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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의 등장으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은 전통적인 집합교육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술과 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교육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적시적소에 적합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환경에서 이러닝은 전통적 집합교육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이러닝의 필요와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이러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내용과 교수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이 

다양해지고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부분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의 역할은 내용전문가의 

교육내용을 흡수하여 교수설계적 개입과 처방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심화되었을 경우,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팀 티칭과 같이 여러 명의 교수자가 함께 하나의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 교수설계자가 교육의 내용을 흡수하여 

교수설계를 진행하는 것 보다, 내용전문가가 교수설계적 관점에서 

교수설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 차원에서 실제 이러닝 

콘텐츠 개발사례를 관찰 및 면담을 통해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본 연구모형을 구체화하는데 활용하였다. 즉, 실제 현장사례와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새로운 교수설계모형을 구안하였다. 또한 모형의 

실제 사용자인 교수설계자를 이러닝 개발현장의 전문가로서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시켜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복적인 전문가 검토와 

수정을 통해 연구모형의 내적 타당성 확보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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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연구모형은 프로토타입 중심의 

모형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 실제 개발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모형이다. 이 연구는 기존 교수설계 

모형 개발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선언적 단계를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 그들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개입하는 시점 및 범위 등을 확인함으로써 협력의 구체적 

방법을 이러닝 콘텐츠 개발 단계에 따라 절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협력모형의 개념적이고 절차적인 적용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조직과 개인차원에서 비전의 수립 및 공유,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몰입 및 협력적 관계형성 등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기획 및 분석 단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심리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즉,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관계가 늘 

수평적일 수는 없으나 각자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계에 

몰입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주요어 : 이러닝 콘텐츠 개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 협력적 

교수설계, 교수설계 모형 

학  번 : 201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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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온라인 학습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대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묵스(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s)를 통해 이러닝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있다. 이러한 묵스(MOOCs)는 

개방원격교육 ① (Open and Distance Learning: ODL)과 

공개교육자료②(Open Educational Resources: ODL)가 대중화 되면서 

현실화 되었다(나일주 편저, 2015).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과 같은 기술의 변화와 함께 

대량생산과 자본주의 중심산업에서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 또한 변화하면서 이에 적합한 양질의 교육이 적시, 적소에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닝은 면대면 교육방법에 

비해 교육의 양, 학습 효과의 신속성, 비용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닝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right 

time), 필요한 장소에서(right place), 필요한 정보(right 

information)를 얻을 수 있는 자기주도형 적시(just in time) 

학습체제라는 강점이 있다. 즉,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과는 달리 

이러닝은 현장직무 등 빠른 지식의 변화에, 그리고 적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엄미리, 2008). 이러한 이러닝의 강점이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환경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닝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이러닝의 교수 형태에 

따라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닝 개발은 크게 교육내용 

측면과 교수설계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내용전문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교수설계자가 어떠한 교수설계 관점으로 

조직화하여 이러닝으로 개발해내는가 하는 것이다. 내용전문가(Subject 

                                            
①
 개방원격교육(Open and Distance Learning: ODL)은 전통적인 원격교육이 온

라인상으로 그 기반 기술을 옮겨온 형태이다. 
②
 공개교육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 ODL)란 공개 라이센싱(Open 

Licensing)에 의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풀어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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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Expert: SME)는 교육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며, 

가르치는 것에 대한 탁월한 업무 수행자이고, 무엇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무엇이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내용전문가는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해 내는 과정에서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정교화하는 역할을 한다. 

교수설계자는 교수-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교수자료, 교수활동, 정보자원, 

교수 평가를 계획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설계, 계발, 활용, 평가, 관리를 

하면서 체제적 교수설계 과정을 실행하는 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Smith & Ragan, 2005).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이러닝 

교육과정의 분석, 설계, 개발, 활용, 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수행하며,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러닝 개발에 참여 및 

지원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강경종, 2005). 교수설계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설계자는 교육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하여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환경을 제공할지를 결정하여 교수를 설계한다. 

면대면 교육환경과는 학습자의 실재감, 동기유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이러닝 개발을 위해서 교수설계영역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닝의 발전과 함께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내용 전문성과 교수설계 전문성을 추구하며 경쟁·발전하고 있다. 

내용전문가는 교수설계안을 개발하고 교수활동을 함에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교수설계자보다 강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수설계자는 교수방법 및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내용전문가보다 교육내용에 맞는 교수설계를 더 잘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교수설계,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에 대한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가 각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각자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할 때 이러닝 개발에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전문가는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학습 객체 단위의 콘텐츠를 학습 수준별, 학습 유형별, 그리고 

학습 내용별로 학습의 순서를 정하는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해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과정을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학습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는 것이다(안종훈, 2007; Keppel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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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는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쌓아온 경험으로 나름의 교수설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교수설계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느끼는 실재감이나 교수자와의 심리적 거리로 

느끼는 교류간격 등에 있어서 이러닝과 면대면 교육은 교육환경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환경과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수설계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설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경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제안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설계를 도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교수설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수설계의 전반적인 이론에 관한 연구이다. 교수설계 이론은 

학습자가 수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수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처방들로 정의될 수 있다. 교수설계의 이론적 

바탕은 1960년대에 등장한 Skinner, Ausubel 등이 교수-학습 이론을 

제안한 것과 1970년대 이후 Gagné가 제안한 처방적 성격의 

교수설계이론, Merrill이 제안한 구성요소전시이론, Reigeluth의 

교수정교화이론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교수설계전략을 처방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수설계전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지식을 

너무 세분화하여 통합된 전체적 이해를 간과하기 쉬우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늘날의 이러닝 환경에서의 교수설계에 적합하지 못 하다는 

한계를 가진다(정재삼, 1996). 

둘째, 교수설계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교수설계자의 

역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콘텐츠를 기획, 설계, 개발,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콘텐츠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정교화된 

아이디어를 정교하고 개발 및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닝 개발을 위한 펀딩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Liu, Jones, & Hemstreet, 1998). Thach와 Murphy(1995)는 

이러닝 교수설계자의 능력으로 교수설계, 원격교육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 교수전략 및 평가 설계 역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식, 학습자와 

요구 분석, 프리젠테이션과 훈련 진행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경종(2005)은 국내 교수설계 실정에 맞는 교수설계자의 역할을 

교수-학습 기획, 교수-학습 설계,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 관리, 총 네 

가지로 추출하여 제안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닝 



 

 4 

교수설계자는 기획자, 분석가, 설계자, 평가자, 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교수설계의 절차에 관해 모형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닝 개발 과정을 체계적 개발로 이끌기 위해 ADDIE 과정을 

기반으로 절차적 모형을 소개한 연구들이 있다. ADDIE 과정을 기반으로 

한 모형들은 이러닝 개발 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근한 모형으로 

Dick과 Carey의 모형 (2005), 정인성(1997)의 NBISD 모형, 

Driscoll(2002)의 모형 등이 해당된다. ADDIE 과정을 기반으로 한 

모형들은 공통적으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의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며 모형 마다 세부 단계 활동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분석단계에서는 요구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내용 분석, 학습환경 분석, 

이러닝 개발을 위한 일정 및 예산 계획 등이 포함되고, 설계단계에는 

설계 개요서를 비롯한 학습 흐름도, 학습내용 원고, 화면 설계를 위한 

스토리보드 개발 등이 포함된다. 개발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이 수행된다. 실행은 

학습자들이 이러닝을 수강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평가단계에서는 콘텐츠 

평가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평가 도구 제작과 타당화, 평가 실시와 결과 

분석 등이 포함된다.  

1990년대 이후에는 빠른 기간 내에 이러닝 개발을 추구하며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Rapid Prototyping, 이하 RP) 기반의 동시적 

반복적 모형이 제안되었다. RP 방법론은 기존 교수설계의 절차를 

따르지만, 그 안에서 동시적이고 순환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용자와 

설계자가 협동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문제점을 수정하는 반복적 

특성을 지닌다. 즉, RP 기반 모형은 설계, 개발, 평가의 단계가 

반복·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선형적 ADDIE 기반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의 극복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RP 교수설계모형으로는 Jones와 Richey(2000)의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 모형과 임철일, 연은경(2006)의 수정된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론 모형이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이 교수설계 이론, 교수설계자의 역량 및 역할, 

교수설계 모형을 제안하는 등 교수설계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닝 개발현장의 

실무활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교수설계에 관한 

모형과 교수설계자들의 실제 수행활동을 비교한 연구(박기용, 

2007)에서는 실제 맥락에서 교수설계자의 활동이 이론 및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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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내 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웹이라는 이러닝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 하고 획일화된 

내용 중심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어 교수 내용과 학습자 

특성 등에 최적화된 교수전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이지연, 봉지애, 2011).  

교수설계모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수설계에 관여하는 모든 실무 

참여자에게 교수설계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주고,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체화하여 복잡한 현실에서의 맥락에 적합하게 모형을 

다차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박기용, 2007).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수-학습의 설계, 개발, 운영 등 교수설계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교수설계자의 역량 혹은 역할(오은경, 2004; 이지연, 봉지애, 2011) 

또는 직무모형(장명희, 이병욱, 유선주, 2004)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가와 협력을 하며 이러닝을 개발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이러닝을 개발하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나 이론이 미흡한 

실정이다. 양질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실제 맥락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협력하여 이러닝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탐색 결과를 토대로 현장 기반 모형이 필요하다(정현미, 

2008). 

그간 국내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교수설계 이론에 관한 연구, 

교수설계자의 역량 및 역할에 관한 연구, 교수설계 절차에 관한 연구 

등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교수설계의 실천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러닝 설계 과정에 실제적 주체인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연구 부족이라는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안하고,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여 양질의 이러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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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효과적인 교수설계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교육내용이 전문화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될수록 교수설계자의 역량 중 설계 및 

개발단계에 참여하는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교수자,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수설계에 대한 생각의 차이, 설계단계에서 기대했던 

교육프로그램과 최종 개발 결과물 사이에 질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교수설계능력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내용, 분석, 설계, 개발, 운영 등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개발 절차와 교수설계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협력적으로 이러닝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설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은 어떠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어떠한 절차로 적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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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학술적·실제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첫째,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 실제 개발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모형을 제안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 교수설계 모형 개발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선언적 단계를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 그들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개입하는 시점 및 범위 등을 

확인함으로써 협력의 구체적 방법을 이러닝 콘텐츠 개발 단계에 따라 

절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협력모형의 개념적이고 

절차적인 적용의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조직과 개인차원에서 

비전의 수립 및 공유,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몰입 및 

협력적 관계형성 등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기획 및 분석 단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물리적·심리적으로 협력이 용이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즉,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관계가 늘 

수평적일 수는 없으나 각자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계에 

몰입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모형은 교육과정 개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이외에 행정가, 의뢰인, 콘텐츠 개발자, 

아웃소싱 협력사 등 다양한 참여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 행정가 및 

의뢰인은 의사결정 시점과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인력의 

투입·배치·조정, 협력사 관리 시점 증 거시적 관점의 이러닝 개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아웃소싱 협력사 또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비전 및 목표,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절차, 

교수설계 및 개발·운영 전략 등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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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정의 
 

가. 협력(Collaboration) 

 

비즈니스 상황에서 협력(Collaboration)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보는 시각과 범위에 따라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전략적 동업(Strategic Partnering), 협력(Collaboration), 

결합조직(Hybrid),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기업연합(Consortia)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McArthur & 

Schill, 1996). Ring과 Van(1994)은 전략적 제휴, 파트너 십, 연합, 

합작, 프랜차이즈, 연구조합 등의 기존의 용어들을 포괄하여 협력적 

조직간 관계(Cooperative Inter organizational Relationship)로 범위를 

넓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련된 연구의 범위 및 관점에 따라 

협력(Collaboration)에 대한 각각의 차이가 커서 합의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비즈니스적 협력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둘 이상의 조직이 특정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래의 

조직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교류를 구축하는 것’ 으로 

이해되며(Howarth, 1994), 이 중 그 조직의 목표가 기술혁신이 되고 

기술이 조직간 제휴의 주요 매개가 될 때 ‘전략적 기술제휴’로 

정의된다(전승용, 1996). 최근의 추세는 전략 및 기업조직에 국한되어 

기회주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라는 용어 대신, 

협력(Collaboration, Cooperation), 기술협력(Technological 

Collaboration)의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Ring & Van, 1994; 

McArthur & Schill, 1996; 조경섭, 2000). 이처럼 협력은 협력에 

참여한 개인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 

임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다 (Johnson & Johnson, 

1989; 변영계, 김광휘, 2002). 

 

나. 협력적 관계(Collaborative Relationship) 

 

개인의 개별상황(individualistic situation)은 다른 사람의 목표에 

상관없이 개인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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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황(competitive situation)에서는 개개인이 서로 다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다. 경쟁 속에서 개인의 목표는 상호 

목표달성에 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상황 및 경쟁상황과 

달리 협력상황(collaborative situation)에서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게 되므로 개개인의 목표가 상호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다(Johnson & Johnson, 1989). 협력이란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개인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소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변영계, 김광휘, 2002)으로, 이 과정에서‘전체는 개인을 위하여(all 

for one),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one for all)’라는 태도를 갖게 되는 

프로세스이다(Slavin, 1987). 그러므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 얻게 된 ‘결과’만이 성공의 요소가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낼 때까지의 ‘프로세스’와 ‘인간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Straus, 2002).  

이처럼 임의의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업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일할 때, 

이를 협력적 관계(collaborative relationship)라 한다(Bruner, 1991, p. 

6). 즉,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둘 이상의 주체가 상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노하우 및 자원을 

보완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또는 상대방의 능력과 결과물을 

상호보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적인 관계(Dodgson, 1993; Tyler & 

Steensma, 1996)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다. 협력적 교수설계(Collaborative Instructional Design) 

 

이 연구에서 협력적 교수설계(Collaborative Instructional 

Design)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하나의 비전(Vision)을 가지고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다른 

외부의 조직과 이론적·실천적 노하우 및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공유하는 일련의 교육과정개발 조직 및 구성원 사이의 교수설계 

활동으로 정의 내리기로 한다. 이때 교수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이론적·실천적 노하우 및 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협력적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이론 및 세부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가에게 교육하거나 내용전문가가 학습할 

수 있는 단계를 반드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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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협력의 여부에 따라 교수설계 수행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그 수행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During & Schick, 1976; Miller & 

Brownell, 1975; Rogoff, 1990)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정의한 

협력적 교수설계는 단순한 협력적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원활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설계를 

의미한다.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상호작용이 심리적·체제적으로 

용이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설계 공동체 형성을 통해 

협력(Collaboration)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유지연, 2001; 김덕중 

외, 2002; 산업자원부 2003; Rogenberg, 2001; Rossett. 2002). 

스마트 러닝, 묵스(MOOCs)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라 

원격교육의 형태가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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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문헌 고찰 
 

 

1. 교수설계 실천의 현대적 맥락 
 

가. 교수설계 맥락의 변화 

 

교수설계분야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함께해왔다. 

교수설계는 전통적으로 학교교육과 정부, 기업 교육을 그 주요 연구와 

실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허균, 나일주, 2003; 정인성, 나일주, 2008; 

나일주, 2015). 이외에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다양한 비형식적 

교육기관의 요구에 의한 교수설계 활동도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집합교육중심의 교수설계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큰 변혁을 

겪게 된다. 정보통신기술 또는 지식 테크놀로지로 일컬어지는 통합적 

기술환경의 등장은 교수설계분야의 실천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것이 현대적 교수설계의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환경에서 교수설계는 교수자 1인의 역량과 

판단으로 실행되어왔고, 교수자가 자신이 개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쉽게 수정·보완 할 수 있었다. 비교적 적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교수자의 교수설계 수정 및 보완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교육의 

환경이 온라인 기반의 원격교육으로 확장되면서 교수설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원격교육’의 요소가 교수설계에 포함되면서 

학습자 중심 교수설계와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 측면이 강조(허균, 

나일주, 2003) 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 개방과 공유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교육에도 학습자원(Educational Resource)의 개방과 

공유로 확산 되었다. 특히, 대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s: Massive 

Online Open Courses)를 통한 학습이 대중화되면서 교수설계 지식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학습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형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교수설계에도 다양한 설계맥락을 제공하였다. 초대형 온라인 

코스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교수설계 지식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이 계속 확장되는 동안 학습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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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설계의 분야도 

새로운 모습으로 분화될 것이다. 이러닝(e-Learning),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 학습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새로운 교수설계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유’의 개념이‘학습자원’에도 적용되면서 ‘학습자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게 되었다. 위키피디아와 같은 백과사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미지, 비디오, 공개교육자료(Open Education 

Resource: OER), OCW(Open Course Ware), 개방원격교육(Open and 

Distance Learning: ODL) 등이 대중화되면서 ‘학습자원’은 그 의미와 

영역이 상상 이상으로 확장 되고 있다. 교육용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학습자원의 설계와 관련된 분야까지 새로운 교수설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즉, 학습의 경험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새로운 

교수설계의 범주로 확장되었다(나일주,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과 교육의 결합, 그에 따른 

교수설계 영역의 변화를 학습 생태계 변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교수설계 맥락 즉, 네트워크의 사용이 보편적 현상이 되기 전의 

교수설계 맥락과 현대적 교수설계 맥락을 비교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I-1]과 같다(나일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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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교수설계 맥락의 변화 

(출처: 나일주, 2015 내용을 재구성함)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설계는 실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실천현장에서는 더욱 구체화, 세분화, 전문화된 

맥락에서 교수설계 및 개발, 운영이 이루어진다.  

 

나. 학습환경의 변화 

 

북미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형 온라인 공개강좌(Massive Online 

Open Course)의 등장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고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형 온라인 공개강좌(Massive Online 

Open Course)를 뜻하는 묵(MOOC)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방원격교육(Open and Distance Learning: ODL)과 

공개교육자료(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나일주 편저, 2015). 개방원격교육(ODL)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격교육이 온라인 상으로 이동해 온 것(정인성, 나일주, 

2008)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원격교육기관에서 

현재도 운영 중인 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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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원격교육기관들이 이에 해당된다. 

공개교육자료(OER)는 교육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여 교육자료를 구매한 학습자에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료를 개발한 개인이나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거나 및 하드웨어 개발 설계도를 

공개하는 등 오픈 소스(Open source)의 개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개된 라이센스(Creative 

Common License: CCL), 공개 저작권(Open Licensing)의 철학이 

교육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묵(MOOC)이다.  

개방원격교육(ODL)과 공개교육자료(OER)라는 묵(MOOC)의 두 

가지 큰 특징은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수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수강생을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외 명문대학에서 대중을 상대로 제공할 수 있는 강의를 

묵(MOOC)을 통해 공개하였다.  

 

다. 교수설계모형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 

 

이러닝의 교수설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이외에도 온라인 기반 교육의 제도적인 부분, 온라인 

학습환경 구현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 온라인 학습의 기술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 등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분법적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제시에서 벗어나 교수설계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실천현장의 

자원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수설계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수행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수설계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이다(Tessmer, 

1990). Jonassen(2000)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현재 발생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형태를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로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상황마다 매번 다르다고 하였다 (Hung & Wang, 2000; Jonassen & 

Rohrer-Murphy, 1999; Jonassen, 2000; Wilson, 1999). 이러한 

문제의 유형을 문제가 발행하는 상황적 환경인 조직과 교수설계자의 

범주에서 정리해보면 <표 II-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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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조직 및 교수설계자 차원의 문제해결 방법 

 

 
조직차원 

일반적 문제 예외적 문제 

교수 

설계자 

차원 

일반적 문제 

현재 교수설계와 개발에 

적용되고 있는 

교수설계원리 및 모형을 

기반으로 문제해결 

협상 및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예외적 문제 
조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출처: Jonassen, 2000 수정 및 보완) 

 

<표 II-1>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화된 문제란 교수설계자와 조직 

모두에게 일반적인 문제이고 이는 기존에 개발된 교수설계원리 및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하여 해결 가능하다. 반면, 비구조화된 문제란 

교수설계자와 조직 모두에게 예외적인 문제이다. 이 경우 교수설계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또한 교수설계자에게는 일반적이나 조직차원에서는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한다. 반대로 교수설계자에게는 예외적이나 조직차원에서는 

일반적인 문제는 조직차원의 요구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듯, 대부분 교수설계 및 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구조적인 경우가 많다. 그 만큼 교수설계자의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교수설계 및 개발을 기반으로 할 때 교수설계자의 창의적, 혁신적 

사고를 통해 개발된 문제해결 방법이 더 빛을 발할 것이다 (Jonassen, 

2000; 유영만, 2002). 이처럼 교수설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 틀로서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교수설계모형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교수설계 실천현장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대안을 찾는 접근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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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 
 

일반적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2006) 이러닝 개발 및 운영을 요구하는 관리자 

및 교육기획자, 교수자, 교수설계자, 개발담당자, 운영자, 기술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6)은 이러닝 컨설턴트, 내용전문가, 

이러닝 교수설계자,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 이러닝 시스템 개발자, 

이러닝 과정운영자로 구분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이러닝 

종사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 II-2 >와 같다 

 

<표 Ⅱ-2> 이러닝 종사자 구분 

 

한국산업

인력공단 

(2000) 

ASTD 

(2001)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2006) 

한국전자거

래 진흥원 

(2006) 

최미나, 

장은정 

(2010) 

정보통신산

업진흥원 

(2016) 

프로그램 

감독 

프로젝트 

리더 

관리자, 

교육기획자 

기획자, 

컨설턴트 

이러닝 

컨설턴트 

이러닝 

컨설턴트 

강사 
교수자, 

내용전문가 

교수자, 

내용전문가 

교수자, 

콘텐츠 

전문가 

내용전문가 내용전문가 

교수 

설계자 

수업설계자 

모듈설계자 
교수설계자 교수설계자 

이러닝 

교수설계자 

이러닝 

교수설계자 

개발 

담당자 

코스통합 

작성자, 

그래픽 

전문가, 

멀티미디어 

전문가, 

코딩담당자, 

프로그래머 

개발담당자 
콘텐츠 

개발자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 

네트워크 

및 

시스템 

개발자,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 

서버 

프로그래머, 

기술지원자 

기술전문가 
시스템 

개발자 

이러닝 

시스템 

개발자 

이러닝 

시스템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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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행정가, 

튜터 
운영자 운영자 

이러닝 

서비스 

운영자 

이러닝 

과정 

운영자 

 

(출처: 지식경제부, 2009; 최만, 장은정,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의 

내용을 재구성함) 

 

시대에 따라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을 다양하게 구분하였으나, 

공통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가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그리고 

컴퓨터 및 시스템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자,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러닝 과정운영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인력 

중 이 연구에서는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에의 역할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가. 전통적 역할 

 

(1) 교수설계자의 역할 

 

이러닝 교수설계자는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중 가장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개발과정에 따른 기본 교수설계역량에 다양한 상황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왔다. Thatch & Murphy(1995)는 작문 기술, 

프레젠테이션 작성 및 발표 기술, 요구분석 기술, 교수전략, 학습 스타일 

및 이론에 대한 지식, 교수설계 능력, 평가 기술, 매체속성에 대한 지식, 

협력, 팀워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식, 훈련 기술 등을 교수설계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보았다. 교수설계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3>와 같다. 교수설계자 역량은 

일반 리터러시와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를 포함한 리터러시 역량, 기획, 

분석, 설계, 개발, 평가를 포함한 교수설계역량, 프로젝트 관리역량, 

자리관리역량으로 대분류하여 하위 역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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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교수설계자의 역량 

역량 하위 역량 출처 

리터

러시 

일반  

리터

러시  

역량  

작문 기술 

프레젠테이션 능력  

Murphrey & Dooley, 2006; 

Thatch & Murphy, 1995  

기획 및 정보수집 분석 능력  김세리 외, 2011  

테크

놀로

지  

리터

러시  

역량  

테크놀로지 관련지식 및 기술 능

력  

Thatch & Murphy, 1995; 

Liu, Jones, & Hemstreet, 

1998; Richey, Fields, & 

Foxon, 2001; 강명희 외, 

2010; 김세리 외, 2011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능력  Murphrey & Dooley, 2006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정보검색 및 

수집 능력  
강명희 외, 2010  

정보 기기 간 연결을 통한 데이터

의 연결 및 통합을 활용하는 능력 

Carmichael et al., 2012; 

Hussain, 2012; Kasimati et 

al., 2011; Lal & Lal, 2011; 

Rego, 2010  

시스템 이해 및 오류 시 해결 능

력  
강명희 외, 2010  

새로운 교수 환경 및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능력  

강명희 외, 2010; 우영희 외, 

2011  

멀티디바이스에 대한 이해 및 활

용 능력  

Carmichael et al., 2012; 

Hussain, 2012; Kasimati et 

al., 2011; Lal & Lal, 2011; 

Rego, 2010; 이지현 외, 

2014  

지능화된 웹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 

Bidarra & Cardoso, 2007; 

Hussain, 2012; Lal & Lal, 

2011; Morris, 2011; 이지현 

외, 2014  

시맨틱웹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

력 

Bidarra & Cardoso, 2007; 

Hussain, 2012; Lal & Lal, 

2011; Morris, 2011; 이지현 

외, 2014  

교수

설계 

기획

역량 

교수설계의 기획 및 분석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활용하

는 역량 

김세리 외, 2011; 최미나, 장

은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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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역량  

요구분석에 필요한 지식 및 스킬 

능력  

Thatch & Murphy, 1995; 

Liu, Jones, & Hemstreet, 

1998;  Richey, Fields, & 

Foxon, 2001; 강명희 외, 

2010; 최미나, 장은정, 

2010; 김세리 외, 2011 

학습자 특성 분석 능력  

강명희 외, 2010; 최미나, 장

은정, 2010; Murphrey & 

Dooley, 

2006; Thatch & Murphy, 

1995  

학습내용 분석 능력  
강명희 외, 2010; 최미나, 장

은정, 2010 

테크놀로지 특성분석  

Parhar & Mishira, 2000; 

IBSTPI, 2000; 엄미리, 

2008; 정현미, 2008 

학습환경 분석 능력  
강명희 외, 2010; 최미나, 장

은정, 2010 

설계

역량 

정보수집 방법을 이용하여 SME, 

학습내용, 학습자, 환경, 테크놀로

지 등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 

장명희 외, 2004; 강경종, 

2005; 최미나, 장은정, 2010 

수집된 기획 및 정보 분석 능력 강명희 외, 2010 

교수설계 모형 기획능력 최미나, 장은정, 2010 

이러닝 개발 모형 기획능력 최미나, 장은정, 2010 

학습내용의 조직화, 내용수준의 

범주화 능력  

김세리 외, 2011; 최미나, 장

은정, 2010 

메시지 설계 능력 
Richey, Fields, & Foxon, 

2001. 

최적의 교수전략을 선택하는 능력  

Thatch & Murphy, 1995; 

Richey, Fields, & Foxon, 

2001; 강명희 외, 2010;  

학습자들의 협동 및 상호작용 촉

진을 위한 설계 능력  

Richey, Fields, & Foxon, 

2001; 강명희 외, 2010; 우

영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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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및 가상공동체 설계 능

력  

Brüggemann & D’Amato, 

2012; Kasimati & Zamani, 

2011; Maddux, 2008; 

Matthews, 2007; Ohler, 

2008  

개인화 맞춤식 콘텐츠 및 학습활

동 설계 능력  

박윤정, 2009; Lal & Lal, 

2011; Strabase, 

2009  

개별 학습자의 콘텐츠 개발 및 참

여활동 설계 능력  
Giannakos & Lapatas, 2010  

개발

역량 

설계 및 개발 모형활용 역량 

이병욱, 유선주, 2006; 강명

희 외, 2010; 최미나, 장은

정, 2010; 김세리 외, 2011 

과정개발 전략 및 모형수립 역량 

이병욱, 유선주, 2006; 강명

희 외, 2010; 최미나, 장은

정, 2010; 김세리 외, 2011 

프로토타입 설계 역량 

이병욱, 유선주, 2006; 강명

희 외, 2010; 김세리 외, 

2011 

교수자료를 적절한 매체에 적용하

여 개발하는 능력  

이병욱, 유선주, 2006; 강명

희 외, 2010; 김세리 외, 

2011 

스토리보드 작성 역량 
강명희 외, 2010; 김세리 외, 

2011 

콘텐츠 개발자와 원활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협력 능력  

Thatch & Murphy, 1995; 

강명희 외, 2010  

실행

역량  

운영자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력 능력  

Thatch & Murphy, 1995; 

강명희 외, 2010; 최미나, 장

은정, 2010 

평가

역량 

사용성 평가 수행 및 분석 역량 
최미나, 장은정, 2010; 

이지현 외, 2014 

콘텐츠 질 관리 역량 
장명희 외, 2004; 정현미, 

2008; 김세리, 2011 

관리 

조직

이해 

이러닝 조직의 변화 추세를 

이해하고 조직의 업무를 이해하는 

역량 

이병욱, 유선주, 2006; 

강명희 외, 2010 

프로

젝트

예산 및 인력 투입, 아웃소싱 기

획 역량 
최미나, 장은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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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II-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수설계자의 역할은 

교수설계 기본역량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자기관리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대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관리 일정, 인력, 비용관리 역량 최미나, 장은정, 2010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 사고 능

력  
우영희 외, 2011  

프로젝트 계획 및 전체 프로세스 

진행 능력  

강명희 외, 2010; 김세리 외, 

2011; Thatch & Murphy, 

1995; Liu, Jones, & 

Hemstreet, 1998; 

Murphrey & Dooley, 2006;  

프로젝트 관련 현실적 한계 및 윤

리적·법적 문제 해결 능력  
Thatch & Murphy, 1995  

교수설계 관련자들과의 협력/팀워

크 능력  

강명희 외, 2010; 김세리 외, 

2011; 

인력 네트워크 관리 역량 
장명희 외, 2004; 김세리 외, 

2011 

시스템 기반 소통 역량 
최미나, 장은정, 2010; 김세

리 외, 2011 

내용전문가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서비스 지원 능력  

최미나, 장은정, 2010; 강명

희 외, 2010  

오픈 소스를 활용한 운영 및 관리 

능력  
우영희 외, 2011  

교수설계 참여인력에 대한 훈련능

력  
Thatch & Murphy, 1995  

위기

관리 

문제 및 위기 인식 능력과 대안의 

선택·적용·평가 능력 

이병욱, 유선주, 2006; 

강명희 외, 2010 

자기

관리  

역량 

전 

문 

성 

교수설계 지식, 기술, 태도 등 전

문성 유지·개발 능력  

Richey, Fields, & Foxon, 

2001; 이병욱, 유선주, 

2006; 강명희 외, 2010; 

우영희 외, 2011; 김세리 외, 

2011 

공유 
지식의 공유에 대한 가치를 확신

하고 공유하는 능력  
우영희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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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전문가의 역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수 패러다임 또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변화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점 또한 

변하게 되었고 교수의 중심에 있는 교수자 즉, 내용전문가의 역할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학습의 목표로 

보고 교수자의 역할 또한 학습자의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학습은 자극을 통한 반응과 이의 

강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Bredo, 2005). 반면, 인지주의는 

정보처리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인지 활동을 설명하였다. 정보처리, 

기억 및 추론, 문제해결 등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활동을 

강조하였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객관주의 철학과 

달리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하여 학습의 목적 및 의미를 찾는 

구성주의는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교수자 또한 

이러한 학습자 개인의 경험을 도와야 하며, 경험의 상황적 맥락,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 학습자의 학습활동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orrie, 2000).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른 교수·학습의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Ⅱ-4> 교수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철학적 배경 객관주의 객관주의 주관주의 

교수 패러다임 교수 중심 교수, 학습 중심 학습 중심 

학습에 대한 정의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 
인지 구조의 변화 

주관적 경험에 

의한 개인적 의미 

창출 

학습에 대한 관점 수동적 적극적 적극적 

학습의 시작 및 

촉진 
자극, 반응, 강화 

정보 입력, 저장, 

출력 
개인적 경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적 자극 및 

반영 
인지활동 

상황맥락, 

지식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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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전략 외적 교수전략 
내적사고, 

정보처리전략 
학습환경의 조성 

효과적인 

학습형태 
기억, 개념습득 

문제해결, 

정보처리 

비구조화된 

과제중심학습 

 

(출처: Lorrie, 2000; Bredo, 2005 재구성) 

 

위에서 살펴본 교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수자의 역할 또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교수는 교수자의 권위와 고전 철학에 기초를 

두었으나 점차 이러한 전통적 권위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를 두기 시작하였다(Nisbet, 2005). 이러한 교수의 의미와 

교수자 역할의 변화는 정보통신 및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교수자의 역할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맥락에 따라 내용 전문적인 학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로, 

학습을 지시하고 안내하는 교수자에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학습경험을 돕는 조력자로,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성찰적 

참여자 및 창의적 교수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Nisbet, 

2005). 

 

(3)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 

 

2017년 이러닝 시장규모는 약 3조 6,991억 원으로 집계되어 

2016년 이러닝 시장규모 3조 4,875억 원 대비 6.1% 증가로 꾸준한 

성장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표 II-5> 2017년 이러닝 산업 시장규모 변화 추이 

 

년도 시장규모 전년대비 증가액 전년대비 증가율 

2003년 1,077,041 - - 

2004년 1,298,484 221,443 20.6 

2005년 1,470,817 172,333 13.3 

2006년 1,617,797 146,980 10.0 

2007년 1,727,057 109,230 6.8 

2008년 1,870,475 143,41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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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91,033 220,558 11.8 

2010년 2,245,833 154,800 7.4 

2011년 2,451,364 205,531 9.2 

2012년 2,747,766 296,402 12.1 

2013년 2,947,083 199,317 7.3 

2014년 3,214,167 267,084 9.1 

2015년 3,485,119 270,952 8.4 

2016년 3,487,574 2,455 0.1 

2017년 3,699,183 211,609 6.1 

※ 시장 규모: 기업 매출액의 총합계(추정치) 

(출처: 2017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이러닝 수요가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이러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현재인력과 

부족한인 인력의 합산 대비 부족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 인력의 비율은 

5% 이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는 컴퓨터 언어 및 각종 응용프로그램 (플래시, 

포토샵, 음성 및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툴 등)을 사용하여 

실제 웹에서 사용 가능한 콘텐츠를 구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웹 프로그램 개발, 인터페이스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플래시 

개발,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비디오 클립 제작 및 편집, 음성 녹음 및 

편집 등이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다(Horton, 2001; 

지식경제부 외, 200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이러닝 학습자가 실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웹상에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역할의 다변화 

 

질 좋은 이러닝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설계를 담당하는 

교수설계자뿐만 아니라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뢰인, 내용전문가, 콘텐츠 개발자, 이러닝 운영자 등)이 이러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Tynjälä, Häkkinen, 2005; Aragon, Johnson, 2002; 조은순, 

2001). 이러닝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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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기본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습자가 원하는 이러닝 개발을 위해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각자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이러닝의 주제와 개발 환경에 따라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성을 확보하거나, 내용전문가 혹은 콘텐츠 개발자가 

교수설계역량을 함양하여 이러닝을 개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교수설계자의 역할을 교수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교수설계를 

가르치는 범위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Siemens, 2008). 이러닝의 

주제 및 개발 상황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소비하거나 

생산하여 이러닝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1) 교수설계자 중심의 교수설계 

 

일반적으로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의 지식을 수용하는 

입장이다(Ko et al., 2005; 송신근, 2007). 그러므로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의 지식 전문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양질의 

이러닝을 개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의 가치를 

인지하여 이해하고 수용하는 역량을 지식흡수역량(Cohen & Levinthal, 

1990)이라고 한다. 선행 연구에서 지식흡수역량은 지식 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albraith, 1990; Hamel, 1991). 

따라서 내용전문가의 지식을 수용해야 하는 교수설계자의 

지식흡수역량에 따라 이러닝 개발과정이 원활해지고 성공적인 이러닝을 

개발할 수 있다(Ko et al., 2005). 내용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잘 

이해하고 얼마나 수용하는지의 정도가 이러닝 개발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닝의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교수설계자의 지식흡수역량에 의존하여 이러닝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도구적 관점에서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 

전문가로서 체계적으로 교수설계를 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때로는 실용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며, 때로는 예술적 관점에서 

창발적인 교수설계를 하는 것이다(Visscher & Gustafson, 2004). 

 

(2) 내용전문가 중심의 교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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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의 실천력 강화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크게 

교수설계측면과 교육내용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교육내용측면인 내용전문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두 번째 

교수설계측면 즉, 교수설계자가 어떠한 교육적 관점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으로 개발해내는가 하는 것 있다(Neal & Miller, 2005; Moon, 

et al., 2005; 권성연, 고기성, 이수영, 2007). 교육학에서 

교수설계영역이 부각되면서 이 두 축의 주체인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내용 전문성과 교수설계 전문성을 

추구하며 경쟁·발전하고 있다. 내용전문가는 교수설계안을 개발하고 

교수활동을 함에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교수설계자보다 강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교수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반면, 교수설계자는 교수방법 및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내용전문가보다 교육내용에 맞는 교수설계를 더 잘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유영만, 2002). 이러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교수설계, 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에 대한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각자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할 때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콘텐츠 개발자 중심의 교수설계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참여자 

개인이 속한 직종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역량, 필요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교수설계 및 교수설계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더욱이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이러닝 산업현장의 변화 속에서 

기술적 개발역량이 필수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더욱 필요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역할과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되어있지 않아 이러닝 

개발에서 원하는 콘텐츠 개발자를 육성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설계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텐츠 

개발자의 수요는 늘 있으며, 콘텐츠 개발자는 늘 부족하다 (최미나, 

장은정, 20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  

이처럼 이러닝 개발자의 역할 및 육성에 대한 연구도 개발인력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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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환경에서 이러닝의 주제가 심화될수록 교수설계와 콘텐츠 개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닝의 경우 이러닝 개발물의 질에 더욱 

집중하면서 콘텐츠 개발자가 교수설계를 배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즉, 내용전문가가 교수설계자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이러닝 개발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전문가가 직접 콘텐츠 개발자와 협력하여 교수설계를 하고, 

이러닝을 개발하는 것이다. 

 

 

3. 협력이론 
 

가. 정보교류체제와 협력 

 

정보교류체제(Transactive Memory System: TMS)는 최근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 연구에서 주목 받고 있는 공유인지(shared 

cognition)를 바탕으로 하며, 팀 구성원들이 팀 단위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저장, 전달, 사용하는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임희정, 2005). 집단 내 공유 인지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 첫째, 과업특정지식은 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행동, 목표 및 전략을 의미하고 둘째, 과업관련지식은 효과적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의미한다. 셋째, 구성원에 대한 지식은 

팀 구성원 각자에 대해 그들이 선호하는 내용, 역할, 책임,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믿음과 태도는 팀 

구성원들 간의 공유되는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Cannon-Bowers & 

Salas, 2001). 이 네 가지 차원의 공유인지 중 세 번째, 구성원에 대한 

지식은 팀 구성원 각자에 대해 그들이 선호하는 내용, 역할, 책임,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한 지식은 공유 정신 모형(Mathieu et al., 2000)과 

정보교류체제(Wegner, 1987; Moreland, 1999; 송재준, 김문증, 범상규, 

2013 재인용)가 있다. 

정보교류체제는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정보를 부호화, 저장, 재생하는 것으로, 구성원 

개개인들은 특정한 정보를 자신과 구성원에게 기억할 내용으로 분배, 

분할하여 저장하고, 할당된 정보를 분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교류체제의 선구자인 Wegner(1987)는 개인 간의 관계적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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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억을 각각 

저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각자 가지고 있는 분산된 기억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공유인지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송재준, 

김문증, 범상규, 2013 재인용). 즉 모든 정보를 각각의 개인이 모두 

소유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타인과 기기 등을 정보저장 매체로 지정하고 필요할 때 

상호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간 상호작용에 의해 활용한다는 

것이다(임희정, 2005; 김효준, 곽기영; 2014). 

정보교류체제는 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인지시켜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각각의 과업조정을 통한 공유된 목표의 달성을 

보다 촉진하게 한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결과 

창출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팀과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비교할 때 

가시적이고 상대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송재준, 김문증, 범상규, 

2013; 김효준, 곽기영, 2014; 김희영, 강성배, 이주헌, 2013). 

 

나. 공유 정신 모형과 협력 

 

정신모형(mental model)이란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또는 환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식 구조, 심리적 기제를 의미한다(Mathieu, Heffner, 

Goddwin, Salas, & Cannon-Bowers, 2000).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Kim, 1993)다. 공유 정신 

모형(shared mental model)이란 개개인의 학습자가 집단 속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집단 지식을 만들어낼 때, 집단이 정보를 

처리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내는 

공동의 지적 산출물을 말한다(강혜련, 양희동, 2003; 강혜련, 민현정, 

2003; Cannon-Bowers & Salas, 1990; Fiore & Schooler, 2004; 

Hewitt, 2002). 집단이 이러한 공유 정신 모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학습자들이 함께 공동의 공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인출하고, 

저장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Cooke, et. al., 2000). 여러 

연구를 통해 집단의 협력을 통한 공유 정신 모형의 획득은 집단의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Cannon-Bowers & 

Salas, 2001; Fleming & Griepentrog, 2003). 협력의 결과로 공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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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획득한 집단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구성원들간 유사한 이해도를 갖는다. 따라서 수행해야 할 과제 

또는 동료의 활동이나 요구에 대한 예측과 기대를 좀 더 정확히 하게 

된다고 하였다(Fleming & Griepentrog, 2003). 즉 공유 정신 모형은 

협력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활히 일어나도록 조정(coordination)하여 

과제 수행의 질을 높인다(강혜련, 양희동, 2003; 김동식, 권진숙, 2006). 

동기적 측면에서도 공유 정신 모형은 구성원들간 신뢰, 사기, 만족감, 

응집력,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등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과제의 수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김동식, 

권진숙, 2006). 결국 집단이 과제를 수행한 후, 산출한 결과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질 또는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Cooke, et al., 2000; 

강혜련, 박숙영, 2003; 김동식, 권진숙, 2006). 

 

4. 교수설계와 협력 
 

가. 협력의 일반적 의미와 특징 

 

(1) 다양한 의미로 불리는 협력 

 

현대 사회에서 협력(Collaboration)은 비즈니스,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환경에서 여러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협력(Collaboration)은 많은 이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왔다. 

Merriam-Webster,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Microsoft 

office’s thesaurus, WordReference.com 에서 협력(Collaboration)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함께 일하는 것(working together)”, “합작 

사업, 합작 투자(a joint venture)”,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하기(working jointly with others)”, “힘 합치기(jointing forces)”, 

“협력관계로 일하기(working in partnership)”, “자원 합치기, 자원 

공유하기(pooling resources)”, “팀으로 역할 하기(acting as a team)”, 

“서로 협력하기(cooperating with one)” 등으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정의를 보여준다. 협력(Collaboration)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협력을 설명함에 있어 합작 투자(joint 

ventures), 합병, 통합(consolidations), 네트워크(networks), 

파트너십(partnerships), 제휴(coalitions, alliances), 

협업(collaboratives), 컨소시엄(consortiums), 협회(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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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councils), 전담반, 태스크포스(task forces), 그룹(groups) 

등이 포함된다. 이 목록 또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지는 

분야와 수준, 환경에 따라 확장되고 있다.  

 

(2) 협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협력이란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개인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변영계, 김광휘, 2002)으로, 이 

과정에서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Slavin, 1987). 협력상황에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돕는다. 개개인의 목표가 서로 의존하게 되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개인은 더욱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Johnson & Johnson, 

1989). 그러므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통해 얻게 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낼 

때까지의 ‘과정’과 ‘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Straus, 2002; 

백재용 외, 2009). 이처럼 임의의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가지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업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일할 때, 이를 협력적 관계(collaborative relationship)라 한다(Bruner, 

1991, p. 6). 즉,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둘 이상의 주체가 

상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노하우 및 자원을 

보완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또는 상대방의 능력과 결과물을 

상호보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적인 관계(Dodgson, 1993; Hogue, 

1993; Tyler & Steensma, 1996; Bailey & Koney, 2000)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협력적 의사소통으로 가능하며 협력적 

의사소통은 빈도, 방향성, 양식,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Mohr & Nevis, 1990). 

 

(3) 협력의 촉진 및 강화 

 

경영,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기획에서 협력을 

프로젝트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한다면, 프로젝트 실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는 프로젝트의 기획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하는 인력간 협력의 

정도와 질을 평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획자는 어떻게 

하면 참여인력간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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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있다. 또한 적절한 개입과 처방으로 협력을 촉진시키고 강화하고자 

한다(Dryfoos, 1998; 김경묵, 2000; 백재용 외, 2009). 그러나 협력은 

협력 자체가 복잡하고, 조직 내부 및 조직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일어나므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의하여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협력은 협력이 일어나는 맥락, 참여하는 조직 및 인력간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과 조직 전체의 목적이 

합의를 이루어 개인과 조직이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Hogue, 1993; Hogue et al., 1993).  

아래 [그림 II-2]은 Peterson(1991)이 제안한 개인이 조직화되어 

통합되는 정도에 따른 협력의 발전 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Ⅱ-2] 공식적 통합의 정도에 따른 협력의 발전 단계 

(출처: Peterson, 1991 번역하여 인용함) 

 

Peterson(1991)이 제안한 개인이 조직화되어 통합되는 정도에 

따른 협력의 발전 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의 단계는 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개인의 목표도 동시에 추구하는 

단계이다. 개인의 공식적 조직 통합 정도에 따른 협력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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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개인의 공식적 조직 통합 정도에 따른 협력의 발전 단계 

세부내용 

 

통합 

정도 
단계 세부내용 

 

낮음 
협동 

(Cooperation) 

 개인 사이의 정보공유 및 상호 도움을 통해 

협동 

 통합의 정도가 매우 낮음 

 
조화 

(Coordination) 

 개인의 목표가 상호 협동을 통해 타협하는 

단계. 따라서 서로의 목표가 호환될 수 있음  

 각 개인이 활동을 협동하거나 공동수행, 후원, 

조정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목표 지원 

 통합의 정도가 아직은 낮은 상태이나 높아지고 

있는 상태 

 
협력 

(Collaboration) 

 통합전략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확인하는 단계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개인의 목표 또한 함께 추구됨 

 통합의 정도가 높은 상태 

높음 
결합 

(Coadunation) 

 협력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통합되고, 각 

개인의 가치와 문화가 결합되는 단계 

 통합의 정도가 매우 높음 

 

(출처: Perterson, 1991 의 설명내용 재조직) 

 

통합의 정도에 따라 협동(Cooperation), 조화(Coordination), 

협력(Collaboration), 결합(Coadunation)의 단계로 심화됨을 볼 수 

있다. 개인이 소속된 조직과 어느 정도의 통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비전은 상호조정 되거나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협력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하나가 된다. 

 

나. 관계형성과 관계의 조직화를 통한 바람직한 관계유지 

 

관계의 형성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맥락중심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Kumar & Dissel, 1996;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김세인, 2014).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관계의 핵심 개념으로 신뢰(trust)와 몰입(commitmen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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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관계형성의 중요한 요인인 신뢰는 지속 가능한 협력과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공요인이다(Kumar & Dissel, 1996;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관계형성의 다른 중요한 요인인 

상호관계에 대한 몰입은 상대방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바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적인 관계적 희상을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성된다(Anderson & Weitz, 1992; Morgan and Hunt, 

1994; Kumar & Dissel, 1996; 조경섭, 2000;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이렇게 신뢰와 몰입을 바탕으로 시작된 관계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거버넌스(governance structure)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계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Morgan & 

Hunt, 1994; Jap & Ganesan, 2000) 거버넌스(governance)는 보다 

다차원적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상호관계의 

위계 및 신뢰를 바탕으로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다층적 관계 속에서 

이들의 여러 가지 조합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설명하고 

있다(Cannon et al., 2000; Bradach & Eccles, 1989).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유지하는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으로 

크게 명시적 계약(explicit contracts)과 관계 규범(relational 

norms)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명시적 계약(explicit contracts)은 관계가 시작되는 당시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당사자간의 관계에서의 거래를 규정한다(Dwyer & Oh, 

1988; Heide & John, 1992; Jap & Ganesan, 2000). 이러한 명시적 

계약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배하는 공식적인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한다. 

명시적 계약을 통해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산출물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Jap & Ganesan, 

2000), 합의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위반 시 동반될 수 있는 관계적, 

법적, 경제적 결과를 예상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고 

한다(Lusch & Brown, 1996; Jap & Ganesan, 2000).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계약이 관계의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보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관계의 맥락과 명시적 계약 의 세부 내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ung & Wilkinson, 1989; Lusch &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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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Jap & Ganesan, 2000).  

또 다른 관계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결정하는 개념인 관계 

규범(relational norms)은 관계를 형성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 

내에서 정의되고 공유된다. 따라서 관계 규범은 해당 집단의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유도하고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Dwyer & Oh, 1988; Heide & John, 1992; Jap & Ganesan, 

2000). 관계 규범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간 자유롭고 능동적인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을 통해 집단의 연대감(solidarity)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참여(participation)로 나타난다(Dwyer & Oh, 1988). 

 

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비전 

 

일반적으로 비전(vision)은 장기적으로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이념, 목표, 사업 전개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조직구성원이 

공유하는 경영 구상을 말한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리더십(leadership), 전략 실행(strategy execution), 인적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를 비롯하여 조직변화 영역 등에서 

조직의 전략적 계획의 방법으로 비전(vision)이 강조되고 있고(Van der 

Helm, 2009), 실무적 관점에서 비전은 조직의 리더가 자신의 

의사결정과 실천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관이 되는 

것이다(Staples, Pugach, & Himes, 2005; Hew & Brush, 2007; 

Cennamo, Ross, & Ertmer, 2010; Hur & Anderson, 2013).  

이처럼 조직의 전략적 계획의 하나로 비전이 강조 되면서, 리더십, 

전략의 실행, 인적자원 관리를 비롯하여 조직변화 영역 등에서 비전의 

중요성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다(van der Helm, 2009). 비전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관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리더들도 

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전성철, 2011). 국내 리더십 연구 

중에서 리더의 속성에 대한 여러 연구 중에서 조직속성의 한 변수로서 

비전이 연구되어 왔으며(조윤형․최우재, 2011), 조직 변화의 주요 

변수(장해미 외, 2006; 서우종 외, 2008; 이병주, 장재윤, 2011)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비전을 과정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보면 비전 설정, 비전의 속성 및 

내용, 비전의 소통 및 공유, 이렇게 세가지 차원으로 개념화 

된다(Larwood et al., 1995; Baum et al. 1998; Dvir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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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nnell et al., 2011). 비전 설정의 유형으로는 첫째, 비전이 없거나 

공유가 되지 않는 유형, 둘째, 리더가 혼자 비전을 설정하고 팔로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유형, 셋째, 리더와 최고경영층 집단에서 비전을 

설정하고 팔로워들과 비전을 소통, 공유하는 유형, 넷째, 리더가 비전을 

제안하고 팔로워가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여 수정하면서 리더와 팔로워가 

협업을 통해 설정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대단위 집단 협업 과정을 통해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설정하는 유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O’Connell et al., 2011).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추구해 나갈 

목표와 방향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의 내적 역량을 새롭게 결집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비전은 단순히 경영 문화 또는 기업 문화의 중심요소가 

아니라 모든 경영 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조영호, 이혜숙, 서형도, 

2009) 변화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기술 환경에 따라 비전설정을 

통해 경영의 전환점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비전정립까지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조영호, 이혜숙, 서형도, 2009; 

진성철, 2011; 박성훈, 김동준, 2011). 

비전의 이러한 의미는 조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일으켜 세우는데 깊이 관련되어 있다 (Baum et al. 

1998). 또한 산업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기존의 조직문화와 운영 전반을 검토할 때뿐만 아니라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때에도 비전의 설정과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Baum et al. 1998; Baum & Locke, 2004). 

 

라.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이 연구에서 협력적 교수설계(Collaborative Instructional 

Design)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하나의 비전(Visioning)을 

가지고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다른 외부의 조직과 이론적·실천적 노하우 및 자원을 상호 

보완적(Slavin, 1987; 변영계, 김광휘, 2002)으로 공유하는 일련의 

교육과정개발 조직 및 구성원 사이의 교수설계 활동으로 정의 내리기로 

한다. 이때 교수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이론적·실천적 노하우 및 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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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성(Johnson & Johnson, 1989)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이론 및 

세부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가에게 교육하거나 

내용전문가가 학습할 수 있는 단계를 반드시 포함한다. 또한 단순히 

협력의 여부에 따라 교수설계 수행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그 수행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During & Schick, 1976; Miller & Brownell, 1975; 

Rogoff, 1990)고 하였다. 협력적 교수설계는 단순한 협력적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원활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설계를 의미한다.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상호작용이 심리적·체제적으로 용이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설계 공동체 형성을 통해 협력(Collaboration)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다(유지연, 2001; 김덕중 외, 2002; 산업자원부 2003; Rogenberg, 

2001; Rossett, 2002). 스마트 러닝(Smart learning), 묵스(MOOCs)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라 원격교육의 형태가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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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교수체제설계 모형 개발 연구의 특성상 교수설계 구성요소 도출 및 

모형 개발을 위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구성요소와 관련된 선행문헌 및 연구를 검토하여 구성요소를 추출한 후 

초기 모형을 개발(model development)하였다. 구성요소와 초기 모형을 

타당화(validation)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모형을 제안하였다(Richey 

& Klein, 2007). 

교수설계 이론 및 모형은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제와 깊이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교수활동을 

계획하는 데 활용 가능한 형태의 지식을 의미한다(임철일, 1996; 임철일, 

1998). 교수설계 이론은 처방적(prescriptive)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학습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적용 가능한 처방적 지식이 

필요하다(Reigeluth, 1983). 처방적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지식들의 재구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처방적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에 관한 이론적 설명뿐만 아니라 학습의 

흐름에 따른 일반적 요소나 방법들을 학습 상황에 따라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임철일, 2012). 설계의 의미를 

고려하여 처방적 지식을 구성할 때 설계 이론의 처방적 특성이 

분명해진다. 교수설계 이론의 처방적 특성이 특정 학습환경에서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Dick, Carey, 

& Carey, 2005). 교육공학은 교수설계 이론의 처방성과 체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교수설계 이론을 교육공학의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교수설계 이론은 교육공학의 핵심적인 분야로 교육의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안을 이론화 한 것 이다(Reigeluth, 

1983). 교수설계모형은 교수설계 활동의 이해를 도와주면서, 설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자 수단이다. 즉,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모형을 통하여 교수 상황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 또한 그 문제를 구체적인 단위로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Landa, 1983; Leshin & Reigeluth, 1992; 

Reigeluth, 1983; Reigeluth, 1999). 교수설계모형은 다양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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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처방적인 특성을 가진다. 또한 

교수설계모형은 교수설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몇 개의 중요한 

단위로 나누어 단계별 작업 내용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수설계활동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마지막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수설계모형은 교수 

상황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전체 교육 과정 속에서 교수상황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해결책을 처방한다는 강점을 가진다. 반면 대부분의 

교수설계모형이 유연하지 못한 단계별 접근을 취하고 있어 상황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현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세한 처방적 전략을 제공하기 

어렵다(박성익 외, 2001; 임철일, 2012; 정인성, 나일주, 1992; 

Reigeluth, 1999).  

모형의 개발은 모형의 설계원리나 요소, 모형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절차를 구조화하여 모형으로 제시하는 

과정이다. 모형 개발 연구의 목적은 모형의 설계, 개발, 평가 과정을 

안내에 있다. 그러므로 설계단계의 요구분석, 프로토 타이핑, 파일럿 

테스트를 실행하며 이러한 전 과정의 운영 및 관리도 모형 개발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개발연구는 설계, 개발, 평가를 수행하면서 교수설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수행하는 교수설계와 

개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Richey, Klein, 2005). 

이렇게 개발된 모형을 전문가 검토와 현장적용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 개발연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연구의 결과가 해당 

연구의 맥락에 국한된 유형1과 일반화되어 적용 가능한 유형2로 나 볼 

수 있다(Seels & Riche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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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개발연구 유형 

 

구분 1유형 2유형 

내용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서 

산출물이나 교육과정의 설계, 

개발, 평가에 대한 연구 

 일반적인 설계, 개발, 

평가과정 및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및 모델에 대한 

연구 

산출물 

 특정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산출물을 개발 

 산출물, 결과물의 사용성을 

높이는 조건 분석 

 새로운 설계, 개발, 평가 절차 

및 모델 

 이의 현장적용 및 반응성  

결론의 

일반화 

정도 

맥락 특수적 결론 도출 일반화된 결론 도출 

 

(출처: Richey, Klein, 2005) 

 

이 연구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 설계의 절차 

모형을 구안하고 개발한다는 점에서 제 2유형의 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안한 협력 모형을 실제 교수설계 현장에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즉, 모형 타당화 과정 중 외적 타당화 과정을 실행하지 못했다. 

Richey와 Klein(2007)이 제안한 모형의 개발 및 모형 타당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Richey와 Klein(2007)이 제안한 개발연구 제2유형에서 

모형의 개발 및 모형 타당화의 방법 중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절차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Ⅲ-2> 협력적 교수설계 구성요소 및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 방법 

 

단계 

Richey & Klein(2007)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개발 

탐색주제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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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개발 

 선행문헌 고찰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 도출 

및 초기 모형 개발 

 선행문헌 고찰 

 사례 분석 

(관찰, 면담) 

 구성요소  

모형 

타당화 

 구성요소 및 모형에 대한 

내적 타당화 

 모형 적용에 대한 외적 

타당화 

 구성요소 및 모형에 대한 

내적 타당화 

- 전문가 검토 

 모형 적용에 대한 외적 

타당화 

- 시뮬레이션(롤 플레이)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협력적 교수체제설계 구성요소 및 초기 

개념모형의 개발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교수설계, 교수설계모형과 관련된 교육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1과 사례2의 관찰과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모형을 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요소를 도출하고, 

협력적 교수설계 개념모형을 설계하였다. 

둘째, 협력적 교수체제 구성요소 및 초기 개념모형이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활용함으로써 모형수립 

및 개발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삼각측정법은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연구방법이다(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8; Kimchi, Polivka, & Stevenson, 1991).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활용한 삼각측정법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한 경우로, 기존의 연구 및 

이론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협력적 교수체제설계 

구성요소 및 모형 개발의 타당화 과정 연구를 진행하였고, 질적 

연구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연구사례를 이론 및 모형의 개발과 

수정에 도움을 되도록 하였다(Kimchi, et al., 1991; Morse, 1991). 

전문가 및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한 면담 결과, 그리고 개발한 

교육과정의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성요소 및 초기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협력적 교수설계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개념모형으로 설계한 후 

실제 이러닝 개발과정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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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는 교육공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대학, 국가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소속으로 

총 7인을 섭외하여 이중 가능한 5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총 4회 실시하였고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모형의 수정 

및 보완을 반복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또 하나의 연구방법인 현장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방법에 

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태도와 행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Rubin & Babbie, 2002, 

고성호 외 공역: 348). 관찰과 면담은 현장조사의 주요도구로써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orse와 Field(1995: 141, 홍용희, 

1998: 116 재인용)에 의하면 관찰방법은 연구의 폭을 넓혀주고 

면담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맥락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준다. 

관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관찰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 심층적 조사를 위해서 면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III-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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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연구절차 및 방법 

 

단계  개발절차  주요내용 

     

구성요소 및 

초기모형 개발 
 선행문헌 분석  

 초기 모형 구안을 위한 구성요소 관련변인 

도출 

 문헌고찰을 통한 모형의 구성요소 도출 

 이론적 구성요소 개발 

    
  

     

구성요소 및 

모형 타당화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1차 교육공학 박사 대상 전문가 검토: 구

성요소에 대한 타당화(설문 및 면담) 

 초기 구성요소 보완 

 초기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 개발 

    

 

사례 관찰 및 분석 

 

 사례1 관찰 및 면담 분석: 해당 사례 교수

설계자 및 내용전문가대상 설문 및 면담 

 사례2 관찰 및 면담 분석: 해당 사례 교수

설계자 및 내용전문가대상 설문 및 면담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2차 교육공학 박사 대상 전문가 검토: 구

성요소,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

화(설문 및 면담)  

 2차 구성요소,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 개발 

 3차 교수설계자 대상 전문가 검토: 개념모

형 및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화(설문 및 면

담) 

 3차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 개발 

 4차 교육공학 박사 대상 전문가 검토: 개

념모형 및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화(설문 및 

면담) 

 4차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 개발  

  

  

    
 외적 타당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실행: 롤 플레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활용   

     

최종 모형 

제안  
종합검토 

 

 수정·보완된 최종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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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모형 개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은 

개념모형(conceptual model)과 절차모형(procedural model)으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수업의 설계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념모형을 통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핵심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절차모형을 통해 

수업설계의 전체 과정을 연계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형(model)은 실재 현상에 구조적 순서를 부여하여 기본 개념을 

상징화하거나 단순화하여 보여준다(Richey, Klein, & Tracey, 2011). 

개념모형은 대상에 대해 특정 관점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기술된다. 

개념모형은 구체적인 개념과 명제로 대상을 설명하는 이론(theory)과 

비교하여 추상적이다(Fawcett, 1995). 따라서 개념모형은 탈맥락적으로 

적용하여 연역적 관찰, 분석, 추론 등에 기초를 둔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개념모형으로 

분류체계(taxonomies)나 데일의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 

등이 있다(Richey, Klein, & Tracey, 2011). 

절차모형은 실제 과제의 수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교수설계에서 절차모형은 어떠한 설계활동이 적합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지식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지식은 경험기반이거나 관련된 이론 및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대부분이다. 교수설계에서 절차모형은 과제의 수행단위로 나뉘며 

해당 과제의 해결을 절차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교수체제설계(Instructional Systems Design: ISD) 모형이다(Richey, 

Klein, & Tracey, 2011). 

이 연구는 선행문헌 검토와 실제 교수설계 개발사례를 통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개념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을 개발하였다. 교육설계 전문가에 의해 

선행문헌 검토의 적절성, 도출된 구성요소와 초기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이후 기업 및 학교 현장의 교수설계자에 의해 사용성 

평가를 받고, 그 결과 제안된 의견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구성원리와 

설계모형을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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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한 초기모형 개발 

 

선행문헌 고찰을 통한 구성요소 도출은 초기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이론구성 

절차(theory-construction process)에 따라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설계모형을 개발하였다(Reigeluth, 1983). 교수설계 이론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수설계 모형으로 구성되며(Peterson, 2007)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정립 된다(Reigeluth, 1983). 

이론구성 절차는 일반적으로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이 함께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원리를 개발한 후 모형을 

개발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과 모형을 먼저 개발한 후 원리를 이끌어 

내는 연역적 접근을 순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Reigeluth, 1983). 

이 연구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형 개발을 위한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였다. 

초기 모형의 구성요소와 모형의 개발은 선행문헌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들을 확인 하여 귀납적으로 진행하였다. 도출한 변인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도출한 뒤, 초기모형을 

개발하였다. 이후 수정과정은 연역적으로 진행하였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검색어 정리 후, 

검색식으로 검색어를 조합하여 진행하였다. 핵심 용어를 검색하여 

문헌을 선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은 COSI(COre, Standard, Idea) 

모형이 제시하는 수준, 즉 주요(Core), 일반적(Standard), 

이상적(Ideal) 수준을 적용하였다(Bidwell, Jensen, 2004).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교수설계와 관련 문헌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문헌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유의어, 

관련어, 복수어 등을 포함하였고, 검색식을 사용하여 검색어를 

조합하였다. 이러한 문헌선택 프로토콜에서 구체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추출된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문헌을 질적 

기준인 진정성, 신뢰성, 대표성, 의미성(Scott, 1990)과 권위, 파급력, 

관련성 기준(Hart, 2001)을 만족하기 위해 교육 및 사회, 경재 분야 

논문과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수록 논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료를 문헌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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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교수설계 관련 연구,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역할, 교수설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그 대안과 관련한 연구, 협력 및 관계형성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첫째,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교수설계 맥락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관계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관계형성의 

의미, 특성,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강화를 위해 비전설정 및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의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3. 이러닝 개발 사례 관찰 분석 
 

가. 현장사례 관찰 및 면담 분석을 통한 초기모형 보완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 초기모형의 개발 시 많은 경우 

선행문헌 및 기존이론의 검토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Lee와 

Jang(2014)에 따르면 교수설계에서 개념모형의 기원을 이론 중심적 

개념모형과 실무 중심 개념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론 

중심의 개념모형은 관련 문헌 또는 해당 학문의 학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같은 이론적 지식에 기반을 두었고 실무 중심 개념모형은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와 같은 현장상황에서 직접 수집 한 시뮬레이션 된 설계 

작업 또는 실무자의 인터뷰 데이터에 기반을 둔다(Richey & Klein,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문헌 고찰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사례의 관찰과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다. 

두 가지 교수설계 및 이러닝 개발 현장사례를 섭외하여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과 관계를 중심으로 관찰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장사례의 관찰 및 면담 분석결과를 초기모형 개발과정에 

반영하여 모형을 보완하였다. 이는 설계모형이 적용되는 현장의 요구를 

상세화하여 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A대학 디자인대학원에서 수행한 ‘약물중독 

예방과정’ 이러닝 개발사례로 A대학 디자인대학원 영상 디자인 연구실 

연구원과 A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수행한 과정이다. 영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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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연구원은 프로젝트 PM, 교수설계자(Instructional Designer: 

ID), 콘텐츠 개발자(Contents Developer: CD)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A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내용전문가(Subject Matters Expert: 

SME)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B대학의 케이묵(K-

MOOC) 강좌인 ‘상담학 들어가기’ 과정의 개발로 B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이러닝 개발 아웃소싱 업체인 E협력사와 B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D교수가 수행한 과정이다. B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는 PM, 교수설계 총괄, 콘텐츠 개발 총괄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E사는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B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D교수가 내용전문가로 참여하였다.  

 

(1) 관찰 

 

사례1에서는 연구책임자인 A대학 디자인대학원 영상 디자인학과 

C교수에게, 사례2에서는 내용전문가인 B대학 사범대학원 교육학과 

D교수에게 연구의 허락을 받은 후, 각각의 이러닝 개발과정에 

관찰자로서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닝 개발회의에 참석하고, 개발 초기에 이루어지는 비정기적 

기획회의, 개발 워크숍, 요구분석회의, 테스트 촬영 등에 관찰자로 

참여하여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아웃소싱 

업체 및 교수설계자, 촬영팀 들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관찰 중 

일어나는 상호작용들 중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되도록 자세히 기록하였다. 

관찰 이후에는 연구자 자신이 받은 느낌 및 관찰현장의 분위기, 

참석자들간의 상호작용의 느낌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다음은 관찰 자료의 예이다.  

 

<표 Ⅲ-4> 관찰의 예 

 

관찰일지 

관찰일시 2014년 6월23일 (월), 13:00 ~ 14:00 

관찰장소 이대목동병원 의학과 B동 802호 (회의실) 

참여자 I정신과 교수님, A박사님(A대학 디자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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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박사과정생(교수설계자) 연구자(관찰자) 

관찰상황 

 I정신과 교수님과는 세 번째 회의로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이지만, 시작부터 몇 시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현재 정신과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검사지가 

있다 

- 약물 중독 전반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검사지는 없다. 

- 알코올, 흡연,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검사지도 있다. 

- 약물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과 약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굳이 구분하여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실제 병원에 찾아오는 중독 관련 환자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눠보면… 

- 성인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많다 → 따라서 약물중독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 정신보건 센터, 일반병원, 

응급실 등에서 활용 가능 

- 청소년은 대부분 인터넷 중독이 많다 → 따라서 약물중독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및 예방교육에 활용 가능 

 청소년 약물중독 콘텐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 약물 전반에 대한 중독 예방 교육도 필요(현재 관련 콘텐츠 

부족) 

- 찾아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파워포인트 형식의 단순한 

강의자료가 대부분이다. 이왕 만들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해외에는 잘된 콘텐츠가 많으니까 

찾아볼 것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알코올, 흡연, 

다이어트약(여학생)에 대한 중독이 많다. 의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인 경우가 많다. 

잠깨는 약이라고 부르는 핫식스나 드링크들도 엄밀히 말하면 

중독이다. 

 목차 내용 외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 청소년 대상 교육이므로 부모대처 관련내용 및 

부모교육 

- 표면적으로 알코올, 담배 등에 대한 중독이지만 기저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부모관계, 가정내 문제 등) 따라서 

이러한 원인이 되는 문제를 먼저 치료해야 중독에 대한 

치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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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찰일지는 회의록과 형식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나 관찰자의 

현장분위기 및 느낌이 담겨있어 현장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2) 면담 

 

사례1과 사례2의 이러닝 개발과정에 참여한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아웃소싱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이러닝 개발과 교수설계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면담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사례1과 사례2를 관찰하는 도중 드는 의문을 

중심으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에게 비형식적 면담을 통해 수시로 

물어보았다. 두 번째는 참여관찰 중에 일어난 사건 및 질문에 대한 

내용을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관찰과 관찰현장에서의 면담 자료를 

기초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활동에 관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면담을 하였다. 세 가지의 방식 중 연구 진행 초창기에는 첫 번째 

방식의 면담이 주로 진행되었다면 연구 후반으로 갈수록 질문의 내용이 

구체화되며 세 번째 방식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방식의 면담은 

연구 초반부터 후반에 걸쳐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이러닝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참여관찰과 면담자료, 이메일, 이러닝 개발과정에서 공유된 중간 

산출물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자료들을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을 하였다. 테마 분석 방법이란 질적연구 방법의 구체적 방법 

중 하나로 면담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테마(theme)나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테마들을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몇 가지 차원으로 묶어 분류하는 

방법이다(Boyatzis, 1998). 

 

나. 사례1 약물중독 예방교육 이러닝 개발 

 

(1) 주제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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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은 국내 A대학 디자인대학의 연구비지원으로 ‘약물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개발한 사례이다. A대학 디자인대학 영상디자인학과 

대학원 연구팀이 자유주제를 선정하고, 이러닝 개발 절차에 따라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논의된 결론을 본 

연구의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참가자 

 

A대학 영상디자인학과 연구실(지도교수 2인,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2인)에서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였고, A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정신과 전문의 1인, 수련의 1인)가 내용전문가로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사례1의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교수설계 및 개발, 

내용전문가로 참여한 인력조직 및 역할은 아래와 같다. 

 

 

[그림 III-1]사례1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사례1에서 요구되는 교수설계자의 역할은 이러닝 교수설계에 대한 

이론 및 실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교육과정개발 시 

내용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 높은 내용에 적합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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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방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가용 인력 및 예산의 특성상 영상 디자인학과 연구실 내에 

기업체와 대학에서 교수설계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교수설계를 

담당하였다. 교수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수설계를 담당한 박사과정 학생이 기업의 이러닝 기획 및 개발 

실무경험 6년 이상의 전문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수설계 전문성 확보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교수설계와 개발이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사례1의 프로젝트 기획을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자는 프로젝트 기획회의, 워크샵, 설계회의, 개발회의 및 

중간 산출물 개발 및 확인 작업 등에 관찰자로 참여하였고,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자료 및 교육은 지원하였으나 이러닝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의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개발방법 

 

‘약물중독 예방교육’ 개발을 위해 빠르게 사용자의 요구를 개발물에 

반영할 수 있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방법(Jone, Richey, 2000)과 임철일, 

이지현, 장선영(2007)의 간편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교수설계 및 디자인팀과 내용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이러닝 개발에서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수설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워크샵에서는 첫째,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작업범위를 정의하고 둘째, 각자의 역할 및 그 세부내용에 

대해 공유하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 

 

(4) 개발절차 

 

이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프로토타입의 개발과 수정과정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결과물을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는 개발 방법인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방법론(Jone, Richey, 2000)과 간편 (임철일, 이지현, 

장선영, 2007) 교육과정 개발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업교육을 위한 

이러닝 개발에서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교수설계 개입의 정도를 스토리보드 작성에 접합한 

원고작성 및 1차 스토리보드 피드백까지로 하였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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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절차를 안내하고 

교수설계를 이해하고 실제 교수설계 능력을 기르기 위한 워크샵이 

요구되었다. 교수설계자는 요구분석, 교수설계, 개발 및 그 과정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래피드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내용전문가 및 학습자의 사용성 평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복적으로 실시된 사용성 평가 및 면담을 통하여 

전문가의 반응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성 평가 

문항은 ‘교수 설계자와 학습자 간의 일대일 평가를 위한 형성평가 

영역’에 기초하여 개발(Dick, Carey, 2005)하였고, 전문가 타당화를 

거처 완성하였다. 완성한 사용성 평가문항은 목표, 요구분석과의 적합성, 

구성, 학습량, 표현, 절차 및 내용의 이해, 유용성, 활용가능성의 8개 

항목,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개발은 2014년 4월 말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약 16주에 

걸쳐서 개발하였다. 세부 일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단계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방법론에 따라 병렬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III-5> 사례1 개발일정 

 

 

(5) 개발결과 

 

가) 요구분석 

 

① 요구분석의 절차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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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분석의 기본적인 절차는 Seels 와 Glasgow(1990)의 

요구분석모형을 기본으로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정보수집, 차이의 확인, 

수행분석, 제한점과 가용자원의 확인, 학습자 특성 파악, 우선순위와 

목적 수립, 그리고 문제 진술의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중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III-2] Seels & Glasgow(1990)의 요구분석 모형 

 

Seels & Glasgow의 요구분석 모형에 따라 실제 수행한 요구분석의 

절차에 따른 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림 III-3] 사례1 약물중독 예방교육과정 개발 요구분석 절차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 기획회의 및 Kick off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범위를 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계 및 

개발팀 회의, 내용전문가 면담 및 협의를 통해 수행차이와 환경차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후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구성의 사례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교수설계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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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의와 내용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수행차이의 원인에 근거하여 

교육적·교육외적 해결안을 도출하였다. 

 

② 요구분석의 절차 및 실행 

 

요구분석은 영상 디자인학과 연구실의 요구와 1차, 2차 

내용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받을 

학습자 혹은 중독성 약물복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이 어려워 

이들은 치료한 경험이 있는 내용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및 수련의)와 

일반 청소년(고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통해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물중독 예방교육 및 약물중독 치료 경험이 있는 

내용전문가를 통해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교육과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약물중독 예방교육과정의 

개선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요구 및 의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였다. 

 

③ 수행분석 및 해결안 

 

수행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약물중독 예방 및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관을 알아보고 해당 기관의 교육내용을 조사한 후 

개발팀 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후 내용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수행분석은 면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영상 디자인 개발팀 내 회의를 통해 실시하였다. 

원인분석 후 도출된 항목들이 학습자의 지식·기술·태도의 결핍에 의한 

것인지 혹은 내용전문가가 속한 조직 내부 상황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해결안을 교육적, 교육외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초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개발팀 내에서 토론 및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내용전문가의 면담 및 설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자체에 대한 내용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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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사례1 학습자 수행분석 및 해결안 

 

수행차이 원 인 해 결 안 

중독성 있는 

약물에 대한 

개념이 없음 

- 잠 안 오게 하는 약, 다이어트 약, 커

피, 담배 등 다양한 약물에 노출되어있

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의 심각성을 

알지 못함 

교육 
-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

와 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 

교육외 
- 본인의 직·간접적 사례를 공유하여 자신

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특정 약물에 중독이 되었더라도 본인

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음 

교육 
- 예방의 중요성 및 중독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교육외 
- 제도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련 활동의 

참여를 통해 예방 및 진단이 가능하도록 함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있음 

- 어떠한 주제의 내용이든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교육외 

- 일방적인 학습내용의 전달 및 숙지 형태로 

진행되어왔던 그 동안의 교육 경험으로 선

입견이 생겨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므로 다

른 형식의 교육 콘텐츠로 접근하는 것이 필

요함 

- 약물은 내 이야기 혹은 내 주변의 이

야기가 아닌 먼 나라의 이야기로 느껴 

집중하지 못함 

교육 -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함 

교육외 

- 사례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

록 동영상, 시뮬레이션, 상담 등 다양한 형

태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러닝에 접목함 

-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에 따라 약물중

독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

함 

교육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다양한 접근으로 실시함(진로

교육, 인성교육, 체육 등 다양한 과목에서 

유관적으로 실시함) 

 

위의 내용과 같이 면담 내용의 두 번째 핵심내용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수행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중독성 

있는 약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담배 및 

알코올에 대한 중독의 심각성 및 예방의 필요성은 대부분 알고 있으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중독의 위험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내용전문가의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약물에 대한 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일지라도 환자 본인은 자신이 

약물에 중독된 환자가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물에서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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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 학습자의 대부분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어떠한 주제와 내용의 교육활동이든 “교육”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 따라서 내용이 무엇이든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고,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약물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학습자 특성 분석 

 

학습자 특성분석을 위해 약물에 경험이 있거나 약물중독증인 

청소년을 섭외하기 불가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 및 수련의 각 1명을 면담하였다. 또한 약물중독 예방교육이므로 

일반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 2명)을 섭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KOADAST-2(Korean Adolescent Drug Addiction 

Screening Test 2, 한국형청소년약물중독선별검사표)의 12개 문항 

(한국청소년학회, 1996)과 원사덕(200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6)의 약물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면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인 청소년은 

중독성 있는 약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담배 및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잘 알려진 약물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은 대부분 알고 있으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커피, 에너지 드링크, 

다이어트 약 등의 약물에도 중독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또한 내용전문가의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약물에 중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중독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약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으로 대상 학습자 중 

많은 경우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따라서 내용이 

무엇이든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특히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약물중독은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⑤ 제한점 및 가용자원 분석 

 

학습한경을 제한점 및 가용자원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III-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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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리하였다. 교수설계 시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제한점으로 

내용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교육과정 개발을 병행하기 때문에 원고 

기획 및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의 중류와 

다양한 노출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정보와 사례의 부족으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내용전문가가 

외래진료중인 A 대학병원 응급실 및 외래진료 대기환자를 대상으로 

문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시작하고자 한다. 

 

<표 III-7> 제한점 및 가용자원 분석 결과 

 

제한점 가용자원 

- 내용전문가: 교수 개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

보되지 않음 

- 학습자: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약물중독 예방교

육에 대한 동기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 A 대학병원 응급실 및 외래진료 환자를 위한 사전 

문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텝 디바이스) 

- 컴퓨터, 프로젝트 등 교육 기자재 완비 

- 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나) 프로토타입 설계 및 개발 

 

① 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교육과정 기획 및 원고작성 역량을 워크샵을 통해 강화하도록 

한다. 청소년을 위한 약물중독 예방교육의 구체적 수행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 및 노출 경로를 

안다. 둘째, 또래의 구체적 증언적 사례를 중심으로 나도 약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안다. 셋째, 약물 남용 예방 및 절제를 할 수 있다.’ 

 

② 코스 개요 및 특징 

 

이 코스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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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사례1 과정 진행안 

 

1개 차시로 구성된 사례1은 청소년 약물중독사례를 시작으로 

약물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에게는 예방용으로 약물경험이 있거나 

중독의 위험 또는 중독에 있는 학습자에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고자 한다. 대상 학습자가 청소년이므로 또래집단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들의 문화에 일치하고 적응하려는 현상(안경선, 1996)을 

도입부 사례에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③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과 교수설계 개발을 통해 도출된 교육과정의 1차 프로토타입 

및 교육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I-8> 사례1 세부내용 

 

도입 Part 1 Part 2 Part 3 마무리 

청소년 

약물노출 사례 

약물과 중독의 

의미 

청소년 약물 오남용 

원인과 대처방법 

청소년 약물 

중독의 위험성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되는 사례를 애

니메이션으로 제시 

 또래의 구체적인 사

례를 사실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 증언

의 형식으로 구성 

 약물, 중독의 정확한 

의미 확인 

 중독에 대한 자각이 

없음을 강조 

 청소년이 많이 접하

게 되는 약물 중심으

로 구성 

 청소년 약물 오남

용, 의존, 중독의 원

인 제시 

 약물중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

신적인 문제임을  

- 부모님과의 문제, 

기타 가정문제, 친

구문제 등 정신적인 

문제가 존재함을 강

조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및 

치료 

 왜 청소년기 약물

중독이 위험한가? 

- 청소년기의 특성

과 유행 트렌드, 또

래 문화 적응에 따

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접하게 됨을 

강조 

- 청소년기 약물중

독이 특히 위험한 

이유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

으로 제시 

 상담, 진료,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

는 곳에 대한 정보 

제시 

 

학습의 흐름은 크게 도입 단계인 청소년 약물노출 사례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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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 중독의 의미, 청소년 약물 오남용 원인과 대처방법, 청소년 약물 

중독의 위험성,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로 

마무리하였다. 도입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되는 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도록 기획하였다. 사례에서는 청소년 

또래의 권유로 시작하여 지속적이고 또래 집단적으로 약물을 이용하게 

되는 내용을 사실적 증언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약물과 

중독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중 청소년이 많이 접하게 되는 

약물을 중심으로 중독에 대한 자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원인과 대처방법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대부분 약물중독의 원인인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 

청소년의 약물중독 또한 대부분 부모님과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문제, 

성적문제, 친구문제 등 정신적인 문제가 그 이면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약물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의 성장단계 중 언제 약물에 중독되어도 위험한 것은 맞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약물중독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본인이 인지하지 목하는 

사이에 또래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되고 또래와 지속적으로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더 위험함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약물중독 

예방교육내용을 학습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상담, 

진료, 진단, 처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기관을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연계가 쉽도록 한다.  

 

다) 프로토타입 평가 및 수정 

 

① 1차 사용성 평가의 절차 및 실행 

개발된 1차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사용성 평가는 1차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에 대한 

설명과 질문지 및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프로토타입은 약 50분 

분량의 1개 차시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각 학습의 단계는 웹기반 

학습으로 플래시로 제작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후 제시된 질문지는 

아래와 같다. 질문지는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괄적인 사용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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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9> 사례1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 질문지 

 

항목 

각 문항에 대하여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가 

목표 1. 학습목표가 제대로 선정되었다. 
 

요구분석과의 

적합성 
2.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이 요구분석 결과에 부합하였다. 

 

구성 
3. 구성은 짜임새가 있다.  

 4. 학습의 순서와 시간이 적당하다. 

학습량 
5. 개발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학습량은 적당하였다. 

 6. 학습량은 적당하였다.  

표현 7. 사용된 어휘 및 문장은 이해하기 쉬웠다. 
 

절차 및 내용의 

이해 
8. 전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유용성 

9. 사례 및 학습 내용은 학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1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상담, 진료, 치료 등)에 대한 정보는 학습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활용가능성 11.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성 평가 질문지는 스토리보드의 목표, 요구분석과의 적합성, 

구성, 학습량, 표현, 절차 및 내용의 이해, 유용성, 활용가능성의 

항목으로 총 11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② 1차 사용성 평가결과 분석 

 

사용성 평가 질문지로 내용전문가인 정신과 전문의 1인, 교수설계자 

2인, 요구분석시 섭외한 청소년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II-10> 사례1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 결과 

 

항목 

각 문항에 대하여 1~5점 척도로 평가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평균 최고점 최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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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각 모듈별 학습목표가 제대로 선정되었다. 4.6 5 4 

요구분석과의 

적합성 
2.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이 요구분석 결과에 부합하였다. 4.6 5 4 

구성 
3. 구성은 짜임새가 있다. 4.0 5 3 

4. 학습의 순서와 시간이 적당하다. 4.6 5 4 

학습량 
5. 개발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학습량은 적당하였다. 4.3 5 4 

6. 학습량은 적당하였다.  4.0 5 3 

표현 7. 사용된 어휘 및 문장은 이해하기 쉬웠다. 4.6 5 4 

절차 및 내용의 

이해 
8. 전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4.6 5 4 

유용성 

9. 사례 및 학습내용은 학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5.0 5 5 

1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상담, 진료, 치료 등)에 대한 정보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0 5 5 

활용가능성 11.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6 5 4 

 

기본적으로 개발된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 및 상담, 진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교육 및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약물과 

중독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나 약물의 오용, 남용, 의존, 중독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중심의 강의보다 학습자의 약물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 결과 또한 설명 중심의 강의보다 학습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청소년 문화 트랜드를 반영한 구체적 사례의 제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③ 2차 프로토타입 개발 

 

1차 프로토타입은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사용성 평가에 대한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2차 프로토타입은 실제 

이러닝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프로젝트 기한 및 

개발범위를 축소하게 되었다. 축소된 개발범위는 스토리보드 도입부에서 

설계한 청소년 약물중독 사례를 플래시 애니메이션 영상 1분 내외 

분량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활용하여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용 애니메이션이 약물중독 예방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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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다. 사례 2 상담학 들어가기 묵(MOOC) 강좌 개발 

 

(1) 주제 및 목표 

 

사례2의 ‘상담학 들어가기’과정은 국내 B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상담전공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의 학문적 

성격과 상담에서의 필수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케이묵(K-

MOOC) 과정이다. 상담 관련 기초이론과 기법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였다. 

교수학습개발센터와 내용전문가가 협의한 ‘상담학 들어가기’ 강좌의 

목표는 첫째,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갖춘 강의이다.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접근 기술 및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상담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상담 시 

자주 행해지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목표는 실제 상담 

상황을 통한 이론의 적용이다. 상담의 개념적인 이해를 넘어서 실제 

상담 기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다. 그리고 

상담이론을 실제에 응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탐색 및 대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의 특성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묵(MOOC) 강좌로 구현하는 것이다. 

 

(2) 참가자 

 

B대학은 교육부 주관 2015년 한국형 묵(K-MOOC) 시범운영사업 

참여 10개 대학으로 선정되어 묵(MOOC) 강좌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사례2에서 개발된 ‘상담학 들어가기’과정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개발되어 10월부터 운영된 과정이다. B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설계. 

개발, 초기운영을 총괄하였고, E콘텐츠 개발업체가 아웃소싱 협력사로 

선정되어 실제 설계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내용전문가는 같은 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D교수가 맡았다. 사례2에 참여한 인력의 조직 및 

역할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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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사례2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사례2 ‘상담학 들어가기’ 강좌의 개발에 참여한 인력은 크게 

내용전문가, 교수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콘텐츠 개발 인력으로 나뉜다. 

이러닝 과정개발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아웃소싱 협력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례2의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웹 콘텐츠 개발인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입찰을 통해 콘텐츠 

개발 협력사를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례1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전문가와 프로젝트 

기획회의, 설계회의, 개발회의, 원고 개발 및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개발 작업 등에 관찰자로 참여하였다. 콘텐츠 개발과정 중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설계자가 요청한 평가관련 기획자료, 

내용전문가와 조교가 요청한 이러닝 개발절차 및 교수설계관련 안내 및 

자료는 지원하였다. 그러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 

개발의 각 단계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내용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의견제시 또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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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는 반복적인 프로토타입 개발과 수정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양질의 산출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방법론(Jone, Richey, 2000)과 임철일, 이지현, 

장선영(2007)의 간편 교수설계모형을 적용하였다. 내용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Kick-off 미팅 후 이러닝 개발절차와 내용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안내하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내용전문가와의 회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과정, 교수설계중심의 원고작성의 중요성 및 실제 

작성방법, 원고를 스토리보드로 재조직하는 방법과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그림 II-8]은 실제 이러닝 개발 워크샵에서 사용한 자료로 

스토리보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닝 개발 

워크샵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러닝 개발을 해야 하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개발 과정과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원고의 작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림 III-6] 사례2 이러닝 개발 워크샵 자료 캡쳐 화면 

 

사례2의 경우도 Kick-off 미팅시 관련내용 및 조교의 역할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로부터 안내 받았으나 그 내용이 문서(강의 촬영 

계획서, K-MOOC 강좌 개발을 위한 조교 매뉴얼) 중심으로 안내되었다. 

따라서 내용전문가와 조교를 대상으로 이러닝 개발절차와 내용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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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 안내의 핵심은 케이묵(K-MOOC) 강좌를 

개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전반적인 묵(MOOC) 강좌의 

특징과 강좌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개발절차, 각 단계에서 각 

참여자(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한 내용전문가인 D교수와 K조교의 질의 응답에 큰 

비중을 두었고, 이후에도 이메일 및 전화, 면대면 회의를 통해 추가 

내용을 안내하였다. 

 

(4) 개발절차 

 

사례2의 설계를 위한 기획은 선정된 콘텐츠 개발 협력사에서 1차 

기획안을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내용전문가에게 제안하였고 이중 2016년 

B대학 케이묵(K-MOOC) 강좌개발의 목표와 교육내용에 적합한 개발 

형태로 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촬영 방식 및 화면 구도를 사전에 

선정하여 강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화면을 구현하였다. 강의 주제 및 

내용을 근간으로 주차, 모듈, 소주제 별 구성요소를 사전에 정의하고 

이미지, 그래픽, 영상 등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시각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으로 확정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원고 및 교수설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내용전문가와 협력사 

교수설계자가 1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확인과 

협의로 확정하여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콘텐츠 개발 협력사 

및 교수학습개발센터 촬영·기술팀, 내용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동영상 

촬영형태(강의형, 크로마키 촬영, 관련동영상 촬영 및 컴퓨터 그래픽 

작업) 및 콘텐츠 개발형태를 확정하였다. 

묵(MOOC) 강좌 개발에서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내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교수설계 개입의 정도를 스토리보드 

작성에 접합한 원고작성, 스토리보드 피드백, 개발물 검수까지로 하였다. 

동영상 촬영은 교수학습개발센터 촬영·기술팀에서 진행하였다. 

촬영한 원본파일의 편집, 동영상 스토리보딩 및 CG 작업은 E콘텐츠 

개발 협력사에서 담당하였다. 

교육과정개발은 2016년 4월 초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약 16주에 

걸쳐서 개발하였다.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는 래피드 

프로토타입 개발방법론에 따라 병렬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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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사례2 개발일정 

 

 

(5) 개발결과 

 

가) 요구분석 

 

요구분석의 기본적인 절차는 Seels 와 Glasgow(1990)의 

요구분석모형을 기본으로 실시하였다. 묵(MOOC)과정의 특성상 

수행분석과 환경분석을 사례1의 개발 및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였다. 2015년 개발·운영된 MOOC 

시범과정의 운영결과 케이묵(K-MOOC) 강좌 수강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과 평가에 

상호작용성을 강화한 강좌를 개발방향으로 확정하였다. 실제 수행한 

요구분석의 절차에 따른 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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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사례2 요구분석 수행절차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목표설정 및 프로젝트 범위의 

한정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내부회의에서 결정되어 협력사와 

내용전문가에게 공유되었다. 수행분석 및 환경분석 또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였고, 대규모 공개강좌인 MOOC 강의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프로젝트의 목표설정 및 분석단계는 본 연구자가 

관찰자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후 교육프로그램 밴치마킹과 

개발방향 확정 단계는 관찰 및 면담이 가능하였다.  

 

나) 프로토타입 설계 및 개발 

 

① 교육과정 목적 및 목표 

 

사례2 ‘상담학 들어가기’의 목표는 학습자가 상담의 학문적 성격과 

상담에서의 필수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관련 기초이론과 

기법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교육과정 개요 및 특징 

 

이 교육과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3개 차시 한 학기 이러닝 

과정으로 학습주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개의 모듈로 구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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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8] 사례2 과정 진행안 

 

매 차시 도입부에 ‘상담학 이야기’라는 주차 학습내용과 별도의 

코너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습내용에도 영화, 연극, 소설, 명화, 동영상 등 저작권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원고작성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③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과 교수설계 개발을 통해 도출된 교육과정의 목차와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I-12> ‘상담학 들어가기’ 목차 및 세부내용 

 

모듈1 모듈 2 모듈 3 모듈 4 

전문상담의 

시작 
상담이론 고급 상담이론 상담실제 

 1주차: 상담과 상담

학 

-상담이 학문으로 

되기까지 상담의 역

사 및 발달 

-상담과 유사학문: 

교육, 심리치료, 정신

치료 

-상담과 상담학의 

영역 및 기본성격 

 2주차: 상담과 ‘인

간변화 

-문제, 원인, 변화에 

대한 이해 

-인간변화를 보는 

다양한 관점: 치료모

형과 성장모형, 인문

학적 관점과 자영과

 3주차: 1세대 상담이

론 I 

-정신분석이론, 아들

러 개인심리학, 핵심

명제와 공헌 

 4주차: 1세대 상담이

론 II 

-대상관계이론. 애착

이론, 핵심명제와 공

헌 

 5주차: 2세대 상담이

론 I 

-합리적 청서행동치

료(REBT), Beck의 

인지행동치료 

 6주차: 2세대 상담이

론 II 

-행동수정 및 행동

 9주차: 상담이론의 

재구조화(통합적 관

점) 

-관계에 대한 재 탐

구, 정신역동계열이론

과 인지심리학의 결

함, 인지심리학의 발

전 

 10주차: 상담이론의 

재구조화(통합적 관

점) 

-구성주의와 내러티

브 관점, 뇌 과학의 

발전, 과정중심의 관

점 

 11주차: 상담의 형

태와 주제 

-형태: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주제: 심리상담, 

진로상담 

-도구: 언어, 놀이, 

예술, 활동 

-대상: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성인상

담, 커플상담 

 12주차: 상담과정: 

내담자 이해 

-상담의 절차와 과

정, 개념화를 위한 

이해, 변화촉진을 

위한 이해 

 13주차: 상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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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점 치료, 수용전념치료

(ACT)  

 7주차: 3세대 상담이

론 

-실존주의 인간중심, 

게슈탈트 상담이론 

 8주차: 4·5세대 상

담이론 

-관계에 대한 재 탐

구, 정신역동계열이론

과 인지심리학의 결

함, 인지심리학의 발

전 

개입과 평가 

-Micro Skill 차원

의 개입, 패키지화

된 개입, 태도와 전

략 차원의 개입, 평

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학 들어가기’ 과정은 총 13개 주차 

4개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중간, 기말 시험을 포함하면 한 학기 

과정으로 1주차 약 75분으로 구성되며 1개 주차는 다시 3~4개의 하위 

차시로 구성된다. 하위 차시는 차시 당 약 20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하위 차시 내에도 학습활동을 포함한 1~2개의 학습 유닛으로 구성된다. 

학습내용은 사례 제시 및 적용을 통한 상담학의 기초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의 흐름을 주차소개, 본 학습, 특화학습으로 

구성하였다. 각 주차의 도입부에서 주차를 소개하고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였다. 본 학습의 하위 유닛의 학습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주차 

내용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학습은 학습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론을 제시하였다. 

도입부에서 제시한 생각해볼 문제에 대해 이론 및 사례 제시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인용자료 및 관련 학습자료를 

제시하였다. 인용자료 제시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정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일러스트로 그리는 

방향으로 내용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 특화학습 

부분에서는 상담학 이야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해당 주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EBS 지식체널 

e형식으로 컴퓨터 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픽 형식으로 제시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강동을 일으키고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세대 

상담학 주차의 경우 프로이드가 당시 코카인이 해로운지 모르고 

사용했던 사례를 지식채널 e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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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토타입 평가 및 수정 

 

내용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를 기반으로 개발된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은 E협력사 교수설계자와 팀장이 1차 검수하였고, 이를 

내용전문가가 최종 확인하고 다시 E협력사 교수설계자와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확인 후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내용전문가의 

동영상 촬영을 위한 PPT 자료와 큐카드, 프롬프트 원고가 준비되었다. 

촬영은 B대학 교수학습센터에서 교수학습센터 소속 촬영팀에서 

진행하였다. 촬영 형식은 교육강연방식으로 상담학회 및 B대학 교육학과 

공지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여 진행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은 E협력사 

동영상 콘텐츠 개발팀에서 편집 및 그래픽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별도의 사용성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고, 검수작업을 

통한 오류 수정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 프로토타입 확정 후 전체 

주차가 일정에 따라 개발되었고, 최종개발물은 2016년 9월에 포팅되어 

케이묵(K-MOOC) 과정으로 오픈 되었다. 

 

4.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 전문가 타당화 
 

가.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교육공학 박사 

 

선행문헌 고찰과 현장사례 관찰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구성요소와 설계모형의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를 통해 

초기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점 및 보완사항을 확인하였다. 3차에 

걸친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구성요소 및 모형을 반복적으로 수정 및 

개선하였다. 

 

(1) 연구 참여자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체제설계 모형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절차는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선정 기준(연은경, 

2013; Ericsson & Charness, 1994; Grant& Davis, 1997)을 만족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문가에게 전화를 통해 이 연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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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의 선정은 교육공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소지자로서 

주제와 관련 논문 실적이 있는 자(연은경, 2013; Grant & Davis, 

1997)로 한정하였다. 또한 현업전문가 선정기준(Ericsson & Charness, 

1994)인 현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 관련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설계 모형과 원리 개발에 전문성을 지닌 교수설계 

전문가와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업 10년 이상 경력의 

현장전문가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구성요소 및 모형의 타당화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전문가 타당화 방법은 연구자가 우수한 전문가의 축적된 

지식, 경험, 통찰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전문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편향되고 단편적인 지식과 관점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수합하지 못할 수 있다(Streiner & Norman, 2008). 

그러므로 전문가 타당화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의 수는 최소 

3명에서 10명 정도가 적절하다(Rubio, Berg-Weger, Tebb, Lee, & 

Rauch, 2003).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전문가 타당화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은 5명의 교육공학 박사로 구성하였다. 전문가와 면담 가능 시간 및 

장소를 협의하여 면담을 통한 타당화 횟수에 따라 2∼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면담 전, 각 전문가들에게 

전문가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와 전문가의 일대일 면담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우선 설계모형의 개발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한 다음, 전문가로부터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듣고 답한 후, 전문가에게 타당화 검사 설문지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응답 후 전문가에게 설문 

문항과 관련된 수정 및 보완 사항, 설계모형과 구성원리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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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타당화에 참여한 전문가 정보 

 

구분 직업 경력 학력 전문분야 

A 연구교수 15 교육공학박사 이러닝, 교수설계모형개발, 학습분석 

B 연구교수 10 교육공학박사 
원격교육, 문제중심학습, 

교수설계모형개발 

C 선임 연구원 14 교육공학박사 
원격교육, 사례기반학습, 

교수설계원리개발 

D 선임 연구원 18 교육공학박사 이러닝, 액션러닝, 교수설계원리개발 

E 선임 연구원 15 교육공학박사 이러닝, 기업교육, 교수설계원리개발 

 

(2) 연구도구 

 

구성요소 및 설계모형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도구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는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된 초기 구성요소와 설계모형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구성요소 및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총 3회 진행되었다. 

전문가 타당화 검사도구는 연구 개요, 구성요소, 개념모형, 

절차모형으로 구성된 ‘연구의 소개’부분과 모형의 구성원리 및 

설계모형의 개발 절차, 내용, 구성 등에 대한 ‘타당도 검토’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타당화 질문지의 평가문항은 Lee(2012)와 

김선희(2014)가 사용했던 문항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차 전문가 타당화에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선행문헌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2차 전문가 타당화에서는 

1차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 및 수정·보완한 후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즉, 수정·보완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개념모형,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에 대한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설계전략의 타당성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선택형 

문항에 덧붙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방형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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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구성하였다. 3차 전문가 타당화는 두 건의 현장사례 관찰 및 

면담 결과를 반영한 후 형성적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결과로, 그 분석 결과는 통계 값으로 볼 수 없다(Murphy & 

Davidshofer, 1991). 그러나 티당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전문가 타당도 검사의 

평가자간 일치도(inter-relater agreement, IRA)를 통해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문항별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 IRA)와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전문가 검토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3차 전문가 타당화에서는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개념모형,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았으며 각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4점 척도로 

수합되었다. 또한 타당화 질문지에는 선택형 문항에 덧붙여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성요소 및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평가문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Ⅲ-14> 구성요소 및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문항 

 

절차 목적 방법 평가문항 

1차, 

2차 

모형 

구성원리 

타당화 

타당화 

검사지, 

면담 

선택형 

문항 

 선행문헌 탐색 및 분석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 

개념모형, 

절차모형 

타당화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개념모형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절차모형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개방형 

문항 

 수정 및 보완 의견 

 추가 개선 사항 

3차 

개념모형, 

절차모형 

타당화 

타당화 

검사지, 

면담 

선택형 

문항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개념모형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절차모형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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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 이해도 

개방형 

문항 

 수정 및 보완 의견 

 추가 개선 사항 

 

아래 표는 1차 및 2차 전문가 타당화에서 사용된 구성원리 및 

모형개발에 대한 평가문항이다. 1차 및 2차 전문가 타당화에서는 3차 

타당화 문항과 비교하여 모형 개발 과정에 대한 타당화 문항이 

추가되었다. 

 

<표 Ⅲ-15> 모형 개발과정에 대한 1·2차 전문가 검토 문항 

 

영역 문항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핵심 

구성요소,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자료들은 적합한가? 

선행문헌 

고찰결과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관련자료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핵심 구성요소,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는가? 

구성요소의 적절성 

 도출된 구성요소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도출된 구성요소는 동일한 수준의 요소(또는 용어)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요소별 설명의 

적합성 
각 구성요소 마다 설명내용은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 

선행문헌 고찰결과 

반영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요소/원리 도출하는데 적합하게 반영되었는가? 

 

(출처: 김선희, 2014; 김성욱, 2016 문항 수정) 

 

나.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교수설계자 

 

선행문헌 고찰과 현장사례 관찰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구성요소와 설계모형의 교수설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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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검토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과물이 이러닝 

교수설계자가 이러닝 개발 시 실제적인 도운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모형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공학 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타당화는 설계모형에 대한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검토인 반면,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타당화는 설계모형의 최종사용자인 이러닝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실제 

이러닝 개발 과정에서 설계모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1) 연구 참여자 

 

8~12년의 이러닝 개발 경력을 지닌 교수설계자 5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은 개념모형, 절차모형이 각각 이러닝 개발에 대한 

이해와 교수설계과정, 실제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 개방형 문항으로 

설계모형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 설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16> 교수설계자 대상 전문가 타당화 참여자 정보 

 

구분 직업 경력 학력 전문분야 

T 교수설계자 8 교육공학학사 이러닝, 기업교육 

U 교수설계자 9 교육공학학사 이러닝, 기업교육, 교수설계 

V 교수설계자 10 교육공학석사 원격교육, 기업교육, HRD 

W 교수설계자 12 교육공학석사 이러닝, 기업교육, HRD 컨설팅 

Y 교수설계자 12 교육공학석사 이러닝, 기업교육 

 

(2) 연구도구 

 

사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연구도구는 (1) 연구의 기본 사항, 

모형의 구성요소, 개념모형, 절차모형으로 구성된 ‘연구의 소개’, (2) 

모형의 가정 및 특징, 개념모형 및 주요 구성요소, 절차모형으로 구성된 

‘연구의 결과’, (3)‘전문가 타당화 문항’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사용성 평가 문항의 구성은 개념모형, 절차모형이 각각 이러닝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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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와 교수설계과정, 실제 설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을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방형 문항으로 설계모형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 설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진행 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교수설계자 대상 전문가 타당화를 위해 이러닝 기업교육 회사 및 

기업의 인력개발원, 연구소 내에 이러닝 콘텐츠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설계자들을 섭외하였다. 본 연구자는 전문가 타당화 참여에 동의한 

5인의 교수설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연구의 핵심내용과 

참여방식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 후,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교수설계자의 일대일 면담은 평균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연구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문답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분석과 검토를 

거쳐 모형의 수정 및 개선에 반영하였다. 

 

5.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 시뮬레이션 
 

가. 모형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role play) 

 

모형의 외적 타당화를 위해서는 실제 이러닝 개발 프로젝트를 

섭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닝 개발과에 참여하는 교수설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본 연구의 모형을 적용하여 이러닝을 개발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연구의 특성상 

외적 타당화를 위해 이러닝 개발 프로젝트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개개인을 섭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롤 

플레이(role play) 형태로 기획하였고, 이에 서비스디자인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서비스디자인은 제조업에서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을 

디자인의 대상으로 삼는다. 서비스디자인은 서비스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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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구매되어 소비되기 직전의 전방 업무(front stage)와 이를 

준비하는 과정인 후방 업무(back stage)에서 지원시스템과 

이해관계자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러한 전체맥락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서비스디자인이다(Brown, 

2009; Brakus, Schmitt, & Zarantonello, 2009; Brown, 2010). 서비스 

디자인은 넓은 의미에서 고객이 소비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김계임, 김억, 2012). 

서비스디자인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으로는 고객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 비즈니스 특징 및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경험디자인의 방법론인 설문(survey), 

페르소나(persona),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ing), 

시나리오(scenario) 등과 함께 백 스테이지(back stage)를 조망하는 

서비스청사진(service blueprint) 방법, 이해관계자 지도(stakeholder 

map), 고객 여정 지도/사용자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user 

journey map), 서비스 프로토타이핑(service prototyping)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론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이 서비스디자인의 최종 목적이다. 즉, 전체 

맥락에서 서비스 품질, 효과를 향상시킬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서비스가이드라인, 제품, 환경, UI 등 다양한 형식의 실제화 된 산출물을 

개발하는 것이다(김계임, 김억, 2012; 김미현, 2014; 김윤정, 2015).  

 

(2) 시뮬레이션 절차 

 

시뮬레이션을 위해 롤 플레이를 설계하였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III-18> 시뮬레이션 절차 

 

단계  절차  주요내용 

 
    

시뮬레이션 기획  

이해관계자 

지도   

 방법: 이해관계자 지도 

 이러닝 개발에 관계된 이해관계자 지도 작

성 

 이해관계자 지도에 따라 시뮬레이션에 참

여할 인력을 섭외  

    
 

페르소나 
 
 방법: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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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소나 작성 

 작성된 페르소나를 시뮬레이션에 섭외된 

인력과 공유하여 롤 플레이 준비 

    

 

시뮬레이션 

블루 프린트  

 방법: 서비스 청사진/서비스 블루 프린트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블루 프린

트 작성 

 시뮬레이션 블루 프린트는 이러닝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을 따

름  

     

시뮬

레이

션 

(롤 

플레

이) 

 

이러닝 

기획 

및 

분석 

 
내용 기획 

 

 내용전문가 관점의 비전설정 

 교육내용 안내 

    
 이러닝 

교수설계 기획 

  교수설계자 관점의 비전설정 

 이러닝 착수 준비: 조직, 참여인력, 의사결

정체계, 개발일정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 

  거시적·미시적 비전설정 및 공유 

 조직, 참여인력, 의사결정체계, 개발일정 

공유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부 분석 

 
 요구분석, 환경분석, 학습자분석, 과제분석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 

  세부 분석 결과 협의 

 이러닝 개발과정 및 교수체제설계 안내 
  

  
    

 설계 

 원고초안   내용전문성 기반 초기원고 
      
 이러닝 

교수설계안 

  분석결과 및 대안 반영 

 교수설계전략 도출 

 교수설계안 개발   

    
 교수설계기반 

원고 

  설계기반 원고작성 

 목차, 모듈, 차시, 학습목표 구성 

 학습자료, 과제, 평가 개발   

    
 이러닝 

교수설계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설계 

  
  

    

 개발 

 이러닝 

프로토타입 

개발 

  프로토타입 개발 및 수정 

 추가 학습자료 개발 
  

    
 사용성 평가   의뢰인, 학습자,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콘텐츠 개발자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 
  이러닝 콘텐츠 전체 개발 

  
  

    
 실행 

 
이러닝 운영 

 
 추가자료 및 운영 시스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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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이러닝 운영 

    
 
교육내용평가 

 
 교육내용중심 평가 

    
 
교수설계평가 

 
 교수설계중심 평가 

 

시뮬레이션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 첫째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획 단계와 둘째 절차모형의 적용 단계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획 단계에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중 이해관계자 

지도(stakeholder map), 페르소나(persona), 서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 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롤 플레이에 참여할 

인원을 구성하고 섭외하기 위해 이러닝 개발에 관계된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인력을 

섭외하였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즉,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에 참여하는 

인력이 각자의 역할 및 이러닝 개발단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페르소나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이러닝 개발과정을 중심으로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하였다. 서비스 청사진의 흐름은 본 연구의 절차모형의 단계에 따라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획단계가 마무리되면, 본 연구의 

작성한 서비스 청사진에 따라 절차모형을 이러닝 개발과정에 적용한다. 

이해관계자들 특히,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이러닝 기획 및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및 평가의 절차에 따라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한다.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 이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외적 타당화 결과를 수합하였다. 

 

나. 시뮬레이션 도구 

 

지금까지 본 연구의 외적 타당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절차에 활용될 방법론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다. 

서비스디자인의 방법론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해관계자 지도(stakeholder map) 

 

이해관계자 지도(stakeholder map)는 서비스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들 사이에 고려해야 할 역학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의본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를 위해 설정한 

이러닝 개발의 이해관계자를 설정하여 정의하고 이들 사이의 역학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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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호작용을 서비스 청사진으로 나타내었다(김계임, 김억, 2012; 

김윤정, 2015). 이해관계자 지도는 이러닝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콘텐츠 개발자. 

의뢰인, PM, 아웃소싱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해관계자 지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 모형의 핵심인 

협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의 

도구인 서비스 청사진을 설계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2) 페르소나(persona) 

 

페르소나는 유형, 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디자인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을 

설정하여 그 특징, 행동 패턴 등을 반영한다. 페르소나는 일종의 가상 

인물로 개발중인 서비스의 타깃 사용자이며 타깃 사용자에 대한 세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페르소나 개발을 통해 행동 변수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주요 행동패턴을 파악할 때 

사용된다(김미현, 2014; 김윤정, 2015).  

 

(3) 서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 

 

서비스 청사진(service blueprint)이란 사용자가 체험하는 서비스의 

흐름과 소비자가 서비스를 경험하는 환경,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지원시스템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흐름도이다. 서비스 

청사진은 사용자가 볼 수는 없지만 서비스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후방 

업무(back stage), 서비스 접점,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행위,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전방 업무(front stage)로 구분되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Bitner, 2007; 김윤정, 

2015). 서비스 청사진 방법론을 활용하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지원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분된 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표준화되고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 최종 

서비스를 생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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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 연구 참여자 

 

시뮬레이션을 위해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의뢰인의 역할(role)을 할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내용전문가는 중국 

국적의 중국어 강사 경력 7년으로 대학에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이다. 섭외한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 및 교육과정 개발 경력 9년의 

교육공학전공 박사이다. 의뢰인 및 콘텐츠 개발자 역할은은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각각 맡았다. 모두 기본적으로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페르소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롤 플레이를 진행하였다. 

 

<표 III-19> 시뮬레이션 연구 참여자 

 

역할 전공 학력 및 경력 

내용전문가 중국어 석사, 강사 경력 7년 

교수설계자 교육공학 교육공학박사, 경력 9년 

의뢰인 교육공학 석사과정, 경력 4년 

콘텐츠 개발자 교육공학 석사과정, 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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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실제 이러닝 교수설계의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의 가능성을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줄이고,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를 위해 참고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초기모형 개발 
 

가. 선행문헌 고찰을 통한 모형의 구성요소 도출 

 

(1) 초기 모형의 구성요소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구성요소 도출의 영역이 네 가지로 

압축되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비전이다. 비전의 정립에 대해 

프로세스 관점에서 비전 설정(creation of vision), 비전의 속성 및 

내용(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vision), 비전의 소통 및 

공유(communicating and sharing vision)의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Larwood et al., 1995; Baum et al., 1998; Dvir et al., 2004; 

O’Connell et al., 2011). 또한 비전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변혁을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다(Staples, Pugach, & Himes, 

2005; Hew & Brush, 2007; Cennamo, Ross, & Ertmer, 2010; Hur & 

Anderson, 2013). 이러한 조직 변화의 원동력인 비전은 함께 설정하고 

공유하여 비전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개인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Larwood et al., 1995; Baum et al., 1998; Dvir et al., 2004; 

O’Connell et al., 2011). 두 번째 구성요소인 관계는 선택, 신뢰, 몰입, 

지식공유,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성된다. 관계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맥락중심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김세인, 2014; Kumar & Dissel, 1996). 또한 

신뢰와 몰입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신뢰는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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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Kumar & Dissel, 1996).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루틴, 즉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의 확보는 협력 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Dyer & Singh, 1998; Grani, 1996). 또한 조직간 협력을 

하게 될 때, 조직간의 관계는 관계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morgan 

& Hunt, 1994; Jap & Ganesan, 2000). 이러한 구조는 수직적, 수평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보일 수 있다. 조직간의 참여, 정보교환, 

연대감 형성을 통한 관계규범의 공유를 통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추구한다 (Dwyer & Oh, 1998; Heide & John, 1992; Jap 

& Ganesan, 2000). 이러한 거버넌스(governance)는 명시적 계약을 

통해 유지하고 지배하는 공식적인 규칙 및 절차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명시적 계약이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막고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신뢰와 관계의 몰입도를 높이게 된다 (Young & Wilkinson, 1989; 

Lusch & Brown, 1996; Jap & Ganesan 2000). 다음 구성요소는 

협력이다. 협력은 협력의 촉진 및 강화, 결과가 아닌 과정중심적 특성, 

의사소통,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협력의 촉진 및 강화는 공동의 

작업공간을 통해 개인 혹은 집단의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김경묵, 2000; 

백재용 외, 2009). 또한 개인의 협력활동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Atlee, 2008; Dyer & Singh, 1998). 협력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Straus, 2002; 

백재용 외, 2009). 마지막으로 실행요소이다. 실행은 생산과 사용 

용이성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1>와 같고 구성요소의 

내용을 실제 모형에 적용내용을 함께 정리하였다. 

 

<표 Ⅳ-1> 초기 모형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출처 

비전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의식을 

함양한다. 
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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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변혁을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비전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Staples, Pugach, & 

Himes, 2005; Hew & 

Brush, 2007; Cennamo, 

Ross, & Ertmer, 2010; 

O’Connell et al., 

2011; Hur & 

Anderson, 2013. 

 비전을 함께 설정하고 공유하여 

비전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개인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Larwood et al., 1995; 

Baum et al., 1998; Dvir 

et al., 2004; 

O’Connell et al., 2011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인식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Cook, Pachler, & 

Bachmair, 2011; 

Herrington, 

Herrington, & Mantei, 

2009; Littlejohn & 

McGill, 2016; Seow et 

al., 2008; Wali et al., 

2008. 

관계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맥락중심적인 선택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김세인, 2014; 

Kumar & Dissel, 1996. 

 신뢰는 지속 가능한 협력과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공요인이다.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Kumar & Dissel, 

1996. 

 지식공유루틴의 개발은 협력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Dyer & Singh, 1998; 

Grant, 1996. 

 기업간의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계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Morgan & Hunt, 1994; 

Jap & Ganesan, 2000. 

 참여, 정보교환, 연대감 형성을 통한 

관계 규범의 공유를 통해 집단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추구한다. 

Dwyer & Oh, 1988; 

Heide & John, 1992; 

Jap & Ganes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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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계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지배하는 공식적인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한다.  

Young & Wilkinson, 

1989; Lusch & Brown, 

1996; Jap & Ganesan, 

2000. 

협력 

 공동의 작업공간을 통한 개인 혹은 

집단의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김경묵, 2000; 백재용 

외, 2009 

 개인의 협력활동을 통해 개인의 

인지를 향상시킨다. 

Atlee, 2008; Dyer & 

Singh, 1998. 

 개인의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Levy, 2000; Atlee, 

2008. 

 개인의 협력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Straus, 2002; 백재용 

외, 2009. 

 협력적 의사소통은 빈도, 방향성, 

양식,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Mohr & Nevis, 1990.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신나민, 2004; Vrasidas 

& McIsaac, 1999; 

Wagner, 1997; Saba, 

2000.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과 도구를 

제공한다. 

신나민, 2004; Vrasidas 

& McIsaac, 1999; 

Wagner, 1997; Saba, 

2000. 

실행 

 능동적으로 지식의 소비 및 생산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Herrington,Herrington, 

& Mantei, 2009; 

Pempek, Yermolayeva, 

& Calvert, 2009; 

Selwyn, 2011. 

 사고과정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도구를 제공한다. 

Clark & Sampson, 

2007; Hsi, 1998; 

Jackson et al., 1994; 

Kolodner et al., 2004; 

Lim, 2004; Schwartz et 

al., 1999; Radinsky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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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중심의 자원 및 개발과정, 

개발도구 등을 조직하여 제공하다. 

 위키,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사용이 용이한 도구를 활용하여 콘

텐츠 공유 및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김성미, 2012; 김현주, 

임정훈, 2014; Evans, 

2008; Luckin et al., 

2009. 

 

나. 초기 개념모형 개발 

 

앞서 언급한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초기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개념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개념모형은 연구의 관점을 

일반적이고 언어적으로 반영하며(Fawcett, 1995) 모형과 관련된 

구성요소가 제시되고 정의된다. 이 초기 개념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시각적, 

언어적으로 나타내어 상호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Richey, Klein, & Trace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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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초기 개념모형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닝 

개발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공유한다. 협력적 공간에서 제도적, 

시스템적 지원을 받으며 이러닝 개발이 절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내용전문가와 

관계를 맺고 협력한다. 내용전문가 또한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교수설계자와 협력하여 이러닝 개발에 참여한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력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택적 

협력이란 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경우에는 협력의 고리를 

느슨하게 유지했다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수행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협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용전문가가 

교수설계기반 원고를 작성할 때 워크숍이나 교수설계자료를 참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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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수설계자의 

조언과 피드백이 직접적이고 빠르게 내용전문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설계기반 원고의 작성이 훨씬 수월하다. 반면, 항상 촘촘한 협력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내용전문가 스스로 혼자서 원고를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지나치게 자주, 혹은 친밀한 협력이 

부담으로 작용(Mohr & Nevin, 1990)하여 원고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선택적 협력이 중요하다. 

내용전문가의 설계기반 원고를 바탕으로 교수설계자의 스토리보드가 

작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프로토타입의 

대략적인 이미지를 함께 개발한다. 이후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다. 초기 절차모형 개발 

 

개념모형이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이해를 도와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절차모형은 숲을 이루는 나무와 풀들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절차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이러닝을 개발함에 있어 

조직 및 교육과정 전체의 비전을 바탕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 각 

단계마다 어떠한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제 개발해 

나가는지 안내를 돕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수설계모형인 ADDIE 모형의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거시적인 흐름에 따라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반복적인 사용평가와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빠르게 

개발물에 반영하도록 하는 래피드프로토타입 방법론(임철일, 연은경, 

2006)을 적용하여 최종 개발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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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초기 절차모형 

 

초기 절차모형의 단계별 세부내용은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Ⅳ-2> 초기 절차모형의 단계별 세부내용 

영역 절차 단계 세부내용 

교수

설계

자 

& 

내용

전문

가 

분석 

기획회의 

 이러닝 개발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등 각 역할(팀)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kick-off)를 진행한다. 

 착수회의를 통해 이러닝 개발의 비전, 인력구조, 

의사결정체계, 개발일정, 회의일정,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개발참여 팀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러닝 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공유한다. 

교수

설계
요구분석 

 요구분석: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요구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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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제분석: 핵심학습내용,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등 이러닝으로 개발해 할 교육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학습환경분석: 학교수업, 기업교육, 묵(MOOC) 과정 등 

이러닝이 진행될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학습자분석: 학습자의 사전지식, 흥미, 요구, 동기 등 

파악 가능한 학습자 정보를 분석한다. 

교수

설계

자 

& 

내용

전문

가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 

 분석 후 도출된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개발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가장 큰 목표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및 교수설계를 알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 원고 작성을 쉽게 하는 

것이다. 

내용

전문

가 

설계 

원고 
 교수설계자가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 후 이러닝 및 

교수설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초안을 작성한다. 

교수설계

기반원고 

 원고초안을 가지고 교수설계자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한다. 

 이러닝 개발에 적합하도록 학습내용 및 분량을 고려하여 

재구성한다. 

 이러닝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습의 흐름을 구성한다. 

교수

설계

자 

교수설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거시적·미시적 교수설계전략을 

세운다. 

 교수설계전략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안을 개발한다. 

 결정된 교수설계안과 교수설계기반원고를 바탕으로 

프로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개발 

프로토타

입 개발 

 프로토 스토리보드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사용성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내용

전문

가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교수

설계

자 
실행 

및 

평가 

교수설계 

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수설계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내용

전문

가 

교육내용

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육내용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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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가.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1)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초기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는 교육공학 박사 

5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적, 

연구문제, 선행문헌 고찰, 모형의 개발과정을 확인한 후, 도출된 

구성요소를 검토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위해 타당화 검사와 면담이 

진행되었다. 타당화 검사에서는 연구자가 모형 개발을 위해 탐색한 

선행문헌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의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구성요소의 적절성, 구성요소별 설명성에 대헤 평가를 진행하였고 

면담에서는 전문가가 타당화 검사 평가문항과 관련한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다. 면담 이후 추가 의견은 이메일을 통해 수합하였다. 

 

<표 Ⅳ-3> 구성요소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4 3 3 3 3 3.20 1.00 0.44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3 3 3 3 3 3.00 1.00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 
4 2 3 3 2 2.80 0.60  

구성요소의 적절성 3 3 3 3 3 3.00 1.00 

 구성요소별 설명성        

- 교수설계 맥락 4 3 2 4 4 3.40 0.80 

- 비전설정 3 3 2 3 2 2.6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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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형성 3 3 2 3 2 2.60 0.60 

- 협력 4 3 3 3 3 3.20 1.00 

 

1차 전문가 타당화 검사 결과,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과 선행문헌 

고찰 결과의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구성요소의 적절성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점수가 3.00 근처로 이론적 구성요소별 

문헌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초기 모형 개발을 

위해 도출된 구성요소의 유목화 및 구조화가 연구의 주요 변인들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성요소의 설명성 부분은 네 가지 구성요소 중 

교수설계 맥락과 협력을 제외한 비전설정과 관계형성에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 사이의 타당도 일치도 지수인 IRA는 

0.44로 낮게 나왔는데 이는 구성요소의 타당성 및 수준, 구성요소 중 

비전설정과 관계형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타당화 검사 및 면담을 통해 수합된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Ⅳ-4> 초기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 사항 

 

전문가 의견 세부 개선 사항 

구성요소의 

하위요소 제시 

(전문가 O, P, 

Q, R, S) 

 구성요소별 하위요소를 도출하여 유목화 

- 비전: 비전, 합목적성, 소통, 공유, 맥락인식 

- 관계: 선택, 신뢰, 몰입, 지식공유, 

거버넌스(governance) 

- 협력: 촉진, 강화, 과정중심, 의사소통, 상호작용 

- 실행: 생산성, 사용 용이성 

 관계와 협력의 관계의 재정의를 통해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하위요소를 어떻게 위계화할 것인지 검토하여 

유목화 

 신뢰와 몰입에 대한 상세설명 필요 

구성요소의 

위계에 따라 

 기술내용에는 있으나 구성요소와 같은 위계로 들어가야 

할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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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성요소 

재조직 

(전문가 O, Q, 

R) 

구성요소간 

관계가 들어날 

수 있도록 설명 

추가 

(전문가 O, P, 

Q, R, S) 

 교수설계 시 하나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구성요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추가 

 개념모형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가 

구성요소별 설명에 들어나도록 기술 

구성요소의 

도출과정에 

대한 논리성 

강화 

(전문가 O, P, 

S)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비전설정, 관계, 협력 

구성요소로 초기 개념모형이 도출된 논리적 설명 필요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례1, 사례2의 관찰자로 

참여하여 도출한 결론이 모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논리적 설명 필요 

교수설계자 

대상 사용성 

평가 추가 

(전문가 S) 

 구성원리의 도출을 통한 외적 타당화를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니, 전문가 타당화 뿐만 아니라 실제 

교수설계 현장에서 PM역할과 교수설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무 교수설계자들 대상 모형 사용성 평가 실시 

Best Practice 

사례 추가 검토 

(전문가 Q) 

 외적 타당화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묵스(MOOCs)과정 개발 등의 Best 

Practice 사례를 찾아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모형 

정교화에 반영 

 

 

(2) 수정·보완된 구성요소 

 

1차 전문가 검토내용 중 구성요소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여 

유목화하였다. 첫 번째 구성요소인 비전은 비전설정, 소통 및 공유, 

맥락인식으로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다음 관계요소는 선택, 신뢰, 

몰입, 지식공유,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분하였다. 또한 협력은 하위 

구성요소로 촉진 및 강화, 과정중심, 의사소통,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행은 생산과 사용 용이성으로 구분하여 유목화하였다. 

또한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한 비전, 관계, 협력, 실행의 구성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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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모형 도출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모형 구성요소의 내용을 적용방법 

추가하였다. 수정·보완된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표 Ⅳ-5> 2차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출처 적용 

비전 

설정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의식을 

함양한다. 

한국기업교육

학회, 2010. 
 조직 내에서 합의된 

조직의 비전 및 

개인의 비전을 

선정, 공유하고, 

구체적 목표, 전략 

구축한다. 

 비전설정은 

경영문화 및 

기업문화의 

중심요소이다. 

조영호, 

이혜숙, 

서형도, 2009 

가치 

기준 

 비전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변혁을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비전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Staples, 

Pugach, & 

Himes, 

2005; Hew 

& Brush, 

2007; 

Cennamo, 

Ross, & 

Ertmer, 

2010; Hur & 

Anderson, 

2013. 

 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산출물, 피드백, 

의견 등이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고 

합의하도록 한다. 

조직 

변화 

 비전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장해미 외, 

2006; 서우종 

외, 2008; 

이병주, 

장재윤, 2011. 

 조직변화의 

기준으로 삼는다. 

 조직문화와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때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Baum et al. 

1998; Baum 

& Locke, 

2004 

 반성과 혁신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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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및 

공유 

 비전을 함께 

설정하고 공유하여 

비전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개인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Larwood et 

al., 1995; 

Baum et al., 

1998; Dvir 

et al., 2004; 

O’Connell 

et al., 2011.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공유한다. 

 합의된 가치관과 

이념, 목표, 전략을 

공유한다. 

관계. 

선택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맥락중심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김세인, 2014; 

Kumar & 

Dissel, 1996. 

 실제적이고 

맥락중심적인 

선택을 통한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 

신뢰 

 신뢰는 지속 가능한 

협력과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공요인이다.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Kumar & 

Dissel, 1996.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조직차원의 

신뢰 및 개인차원의 

심리적 신뢰를 

형성한다. 

몰입 

 안정적 관계 형성에 

대한 바람, 관계 

유지를 위한 단기적 

희생 감수,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 

몰입한다. 

Anderson & 

Weitz, 1992; 

Morgan & 

Hunt, 1994; 

Kumar & 

Dissel, 1996; 

조경섭, 2000;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안정적 관계형성에 

대한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심리적으로 

지원한다. 

지식 

공유 

 지식공유루틴의 

개발은 협력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Dyer & 

Singh, 1998; 

Grant, 1996.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지식공유 

시스템 및 도구를 

제공한다. 

 암묵지적 노하우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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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구조 

 기업간의 

거버넌스(governan

ce)는 관계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Morgan & 

Hunt, 1994; 

Jap & 

Ganesan, 

2000. 

 참여인력, 조직, 

역할에 대한 정확인 

인식은 관계형성 및 

몰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참여, 정보교환, 

연대감 형성을 통한 

관계 규범의 공유를 

통해 집단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추구한다. 

Dwyer & Oh, 

1988; Heide 

& John, 

1992; Jap & 

Ganesan, 

2000. 

 지식공유 시스템 및 

도구를 통해 참여 

및 정보교환 촉진 

및 연대감을 

증진한다. 

 참여, 정보교환, 

연대감을 통해 관계 

규범을 공유한다. 

 관계 규범 공유를 

통해 목표 지향적 

행동을 추구한다. 

 명시적 계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지배하는 공식적인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한다.  

Young & 

Wilkinson, 

1989; Lusch 

& Brown, 

1996; Jap & 

Ganesan, 

2000.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줄인다. 

협력 

촉진 

및 

강화 

 공동의 작업공간을 

통한 개인 혹은 

집단의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Dryfoos, 

1998; 

김경묵, 2000; 

백재용 외, 

2009. 

 공동의 작업공간을 

통한 개인 혹은 

집단의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개인의 협력활동을 

통해 개인의 인지를 

향상시킨다. 

Atlee, 2008; 

Dyer & 

Singh, 1998. 

 개인의 협력활동을 

통해 개인의 인지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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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이 일어나는 

맥락, 참여하는 조직 

및 인력간의 관계, 

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과 조직 

전체의 목적이 

합의를 이루어 

개인과 조직이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 

Hogue, 

1993; Hogue 

et al., 1993 

 참여 조직 및 

인력간의 관계, 

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과 조직 

전체의 목적이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협력을 강화시킨다. 

 개인이 소속된 

조직과 어느 정도의 

통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비전은 상호조정 

되거나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협력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하나가 된다. 

Peterson, 

1991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개인의 목표 

또한 함께 

추구되어야 협력이 

촉진되고 강해진다. 

과정 

중심 

 개인의 협력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Straus, 

2002; 백재용 

외, 2009. 

 협력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작업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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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둘 

이상의 주체가 

상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노하우 및 

자원을 보완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또는 

상대방의 능력과 

결과물을 

상호보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적인 

관계 

Dodgson, 

1993; 

Hogue, 

1993; Tyler 

& Steensma, 

1996; Bailey 

& Koney, 

2000.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실천적 

노하우 및 자원을 

공유한다. 

 협력관계의 

상대방의 능력과 

결과물을 

상호보완적으로 

공유한다. 

의사 

소통 

 협력적 의사소통은 

빈도, 방향성, 양식,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Mohr & 

Nevis, 1990. 

 의사소통의 빈도, 

방향성, 양식, 

내용을 대상에 맞게 

조정하여 협력적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한다. 

실행 

및 

관리 

생산 

 능동적으로 지식의 

소비 및 생산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Herrington, 

Herrington, 

& Mantei, 

2009; 

Pempek, 

Yermolayeva

, & Calvert, 

2009; 

Selwyn, 

2011. 

 개발과정에 필요한 

지식의 소비뿐만 

아니라 협력을 위한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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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이

성 

 사고과정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도구를 

제공한다. 

Clark & 

Sampson, 

2007; Hsi, 

1998; 

Jackson et 

al., 1994; 

Kolodner et 

al., 2004; 

Lim, 2004; 

Schwartz et 

al., 1999; 

Radinsky et 

al., 1999. 

 개발과정, 산출물, 

회의, 안내, 교육 

등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도구를 

제공한다. 

 참여자 중심의 자원 

및 개발과정, 

개발도구 등을 

조직하여 제공하다. 

 위키,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사용이 용이한 도구

를 활용하여 콘텐츠 

공유 및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김성미, 2012; 

김현주, 

임정훈, 2014; 

Evans, 2008; 

Luckin et al., 

2009. 

 참여자 중심의 

자원, 개발과정, 

개발도구 등을 

조직하여 제공한다. 

 참여자 중심으로 

공유된 정보와 

지식의 생산적 활용 

유도한다. 

 

 

나. 사례1과 사례2의 관찰 및 면담 분석 결과 

 

(1) 사례1 분석 결과 

 

사례1은 A대학 디자인대학 영상디자인학과의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 

중 많은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제작 및 발표 후 사장되는 

것을 엄청난 자원의 낭비로 인식하여 영상 개발시 교육적 목적으로 기획, 

개발하여 추후 연구와 연계시킬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영상 및 교육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사례1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획이 가능했던 

이유는 A대학 영상디자인학과 대학원 연구실이 이미 B대학 병원 

흉부외과와 협력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흉통에 대한 기초교육 및 

자가진단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구와 연계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A대학 디자인 대학 영상디자인학과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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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의 주제를 정하고 같은 대학의 대학병원 정신과전문의를 섭외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례1에 참여한 인력 및 조직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디자인학과 연구실에서 프로젝트 관리,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례1의 관찰자로서 사례1의 

이러닝 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양질의 이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수설계 및 

교수설계자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례1에 

교수설계자로 참여한 박사과정생은 ‘교수설계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하였고, 대학원 입학 전 S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휴대폰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업무를 진행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진행 

및 PM의 역할에는 매우 익숙하지만, 교수설계에 및 교수설계자의 

역할에 이론적 이해는 있었으나 상황적 적용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프로젝트는 프러덕트 중심이에요. 목적이 너무 명확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빠릿해요. 근데 학교프로젝트는 좀 루즈해요. 

그리고, 먼가 딱딱 확인하고, 똑 부러지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있지만… 뭐랄까, 약해요. 음… 마음 

관리하시는 느낌? 회사에서는 목적, 방법, 투입인력 등이 명확한데, 이거는 다 제가 해야 

하니까… (중략)… 그리고, 교수설계 배웠지만, 내용전문가에게 원고가 이렇게 되면 

콘텐츠 만들기가 힘들다거나, 다시 이럴게 작성해서 달래기가 좀 그래요… 그냥 내가 

손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한 느낌? (중략)… 제가 (교수)설계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A대학 영상디자인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생 면담 중에서 

 

PM 및 교수설계자가 교수설계 및 교수설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내용전문가와 충분한 의사소통 및 합의 없이 교수설계를 

진행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러닝에 대한 책임을 교수설계자가 

감당해야 한다. 책임소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닝 프로토타입 개발 

후 사용성 평가시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한 시간·비용상의 낭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C교수님께 자주 연락 드리고, 피드백 받기가 좀… 원고자료 요청 드리고, 설계안에 

대해서 피드백 부탁 드리려고 몇 번 전화 드렸는데 진료 중이시라고 끊으시거나 회의 

중이시라고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메일 드리고 문자 드렸는데 답 메일이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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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져서요. 쉽지 않았어요. 

 

A대학 영상디자인학과 대학원 H박사과정생 면담 중에서 

 

위의 면담 내용처럼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이에 내용전문가의 협력을 

유도하거나 내용전문가를 보조할만한 전문가나 다른 내용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과정개발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표를 

수정하여 결과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용전문가의 

교수설계적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례1은 A대학 디자인대학 

영상디자인한과 교수가 내용전문가를 섭외한 만큼 초기 이러닝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추가자료의 제공까지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내용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개발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면담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내용전문가가 사례1의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동기가 부족했고, 제도적으로는 보상체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내용전문가가 소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내용전문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이 어려워 내용전문가를 

보조했던 J수련의와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상황과 사례1에 

내용전문가로서 참여한 이유에 대해 면담하였다.  

 

사례1 프로젝트는 저희한테 별로 도움될 것이 없어요. 바쁜데 시간만 들어가는 

일이에요. 한 두 번 회의나 있는 자료를 공유해드릴 수는 있지만 계속 인볼브하기에는… 

사실, 간단해요. 학교측에서 펀딩이나 교수평가점수를 주거나, 논문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해보겠지만,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교수님도 저도 한 두 번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또 같은 학교시기는 하지만 디자인대학 C교수님도 처음 뵙는 

분이고, 앞으로 계속 같이 일 하실 분도 아니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도와드렸어요. 그랬네요.  

 

A대학병원 정신과 J수련의 면담 중에서 

 

위의 A대학병원 정신과 J수련의와의 면담 내용처럼 사례1은 

내용전문가를 교육과정개발, 교수설계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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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하였다. 사례1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는 

A대학병원 정신과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사례1 콘텐츠 개발에 

투입하는 내용전문가의 시간과 전문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개발된 콘텐츠를 정신과에서 활용하여 관련 논문을 써보자는 두루뭉실한 

목표로 내용전문가를 섭외한 것부터 잠재적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또한 내용전문가에게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전문가에게 충분한 요구를 하지 못했고, 이는 사례1 콘텐츠의 

개발범위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목표에 맞는 산출물을 

개발해나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이 사례1의 이러닝 

개발과정 중 관찰과 면담내용을 보면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을 담당한 

영상디자인학과 대학원 연구실 팀원들은 팀원들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내용전문가 또한 내용전문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Kick-off 회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공유했다고 각자 

생각하였다. 그러나 각자의 목표와 역할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여와 프로젝트 목표의식의 부재로 프로젝트의 초기 목표를 수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물론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 역할을 맡고 있는 참여 인력(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PM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수설계자가 PM역할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의 리더십이나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관계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상호작용 없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개발 경험이 있어 개발절차 및 

내용전문가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경우이거나 내용전문가의 목표의식이 

뚜렷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 모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프로젝트의 목표 및 산출물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기획,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산출물 이미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확인하는 것이 

최종산출물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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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은 A대학 디자인대학 영상디자인학과 대학원 연구실에서 교수설계 

및 개발을 맡았다. 콘텐츠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이너가 교수설계 

교육을 담당하고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을 함께 진행한 경우이다. 

따라서 스토리보딩 작업 시 플래시 동영상, 삽화, 학습내용 관련 이미지 

등이 실제 개발물에 포함될 디자인 및 케릭터로 작성되었다. 플래시 

동영상 또한 영상제작 시 활용되는 구체적인 스케치가 들어간 콘티 

수준으로 구체화 되어 스토리보드에 삽입되었다. 이는 교수설계와 

콘텐츠 개발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물에 대한 시각적 구체화는 내용전문가가 스토리보드에 대한 검수 

및 피드백 시 매우 유용하다. 또한 교수설계자, 내용전문가, 콘텐츠 

개발자 모두 최종 산출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산출물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례2 분석 결과 

 

사례2는 케이묵(K-MOOC)과정으로 B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D교수가 내용전문가를 맡았고, K조교가 이를 보좌하였다. B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케이묵(K-MOOC) 개발과 운영 총괄을 

담당하였고, 콘텐츠 개발팀의 촬영팀에서 동영상 강의 촬영을 

담당하였다. 실제 교수설계, 웹 콘텐츠 개발, 동영상 편집 및 그래픽 

디자인은 E협력사에서 담당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례2의 관찰자로서 

케이묵(K-MOOC) 과정 개발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양질의 이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닝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교수설계, 교수설계자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례2에 내용전문가로 참여한 B대학 D교수는 케이묵(K-

MOOC) 과정 개발을 위한 kick-off 미팅 이후에도 묵(MOOC) 과정 

개발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 한다. 

 

CTL 담당자, E협력사 담당자와 kick-off를 했는데, 케이묵(K-MOOC)과정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막막해서 나교수님께 여쭤봤어요. 나교수님이 책 한 권(묵스의 

이해)을 주시면서 읽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중략)… kick-off 때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예요. (‘상담학 들어가기 과정기획안’. ‘K-MOOC 강좌 개발을 위한 조교 매뉴얼’)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 이전에 케이묵(K-MOOC)과정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B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D교수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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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kick-off 미팅에서 과정개발의 개요, 

개발전략, 콘텐츠 구성요소, 설계전략, 디자인 전략, 개발 일정 등이 

공유되었을 뿐, 케이묵(K-MOOC) 과정의 특징 및 과정개발 절차, 

참여인력 및 조직, 의사결정체계 등이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개발절차에 이러한 일정들이 포함되어있으나 매우 

형식적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다 많다. 예를 들어, 내용전문가가 매우 

바빠 일정상의 문제로 면대면 회의가 아닌 문서(워크샵 자료 제공)로 

대체되거나 실제 회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핵심내용만 간단히 전달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개발에 적합한 

형태의 원고를 실제로 작성해보거나 이러한 경험을 통한 질의 응답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내용전문가는 교수설계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집을 확인하고 원고작성에 

대한 실제적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철저한 워크샵의 준비와 실행은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학습자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적 단계이다. 

 

둘째, 참여인력 및 의사결정체계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수정 및 재개발로 인한 시간·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K조교, E협력사의 L교수설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인력 및 

의사결정체계가 불명확하여 생긴 몇몇 오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님이 무척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전공도 그렇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원고작성초기에 E협력사 L씨(E협력사 교수설계자)와 

메일을 주고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아시죠? 학습자 학습활동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때였어요. 메일에 갑자기 보지도 못했던 CTL쪽 분들이 참조로 쫙 

달린 거예요. 회의에서 만난 적도 없고 직급을 보니까 더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CTL N선생님(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설계자)께 전화를 

하셨어요. …(중략)… 교수님께선 이 과정 개발의 학습내용을 CTL 측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B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K조교 인터뷰 중에서 

 

처음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촬영 방식 결정을 위해 카메라 테스트 하실 때, 저는 

선생님이 CTL N선생님(CTL 교수설계자) 대신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중략)… 저희는 협력사니까 일반적으로 스토리보드 프로토를 저희가 

잡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가 프로토를 잡는다면 개발 전체를 저희가 진행할 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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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좀 프로세스가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방식이랑 달랐어요. 

ㅍ로토도 저희가 잡고, SME도 저희가 직접 컨텍해서 작업하지만, 어느 순간 CTL측이 

들어와서 뒤집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촬영 관련해서요…… 음… 근데 이렇게 개발 진행 

중에 방향을 바꾸면 일하기 힘들다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 팀장님도 

안 하시고, SME도 안 하시고. 저희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세요. 

다행인건 원고 상태가 저희가 요청한 포맷에 잘 맞고, CTL이 매번 인터럽트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뒤집어서 그나마 나았어요. 

E협력사 콘텐츠 개발팀 L교수설계자 인터뷰 중에서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참여인력 및 

의사결정체계를 공유하여 이해를 구했다면 이러한 오해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 전체의 비전과 함께 조직의 비전을 실행하는 실행의 

주체인 개인의 비전도 수립되어야 하고, 개인의 비전도 공유되어야 한다. 

아래는 D교수님 및 E협력사 M팀장과의 면담 내용 중, 비전에 대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제가 이번 묵(MOOC)과정 개발을 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교에서 지원이 있고, 둘째는 상담학을 제대로 알리는 거예요. 이 과정명이 ‘상담학 

들어가기’예요. 대부분 상담관련 과목명이나 이러닝 과목명을 보면 ‘상담의 이해’, ‘상담 

시작하기’, ‘상담의 실재’ 등 이예요. ‘학(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상담심리, 

정신과 상담을 많이 생각하고 혼동하죠. 이 과정으로 상담학을 알리고 그런 오해를 

줄이고 싶어요. 

B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D교수 인터뷰 중에서 

 

저희 회사가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예요. B대학 케이묵(K-

MOOC) 과정을 개발했다는 거요. 수익은 B대학 회의참석하고 촬영지원 나갈 때 차비도 

안 나올 정도예요. 하지만 B대학과 케이묵(K-MOOC) 과정을 개발했다는 타이틀이 

있으면, 묵(MOOC)과정은 계속 개발할 것이고, 이후 사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E협력사 콘텐츠 개발팀 M팀장 인터뷰 중에서 

 

위의 사례2는 케이묵(K-MOOC)과정 개발에 아웃소싱 프로세스를 

통해 E협력사와 협업을 진행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이러닝 개발에 이와 

같은 아웃소싱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인력의 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공유 및 확인은 개발진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관계에서의 협력 또한 중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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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위의 사례1과 사례2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2차 절차모형과 

개념모형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 반영하였다. 

 

다.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1)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1차 전문가 타당화 점수에 대한 해석과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평균 3.4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전문가 타당화 결과, 구성요소별 설명성에 대한 

점수는 3.40점에서 4.00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CVI가 1.00이고 IRA도 1.00으로 나타났다 

 

 

<표 Ⅳ-6> 2차 구성요소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선행문헌 탐색의 적절성 4 3 4 4 4 3.80 1.00 1.00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3 3 4 4 3 3.40 1.00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절성 
4 3 3 3 3 3.20 1.00  

구성요소의 적절성 4 3 4 3 4 3.60 1.00  

구성요소별 설명성         

비전 

1. 설정 4 4 4 3 4 3.80 1.00  

2. 가치기준 4 4 4 3 4 3.80 1.00  

3. 조직변화 4 4 4 4 4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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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통 및 공유 4 4 4 4 4 4.00 1.00  

관계 

5. 선택 3 4 3 4 3 3.40 1.00  

6. 신뢰 4 4 4 4 4 4.00 1.00  

7. 몰입 4 3 4 4 4 3.80 1.00  

8. 지식공유 4 4 4 4 4 4.00 1.00  

9. 거버넌스 3 4 4 3 3 3.40 1.00  

협력 

10. 촉진 및 강화 4 4 3 3 4 3.60 1.00  

11. 과정중심 4 4 3 4 4 3.80 1.00  

12. 의사소통 4 4 4 4 4 4.00 1.00  

생산성 

13. 소비 및 생산 4 4 4 4 4 4.00 1.00  

14. 사용 용이성 4 3 4 3 4 3.60 1.00  

 

2차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7> 2차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사항 

 

전문가 의견 세부 개선 사항 

구성요소의 

위계에 따라 

일부 구성요소 

재조직 

(전문가 R) 

 기술내용에는 있으나 구성요소와 같은 위계로 들어가야 

할 내용 추가 

- 구성요소에 관리 혹은 위기관리 추가 

- 위기관리를 진단과 대안제시로 추가 

구성요소의 

분화에 따른 

설명 

(전문가 P, S) 

 개념모형에서 협력의 차원을 거시적 협력과 미시적 

협력으로 구분한 내용에 대한 논리적 설명 추가 

 개념모형의 핵심이 협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토타입 개발 부분인 이유를 논리적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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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모형의 구성요소 및 하위요소 

 

1차 전문가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우선, 구성요소의 항목을 일부 

재배열하였다. 구성요소의 하위 구성요소를 좀더 상세화하였다. 이에 

실행 요소를 실행 및 관리 요소로 상세화하여 하위 구성요소에 

위기관리를 추가하였다. PM혹은 업무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위기를 

인지하고 문제상황을 파악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안한다 (Mobey & Parker, 2002; Woznizkowski & Jalowiecki, 

2012). 수정·보완된 구성요소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Ⅳ-8> 3차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출처 적용 

비전 

설정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의식을 

함양한다. 

한국기업교육

학회, 2010. 
 조직 내에서 합의된 

조직의 비전 및 

개인의 비전을 

선정, 공유하고, 

구체적 목표, 전략 

구축한다. 

 비전설정은 

경영문화 및 

기업문화의 

중심요소이다. 

조영호, 

이혜숙, 

서형도, 2009 

가치 

기준 

 비전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변혁을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비전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Staples, 

Pugach, & 

Himes, 

2005; Hew 

& Brush, 

2007; 

Cennamo, 

Ross, & 

Ertmer, 

2010; Hur & 

Anderson, 

2013. 

 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산출물, 피드백, 

의견 등이 목적에 

맞는지 확인하고 

합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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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화 

 비전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장해미 외, 

2006; 서우종 

외, 2008; 

이병주, 

장재윤, 2011. 

 조직변화의 

기준으로 삼는다. 

 조직문화와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할 때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Baum et al. 

1998; Baum 

& Locke, 

2004 

 반성과 혁신의 

기준으로 삼는다. 

소통 

및 

공유 

 비전을 함께 

설정하고 공유하여 

비전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개인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Larwood et 

al., 1995; 

Baum et al., 

1998; Dvir 

et al., 2004; 

O’Connell 

et al., 2011.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공유한다. 

 합의된 가치관과 

이념, 목표, 전략을 

공유한다. 

관계 

선택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맥락중심적인 

선택을 통해 

형성된다.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김세인, 2014;  

Kumar & 

Dissel, 1996 

 실제적이고 

맥락중심적인 

선택을 통한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 

신뢰 

 신뢰는 지속 가능한 

협력과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공요인이다.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Kumar & 

Dissel, 1996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조직차원의 

신뢰 및 개인차원의 

심리적 신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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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안정적 관계 형성에 

대한 바람, 관계 

유지를 위한 단기적 

희생 감수,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 

몰입한다. 

Anderson & 

Weitz, 1992; 

Morgan & 

Hunt, 1994; 

Kumar & 

Dissel, 1996; 

조경섭, 2000; 

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안정적 관계형성에 

대한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심리적으로 

지원한다. 

지식 

공유 

 지식공유루틴의 

개발은 협력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Dyer & 

Singh, 1998; 

Grant, 1996 

 자발적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지식공유 

시스템 및 도구를 

제공한다. 

 암묵지적 노하우를 

공유한다. 

지배 

구조 

 기업간의 

거버넌스(governan

ce)는 관계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Morgan & 

Hunt, 1994; 

Jap & 

Ganesan, 

2000. 

 참여인력, 조직, 

역할에 대한 정확인 

인식은 관계형성 및 

몰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참여, 정보교환, 

연대감 형성을 통한 

관계 규범의 공유를 

통해 집단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추구한다. 

Dwyer & Oh, 

1988; Heide 

& John, 

1992; Jap & 

Ganesan, 

2000. 

 지식공유 시스템 및 

도구를 통해 참여 

및 정보교환 촉진 

및 연대감을 

증진한다. 

 참여, 정보교환, 

연대감을 통해 관계 

규범을 공유한다. 

 관계 규범 공유를 

통해 목표 지향적 

행동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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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적 계약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지배하는 공식적인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한다.  

Young & 

Wilkinson, 

1989; Lusch 

& Brown, 

1996; Jap & 

Ganesan, 

2000.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줄인다. 

협력 

과정 

중심 

 개인의 협력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Straus, 

2002; 백재용 

외, 2009. 

 협력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작업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둘 

이상의 주체가 

상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노하우 및 

자원을 보완적으로 

공유하는 관계 또는 

상대방의 능력과 

결과물을 

상호보완적으로 

공유하는 지속적인 

관계 

Dodgson, 

1993; 

Hogue, 

1993; Tyler 

& Steensma, 

1996; Bailey 

& Koney, 

2000.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실천적 

노하우 및 자원을 

공유한다. 

 협력관계의 

상대방의 능력과 

결과물을 

상호보완적으로 

공유한다. 

촉진 

및 

강화 

 공동의 작업공간을 

통한 개인 혹은 

집단의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Dryfoos, 

1998; 

김경묵, 2000; 

백재용 외, 

2009. 

 공동의 작업공간을 

통한 개인 혹은 

집단의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개인의 협력활동을 

통해 개인의 인지를 

향상시킨다. 

Atlee, 2008; 

Dyer & 

Singh, 1998. 

 개인의 협력활동을 

통해 개인의 인지 

향상시킨다. 



 

 111 

 협력이 일어나는 

맥락, 참여하는 조직 

및 인력간의 관계, 

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과 조직 

전체의 목적이 

합의를 이루어 

개인과 조직이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 

Hogue, 

1993; Hogue 

et al., 1993 

 참여 조직 및 

인력간의 관계, 

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과 조직 

전체의 목적이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협력을 강화시킨다. 

 개인이 소속된 

조직과 어느 정도의 

통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비전은 상호조정 

되거나 대체되기도 

한다. 또한 협력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하나가 된다. 

Peterson, 

1991.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개인의 목표 

또한 함께 

추구되어야 협력이 

촉진되고 강해진다. 

의사 

소통 

 협력적 의사소통은 

빈도, 방향성, 양식,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합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한다. 

Mohr & 

Nevis, 1990. 

 의사소통의 빈도, 

방향성, 양식, 

내용을 대상에 맞게 

조정하여 협력적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한다. 

실행 

및 

관리 

생산 

 능동적으로 지식의 

소비 및 생산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Herrington, 

Herrington, 

& Mantei, 

2009; 

Pempek, 

Yermolayeva

, & Calvert, 

2009; 

Selwyn, 

2011. 

 개발과정에 필요한 

지식의 소비뿐만 

아니라 협력을 위한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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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용이

성 

 사고과정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도구를 

제공한다. 

Clark & 

Sampson, 

2007; Hsi, 

1998; 

Jackson et 

al., 1994; 

Kolodner et 

al., 2004; 

Lim, 2004; 

Schwartz et 

al., 1999; 

Radinsky et 

al., 1999. 

 개발과정, 산출물, 

회의, 안내, 교육 

등을 시각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템플릿이나 도구를 

제공한다. 

 참여자 중심의 자원 

및 개발과정, 

개발도구 등을 

조직하여 제공하다. 

 위키,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사용이 용이한 도구

를 활용하여 콘텐츠 

공유 및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김성미, 2012; 

김현주, 

임정훈, 2014; 

Evans, 2008; 

Luckin et al., 

2009. 

 참여자 중심의 

자원, 개발과정, 

개발도구 등을 

조직하여 제공한다. 

 참여자 중심으로 

공유된 정보와 

지식의 생산적 활용 

유도한다. 

위기 

관리 

 PM혹은 업무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위기를 인지하고 

문제상황을 

파악한다. 

Mobey & 

Parker, 

2002; 

Woznizkows

ki & 

Jalowiecki, 

2012. 

 위기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절차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및 문제 

상황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안한다. 

Mobey & 

Parker, 

2002; 

Woznizkows

ki & 

Jalowiecki, 

2012. 

 위기 및 문제 

상황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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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념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개념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는 모형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타당성은 본 

연구의 개념모형이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관련된 개념적 이해를 돕고 실제 이러닝 개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형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설명력은 

개념모형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협력적 교수설계를 실행할 떄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유용성은 개념모형이 이러닝 개발에서 협력적 교수설계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보편성은 본 모형이 이러닝 

개발현장에서 협력적 교수설계를 실행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도는 본 개념모형이 사용자인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1)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5인의 교수설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 1차 타당화 결과는 4점 

만점에 유용성과 보편성은 평균 3.0 이상으로 나타났고, 타당성, 설명력, 

이해도는 평균 3.0 이하로 나타났다. 타당성 항목의 경우 2점(타당하지 

않다)을 부여한 전문가가 2명이었고, 설명력, 유용성 항목의 경우 

2점(타당하지 않다)을 부여한 전문가가 3명 있었다. 또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의 CVI가 0.60, 0.40, 0.40으로 내용타당도가 미흡하다고 

해석된다. 이해도 항목의 CVI는 0.08로 나타났지만 2점을 부여한 

전문가가 1인 있어 그 세부 피드백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RA는 

0.20으로 평가자 간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이해도 측면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표 Ⅳ-9> 초기 개념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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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4 2 3 3 2 2.8 0.60 0.20 

설명력 3 2 2 4 2 2.6 0.40  

유용성 3 2 2 3 2 2.6 0.40  

보편성 3 3 3 3 3 3.0 1.00  

이해도 3 3 2 3 3 2.8 0.80  

 

면담을 통해 수합된 전문가의 타당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개념모형의 구성요소와 설명내용이 많이 생략되어있어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전문가 P, Q, S). 모형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모형에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전문가 P). 현재 모형만 보아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전문가 Q).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이러닝 개발현장에서는 어디에도 적용 불가능한 모형이 될 

수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전문가 S). 둘째, ‘협력’과 ‘관계’ 요소가 잘 

들어나도록 개념모형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전문가 P, R, S). 

협력을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협력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전문가 R). 셋째, 본 

개념모형에서 프로토타입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절차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전문가 O). 마지막으로 본 모형은 처음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교수설계자 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 이러닝 

개발과정 및 교수설계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의 수준을 

안내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하다(전문가 Q).  

위의 전문가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초기 개념모형을 수정하여 2차 

개념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정내용은 첫째, 모형의 각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보다 잘 들어내기 위해 구성요소와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예를 틀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 조언 및 커뮤니케이션을, 

내용전문가는 교육과정 개관 및 커뮤니케이션을 협력공간에서 진행한다. 

또한 협력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이러닝 개발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념화하고 개발대상의 구조를 성정한다. 협력을 통한 프로토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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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후에는 자료개발의 구체적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나도록 공간의 나눔과 흐름의 추가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개념모형의 자세한 설명력은 절차모형에 담도록 하였고, 전문가 Q의 

의견대로 본 연구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은 경력이 있는 

교수설계자에게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3] 2차 개념모형 

 

(2)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5인의 교수설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 2차 타당화 결과는 

개념모형의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은 비교적 높은 수를 받았으며 CVI도 

1.00이 나왔다. 그러나 설명력과 이해도 항목은 각각 평균 3.00을 

받았으며 CVI는 0.80을 보였다. 또한 IRA는 0.60으로 낮게 나왔다. 

2차 전문가 검토에서도 설명력과 이해도 측면에서 수정 및 보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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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10> 2차 개념모형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타당성 4 3 3 3 3 3.2 1.00 0.60 

설명력 3 3 2 4 3 3.0 0.80  

유용성 3 3 3 4 3 3.2 1.00  

보편성 4 3 3 3 3 3.2 1.00  

이해도 3 3 3 3 3 3.0 0.80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개념모형의 구성요소는 타당하나 전체적인 

구조가 아직까지도 포괄적이고 모형을 핵심을 직관적으로 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소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전문가 P, Q, S). 전문가 O, R은 현재의 

개념모형에서 구성요소간의 관계성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 구조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협력공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하거나 혹은 

이미 설정되어 제안된 비전을 공유하는 비전화 단계가 있고 이후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흐름을 제안하였다(전문가 O, R). 또한 2차 

개념모형의 ‘교육과정의 개괄적 세분화’요소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 요소를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각자의 영역에서 진행하는 요소로 세분화한 후 이들의 

관계가 들어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더 설명력도 확보하고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 P가 제안하였다. 이러한 검토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후 3차 개념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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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3차 개념모형 

 

3차 전문가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그림 IV-4]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11>와 같다. 협력의 차원을 거시적 

협력공간과 미시적 협력공간으로 나누었다. 거시적 협력공간에서는 

이러닝 개발 조직 전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직 전체 차원의 

이러닝 개발 비전설정 및 공유하고, 내용전문가의 내용 전문성 확보와 

내용전문가와의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을 통해 이러닝 개발과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수설계자의 

내용전문가와의 미시적 협력을 통한 프로토타이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전략, 교수설계전략, 자원활용전략을 세운다. 이와 같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준비를 마치면 

미시적 협력공간에서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한다. 교수설계자 

영역에서는 교수설계 관점으로 이러닝 개발을 위한 학습내용에 개입하여 

설계전략에 맞게 처방하여 재구성한다. 이때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한다.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가 자신의 

초기 원고를 설계기반 원고로 재작성 할 수 있도록 처방한다. 

프로토타이핑 이후 개발될 전체 차시 원고가 설계기반원고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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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용전문가 영역에서는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원고를 작성한다.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을 통해 

이해하게 된 이러닝 개발 절차와 교수설계를 기반으로 설계기반 원고를 

작성한다. 또한 교수설계자가 설계기반원고를 중심으로 개발한 프로토 

스토리보드에 대한 검수와 피드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차시 

스토리보드, 동영상 스토리보드, 촬영용 PPT, 큐 카드, 프롬프러용 

원고를 개발하여 동영상 강의 촬영 직전단계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다. 

<표 Ⅳ-11> 3차 개념모형의 세부내용 설명 

 

협력차원 구성요소 세부내용 내용설명 

거시적 

협력공간 

비전 
비전설정 및 

공유 
 조직·개인차원의 비전설정 및 공유 

콘텐츠 
학습내용 

전문성 

 학습내용 전문성 

 이러닝 개발에 대한 이해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 

프로토타이핑 
협력적 

교수설계 

 교수설계자의 협력적 교수설계 전략 및 

내용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 

미시적 

협력공간 

교수설계자 

영역 

교수설계 

처방과 개입 

 이러닝 개발을 위한 교수설계안 

 원고에 대한 교수설계 관점의 협력적 

처방과 개입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원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토타입 

차시 설계 

 프로토 스토리보드 개발 

 촬영용 수업자료 개발 

 콘텐츠 개발자와 디자인 시안 개발 

내용전문가 

영역 

교육내용 준비 

 초기 학습내용 중심의 원고 개발 

 교수설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설계기반원고 개발 

검수 및 수정  프로토 스토리보드에 대한 피드백 

최종 

프로토타입 

촬영 준비 

완료 

 차시 스토리보드 

 동영상 스토리보드 

 촬영용 PPT, 큐 카드, 프롬프터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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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전문가 검토 결과 

 

3차 개념모형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항목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평균점수는 3.40에서 3.60 사이에 분표한다. 

CVI, IRA 모두 1.00으로 나타나 전문가 모두 3차 개념모형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들의 평가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된다. 

 

<표 Ⅳ-12> 3차 개념모형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타당성 4 3 4 3 4 3.60 1.00 
1.00 

설명력 4 3 3 4 4 3.60 1.00 

유용성 4 4 3 4 3 3.60 1.00 

보편성 4 4 3 4 3 3.60 1.00 

이해도 3 3 3 4 4 3.40 1.00 

 

전문가 검토에서 수합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협력공간과 미시적 협력공간을 구분하여 이러닝 개발 조직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공간과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의 구분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문가 P, Q). 이 연구에서 의미를 두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협력이고, 실제 이러닝 개발에서 거시적·미시적 

협력공간의 구분과 세부내용이 의미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념모형의 설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 간의 관계가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선의 연결, 

박스, 간단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전문가 P, Q, S). 모형의 

세부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추가로 안내했지만, 모형만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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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형의 설명력과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개발한 4차 개념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Ⅳ-5] 4차 개념모형 

 

마.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1) 1차 전문가 검토 결과 

 

초기 절차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유용성(평균 

3.20)과 보편성(평균 3.20)을 제외하고 타당성(평균 2.80), 

설명력(평균 2.60), 이해도(평균 2.80) 모두 3.00 이하로 나타나 

타당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타당도 지수인 CVI는 타당성, 

설명력, 이해도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정자간 

신뢰도인 IRA는 0.40으로 낮게 나왔다. 타당성, 설명력 항목에서 

2점(타당하지 않다)을 1회 이상 부여한 전문가 2명 있었다. 1차 전문가 



 

 121 

타당화 결과, 초기 절차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었다. 

1차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Ⅳ-13> 초기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타당성 4 2 3 3 2 2.80 0.60 0.40 

설명력 3 2 2 4 2 2.60 0.40  

유용성 3 3 3 4 3 3.20 1.00  

보편성 4 3 3 3 3 3.20 1.00  

이해도 3 3 2 3 3 2.80 0.80  

 

전문가 검토에서 수합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분석이 아니라 분석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위계상 

하위내용에 들어있는 동일한 내용을 상위 위계구분에 놓지 않도록 

한다(전문가 P, Q, S) 사용성 평가가 내용전문가 영역으로 치우쳐있다. 

사용성 평가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모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세부내용 설명에는 내용이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절차모형에 내용전문가 영역으로 치우쳐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닝 개발’ 단계가 절차모형의 전체 흐름 중 

‘개발’에 들어가야 하며, 실행부분에 과정운영이 들어가야 한다(전문가 

P, Q, R, S). 초기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IV-14>와 같다. 

 

<표 Ⅳ-14> 초기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개선 사항 

 

전문가 의견 세부 개선 사항 

단계의 영역 

이동 

 기술내용에는 있으나 위치 지정이 잘못된 단계 이동 

-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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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O, P, 

Q, S) 

평가’를 교수설계팀과 내용전문가 영역의 중간지점으로 

이동 

- 이러닝 개발은 교수설계팀 영역, 개발단계에 추가 

단계의 추가 

(전문가 P, Q, 

R, S) 

 이러닝 개발의 절차적 단계 추가 

- 교수설계자 영역에 ‘이러닝 개발’단계  

- 교수설계팀과 내용전문가 영역의 중간지점에 ‘이러닝 

운영’ 추가 

단계명 수정 

(전문가 O, P, 

Q, R, S) 

 ‘요구분석’을 ‘분석’으로 수정하여 하위 분석내용이 

명확하게 들어나도록 함 

모형의 가정 

(전문가 P, S) 
 모형의 주 사용자와 사용 수준에 대한 설명 추가 

개념모형과의 

연계성 

(전문가 P, S) 

 개념모형의 구성요소가 절차모형의 핵심 단계에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절차모형에 대한 1차 전문가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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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2차 절차모형 

 

절차모형의 8단계인 ‘사용성 평가’의 영역을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역으로 이동하여 모형의 세부내용 

설명에만 제시되어있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절차모형 흐름 중 실행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이러닝 

전체과정 개발임을 명확히 하였다. 수정된 2차 절차모형에 대하 세부 

설명은 아래 <표IV-15>와 같다. 

 

<표 Ⅳ-15> 2차 절차모형에 대한 세부내용 

 

영역 절차 단계 세부내용 

교수

설계

자 

& 

분석 
기획 

회의 

 이러닝 개발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등 각 역할(팀)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kick-off)를 진행한다. 

 착수회의를 통해 이러닝 개발의 비전, 인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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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문

가 

의사결정체계, 개발일정, 회의일정,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개발참여 팀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러닝 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공유한다. 

교수

설계

자 

분석 

 요구분석: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요구분석을 한다. 

 과제분석: 핵심학습내용,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등 이러닝으로 개발해 할 

교육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학습환경분석: 학교수업, 기업교육, 묵(MOOC) 

과정 등 이러닝이 진행될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학습자분석: 학습자의 사전지식, 흥미, 요구, 동기 

등 파악 가능한 학습자 정보를 분석한다. 

교수

설계

자 

& 

내용

전문

가 

협력적 

교수설

계 

워크숍 

 분석 후 도출된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개발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가장 큰 목표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및 교수설계를 알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 원고 

작성을 쉽게 하는 것이다. 

내용

전문

가 

설계 

원고 

 교수설계자가 협력적 교수설계워크숍 후 이러닝 

및 교수설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초안을 

작성한다. 

교수설

계기반

원고 

 원고초안을 가지고 교수설계자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한다. 

 이러닝 개발에 적합하도록 학습내용 및 분량을 

고려하여 재구성한다. 

 이러닝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습의 흐름을 

구성한다. 

교수

설계

자 

교수설

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거시적·미시적 

교수설계전략을 세운다. 

 교수설계전략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안을 개발한다. 

 결정된 교수설계안과 교수설계기반원고를 

바탕으로 프로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개발 
프로토

타입 

 프로토 스토리보드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사용성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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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추가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내용

전문

가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교수

설계

자 

이러닝 

개발 

 확정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이러닝 전체를 

개발한다. 

실행 

및 

평가 

교수설

계 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수설계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내용

전문

가 

교육내

용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육내용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2) 2차 전문가 검토 결과 

 

수정·보완되어 개발된 2차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아래 <표 IV-16>와 같다. 2차 전문가 타당화 결과는 절차모형의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의 평균이 3.2를 보였고, 설명력, 이해도의 

평균이 3.00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CVI는 설명력, 이해도 모두 

0.80점을 보였다. 또한 IRA는 0.60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모형의 

설명력, 이해도 측면이 부족하고 다른 영역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16> 2차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2차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타당성 4 3 3 3 3 3.20 1.00 0.60 

설명력 3 3 2 4 3 3.00 0.80  

유용성 3 3 3 4 3 3.20 1.00  

보편성 4 3 3 3 3 3.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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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3 3 3 3 3 3.00 0.80  

 

절차 모형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화 의견을 종합하여 3차 

절차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에 대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기획회의에 들어가기 전 각자 준비하는 

과정도 모형에 반영하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전문가 S). 또한 

‘기획회의’에서 진행하는 세부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 O). 

다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설명력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전문가 Q, S). 아래는 전문가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3차 절차모형이다. 

 

 

[그림 Ⅳ-7] 3차 절차모형 

 

(3) 3차 전문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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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되어 개발된 3차 절차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는 

아래 <표 IV-17>와 같다. 타당성, 유용성, 보편성의 평균이 3.60, 

설명력, 이해도의 평균은 4.00으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보였다. CVI, 

IRA 모두 1.00을 나타냈다.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17> 3차 절차모형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 결과 

 

영역 
전문가 

평균 CVI IRA 

O P Q R S 

타당성 4 3 4 3 4 3.6 1.00 1.00 

설명력 4 4 4 4 4 4.0 1.00  

유용성 4 4 3 4 3 3.6 1.00  

보편성 4 4 3 4 3 3.6 1.00  

이해도 4 4 4 4 4 4.0 1.00  

 

전문가 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모형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상징성이 큰 만큼 디자인 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좋겠다(전문가 O, P, 

Q).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에서 사용할 자료를 개발하거나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료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전문가 

S). 이러한 전문가 검토 사항 및 제언을 반영하여 4차로 수정된 

절차모형이 아래 <그림 IV-8> 이러닝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최종 절차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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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4차 절차모형 

 

이러닝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최종 

절차모형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Ⅳ-18> 4차 절차모형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영역 절차 단계 세부내용 

교수

설계

자 

& 

내용

전문

가 

분석 

협력적 

관계형

성 회의 

 이러닝 개발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등 각 역할(팀)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kick-off)를 진행한다. 

착수회의에는 이러닝 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팀의 

대표가 필히 참석해야 한다. 

 착수회의를 통해 이러닝 개발의 비전, 인력구조, 

의사결정체계, 개발일정, 회의일정,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개발참여 팀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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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러닝 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공유한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회의자료는 반드시 

회의시작 1일 전에 공유하고, 숙지 후 회의에 

참여한다. 

 회의는 PM이 진행하고, 반드시 회의록 작성 및 

공유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공식화한다. 

교수

설계

자 

분석 

 요구분석: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요구를 분석 한다. 

 과제분석: 핵심학습내용,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등 이러닝으로 개발해 할 

교육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학습환경분석: 학교수업, 기업교육, 묵(MOOC) 

과정 등 이러닝이 진행될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학습자분석: 학습자의 사전지식, 흥미, 요구, 동기 

등 파악 가능한 학습자 정보를 분석한다. 

교수

설계

자 

& 

내용

전문

가 

협력적 

교수설

계 

워크숍 

 분석 후 도출된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개발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북의 수준은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 

파악된 내용전문가의 수준을 기반으로 정한다.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가장 큰 목표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및 교수설계를 알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 원고 

작성을 쉽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워크숍 자료는 이러닝 기획, 이러닝 개발절차, 

개인교수헝(tutorial) 이러닝 설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내용전문가는 워크숍 이후, 교수설계자와 연락하여 

추가 교육 및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워크숍 자료로 실제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용

전문

가 

설계 

원고 

 교수설계자가 협력적 교수설계워크숍 후 이러닝 

및 교수설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초안을 

작성한다. 

교수설

계기반

 원고초안을 가지고 교수설계자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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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러닝 개발에 적합하도록 학습내용 및 분량을 

고려하여 재구성한다. 

 이러닝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습의 흐름을 

구성한다. 

교수

설계

자 

교수 

설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거시적·미시적 

교수설계전략을 세운다. 

 교수설계전략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안을 개발한다. 

 결정된 교수설계안과 교수설계기반원고를 

바탕으로 프로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개발 

프로토

타입 

개발 

 프로토 스토리보드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사용성평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내용

전문

가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사용성평가를 진행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교수

설계

자 

이러닝 

개발 

 확정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이러닝 전체를 

개발한다. 

실행 
이러닝 

운영 

 이러닝 콘텐츠 포팅 후 운영시스템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자료 및 운영 시스템을 

확인한다. 

평가 

교수설

계 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수설계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내용

전문

가 

교육내

용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육내용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마. 교수설계자 대상 전문가 검토 

 

모형을 실제 사용하게 될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개념모형, 

절차모형이 실제 사용자인 이러닝 교수설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된 3차 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합된 의견은 2차 

모형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와 함께 3차 모형의 개발에 반영되었다. 

참여한 교수설계자는 8~12년의 이러닝 개발 경력을 지닌 현업 

이러닝 교수설계자 5인이다. 이들은 본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개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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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모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이 이 모형을 

기반으로 이러닝 개발을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평가문항에 응답하였다.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검토의 문항이 교육공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검토 문항과 차이를 둔 이유는 모형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모형의 장단점에 대해 교수설계 현장 전문가들의 총체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개념모형, 절차모형이 이러닝 개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교수설계자 대상 전문가 검토 결과이다. 

 

<표 Ⅳ-19> 3차 모형에 대한 교수설계자 대상 전문가 검토 결과 

 

평가문항 
교수설계자 

평균 CVI IRA 

T U V W Y 

개념모형과 그 설명은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 4 4 4 4 3.80 1.00 1.00 

개념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4 4 4 4 4 4.00 1.00  

절차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 

개발을 위해 어떠한 단계를 

따라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4 4 4 4 4 4.00 1.00  

절차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4 4 3 4 3 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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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9>와 같이 네 가지 평가문항에 교수설계자의 전문가 검토 

평가 점수는 평균 3.60에서 4.00사이에 분포하며, CVI와 IRA은 

1.00으로 나왔다.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다섯 명의 교수설계자들은 모두 

안내된 개념모형, 절차모형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및 이러닝 개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실제 현장 적용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었다. 교수설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세부 의견은 아래 <표 IV-20>와 같다. 

 

<표 IV-20> 3차 절차모형에 대한 교수설계자 대상 전문가 검토 세부의견 

 

 강점 약점 개선점 

개념 

모형 

 이러닝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확인 가능 

 각 요소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여 이해하기 

쉬움 

 프로토타이핑에 

초점을 맞춘 

개념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음. 

왜냐하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가장 

자주 회의하고, 가장 

자주 자료를 

주고받고, 가장 

빈번하게 

의사소통하는 시점이 

프로토타입 확정 

이전까지이기 

때문임. 

 모형에 대한 설명에 

비해 시각적인 

이미지는 훨씬 

간단해서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움. 반드시 세부 

설명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 

 협력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자주, 

긴밀한 협력이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거시적·미시적 

협력공간도 

추상적으로 보임. 

 모형에 대한 세부 설명, 

협력공간에 대한 설명을 

모형이나 모형의 설명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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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모형 

 절차적인 안내가 잘 

되어있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고객사 회의나 

이러닝 개발팀 

업무프로세스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음.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잘 

설명되어있어 현장 

적용이 쉬울 것 

같음. 

 절차모형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함께 

제공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임. 예를 들어 

회의록, 시케쥴 

관리표,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표 등의 폼 

제공. 

 워크숍 단계에서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가에게 

교수설계에 대해 

안내, 교육해야 

하는데 좀 

부담스러움. 

 절차모형 단계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을 주체하는 

교수설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를 

내용전문가용(학습자용), 

교수설계자(교수자용)으

로 나누어 개발하고 

정교화하여 제공. 

추가 

사항 

 개념모형과 절차모형 자체는 체계적이고, 유용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내용전문가와 이러닝을 개발하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가가 이 모형의 

숙제인 듯 함. 

 이 모형은 초보 교수설계자가 이러닝 개발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초보 교수설계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만들 것인지, 

모형의 사용 대상자를 경력이 있는 교수설계자로 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닝의 주제에 따라 이 모형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기술관련 주제에서는 

내용전문가의 전문성을 교수설계자가 스토리보드로 정확하게 옮겨 

개발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 모형에서 제안한 설계기반 

원고 혹은 스토리보드를 내용전문가가 작성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주제, 맥락적 특성을 설명부분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외적 타당화 
 

가. 시뮬레이션 실행 

 

(1) 시뮬레이션 개요 

 

시뮬레이션을 위해 ‘판매 서비스 중국어’ 이러닝 강좌를 개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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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선정하였다. 대상 학습자는 중국어학과 대학생으로 총 10개 

차시 분량이다. 이러닝 강좌의 교수설계 형태는 내용전문가의 강의 

동영상이 매 차시 포함되는 개인교수형이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1개 차시 프로토타입 중 

내용전문가의 설계기반원고까지 개발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의 산출물 

범위로 한다. 시뮬레이션은 11월 25일 12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여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에 따라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를 진행하였고,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시뮬레이션 이후에도 협력적 관계 속에서 원고개발을 진행한다. 

 

(2) 시뮬레이션 일정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기획과 롤 플레이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 IV-21> 시뮬레이션 일정표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 진행을 위해 사전 기획 단계를 거친다. 

연구자는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대상의 섭외와 절차적 진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와 시뮬레이션 블루 프린트를 작성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참여자가 각자의 역할(role)에 몰입할 수 있도록 

페르소나(persona)를 작성한다. 이해관계자 지도, 이러닝 개발 블루 

프린트, 페르소나는 롤 플레이 시작 전 시뮬레이션 참가자들과 토론하여 

세부 조정 단계를 거친다. 이후 각자의 역할에 대해 재확인한 후 롤 

플레이를 진행한다. 롤 플레이의 절차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의 절차를 따른다. 블루 프린트는 본 연구의 절차모형에 기반한다. 

절차모형의 전 과정 중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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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자가 이러닝 교수설계(스토리보드)를 개발하는 단계까지로 

한정한다. 

 

(3) 이러닝 개발 이해관계자 지도 

 

‘판매 서비스 중국어’ 이러닝 강좌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관계자들의 간단한 

역할을 함께 정리하였고 그사이의 상호작용을 선과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이러닝 개발 이해관계자 지도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으나 실제 실무자들을 표현하면 더 복잡하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용전문가는 때에 따라 조교 혹은 내용전문가의 역할을 보조하는 

실무자를 둘 수 있다. 또한 교수설계자(PM)는 교수설계자가 속한 팀의 

상위 의사결정자가 있을 수 있고, 콘텐츠 개발자 또한 팀장과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촬영 및 편집 등 개발 영역에 따른 

실무자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림 IV-9] 시뮬레이션 이해관계자 지도 

 

시뮬레이션을 위해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의뢰인의 역할(role)을 할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내용전문가는 중국 

국적의 중국어 강사 경력 7년으로 대학에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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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이다. 섭외한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 및 교육과정 개발 경력 9년의 

교육공학전공 박사이다. 의뢰인 및 콘텐츠 개발자 역할은은 교육공학 

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각각 맡았다. 모두 기본적으로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페르소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롤 플레이를 진행하였다. 

 

(4) 페르소나(persona) 

 

본 연구의 사례1, 사례2의 관찰, 면담, 분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이해관계자인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페르소나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페르소나는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에 참여할 참여자와의 ‘시뮬레이션 

준비’ 단계에서 토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①  의뢰인 

의뢰인은 이러닝 개발을 의뢰하고 비용, 인력 등 이러닝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전체의 

절차 및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게 조직 전체의 비전을 공유·재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러닝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모형의 구성요소 중 비전의 설정 

및 공유에 대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조직의 비전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이므로 비전의 설정 및 공유, 업무수행 현장에서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단계별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투입하고, 비전에 기반한 신속하고 방향성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러닝 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②  내용전문가 

내용전문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교육내용 전문성을 가지고 

교수활동을 하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교수설계자와 협력적 관계형성 및 

교수설계를 통해 이러닝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두 개의 중심 축 중 

하나이다.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초기원고 및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하고, 

스토리보드, 개발물에 대한 검수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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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참여하고 이러닝 강좌 시범운영(pilot test) 후 추가자료 개발이 

필요할 경우 협력하여 진행한다. 내용전문가는 주로 교수설계자 

 

③  교수설계자(PM) 

단위 이러닝 강좌의 개발을 담당하는 교수설계자는 PM역할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하나의 이러닝 강좌 개발을 

프로젝트의 범위로 보고, 교수설계와 프로젝트 관리를 함께 진행한다. 

또한 대부분 이러닝 콘텐츠의 실제적 개발은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교수설계자(PM)는 의뢰인, 내용전문가, 아웃소싱 협력사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교수설계자가 협력적 관계를 

맺는 주체의 대표가 의뢰인, 내용전문가, 아웃소싱 협력사로 구분되는 

것이고, 실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통해 단계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주체의 실무자들이다. 그러므로 교수설계자(PM)가 관계를 

맺는 실무자들은 훨씬 많고, 이들 사이의 의사결정관계는 이해관계자 

지도에서 단순화 시킨 것보다 훨씬 복잡해 질 수 있다. 

교수설계자(PM)은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경험 및 

지식 정도에 따라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의 절차 중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규모를 조정하여 실행하도록 한다. 내용전문가와 

면대면 혹은 화상회의, 전화,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소통한다. 

 

④  콘텐츠 개발자 

콘텐츠 개발자는 개인교수형 이러닝 콘텐츠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웃소싱 협력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닝 콘텐츠의 디자인 및 

개발이 가능해야 하고, 내용전문가의 강의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동영상 

그래픽 작업 등이 가능해야 한다. 콘텐츠 개발자는 교수설계자(PM)과 

지속적인 의사 소통과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내용전문가의 

교육내용을 이러닝 교수설계과정을 거쳐 이러닝 콘텐츠로 개발한다. 

 

(5)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블루 프린트로 본 연구의 절차모형을 

활용하였다. 블루 프린트로 활용된 절차모형은 아래와 같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의 모든 단계 중 설계의 완성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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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의 교수설계기반 원고작성과 교수설계자의 이러닝 

교수설계까지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의뢰인은 절차모형과 모형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여 이러닝 개발과정을 파악한다.  

 

 

[그림 IV-10]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절차모형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블루 프린트 내용을 구조화된 개요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22> 이러닝 콘텐츠 개발 블루 프린트 세부설명 

 

영역 단계 절차 세부내용 

교수

설계

자 

& 

내용

기획 

및 

분석 

협력적 

관계형

성 회의 

 이러닝 개발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등 각 역할(팀)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kick-off) 진행. 이러닝 

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팀의 대표가 반드시 참석. 

 이러닝 개발의 비전, 인력구조, 의사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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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가 

개발일정, 회의일정,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개발참여 팀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공유. 

교수

설계

자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부분

석 

 요구분석: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요구분석 

 과제분석: 핵심학습내용,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등 이러닝으로 개발할 교육내용 

분석 

 학습환경분석: 학교수업, 기업교육, 묵(MOOC) 

과정 등 이러닝이 진행될 환경분석 

 학습자분석: 학습자의 사전지식, 흥미, 요구, 동기 

등 파악 가능한 학습자 정보분석 

교수

설계

자 

& 

내용

전문

가 

협력적 

교수설

계 

워크숍 

 분석 후 도출된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개발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부록 

3 참조). 

 워크북의 수준은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 

파악된 내용전문가의 수준을 기반으로 정한다.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가장 큰 목표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및 교수설계를 알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 원고 

작성을 쉽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워크숍 자료는 이러닝 기획, 이러닝 개발절차, 

개인교수헝(tutorial) 이러닝 설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내용전문가는 워크숍 이후, 교수설계자와 연락하여 

추가 교육 및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전문

가 

설계 

원고 

 교수설계자가 협력적 교수설계워크숍 후 이러닝 

및 교수설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초안을 

작성한다. 

교수설

계기반

원고 

 원고초안을 가지고 교수설계자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한다. 

 이러닝 개발에 적합하도록 학습내용 및 분량을 

고려하여 재구성한다. 

 이러닝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습의 흐름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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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설계

자 

교수 

설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거시적·미시적 

교수설계전략을 세운다. 

 교수설계전략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안을 개발한다. 

 결정된 교수설계안과 교수설계기반원고를 

바탕으로 프로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개발 

프로토

타입 

개발 

 프로토 스토리보드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사용성평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내용

전문

가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사용성평가를 진행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교수

설계

자 

이러닝 

개발 

 확정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이러닝 전체를 

개발한다. 

실행 
이러닝 

운영 

 이러닝 콘텐츠 포팅 후 운영시스템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자료 및 운영 시스템을 

확인한다. 

평가 

교수설

계 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수설계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내용

전문

가 

교육내

용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육내용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나. 시뮬레이션 반응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 후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전체 참여자 토론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부록4 참조). 이후 연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시뮬레이션 참여자가 추가로 제시하고 싶은 의견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수합하였다 시뮬레이션 이후 전체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살펴본 연구 모형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 내용 중 종합의견 첫 번째는 교수설계자는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객관적으로 알고 이에 맞춰 협력적 관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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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수설계자는 이러닝 교수설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학습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웹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중계자적 혹은, 컨설턴트적 역할이 강하다는 

시뮬레이션의 내용전문가와 콘텐츠 개발자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교수설계자가 PM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리의 역할과 책임이 강하고, 

의사결정의 권한은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설계자는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와 맥락중심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수설계자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들과 거버넌스의 명시적 계약 측면을 활용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암묵적 규범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상황적 특성이나 개인적 관계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음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해낸 의견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최종 의사결정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자가 전체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전체적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만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이러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을 최상위 단계까지 거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자의 권한을 나눠 PM의 권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래는 전체 토론 이후 면담을 통해 시뮬레이션 역할 별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의뢰인 

 

의뢰인은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시각적인 모형과 함께 선행 조직자(advance 

organizer)나 구조화된 개관(structured overview)이 제시되고,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교수설계자(PM)의 설명 

및 안내를 통해 모형을 이해한다면 이러닝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의 

단계별 의사결정 및 투입자원의 판단, 산출물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2) 내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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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에 참여한 내용전문가는 중국어 강사로 면대면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이미 학습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러닝 교수설계의 수업의 사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 그러나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에서 제안한 메시지 설계부분의 작성은 부담스러워했다. 

해당내용을 굳이 내용전문가가 고민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표 IV-23> 시뮬레이션 내용전문가가 작성한 학습의 흐름 예 

구성요소 하위요소 

학습의 

흐름 
학습안내 

문제상황 

(사례) 
학습목표 학습내용 

퀴즈 및 

피드백 
요약 

 

(3) 교수설계자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교수설계자의 반응은 내적 타당화에 참여했던 

교수설계자의 의견과 매우 유사했다.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진행을 

부담스러워했으나, 기술전문성이 매우 높은 학습내용에 대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시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가의 내용전문성을 흡수하여 

교수설계를 하는 것보다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개발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한다면, 혹은 더 나아가 

스토리보드 초기단계까지 작성한다면 최종 산출물의 내용상 오류를 

줄이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콘텐츠 개발자 

시뮬레이션의 범위가 실제 개발단계까지 진행되지 안아 콘텐츠 

개발자의 의견은 많지 않았지만,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 아웃소싱 

협력사까지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를 확인한다면 이후 

의사소통의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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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모형 개발 
 

가. 모형의 가정 및 특징 

 

이 연구의 모형에 대한 가정(assumptions)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모형은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를 주요 사용 대상자로 

하며, 이러닝 개발에 착수하여 프로토타입 개발까지의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둘째, 이 모형은 (1) 모형에 대한 가정, (2) 모형, (3) 모형의 개요, 

(4) 모형에 대한 세부설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의 이러닝 및 

교수설계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내용전문가는 초보자(novice)이상, 교수설계자는 중급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이 모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시적 협력공간은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조직 전체 및 개인의 비전을 바탕으로 이러닝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전체 이러닝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자원과 인력이 협력하는 공간이다. 미시적 협력공간은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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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모형 및 주요 구성요소 

 

 

[그림 IV-11]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적 

교수설계 개념모형(최종) 

 

이 연구의 최종 개념모형을 모형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시적 협력공간과 미시적 협력공간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협력관계형성을 통해 협력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협력의 공간은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협력하게 되는 거시적 협력공간과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되는 미시적 협력공간으로 구분된다.  

 

(2) 비전 

이러닝 개발을 위해 거시적 협력공간으로 진입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전체 조직차원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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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함께 세부 목표도 함께 설정하고 공유한다. 또한 이러닝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개인차원의 비전 또한 설정하고 가능하면 

공유하도록 하여 조직차원의 거시적 비전과 개인차원의 미시적 비전 

사이의 조정을 통해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합하도록 

한다(O’ Connell et al., 2011). 

 

(3) 콘텐츠 

전문지식기반의 학습내용인 콘텐츠는 교수설계와 함께 이러닝 

개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내용전문가의 전문지식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로토타이핑은 시작된다. 이때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개발 

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프로토타이핑 

프로토타이핑 초기에 내용전문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이러닝 개발을 위한 설계가 시작된다. 이후 

교수설계자의 설계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처방과 개입이 이러닝 

프로토타입 개발에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수준에 

맞는 안내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관계의 형성이 어렵거나 불편하더라도 이러닝 

개발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관계는 명시적 계약을 통해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개인적 

친분, 전문가 추천 등 다양한 배경으로 관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에 의해 관계가 시작되었을지라도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이러닝 개발이라는 조직 전체의 비전을 중심으로 협력적 

관계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적절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활용, 관계의 몰입, 각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 긴밀해진다.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홍석진, 권익환, 김미선, 2007; Kumar & Dissel, 1996), 

이러한 관계의 형성 및 유지는 이러닝 콘텐츠의 유지보수 및 

후속과정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5) 전문가 영역 

프로토타이핑을 위해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각자의 정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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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영역을 형성한다.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내용전문가의 교육내용 전문성이 더 크게 작용하며 내용전문가의 역할이 

교수설계자와 비교하여 더 큰 상태이다. 프로토타이핑이 진행되면서 

내용전문가의 내용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고작성은 검수로 진행되며 

그 역할 또한 작아진다. 따라서 내용전문가 영역을 삼각형 형태, 색감의 

차이를 두어 이러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시각화 하였다. 내용전문가는 

전문가 영역에서 이러닝의 핵심요소가 되는 교육내용을 담은 원고를 

개발한다. 이 원고는 교수설계자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수정되고 검토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내용전문가는 필요시 선택적으로 

교수설계자와 협력하여 세부 단계를 수행한다. 

 

(6) 교수설계자 영역 

프로토타이핑을 위해 교수설계자 또한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교수설계 전문성을 발휘한다.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교수설계자의 이러닝 교수설계 처방과 개입은 내용전문가의 영역에 비해 

매우 작으나 프로토타이핑이 진행되면서 점점 커지고 프로토타입 차시 

설계가 진행되면서 교수설계자의 영역이 확대된다. 내용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원고에 대한 교수설계적 처방과 개입을 하고 이를 통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차시 개발을 수행한다. 

교수설계자 또한 내용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교수설계자와 협력했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내용전문가와 

협력하여 최종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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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차모형 및 단계별 설명 

 

 

[그림 IV-12]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협력적 

교수설계 절차모형(최종) 

 

이러닝 콘텐츠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절차모형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V-24] 절차모형 개관 

 

영역 단계 절차 세부내용 

교수

설계

자 

& 

내용

기획 

및 

분석 

협력적 

관계형

성 회의 

 이러닝 개발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등 각 역할(팀)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kick-off) 진행. 이러닝 

개발에 관계되는 모든 팀의 대표가 반드시 참석. 

 이러닝 개발의 비전, 인력구조, 의사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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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가 

개발일정, 회의일정,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개발참여 팀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공유.. 

교수

설계

자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부분

석 

 요구분석: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요구분석 

 과제분석: 핵심학습내용,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등 이러닝으로 개발할 교육내용 

분석 

 학습환경분석: 학교수업, 기업교육, 묵(MOOC) 

과정 등 이러닝이 진행될 환경분석 

 학습자분석: 학습자의 사전지식, 흥미, 요구, 동기 

등 파악 가능한 학습자 정보분석 

교수

설계

자 

& 

내용

전문

가 

협력적 

교수설

계 

워크숍 

 분석 후 도출된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개발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북의 수준은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 

파악된 내용전문가의 수준을 기반으로 정한다.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가장 큰 목표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및 교수설계를 알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 원고 

작성을 쉽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워크숍 자료는 이러닝 기획, 이러닝 개발절차, 

개인교수헝(tutorial) 이러닝 설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내용전문가는 워크숍 이후, 교수설계자와 연락하여 

추가 교육 및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전문

가 
설계 

원고 

 교수설계자가 협력적 교수설계워크숍 후 이러닝 

및 교수설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초안을 

작성한다. 

교수설

계기반

원고 

 원고초안을 가지고 교수설계자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설계기반원고를 작성한다. 

 이러닝 개발에 적합하도록 학습내용 및 분량을 

고려하여 재구성한다. 

 이러닝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습의 흐름을 

구성한다. 

교수 교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거시적·미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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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자 

설계 교수설계전략을 세운다. 

 교수설계전략을 기반으로 교수설계안을 개발한다. 

 결정된 교수설계안과 교수설계기반원고를 

바탕으로 프로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개발 

프로토

타입 

개발 

 프로토 스토리보드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사용성평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개발한다 

내용

전문

가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사용성평가를 진행한다. 

 추가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교수

설계

자 

이러닝 

개발 

 확정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이러닝 전체를 

개발한다. 

실행 
이러닝 

운영 

 이러닝 콘텐츠 포팅 후 운영시스템을 통해 

학습자가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자료 및 운영 시스템을 

확인한다. 

평가 

교수설

계 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수설계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내용

전문

가 

교육내

용평가 
 개발된 이러닝의 교육내용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절차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및 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는 필요에 따라 거시적 협력공간과 미시적 

협력공간을 형성하며 단계별 수행해야 할 세부 내용을 실행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를 시작으로 이러닝 개발이 시작된다.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 참여하기 전, 내용전문가는 내용 기획을,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 기획을 각자 진행한 후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 

참석한다.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는 이러닝 개발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 등 각 역할(팀)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kick-off)를 진행한다.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영역의 

대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회의 참석자들이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 합의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한 실제 실행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한 시간·비용적 손실을 말을 수 

있다.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를 통해 이러닝 개발의 비전, 인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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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체계, 개발일정, 회의일정, 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 개발참여 팀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러닝 

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공유한다. 각자의 역할과 수행영역을 확실히 정의하고 

합의해야 개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수행내용의 추가, 이로 인한 

불만 등의 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요소의 발생 및 조정은 

명시적 계약이나 암묵적 규범을 통해 조절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러닝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세부 목표에 대한 합의와 

지속적인 재확인과정으로 통해 유지된다. 또한 비전과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실제 수행된다.  

다음으로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부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요구분석, 과제분석, 학습환경분석, 학습자분석이 이루어진다. 

요구분석 시에는 의뢰인,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분석 한다. 과제분석 시에는 핵심학습내용,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등 이러닝으로 개발할 교육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학습환경분석에서는 학교수업, 기업교육, 묵(MOOC) 과정 등 

이러닝이 진행될 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분석에서는 

학습자의 사전지식, 흥미, 요구, 동기 등 파악 가능한 학습자 정보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진행된 단계는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이다.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는 분석 후 도출된 내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내용전문가의 이러닝 개발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 자료는 다음 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IV-25>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 자료 구성 

 

구분 내용 

이러닝 콘텐츠 개발 •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학습 

이러닝 콘텐츠 기획 

• 이러닝 콘텐츠에 적합한 원고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 

• 이러닝을 위한 교수설계 모형 학습 

• 교수설계 모형의 틀에 맞게 원고 구성 및 재조직 

• 설계기반원고작성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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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의 가장 큰 목표는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및 교수설계를 알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용전문가가 설계기반 원고 

작성을 쉽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워크숍 자료는 이러닝 기획, 이러닝 

개발절차, 개인교수형(tutorial) 이러닝 설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워크숍 자료의 세부적 활용 및 실습의 정도는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 

파악된 내용전문가의 수준을 기반으로 정한다.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개발 절차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 혹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의 

정도를 교수설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원고작성 단계의 과정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진행한다. 단, 워크숍 자료로만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을 대신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러닝 개발의 경험이 없을 경우,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에게 자세한 설명과 안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한다. 

내용전문가 워크숍 현장에서 설계기반원고작성에 대한 직접실습이 

어렵다면, 교수설계자는 사례를 통한 시범을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여 워크숍 이후에도 내용전문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전문가는 워크숍 후, 교수설계자와 논의하면서 초기원고를 

설계기반원고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는 개인교수형 

설계기반원고에 대한 워크숍자료 중 일부이다. 

 

 

[그림 IV-13] 개인교수형 설계기반원고 워크숍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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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기반원고는 이러닝 콘텐츠로 개발이 

용이하도록 수업의 사태에 따라 초기원고를 분화하고 분화된 내용에 

메시지 설계전략을 세운 상태를 말한다. 메시지 설계전략은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자가 함께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교수설계자는 

이러닝 교수설계를 진행하여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해나간다. 사용성 평가는 되도록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학습에 참여하는 의뢰인, 학습자,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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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협력적 교수설계 구성요소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이러닝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문헌 고찰과 사례 관찰을 통해 교수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개념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이러닝 개발의 각 단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절차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늘 강조되고 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이란 무엇이고, 

협력적 교수설계란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협력적 교수설계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을 개발하여 모형의 절차에 따른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또한 실제 이러닝 설계 및 개발 사례에 관찰자로 

참여하여 이러닝 개발과정을 관찰하고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관찰과 면담을 

통해 이러닝 개발과정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현실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출한 

모형설계의 구성요소와 모형의 전문가 타당화를 위해 교육공학 전문가와 

실제 현업 이러닝 교수설계자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에 관한 해석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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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모형은 이러닝의 기획부터 

프로토타입 완료까지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계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집중적인 협력을 통해 전체 이러닝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러닝 설계부분은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진행하고(조은순, 2001), 학습의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서은숙, 2004; 임효창, 이인석, 박경규, 2004; 엄혜미, 2003)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의 질은 최종 

결과물인 이러닝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프로토타이핑 단계 

이후에도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협력이 이후 단계에서의 

협력보다 이러닝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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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1] 최종 개념모형 

 

둘째, 위의 최종 개념모형과 아래 최종 절차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모형의 구성요소 중 ‘협력’의 차원을 크게 거시적 협력공간과 미시적 

협력공간으로 나누었다. 거시적 협력공간에서는 조직차원의 비전과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개인차원의 비전이 수립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협력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차원의 비전과 개인차원의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 전체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은 

상호 보완되거나 대체될 수 있고, 모든 의사결정순간에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그 힘을 갖는다(Staples, Pugach, & Himes, 2005; Hew & 

Brush, 2007; Cennamo, Ross, & Ertmer, 2010; Hur & Anderson, 

2013). 실제 이러닝 개발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개발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닝 개발 중 협력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비전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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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2] 최종 절차모형 

 

거시적 협력공간에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함께 협력하는 공간으로 느슨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통한 지식의 소비와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각자의 전문성을 확인한다. 교수설계자는 

교수설계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러닝 개발의 맥락 속에서 협력전략, 

교수설계전략, 자원활용전략을 수립한다. 교수설계관점의 초기 

기획과정을 거쳐 교수설계의 기본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내용전문가 

또한 전문지식 기반의 이러닝 콘텐츠의 내용을 기획한다. 또한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 및 개인적인 요청을 통해 이러닝 개발과정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거시적 협력공간을 지나 실제 

프로토타이핑이 진행되는 미시적 협력공간으로 진입한다. 이 단계에서의 

협력은 이러닝 개발 전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협력의 정도 및 빈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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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때, 매우 긴밀하고 자주 일어난다. 촘촘하고 빈번한 협력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사용성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시적 협력공간에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프로토타입 개발단계에 진입하면서 교수설게자와 

내용 전문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한다. 교수설계자는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을 통해 내용전문가에게 교수설계의 지식을 공유해주고 

내용전문가가 준비한 이러닝의 내용을 설계기반 원고로 작성할 때, 혹은 

설계기반 원고의 검토과정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여 처방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기밀한 협력을 보인다.  

이렇게 개발된 설계기반원고는 다시 교수설계자의 설계영역에서 

프로토 스토리보드로 작성되어 이러닝 프로토타입 개발을 준비한다. 

프로토 스토리보드의 작성과 함께 촬영용 수업자료, 동영상 

스토리보드를 개발하고, 디자인 시안 또한 이 시점에서 병렬적으로 

개발된다. 작성된 프로토 스토리보드와 동영상 스토리보드에 대해 

내용전문가의 검수가 이루어진다. 물론 상황에 따라 동영상 스토리보드 

및 디자인 시안에 대한 검토는 교수설계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프로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이를 검수하는 과정의 

협력은 매우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즉, 프로토 스토리보드에 대한 

내용전문가의 검수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 

협력을 통해 수행한다. 이렇게 작성된 프로토 스토리보드와 촬영용 

수업자료를 가지고 최종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이 단계는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개발을 위한 촬영 직전 단계로 이 단계를 거치면 

촬영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셋째, 이 연구 결과 제안된 모형을 활용하여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를 위해서는 절차모형의 단계 중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와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는 기존 kick-off 회의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러닝 개발 현장의 kick-off회의를 

관찰해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잘 하고 있다고 믿는 만큼 

절차에 따라 바르고 정확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kick-off라는 

절차적 형식성만 갖추고 그 단계에서 이뤄내야 할 정보의 공유 및 

합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인력 조직 및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하게 공유하지 안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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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닝 개발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로의 

역할을 공유하여 협력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거시적 협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는 교수설계자가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개발 및 교수설계에 대해 안내하는 단계로, 

궁극적으로 내용전문가가 이러닝 개발의 단계를 절차적으로 이해하고 

설계기반 원고를 원활하게 작성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는 교수설계자에게도 내용전문가에게도 모두 

부담드러울 수 있다. 즉,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를 가르쳐야한다는 

부담이, 내용전문가는 새로운 분야를 배워야하고 시간을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가 있어야 

학습내용의 특성을 살린 교수설계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고(조은순, 2001),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의 전이가 가능할 

것이다(서은숙, 2004; 임효창, 이인석, 박경규, 2004; 엄혜미, 2003). 

 

나.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의 현실적 관점에서 논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모형의 실제 현장 적용이 이루어질 

이러닝 개발의 현실적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현실적 관점에서, 첫째, 이러닝 개발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참여관찰 하였던 

사례2와 같이 대부분 이러닝의 개발은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된다. 

이러닝 과정 개발·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나 기업 내 이러닝 

개발팀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교육 기획 및 설계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콘텐츠 개발인력은 이러닝 개발 규모와 양과 비교해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이러닝의 개발은 아웃소싱을 통해 외부 

협력사에서 수행하게 된다. 즉, 이러닝의 질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개발인력만 조직에 있고, 실제 개발은 외주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러닝 개발의 시스템은 교수설계자에게 또 다른 

비전설정과 협력을 요구한다. 이러닝 개발의 PM(일반적으로 

교수설계자가 함께 진행)은 아웃소싱 협력사의 교수설계자 및 개발자와 

아웃소싱이라는 거버넌스(governance) 속에서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해야 하며, 이 거버넌스(governance) 속에서 협력을 이뤄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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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 제안한 ‘협력적 관계형성 회의’에서 아웃소싱 

구조까지 포함한 참여인력 및 조직구조 그리고 의사결정체계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가 형식적으로 혹은 아웃소싱 

협력사를 제외하고 진행된다면, 이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 없는 오해가 생길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비용의 

비효율적 활용은 지금까지도 이러닝 개발 현장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다. 

 

둘째, 이러닝 개발의 현실적 관점에서 교수설계자는 상황에 따라 

조직간 거버넌스(governance structure)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닝 개발에 참여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교수설계적 

관점 혹은 교수설계자 상위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거버넌스이다. 명시적 계약(explicit contracts)과 관계규범(relational 

norms)이라는 두 가지 지배 메커니즘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Cannon et al., 2000)는 이 두 가지 지배 

메커니즘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조직 전체와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은 관계를 지배하는 공식적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위에 미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계약 위반시 법적·경제적 결과에 대한 위험을 알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Jap and Ganesan, 

2000). 그리고 규범은 의사결정자들의 집단에 의해 공유되고 집단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에 대한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Dwyer & Oh, 

1988; Heide & John, 1992; Jap & Ganesan, 2000). 이러닝 개발과 

같이 관계 참여자들이 많은 경우 때로는 관계규범 속에서 ‘우리’라는 

연대감과 정보교환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때로는 명시적 계약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친 명시적 계약의 

강조는 관계의 몰입에 방해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oung and Wilkinson, 1989). 따라서 

교수설계자는 명시적 계약과 관계규범의 균형 속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이러닝 개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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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대부분의 교수설계모형은 선행문헌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모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맥락 특수적 환경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임정훈, 

임병노, 최성희, 2003; Sung, Jin, & Kim,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문헌 고찰 기반의 모형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현실적인 협력의 모습을 근거기반으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은 

절차로만 본다면 기존의 교수설계모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교수설계모형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역할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역할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는 

이러닝 개발이라는 매번 달라지는 맥락적 상황과 이를 수행하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철학이 이러닝 프로토타입 

개발과정에 매우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가. 이러닝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역할의 재정의 

 

일반적인 이러닝 개발과정에서 교수설계자는 내용전문가가 재구성한 

학습내용인 원고를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이를 개발자가 

실제 이러닝 콘텐츠로 구현하였다. 즉 교수설계자는 도구적 관점에서 

교수설계를 하는 전문가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협력모형은 

이러한 교수설계자의 교수설계적 전문가 입장과 함께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개발과정 및 교수설계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는 

조력자(facilitator)이자 교수자(teacher)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교수설계자의 수 많은 역할 중에 교수설계자 자신의 내용전문성을 

기반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교수설계, 특히 

프로젝트 관리와 스토리보드 작성에 함몰되어가는 교수설계자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닝 및 교수설계에 대한 이해는 내용전문가 측면에서도 

공유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함께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내용전문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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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회 속에서 내용전문가 또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넘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식과 자원을 흡수하여 부족하거나 더욱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충·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러닝 개발에서 협력의 차원과 선택 

 

본 연구에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협력하는 공간을 거시적 

협력공간과 미시적 협력공간으로 구분하여 각 협력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활동을 구체적이고 절차적으로 설명하였다. 

거시적 협력공간에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뿐만 아니라 이러닝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함께 협력하는 공간으로 느슨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통한 지식의 소비와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실제적인 산출물을 개발하는 미시적 협력 공간으로 

진입한다. 미시적 협력공간에서는 선택적인 집중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산출물이 개발된다. 개발된 지식과 산출물들은 다시 거시적 

협력공간에서 공유되고 소비되다. 그리고 다시 다른 형태의 소비와 

생산을 준비한다. 이처럼 실제 이러닝이 개발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이러닝 개발에서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라 

함은 그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에게 협력에 대한 과부하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은 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거시적 

협력공간과 미시적 협력공간을 각자의 전문성 영역에서 필요와 합의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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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지금까지 문헌고찰과 실제 사례의 참여관찰 및 면담을 통해 도출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러닝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는 반드시 협력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닝이라는 특성상 많은 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수강생의 규모가 작은 이러닝 강좌이든 

묵스(MOOCs) 과정처럼 전통적인 교실수업이나 개방대학의 수강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학습자가 학습을 하든 내용전문가는 

이러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수설계자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모형의 활용은 기존의 이러닝 개발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문제상황의 발생을 막거나 줄인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을 활용하면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첫 번째는 행정가 측면이다. 행정가 혹은 의뢰인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협력모형은 이러닝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알게 해주고,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준다. 이를 통해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인력의 투입·배치·조정, 협력사 관리 시점 등 

거시적 관점의 이러닝 개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수설계자 측면이다. 교수설계자 측면에서 이 모형은 

교수설계자에게 조력자(facilitator), 교수자(teacher)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그 동안 교수설계자는 도구적 관점에서 교수설계를 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지식을 흡수하여 교수설계적 상상력과 

관점으로 학습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었다. 이 연구의 

협력모형은 이러한 교수설계적 전문가 입장과 함께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개발과정 및 교수설계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력자이자 교수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조직 측면이다. 조직은 분업 및 위계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말한다(Lee, 김영진 외 역, 2000). 조직 측면에서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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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모형은 개인과 조직, 개인과 개인이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력적 의사소통을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의 모형을 

활용하여 환경변화나 인적자원을 합리적 규범으로 통제할 수 있다. 

교수설계는 조직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조직이라는 관점을 

통해 교수설계에 대한 개념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해결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업화 되어있는 이러닝 개발 현장의 실제적 수행 

문제에서 벗어나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서로의 역할을 바르게 

인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본 연구의 협력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적 영역과 

협력의 공간을 오가며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협력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실제적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개발연구 유형 2의 방법론을 택하였다. 개발연구는 

교육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개발 과정이 포함된 일반적인 연구이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과정, 산출물, 도구, 모형의 개발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개발연구 유형 2는 일반 모형을 대상으로 하며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만을 활용할 수도 있고, 최종 단계에서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대상이 되는 이론, 모형, 혹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할 수 있다(임철일,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개발연구 유형2의 

이상적 단계인 모형의 효과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특성상 모형의 이러닝 개발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려면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용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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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개발과정 및 교수설계에 대해 안내해야 하고, 때로는 창의적인 

교수설계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때로는 프로젝트 PM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실제 이러닝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의 장으로 섭외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자가 두 가지 실제 

이러닝 개발 프로젝트를 참여관찰 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전문가 

타당화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정교화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이러닝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제 이러닝 개발 사례를 섭외하여 참여관찰, 

면담, 현장자료 수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해당 

사례에 참여함과 동시에 관찰자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사례를 통한 

자료수집 시 참여자와 연구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서 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자가 해당 사례의 참여자로 참가하므로 

내용전문가나 교수설계자의 이사결정 혹은 이러닝 개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의 방법과 범위 선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2)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확장시켜 이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의 효과성 검증을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롤 플레이를 통한 외적 타당화를 실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한 설계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의 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나 모형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여 더욱 활용도 높은 모형으로 

정교화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범위의 확장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집중적으로 강하고 빈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프로토타이핑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발된 개념모형과 절차모형 또한 이러닝 개발의 시작부터 프로토타이핑 

단계에 집중하여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큰 

그림과 절차적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토타이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형을 상황에 따라 이러닝 개발 전체로 확장하여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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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보자를 위한 모형의 적용방법 모색을 추후 연구로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은 초보 교수설계자보다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교수설계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전문가 검토결과 제안되었다.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비교·타협하여 

현실적인 수행 목표를 세우고, 내용전문가에게 이러닝 개발의 과정과 

교수설계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 하려면 관련된 

정보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이러닝 개발을 통해 쌓인 노하우와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게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러닝 환경에서 복합적인 활용을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협력모형을 수정 보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최근 

공유경제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주제와 깊이의 학습내용이 

묵스(MOOCs)과정으로 개발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수의 

학습자들이 자유로운 학습의 기회를 얻고 있다. 사회, 문화, 철학, 과학, 

기술, 예술 등 교육이 가능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초급수준에서 

심화수준까지 다양한 강좌가 개발되고 이를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력모형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발전적인 형태로 수정 보완 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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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교육공학 박사용)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사 

 

이 검사지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모형 개발을 위하

여 도출된 구성요소와 개념모형 및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화를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질문지는 “1. 연구의 소개” 부분과 “2. 전문가 타당도 검사” 부분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구의 소개부분은 1) 연구배경 및 목표, 2)모형개발과정으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 타당도 검사는 1)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

화 질문지, 2) 협력적 교수설계 개념모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3) 협력적 교

수체재설계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타당도 검사과정에서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

문해주시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면담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이메일, 전화, 2차 면담의 형식으로 추가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 

타당도 검사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프로필 부분에 작성해 주신 자료는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논문에

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공분야와 최종학력, 소속과 경력 부분은 해당분야 전

문가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빠짐없이 작성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연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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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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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출된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도 검사 질문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구성요소는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도출된 구성요소가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타당화 검사 질문을 잘 읽으시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선행문헌 

탐색의 적

절성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핵심 구성요소,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된 자료들은 적합한가? 

□ □ □ □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

절성 

관련자료는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

수설계의 핵심 구성요소, 개념모형과 절차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석되었는가?  

□ □ □ □ 

구성요소

의 적절성 

도출된 구성요소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

력적 교수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들로 적절

하게 구성되었는가? 

□ □ □ □ 

도출된 구성요소는 동일한 수준의 요소(또는 용

어)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 □ 

구성요소

별 설명의 

적합성 

각 구성요소 마다 설명내용은 적절하게 표현되었

는가? 
□ □ □ □ 

• ‘비전’에 대한 설명 내용  □ □ □ □ 

• ‘관계’에 대한 설명 내용 □ □ □ □ 

• ‘협력’에 대한 설명 내용  □ □ □ □ 

• ‘실행”에 대한 설명 내용 □ □ □ □ 

선행문헌 

반영의 적

합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요소/원리 도출하는데 적합하게 

반영되었는가? 

□ □ □ □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를 위한 구성요소 도출 시 추가,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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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모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다음 문항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개념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하여 해당 문항을 잘 

읽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타당성 

개념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설계모형으로 타당하다. 

□ □ □ □ 

설명력 

개념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개념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요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개념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 

이해도 

개념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 

□ □ □ □ 

 

3점 이하로 답변하신 문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모형에 대한 평가와 추가,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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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다음 문항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의 절차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하여 해당 문항을 잘 

읽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영역 문항 
응답 

4 3 2 1 

타당성 

절차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설계

모형으로 타당하다. 

□ □ □ □ 

설명력 

절차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유용성 

절차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요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절차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 □ □ 

이해도 

절차모형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 시 이해하기 쉽게 표현

되었다. 

□ □ □ □ 

 

3점 이하로 답변하신 문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모형에 대한 평가와 추가,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면 자세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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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 자료 

 

협력적 교수설계 워크숍 자료 중 일부(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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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교수설계자용) 

 

전문가 타당화 검사지(교수설계자용) 

 

다음 설문 문항들은 교수설게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를 위한 

구성요소와 모형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입니다.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설문지의 질문을 읽으시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문항 
응답 

4 3 2 1 

개념모형과 그 설명은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개념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절차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 개발을 위해 어떠한 단계를 

따라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절차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모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

가 가는가? (개념모형과 개념모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서....) 

 각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이해가 되는가? 

 본 개념모형을 가지고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무엇

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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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약점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모형 중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

까?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모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점 약점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모형 중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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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시뮬레이션 후 사용성 평가지(시뮬레이션 참여자 용) 

 

시뮬레이션 후 사용성 평가지(시뮬레이션 참여자 용) 

 

다음 설문 문항들은 교수설게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를 위한 

구성요소와 모형에 대한 평가를 위한 문항입니다. 타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설문지의 질문을 읽으시고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타당하다  3: 타당하다  2: 타당하지 않다  1: 전혀 타당하지 않다) 

문항 
응답 

4 3 2 1 

개념모형과 그 설명은 이러닝 개발에서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개념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절차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 개발을 위해 어떠한 단계를 

따라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 □ □ □ 

절차모형과 그 설명은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와 이러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모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

가 가는가? (개념모형과 개념모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면서....) 

 각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이해가 되는가? 

 본 개념모형을 가지고 교수설계자와 내용전문가의 협력적 교수설계가 무엇

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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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약점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모형 중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

까?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모형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강점 약점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모형 중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

까? 

 

 

 

 

 

 

 

 



 

 201 

Abstract 

Developmental Study on Collaborative 

Instructional Design Model: 

Collaboration between Instructional 

Designers and Subject Matter Experts 

in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Younyoung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e-learning based on the Internet, the 

collaboration between instructional designers and subject matter 

experts has undergone major changes compared with traditional 

classroom education. As technology and industrial environments 

have changed rapidly,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rapidly. Therefor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various 

curriculums are required. In this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efficien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a timely manner in 

response to changes in technology and industry, e-learning is more 

advantageous than traditional group education. Therefore, the needs 

and demands of e-learning are steadily increasing. However, the 

problems of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process have 

occurred as the demand for various types of e-learning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changes. In particular, 

the problems that arise between instructional designers and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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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experts have a great impact on the contents of instruction 

and instructional design, so their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of e - learning contents has been diversified and the interests 

among them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cooperation between 

professor designers and contents experts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most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the role of the 

instructional designer was to absorb the content of the subject 

matter experts and proce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learning 

content through instructional design intervention and prescription. 

However, it is increasingly more effective for content experts to 

develop curriculum in cooperation with instructional designers 

based on the instructional designers’ perspective than instructional 

designers absorb instructional contents and proceed with 

instructional design, when the content of the training becomes more 

specialized, whe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learning 

content should be fast and continuous, and when several instructors, 

such as team teaching,  should conduct one education together. 

In order to propose a collaborative instructional design model 

between instructional designers and subject matter experts, the 

actual e-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were observed and 

interview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In other words, a new 

instructional design model has been developed through actual case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s. In addition, the instructional 

designers, who are the actual user of the instructional design model, 

participated in the validation of experts as experts in the e - 

learning development field and it reported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was secur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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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titive experts review and revision, and external validity was 

secured through simulation. 

The final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is a 

prototyping-based model, which is a collaborative model between 

subject matter experts and instructional designers who can use the 

real-time development of e-learning cont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structional design model that can be applied in the 

actual field when the collaboration of instructional designers and 

subject matter experts are most needed. It is beyond the 

declarative step that the collaboration of content experts and faculty 

designers is important. In addition, the specific method of 

collaboration is presented procedurally according to the e - 

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stage by identifying all the peopl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e-learning content and the time and 

scope of their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their e-learning 

contents. 

The collaborativ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erms of conceptual and procedural application. It also 

systematically suggests easily overlooked contents in the planning 

and analysis stage of e-learning content development. For example, 

it is easy to ignore the establishment and sharing of vision at the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 the involvement of relationships 

based on shared vision, and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relationships. Through this process, instructional designers and 

subject matter experts will create an e-learning development 

environment that is easy to cooperat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ructional designer and subject matter experts cannot always be 

horizontal, but they can engage in the relationship and in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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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through understanding their professionalism. 

 

 

Keywords: development of e-Learning contents, collaboration 

between instructional designers and subject matter experts, 

collaborative instructional design, instructional design model 

Student Number: 201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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