목표,

창의공학 설계
전문가 팀 구성
(공학, 교육학,
창의력 전문가),

연습환경특성(연
습실 밖 연습
가능여부)

의약

지휘자 및
합창단원 특성
(기본소양,
스타일, 개별연습
가능여부)

자연

강의환경,
온·오프라인
(시설, 프로그램 등)

(현행교육과정과
비교) 과목의
필요성

컴퓨터교육환경

교육목적, 목표
설정(상황,대상,
내용,기대효과),
학습자 비서직무
역량/
학습자(참여자)
특성

유아교사(학습자)
직급,학력,
연령,경력,유아연령
/컴퓨터에 대한
태도

내용 선정
(합목적성)
학습자 특성

(연령, 경험)
학습자

③요구분석,
직무(KSA)분석
정의

④학습자 분석
기술(통역)

직업세계의 요구

/교육목적, 목표
비서직

지식(내용),

과제

유아교사/예비유
아교사/ 관리자/
(설문,면담) /
전문가 협의회/

(A)

직무분석 (NCS1))

직무 및

①조직의
정체성 확립/

이전학습 모듈
결과이용 목표, 지침제공
후 참여자에
맞게 조절

분

학생수준 인식
(인터뷰,
자격증, 사전
공부기간)/
교육요구(내용
전문가, 교수자,
교육설계자 등)

환경

가르쳐야 할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설정,
(철학, 심리)

교육

후) 그 중
학생들이 가장

사회

요구

석

2)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주 1)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영역

예체능
공학
인문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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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계(design) 단계

설계단계에서는 교육목적·목표를 토대로 졸업성과 또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역량)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교육목적·목표 또는 성과를 바

탕으로 평가도구를 설계하고, 교육내용(프로그램)을 조직화·계열화 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교육목적·목표 또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전략이

나 교수매체도 설정하게 된다. 이처럼 내용을 조직화·계열화 하는 과정에

서는 과정 전체시간표 혹은 모듈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설계 단계를 이론에 따라 수행목표 명세화, 평가도구의 설계, 프로그램 구

조화 및 계열화, 교수전략 수립, 교수매체선정 단계로 나누고, 세부 요소에

맞추어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표 Ⅳ-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설계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부분은 분석단계와 마찬가지로, 세부 구

성요소인 수행목표 명세화, 평가도구의 설계,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교수전략 수립, 교수매체 선정의 항목들 대부분이 모든 세부 구성요소에

표현된 바와 같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요소간의 관계에서는 수행목표를

명세화 하고, 목표(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구조화·계열화를 하게 되고, 그

에 따라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교수매체 선정하는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

진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차이점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수행목표를 명세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 계열화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를 토대로 하기 보다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고, ‘내용’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분석단계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는 직무

또는 과제에 대한 분석의 대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에 초점을 둔 것

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내

용 보다는 해당 계열에서 나아갈 직무 역량, 성과, 교육목표 등에 기초하여

수행목표를 명세화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조화 하고 계열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Ⅳ-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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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계(design) 단계

내용특성 분석

량)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교육목적·목표 또는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도구

프레임워크

2)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를 설계하고, 교육내용(프로그램)을 조직화·계열화 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교육
목적·목표 또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교수전략이나 교수매체도 설정하게 된다.
이처럼 내용을 조직화·계열화 하는 과정에서는 과정 전체시간표 혹은 모듈이 만
들어 지기도 한다.
설계 단계를 이론에 따라 수행목표 명세화, 평가도구의 설계,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교수전략 수립, 교수매체선정 단계로 나누고, 세부 요소에 맞추어 선행연
구를 분석하면 <표 Ⅳ-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설계 부분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부분은 분석단계와 마찬가지로, 세부 구성요소인
수행목표 명세화, 평가도구의 설계,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교수전략 수립, 교
수매체 선정의 항목들 대부분이 모든 세부 구성요소에 표현된 바와 같이 잘 시행되

(대학원생)

,내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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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요소간의 관계에서는 수행목표를 명세화 하고, 목표(내용)에 따라 프로
주 1)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의 영역

④학습자 분석
정의

직업세계의 요구
과제

기술(통역)

(연습실 안, 밖

병원철학, share

②조직 분석/

③요구분석,
직무(KSA)분석
/교육목적, 목표

직무 및

지식(내용),

비서직

직무분석 (NCS1))
가르쳐야 할

(연령, 경험)

학습자
석

(A)

분

과정의 목표확인

수강경험
분석(전공지식)

①조직의
정체성 확립/

내용 선정
(합목적성)

유아교사(학습자)
직급,학력,
연령,경력,유아연령
/컴퓨터에 대한
태도
학습자 비서직무
역량/
학습자(참여자)
특성
학습자 특성

환경

(현행교육과정과
비교) 과목의
필요성
강의환경,
온·오프라인
(시설, 프로그램 등)

요구

학습) 연습목표,

학습자 분석
학습매체(media)
분석
학습자 특성

과거 유사과목

연습환경특성(연
습실 밖 연습
가능여부)
(의과대학에서)
강좌의 필요성/
수업환경특성
(시수, 매체)
교육목적, 목표
설정(상황,대상,
내용,기대효과),
컴퓨터교육환경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설정,
(철학, 심리)

교육자료
분석(특징파악)

많이 고민한
목표 확인

배우고 싶은
내용/
간호사 학습요구
분석 (개별, 그룹)/
환자와 일대일면담
후) 그 중
학생들이 가장

(학습목표 작성

창의공학 설계
전문가 팀 구성
(공학, 교육학,
창의력 전문가),

유아교사/예비유
아교사/ 관리자/
(설문,면담) /
전문가 협의회/
이전학습 모듈
결과이용 목표, 지침제공
후 참여자에
맞게 조절
학생수준 인식
(인터뷰,
자격증, 사전
공부기간)/
교육요구(내용
전문가, 교수자,
교육설계자 등)

자연
공학
교육
사회
인문

<표 Ⅳ-2>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분석(Analysis) 단계)

의약

예체능

지휘자 및
합창단원 특성
(기본소양,
스타일, 개별연습
가능여부)

설계단계에서는 교육목적·목표를 토대로 졸업성과 또는 프로그램 성과(또는 역

그램 구조화·계열화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교수매체 선정
하는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차이점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수행목표를 명세화를 하고 프로그
램을 구조화, 계열화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성과를 토대로 하기 보다는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내용’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분
석단계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는 직무 또는 과제에 대한 분석의 대상으
로 ‘가르쳐야 할 내용’에 초점을 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
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내용 보다는 해당 계열에서 나아갈 직무 역량, 성
과, 교육목표 등에 기초하여 수행목표를 명세화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조화
하고 계열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Ⅳ-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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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온라인/ 모바일/
영상

선정

<시행에서>

교수매체

수립

교수전략

(정보) 내용 구성,
Level 구성, 설계

시스템유형설정

자료 및 게제,

수업방법

(기업교육)/

교수전략 수립

공학

협동학습

PBL, 프로젝트법,

강의법, 토의법,

(내용에 따른 전략)

② 학습목표에
따른 수업계획

1) 내용 계열화

① KSA기반
학습목표 설정

2) 내용에 따른
목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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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통합형 교육

시각자료, 기술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내용결정, 교과목
배정)

수행 목적, 목표
명세화

교육목표의
적절성, 명확성,
포괄성
- 목표달성
체크에 활용 모듈/주차별
수행목표
(독서,글쓰기,
듣기,말하기)

영역별 교육내용
구성/학점/
(이론,실습),
교과편성적절성/

교육

사회

인문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D)

각 단계들이 유사한 맥락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

설

등)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ADDIE의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이처럼 계열별 특성에 따라 연관성의 강도, 초점이 되는 내용(성과 특성, 내용 특성

설계

설계단계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특성을 볼 수 있다.

횟수, 방식
(중간/기말, 구술)
채점기준제시

상관없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분석단계에서 나타난 특징이

평가도구

수행
목표
명세화

이처럼 분석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이어져오는 유기적인 연관 관계의 특성은 계열에
수업목표에 따른
자료활용, 전략/
플립러닝//
블랜디드 수업

목표를 고려한
내용선정 /
선행학습 구성
교수방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동료평가

간단한 퀴즈,

자연

의약

(병원자체 온라인)

매체설정

자기성찰보고서, TBL

워크숍, 사례분석,

(모델링,영상), 역할극,

교수전략

학습목표 따라
Course단위,
내용선정
(틀 마련)

평가도구 설계

(요구조사, 역량
기반) 수행목표
/프로그램
성과목표(PO)
도출

<표 Ⅳ-3>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설계(Design) 단계)

[그림 Ⅳ-5] 계열에 따른 설계 단계의 연계성 차이
합창활동 선정

학습위한

연습실 안

합창활동 선정 /

학습위한

연습실 밖

process & step

교수내용선정 및
재구성(목표에
따른 교실밖수업,
기본/자율/심화
연습 구성) /

종료시 평가도구
설계

objective/proc
ess,time,/reso
urce/assessm
ent Design

예체능

[그림 Ⅳ-5] 계열에 따른 설계 단계의 연계성 차이

이처럼 분석 단계에서 설계 단계로 이어져오는 유기적인 연관 관계의
특성은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으로 인해
분석단계에서 나타난 특징이 설계단계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특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계열별 특성에 따라 연관성의 강도, 초점이 되는 내용(성과 특
성, 내용 특성 등)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ADDIE의 각 단계들이 유사한 맥락으로 관련성을 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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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설계(Design) 단계)

수행
목표
명세화
평가도구
설계

설
계
(D)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교수전략
수립

인문

사회

교육

공학

모듈/주차별
수행목표
(독서,글쓰기,
듣기,말하기)

교육목표의
적절성, 명확성,
포괄성
- 목표달성
체크에 활용 -

수행 목적, 목표
명세화

2) 내용에 따른
목표선정

① KSA기반
학습목표 설정

횟수, 방식
(중간/기말, 구술)
채점기준제시

(정보) 내용 구성,
Level 구성, 설계

간단한 퀴즈,
동료평가

영역별 교육내용
구성/학점/
(이론,실습),
교과편성적절성/

교수전략 수립
<시행에서>

자연

(기업교육)/
수업방법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내용결정, 교과목
배정)

1) 내용 계열화

② 학습목표에
따른 수업계획

(내용에 따른 전략)
시각자료, 기술

강의법, 토의법,

통합형 교육

PBL, 프로젝트법,
협동학습

목표를 고려한
내용선정 /
선행학습 구성
교수방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수업목표에 따른
자료활용, 전략/
플립러닝//
블랜디드 수업

의약

예체능

(요구조사, 역량
기반) 수행목표
/프로그램
성과목표(PO)
도출

objective/proc
ess,time,/reso
urce/assessm
ent Design

평가도구 설계

종료시 평가도구
설계

학습목표 따라
Course단위,
내용선정
(틀 마련)

교수내용선정 및
재구성(목표에
따른 교실밖수업,
기본/자율/심화
연습 구성) /

process & step
교수전략
(모델링,영상), 역할극,
워크숍, 사례분석,
자기성찰보고서, TBL

연습실 밖
학습위한
합창활동 선정 /
연습실 안

교수매체

온라인/ 모바일/

자료 및 게제,

웹사이트,

매체설정

학습위한

선정

영상

시스템유형설정

어플리케이션

(병원자체 온라인)

합창활동 선정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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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발(development) 단계

물론 교육목적과 관련하여 연습자료, 연습활동을 계획하겠지만, 선행연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수행목표 명세서 또는 구조화·

구에서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습 환경(연습실 안/ 연

계열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수자료나 교수 프로그램의 초안 제작

습실 밖)’에 따른 연습 자료를 개발하고, 실제 연습단계를 구체화 하는

이 이루어진다. 연구에 따라서는 형성평가(pilot test)를 실시하여 수정

부분이 특징적이며, 그 외 계열에서는 교육목적 또는 내용에 따라 설계

하고 보완한 뒤에 최종적으로 과정성과, 단원성과를 포함하여 이론 강

단계에서 구조화·계열화를 시켜둔 부분에 대한 강의계획(안)과 교육 자

의, 실습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계획안 또는 시간표를 만

료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의약계열이 개발단

들어 내는 과정으로 진행이다.

계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국내, 국외 모든 연구에서 언급된 비중이 작아

이 단계는 설계를 구체화 시키는 단계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설계단

지는 특징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타 분야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계와 연관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개발 단

개발, 시행 단계로 갈수록 더 내용이 자세히 되고, 그 비중 또한 높아지

계에서의 선행연구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면 <표 Ⅳ-4>과

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설계단계와 연관되어 개발단계가 진행
된다고 언급되거나, 단계구분 자체를 ‘설계 & 개발’로 묶어서 진행된
연구가 많이 나타난 점이다. 즉, 설계에 따라서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강
의계획서 또는 강의안을 개발하는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은 [그림 Ⅳ-6]과 같이 모든 전공 계열에서 설계에 따라 교육
자료를 만들고, 수업계획서(안)을 제작하는 점에서 개발단계와 설계단계
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Ⅳ-6] 설계 단계와 개발단계의 유기적 연관성

또한 이러한 유기적 연관성으로 인해, 사회계열, 공학계열과 같이 설계
단계에서 언급되어야 할 세부 구성요소가 개발단계에서 언급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차이점이 있는 특징들도 있다. 첫째, 예체능 계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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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발(development) 단계

물론 교육목적과 관련하여 연습자료, 연습활동을 계획하겠지만, 선행연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수행목표 명세서 또는 구조화·

구에서 집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연습 환경(연습실 안/ 연

계열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수자료나 교수 프로그램의 초안 제작

습실 밖)’에 따른 연습 자료를 개발하고, 실제 연습단계를 구체화 하는

이 이루어진다. 연구에 따라서는 형성평가(pilot test)를 실시하여 수정

부분이 특징적이며, 그 외 계열에서는 교육목적 또는 내용에 따라 설계

하고 보완한 뒤에 최종적으로 과정성과, 단원성과를 포함하여 이론 강

단계에서 구조화·계열화를 시켜둔 부분에 대한 강의계획(안)과 교육 자

의, 실습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계획안 또는 시간표를 만

료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의약계열이 개발단

들어 내는 과정으로 진행이다.

계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국내, 국외 모든 연구에서 언급된 비중이 작아

이 단계는 설계를 구체화 시키는 단계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설계단

지는 특징도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타 분야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계와 연관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개발 단

개발, 시행 단계로 갈수록 더 내용이 자세히 되고, 그 비중 또한 높아지

계에서의 선행연구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면 <표 Ⅳ-4>과

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설계단계와 연관되어 개발단계가 진행
된다고 언급되거나, 단계구분 자체를 ‘설계 & 개발’로 묶어서 진행된
연구가 많이 나타난 점이다. 즉, 설계에 따라서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강
의계획서 또는 강의안을 개발하는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징은 [그림 Ⅳ-6]과 같이 모든 전공 계열에서 설계에 따라 교육
자료를 만들고, 수업계획서(안)을 제작하는 점에서 개발단계와 설계단계
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Ⅳ-6] 설계 단계와 개발단계의 유기적 연관성

또한 이러한 유기적 연관성으로 인해, 사회계열, 공학계열과 같이 설계
단계에서 언급되어야 할 세부 구성요소가 개발단계에서 언급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차이점이 있는 특징들도 있다. 첫째, 예체능 계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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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개발(Development) 단계)

개발

작성 등 구체화, 검토

위한 연습자료 및
교실수업위한

및 수정

수업계획안 제작

위한 교수방법 및
(각 세부과목의

연습자료 개발

수업안내서,
가이드 작성,

방향제시)
보조자료가 명시된

(강의준비,

제작

연습단계(기본/자
강의계획서
플랫폼 제작)

학습목표,

강의계획서

학습자료와
,강의계획,

제작

연습실 밖 학습을
발

교수도구 개발/
도구 자료개발

(D)

연습실 안 활동을
학습개요,
온라인강의/제작

(good/bad care)
개발

율/심화)별 활동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준비사항)/
①학습목표에
따른 수업계획서
개

자료개발 (PPT,

Teaching
portpolio
(E-platform)
교수자료
교재개발

습위한 도구,
학습콘텐츠 제작

온라인 탑재) /
pilot test

과정(안)/ 활동지
계와 연관

조직/ 교수학습
설계단계 따라

교수자료개발,
영상촬영, 제작

설계단계에서
개발한
교수자료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단계

플립러닝선행학
차시 목표, 내용

교육과정 체계화,
교수매체 개발
(온라인)

교육

설계(D)단

(학습자료,보조자
료 포함) 교육교재
지도안, 학습자료,
교수자료

예체능
의약
자연
공학
사회
인문

전략 수립

작성 (국외연구)

주 1) 회색음영이 있는 부분은 설계단계-개발단계가 연관되어 제시되어 있음.
2)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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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행(implementation) 단계

시행단계는 개발(development)단계에서 제작한 강의 계획안에 따라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나타내는 단계를 말한다.

선행연구에서 시행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 및 설치’부분과‘유지 및 관리’부분으

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면 <표 Ⅳ-5>의 상단 부분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Ⅳ-5>를 보면 시행단계에서도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 각 세부

구성요소에서 모든 계열에 걸쳐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표현상의 특징에서 일부 차이점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표현을 보면, 사

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체계 구현’, ‘제시’프로세스 관리‘ 등의 표현이 자

주 나타나며, 이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 또는 팀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단계에서는 시행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는’형태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반면에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의 선행연구에서는 ‘진행’, ‘연습실시’와

같은 1인칭의 표현이 쓰인 것으로 보아 이제까지 진행된 단계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직

접‘실행했었다’고 서술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계열의 선행연구가 교육

과정에 대한 설계로부터 시행까지 동일한 교수 혹은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 전공의 계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직접 과목을 개설한 교수 외에 학교 또

는 외부 전문가와 같은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져 온 특징

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어떤 인지전략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지 까

지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발은 물론 특정 인지전략을 활용한 교수활동까
지 함께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밖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인문계열과 의약계열에서는 개발(development)단계

에서 pilot test를 실시하고 수정하여 개발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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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

율/심화)별 활동

연습단계(기본/자

연습자료 개발

말한다.

방향제시)

<표 Ⅳ-5>를 보면 시행단계에서도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 각 세부 구성요소에서 모든 계열에 걸쳐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공통점이

수업안내서,
가이드 작성,

(각 세부과목의

수 있다.

나타난다.
그러나 표현상의 특징에서 일부 차이점이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표현

플랫폼 제작)

작성 (국외연구)

관리‘ 등의 표현이 자주 나타나며, 이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
또는 팀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단계에서는 시행 될 수 있도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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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보조자료가 명시된

제작
(강의준비,

학습목표,

을 보면,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체계 구현’, ‘제시’프로세스

주 1) 회색음영이 있는 부분은 설계단계-개발단계가 연관되어 제시되어 있음.
2)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D)

제작

및 수정
발

개

,강의계획,

온라인강의/제작

강의계획서

학습자료와

학습개요,

학습콘텐츠 제작
pilot test

개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나타내는 단계를

관리’부분으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면 <표 Ⅳ-5>의 상단 부분과 같이 나타낼

교수-학습과정안
(학습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학습 자료 및
유의점, 학습
준비사항)/
①학습목표에
따른 수업계획서

교실수업위한

도구 자료개발

수업계획안 제작

(good/bad care)
온라인 탑재) /

자료개발 (PPT,

위한 교수방법 및

교수도구 개발/

연습실 안 활동을

위한 연습자료 및

Teaching
portpolio
(E-platform)
영상촬영, 제작

교수자료개발,

(학습자료,보조자
료 포함) 교육교재
지도안, 학습자료,

교수자료

작성 등 구체화, 검토

과정(안)/ 활동지
개발
계와 연관

설계(D)단

설계단계 따라

조직/ 교수학습

설계단계에서
개발한
교수자료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단계
차시 목표, 내용

시행단계는 개발(development)단계에서 제작한 강의 계획안에 따라 적절한

선행연구에서 시행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 및 설치’부분과‘유지 및

교재개발

습위한 도구,

플립러닝선행학

교수자료

교육과정 체계화,
교수매체 개발
(온라인)

예체능
의약
자연
공학
교육
사회
인문

<표 Ⅳ-4>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개발(Development) 단계)

연습실 밖 학습을

d. 시행(implementation) 단계

를 만들어주는’형태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인문, 자
연, 예체능 계열의 선행연구에서는 ‘진행’, ‘연습실시’와 같은 1인칭의
표현이 쓰인 것으로 보아 이제까지 진행된 단계를 토대로 어떤 방식으로 직
접‘실행했었다’고 서술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계열의 선행
연구가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로부터 시행까지 동일한 교수 혹은 학과에서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 전공의 계열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
도 직접 과목을 개설한 교수 외에 학교 또는 외부 전문가와 같은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져 온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특
히 인문계열에서는 어떤 인지전략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지 까지 구체적
으로 언급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발은 물론 특정 인지전략을 활용한 교수활동
까지 함께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밖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인문계열과 의약계열에서는 개발
(development)단계에서 pilot test를 실시하고 수정하여 개발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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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행단계에서 시행 후 변수를 고려하여 시행직전 pilot test를 실시하

열에서는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평가 내용

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내용), 교수매체 등을 수정하여 바로 시행

은 교수법, 내용, 상호작용 여부 등 수업 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가 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있다. 반면, 사회, 교육, 공학, 예체능 계
열에서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성취도 외에, 현업 활용도, 취업률 등 처

e. 평가(evaluation) 단계

음에 계획한 교육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 등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평가단계에서는 설계(design)단계에서 설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

외에도 교육목표의 성취와 관련된 설문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과정이 분석, 설계, 개발, 시행단계를 거쳐, 처음 설정한 교육목적·목표

있다. 또한 해당 직무에서 가지는 역량이라는 부분은 다양한 면에서 나

대로 제대로 개발이 된 것인지 평가하는 단계를 말한다. 평가방법은 교

타날 수 있기 때문에, Reflection report나 FGI와 같은 질적인 평가를

육과정 개발 의도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습득정도, 새로운 교수법·교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육매체에 대한 만족도, 교육과정에 전체에 대한 만족도, 학습 성과(또는
역량)와 같은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육을 통해 실
제 행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었는지, 그 분야의 발전
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와 같은 고차원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또한 인증
평가 혹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에 기초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
7개 계열의 선행연구에서 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 Ⅳ-5> 아래
에 제시하였다.
먼저 공통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열에서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계열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분석단계에서 목표 성과를 해당 직무에 대한 능력으로 보느냐,
내용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DDIE 모형의 평가 단계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수행
(performance)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전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지어 평가단계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기존의 다른 단계와 유사하게 인문, 자연, 예체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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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행단계에서 시행 후 변수를 고려하여 시행직전 pilot test를 실시하

열에서는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평가 내용

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내용), 교수매체 등을 수정하여 바로 시행

은 교수법, 내용, 상호작용 여부 등 수업 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가 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있다. 반면, 사회, 교육, 공학, 예체능 계
열에서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성취도 외에, 현업 활용도, 취업률 등 처

e. 평가(evaluation) 단계

음에 계획한 교육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 등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

평가단계에서는 설계(design)단계에서 설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

외에도 교육목표의 성취와 관련된 설문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과정이 분석, 설계, 개발, 시행단계를 거쳐, 처음 설정한 교육목적·목표

있다. 또한 해당 직무에서 가지는 역량이라는 부분은 다양한 면에서 나

대로 제대로 개발이 된 것인지 평가하는 단계를 말한다. 평가방법은 교

타날 수 있기 때문에, Reflection report나 FGI와 같은 질적인 평가를

육과정 개발 의도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습득정도, 새로운 교수법·교

함께 실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육매체에 대한 만족도, 교육과정에 전체에 대한 만족도, 학습 성과(또는
역량)와 같은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육을 통해 실
제 행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었는지, 그 분야의 발전
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와 같은 고차원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또한 인증
평가 혹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에 기초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
7개 계열의 선행연구에서 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표 Ⅳ-5> 아래
에 제시하였다.
먼저 공통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열에서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계열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분석단계에서 목표 성과를 해당 직무에 대한 능력으로 보느냐,
내용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DDIE 모형의 평가 단계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수행
(performance)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
로, 이전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지어 평가단계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가 단계에서는 기존의 다른 단계와 유사하게 인문, 자연, 예체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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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시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단계)

등으로 수업
환경관리

피드백
식별

지속적 확인
학생평가,

평가목적설정,

전문가 6인
(수행평가, 동료·

평가영역확인

자문,

만족도 평가/
자기평가)

(목적,내용,참여자

연구모임을 통해

교육훈련 성과

-교수법, 내용,

(만족도, 학습자

교수평가

,운영),

평가

평가

연습실행 과정
(강의, 총괄평가)/

평가도구제작,

새롭게 도입된

(Reflection,

평가/ 결과 평가/
분석단계에서

평가실행//

수업방법,
가이드에 대한

FGI), 사전

플립러닝 전반에
사후평가

section 평가

걸친 모형 평가

정형화된 6개
질문과 함께 FGI

교수(자기평가,
Review)
교육자료관리,

교육과정운영성과

평

교육훈

상호작용-

성취도,

가

련 성과

교수설문(강의평

현업활용도,

(E)

평가

가), 학습자

취업률)/

성취평가,

목표달성도,

서술평가

장애요인 평가

달성 여부 확인

및 계열화

원활히

진행되는지

<설문개발>

목표로 한 부분

프로그램 구조화

학습목표와

변수고려해서

불일치 하는 부분

구현

퀴즈, 동료평가,
관리

전),
동기유발), 구현

pilot test 및
교수자관리,
바로 시행,

자기평가(시행

수정/교수매체/

교육프로세스가
유지 및

학습자관리,
학습자관리(참여

실행
획/교수방법,장소,
설치

유도,상담)/평가,
(pilot)Test 후
(I)

(상호작용용이)
수행평가(수시)
행

E-platform특성

의도된 방식대로

실행전 사전교육,

온라인 진행,

수업 진행

위한 실행준비/
날짜, 시수 결정/
사용 및 설치
수업취지설명(*))
교수·학습활동(계
사용 및

수업절차대로

실행 /

진행(자세히)
청킹/모방/인지전략
시

연습실 안 활동을
(학습자에게
교과개설,
오프라인

교육

구체적 수업시간,
시간별, 교육내용,
수업방식 제시,
수업실시

예체능
의약
자연
공학
사회
인문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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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종적 분석 결과

<표 Ⅳ-2>에서 <표 Ⅳ-5>에 이르는 선행연구를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가

의 각 단계별 분석으로 보면, 각 단계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과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이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계열별로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과정의 분석으로 볼 때에도 이와 동

일하게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두 부분으로 나

누어지며, 각각의 분포, 범위, 내용 등에 따라 특징이 구분된다.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과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은 분석 대상과 범위

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크게 두 분야를 놓고 보았을 때, ‘사회, 교

육, 공학, 의약 계열’이‘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분석-설계-

개발-시행-평가’과정의 각 단계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
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에서‘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을 보면, 분석(analysis) 단계에서 직무 또

는 과제 분석을 ‘수업내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교육의 성과를 ‘수업내용’에 대

한 이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 개발, 시행, 평가도 ‘수업내용’ 또

는 ‘수업상황’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체능 계열’에서는 ‘수업상황’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의해 교

육과정이 설계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분석-설계-개발 -시행-평가’의 각 단계

별 연관성도 다른 계열에 비해 가장 분절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자연 계열에서는 분석(analysis)단계에서에서 ‘가르쳐야할 내용에 따라

학습 목표 작성 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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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모형 평가

플립러닝 전반에

가의 각 단계별 분석으로 보면, 각 단계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과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이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계열별로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과정의 분석으로 볼 때에도

사후평가

FGI), 사전

평가/ 결과 평가/

연습실행 과정
평가

(Reflection,

<표 Ⅳ-2>에서 <표 Ⅳ-5>에 이르는 선행연구를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

이와 동일하게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
열’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분포, 범위, 내용 등에 따라 특징이 구
section 평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과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은 분석 대상
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크게 두 분야를 놓고 보았을 때,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이‘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보다 상대적

정형화된 6개
질문과 함께 FGI

수업방법,
가이드에 대한

으로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과정의 각 단계들 사이의 유기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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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달성 여부 확인

그 중에서‘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을 보면, 분석(analysis) 단계에서 직
무 또는 과제 분석을 ‘수업내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교육의 성과를 ‘수
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설계, 개발, 시행, 평가
도 ‘수업내용’ 또는 ‘수업상황’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 이탤릭체로 표시된 항목은 국외 선행연구임

서술평가

장애요인 평가

목표로 한 부분

평가실행//
분석단계에서

취업률)/
가), 학습자

목표달성도,

평가

평가
(E)

성취평가,

(강의, 총괄평가)/

,운영),
교수평가

현업활용도,

성취도,
상호작용-

교수설문(강의평

교육훈

련 성과
가

평

새롭게 도입된

분된다.

평가도구제작,

교육훈련 성과

만족도 평가/
자문,

전문가 6인

연구모임을 통해
(목적,내용,참여자
자기평가)

-교수법, 내용,

(만족도, 학습자

(수행평가, 동료·

평가영역확인

평가목적설정,
학생평가,

교육과정운영성과
<설문개발>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
지속적 확인
식별

구현

등으로 수업

피드백
환경관리

교육자료관리,

진행되는지

원활히
학습목표와

불일치 하는 부분

변수고려해서

바로 시행,
유지 및

(I)

행

시

설치

관리

pilot test 및

퀴즈, 동료평가,
학습자관리,

교육프로세스가
학습자관리(참여

(pilot)Test 후

유도,상담)/평가,

전),

수행평가(수시)

동기유발), 구현

진행(자세히)
청킹/모방/인지전략

획/교수방법,장소,

교수자관리,

수업 진행

의도된 방식대로
자기평가(시행

실행전 사전교육,
교수·학습활동(계
사용 및

수업절차대로

실행 /
교과개설,

오프라인

온라인 진행,

수정/교수매체/

교수(자기평가,
Review)

(상호작용용이)

실행

E-platform특성

위한 실행준비/

구체적 수업시간,
시간별, 교육내용,
수업방식 제시,
수업실시

(학습자에게

수업취지설명(*))

날짜, 시수 결정/
사용 및 설치

연습실 안 활동을

예체능
의약
자연
공학
교육
사회
인문

<표 Ⅳ-5> ADDIE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시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단계)

2 . 종적 분석 결과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각각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체능 계열’에서는 ‘수업상황’에서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에 의해 교육과정이 설계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분석-설계-개발 -시
행-평가’의 각 단계별 연관성도 다른 계열에 비해 가장 분절적으로 제시되
고 있다.
둘째, 자연 계열에서는 분석(analysis)단계에서에서 ‘가르쳐야할 내용에
따라 학습 목표 작성 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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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제시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르쳐야할 내용의 범위를 정

교육학 분야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교과 교육학 (국어, 영어, 수

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요구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거나 교수방법을 조

학, 과학, 사회, 예체능 교과)의 분야에서는 교육학의 영역과 각 전공 특

절하는 특징에서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

성의 중간 형태를 띄고 있긴 하지만 과목별로 전공의 특성이 많이 나타

그에 반해, 셋째, 인문 계열에서는 특정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과정

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등의 인문 계열 전공과목은 ‘어떤

을 정해두기 보다는 ‘목표로 하는 수준’, ‘Level’, ‘주제’에 맞게

학생의 어떤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교육목적, 목표에 따

수업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점이 특징이다.

라 수업을 구성하는 반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한편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교육내용’은 물론이

고정으로 두고 수업 방법, 도구, 교재 등의 변화를 주어 교육목적을 달

고, 졸업 후 도달하게 될 직무 또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성과(또는

성하는 것과 같다.

역량)를 분석단계에서 초점으로 두어 분석하고 있으며, 각 계열들 사이

된 교육과정 설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 교육이라

에서도 A, D, D, I, E 분포, 범위 및 구성(전체 시스템에 의한 교육과정

는 측면에서 교육 계열을 한정하여 생각하였다.

개발의 정도 차이)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교육 계열은 교육 고유의 특성과 관련

셋째, ‘의약계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의사 또는 간호사

그 중에서 ‘사회계열’은 기업교육과 관련하여, 기업의 관점, 지향점

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체계적 시

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분석-설계-개발-시행

스템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

-평가 모든 단계가 교육 또는 인력개발 전문가들에 의해 상세히 설계된

육목표-졸업역량-시기성과-과정성과-과목 선정’의 큰 틀을 형성 하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며, A, D, D, I, E 단계로 분석된 선행연구를 보면

는 부분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진행이 되지만 구체적인 수업계획,

상당히 구조화 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의 개발, 시행, 평가 부분은 각 세부 전공교수들 역할로 중심히 옮

둘째, ‘교육계열’은 교사교육이라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겨짐으로 인해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는 주로 방향성만 제시 되어있고,

한다는 공통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각 전공별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구체적인 수

느슨한 결합조직(loosely coupled system)의 형태(소경희, 2006)로

업의 개발, 시행 및 평가 부분은 해당 수업을 강의하신 교수의 역량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보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특징을 띄게 된다.

다는 각 전공 교수 또는 학과에 의한 특정 교수법, 매체 등의 의도를 가

정리하면, 분석(A)-설계(D)-개발(D)의 일부분까지는 체계적 시스템

진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

에 의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있지만 개발단계의 구체적인 강의안 작성

석에서도 분석(analysis)단계에서 교사의 직업 세계의 요구, 직무 등을

과 같은 부분과 시행, 평가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 또는 큰 원칙 정도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구

연구로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간략히 언급만 된 경향이 나타난

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 평가 하는 단계는 어떠한 교육체

다고 볼 수 있다.

계(system)를 마련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해당 교수 혹은

마지막으로 ‘공학계열’에서는 수요자(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능

연구자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 평가 까지 진행하는 형태의 구조가

력과 자질을 갖춘 공학도를 배출하고 인증된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공학

나타난다.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해주는 제도인(조성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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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제시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르쳐야할 내용의 범위를 정

교육학 분야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교과 교육학 (국어, 영어, 수

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요구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거나 교수방법을 조

학, 과학, 사회, 예체능 교과)의 분야에서는 교육학의 영역과 각 전공 특

절하는 특징에서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

성의 중간 형태를 띄고 있긴 하지만 과목별로 전공의 특성이 많이 나타

그에 반해, 셋째, 인문 계열에서는 특정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과정

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등의 인문 계열 전공과목은 ‘어떤

을 정해두기 보다는 ‘목표로 하는 수준’, ‘Level’, ‘주제’에 맞게

학생의 어떤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교육목적, 목표에 따

수업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점이 특징이다.

라 수업을 구성하는 반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한편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교육내용’은 물론이

고정으로 두고 수업 방법, 도구, 교재 등의 변화를 주어 교육목적을 달

고, 졸업 후 도달하게 될 직무 또는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성과(또는

성하는 것과 같다.

역량)를 분석단계에서 초점으로 두어 분석하고 있으며, 각 계열들 사이

된 교육과정 설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 교육이라

에서도 A, D, D, I, E 분포, 범위 및 구성(전체 시스템에 의한 교육과정

는 측면에서 교육 계열을 한정하여 생각하였다.

개발의 정도 차이)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교육 계열은 교육 고유의 특성과 관련

셋째, ‘의약계열’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의사 또는 간호사

그 중에서 ‘사회계열’은 기업교육과 관련하여, 기업의 관점, 지향점

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체계적 시

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분석-설계-개발-시행

스템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

-평가 모든 단계가 교육 또는 인력개발 전문가들에 의해 상세히 설계된

육목표-졸업역량-시기성과-과정성과-과목 선정’의 큰 틀을 형성 하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며, A, D, D, I, E 단계로 분석된 선행연구를 보면

는 부분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진행이 되지만 구체적인 수업계획,

상당히 구조화 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의 개발, 시행, 평가 부분은 각 세부 전공교수들 역할로 중심히 옮

둘째, ‘교육계열’은 교사교육이라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겨짐으로 인해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는 주로 방향성만 제시 되어있고,

한다는 공통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각 전공별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구체적인 수

느슨한 결합조직(loosely coupled system)의 형태(소경희, 2006)로

업의 개발, 시행 및 평가 부분은 해당 수업을 강의하신 교수의 역량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 보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특징을 띄게 된다.

다는 각 전공 교수 또는 학과에 의한 특정 교수법, 매체 등의 의도를 가

정리하면, 분석(A)-설계(D)-개발(D)의 일부분까지는 체계적 시스템

진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

에 의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있지만 개발단계의 구체적인 강의안 작성

석에서도 분석(analysis)단계에서 교사의 직업 세계의 요구, 직무 등을

과 같은 부분과 시행, 평가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 또는 큰 원칙 정도만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구

연구로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간략히 언급만 된 경향이 나타난

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 평가 하는 단계는 어떠한 교육체

다고 볼 수 있다.

계(system)를 마련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해당 교수 혹은

마지막으로 ‘공학계열’에서는 수요자(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능

연구자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 평가 까지 진행하는 형태의 구조가

력과 자질을 갖춘 공학도를 배출하고 인증된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공학

나타난다.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해주는 제도인(조성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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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의도된 방향의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의약계

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내용에

열’은 일정 수준이상의 의사양성이라는 성과달성을 위해 전체적으로 체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에 따라 분석단계에서도 해

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자

시행단계는 각 전공 교수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

료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교육

다. 마지막으로 ‘공학계열’은 공학인증 평가 시스템이라는 성과목표를

의 목적, 목표, 목적에 맞는 내용 등을 선정하는 일이 분석단계에서 일

명확하게 두고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이라는 체계아래에 가르쳐야 할 과

어난다.

목, 내용까지 설정해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

선행연구에서도 이렇게 정해진 방향과 목표에 따라 설계, 개발, 시행,

지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평가가 진행된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 기준을 설정해두고 체계
적 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 것은 의약계열에서 ‘역
량을 갖춘 의사 또는 간호사’라는 목적을 두고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역량 (또는 성과)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학계열에서는 각 전공별로 공학인증 전공과목이 정해
져있고, 정해진 프로그램 하에서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
는 면에서 분석단계에서는 다른 계열의 전공들과는 다른 형태의 분석과
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요약하면, 분석 대상(교육내용, 성과)에 따라‘인문, 자연, 예체능 계
열’,‘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예체능 계열’은 실습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 ‘자연 계열’은 가르칠 내용을 설정해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구조, ‘인문 계열’은 주제, 수준(level)에 따라
교육내용과 과정을 설계하는 특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 ‘사회계열’은 기업교육
의 특성과 유사하게 외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인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체계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리
고 ‘교육 계열’은 교사양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은 있지만 세부 전공별
특성으로 구분되어 체계적 시스템 보다는 일부 전공교수 혹은 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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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공학교육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의도된 방향의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의약계

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내용에

열’은 일정 수준이상의 의사양성이라는 성과달성을 위해 전체적으로 체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에 따라 분석단계에서도 해

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구체적인

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 자

시행단계는 각 전공 교수의 역량과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

료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교육

다. 마지막으로 ‘공학계열’은 공학인증 평가 시스템이라는 성과목표를

의 목적, 목표, 목적에 맞는 내용 등을 선정하는 일이 분석단계에서 일

명확하게 두고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이라는 체계아래에 가르쳐야 할 과

어난다.

목, 내용까지 설정해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가 이루어

선행연구에서도 이렇게 정해진 방향과 목표에 따라 설계, 개발, 시행,

지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평가가 진행된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 기준을 설정해두고 체계
적 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 것은 의약계열에서 ‘역
량을 갖춘 의사 또는 간호사’라는 목적을 두고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역량 (또는 성과)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학계열에서는 각 전공별로 공학인증 전공과목이 정해
져있고, 정해진 프로그램 하에서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
는 면에서 분석단계에서는 다른 계열의 전공들과는 다른 형태의 분석과
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단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요약하면, 분석 대상(교육내용, 성과)에 따라‘인문, 자연, 예체능 계
열’,‘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예체능 계열’은 실습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 ‘자연 계열’은 가르칠 내용을 설정해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구조, ‘인문 계열’은 주제, 수준(level)에 따라
교육내용과 과정을 설계하는 특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 ‘사회계열’은 기업교육
의 특성과 유사하게 외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설계된 인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체계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리
고 ‘교육 계열’은 교사양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은 있지만 세부 전공별
특성으로 구분되어 체계적 시스템 보다는 일부 전공교수 혹은 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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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셋째, 개발(development)단계는 설계단계의 구성요소와 내용이 혼재
되어 있고, 관련성이 언급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ADDIE 분석

대부분 설계단계에서 가지는 특성을 개발단계에서도 유사하게 가지고 있
본 연구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을 하
기 위해,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발단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대표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제시하여 그 특징과 비교하여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비교하기 전에 ‘B.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ADDIE 분석’을 통해 알게 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7개 계열의 전공에서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계
열에서 ADDIE 분석의 이론에 근거한 세부 구성요소 항목들이 충분히
기술되어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단계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도 모든 계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차이점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analysis)단계에서, 요구조사 특성분석 등의 분석범위에
차이가 있다.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는 교수-학생 위주의 요구분

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시행(implementation)단계에서도 모든 계열에서 상세하게 언급
되고 있는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는 일부 교
수자 혹은 구성원에 의해 개발 및 시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시행 할 수 있
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모든 계열에서 평가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분석·설
계 단계를 통해 목표로 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설계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평가 또한 분석·설계와 연관성이 강하나 나
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교육내용’에 관한
부분인지, ‘교육성과’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평가의 범주, 내용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각 단계별로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요구조사의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 교육, 의약 계열은 직업과 관
련된 역량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교육목표를 도출하는데 반해, 인문, 자
연, 예체능 계열은 내용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교육목표가 도출된다.
둘째, 설계(design)단계에서,‘수행목표 명세화-프로그램 구조화·계
열화-교수전략/교수매체, 평가도구 설계’의 과정에서 각 과정들이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며, 분석(analysis)단계에서 ‘교육내용’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 진 것인지, ‘성과’중심의 분석이 이루어 진 것인지에
따라 이 특징이 설계단계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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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셋째, 개발(development)단계는 설계단계의 구성요소와 내용이 혼재
되어 있고, 관련성이 언급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ADDIE 분석

대부분 설계단계에서 가지는 특성을 개발단계에서도 유사하게 가지고 있
본 연구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을 하
기 위해,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발단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대표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제시하여 그 특징과 비교하여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비교하기 전에 ‘B.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ADDIE 분석’을 통해 알게 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7개 계열의 전공에서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계
열에서 ADDIE 분석의 이론에 근거한 세부 구성요소 항목들이 충분히
기술되어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단계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도 모든 계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차이점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analysis)단계에서, 요구조사 특성분석 등의 분석범위에
차이가 있다.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는 교수-학생 위주의 요구분

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시행(implementation)단계에서도 모든 계열에서 상세하게 언급
되고 있는 부분은 공통적이지만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는 일부 교
수자 혹은 구성원에 의해 개발 및 시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 시행 할 수 있
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평가(evaluation)단계에서는 모든 계열에서 평가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분석·설
계 단계를 통해 목표로 한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설계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평가 또한 분석·설계와 연관성이 강하나 나
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교육내용’에 관한
부분인지, ‘교육성과’에 관한 부분인지에 따라 평가의 범주, 내용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각 단계별로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에서는 요구조사의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 교육, 의약 계열은 직업과 관
련된 역량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교육목표를 도출하는데 반해, 인문, 자
연, 예체능 계열은 내용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교육목표가 도출된다.
둘째, 설계(design)단계에서,‘수행목표 명세화-프로그램 구조화·계
열화-교수전략/교수매체, 평가도구 설계’의 과정에서 각 과정들이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며, 분석(analysis)단계에서 ‘교육내용’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 진 것인지, ‘성과’중심의 분석이 이루어 진 것인지에
따라 이 특징이 설계단계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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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석 단계

계적으로 계발할 수 있었던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분석(analysis)단계에서는 분석의 주체들에게는 어떠한 요구가 있는

<표 Ⅳ-6> 분석단계

지, 그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

분류

었다.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단계의 비

항목

선행연구 분석내용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 요구 분석 범위
: 사회,교육,공학,의약 (교수,학생,
조직관계자, 확장된 수요자) > 인
문,자연,예체능 (교수-학생중심)

- 서울의대 교육목표 인지

교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Ⅳ-6>과 같다.
먼저 일개 의과대학은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 등의 다양한 주체에게 교

요구

육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목적을 개

분석

선하여 다양한 범위를 바탕으로 요구분석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
다. 또한 환경 분석에서도 일개 의과대학의 DREEM

설문9),

국외 환경

도 설문 (학생, 교수, 직
원, 학부모, 동문)

- 자연 : 학습목표(내용)작성후 학
생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
- 사회 : 이전학습 모듈 결과 이용
- 공학 : 새로운 학습법, 학습 매체

- 추가 설문조사와 워크숍
을 통해 교육목표 개정

분석(인증평가 기준), 국내 환경 분석(일개 의과대학의 국내 입지) 등
- (운영지침, 워크숍) 필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요구분석을 하여 다양

성 및 목적 제시

한 요소를 반영하여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 역량중심교육과정(CBC)

있다. 또한 학습자 분석에 있어서는 학생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
견도 듣고, 기존 강의 평가의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단계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을 모두 시

분

환경

석

분석

- 해당 과목(교육과정)의 필요성
- 교육환경 특성, 현재 교육환경의
성격(시설, 프로그램)

행하고 있다.

학습
자
분석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보완이 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단계가 진행되

9) DREEM은 (Dundee Ready Educational Environment Measure)의 약어로 학습
(SPL),
교수(SPT), 학업(SAS), 분위기(SPA), 사회적 관계(SSS)의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하
는 도구로, 의학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이 의학교육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
하기 위해 이를 번역하여 검사도구로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박귀화, 2015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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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환경분석
(인증평가 기준)

- 학습자 특성( 연령, 경험, 전공지

닌 교육을 통해 달성할 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분석을 범위

었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역량을 개발하고 시기성과, 과정성과 등을 체

워크숍

- 일개 의대 DREEM설문

직무 또는 과제분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히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

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특성을 잘 살려 수차례의 워크숍과 다양한 이론,

전략기획

(VRC process)

국내 환경분석
(일개의대의 입지)

이는 타 계열에서도 분석단계에서 요구분석, 환경분석, 학습자 분석,

를 넓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체 시스템에 의한 체계

추진

식, 유사과목 수강경험, 학습매
체에 대한 태도(접근성))
- 사회 : 학습자의 해당직무역량
- 교육 : 학습자(교사)의 교육대상

-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
생워크숍
- 기존 강의평가 주관식 응
답 분석

특성

직무
및
과제
분석

- 직무역량, NCS 관련 (사회, 교
육, 공학, 의학)
- 교육내용에 초점 (인문, 자연, 예
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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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졸업역량 도출
워크숍

1 . 분석 단계

계적으로 계발할 수 있었던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분석(analysis)단계에서는 분석의 주체들에게는 어떠한 요구가 있는

<표 Ⅳ-6> 분석단계

지, 그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

분류

었다.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단계의 비

항목

선행연구 분석내용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 요구 분석 범위
: 사회,교육,공학,의약 (교수,학생,
조직관계자, 확장된 수요자) > 인
문,자연,예체능 (교수-학생중심)

- 서울의대 교육목표 인지

교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Ⅳ-6>과 같다.
먼저 일개 의과대학은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 동문 등의 다양한 주체에게 교

요구

육목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목적을 개

분석

선하여 다양한 범위를 바탕으로 요구분석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
다. 또한 환경 분석에서도 일개 의과대학의 DREEM

설문9),

국외 환경

도 설문 (학생, 교수, 직
원, 학부모, 동문)

- 자연 : 학습목표(내용)작성후 학
생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
- 사회 : 이전학습 모듈 결과 이용
- 공학 : 새로운 학습법, 학습 매체

- 추가 설문조사와 워크숍
을 통해 교육목표 개정

분석(인증평가 기준), 국내 환경 분석(일개 의과대학의 국내 입지) 등
- (운영지침, 워크숍) 필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요구분석을 하여 다양

성 및 목적 제시

한 요소를 반영하여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 역량중심교육과정(CBC)

있다. 또한 학습자 분석에 있어서는 학생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
견도 듣고, 기존 강의 평가의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단계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을 모두 시

분

환경

석

분석

- 해당 과목(교육과정)의 필요성
- 교육환경 특성, 현재 교육환경의
성격(시설, 프로그램)

행하고 있다.

학습
자
분석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보완이 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단계가 진행되

9) DREEM은 (Dundee Ready Educational Environment Measure)의 약어로 학습
(SPL),
교수(SPT), 학업(SAS), 분위기(SPA), 사회적 관계(SSS)의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하
는 도구로, 의학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이 의학교육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
하기 위해 이를 번역하여 검사도구로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박귀화, 2015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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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환경분석
(인증평가 기준)

- 학습자 특성( 연령, 경험, 전공지

닌 교육을 통해 달성할 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요구분석을 범위

었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역량을 개발하고 시기성과, 과정성과 등을 체

워크숍

- 일개 의대 DREEM설문

직무 또는 과제분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히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

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특성을 잘 살려 수차례의 워크숍과 다양한 이론,

전략기획

(VRC process)

국내 환경분석
(일개의대의 입지)

이는 타 계열에서도 분석단계에서 요구분석, 환경분석, 학습자 분석,

를 넓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체 시스템에 의한 체계

추진

식, 유사과목 수강경험, 학습매
체에 대한 태도(접근성))
- 사회 : 학습자의 해당직무역량
- 교육 : 학습자(교사)의 교육대상

-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
생워크숍
- 기존 강의평가 주관식 응
답 분석

특성

직무
및
과제
분석

- 직무역량, NCS 관련 (사회, 교
육, 공학, 의학)
- 교육내용에 초점 (인문, 자연, 예
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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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졸업역량 도출
워크숍

2 . 설계단계

<표 Ⅳ-7> 설계단계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단계의 비교를

분류
항목

표로 제시하면 <표 Ⅳ-7>과 같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도출한 졸업역량에 따라 시기성과, 과

- 인문, 자연, 예체능 : 모듈/주차별 수행목
표 (독서-글쓰기-듣기-말하기),
생략(내용에 따른 수업목표에 그대로 따름)

정성과를 설정하고 과목을 배치하여 4년 시간표의 틀을 완성하였다. 또
한 수행목표를 명세화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평가 계획
수행

을 설계하는 평가 도구의 설계 과정도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전

목표

략을 수립하고 교수매체를 선정한다. 이처럼 설계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

명세

서 분석된 성과(또는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단계가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화

것이 특징이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이 타 계열의 교육과정
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 부분은 평가 도구의 설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설계에 있어

평가

서 CIPP모형을 활용한 교육과정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평가준거, 평가

도구

지표, 평가도구/자료, 평가시기 및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설계
설
계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부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목표를 명세화 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계열화 하는 영역
을 의학과 4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개 의과대학은
과거 학사편입, 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과정을 경험한 학생과 같이 다

프로
그램
구조
화
및
계열
화

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2+4 교육과정 체제인 의예
과 과정으로 모든 학생이 선발될 예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현재 개
발될 교육과정은 다소 제한적인 범위의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계

선행연구 분석내용

교수
전략
수립

를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7개 계열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교육 목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 교육목적, 목표 제정
-> (그에 따른) 졸업역량
설정이 이루어짐 -> 교육
과정 편성원칙

- 공학 : (내용 계열화 후) 내용에 따른 목표
선정

- 2014년 12월 교육과정 개

- 사회, 교육, 의약 : 교육목표의 적절성, 명
확성, 포괄성에 따라/ (요구조사, 역량기

- 산하 8개의 분과 위원회

반) 수행목표/ 프로그램 성과목표(Project
Objective)도출

- (운영지침 內) 수업의 구성

편추진단 발족(전체 개편
과정 총괄)

- 종료시 평가도구 설계
- 횟수/방식(중간, 기말 시험, 구술 시험)
채점기준제시
- 간단한 퀴즈, 동료평가 실시 계획

구성
제시
- 교육과정 평가 계획 및 모
델 수립
- (운영지침 內) 평가방법 및
평가 주의사항 구체적 제시

- 인문, 자연, 예체능 : 내용구성/Level구성,
목표고려 내용선정, 선행학습, 시수조정,
목표에 따른 교실밖수업/자율/심화연습구성
- 공학, 사회, 교육, 의약 : 학습목표 따른
수업계획, 영역별 교육내용구성/교과편

- Phase1,2,3,4 에 따라 시
기성과가 적절히 구성
- 수업 안내 및 강의계획 제
작

성, 학습목표따라 Course단위,내용선정
- 모든 계열 : 내용에 따른 / 수업목표에
따른 교수전략(통합형, 자료활용법, 블
랜디드, 플립러닝, TBL, 역할극, 합창연
습방법 등)
- 예체능은 전략, 매체가 함께.

- (수업목표, 의도에 대한 교
육과 함께) 각 분과별 교
수법 등 워크숍 진행
- (의학교육연수원) TBL 워
크숍 등

적과 목표, 과목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반해,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과 4년 과정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범위
를 제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교수
매체
선정

- 모든 계열 : 내용에 따른 / 수업목표
에 따른 매체선정(온라인, 모바일, 웹사
이트, 어플리케이션, 병원자체 온라인
시스템)

- 수업 안내 및 강의계획서
에 일부 기술

주) 시기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연구 진행시 함께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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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설계단계

<표 Ⅳ-7> 설계단계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단계의 비교를

분류
항목

표로 제시하면 <표 Ⅳ-7>과 같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서 도출한 졸업역량에 따라 시기성과, 과

- 인문, 자연, 예체능 : 모듈/주차별 수행목
표 (독서-글쓰기-듣기-말하기),
생략(내용에 따른 수업목표에 그대로 따름)

정성과를 설정하고 과목을 배치하여 4년 시간표의 틀을 완성하였다. 또
한 수행목표를 명세화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평가 계획
수행

을 설계하는 평가 도구의 설계 과정도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전

목표

략을 수립하고 교수매체를 선정한다. 이처럼 설계단계에서는 분석단계에

명세

서 분석된 성과(또는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단계가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화

것이 특징이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이 타 계열의 교육과정
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 부분은 평가 도구의 설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설계에 있어

평가

서 CIPP모형을 활용한 교육과정 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평가준거, 평가

도구

지표, 평가도구/자료, 평가시기 및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설계
설
계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부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목표를 명세화 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계열화 하는 영역
을 의학과 4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개 의과대학은
과거 학사편입, 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과정을 경험한 학생과 같이 다

프로
그램
구조
화
및
계열
화

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2+4 교육과정 체제인 의예
과 과정으로 모든 학생이 선발될 예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현재 개
발될 교육과정은 다소 제한적인 범위의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계

선행연구 분석내용

교수
전략
수립

를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7개 계열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교육 목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 교육목적, 목표 제정
-> (그에 따른) 졸업역량
설정이 이루어짐 -> 교육
과정 편성원칙

- 공학 : (내용 계열화 후) 내용에 따른 목표
선정

- 2014년 12월 교육과정 개

- 사회, 교육, 의약 : 교육목표의 적절성, 명
확성, 포괄성에 따라/ (요구조사, 역량기

- 산하 8개의 분과 위원회

반) 수행목표/ 프로그램 성과목표(Project
Objective)도출

- (운영지침 內) 수업의 구성

편추진단 발족(전체 개편
과정 총괄)

- 종료시 평가도구 설계
- 횟수/방식(중간, 기말 시험, 구술 시험)
채점기준제시
- 간단한 퀴즈, 동료평가 실시 계획

구성
제시
- 교육과정 평가 계획 및 모
델 수립
- (운영지침 內) 평가방법 및
평가 주의사항 구체적 제시

- 인문, 자연, 예체능 : 내용구성/Level구성,
목표고려 내용선정, 선행학습, 시수조정,
목표에 따른 교실밖수업/자율/심화연습구성
- 공학, 사회, 교육, 의약 : 학습목표 따른
수업계획, 영역별 교육내용구성/교과편

- Phase1,2,3,4 에 따라 시
기성과가 적절히 구성
- 수업 안내 및 강의계획 제
작

성, 학습목표따라 Course단위,내용선정
- 모든 계열 : 내용에 따른 / 수업목표에
따른 교수전략(통합형, 자료활용법, 블
랜디드, 플립러닝, TBL, 역할극, 합창연
습방법 등)
- 예체능은 전략, 매체가 함께.

- (수업목표, 의도에 대한 교
육과 함께) 각 분과별 교
수법 등 워크숍 진행
- (의학교육연수원) TBL 워
크숍 등

적과 목표, 과목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반해,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의학과 4년 과정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범위
를 제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교수
매체
선정

- 모든 계열 : 내용에 따른 / 수업목표
에 따른 매체선정(온라인, 모바일, 웹사
이트, 어플리케이션, 병원자체 온라인
시스템)

- 수업 안내 및 강의계획서
에 일부 기술

주) 시기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연구 진행시 함께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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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발단계

<표 Ⅳ-8> 개발단계

이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제시 될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최종성과에 따

분류

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조화·계열화, 교수전략 수립 등의 과정에 대해

항목

개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작하게

설계
&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개발

대한 개발 단계의 비교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Ⅳ-8>와 같다.

선행연구 분석내용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 설계단계에 따라...

- 유기적 연결

- 설계단계를 구체화...
- 설계와 영역구분이 없는 경우...
- 지도안/

학습자료/

교육교재

일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강의록을 제작하도록 하여

교수

교수자료를 구체화 하였고, 구체화·계열화된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자료

- 예체능 : 교육목적, 내용 보다

강의계획서 또는 강의안을 제작하였다. 개발단계에서 각 세부 분과 교육

개발

는 연습환경(조건)에 따른 교수

개발 (사례모음)

- ME3.0
- 강의록/강의안 제작

자료 개발

과정에서는 과목의 운영지침, 개설목적, 평가 계획 등을 분명하게 작성

형성

하도록 하고 있다. 강의계획서를 제작하는 것은 단순히 수업시간에 대한

- 4년 시간표 개발 후 공청회

평가

설계뿐 아니라 세부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세부 교육과정이 개설

(pilot
test)

되는 것이고, 평가는 어떻게 하며,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화
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시

개

행단계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개설목적에 맞는 수업을 할

발

개최
- 초안 개발, 형성평가 후 수정

- (선택교과) 파일럿 테스트 진
행 후 설문을 실시하여 선택

및

교과 도입에 활용

수정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러한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의 내용은 세부 교육과
- (교육목적/내용에 따라 설계단계

정에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소개되기도 한다.
개발단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시행 전에 형성평가(pilot
test)를 하고 수정을 하는 부분이다.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선택교과라는
해당 교육과정에 새로운 취지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형성평가(pilot test)
를 실시하여 강의를 개설하는데 반영하였다.

에서 구조화 계열화 시킨 바탕

발)

으로) 강의 계획(안), 교수-학습

설계원칙 특징 등 바탕으로

과정안, 수업지도서 등 개발

phase1은 어떻고 phase2는

- 의약 : 수업계획안 제작, 각 세

제작

- 교육과정 개발(4년 시간표 개

부 과목의 방향제시 정도만 언

어떻고 phase별 역량도출(학
습목표)
- 강의계획서 작성

급

- (선택교과) 과목 신청 시, 전
체 강의계획서를 받지만, 선
- 예체능 : 연습 환경(연습실 안/
밖)에 따른 수업 계획 제작, 연습
단계에 따른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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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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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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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작하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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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개발

대한 개발 단계의 비교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Ⅳ-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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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개발

과정에서는 과목의 운영지침, 개설목적, 평가 계획 등을 분명하게 작성

형성

하도록 하고 있다. 강의계획서를 제작하는 것은 단순히 수업시간에 대한

- 4년 시간표 개발 후 공청회

평가

설계뿐 아니라 세부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세부 교육과정이 개설

(pilot
test)

되는 것이고, 평가는 어떻게 하며,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화
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시

개

행단계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개설목적에 맞는 수업을 할

발

개최
- 초안 개발, 형성평가 후 수정

- (선택교과) 파일럿 테스트 진
행 후 설문을 실시하여 선택

및

교과 도입에 활용

수정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러한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의 내용은 세부 교육과
- (교육목적/내용에 따라 설계단계

정에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소개되기도 한다.
개발단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과정의 시행 전에 형성평가(pilot
test)를 하고 수정을 하는 부분이다.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선택교과라는
해당 교육과정에 새로운 취지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형성평가(pilot test)
를 실시하여 강의를 개설하는데 반영하였다.

에서 구조화 계열화 시킨 바탕

발)

으로) 강의 계획(안), 교수-학습

설계원칙 특징 등 바탕으로

과정안, 수업지도서 등 개발

phase1은 어떻고 phase2는

- 의약 : 수업계획안 제작, 각 세

제작

- 교육과정 개발(4년 시간표 개

부 과목의 방향제시 정도만 언

어떻고 phase별 역량도출(학
습목표)
- 강의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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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교과) 과목 신청 시, 전
체 강의계획서를 받지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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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행단계

5 . 평가단계

시행단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단
계를 비교를 표를 제시하면 <표 Ⅳ-9>의 상단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단계의 평가 단계를
비교한 표는 <표 Ⅳ-9>의 하단과 같다.

이 단계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나타난 각 단계별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 교육과정 평가계획서를 토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분과 교육과정별로 교육과정을 실시

대로 매 분과별 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목표, 졸업역량, 성과 및

하고 바로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의견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평가 설문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을 feedback하여 반영하려 노력하고, 교수설문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 평가 설문을 통해, 새롭게 시도한 교육과정

함께 공유하여 수업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잘된 점과 부족한

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은 제공되었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

점, 개선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피드백 하여 개선에 힘쓰고 있는 모습

양한 차원의 평가방법에 비해, 질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는 보완된 필요가

을 볼 수 있었다. 각종 워크숍이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의학교육

있다. 즉, 양적 평가 위주의 평가 방법 외에도 FGI(Focus Group

연수원을 교육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Interview)와 같은 질적 평가를 비롯하여 다차원의 평가를 통해 다양한

있어 시행단계에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

시각의 평가를 반영할 뿐 아니라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에서는 일부 분과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전 교수협의, TBL, CBL 등의 워크숍을 통한 교수법 향상, 교육과정
개편 취지에 따른 교육목표, 운영방향, 평가방법 등이 제시된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만들어지지
않고, 기존의 교수법, 평가방법 등을 고수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
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교과도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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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행단계

5 . 평가단계

시행단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단
계를 비교를 표를 제시하면 <표 Ⅳ-9>의 상단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과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단계의 평가 단계를
비교한 표는 <표 Ⅳ-9>의 하단과 같다.

이 단계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나타난 각 단계별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 교육과정 평가계획서를 토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분과 교육과정별로 교육과정을 실시

대로 매 분과별 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목표, 졸업역량, 성과 및

하고 바로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의견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평가 설문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을 feedback하여 반영하려 노력하고, 교수설문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 평가 설문을 통해, 새롭게 시도한 교육과정

함께 공유하여 수업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잘된 점과 부족한

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은 제공되었지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

점, 개선할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피드백 하여 개선에 힘쓰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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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시행단계, 평가단계
분류

선행연구 분석내용

일개 의과대학 교육과정

- 인문, 자연, 예체능 : (취지설명), 계
획된 절차대로 진행(수업에 사용한
인지전략도 언급), 연습 실시
- 사회, 교육, 공학, 의약 : 교과개설,
교수-학습활동 체계 구현, 결정된
날짜 시수별로 구현, 구체적 프로세
스대로 수업 제시

- 주별 시간표 도출
- 과목별 교수, 시간 등을 고
려하여 배치,
- 시간과 횟수를 정하여 시
행
- 교수워크숍, 회의, 위원회
- 교과 개설, 학생들에게 공지

항목

사용
및
설치
시
행
유지
및
관리

- 인문, 의약 : Pilot Test 후 바로 시행
- 자연 : 퀴즈, 동료평가 등 수업 피드백
- 사회, 교육, 공학 : 불일치 부분식별,
(학습자, 교수, 교육자료, 환경) 등 종
합적 관리, 전체 프로세스 관리

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이론을 서로 관련지어 분석하기 위
해서는 두 이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발(수업장면)
- 각 분과 교육과정별 워크
숍, 평가 위원회(해당 분
과 교육과정 평가를 바탕

분석하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을 더욱 강조하려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비교, 분석해 보았다. 개념적 접근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성과중심 교육
과정은

‘역량중심

수행체제’라는

전략적

개념에

‘교수체제설계

- 인문, 자연, 예체능 : 교수법, 내용 ,

(예, 2016년 정상인체 과

(ISD)’라는 틀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례

상호작용과 관련된 설문 개발, 교수

정 종료 후 과정성과에

설문(강의평가),

를 통한 연구에서는 두 이론 모두 교수설계 형태를 기초로 하여, 전체적

대한 적절성 검토)

으로 과정(process)을 중시하는지,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product)를

학습자, 성취평가,

서술평가, 연습과정에 대한 평가, 결

평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를 위해 먼저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 모형의 관련성을 토대로

및 개선

가 성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ADDIE모형과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각각 다른 이

학생 스스로 평가, 동기

- 과정성과에 대한

평 훈련

1 .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ADDIE모형의 관련성 분석

- TBL, CBL 실험실습하면

으로) 등 진행

교육

A . 결론

과평가, 교수법에 대한 효과평가 위
주

- 평가 계획서 토대로 평가
설문지 제작 및 성과 평

- 사회, 교육, 공학, 의약 : 교육과정
운영성과(만족도, 학습자 성취도, 현
업활용도,

- 성취도 평가(종합시험)

취업률)/

분석단계에서

목표로 한 부분에 대한 평가/ 교육
훈련에 대한 성과 평가(Reflection
report, FGI), 사전-사후 평가

가
- 성취도 평가(종합시험)
- (수업 내 평가) 시험, 동
료평가, 자기평가지
- 역량(성과) 달성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
- Reflection reprot, FGI
실시

- 75 -

중시하는 지에 따라 초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념적 접근과 사례연구를 통한 접근, 두 가지 방법의 분석을 함께 보
았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 모형은 ‘교수체제설
계’라는 기본적인 틀(framework)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역량중심 수행체제라는 역량(또는
성과)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교육과정의 개발 방법은 물론 교육
내용에 대한 관점,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관점, 교육환경을 바라보는 관
점 등, 모두 ‘성과’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ADDIE모형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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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전반적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ADDIE 모형은 ‘교수체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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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수체제설계의 체제(system)적 특징으로

조점을 두는 정도의 차이, 각 단계별 관련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인해, 각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하는 세부 단계들 사이에 유기적 연관성

지라도, 전체적인 절차는 세부 항목에 따라 구분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

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ADDIE 모형의 관점에

또한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각 단계 전 후에 제시된 내

서 분석해보면, 하향식(top-down) 설계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요구분

용을 볼 때, 모든 단계에서 계열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유기적인 연관

석을 통해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졸업성과를 도출하는 분석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기본적으로 성과중

(analysis)단계, 졸업성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원칙을 정하고, 프

심 교육과정의 ‘성과중심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system)’

로그램을 구조화·계열화하여 4년 시간표를 설정해나가는 설계(design)

적 특징과 ‘교수체제설계’에서 볼 수 있는 ‘체제(system)’의 특징

단계, 시기성과·과정성과를 구체화하고 각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상호관련성의 특징(Dick & Carey,

마련하는 개발(development)단계, 과목별 구체적인 수업시수를 정하고,

1996; 고재희, 2010)이라 볼 수 있다.

운영지침에 따라 교수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수업을 하는 시행

한편, 7개 계열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implementation)단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육과정이 목적에 맞게 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7개 계열 특징 분류에서, ‘사회, 교육, 공학, 의

루어졌는지 평가하는 평가(evaluation)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약’계열과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다.

볼 수 있다.
‘사회, 교육, 공학, 의약’계열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 비해

2 .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ADDIE 분석

상대적으로 각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 사이에 유기적·체계적인 특징이
있으며, 분석대상의 범위도 더 넓게 나타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목표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ADDIE 모형의 관점을 정립한 뒤, 각 단계

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내용 그 자체 보다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속하게

별로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의 기초를

될 직업세계의 요구를 기반으로 분석(analysis)단계가 실시되는 특징이

마련하였다.

있으며, 또한 평가(evaluation)단계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먼저, 선행연구의 전공을 7개 계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 관련된 행위 외에도, 교육을 통한 성과 또는 결과적인 측면까지 평가

선행연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첫째, 7개 계열로 나눈 전

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은 Biglan(1973)의 분과학문 분류에서

공을 ADDIE 모형의 배경 이론에 따라 세부 구성요소 항목에 해당하는

순수학문(pure science)과 응용학문(applied science)으로 분류할 때,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든 세부 항목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빠짐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은 응용학문(applied science)으로써,

없이 제시된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ADDIE 모형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

학문 그 자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학문(pure science)과

하였을 때, 각 단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세부 항목이 전공의 차이에 큰

달리, 사회적 맥락 또는 응용이 강조된 측면을 보여준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DDIE 모형에 의해

그 중 특히 평가(evaluation) 방법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은

각 전공 계열에 대한 단계별 분석을 해보면,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강

목표로 한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를 목적으로 하여, 주로 교수-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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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수체제설계의 체제(system)적 특징으로

조점을 두는 정도의 차이, 각 단계별 관련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인해, 각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하는 세부 단계들 사이에 유기적 연관성

지라도, 전체적인 절차는 세부 항목에 따라 구분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

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ADDIE 모형의 관점에

또한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각 단계 전 후에 제시된 내

서 분석해보면, 하향식(top-down) 설계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요구분

용을 볼 때, 모든 단계에서 계열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유기적인 연관

석을 통해 교육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졸업성과를 도출하는 분석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기본적으로 성과중

(analysis)단계, 졸업성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원칙을 정하고, 프

심 교육과정의 ‘성과중심 교육체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system)’

로그램을 구조화·계열화하여 4년 시간표를 설정해나가는 설계(design)

적 특징과 ‘교수체제설계’에서 볼 수 있는 ‘체제(system)’의 특징

단계, 시기성과·과정성과를 구체화하고 각 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상호관련성의 특징(Dick & Carey,

마련하는 개발(development)단계, 과목별 구체적인 수업시수를 정하고,

1996; 고재희, 2010)이라 볼 수 있다.

운영지침에 따라 교수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수업을 하는 시행

한편, 7개 계열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implementation)단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육과정이 목적에 맞게 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7개 계열 특징 분류에서, ‘사회, 교육, 공학, 의

루어졌는지 평가하는 평가(evaluation)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약’계열과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다.

볼 수 있다.
‘사회, 교육, 공학, 의약’계열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 비해

2 .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ADDIE 분석

상대적으로 각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 사이에 유기적·체계적인 특징이
있으며, 분석대상의 범위도 더 넓게 나타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목표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ADDIE 모형의 관점을 정립한 뒤, 각 단계

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내용 그 자체 보다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속하게

별로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 분석의 기초를

될 직업세계의 요구를 기반으로 분석(analysis)단계가 실시되는 특징이

마련하였다.

있으며, 또한 평가(evaluation)단계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먼저, 선행연구의 전공을 7개 계열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 관련된 행위 외에도, 교육을 통한 성과 또는 결과적인 측면까지 평가

선행연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첫째, 7개 계열로 나눈 전

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은 Biglan(1973)의 분과학문 분류에서

공을 ADDIE 모형의 배경 이론에 따라 세부 구성요소 항목에 해당하는

순수학문(pure science)과 응용학문(applied science)으로 분류할 때,

항목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모든 세부 항목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빠짐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은 응용학문(applied science)으로써,

없이 제시된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ADDIE 모형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

학문 그 자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학문(pure science)과

하였을 때, 각 단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세부 항목이 전공의 차이에 큰

달리, 사회적 맥락 또는 응용이 강조된 측면을 보여준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ADDIE 모형에 의해

그 중 특히 평가(evaluation) 방법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은

각 전공 계열에 대한 단계별 분석을 해보면,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강

목표로 한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를 목적으로 하여, 주로 교수-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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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평가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사회, 교육, 공학, 의약’계열은 졸

니라 교육목표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설

업 후 갖추어야할 직업과 관련된 역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계’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 또한 공통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

으므로, 교수-학생과 관련된 부분 외에 취업률, 업무활용도와 같은 사회

음에 정한 교육성과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

적 영향 까지 평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Kirk

문이라 할 수 있다.

Patrick 평가모형(Kirkpatrick, 1998)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이러한

유사성의

특징과

유기적

연관성은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은 1단계 반응, 2단계 학습 부분의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

ADDIE 모형의 특징 중 ‘관련성’의 부분에서 두 과정의 이론적 배경

교육, 공학, 의약’계열은 3단계, 행동/전이, 4단계 결과(성과)의 단계까

이 교수체제설계(ISD)의 큰 틀에서 유사점을 보이며, 전략적인 접근의

지 평가 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

이와 같은 7개 전공 계열의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일개 의과대학 성
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다.
다음으로 ADDIE 모형을 이용한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먼저 7개 전공 계열의 선행연구를 ADDIE모형으로 분석한 결과(<표
Ⅳ-2> ~ <표 Ⅳ-4>)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부 구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성요소 항목에 대해 기술된 정도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

먼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징은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교육학 또는 타 분야에서

첫째, 분석(analysis)단계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교육학의 영역에

개발과정이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분석단계가 매우 체계적이고,

서 각 단계별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근거가 명확한 형태로 구성된 점을 들 수 있다. (1) 기존의 교육목적과

서도 마찬가지로 잘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학 또는 타

목표는 성과중심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과 의과대학 성과중

따라서 새로운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설정을 위해 교수-학생뿐 아니라

심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 범위, 교육과정 개발

의예과 학생, 의학과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의 포괄적인 범위의 인식

의 체계성 정도에 따라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단계에서 강

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

조점을 두고 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의과

다, (2) (1)에서 새롭게 설정한 교육목표에 따라 V-R-C10) Process

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

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수차례의 체계적인 워크숍을 통해 졸업역량을

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하였다. 이때, 활용한 자료 중에는 DREEM 설문이라는 국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성과에 기반을 둔

통용된 교육환경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

교육과정 개발 단계로 ‘분석-설계-평가’ 단계에서 특히 ‘인문, 자

었다. 이처럼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단계에서는 타 교

연, 예체능’ 계열과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로 크게 구분되고,

육과정 개발과정의 ‘분석단계‘보다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와 표준

‘분석(A)-설계(D)-평가(E)’ 단계에서 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각 단계가 서로 분절된 형태가 아

10) Vision(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지?), Reality(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Critical Choice(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Wil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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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평가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사회, 교육, 공학, 의약’계열은 졸

니라 교육목표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설

업 후 갖추어야할 직업과 관련된 역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계’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 또한 공통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

으므로, 교수-학생과 관련된 부분 외에 취업률, 업무활용도와 같은 사회

음에 정한 교육성과 목표에 따라 결정되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

적 영향 까지 평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Kirk

문이라 할 수 있다.

Patrick 평가모형(Kirkpatrick, 1998)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이러한

유사성의

특징과

유기적

연관성은

성과중심

교육과정과

은 1단계 반응, 2단계 학습 부분의 평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

ADDIE 모형의 특징 중 ‘관련성’의 부분에서 두 과정의 이론적 배경

교육, 공학, 의약’계열은 3단계, 행동/전이, 4단계 결과(성과)의 단계까

이 교수체제설계(ISD)의 큰 틀에서 유사점을 보이며, 전략적인 접근의

지 평가 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

이와 같은 7개 전공 계열의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일개 의과대학 성
과중심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다.
다음으로 ADDIE 모형을 이용한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먼저 7개 전공 계열의 선행연구를 ADDIE모형으로 분석한 결과(<표
Ⅳ-2> ~ <표 Ⅳ-4>)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부 구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성요소 항목에 대해 기술된 정도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

먼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징은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도 교육학 또는 타 분야에서

첫째, 분석(analysis)단계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교육학의 영역에

개발과정이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분석단계가 매우 체계적이고,

서 각 단계별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

근거가 명확한 형태로 구성된 점을 들 수 있다. (1) 기존의 교육목적과

서도 마찬가지로 잘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육학 또는 타

목표는 성과중심교육과정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과 의과대학 성과중

따라서 새로운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설정을 위해 교수-학생뿐 아니라

심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 범위, 교육과정 개발

의예과 학생, 의학과 학생, 교수, 직원, 학부모의 포괄적인 범위의 인식

의 체계성 정도에 따라 ‘분석-설계-개발-시행-평가’의 단계에서 강

조사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

조점을 두고 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의과

다, (2) (1)에서 새롭게 설정한 교육목표에 따라 V-R-C10) Process

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

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수차례의 체계적인 워크숍을 통해 졸업역량을

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하였다. 이때, 활용한 자료 중에는 DREEM 설문이라는 국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성과에 기반을 둔

통용된 교육환경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

교육과정 개발 단계로 ‘분석-설계-평가’ 단계에서 특히 ‘인문, 자

었다. 이처럼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단계에서는 타 교

연, 예체능’ 계열과 ‘사회, 교육, 공학, 의약’ 계열로 크게 구분되고,

육과정 개발과정의 ‘분석단계‘보다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와 표준

‘분석(A)-설계(D)-평가(E)’ 단계에서 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각 단계가 서로 분절된 형태가 아

10) Vision(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는지?), Reality(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Critical Choice(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Wil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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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교육과정 편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취지, 졸업역량,

있다.

시기성과, 과정성과에 따른 수업내용, 수업방법의 변화에 대한 교육까지

또한 분석단계에서 도출한 졸업역량(성과)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

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의

원칙을 설정하고, 4년 시간표의 틀을 완성하여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취지가 반영되지 않거나, 과거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며 새

의견을 취합해 나간 과정은 분석(analysis)·설계(design)단계에 있어

교육과정의 원칙들이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교육목적, 교수법, 운영방향, 평가방법 등
이 적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

둘째, 설계(design)단계에서는 평가도구의 설계에 있어서, 평가모델과

내용을 학생에게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해당 수

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교육목표와 졸업역량에 따른 평가준거, 평가지표,

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교수법으로

평가도구/자료, 평가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도구와

수업을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지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 과정을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

다시 한 번 정리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평가는 교육과정이 목적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시행(운영 및 유지)단계를 관리할 수

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정재삼,

있는 기구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8). 따라서 분석(analysis)단계 이후 교육과정 설계를 할 때, 평가

둘째, 일개 의과대학의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 대한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매우 구

는 교육과정 개발의 범위를 현재 의학과 4년 과정에서 의예과 과정, 또

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타 계열의 교육과

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졸업 후 과정의 범위까지 확장시켜 생각해볼 필

정의 개발에서 평가도구의 설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여 보아

요가 있다. 졸업 역량을 토대로 하여 시기성과, 과정성과 등을 설정하여

도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 졸업

한편, 보안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학과

첫째, 비록 4년 교육과정에 대한 틀을 형성하는 분석(analysis), 설계

4년의 과정 외에 그 선행과정이 되는 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교

(design)단계까지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육목표 명세화, 프로그램 구조화 및 계열화의 범위에 함께 포함되어야

거쳐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

되었지만,

구체적인

수업(안)이

작성되는

개발

(development), 시행(implementation) 단계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일개 의과대학은 과거에는 4년 교육과정의 학사편입과 의학전문대학

관여보다는 각 분과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의지와 역량에 의

과정,

2+4 교육과정 체제인 의예과 과정이 혼재되어 있어서 의학과 4

해 운영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과거와 별 차이가 없는 형태로

년 과정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 생각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다. 하지만 다시 의예과 선발 체제로 전환되기로 한 점, 의학과 4년 교

즉,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과목이 개발되

육과정의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예과 과

어 시행되는 부분은 각 분과교육을 담당한 교수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주

정에서부터 설계 되어야할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와 개발도 함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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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교육과정 편성원칙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취지, 졸업역량,

있다.

시기성과, 과정성과에 따른 수업내용, 수업방법의 변화에 대한 교육까지

또한 분석단계에서 도출한 졸업역량(성과)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

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의

원칙을 설정하고, 4년 시간표의 틀을 완성하여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취지가 반영되지 않거나, 과거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며 새

의견을 취합해 나간 과정은 분석(analysis)·설계(design)단계에 있어

교육과정의 원칙들이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성과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교육목적, 교수법, 운영방향, 평가방법 등
이 적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

둘째, 설계(design)단계에서는 평가도구의 설계에 있어서, 평가모델과

내용을 학생에게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해당 수

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교육목표와 졸업역량에 따른 평가준거, 평가지표,

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교수법으로

평가도구/자료, 평가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도구와

수업을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지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 과정을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

다시 한 번 정리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평가는 교육과정이 목적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시행(운영 및 유지)단계를 관리할 수

에 맞게 개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정재삼,

있는 기구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8). 따라서 분석(analysis)단계 이후 교육과정 설계를 할 때, 평가

둘째, 일개 의과대학의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 대한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개 의과대학에서는 매우 구

는 교육과정 개발의 범위를 현재 의학과 4년 과정에서 의예과 과정, 또

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타 계열의 교육과

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졸업 후 과정의 범위까지 확장시켜 생각해볼 필

정의 개발에서 평가도구의 설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여 보아

요가 있다. 졸업 역량을 토대로 하여 시기성과, 과정성과 등을 설정하여

도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성과중심 교육과정에서 졸업

한편, 보안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학과

첫째, 비록 4년 교육과정에 대한 틀을 형성하는 분석(analysis),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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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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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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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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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이다.
의예과 과정은 의예과 과정 별도의 교육목표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수료 기준도 있지만, 졸업 시점에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은 크게 두 가지로 기술하였다.

는, 의예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먼저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제언을 하고, 연구

있는 효과적인 의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황진영 외, 2013) 점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범위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의 한계점과 관련된 부분을 대해 제언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성과 분석, 설계, 개발, 시행, 평가’의 각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은 ‘교육내용(가르쳐야할 내용)’

단계마다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성과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보다는 ‘졸업 후 사회가

의 개발 사례를 보면, 분석단계에서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발하고, 졸업

요구하는 역량의 갖춘 의사’라는 특정 역량을 성과목표로 하여 직무 분

역량을 도출하며, 개발 단계에서 시기성과와 과정성과를 개발하여 전체

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 개발, 시행, 평가 단계

시간표를 구성하는 틀(framework)을 만드는 데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가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과중심 교육과정이 목표로 한 성과를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발단계에서 구체적인 강의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석단계에서 졸업 성과, 시기성과,

시행, 평가 하는 부분에도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이 과정이

과정성과를 도출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설계, 개발, 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행 평가의 과정도 충분히 잘 운영되어야 한다.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야할 역량을 정하여
시기성과와 과정성과를 도출하는 ‘분석’,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각 세부 과정별로 구체적인 수업 안을 개발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용이한 교수전략과 교육방법들을 ‘개발’하고, 이 교육과정이 올바르게
‘시행’되며,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즉,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개발-시행-평가 단계의 세부적인 부
분까지 신경 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의 특성상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설계-개발-시행-평
가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의예과+의학과’의 형태를 가지는 학제에서
는 의학과 4년 과정 뿐 아니라,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의예과 교육과
정에 대한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의예과 과정은 의학과 교육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목표를 명세화 하고 프로그램을 구조화·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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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역의 범주에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의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일개 의과대학의 사례를 이용하였다. 물론 비교대상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분류된 7개 계열의 교육과정으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특
성을 분석해보았지만 향후 유사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면, 성과중
심 교육과정의 개발단계와 사이에도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개 의과대학 성과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드
러내기 위해 7대 계열로 구분된 각 계열의 대표적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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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iculum and relevance of the ADDIE model, conceptual approach and
case study approach were used.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the
relevance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mpetence based

Analysis of Outcome Based Curriculum of Medical College
Using ADDIE Model

education curriculum, which is similar in terms of outcome based
education curriculum and curriculum development, and

by looking at

the expanded range of ISD theory, which is background of the ADDIE

YoungHyu Choi

model. Further, major analysis using previous studies were divided into

Master of Science in Medicine (Medical Education)

the following seven categories by using the standard of the Kor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 humanities, social studies,
education,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medicine, and arts.

Using the ADDIE model, which is commonly used in educational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udies,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out how to develop an outcome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d the outcome based curriculum and its

based curriculum in medical schools by studying the curricula of

relevance with the ADDIE model in order to analyze outcome based

medical schools.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outcome

curriculum that utilizes the ADDIE model. Based on a conceptual

based curriculum are developed through different processes, and when

approach, the outcome based curriculum can be seen as a concept

separated by the stages of the ADDIE model, analyzed what parts are

created by applying the framework of 'ISD' to a strategic concept of

being emphasized and tried to interpret their meanings at each stage.

'competence based performance system'. In addition, when using the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case study approach, both theories have the instructional system design

First, prior to analyzing the outcome based curriculum using the

as basis but they are divided into two aspects - one that focuses on

ADDIE model, the literature study focused on the relevance between

‘process’ and another that focuses on ‘product’. Outcome bas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outcome based curriculum and the ADDIE

curriculum and the ADDIE model are characterized by the similarities

model, and used the analysis as basis. Second, to compare the outcome

of

based curriculum of a medical school, preceding studies in seven

outcome based education curriculum can be seen as being focused on

different

were

'outcome' as it emphasizes competence based performance system, and

presented,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ird, by making

ADDIE model can be considered as emphasizing 'process' based on

phased comparisons between previous study and the outcome based

each phase's objectives.

major

categories

that

utilized

the

ADDIE

model

having

systematic

characteristics

and

connectivity.

Moreover,

curriculum of a medical institution analyzed using ADDIE model, its

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seven preceding studies through the

characteristics were found. Moreover, the meanings were interpreted

ADDIE model showed that step-by-step procedures of each major

ba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analysis on the

were shown to be very similar, and that step-by-step connectivity is

reasons behind the differences were conducted.

also commonly found.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seen as generally

In order to compa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outcom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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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in studies on relevance of ADDIE model to outcome based

Based on this, by analyzing the outcome based curriculum of medical

curriculum. Moreover, the difference is that it can largely be divided

school

into ' humanities, natural sciences, arts', 'social sciences, education,

analyses, this study came up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engineering, medicine'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whether the major
has ‘pure science’ or ‘applied science’ aspects.

through

the

ADDIE

model,

which

facilitates

step-by-step

First of all, it is not only important to analyze the environment,
needs,

work

characteristics

and

other

factors

using

systematic

It can be seen as unique characteristic that differences are found in

approach, and to create the overall framework by designing timeliness,

all stages whether the focus is on the content of the study itself, the

process outcomes, and others, but also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stage is on analyzing whether the outcome aspect of education is based

continously manage each curricula so that objectives are sufficiently

on the needs of the relevant work,

reflected at the development stage, teaching strategy and educational

specific

objective

setting,

or

the stage is on designing based on

the

stage

is

on

determining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tage based on objectives.
In addition, differences can be found based on the subject of the

materials are developed according to performance objectives, and they
are appropriately implemented.
Second, in relation to the nature of medical schools, the designing

curriculum development, hierarchical nature of the study, and teaching

scope

methods in each series.

development of medical school curriculum based on the aspect of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outcome based curriculum of a medical

of

the

outcome

based

curriculum

should

incorporate

the

connectivity.

school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hen the medical

Lastly,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outcome based

school outcome based curriculum and development process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f a medical school based on limited, previous

education curriculum were analyzed using the steps of ADDIE model, it

studies. However, if it was possible to conduct a subsequent study

was seen that each stage was similarly conducted as the way it was

based on other cases that analyzed different medical school curriculum

designed connectivity, and also systematic characteristics were well

and

demonstrated by stage.

significant meaning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make

comparisons,

it

would

be

possible

to

draw

up

more

In particular, there were distinctive charateristics of a medical school
outcome

based

curriculum

that

its

analysis

stages

were

highly

structured, it was developed based on a wide range of analysis targets,
and its evaluation stage was very detail and systematically designed
based on general theory.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developing curriculum, the
initial

aim

may

not

be

well

reflected

at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tages depending on the set goals at analysis stage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rector of 'analysis', 'design' stag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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