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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ISD(Post-ISD)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유 영 만†(한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ISD 모델은 과연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ISD 모델
은 과연 ISD 모델의 본래의 미션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세 가지 문제의식
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존 ISD 모델의 효용가치를 인정한 상태
에서 지속적으로 ISD 모델을 발전시키자는 주장(차세대 ISD 모델, ISD 모델 이라고 지칭)이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기존 ISD 모델의 단편적 개선과 보완으로는 ISD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적
이슈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의 ISD 모델의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꾸자는 주장(탈
(脫)-ISD 모델, Post-ISD Model로 지칭)이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연구노력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기존 ISD 모델의 기본가정과 이론적 배경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 가정위에서 ISD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적용과정을 촉진시키자는 대안적 ISD 모델(「약한 탈-ISD 모델」또는 ISD 모델 로 지칭)이다.
두 번째 탈-ISD 모델을 추구하는 연구노력은 ISD라는 연구분야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전혀
다른 수업체제를 설계하고 개발하자는 급진적 탈-ISD 모델(「강한 탈-ISD 모델」또는 ISD 모델 로
지칭)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다. 후자의 ISD는 ISD를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또는 Development’
로 지칭하지 않고 ‘Imaginative Structure for Design’을 지칭한다. 「강한 탈-ISD 모델」의 새로운 가능
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섯 가지 이론적․방법론적 접근논리를 적용한다. 여기에는 Wilson의 통섭,
Bachelard와 Durand의 상상력의 인류학적 구조들, Deleuze와 Guattari의 차이의 철학과 탈경계적 이
동의 상상력, Magritte의 데페이즈망 방법 또는 위치전위법, Web 2.0의 논의가 포함된다. 마지막으
로「강한 탈-ISD 모델」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ISD 모델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학습자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창조의 원천을 북돋우는「감성적 ISD 모델」, 둘째, 재구성적 해체와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창조적 ISD 모델」, 셋째, 혼돈이론과 복잡성 과학 기반 ISD 모델을
지향하는「복잡한 ISD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ISD 탐구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연구노력을 넘어서서 분과학문의 벽을 와해시키고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
변환적(transdisciplinary)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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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우리는 기꺼이 극단과 마주할 것입니다. 극한의 결빙과 마주치는 순간 파멸은
커녕,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김현식, 2001, p. 71).
“

이론과 ISD 모델, 그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ISD 실천활동은 교육공학
의 핵심적인 학문적 탐구분야이자 실천적 적용분야로 자리잡아왔다(Braden, 1997; Reiser
& Dempsey, 2007). 특히 ISD 모델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기업교육 분야에서 단위 수업
을 설계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용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김
미량, 2003; 김선희․박성민․권정언, 2004; 김종표, 2006; 윤여순, 1998; 조일현, 1994;
최욱, 2003; 황유리, 1993). 한국에서는 학교교육보다는 기업교육 분야에서 ISD 모델을
활용하여 교육체계를 수립하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김미량, 2003;
김종표, 1997; 노혜란, 1994; 이경희, 1996; 이만표, 2003; 조일현, 1994; 황유리, 1993).
ISD 모델은 ISD 이론과 실제를 매개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했던 노력에 비해 ISD 모델이 실천현장의 변화를 일으
킨 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유영만, 1995, 1998; Andrews &
ISD

Goodson, 1980; Cennamo & Kalk, 2005; Dorsey, Goodrum, & Schwen, 1997; Hannafin &
Hannafin, 1991; Hannum, 2005; Osguthorpe, 2007; Osguthorpe & Osguthorpe, 2007; Silver,
2007; Tessmer & Wedman, 1990a, 1990b; Thiagaragan, 2004; Tripp & Bichelmeyer, 1990;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된 ISD 모델은 모델간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
다. 둘째, ISD 모델이 ISD 모델에 처방된 논리적 순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ISD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의 주장은 결국 기존의 ISD 모델은 실천현장의 역동
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적용가능성(feasibility)이 높은 ISD 모델을 개발
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기존 ISD 모델을 일정한 범주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
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특징을 정리하면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기존 ISD 모델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ISD 모델의 부
분적 수정․보완을 통한 ‘새로운 ISD 모델’을 제안하거나 ‘대안적 ISD 모델’ 의 필요성
Wedman & Tessmer, 1991). ISD

1)

새로운 ISD 모델’은 ISD 모델의 기본 가정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적 변화만을 추
구하면서 부분적 가감삭제(加減削除)를 통해 개발되는 ISD 모델을 지칭하며, ‘대안적 ISD 모
델’은 기존 ISD 모델과 전혀 다른 이론적 가정을 근간으로 개발되는 ISD 모델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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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공통점은 지금까지 새로
운 ISD 모델과 대안적 ISD 모델이 개발되고 있지만 ISD 모델은 여전히 효율적이고 효
과적이라는 가정이다. 즉 ISD 이론과 모델에 근거해서 교육과정(course)을 개발하고 교
육체계(curriculum)를 수립하는 일련의 실천적 노력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체계
적인 노력의 결과는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ISD의 체
계성이 이것을 통해서 산출되는 결과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와 가정
은 변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ISD 모델은 과연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ISD 모델은 과연 ISD 모델의 미션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역설적인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ISD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이나 전혀 다른 ISD 모델의 향방을 가늠
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ISD가 전제하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
은 상태에서 처방되는 부분적 해결대안은 ISD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존 ISD 모델과 실천
은 기존 ISD가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철학적 가정이 옳다라는 가정 하에서 전개되는
연구노력이자 실천 활동이다. ISD 모델이 전제하는 기본 가정의 당연함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통해 ISD 모델 관련 새로운 담론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문제의식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ISD 모델의 가치는 모델 자체의 논리적 정교함보다
는 모델이 얼마나 실천적 변화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있다(Hannum, 2005). 이제까지 개발된 ISD 모델은 이전의 ISD 모델에 대
한 상황적 배경과 학문적 문제의식을 갖고 탄생한 모델이다. 새로운 ISD 모델이든 대
안적 ISD 모델이든 이를 개발하는 사람은 이전의 모델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서 출발
한다. 여기서 ‘불편한 마음’이란 기존 ISD 모델에 대한 심리적 불만족스러움과 지적 문
제의식 또는 도덕적 분개(憤慨)다. 이전 ISD 모델에 대한 논리적 문제나 이론적 가정에
대한 불편함은 또 다른 ISD 모델 개발로 연결된다. 이렇게 개발된 ISD 모델은 기존
ISD 모델의 분류체계 중이 어느 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제까지 개발된 ISD 모델은
그것이 적용될 현장을 매개로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유영만, 2002;
Bagdonis & Salisbury, 1994; Tracy & Richey, 2007). 대부분의 기존 ISD 모델, 예를 들면
ADDIE 형태를 띠는 ISD 모델은 이전 모델의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논리적 분석결과
를 근간으로 연역적으로 탄생한 모델들이다. 이런 ISD 모델 개발 노력은 ISD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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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확대에는 공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질적 심화에는 기여하는 바가 적다
(유영만, 1998; Andrews & Goodson, 1980; Edmonds, Branch & Mukherjee, 1994; Hannafin
& Hannafin, 1991; Hannum, 2005; Silver, 2007). 이런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ISD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노력보다 기존의 ISD 모델이 왜 어떤 점 때문에 ISD 모델의 초
기 의도대로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현장중심적 타당성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두 번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ISD 모델이 탄생했던 초기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
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수업체제를 설계하는 주체가 설
계대상에 대해 어떤 존재론적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설계방식과 설계논리도 달라진
다. 즉 설계의 대상 또는 처방의 대상이 어떤 존재론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유
영만, 1998). ISD 모델은 이런 일련의 활동을 개념적 수준이든 처방적 수준이든 수업체
제를 설계하는 활동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수업체제와
소위 지식기반 사회가 지향하는 수업체제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다. 종래의 수업체제설계자들은 과거의 수업체제를 목적과 수단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구조화된 문제(structured problem)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 간
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반해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수업체제는 다양한 수업
체제 구성요소들이 호혜적으로 얽혀있는 일종의 복잡계(complex systems)다. 복잡계로서
의 수업체제는 목적과 수단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비구조화된 문제상황(ill-structured
problem situations)이다(Jonnassen, 1997). 이러한 수업체제는 수업체제 설계자의 의지와 관
계없이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수업체제설계자의 인식관
심과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주관적 구성체다(유영만, 1998). 나아가
비구조화된 문제상황으로서의 수업체제는 고정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
업체제 내부뿐만 아니라 인접 수업체제와의 창발적 상호작용(emergent interaction)을 통
해 부단히 변화되어 가는 역동적 흐름이다. 고정된 객관적 실체로서의 수업체제를 설
계하는 행위는 통제와 조정, 과학적 처방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역동
적 흐름으로서의 수업체제를 설계하는 행위는 기술과 이해, 간주관적 합의창출과정을
요구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수업체제는 수업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수업
체제 구성요소간 네트워킹되는 가변적 수업체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창발적, 상황구속적 설계관(emergent & situated ways of designing)을 요구한다(Beyer &
Holtzblatt, 1998; Rowland, 2004).

셋째, ISD 모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전제나 가정을 근간으로 전개되는 ISD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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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적 논의는 기존 ISD 모델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의되는 비판적 논
의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비판적 논의는 ISD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가정에 대
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공학자의 전문성은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과 방법의 선정 및 실행과 그 결과의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공학자의 전문성이 교육적 해결대안 설계와 개발,
그리고 실행과 평가에 있기에 교육문제 해결은 곧 ISD 모델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
하는 근본속성의 오류(fundamental attribute error)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속성의 오
류는 남의 행동을 설명할 때 불변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에 상황적 요인은 지나치게 간과하는 오류로서 우리가 안다고 확신하는 것도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인간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당신 주위에 무엇을
보고 그것을 자신과 어떻게 연관짓는가-임을 말해준다(Berreby, 2005). ISD 이외의 다른
접근에 대한 이해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기존의 범주에 의거한다. “범주란 마음과 세계
가 만나 빚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일 뿐이다”(Berreby, 2005, p.439). 따라서 범주는
이해의 대상을 고정된 실체로 간주하는 ‘명사적 이해’가 아니라 인식주체가 대상을 지
속적인 이해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동사적 이해’다. 본 연구는 ISD에 대한 명사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동사적 이해수준을 촉발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SD라
는 범주내부보다는 범주외부에서 다른 눈으로 ISD 모델의 존속가능성과 새로운 가능
성을 동시에 비판적으로 논의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연구자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의식은 ISD 모델의 논리적 정교함을 추구하면서 새로
운 ISD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자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연구자의 문제의식은 현장
지향적 ISD 실천을 통해 기존 ISD 모델의 현실적용가능성(feasibility)과 사회문화적 적실
성(socio-cultural appropriateness)을 제고시키는 노력이야말로 ISD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높
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ISD 모델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ISD 모델의 논
리적 한계나 문제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ISD 모델의 현
장실천과정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문
제의식은 수업체제에 대한 존재론적 입장의 차이는 설계 패러다임의 차이를 가져온다
는 것이다. 특히 종래의 설계대상이었던 수업체제와 최근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의 수
업체제에 대한 존재론적 입장의 차이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설계 패러다임
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문제의식은 교육문제 해결의 최적의 수단
이 ISD라고 생각하는 근본속성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존 ISD 모델의 효용가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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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ISD 모델을 발전시키자는 주장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제의식은 기존 ISD
모델의 부분적․단편적 개선과 보완으로는 ISD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적 이슈
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의 ISD 모델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 가정과 이론적
배경을 근간으로 대안적 ISD 모델을 개발하자는 주장이다. 마지막 문제의식은 ISD 모
델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ISD에 대한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를 통해
서 이전의 ISD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급진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세 번째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급진적 ISD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까지 ISD 탐구분
야와 접목되어 논의되지 않은 이론적․방법론적 관점과 접근을 차용하여 급진적 ISD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론적 논의의 성격을 띤다.

Ⅱ. 3가지 ISD 모델의 유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오랜 불행은 그 불행을 떠받치고 있는 확신이 꺾이기 전에는 치유되지 않는

“

다”(Berreby, 2005, p.22).

모델에 대한 개념이나 모델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를 개발하
고 타당화시키는 방법론(methodology)과 방법(method)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모델에 대
한 개념화는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의 모델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이다. 여기서는 ISD 모델링에 대한 패러다임 논쟁으로 대립되고 있는 두 가지 모델링
방법론, 즉 실증주의적 ISD 모델링과 현상학적․해석학적 ISD 모델링을 앞 절의 첫 번
째 문제의식 및 두 번째 문제의식과 각각 상응시켜 논의해본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세 번째 문제의식인 급진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주장은 사실상 이제까지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1. 모델과 모델링, 그리고 ISD 모델과 ISD 모델링

모델에 대한 개념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유영만, 1998). 첫째
모델을 실재의 재현으로 보는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실증주의적 모델관에 따르면 모델
이란 “일정한 정도의 구조(structure)와 질서(order)를 갖고 제시되는 현실의 재현이나 표
상”(representation of reality)(Richey, 1986, p.16)이라고 규정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란 현실 또는 실제를 정확하게 표상 또는 재현(representation)하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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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로 결정된다. 모델에 대한 이러한 논리는 ‘～와 같은’ 또는 ‘～에 대한’ 모델(model
of～)이라는 가정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ISD 모델은 철학적으로 실
증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체제과학적으로는 경성체제이론(HST: hard systems theory)
에 근거해서 개발된 모델이다. 모델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은 모델이란 현실 또는 실재
의 특징적 요소를 모델구성주체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결과를 적확하게 구성한 결과라
는 현상학적․해석학적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영국의 Checkland(1972, 1981, 1985,
1987)가 개발한 연성체제이론(SST: soft systems theory)에 근거해서 개발된 유영만(2002)의
체제-해석적 ISD 모델, Schon(1983, 1987)의 성찰적 실천(reflection-in-action)과 실천적 성찰
(reflection-on-action), Rogers(1995, 2003)의 혁신의 보급(diffusion of innovation) 이론과 유영
만(2006)의 지식생태학(knowledge ecology)관점을 근간으로 송미영․이규영․유영만(2007)
이 개발한 ‘생태학적 ISD (ecological-instructional systems design & development)’모델이 여기
에 해당된다. SST에서 논의하는 적합성이 높은 모델(relevant model) 또는 개념적 모델
(conceptual model)은 모두 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SST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표상 또는 재현으로 표현되는 것(the model of real-world activity)이 아니
라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또는 이해과정과 결과에 적합성이
높은 모델이 다수 존재하는 것(models relevant to human activity systems in the real-world)
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Checkland & Scholes, 1999).
모델에 대한 상이한 개념화 작업은 모델링 방법론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내포하고
있다(유영만, 1998). 이 문제는 ISD 모델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개발된 ISD 모델 간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는 지적(유영만, 1998;
2

Andrews & Goodson, 1980; Edmonds, Branch, & Mukherje, 1994; Gustafson & Branch, 1997)

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개발된 다양한 ISD 모델 간에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은 이유는 기존의 ISD 모델이 대부분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모델을 개념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ISD 모델을 실재의 재현으로 규정할 경우 ISD 모델링 프로세스
는 ISD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화 과정(optimizing)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적
화과정으로 ISD 모델링 접근은 모델의 구조화․체계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델을 사
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실천논리와 동일한 개발결과
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반해서 ISD 모델을 실제를 반영하는 구성원들의
유관적합한 주관적 구성체로 생각한다면 ISD 모델링 프로세스는 부단한 학습과정
(learning)으로 이해(understanding)될 수 있다. ISD 모델링을 부단한 학습과정으로 파악하
는 입장은 완벽한 하나의 ISD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실재에 대한 다양
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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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입장에 따르면 ISD 모델은 모델링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역동적인
대화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행동하는 과
정'의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다.
모델과 모델링을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ISD 모델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판단기준 및 방식과 ISD 모델을 활용하는 실천활동도 달라질 수밖
에 없다. 실증주의적 모델링 접근논리를 따르는 ISD 모델의 성패여부는 ISD 모델에 처
방되어 있는 논리대로 실천 활동도 일관성 있게 일어나야 되며, 그렇게 실천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나아가 실증주의적 ISD 모델은 문제는 완
벽하게 분석될 수 있고 분석된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ISD
모델의 처방논리대로 ISD 실천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ISD 모델의 실용적 가치는
무의미해진다. 한 마디로 실증주의적 ISD 모델링 접근논리는 ISD 현실을 ISD 모델이
정확하게 일대일로 재현하는 상응성 모델(models of～)이다. 이 모델링에 대한 접근방법
은 기존 ISD 모델의 효용가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ISD 모델을 발전시키자
는 진화론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반면에 현상학적․해석학적 모델링 접근
논리를 채택할 경우 ISD 모델은 주어진 문제 상황이나 딜레마를 탈출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런 경우 ISD 모델은 ISD 모델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간주관적 합
의를 기반으로 ISD 모델을 활용하는 주체와 주어진 문제 상황과의 부단한 대화(models
relevant to debate about the situation perceived as problematical)가 ISD 모델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으로 작용한다 . 이러한 모델링 접근논리에 따르는 ISD 모델의 성패여
부는 학습자를 포함하여 ISD 실천 활동에 관여하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학습과정을 어
느 정도 유의미하게 촉진시켰느냐에 따라 ISD 모델의 실천적 가치가 판가름 나게 된
다. 현상학적․해석학적 ISD 모델링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도에 따라 해결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문제해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문
제해결 정도에 대한 합의창출 여부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다(Edmonds, Branch &
Mukherjee, 1994). 이런 점에서 현상학적․해석학적 모델링 접근논리는 대안적 ISD 모델
을 개발하자는 두 번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모델은 복잡한 실재를 개념화시켜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나
아가 모델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적 지침을
제시한다(유영만, 1998). 이런 점에서 ISD 모델의 존재이유는 ISD 이론의 추상성을 구
체화․단순화시켜 ISD 실천과정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Gustafson과
2)

의 모델링에 대한 문제의식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2) Checkland(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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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ISD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첫째, ISD
모델이 어떻게 ISD 실천 활동을 안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적 지침을 제공해주
기보다 복잡한 사고과정을 개념화시키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발휘한다. 둘째, ISD 모델
은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도
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Richey(1986)에 따르면 전자는 개념적 모델이고 후자는 절차
적 모델(procedural model)에 해당한다. 교육공학이나 ISD 분야의 학문적 성격상 이제까
지 개발된 ISD 모델은 예외적인 경우(유영만, 2002; 송미영․이규영․유영만, 2007;
Willis, 1995; Willis & Wright, 2000)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절차적 ISD 모델이다. 교
육공학이나 ISD 연구 분야는 ‘기술’보다는 ‘처방’, ‘의미 이해’보다는 ‘인과관계 설명’을
강조(Reigeluth, 1999)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교육공학이나 ISD 연구 분야는
기술적 ISD 모델보다는 처방적 ISD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념적 모델이 갖고 있는 추상성과 절차적 모델이 갖고 있는 구
체성간에 조화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연구노력과 실천적 적용상의 문제는 ISD 모델이
극복해야 될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모델에 대한 개념화와 ISD 모델링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차이는 ISD 모델의 효용가치나 존속가능성, 그것의 사회문화적 적합성
논의의 성격과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ISD 모델과 그것이 적
용되는 실천활동 간에 존재하는 간극의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영
향을 미친다.
Branch(1997)

2. 차세대 ISD 모델(ISD 모델1)과

「약한 탈-ISD 모델」(ISD 모델 )
2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기된 3가지 문제의식을 토대로 ISD 모델을 둘러싸고 일어
나는 학문적 이슈와 도전적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여 논의해본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강한 탈-ISD 모델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절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우선 기존 ISD 모델의 효용가치를 인정하면서 ISD 모델은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차세대 ISD 모델(ISD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ISD 모델 이라고 지칭)에
대한 논의다. 차세대 ISD 모델에 대한 논의는 기존 ISD의 기본 가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기존 ISD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연구노력을 지칭한다. 차세
대 ISD 모델에 대한 논의는 그것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서 종래의 ISD 모델은 지
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진화론적 관점이다. 한 마디로 차세대 ISD 모델에 대한 논
의는 지금까지의 ISD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전통을 계승하고, 실천적 노하우
를 더욱 발전시켜 ISD의 명맥을 유지하자는 연구노력(for the ISD)이다. 본 연구의 첫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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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문제의식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때, 차세대 ISD 모델은 단순히 기존 ISD 모델을
수정․보완하는 논리적 정교함을 향상시키는 노력보다 현장적용과정에서 드러나는
ISD모델의 허점과 현실논리와 맞지 않는 ISD 모델의 처방논리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라
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ISD 모델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ISD 모델과는 전
혀 상반된 ISD 모델에 대한 학문적 결단과 실천을 촉구하는 탈(脫)-ISD 모델(post-ISD
model)에 대한 연구노력이다. 탈-ISD 모델은 기존 ISD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보
완해서 새로운 ISD 모델 개발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ISD 모델의 철학적 가정과 전
제 및 이론적 배경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대안적 ISD 모델을 개발해서 기존의 ISD
모델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거나 아예 기존 ISD 모델이나 범주에서 벗어나 다른 접
근논리를 모색하자는 움직임이다(유영만, 2002; Wilson, Teslow & Osman-Jouchoux, 1995).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연구노력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기존 ISD 모델의 기본가정과
이론적 배경과는 전혀 다른 철학적 가정위에서 ISD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적용과정을
촉진시키자는 대안적 ISD 모델(alternative ISD model)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이다. 다른 하
나는 ISD라는 연구분야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전혀 다른 설계체제를 구상하자
는 급진적 탈-ISD 모델(beyond the ISD model)을 개발하자는 연구노력이다. 후자의 ISD는
이전의 ISD나 ISD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급진적 접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ISD
를 ‘instructional systems design 또는 development’를 지칭하지 않고 ‘imaginative structure for
design’을 지칭한다. 논의의 편의상 전자의 ISD 모델을 ISD 모델 라고 보고, 후자의 ISD
모델을 ISD 모델 이라고 명명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시켜 생각해볼 때 두 번
째 문제의식이 「약한 탈-ISD 모델」개발에 해당하고 세 번째 문제의식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강한 탈-ISD 모델」개발과 실천에 해당한다.
2

3

차세대 ISD 모델
우선 차세대 ISD 모델관련 연구노력은 기존 ISD 모델과 ISD 모델 실천 간에 왜 간
극이 발생하는지를 실제 ISD 모델을 실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연구를 통해서 밝
혀내는 노력이다. 실제 현장에서 ISD를 실천하는 활동은 ISD 이론 및 모형에 처방되어
있는 원리나 단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유영만, 1995,
1998; 송미영․이규영․유영만, 2007; 조현경․이규영․유영만, 2007; Andrews &
1)

Goodson, 1980; Cennamo & Kalk, 2005; Dorsey, Goodrum & Schwen, 1997; Hannum, 2005;
Osguthorpe, 2007; Reiss & Morley, 1993; Rowland, 1992; Silver, 2007; Tessmer & Wedman,
1990a, 1990b; Thiagaragan, 2004; Visscher-Voerman & Gustafson, 2004; Wedman & Tesse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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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는 ISD 모델 자체의 효용가치는 물론 ISD 모델의 현실적
합성 또는 실현가능성과 문화적 적실성에 대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ISD 모델의 실천적 적용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구자마다 연구결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ISD 모델과 ISD 현실간에 존재하는 간
극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디자이너의 경험과 전문성 수준, 수업체제설계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유형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적 맥락의 다양성과 역동성, 수업체제설
계자의 사고논리와 ISD 모델에 제시된 처방논리간 상이성(相異性), ISD 모델의 실천논
리와 ISD 모델이 적용되는 사회문화적 적실성의 차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Tessmer와 Wedman(1990a, 1990b)이 제안한 필요성에 따른 선택적 ISD 모델(Layer of
Necessity ISD Model)이다. 이 모델은 대부분의 ISD 실천가들이 ISD모델에 처방된 선형
적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ISD 모델의 단계적
절차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모델이다. 둘째, ISD 모델의 선형적
단계를 고수하지 말고 단계별 어느 정도 중첩성을 인정, 개발기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자는 속성 시제품 개발방법론(rapid prototyping)을 차용한 Tripp과
Bichelmeyer(1990) 그리고 Dorsey, Goodrum과 Schwen(1997)의 ISD 모델이다. 셋째, ISD 모
델의 실천적 적용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방적 절차를 제시하는
ISD 모델보다는 설계원리나 일종의 발견적 교수법(heuristics) 중심의 ISD 모델이 현실적
이라는 주장이다(Dills & Romiszowski, 1997; Silver, 2007). 이들의 공통점은 개발자․공급
자 중심적 ISD 모델이라기보다는 현장중심적․고객중심적 ISD 모델이라는 점이다. 정
형화된 ISD 모델의 단계적 절차를 따라가기보다는 상황적 요구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ISD 프로세스와 절차를 전개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에 의도하고자하는 수업설계 결
과를 창출하자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한 ISD 모델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ISD 모델(universal ISD model)이라기보다는 상황적 맥락성에 따라서 가변적․융
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구속적 ISD 모델(situation-specific ISD Model)이다. 이외에
도 학자마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van Merrienboer, Clark, 그리고 de Croock(2002)의 인
지과학 기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4C/ID-모델(four component instructional design
systems model)을 탈(脫)-ISD 모델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4C/ID-모델은 엄밀한 의미에서 탈-ISD 모델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복잡한 과제
해결과 복잡한 과제해결을 위한 학습결과의 전이 문제를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 ISD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ISD 모델의 체계성 및 효율성과 효과성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ISD 모델기반 실천적
199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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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결과가 자동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
ISD 모델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ISD 모델기반 실천적 적용결과의 효율성과 효
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ISD 모델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ISD 모델이 현장에 적용되어
의도하고자하는 변화가 일어났느냐의 여부로 ISD 모델의 존재이유와 실천적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안적 ISD 모델개발과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왜냐하면 대안적 ISD 모델 개발의 방향은 ISD 모델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역적 ISD 모델 개발보다 ISD 모델이 적용되는 현장과
의 사회문화적 적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귀납적 ISD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노력에
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납적 ISD 모델 개발방법은 근거이론적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Strauss & Corbin, 1996)을 통해 ISD 실천활동의 경험을 ISD 모델이나 ISD
이론으로 개발하는 소위 실천-모델-이론(practices-model-theory)의 귀납적 논리를 따르는
방법이다. 근거이론은 이론 구성의 출발점을 기존이론의 연역적 구성에서 시작하지 않
고 현장경험의 조직화․구조화를 통해 실천적 이론을 구성하는 방법이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 중심의 귀납적 ISD 모델 개발과정은 교사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적용되었던 실천연구(action research)와도 맥을 같이한다(Cochran-Smith, 1993). 실천연구과
정에서 교사들의 현장체험적 목소리가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수
로 반영된다. 같은 맥락에서 ISD 모델의 현실 적합성 또는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융복합시키는 ‘살아움직이는 실천’(living practices)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Osguthorpe, 2007; Osguthorpe & Osguthorpe, 2007). 근거이론 기
반 귀납적 ISD 모델 개발과정, 실천연구, 그리고 살아움직이는 실천활동은 모두
Wenger(1999)가 지적했던 이론과 실천의 이분법적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들
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론과 모델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적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호혜적 만남이다.
차세대 ISD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대표적인 이슈는 ISD 모델의 구체
성과 추상성, 설명과 이해, 보편성과 특수성, 기술과 처방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즉 ISD 모델을 특정 학습내용과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ISD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처방해주는 모델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
도록 추상적인 수준에서 ISD 모델이 적용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모
델이냐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의 ISD 모델은 이론과 거의 유사한 개념적 ISD
모델에 해당하고 후자는 구체적인 진행절차와 추진방법을 명세화한 처방적 ISD 모델
에 해당한다. 동일한 처방적 ISD 모델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는
수준의 처방적 ISD 모델이냐 아니면 ISD 모델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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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지에 대해 처방해주느냐에 따라 ISD 모델의 성격과 기능이 달라진다. ISD 모델
의 구체성과 추상성, 설명과 이해, 보편성과 특수성, 기술과 처방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ISD 모델 개발자의 문제의식, 이론적 배경, ISD 모델
의 활용목적과 적용영역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ISD 모델은 다르
게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차세대 ISD 모델은 최근 인지주의
심리학을 수용하면서 ISD 모델의 처방논리를 부분적으로 변화시켜 왔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Braden, 1997; Gordon & Zemke, 2000). 한 마디로 전통적인 ISD
모델의 수정․보완과 심화․확대를 통한 발전은 진화론적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발전적 성숙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초기 ISD 모델이 추구하는 전통을 고
수하고 있다(Silver, 2007; Willis, 1998). 심리학적․경영학적 이론적 배경의 변화는 ISD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되기보다는 부분적 개정이나 점진적 변화에 그쳤다는
Dills & Romiszowski(1997)의 주장은 이 점에서 ISD 모델의 진화론적 발전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대안적 ISD 모델 또는 「약한 탈-ISD 모델」
대안적 ISD 모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탈-ISD 모델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ISD의 필
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약한 탈-ISD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안적 ISD
모델은 이전의 ISD 모델이 주로 행동주의적 심리학과 실증주의적 철학에 근거해서 개
발된 ISD 모델과 다르게 구성주의적․해석학적 전통에 근거해서 개발된 모델들이다
(Wills, 1995, 1998). 대안적 ISD 모델에는 Willis(1995, 1998, 2000a, 2000b)의 구성주의적
학습이론과 해석적 과학철학에 근거해서 개발된 R2D2 모델(recursive and reflective design
and development Model), Cennamo, Abell과 Chung(1996)의 협상에 근거한 구성주의적 ISD
모델, Jonassen(1997)의 비구조적 문제상황에 적합한 ISD 모델, You(1994)의 혼돈이론적
ISD 모델과 연성체제이론에 근거해서 개발된 유영만(2002)의 체제-해석적 ISD 모델,
Schon(1983, 1987)의 성찰적 실천(reflection-in-action)과 실천적 성찰(reflection-on-action), Rogers
(2003)의 혁신의 보급(diffusion of innovation)이론과 유영만(2006c)의 지식생태학을 근간으
로 개발된 송미영․이규영․유영만(2007)의 생태학적 ISD 모델 (ecological-instructional
systems design & Development)’ 등이 포함된다. 대안적 ISD 모델은 기존 ISD 모델의 이
론적 배경인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실증주의적 경성체제이론(hard systems theory), 최적
의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합리적 설계관(design as optimization)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이
론적 패러다임을 근간으로 개발된다. 즉 대안적 ISD 모델은 심리학적․인식론적으로는
구성주의, 체제이론적으로는 현상학적․해석학적 연성체제이론(soft systems theory), 설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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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은 대화로서의 설계 패러다임(design as dialog)을 근간으로 개발된다.
유영만(1998)은 ISD 모델에 적용되는 이론적 관점과 수업체제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
에 따라 수업체제 I과 수업체제 II를 제안하고 있다. 수업체제 I은 행동주의나 인지주
의, 그리고 경성체제이론에 근거해서 사전에 설계해야 되는 객관적 실체이자 처방적
대상이다. 이에 비해서 수업체제 II는 구성주의와 연성체제이론에 근거해서 설계상황과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구성되는 주관성 구성체이자 간주관적 이해대상
이다. 수업체제에 대한 존재론적 가정의 차이는 수업체제를 설계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온다. 즉 수업체제에 대한 객관주의적 입장은 합리적 설계관을 채택해서 수업체제
를 설계하는 반면에, 수업체제에 대한 주관주의적 입장은 설계를 대화와 협상과정으로
인식하는 창발적 또는 상황구속적 설계관을 채택해서 수업체제를 설계한다. 전자의 설
계관은 설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대안 선정과정으로 보는 ‘최적화로서의 설계관'
이다. 반면에 후자의 설계관은 설계문제를 해결하는 창발적 대안을 찾아가는 ‘대화로
서의 설계관’(Tripp, 1991)이다. 대화로서의 설계는 디자이너와 디자인 되는 대상간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상황구속적(situation-specific), 수요자 중심적(user-centered) 설계 과정
을 강조한다. 설계 과정은 사전에 결정된 일정한 논리나 체계적인 과정에 기반하여 전
개되기보다 설계자와 설계 대상간의 상황적 융통성을 고려하면서 설계자의 창발적 상
상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설계관이다. 따라서 대화로서의 설계관은 심리학적으로는
구성주의, 체제이론적․방법론적으로는 현상학적․해석학적 관점을 선호한다. 마지막
으로 ‘비판적 성찰로서의 설계’(design as critical reflection)는 특정 시대,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설계방식으로 표출된 특정한 디자인 성과물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
었는지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시도한다. 비판적 성찰로서의 설계는 설계를 특정
시대의 사회적 관심과 역사적 맥락성을 반영하는 사회역사적 활동으로 본다. 특히 설
계에 대한 이 관점은 설계활동이 어떤 관심과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
면서 설계는 단순히 설계자 개인의 창조적 상상력이 반영되는 독립적 활동이 아님을
강조한다.
한편 Visscher-Voerman과 Gustafson(2004)는 모더니즘, 비판이론, 실용주의, 포스트모더
니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ISD 관련 설계 패러다임을 도구적 패러다임(instrumental
paradigm),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communicative paradigm), 실용주의적 패러다임(pragmatic
paradigm), 예술적 패러다임(artistic paradigm)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술적 합리성
(technical rationality)을 중시하는 도구적 설계 패러다임은 설계를 사전에 명세화된 구체
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해결대안을 선정,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으로 해석한
다. 둘째,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중시하는 커뮤니케이션 설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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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은 설계과정을 설계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대화와 협상과정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실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설계 패러다임에서 설계과정은 현실적
합성이나 실천적 가치를 판정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찰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예
술적 설계 패러다임에 따르면 설계과정은 사전에 계획될 수 없으며 일정한 시계열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예술적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설
계과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창조적 해석, 성찰적 반추, 그리고 창발적 대응을 강조
하는 상황대응적 가치판단의 과정이다. 설계를 합리적 관점과 창의적 관점(Rowland,
1992, 1993; Rowland, Fixl & Yung, 1992; Rowland, Parra & Basnet, 1994), 최적화로서의 설
계와 대화로서의 설계(Tripp, 1991)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도구적 설계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설계활동은 예술적 창작활동을 지향하는 설계, 예를 들면 설계에 대한 창의
적 관점과 대화로서의 설계관점과 대조되는 합리적 설계관점과 최적화로서의 설계관
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설계에 대한 창의적 관점, 대화로서의 설계, 그리고 예술적
설계패러다임은 공통적으로 설계자의 창조적 상상력과 이를 구현시키는 창발적 설계
활동의 질적 수준에 따라 설계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ISD 교재(Dick, Carey & Carey, 2005; Gagne & Briggs & Wager, 1992; Kemp, Morrison &
Ross, 1994; Romiszowski, 1981; Rothwell & Kazanas, 1992; Smith & Ragan, 2005)의 설계방
법을 논의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도구적 설계 패러다임에 따라 단계적 절차를 처방하
고 있다.
「

」

3. 급진적 ISD 모델 또는 강한 탈-ISD 모델 (ISD 모델3)

「강한 탈-ISD 모델」은 기존의 ISD 모델개발과 실천적 적용노력을 넘어서는(beyond
the ISD) ISD 모델이다. 「강한 탈-ISD 모델」에 따르면 기존 ISD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 또는 딜레마적 문제상황은 ISD 내부적 시각으로 해결되거나 극
복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나아가「강한 탈-ISD 모델」은 ISD 개념에 대한 근본적 재
개념화와 문제의 재설정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강한 탈-ISD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
력은 ISD 모델의 존재이유와 추구하는 목적을 원점에서 재고해보자는 시도다. 이런 문
제의식은 그 동안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각적으로 전개된 ISD 모델의 정교화작업
과 ISD 모델을 적용하여 효율적․효과적인 교육적 해결대안을 규명하려는 그간의 노
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강한 탈-ISD 모델」이 추진하
려는 전략은 내부적 ISD 관점보다 외부적 ISD 관점에서 ‘ISD 모델 낯설게 하기’다. ISD
모델의 문제를 내부자적 ISD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거
- 247 -

유영만(2008)

<표 1> 차세대 ISD 모델, 약한 탈-ISD 모델, 강한 탈-ISD 모델의 비교
차세대 ISD 모델
(ISD 모델 )

구분

1

이론적
근거와
철학적
배경

-

행동주의, 인지주의
실증주의적 경성체제
이론

왜 ISD 이론-모델-실천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가?
기존 ISD 모델의 기본
입장과 가정의 유지와 실천적
방향 적용 가능성을 제고시
키는 ‘진화론적’ ISD
ISD 모델의 현실적용
목적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적실성 제고
목적이 구분되
적합한 수단과
는구조화된
문제와 한
문제 및 가지 답이 존재하는
답의 유형 답(正答)의 추구 정
모델링에 실증주의적
대한 관점 상응성 모델링 관점
문제
의식

합리적․체계적 설계관
- 최적화로서의 설계관

설계관

-

대표적

-

ISD

모델
주요
이슈

선택적(layers of necessity)
ISD 모델
- 속성 시제품(rapid
prototyping) 개발방법
ISD 모델의 구체성과
추상성, 기술과 처방,
설명과 이해, 보편성과
특수성

「약한 탈-ISD 모델」
「강한 탈-ISD 모델」
(ISD 모델 )
(ISD 모델 )
- 구성주의
- 통섭
- 현상학적․해석학적
-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
연성체제이론
- 차이의 철학
- 비판적 체제이론
- 데페이즈망
- 생태학
- Web 2.0
설계대상의 존재론적 성격 과연 ISD 모델은 앞으로
에 적합한 대안적 ISD 모 계속 필요하며, 여전히 유
델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효한가?
ISD 모델의 효용가치를 인
ISD 모델의 효용 가치와
정하면서 ‘대안적’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ISD 모델 추구
‘급진적’ ISD 모델
수업체제의 존재론적 속성 ISD 모델에 대한 근본적
의 차이에 상응하는 대안 재개념화를 통한 새로운
적 ISD 실천논리 개발
가능성 탐색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구조화된 문제 또는
복잡한 문제와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현답(賢答)의 추
구
현상학적․해석학적
창조적 상상력기반
적합성 모델링 관점
창발적 모델링
- 창발적․상황구속적
- 집단 창의성 기반
설계관
개방적 설계관
- 대화로서의 설계관
- 탈경계적․노마드적
- 비판적 성찰로서의 설계관 설계관
- R2D2 모델
- 구성주의적 ISD 모델
-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체제․해석적 ISD 모델
- 생태학적 ISD 모델
위한 상상력 촉발
기존 ISD 모델의 한계와 설계를
구조
(ISD:
Imaginative
문제점 극복 방안
Structure for Design) 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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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까지 처방해온 해결대안을 넘어설 수 없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까
지 고민했던 심각한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보거나 기존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
았던 평범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차세대 ISD 모델, 대안적 「약한 탈-ISD 모델」, 급진적「강한 탈
-ISD 모델」을 요약정리하면서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강한 탈-ISD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섯 가지 이론
적․방법론적 접근논리를 차용한다. 첫째, Wilson(1998)의 통섭 (統攝, consilience)을 활용
하여 간학문적․다학문적 접근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Wilson의 통섭을
활용하여 ISD의 학문적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심리학, 체제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설계과학 및 예술 이외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상상력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를 끌어 들인다. 이런 점에서 통섭은 「강한 탈-ISD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이
론적․방법론적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촉매제다. 둘째, 재개념화된 ISD(imaginative
structure for design)가 함의하고 있는 설계를 위한 상상력 기반 구조와 메커니즘을 구현
하기 위해 Durand(1992)의 상상력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차용한다. Durand은 이성의 발
달도 상상력의 활동 위에서 가능함을 주장한 Bachelard(1988)의 관점을 기반으로 ‘상상
력의 인류학적 구조들’을 구축한다. 셋째, 「강한 탈-ISD 모델」은 Deleuze와 Guattari
(1972)의 차이의 철학과 탈경계적 이동의 상상력을 활용한다. 이들을 통해 끊임없이 변
형․생성되는 노마드적 탈주(脫走)와 모순되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수용하는 양자
병립적(兩者竝立的) 사고를 「강한 탈-ISD 모델」 구상에 활용한다. 넷째, 벨기에의 초
현실주의 화가, Magritte의 데페이즈망(depaysement) 방법 또는 위치전위법(位置轉位法)
을 도입한다. 데페이즈망 방법은 이미지의 낯선 결합과 배치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함
으로써「강한 탈-ISD 모델」이 중시하는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활용한다. 마
지막으로「강한 탈-ISD 모델」을 통한 대안적 지식창조 및 공유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Web 2.0의 논의를 활용한다.
3)

4)

학문간 경계와 벽을 허물고 학문적 접근간에 흐르는 지식의 큰 흐름을 잡아서 개별학문의 독
립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탐구의 길을 열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학문을
생물학 중심으로 통섭하자는 Wilson의 시도는 또 다른 환원론적 시도라고 볼 수 있기에 이점
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4) 데페이즈망 방법이란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요
소들을 동일한 화폭에 결합시키거나, 어떤 오브제를 전혀 엉뚱한 환경에 위치시켜 시각적 충
격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이다. 한 마디로 늘 익숙하게 접했던 것을 낯설게 조합하거
나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결함함으로써 당혹감과 충격, 놀라움과 신비감을 주는 초현실
주의적 화법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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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5가지 대안적 이론적 관점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ISD 모델과는 다른「강한
탈-ISD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구상해본다. 우선「강한 탈-ISD 모델」은 imaginative
structure for design으로 재개념화된 ISD를 구현하기 위해 Bachelard와 Durand의 인류학적
상상력, Deleuze와 Guattari의 탈경계적 이동의 상상력, Magritte의 데페이즈망 방법을 활
용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두 번째로 「강한 탈-ISD 모델」은 Wilson의 통섭
적 접근을 통해 ISD 연구 분야 내외부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마지막으
로 Web 2.0이 지향하는 집단지성과 공유지 (共有知, 公有知, 共有地)를 통해 지식을 창
조하고 활용하며 공유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첫째, Wilson(1998)의 통섭을 통한 전혀 다른 ISD 모델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는
노력이다. 통섭은 한 마디로 지식의 대통합(the unity of knowledge)을 지칭하는 말로,
‘jumping together’, 즉 ‘더불어 넘나듦’,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서로 다른 현상들로부터 도
출되는 귀납적 지식들이 나무의 줄기를 근간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하나의 축에
맞물려 발효와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융복합되는 현상‘이다(유영만, 2006a; 최재천,
2007). 융합(fusion, convergence)이 여러 재료들이 혼합되어 있는 ‘비빔밥’이라면 통섭은
그 재료들이 발효와 숙성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맛이 창출되는 ‘김치’나 ‘장’에 비유
될 수 있다(최재천, 2007). 차세대 ISD 모델 또는 대안적 ISD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
양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접근논리가 기존 ISD 모델을 중심으로 융복합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연구노력들이 통섭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기존 ISD 시각을 중
심으로 다른 이론과 접근을 접목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안적 ISD 모델
개발 노력은 ISD를 중심에 두고 다른 이론적․방법론적 관점과 접근을 주변부에 위치
시키고 흡수․통합하려는 접근이었다. 예를 들면 속성시제품 개발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차용하여 ISD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상황대응적 ISD 모델(layers of necessity model) 역시 전통적인 ISD 모델이
직면하고 있는 시간적 압박과 현실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ISD 모델의 실천
논리를 변화시킨 수정․보완 버전에 불과하다. 나아가 ISD 모델의 기본철학과 가정을
중심에 두고 대안적 이론을 주변부로 불러들여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했던 대안적 ISD
모델 역시 통섭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ISD 모델개발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통섭한다는 의미는 우선 ISD라는 개념
5)

5)

공유지라는 말은 김국현(2006)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개념으로서 creativecommons.or.kr이 주창하
는 특정 저작권에 대한 공동소유권에서 유래된 말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전세계에서 만
들어지는 다양한 콘텐츠의 가치를 개방하고, 이 싸이트에서 검색되어 합법적으로 재활용․공유
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조를 위한 공동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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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고 있는 ‘수업체제 설계 및 개발’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파괴한다는
뜻이다. 통섭은 이미 구획되어진 학문적 경계의 넘나들기와 다른 학문분야와의 이종교
배나 잡종교배를 통해서 단일 학문분야로 가질 수 없는 셜명력과 이해력을 제고시키
자는 노력이다. 통섭적 ISD 모델은 ISD를 전혀 다른 의미로 재개념화시키고, 기존 ISD
모델의 기본 가정과 실천논리를 중심부에서 주변부화 시키는 노력의 결과 탄생되는
모델이다. 통섭을 활용하는「강한 탈-ISD 모델」은 지식의 큰 줄기(統)를 잡기(攝) 위해
간학문적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나 학문적 융복합(academic convergence)을 넘어서는
학제 변화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을 지향한다. 학문적 관점간 발효와 숙성을
거쳐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노력을 통해 통섭의 꽃이 필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섭은 분과학문별 배타적 전공영역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탐구결과를 이론화시키려
는 기존의 ’교육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의 현상 또는 탐구대상으로서의 ’교육
현상‘은 다양한 문제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복잡계(complex systems)다. 복잡
계로서의 교육현상은 복잡성(complexity)은 물론 애매모호성(ambiguity), 역동성(dynamics),
창발성, 개성기술적 특수성(idiosyncratic particularity)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
문이 통섭될 때 비로소 그 정체성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다. 통섭적 ISD 모델은 ‘새로
운’ ISD 모델과 ‘대안적’ ISD 모델이 넘어설 수 없는 내재적 한계와 문제점을 통섭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찾자는 노력이다.
둘째, 「강한 탈-ISD 모델」은 20세기의 ‘코페르니쿠스적 상상력’이라고 논의(홍명희,
2005)되는 상상력의 거장, Bachelard(1988)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 차세대 ISD 모델
과 「약한 탈-ISD 모델」은 모두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구문명의 객관적 과학의 세
계위에 정초했던 ISD 모델이다. 반면에 「강한 탈-ISD 모델」은 그동안 비합리적이라는
명목으로 합리적 이성작용의 장애요인이나 방해물로 취급받았던 인간의 주관적 상상
력을 중시하는 급진적 ISD 모델이다. 거짓과 오류, 백해무익하고 제거되어야 할 정신
활동으로 간주되던 인간의 상상력은 Bachelard에 이르러 이성의 종속물에서 이성발달을
촉진시키는 주체적 인식활동으로 부각된다(홍명희, 2005). 「강한 탈-ISD 모델」은 이제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학습기반 구조나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ISD 모
델로 재탄생된다. 이전의 ISD 모델은 지식의 위계적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학
습자 개인의 지적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전략을 설계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이와는 다르게 「강한 탈-ISD 모델」은 설계를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
시키는 감성적 논리 (emotional logic)(김영세, 2005)로 규정한다. 나아가 「강한 탈-ISD
6)

6)

논리적 감성(logical emotion)이라고 하지 않고 감성적 논리(emotional logic)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기존의 ISD가 논리적 이성을 앞세운 나머지 학습자의 감정이나 감성을 억압해야 될 병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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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강한 탈-ISD
모델」은 지식의 논리적 위계성에 근거해서 개념이해 및 원리의 습득만을 강조하는 수
준을 넘어선다. 오히려 「강한 탈-ISD 모델」은 지식에 담겨진 감성적 느낌과 열정, 창
조적 상상력과 창발적 사고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 구조와 메커니즘을 설계하
고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이렇게 되면 「강한 탈-ISD 모델」은 단위수업을 설계하는 접근방법에서 예술작품을
설계하는 모든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그 범위와 깊이를 확산․심화시킬 수 있게 된다.
교육공학의 관심대상인 수업현상이든 예술가 관심대상인 창작활동이든 창조적 상상력
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반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더욱이
ISD가 ’imaginative structure for design‘으로 재개념화 된다면 인간 학습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교육공학 안에 존재하는 ISD를 넘어설 수 있다. 재개념화된 ISD는 상상력의
인류학적 구조를 건설하려는 Durand(1992)의 이론적 노력과 만나게 된다. Durand은
Bachelard의 코페르니쿠스적 상상력을 더욱 발전시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거대한 인
식의 체계, 즉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를 구축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Durand은 자유
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상상력’과 일정한 틀을 갖춘 ‘구조’라는 개념을 결합시켜 ‘상상
계의 인류학적 구조들’이라는 개념을 창안한다.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을 통해
Durand은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커다란 축을 중심으
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틀(불변하는 원형적 요소들의 구조들)을 세우되 그
것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변화(변화의 요인과 양상들)되는가를 동시에 고찰한다(진형준,
2007). 그는 단수의 ‘구조’가 아니라 복수의 ‘구조들’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자신이 제시
한 상상계의 틀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상상력은 무한하지만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
들’을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도 몇 가지 원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Durand의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을 통해서 「강한 탈-ISD 모델」은 창조적 상상력을 촉진시
킬 수 있는 상상력 기반 구조와 메카니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강한 탈-ISD 모델」은 Bachelard와 Durand의 상상력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기능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즉 뜨거운 가슴이 동반되지 않는 차가운 머리
만 활용하는 ISD와 이런 ISD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학습활동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생각을 의미하는 한자
‘思’도 ‘田 + 心’의 합성어인데 앞단의 ‘田’은 ‘밭’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숨골, 즉 논리적
이성을 의미하고 뒷단의 ‘心’은 감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마음과 감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논리적 이성만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은
온전한 생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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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 있는 Deleuze와 Guattari(1968, 1972)의 차이의 철학과 탈경계적 이동의 상상력
을 끌어 들인다. 니체주의자인 철학자 Deleuze와 맑스주의자인 정신의학자 Guattari의
합작품 중에서 ‘차이와 반복’과 ‘앙티 오이디푸스’ 두 권의 저작물을「강한 탈-ISD 모
델」의 이론적 근간으로 활용한다. 우선 Deleuze와 Guattari가 이야기하는 차이의 본질
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내야 할 무엇이며, 있는 그
대로 보존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변이함으로써 생성되는 무엇”
(이진경, 2006, p.401에서 재인용)이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용인하거나 관
용을 베푼다고 해서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 타자와의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은 나와 다른 것을 만나면 나를 다른 것으로 변이하여 또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방법
이다. 즉 타자와의 다름을 나와 동일하게 만들어 하나로 통일시키는 획일화의 방법과
동일성의 그물로 포섭하고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 남과 다른 특이성을 포
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의 철학은 나의 차이를 우월한 위치에 점유시키고 타인의
차이를 나의 차이로 끌어 들이는 동일성의 철학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차이의 철
학은 나와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내가 다른 무엇으로 변이하여 나 자신에 대해 차이
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이진경, 2006). 이러한 차이의 개념이 「강한 탈-ISD
모델」에 주는 시사점은 체계성,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체계적이고 비효율
적이며 비효과적인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차이를 부정하
는 동일자의 사유, 동일성의 철학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ISD 모델은 학습
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요구를 분석하여 학습자 적응지형적 수업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Dick, 1995a, 1995b; Gagne, Briggs, & Wager, 1992). 하지만 전통적 ISD 모델은 학습목표
에 근거한 평가기준의 잣대로 모든 학습자를 동일성의 잣대로 차이를 제거하는 노력
을 전개해왔다(Davies, 1991; Rowland, 1995).
「강한 탈-ISD 모델」은 시작과 끝의 완결성보다 끊임없이 진행 중인 다른 곳으로
의 떠남과 낯선 곳으로의 도전을 장려한다. 즉 「강한 탈-ISD 모델」은 정주(定住)보다
는 탈주, 고정보다는 변화, 멈춤보다는 이동, 질서보다는 혼돈, 순수보다는 잡종, 획일
과 같음보다는 다름과 차이를 추구하면서 낯선 타자와의 뒤섞임과 놀라움을 중시한다.
따라서 「강한 탈-ISD 모델」은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의 새로운 가능성과 창조성
을 향해 편안한 ‘여기’에 안주하기보다 불편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저
기’를 향해 끊임없이 이동한다. 여기서 이동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이동도 포함하지
만 학문적 체계간에 존재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이며, 생각과 생각 사이에 존재하
는 벽을 넘어서는 이동이다. 이러한 이동을 통해 「강한 탈-ISD 모델」은 경계와 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그 차이가 만들어가는 관계의 다양성에 주목한다. 관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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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 주목하는 「강한 탈-ISD 모델」은 화이부동(和而不同)의 세계를 추구한다. 합리
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것,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강한 탈-ISD 모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적(兩者擇一
的)인 선형적 사고(either-or)보다는 모순되는 두 개의 ‘이것과 저것’(both-and) 모두를 포
용하는 양자병립적(兩者竝立的)인 순환적인 사고(이어령, 2006)를 추구한다. 「강한 탈
-ISD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은 창조적 상상력과 창발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강한 탈-ISD 모델」은 탈경계적 이동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 촉발 기반
구조와 메카니즘을 설계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강한 탈-ISD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네 번째 노력은 Magritte의
데페이즈망 방법 또는 위치전위법에 찾을 수 있다. 데페이즈망 기법은 다양한 방법으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데페이즈망 방법에는 어떤 사물을 원래 있던 환경에서 떼어
내 엉뚱한 곳에 갖다놓는 ‘고립’, 독수리를 돌의 재질과 같이 변형시키는 식으로 사물
이 가진 성질 가운데 하나를 바꾸는 '변경', 성채와 나무 밑 둥을 결합하는 식의 '사물
의 잡종화', 작은 사물을 엄청난 크기로 확대하는 식의 ‘크기의 변화’,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물을 나란히 붙여놓는 ‘이상한 만남’, 두 사물을 하나의 이미지로 응축
하는 ‘이미지의 중첩’,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물이 한 그림 안에 존재하는 ‘패러독
스’ 등이 포함된다(진중권, 2003).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이성에 의해 속
박되지 않는 상상력의 세계를 회복시키고 인간정신을 해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는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은 21세기적 하이브리드 문화로 새롭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21세기적 하이브리드 문화는 선험적으로 미리 계획되고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21세기적 하이브리드 문화는 익숙함과 낯설음을 함께 보여줌과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따로 또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면서 끝없는 상상력의 변주를 중시한다(조윤
경, 2006). 이러한 초현실주의적․하이브리드적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강한 탈
-ISD 모델」은 기존 지식의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체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넘어선다. 데페이즈망 방법을 활용하는「강한 탈-ISD 모
델」은 인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학습기반 구조 설계와 개발에
7)

에 있어서 탈주란 기존의 배치 안에서 정해진 것, 고정된 것, 강제되는 것에
서 ‘벗어나 달리는 것’이고,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나 방법을
창안하기 위해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기존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탈주는 낡은 것의 파괴와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창조하는 긍정(이진경, 2006에서 재인용)이라는 점에서 Magritte의 데페이즈망
기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7) Deleuze & Guatt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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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한다. 「강한 탈-ISD 모델」이 지향하는 창조의 메커니즘은 기존의 권위적 전문성
이 그어 놓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차별과 대립, 타자에 대한 증오와 편가르기
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 「강한 탈-ISD 모델」은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을 융합시키는 잡종적 사고(홍성욱, 1998, 2003)와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조
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강한 탈-ISD 모델」은 ISD 모델의 기본 가정과 ISD 모델하면 떠오르는 고정된 이미
지를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지(未知)의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들인다. 이를 통해 「강한 탈-ISD 모델」은 비현실적인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강한 탈-ISD
모델」은 ISD 모델을 예술적 창작과정을 안내하는 일종의 발견적 교수법(heuristics)으로
활용하거나 ‘사물의 잡종화’ 방법을 구현하는 사고양식으로 활용한다. 데페이즈망 방법
을 활용하는 「강한 탈-ISD 모델」은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물을 나란히 붙여놓
는 ‘이상한 만남’과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을 촉발시키는데 주력한다.
나아가 「강한 탈-ISD 모델」은 전통적인 ISD 모델이 수용하지 않은 이론적 관점 및
방법론적 대안, 전혀 융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이상의 이론적 관점을 통섭
시켜 새로운 욕망과 학습경험을 유발하는데 주력한다.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
는 지향성에 비추어 볼 때, 재개념화된 ISD는 학습자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수업
체제를 설계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오히려 「강한 탈-ISD 모델」은 대상이나 현상과 사
물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배치하거나 이들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융합함으로써 학
습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색다른 방법을 강조한다. Deleuze와 Guattari
(1972)는 ‘욕망은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을 생산한다. 여
기서 욕망이란 ‘나’라는 주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만나는 것들과의 관계
에 속한다(이진경, 2006에서 재인용). Deleuze와 Guattari(1972)의 욕망이론을 활용하는
「강한 탈-ISD 모델」은 학습자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학습자와 만나는 배치를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강한 탈-ISD 모델」은 사물간에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가 학습자의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이질적인 학습경험을 창출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강한 탈-ISD 모델」은 Web 2.0이 추구하는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
와 협력을 강조한다(김국현, 1996; Tapscott & Williams, 1996). 「강한 탈-ISD 모델」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습자원을 공동으로 창조(co-creation)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일종의 공유지를 마련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강한 탈-ISD 모델」은 학습자
개개인의 독창성(獨創性)보다 공동의 창조성, 즉 집단 창의성을 의미하는 협창성(協創
性)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제도와 시스템, 문화적 토양을 조성하는데 주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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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eb 2.0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나 ‘대중의 지혜’를 중시한다. 이를 근간
으로 Web 2.0은 학습자들의 조직학습 과정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솔루션
개발과 활용과정을 촉진한다. 집단지성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를 대변하는 말이다(Levy, 1994). 한
마디로 집단지성은 한 사람의 전문성보다 대중의 집단적 지혜가 똑똑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지성은 지식·정보의 생산자가 따로 없고 그 수혜자 역시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
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집단지성을 중시하는 Web 2.0에 따르면 지식은 생산하는 사
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과 독립성을 가진 학습자, 그리고 집단지성을 취합하고 합의된 의견과 평가기준에 따
라 지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보다 대중적 의견에 편
승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학
습자가 허심탄회하게 피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때 '대중의 지혜'가 발현
될 수 있다.
Web 2.0이 추구하는 집단 지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의 절대적 권위는 무너지고 특
정 소수의 전문가가 지식을 창조하고 학습자는 소비하는 방식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
게 된다. 또한 수업 설계자와 SME가 공동으로 개발한 학습내용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될 절대적인 학습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Web 2.0의 참여와 개
방, 공유와 협력의 철학은 학습활동을 통한 깨달음과 교훈, 현장적용 사례나 다른 학
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 수업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규명된 초기
학습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Web 2.0을 근간으로 전개되는 학
습활동에서는 지식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중심부 지식이 주변부 지식으로, 주변부
지식이 중심부 지식으로 순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
존 지식은 부단히 재통합, 재편집, 재형성되는 변성(變成)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 생산자의 의도와 체험이 타인의 지식과 교차 침투하여 지식 생산자와 소비자 모
두의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과 협동적 인지과정(collective cognition)을 촉진한다. 집
단지성에 비추어 볼 때 배움은 타자 세계 속으로의 들어감이다. 배움으로써 사유하는
주체는 끊임없이 이방인의 낯설음을 자신에게로 끌어 들이는 과정을 통해 타자가 자
아로, 다시 자아가 타자로 변신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이다(Levy, 1994). 집단 지성
을 활용하는 「강한 탈-ISD 모델」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적 노하우와
의견을 다른 학습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위키디피아(wikidipia)식 집단적 지식창조와
공유방법을 중시한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강한 탈-ISD 모델」은 학습자들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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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 상상력, 즉 함께 더불어 상상하는 공상(共想)을 통해 개개인의 상상력이 하나의
씨줄과 날줄로 직조(織造)되는 상상력의 인류학적 구조와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Ⅲ. 「강한 탈-ISD 모델」의 미래 전망과 발전과제
멀리 달아난 마음을 되찾아 와서 고인 시간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때 불기둥
같은 에너지가 솟아난다. 세상은 한꺼번에 눈부시게 변화한다”(정민, 2007, p.70).
“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는 미래의 ISD 모델은 이전의 차세대 ISD 모델과 대
안적 ISD 모델을 넘어서는 급진적 모델이다. 여기서는 이진경(2006)의 논점을 근간으로
세 가지 수준의 ISD 넘어서기를 제시한다. 첫 번째 넘어서기는 당시의 지배적인 어떤
사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넘어 선다’는 말은 어떤 ‘발전’이나 ‘진화’를 뜻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헤겔 철학이 칸트 철학을 넘어섰다고 해서 헤겔철학이 반드시 칸트
철학보다 발전되었다거나 진화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탈-ISD
모델」이 기존의 ISD 모델보다 발전되었다거나 진화되었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
에 첫 번째 ‘넘어서기’는 앞선 ISD 모델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두
번째 ‘넘어서기’는 이전의 사상적 흐름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강한 탈-ISD
모델」은 이전의 ISD 모델에 대한 논의의 방식과 대안적 ISD 모델을 넘어서는 것이다.
「강한 탈-ISD 모델」이 기존의 전통적인 ISD 모델을 넘어선다고 할 때, 이전의 ISD 모
델과 구별되는 ISD 모델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과 접근방식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넘어서기’는 ISD 모델에 대한 다수의 학자들의 관점과 접근논리
를 포괄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넘어 선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를 지배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개개의 사상뿐만
아니라 흐름들을 묶는 하나의 사고방식 있다고 볼 때, 철학이 무엇을 넘어선다는 의미
는 이런 시대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중세철학을 넘어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강한 탈-ISD 모델」은 근대적 ISD 모델을 넘어서서 포
스트모던 ISD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의 이정표이자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는 미래의 ISD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ISD 모델을
우선적으로 재개념화시킬 필요가 있다. 「강한 탈-ISD 모델」은 모델을 실재의 정확한
재현이나 표상을 통한 최적화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강한 탈-ISD 모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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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델은 실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즉 간주관적 합의(intersubjective consensus)를
통해 구성되는 주관적 구성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강한 탈-ISD 모델」에서 모델링
과정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단한 학습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강
한 탈-ISD 모델」은 ISD 모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를 처방해주는 흐름
도(flow chart)나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처방적 매뉴얼로 생각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한 탈-ISD 모델」을 통해서 촉진하고자하는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은 일정한 단계적 절차나 처방적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육성되는 능력
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한 탈-ISD 모델」은 ISD 모델을 다양하고 역동적인 상
황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설계자의 인지적 기반(mental schema)(Nelson, Magliaro,
& Sherman, 1988)이나 사고양식(Broadbent, 2002) 또는 발견적 교수법(Osguthorpe &
Osguthorpe, 2007)이라고 이해한다.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강한 탈-ISD 모델」은
하나의 정형화된 체계적 절차와 프로세스로 제시되는 절차적 모델이라기보다 이론과
거의 유사한 개념적 모델이다. 본 연구는 개념적 모델로서의 「강한 탈-ISD 모델」에
대한 철학적 가정과 이론적 당위성을 논의하는 것에 한정하고, 개념적 「강한 탈-ISD
모델」의 모습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설계자의 인지적 기반이나 사고양식 또는 발견적 교수법의 의미로 제시되는 「강한
탈-ISD 모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그 모습
을 구상해본다. 첫째, 학습자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창조의 원천을 북돋우는 「감성적
ISD 모델」(emotional ISD model), 둘째, 재구성적 해체와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창조적 ISD 모델」(creative ISD model), 마지막으로 혼돈이론과 복잡성 과학 기반 ISD
모델을 지향하는 「복잡한 ISD 모델」(complex ISD model)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강한
탈-ISD 모델」의 세 가지 모습을 구상하면서 이것이 추구하는 미래의 ISD 모델과 관련
된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
는 미래의 ISD 모델은 E=MC 으로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E’는 ‘감성적
몰입’(emotional & engagement), ‘M’은 ‘창조적 상상력 촉발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과 학
습활동 촉진을 위한 최소 초기 조건의 마련‘(mechanism & minimalist), ’C‘는 ’혼돈 복잡
계(chaotic & complex)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학습활동을 비판적으로 논의’(creative &
critical)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는 미래의 ISD 모델은 단
순 인과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complex) 의미구조와 관계망이 혼돈(chaotic)스럽
게 얽혀있는 복잡계를 독창적(creative)으로 설계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를 통해 「강한
탈-ISD 모델」은 이전 ISD 모델이 제공해줄 수 없었던 감성적(emotional) 학습 또는 창작
경험 및 몰입(engagement)과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반구조 또는 기제(mechanis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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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최소한의 요건(minimalist)을 담고 있다. 여기서 혼돈복잡계 (chaocomplex systems)는 학
습자의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학습과정, 학습활동, 또는 학습무대를 의미하며,
창조성은 학습무대로서의 복잡계를 독창적으로 설계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여
기에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일종의 기제(mechanism)로서 최소주의(minimalism)는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는 ISD 모델의 설계원리를 지칭한다.
우선 「강한 탈-ISD 모델」은 논리적 이성을 중심으로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ISD 모델을 단순히 감성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감성적
ISD 모델은 모든 앎의 출발점은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출발하며 앎 이전
에 느낌이 앞선다는 감성적 인식론(emotional epistemology)에 근거한다. 따뜻한 관심과
가슴이 동반되지 않는 논리적 이성중심의 기존 ISD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에
게 감동을 주는 전략적 수단임을 간과해왔다. 또한 감성적 ISD 모델은 설계는 감성적
논리(emotional logic)라는 김영세(2005)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감성 없는 논리적 설계
는 설득력과 호소력을 지닐 수 없으며, 논리 없는 감성적 설계는 설계의 정당성과 설
명력을 상실할 수 있다. 감수성은 인간 학습자가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해 갖는 가장 원
초적이며 정직한 느낌이다. 감성은 이제까지 이성의 시녀로서 감추어야 될 변덕스러운
주관적인 감정으로 치부되어 왔다. 즐거운 학습(working fun)보다 열심히 하는 학습
(working hard)에 익숙해진 기성세대의 학습관이 기존의 논리적 이성중심의 ISD 모델을
정당화시키는 장본인으로 작용해왔다. 감성적 ISD 모델은 또한 즐겁고 유익한 학습을
추구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에 헌신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몰입기제
조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학습자의 몰입여부는 학습자 자신의 내재적 동기유발
을 위한 독립적 처방보다는 학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기반 조성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감성적 ISD 모델」은 창조적 상상력을 촉진
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강한 탈-ISD 모델」의 목적과 맥
을 같이하고 있다. 「강한 탈-ISD 모델」은 창조적 상상력은 체계절 절차나 처방적 매
뉴얼에서 나오기 보다 설계의 예술성에서 유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성적 ISD 모
델」은 「강한 탈-ISD 모델」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으로 두 번째 논의될 「창조적 ISD
모델」로 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창조적 ISD 모델」은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공상(共想)과 협창성(協創性)이
촉진될 수 있는 학습무대를 설계하는데 역점을 둔다. 여기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
어 내는 활동이 아니다. 창조는 같은 장르끼리의 넘나듦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장르의
8)

8)

최창현

은 아예 혼돈이론과 복잡성 과학을 통합하여 Chaos와 Complexity의 복합어인
라는 말을 원용하면서 혼돈복잡적응체제라는 신조어를 활용하고 있다.

(2005)
'Chao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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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들이 이미 있는 것들과의 새로운 융합을 추구하는 탈경계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조윤경, 2006). 이런 점에서 창조는 기존의 것들을 남과 다른 방식으로 둘
이상의 상이한 요소들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전통적으로 ISD의 ‘D’가 ‘설계’(design)를
의미하면서도 기존의 ISD 모델이 설계의 본질인 상상력과 창조성이 발현되는 설계활
동을 촉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강한 탈-ISD 모델」은 체계적인 절차와 합
리적 규칙, 엄격한 절차와 처방적 논리를 중시하는 선형적 형식논리 속에서는 창조적
상상력이 싹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의 상상과 창조는 정해진 규칙과 논
리를 따라가는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 상상과 창조는 익숙해진 방식을 낯설게 하거나
자유로운 발상에서 시작된다. 이것과 저것의 양자택일 논리보다는 이것과 저것을 동시
에 끌어안는 양자병립적 패러독스 속에서 창조의 꽃은 핀다. 중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음악·미술·철학가 등 다방면의 예술가·학자를 모아 공동작업을 후원하자 문화
의 창조 역량이 커져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됐다는 메디치 효과(Medici effect)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Johansson, 2004).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교차지점에서 서로 다른 분
야의 역량이 합쳐지면 상상은 날개를 펼치고 창조는 시작된다. 「강한 탈-ISD 모델」은
이미 입증된 ISD의 처방논리에 안주하기보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뛰
어넘기 위한 일종의 “다시 상상하라(Re-imagine)!”는 Peters(2003)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결국 「창조적 ISD 모델」은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자 이상
적인 목적지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ISD 모델」은 ISD 모델을 통해서 설계하고 개발해야 될 일종의
학습무대다. 전통적인 ISD 모델은 주로 공식적인 제도교육 상황에서 운영되는 교육과
정을 개발하거나 교육체계를 수립할 때 적용되었다. 반면에 「강한 탈-ISD 모델」은 제
도화된 공식적 수업체제를 설계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들이 호혜적 인과관
계(reciprocal relationship)를 맺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복잡계로서의 학습무대
를 설계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렇게 될 경우 ISD 모델은 엄격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처방적 알고리듬이 아니라 학습자의 직관적 판단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촉발
시키기 위한 발견적 교수법에 지나지 않는다(Dills & Romiszowski, 1997; Silver, 2007). 이
렇게 ISD 모델을 새롭게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는 ISD는 곧 수업체제 설계 및 개발이
라는 개념적 규정과 범위 및 경계를 넘어서서 문제해결 과정을 안내해주는 창발적 설
계과정으로 재개념화시킬 필요가 있다. 복잡계로서의 학습무대는 통제와 조정, 결정론
적 예언과 관리의 대상이라기보다 촉진과 지원, 상황구속적 적응(situation- specific
adaptation)과 창조의 대상이다. 「복잡한 ISD 모델」은 학습자, 학습목표와 내용, 학습전
략과 방법, 학습자원과 환경,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이나 조건이 외부와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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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자생적으로 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자기 조직화 기제
(self-organizing mechanism)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Winn, 2003). 자기 조직화
는 외생적 변수나 외부적 통제와 조정 없이 내재적 구동원리에 따라 창발(emergence)되
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감성적 ISD 모델」, 「창조적 ISD 모델」, 「복잡한 ISD 모델」에 비추어
E=MC 원리가 반영된 「강한 탈-ISD 모델」의 미래 모습을 구상해보았다. 「강한 탈
-ISD 모델」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으로서의 「감성적 ISD 모델」, 「강한 탈-ISD 모
델」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자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적지로서의 「창조적 ISD 모
델」, 「강한 탈-ISD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또는 기제로서의 「복잡한 ISD 모
델」을 논의하였다. 「강한 탈-ISD 모델」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ISD
는 더 이상 교육공학의 하위 연구영역 ‘안’에 정주하지 않고 교육공학 ‘밖’으로 탈주를
시도한다. 차세대 ISD 모델과 「약한 탈-ISD 모델」은 주어진 ISD 영토 안에서 영토를
수성하기 위한 연구노력이었다. 반면에 「강한 탈-ISD 모델」은 ISD 영토 밖으로 새로
운 탐구영역을 찾아 끊임없이 탈주하기 위한 연구노력이다. ‘imaginative structure for
design’으로 재개념화된 「강한 탈-ISD 모델」이 요구하는 최고의 수업설계자는 전통적
인 수업설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영역(영토 )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최
고의 수업설계자는 기존의 수업설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영역이나 한정된 영역에서
탈주하여 새로운 영역(재영토화)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
이다. 이를 통해 수업설계자는 차이를 만들고 새로운 변이를 위해 미지의 영토로 탐험
을 시도(탈영토화)하는 유목주의적 설계자이다. 대안적 ISD 또는「약한 탈-ISD 모델」
이 기존 ISD 모델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접유관 분야를 접목시키기 위
해 다양한 간학문적 연구노력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ISD 연구영역이라
는 영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지의 개척지는 언제나 이전과는 다른 문제의식
으로 무장한 텀험가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탐험할 때 발견된다. 마찬가지 맥락에
서「강한 탈-ISD 모델」은 이전의 ISD 모델이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의식 및
문제설정으로 미지의 ISD 탐구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탐험지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학문적 탐험을 시도하기
2

9)

9)

영토라는 개념은 Deleuze와 Guattari의 탈주와 이동의 철학에 비추어 노마디즘 또는 유목주의
를 설명할 때 활용했던 개념인데 여기서는 전공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영토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노마디즘 또는 유목주의란 기존의 전공영역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
공영역에 자리 잡는 ‘재영토화’라기보다 지금까지의 전공영역과는 전혀 다른 전공영역으로 언
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자세와 태도(탈영토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이진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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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창조적 상상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기반구조와 지원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분과학문간에 존재하는 벽을 와해시키고 학문
적 영토를 넘나드는 학제 변환적 연구로 통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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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Discourse on the Possibilities of and the Future
Directions for Post-ISD Models
Yeong-Mahn You (Hanya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explored to discuss the paradoxical gaps between
an ideal mission and reality of ISD models with the radical problem statement of the necessity
of ISD models. The first research issue is about argument that the ISD model is still necessary
and valuable for increasing and maximiz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struction in
.

terms of evolutionary perspectives, which is called next generation ISD model. The second ISD
model is the alternative ISD model or post-ISD model, which is required for alternative
premises and assumptions. The efforts to develop post-ISD model are two different models. The
first post-ISD model is for weak post-ISD model, which is based on alternative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assumptions. The second post-ISD model is a kind of radical post-ISD model,
which is beyond the traditional ISD field and reconceptualized as imaginative structure dor
,

design.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adical post-ISD mode fiv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are adopted: Wilson's consilience, Bachelard & Durand's anthropological
structure for imaginative systems, Deleuze & Guattari's philosophy of difference and imagination
for nomadism, Magritte's depaysement, and Web 2.0. The conclusions extend the argument of
transdisciplinary research beyo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which breakdowns the wall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is required for academic exploration toward the unknown ISD research

「emotional ISD model
for facilitating learner's emotion and creativity, 「creative ISD model」for enabling learner
deconstruction and creative imagination, and 「complex ISD model」based on chaos theory and
world to imagine the radical post-ISD model,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lexity science.
Key words : ISD model & ISD modeling next generation ISD model, alternative ISD model, weak
post--ISD model, radical ISD model, radical post-ISD mode, emotional ISD model, creative
ISD model, complex IS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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