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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수체제설계 모형 개발 및 내적 타당화

The Construction and Internal Validation of Lifelong Education ISD Model

윤규원*, 김문섭**, 김진숙***

Gyuwon Yun*, Moon-Seup Kim**, Jin-Sook Kim***

요 약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과 교수체제설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접목한 교수체제설계

모형을 개발한 후 모형의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

째 단계는 문헌연구이다.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해서 ADDIE 모형의 단계 및 구성요소를 탐색하여 모형 개발의

준거틀을 설정하고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교수체제설계 모형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

는 모형 개발이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디자인씽킹의 핵심개념을 접목하여 평생교육 교수체제설계 모형인 DT

ISD 모형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DT ISD 모형의 내적 타당화이다. 교육공학 및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3차의 델파이 연구를 통해서 수정된 DT ISD 모형의 내적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DT ISD 모형은 ADDIE와

같은 전통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에 내재된 행동주의 학습이론 및 인지주의 학습이론과 달리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DT ISD 모형은 주로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

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DT ISD 모형의 외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 실행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디자인씽킹, 교수체제설계, ADDIE,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construction and internal validation of DT ISD model that 

incorporates Design Thinking process into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The study proceeded in 3 steps. Firstly,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ocess and components of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model 

such as ADDIE. Design Thinking models were also reviewed to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integrating Design 

Thinking with ISD. Secondly, DT ISD model was constructed by adopting 3 principles of Design Thinking to 

ISD process. Thirdly, the internal validation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3 rounds delphi study and DT ISD 

model was finally validated by experts of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lifelong education. DT ISD model is 

based upon constructionism in learning theory rather than behavioral or cognitive learning theory such as 

ADDIE. Hence, DT ISD model is an effective instructional design model for adult lifelong education program. 

It is suggested that action research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xternal validation of DT ISD model.

Key words : Design Thinking,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ISD, ADDIE,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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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수체제설계(Instructional Systems Design, ISD)

모형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과 절차를 제시하

는 설계도이다. 대표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인 ADDIE 모

형은 Analysis(분석), Design(설계), Development(개발),

Implementation(실행), Evaluation(평가)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교수체제설계 모형

은 ADDIE 모형을 기초로 개발한 수정 모형이다[1].

ADDIE 모형과 같은 전통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모형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에는 효과적이나 구성주

의 학습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

발에는 한계가 있다[2][3]. 또한, ADDIE 모형은 선형적

인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석단계에서 사정한 학

습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학습목표가 달성되었

는지의 여부는 최종 평가단계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4].

Rapid Prototype(RP) ISD 모형은 프로그램 실행 단

계 전인 개발단계에서 사용성평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반복적인 개선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5]. 하지만, RP ISD

모형도 ADDIE 모형처럼 행동주의 및 인지주의 학습이

론에 근거한 설계 모형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모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DT)은 건축, 제조, 관

리,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창

의적인 의사결정 사고전략이다[6]. 디자인씽킹은 문제

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비선형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프로토

타입을 개선해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7].

디자인씽킹은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비구조화

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업설계 기법으

로 사용될 수 있다[8]. 디자인씽킹에 내재된 이러한 장점

들로 인하여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교

수체제설계 모형 구성에 접목되었고[3], 평가모형을 개

발하는 과정에도 활용되었다[9].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과 달리 주로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서는 학습이 진

행되는 과정 중 교수자가 학습자의 피드백을 수시로 반

영하여 유연성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한 디자인씽

킹은 ADDIE와 같은 전통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에서

드러나는 단점인 교수자 주도적 학습과 정형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면, 디자인씽킹은 평생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와 원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 이론을 접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체제설

계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구성요소와 사용성에 대한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은 연구절차로 진행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Figure 1. Research procedure

ADDIE 모형과 디자인씽킹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서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본 연

구의 목적인 평생교육 교수체제설계 모형을 개발하였

다. 그 후 새롭게 고안한 모형의 구성요소와 사용성에

대한 내적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모형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

여 문헌연구를 Figure 2.와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2. 문헌연구

Figure 2.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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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는 논문이나 저서와 같은 선행연구물을 요

약하여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수행할 연구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문헌연구는 연구주제를 선

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틀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

한다[10, 11].

본 연구의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021

년 1월에 ‘디자인씽킹 이론을 접목한 평생교육 교수체제

설계 모형 개발 및 타당화’라는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riss.kr)

와 Google 학술검색(https://scholar.google.co.kr)을 통

해서 확인한 자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였

다.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2022년 8월에 정리된 자료를 토

대로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DT ISD 교수체제설계 모형을 개발하였다.

2) 델파이 연구

문헌연구를 통해서 구성한 DT ISD 교수체제설계 모

형의 내적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3.과 같이

델파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 델파이 연구

Figure 3. Delphi research

델파이 연구는 연구주제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델

파이 패널에게 질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연구방법

이다[12]. 델파이 연구는 다른 의사결정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에 참가한 패널들이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를 감소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 또한 반복적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14].

본 연구의 델파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5명의 패널은 모두 박사과정에서 교육공학 또는 평생

교육을 전공하였으며 교수체제설계 분야에서 10년 내

외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델파이 패널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구분 소속 전공 학력 경력

1 평생교육원 원장 평생교육 박사 14년

2 대학교 연구교수 교육공학 박사 8년

3 대학교 연구교수 교육공학 박사수료 9년

4 평생교육원 실장 교육공학 박사수료 10년

5 평생교육진흥원 팀장 평생교육 박사 20년

표 1. 델파이 패널 구성

Table 1. Panel of Delphi Research

델파이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총 3차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1차 델파

이 조사는 2021년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폐쇄형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 수집 후 델파이 패널의

피드백을 토대로 1차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2차 델파

이 조사의 자료수집은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폐쇄형 및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여 2차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2

차 수정모형에 대한 델파이 패널들의 최종 의견을 구하

는 3차 델파이 조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

행하였다. 질문지는 2차 수정모형의 구성과 사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도에 대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구하

는 하나의 5점 리커트 척도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척도

는 1점(전혀 타당성 없음), 2점(타당성 없음), 3점(보통),

4점(타당함), 5점(매우 타당함)으로 설정하였다.

3) 자료의 처리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수집

한 자료는 질문 항목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질적 분석

을 통해서 정리한 후 수정모형 구성에 반영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내적타당도 비

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확인하기 위하여

리커트 척도 4점(타당함) 이상에 응답한 패널의 수를

다음과 같은 CVR 공식에 적용하였다. CVR 기준에 따

르면 본 연구의 델파이 패널 수가 5명이므로 DT ISD

교수체제설계 모형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CVR 최

소값은 .99이다[15].

CVR = (nе-N*½) / N*½

*nе: 타당도 인정 패널 수, *N: 전체 패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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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DT ISD 모형 구성

1) 모형 개발의 틀 – ADDIE 모형

ADDIE 모형은 대표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이며 새

로운 모형 개발의 기본적인 틀로 인정되고 있다[16].

ADDIE 모형에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

토한 결과 새로운 모형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틀로서

모든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Figure 4.와 같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별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1],

[16-18], [19].

그림 4. ADDIE 모형의 단계와 구성요소

Figure 4. Phases and components of ADDIE model

2) 모형 개발의 핵심 원리 – 디자인씽킹 모형

디자인씽킹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프로

토타입을 개선해가는 새로운 방법론이다[20-22], [23].

디자인씽킹은 구성주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반복, 시각

화, 협력, 공감의 원리를 통해서 수업을 설계하는 기법

으로 사용될 수 있다[8].

디자인씽킹에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와 문헌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디자인씽킹 모형인 IDEO 3I 모형,

British Design Council 4D 모형, Stanford D.School 모

형을 검토한 결과 Figure 5.와 같이 ‘공감’, ‘협업’, ‘시각

화’라는 디자인씽킹의 3가지 핵심 원리를 추출하였다.

그림 5. 디자인씽킹 핵심 원리

Figure 5. Principles of Design Thinking

3) DT ISD 모형 구성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ADDIE 모형을 모형 개발

의 틀로 설정하고 디자인씽킹의 핵심 원리를 접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씽킹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평생교육 교수체제설계 모

형인 DT ISD 모형을 개발하였다. DT ISD 최초 모형

은 Figure 6.과 같다.

* 출처: [24] p.94.

그림 6. DT ISD 최초 모형

Figure 6. DT ISD original model

DT ISD 최초 모형은 ‘이해’, ‘계획’, ‘실행’, ‘평가’의

4단계로 구성한 절차모형이며, ‘공감’, ‘협업’, ‘시각화’라

는 디자인씽킹의 핵심 원리가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 효

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모형이

다. ADDIE 모형의 ‘설계’와 ‘개발’ 단계를 ‘계획’ 단계로

통합하여 신속한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을 강조하

였다. ‘계획’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

라, ‘실행’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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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형이다. 프로그램의 총괄평가를 위한 ‘평가’ 단

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평가절차는 모든 단계에서

진행된다.

2. DT ISD 모형 타당화

1) 1차 델파이 조사

1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안내서와 질문지를 이메일

로 패널들에게 발송하였다.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DT ISD 모형의 구성 및 사용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모형 구성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절차적 적절성’, ‘하위구성요소 적절성’, ‘개념적 요인의

적절성’이라는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모형 사용성에 대한 패널들의 피드백은 ‘평생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한 모형의 적절성’, ‘개발자의 사용 편의

성’, ‘하위구성요소의 실행 적절성’, ‘순환적·반복적 실행

적절성’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 출처: [24] p.119.

그림 7. DT ISD 1차 수정모형 (개념모형)

Figure 7. DT ISD 1st revised model (Conceptual model)

* 출처: [24] p.119.

그림 8. DT ISD 1차 수정모형 (절차모형)

Figure 8. DT ISD 1st revised model (Procedural model)

DT ISD 최초 모형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Figure 7., Figure 8.과 같이 1차 수정모형을 구성하

였다.

DT ISD 1차 수정모형은 최초 모형을 개념모형과 절

차모형으로 이분화하여 모형의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디자인씽킹의 핵심원리가 어떻게 프로그램 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지 명시하였다. ADDIE 모형의 ‘분석’, ‘설

계’를 ‘이해’ 단계로, ‘개발’, ‘실행’을 ‘프로토타이핑’으로

통합하여, ‘이해’, ‘프로토타이핑’, ‘평가’의 3단계로 구성

하였다. 디자인씽킹의 3가지 핵심 원리 중 ‘시각화’를

반복적인 프로토타입의 시각적 개선이라는 의미를 부

각하기 위하여 ‘반복’으로 변경하였다. 최초 모형과 마

찬가지로 1차 수정모형에서도 프로그램 실행 과정 중

프로토타입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한다.

2)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한

피드백을 요약하여 패널들에게 공유하였다. 안내서, 질

문지와 함께 1차 수정모형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패

널들에게 송부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의 피드백을 분석할 때 사용한 동일

한 분류 기준에 따라 DT ISD 1차 수정모형의 구성 및

사용성의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O’ 또는 ‘X’로

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

적인 이유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

하였다.

DT ISD 1차 수정모형에 대한 패널들의 피드백을 적

용하여 Figure 9.와 같이 2차 수정모형을 구성하였다.

DT ISD 2차 수정모형은 최초 모형과 동일하게 4단

계로 구성하였다. ADDIE 모형의 ‘분석’은 ‘이해’로 변경

* 출처: [24] p.130.

그림 9. DT ISD 2차 수정모형

Figure 9. DT ISD 2nd revi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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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설계’와 ‘개발’은 ‘개발’로 통합하고, ‘실행’과

‘평가’는 각각 동일한 명칭으로 독립된 단계로 설정하였

다.

디자인씽킹의 핵심 원리인 ‘공감’은 ‘이해’ 단계에 적

용하여 학습자를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

다. ‘협업’은 ‘개발’ 단계에 적용하여 학습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반

복’은 ‘실행’ 단계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

선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DT ISD 모형이 전통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개발’ 단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프로

토타입을 별도의 수정 없이 바로 ‘실행’ 단계에 적용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DT ISD 모형은 ‘실행’ 단계에서

매 회기 프로그램 중 학습자들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피

드백을 반영하여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과

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교수체제설

계 모형이다.

3) 3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를 위해서 패널들에게 송부한 자료

는 2차 델파이 조사 피드백의 요약 내용, 3차 델파이

조사 안내서, 3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이다.

DT ISD 2차 수정모형의 구성과 사용성에 대한 타당

성을 질의하는 한 개의 5점 리커트 척도 질문에 대하여

총 5명의 패널 중 3명은 5점(매우 타당함), 2명은 4점

(타당함)으로 응답하였다. 조사의 결과를 내적타당도

비율(CVR) 공식에 대입하여 확인한 결과 ‘CVR=1.00’로

서 델파이 패널이 5명일 경우 타당도를 인정하는 최소

값인 .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DT ISD 2차 수정모형은 모형의 구성과 사용

성에 대한 내적타당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

를 DT ISD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효과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침

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수체제설계 모형을 개발하는 것

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형을 절

차적 모형과 개념적 모형으로 이분화하여 구성하였다.

개념적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디자인씽킹의 핵심 원

리인 ‘공감’, ‘협업’, ‘반복’을 교수체제설계 모형 개발의

핵심 개념으로 반영하였다. 절차적 모형을 구성하기 위

하여 대표적인 교수체제설계 모형인 ADDIE 모형의 선

형적 과정을 모형의 틀로 활용하였다.

ADDIE 모형과 디자인씽킹 모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모형 구성에 필요한 틀과 개념적 요소를 확인하

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의 개선을 강조하는 평생교육 교수체제설계 모형인 DT

ISD 모형을 개발하였다. DT ISD 모형을 개발 한 후 모

형의 구성과 사용성에 대한 내적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3차의 델파이 연구를 통해서 모형을 수정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2차 수정모형에 대한

내적타당도가 인정되었다. 이로써 디자인씽킹의 핵심

원리를 반영한 평생교육 교수체제설계 모형인 DT ISD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의 구성과 사용성에 대한 내적타

당도 검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평생교육에서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토대

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DT ISD 모형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교수체제설계 모형이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프

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DT ISD 모형은 ‘실행’ 단계에

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학습

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반복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실

시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DT ISD 모형을 개발하고 모

형의 구성과 사용성에 대하여 델파이 연구를 통한 내적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교수체제설계 모형에 대한 타당

도검증을 위해서는 내적타당도 외에도 모형을 실제로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험연구를 통한 외적

타당도 검증도 필요하다.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 많은 점에

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체계는 정규교육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평

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특화된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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