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산 업 교 육 과 IS D : 성 찰 과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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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교육에 IS D가 도입돼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전의 일이
다 . 그동안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IS D를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초기에
의도했던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제 IS D가 적
용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논리간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고 있는 것이다 . 전자에 속하는 철학적 사고논리의 차이는 (1)

나누고 쪼개는

분석논리와 感과 직관의 논리의 상충 , (2) 선형적 사고논리와 원형적 사고논리의
원형적 사고논리의 상충을 들 수 있으며 , 후자의 현실적·문화적 차이는 (1) 교육
만능주의와 교육공해론 , (2) 두리뭉실주의와 학습목표의 구체성 수준간의 상충 , (3)
책임한계의 모호성과 직무전문성의 문제 , (4) 본질과 대상 : 아 그거 ! 문화의 분석
과 ISD의 사회 문화적 이해 , (5) 빨리 빨리 문화와 불량 교육상품의 대량생산을 들
수 있다 . 이러한 철학적 , 현실적 사고논리와 실천논리간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를 극
복하기 위해 방법론적 총체론을 感과 직관논리로 통합시키는 문제 , 비구조화된 문
제상황관리를 위한 IS D모형개발, IS D모형의 Manual화 문제, 설계의 예술적 측면
을 부각시켜 실제 수업설계자 육성에 반영하는 문제 , 동시병행적 설계관점을 수용
하는 과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Ⅰ. 문제의 제기

한국 산업교육에 IS D가 적용돼서 교육담당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
년전의 일이다 . 그동안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자체의 고유한 ISD 모형을 개발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해 왔지만 중소기업체의 기업교육에서 IS D는 본래의 의도만큼 효과적으로 적용
되지 못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삼성의 S - S ED (Sam sung Educat ional S y stem s Design ) 모형
과 LG의 G- IS D(Gold S tar In structional Sy st em s Desig n) 모형의 미국적 IS D 모형을 자체
의 독특한 기업문화적 속성을 반영해서 개발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모형
들도 「美國的 IS D의 韓國化」라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 아직도 수정·보완하거나 근본적
으로 재검토해야될 점이 많다고 본다.
IS D의 기능적 요소들을 첨가하거나 생략하는 외형상의 변화가 문화와 맥락이 다른 한국

의 산업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한국의 산업교육
에 적용되고 있는 IS D의 기본 가정 및 접근논리를 한국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매개로 무엇
이 , 어떻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ISD모형과 모형의 적용대상인 상황적 맥락간에 서로 상충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 있다면
어떠한 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
업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IS D의 한국적 적용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
전 작업이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통한 분석과 논리적 설명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난 2년동안 현
장에서 실제 IS D 모형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적 사실을 기술적으로 논의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물론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전 연구와 최근 IS D
의 발전 방향 및 연구과제를 논의하는 문헌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지만 객관적 타당성을 갖
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 경험적 사실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와 함께 경험적 사실을 표출시킨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 또는 기존
의 연구결과가 실제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의 논리적 설명이나 이해도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이러한 노력이 IS D의 한
국화를 위한 시론적 논의에 머무를 수 있지만 IS D를 비롯한 선진교육이론 및 기법의 무비
판적 적용과정에서 겪게 되는 반복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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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는 분명 선진기업에서 실증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차대전 이후 군대를
비롯하여 기업 및 정부 등에서 ISD는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이라는 사실을 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주고 있으며 , 오늘날에는 질위주의 경영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조해 주면
서 質爲主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접근방법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 특히 총
체적 품질본위 경영 (T QM : T ot al Quality Management ) 운동이 경영전반에 확산되면서 기
업교육 부문에서도 교육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상품으로서의 교육의 질적 수준
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IS D는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
그렇다면 한국상황에서도 똑같이 ISD는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으로서 적용되고 있
는가 ? 그동안 다양한 선진교육기법이 한국 산업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왔지만 현장 깊숙히
본래의 이상이 실현돼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 마찬가지로
IS D도 무엇인가 새로운 기법을 찾는 한국의 기업교육 담당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그 무엇인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에 비해 ISD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이 갖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 적용역사가
짧고 , 이를 적용할 만한 전문가의 부족 , 그리고 지원해주는 상부경영층의 의지부족 등과 같
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도 IS D의 현장 적용과정을 제도적 , 정책적으로 방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었다.

이글에서는 우선 본질적인 측면에서 ISD가 폭넓게 한국 산업교육현장에 적용되지 못하
고 , 아직도 개념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학적으로 분석
해본다 . 철학적 분석을 통해 동서양의 사고방식 또는 인식체계사이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IS D와 관련지워 분석해본다. 이는 결국 ISD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논리와 한국 산업교육
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 또는 신념체계와 사고논리간에 어떠한 점에서 상충되는지를 규명해
서 IS D의 韓國的 變容을 위한 사전작업이 될 것이다.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고논
리의 차이는 IS D를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논리의 차이를 가져온다 . 구체적으로 실천논리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이를 위해서 현실적·문화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 현실적·문화적 분
석을 통해 ISD가 한국 산업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실제적인 원인이나
장애요인을 표면화시킨다 .

3. 철학적 분석
1) 분석논리와 감·직관논리간의 相衝
IS D의 전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분석」이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들어 있다 . 예를
들면 요구분석 , 수행문제 분석 , 학습자 특성분석 , 환경분석 , 직무분석, 과제분석 , 목적분석 ,
내용분석 , 수단·방법분석 등과 같은 분석이라는 용어가 IS D의 각 기능별로 포함되어 있다.
이말은 복잡한 현상이나 사태는 원칙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요소로 나누고 쪼개
서 분석한 후 , 이를 다시 종합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還元論的 思考 (reduct ionistic
t hinking )가 내재되어 있다 . 주지하다시피 환원론적 사고는 사물을 설명하는 서구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 , 합리적 사고 , 분석적 사고의 원형의 작용하
고 있다 .
숲을 이해하는 동서양의 접근방법을 비교해보면 동양의 感·직관의 논리와 서양의 나누
고 쪼개는 분석논리간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양사람들은

저 숲은 참 아

름답구나 라는 표현으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숲의 형상이나 본질을 자신이 느낀 感이나 직
관적 판단을 토대로 총체적인 理解 (underst anding )를 추구한다 . 반면에 서구사람들은 숲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숲속에 있는 나무의 종류와 특성 , 각종 식물의 생태학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숲의 특징을 說明 (ex planation )하는 방법을 택한다 . 문제는 동양의 感과
직관적 판단의 논리는 서구의 분석논리만큼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의 의미를 「참된 앎에 이르는 방법」 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체계화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참된 앎에 이르는 방법에는 서구 사람들이 주장하는 「나
누고 쪼개는 분석적 방법」이외에도 동양사람들이 선호하는 「感과 직관적 판단」도 참된
앎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 感과 직관적 판단이 과학 또는 과학적 방법의 중
요한 일면으로 인식된다면 ISD가 한국 산업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의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에 함의되어 있는 동양적 사고 및 실천논리와 융화되면 될수
록 그만큼 적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IS D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과 구분되는 새로운 선진 산업 교육이론체계
나 모형이라고 볼 때 , IS D는 분명히 하나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안으로서의 IS D가
적용대상인 한국의 산업교육 현장에 적용돼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한국의 산업교육 현장에 붇박혀 있는 전통과 문화, 사고논리간에 서로 충돌되는 점을
서로 융화시킬 필요가 있다 . 나누고 쪼개는 분석적 논리와 感과 직관논리의 상충 , 상치관계
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융화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일이
야 말로 ISD의 한국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 .
2) 선형적 사고논리와 원형적 사고논리와의 相衝
이제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ISD 모형은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 (Davies, 1995; Kemp ,
Morrison , & Ross, 1994; T enny son, 1995)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알고리듬적이고, 단계적이
며 (st ep- by - step), 선형적인 (linear ) 접근논리를 채택하고 있다 . ISD이 5대 핵심기능을 분석 ,
설계 , 개발, 실시 , 그리고 평가라고 한다면 이를 선형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분석기능이 종료
돼야만 설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 설계는 개발 이전에 , 개발은 실시이전에 , 마지막으로
실시는 평가 이전에 수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전단계의 최종 결과물은 후속되는 단
계의 입력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전단계에서 모종의 결과물이 후속단계에 전달될때까
지 다음 단계의 기능은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 마찬가지로 같은 분석기능
안에 하위기능 , 예컨데 요구분석 , 학습자 분석, 직무·과제 분석도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접
근논리에 따라 어느 한 기능이 종료도 고 나야 다음 기능이 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단계적인 접근논리에 따르는 ISD를 소위 체계적 1) 인 (sy stematic) IS D라고 명
명할 수 있다 . 체계적인 IS D는 IS D의 학문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이론체계 및 방
법론적 논리라고 볼 수 있는 일반체제이론 (GS T : General S y stem s T heory )의 체제성
(sy stemacity )을 잘못 해석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Jona ssen , 1984). 여기서 말하는 체제성은
총체정 (wholene ss)을 말한다 . 총체성을 의미하는 IS D의 S , 즉 체제 또는 체제적이라는 말
이 부분이나 요소의 분석적 특징을 대변하는 개별성 (individuality )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갖
고 있는 체계적인이라는 말도 전도돼서 적용되고 있다 . 체계적인 ISD는 체제적인 IS D를 지
향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 일반체제이론의 교육공학적 적용의 요체는 복잡한 현상과 이
들을 구성하는 역동적 상호관계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Hug & King , 1984;
Richery , 1992, 1995).
선형적 사고논리는 분석적 사고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 복잡한 현상이나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논리적·사실적 관계와 인과관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분석논리는 선형적 사고논리를 함의한다 .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분석한
다는 말은 모종의 단계적 절차를 전제하며 , 단계적 절차는 절차들간의 시간적 순서를 함의
하기 때문이다 . 단계적 절차와 시간적 순서는 분석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
간과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절차를 요구하며 , 이는 선형적인 분석논리를 최
적의 해결대안으로 귀착시키고 있다 .
이러한 선형적 사고논리는 실천적 행위 이전에 반드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가
정을 갖고 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명돼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밝혀질 수
있으며 , 상식적으로 계획은 실천을 ,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유형을 , 학습목표와 내용은
학습방법과 매체선정 활동을 한정한다는 말이다 . 이러한 선형적 논리는 계획과 실천 ,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 그리고 내용과 방법을 별개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 행동목
표의 구체화에 따른 학습내용의 규명 , 교수방법과 매체의 규명이 일련의 단계적 절차에 따

1) 體系的인(systematic)과 體制的인(system )의 개념적 차이점은 유영만(1994)을 참고하라.

라 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서도 선형적 논리의 대표적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
이에 반해서 원형적 사고논리는 결과로서의 계획 그 자체보다는 부단한 계획과정
(planning )을 중시한다 . 주변상황의 급진적 변화 , 돌발적 (emergent ) 사태의 출현 , 변화요인들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초기에 완벽하게 포착하기는 불가능하며 ,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지
속적인 계획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형적 사고논리에서 계획은 사전에 예기할 수
없는 돌발적 사태에 성찰적으로 대응하는 잠정적 행위의도를 나타낼 뿐이다 .(S uchman ,
1987). 따라서 계획은 방향성 개념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지칭하는 계획
도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상황적 독특함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정·보
완될 수 있는 계획이다 .
목표지향적인 선형적 사고논리는 사전에 설정된 목표를 향해 일사문란하게 움직이는 점
을 강조한다 . 따라서 예기치 않은 돌발적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적 상황대처 능력
이 부족하고 , 설계자의 창조적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 선형적 사고논리에서 초기 단계
에서 전개되는 요구 또는 문제를 규명하는 활동이 완벽하게 종료돼야 이를 토대로 해결대안
을 모색하는 수위 수단 - 목적 (means - end s)논리를 따른다 (Kaufman , 1991). 수단 - 목적의 논리
는 방향성을 지칭하는 목적 (문제의 정체 )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목적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수단 (해결대안). 따라서 초기단계에서의 각종 분석활동에 투자되는 노력과 시간이 상
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후속되는 설계 및 개발활동의 시간적 지연과 수업설계과정에서 돌출
되는 상황적 변인에 대하여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
반면에 원형적 사고논리에서는 문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활동은 초기단계에서 완벽
하게 종료될 수 없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분석활동은 IS D의 모든 단계에서 다른 기능적 활
동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분석활동을 분석적 종합활동이라고 한다
(Law son , 1980).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활동은 문제상황에 대한 잠정적인 이해는 다
른 ISD활동의 촉발점 또는 이해의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 따라서 이전단계의 종료는 완벽한
종료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잠정적 종료임을 의미한다 . 따라서
언제든지 이전단계로 되돌아가서 불완전한 이전단계를 보완하고 후속되는 단계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 한마디로 원형적 사고논리에서는 계획과 실천 , 목표 및 내용과 방법 및 수단이 이
원적인 별개의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 양자가 융합된 하나의 활동으로 인식된다.
불교문화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직선적이고 선형적인 사고논리보다는
원형적인 사고논리에 익숙해 있다 . 불교의 윤회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비선형
적 IS D(Nonlinear ISD)는 원인과 결과간의 확연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호혜적 인과관계
(reciprocal cau sal relat ion ship )와 전체론을 토대로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가 분분적 분
석활동이전에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유영만 , 1994). 시작과 끝의 분명한 구분이 불가능하
며 , 상황적 가변성과 돌발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원형적 사고논리는 단순히 직
선적 사고논리에서 외형상 변화를 추구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 오히려 사물을 이해하는 논리
와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 IS D의 철학적 기본가정과 실천논리를 근
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2. 현실적·문화적 분석
1) 교육만능주의와 교육공해론

한국 산업교육 현장에서 교육 (deucation) 또는 연수·훈련 (t raining )은 마치 모든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된
문제영역에 관련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라는 요구를 자주 듣게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를 일으킨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도 전에 교육은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판단
을 내린 것이다 .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은 해당 업무영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업무수행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지식 , 기술 , 그리고 태도가 결핍됐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 . 그런데 과연 모든 문제상황에서 교육은 최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요구사정이 끝나면 규명된 요구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적절한 해결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문제 분석 (performance
analy sis)이라고 한다 . 한마디로 수행문제 분석은 주어진 문제상황에서 교육이 과연 최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수행문제 분석결과 교육이 주어
진 문제상황에 부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 예를 들면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 기술 , 그리고 태도를 이미 습득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동기부여가 안돼서 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
IS D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수행문제분석결과에 의존한다 .
수행문제분석 결과, 교육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IS D는 더 이상 효과적인 과정 개
발방법이 될 수 없다 . 교육이외에 다른 차선의 해결대안 , 예를 들면 조직구조나 풍토를 근본
적으로 바꾸는 조직개발 ,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비즈니스 리엔지어링 , 종업원의 복지증
진이나 인센티브 시스템의 개선 등과 같은 해결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한국 산업교육은 ISD의 수행문제 분석기능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 이미 교육을 한다는 전제하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교육이 최
상의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SD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을 착수하게 되면 본질을 왜곡
한 채 학습자들에게 감각적인 충격효과를 줄 수 있는 기법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
우가 흔히 발생한다 . 따라서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채 전시효과를
노리는 하나의 행사로 전락하고 만다. 행사는 단 한번의 충격효과를 요구한다 . 그러나 교육
은 단 한번의 충격효과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 그리고 교육은 補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
는 듯하다. 보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언젠가는 藥이 된다는 생각
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육도 시키면 언젠가는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다.
교육이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다 보면 불필요한 교육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나
치면 교육공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다 .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기업교육이 교육공해라는 말로 오도될 정도면 분명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 꼭 필요한 교육을 필요한 사람이 , 필요한 시기에 , 필요한 장소에서 받는다면 교
육은 공해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상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되는 수 많은
교육은 교육수혜자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게도 바쁜 사람 불러다가 시키는 교육공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 임직원들도 교육은 안하면 섭섭하고 하면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농후하다 .
한국의 산업교육이 이처럼 교육공해로까지 번질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부
서가 물량위주의 교육운영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교육요구와 괴리된 채 교육과정이 편성되
기 때문일 것이다 . 한국 산업교육 현장에서 IS D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요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수행문제
분석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수행문제분석의 본질적 기능과 구체적인 방
법론이 확보돼서 실제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까지 인식이 확산될 때 , 교육공해론은 사
라질 것이다 .
2) 두리뭉실주의와 학습목표의 구체성 수준간의 相衝
IS D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만큼 학습목표는 ISD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학습목표이전의 각종 분석활동은 학습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이며 , 학습목표 이
후의 활동은 학습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수
단을 모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술하느냐의 여부는 ISD의 성패를 좌우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 학습목표는 행위동사
로 기술해야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하다 .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여주어야 할 최종
적인 행동을 가능하면 구체적인 실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판
단할 수 있다 . 만약 모기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도록 애매모호하게 기술된다면 이미 학습목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학습목표를 구
체적으로 기술하는 일은 교수 - 학습의 초점을 일관되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
습자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 이러한 목
표중심의 ISD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형적인 ISD를 탄생시켰다고 과언은 아닐 것이다 .
그런데 실제로 IS D를 적용하다보면 목표를 행위동사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기술할 수 없
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관리능력 교육이나 품성 또는 태도함양 교육에는 학습목표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애매모호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 본질적으로 애매모호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영역에 구체성을 첨가시키면 본래의 의미와 무관한 왜곡된 학습목표를 탄생시
킬 수 있다. 한국인의 특성은 약간은 두리뭉실하지만 두리뭉실성이 구성원간의 합의된 두리
뭉실성이라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 두리뭉실성이 문제상
황에 대한 직관적 판단과 통찰력에 기초하고 있다면 비록 조작적인 기술이 어렵다고 할지라
도 오히려 구체적으로 기술된 목표보다 전체적인 방행성을 지칭하는데는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 실제로 쌍방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지만 외현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영역
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일찍이 Polanyi (1966)는 이를 默諾知 (t acit know ledge)라고 표현하였다. 알고 있지만 설명
하기가 어려우며 , 이를 언어적 표현으로 본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에
구체적인 행위동사를 사용하여 학습목표를 진술하게되면 본래의 의도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을 표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나아가 심지어 IS D는 어렵고 전문가만이 적용할 수 있
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IS D의 현장적용력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 문제는 행위동사로 표현된 학습목표 그 자체 , 또는 학습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IS D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육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발팀
과 경영층간의 합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S D가 한국의 산업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ISD의 목표중심적인 철학을 부
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습목표는 유의미한 학습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전

에 결정된 최종 도달점 (predet ermined end - point s (lebow , 1995, p.179)라는 사실을 再考할
필요가 있다 . 학습목표를 최종 도달점으로 이해하면 모든 교수 - 학습활동이 최종 학습목표에
집중되며 , 그 이외의 유의미한 우연적인 학습결과는 학습목표에 없다는 이유로 , 그리고 효율

성을 극대화 한다는 이유로 간과될 위험이 있다 . 교수 - 학습환경의 역동성, 달성해야 될 학
습영역의 불명료성 등으로 인해 수업활동 이전에 달성해야될 최종 학습목표를 완벽하게 기
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는 ISD의 목표중심적인 철학 , 즉 본격적인 수업활동이 발생하기 전에 달성해야될 학습
목표를 완벽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기술할수록 오히려 학습자의 상상력이나 교사와 학생간의 역동적인 상
호작용을 저해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육과정 학자와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 isner , 1985; Lebow , 1993; W ilson , T eslow , Osman- Jouchoux , 1995).
이러한 점은 혼돈이론의 핵심적인 원리중에서 초기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리 (sen 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 )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 이는 비록 윤곽이나 방향성을 제
시하는 소수의 원리만으로도 수업활동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미한 학습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 그 효과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시사를 하고 있다 (You ,
1993).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 행위동사로 표현해야 하는 분명한 학습목표가 필요한 경우
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향성 안에서 교사와 학습자간에 달
성해야될 학습목표를 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전자의 경우에는
IS D의 원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직무·과제분석과 목표진술방식에
많은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모든 영역에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
IS D의 이상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이는 ISD가 분명히 서구 , 특히 미국적 배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성장·발전해왔지만 IS D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서구의 사회·문화체계를
떠나서 제3세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 적용영역이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 해당지
역의 사회·문화체계와의 有關適合性 (relevance) 또는 適實性 (appropriat ene ss) 논의를 중요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 책임한계의 모호성과 직무전문성의 문제
IS D가 활성화 되고 있는 미국의 산업교육을 분석해보면 IS D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다 . 그 중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기업의 경우 , 해당 직무 영역별로
전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 전문화된 영역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직무전문화와 업무분장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IS D는 그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주지하다시피 ISD는 해당 직무별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 태도가 무엇인지를 규
명해서 직무수행 모형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영역별로 부족한 지식 , 기술 , 그리고
태도를 규명해서 이를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 교육내용의 핵심으
로 편성된 해당영역별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지식 , 기술 , 그리고 태도를 습득한 학습자가 현
업에 복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ISD의 적용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선진기업과는 달리 업무간의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 해당 업무 영역별로 전문
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무영역별로 세분화된 전문 지식, 기술, 그
리고 태도를 습득했다고 해도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 활용할 기회를 포착했다고 해도 다른 부서로 전배 또는 발령을 내는 경우
가 흔히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재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
다 . 이러한 문제점은 구조적으로 인사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교육을 위한 교육에도 그 원인

이 있을 수 있다.
직무영역별 전문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여러분야에 걸쳐서 복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일반적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교육은 IS D의 실천적 적
용을 어렵게 만드는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 그 중에서 직능교육보다는 정신교육이나 그룹
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마인드성 교육이 농후한 상황하에서 직무중심의 IS D의 적용과정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직무·과제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상황속
에서 ISD는 IS D본래의 기능이나 접근논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예를 들면 직
무·과제 분석이 갖는 본래적 기능을 내용분석 기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
전문화와 함께 업무변화의 가변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속에서는 직무·과제 분
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존의 IS D는 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선진기업의 관련자료
분석을 토대로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조직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본질과 피상 : 아 그거 ! 문화의 佛拭과 IS D의 사회·문화적 이해
IS D는 전통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과 구분되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방법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 IS D가 기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습관화된 전통적인 관행
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IS D도 ISD라고 하는 교육과정 개
발기법을 현장에 도입·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하나의 혁신의 전파·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ISD를 하나의 혁신으로 이해하면 혁신과
결부된 혁신주체로서의 선진 이론이나 기법과 혁신의 적용대상으로서의 한국의 산업교육 현
실을 사회·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만을 제공해준다 .
한국의 산업교육에는 그동안 국적없는 선진이론 및 방법이 무수히 많이 현장에 적용되어
왔지만 한국적 정서와 문화에 흡수·동화돼서 본래의 이상이 실현된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 극단적으로 한국의 산업교육은 선진 교육이론 및 기법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
히 해왔다. 새로운 이론이나 기법이 도입되면 초기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현장에
완전히 적용해보지도 않고 또 다시 새로운 그 무엇을 찾는 愚를 반복해왔다 . 결국 현장에서
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축적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선진이론이나 기법은 우리 문화와
는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 대략적인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소개를 듣고

아 그

거 옛날부터 우리가 해오던 거네 . 별거 아니네 하는 사고방식은 새로움에 대한 반복적인 학
습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러한 사고논리는 선진이론이나 기법이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효과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과 궁극적인 적용대상에 대
한 본질적인 이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 오히려 선진이론이나 기법을 당장 현장에서 어떻
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다 . 도입하고자 하는 선진이론이나 기법
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해당이론이나 기법과 그것의 적용대상이 갖는 사회 문화적 독특함과
의 맥락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노력도 중요한 일면을 차지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선진이론이나 기법의 도입초기에는 일종의 新起 效果 (novelty effect )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만 일정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전통적 관행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질이전에 해당 이론이나 기법을 어떻게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법적 사고가 늘 한국의 교육담당자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 즉 , 무엇을 왜라는 질문이전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노
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기법적 사고논리는 모든 것을 빠른 시간안에 적용해서

그 효과를 입증하려는 빨리 빨리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5) 빨리 빨리 문화와 불량 교육상품의 대량생산
산업교육에도 이제는 경영활동과 마찬가지로 품질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 양질의 상품을
만드는 과정은 양질의 교육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되고 있다 . 즉 하나의 교육과정이 고
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양질의 상품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개
발하는 사람들의 인적 자질, 개발 방법론의 확보가 선행요건이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
을 필요로 한다 . 그런데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업은 양질의 교육상품이 나오기
까지 기다려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
IS D를 통해 양질의 교육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달해 나가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여 아무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니까 이번 주말까지 교육과정을 개발
하라 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IS D를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없다 . 교
육과정을 운영한 양적 횟수와 운영실적을 중시하는 풍토, 그리고 보다 많은 교육과정을 가
능하면 빨리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국의 산업교육 현실을 냉철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실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투자되는 비용보다 교육과정 운영비용
이 절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산업교육이 이처럼 빨리 빨리 문화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교육상품의 품질보다는
납기를 중시하는 양위주의 교육풍토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서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경영에서는 고객만족 경영 , 질위주의 경영 등과 같은 품질본위 경영운동을 전
개하면서도 교육은 아직도 양적 사고에 터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계속된다면 ISD를
통한 교육상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극단적으로 IS D의 적용 그 자
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 외현상 복잡하게 보이는 ISD를 전문성이 없는 일반교육담당자가 적
용해서 ,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만 가중시킬 것이다 .
기업교육이 경영전략을 풀어내는 하나의 전략적 지원책이라면 경영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경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공격적인 교육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기업교육은 조직내외적으로 힘있는 교육 , 살아있는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없다 . 힘
있는 교육 , 살아있는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납기나 계수적 교육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위주의 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한국인의 고질적 병폐인 빨리 빨리 문화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

Ⅲ. 풀어야 될 숙제와 새로운 과제

IS D의 한국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IS D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적 사고논리와 현실적·문
화적 실천논리가 ISD의 적용대상인 한국의 산업교육 현실속에서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철학적 가치체계와 전통적인 관행간의 融知的 關係가 모색돼야 할 것이다 . 특정 이론이나
기법 또는 모형이 효과적이라는 말은 특정한 맥락을 배경으로 효과적이라는 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서구에서 갖는 IS D의 효과성이 그대로 동양권에서도 그 효과성이 맥락에 관계

없이 인정될 수 없다 .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효과성은 適實性 , 유용성 (u sefulness), 실
현 가능성 (feasibility ) 등과 같은 IS D 모형의 새로운 평가준거와 조화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IS D의 한국화 또는 ISD의 한국적 적용과정은 기존 IS D의 부분적 수
정·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
이러한 맥락에서 ISD의 한국적 적용과정이 활기를 띠기 위한 몇가지 과제를 검토해 보
면서 결론을 대신한다 .
첫째 , 동양의 感과 직관의 논리는 일면 방법론적 총체론 (Methodological Holisim )의 입장
에서 총체성을 이해하는 논리와 비슷하다 . 이는 일반체제이론이 체제성을 추구하는 입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리고 ISD의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중의 하나가 일반체제이론
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 感과 직관의 논리가 ISD의 나누고 쪼개는 분석논리와 접목돼
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특정 이론적 입장이 실제 다양한 탐구분야에 적
용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이론적·철학적 목적을 상실한 채 현실적 편의성 때문에 변형돼서
적용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한마디로 방법론적 총체론에서 추구하는 전체성을
나누고 쪼개는 분석논리로 설명하기 이전에 이해의 대상으로 삼느냐의 문제는 ISD의 한국
화 작업을 위한 철학적 숙제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 전통적으로 IS D는 목적과 수단의 구분이 명료하며, 문제상황 자체가 그렇게 복잡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합리
적 분석방법을 토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비교적 구조화된 문제상황 (st ructured problem
situations )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IS D의 적용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교육 현실은 일정 수준의 복잡성 , 역동성 , 애매모호성이 존재하는
비구조화된 문제상황 (ill- st ructured problem situation s)이 더욱 많이 존재한다 .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SD도 중요하지만 「비구조화된 문제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
운 IS D 모형을 개발하는 일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
셋째 , IS D의 5대핵심기능을 분석 , 설계 , 개발 , 실시 그리고 평가라고 한다면 5가지 기능
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체화시켜 모형화 시키느냐에 따라 단계적 절차모형이 될 수도 있
고 일반적인 개념적 모형에 가까울 수도 있다 . ISD를 실제로 적용하는 한국의 산업교육 현
실은 어떤 종류의 IS D 모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한가지 분명한 사실
은 感과 직관의 사고논리는 최소한 요건만을 처방하고 나머지 기능은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는 점이다 .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구체화시켜 처방하면 할수록 실제 IS D모형을 사용하는 사
람은 처방책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지만 처방책에 없는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융통
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또한 IS D 모형의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넷째 , 설계의 예술적 측면을 부각시켜 수업설계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제이다 .
수업설계자의 전문성은 복잡한 수업체제와 수업사태를 설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궁극적으로 설계능력은 창조적 상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그런
데 대학의 수업설계 과정이나 기업내부의 IS D를 위한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체계적인 교
육과정 개발능력을 육성시킨다는 미명하에 단계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기능이나
과제들을 수행해나가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극단적으로 각 단계별 블랙박스를 채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 .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설계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변수들을 상황적 맥락에 맞게 ISD의 각 단계에 직관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창조성 ,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에 있다 . 이런 의미에서 S chon (1983)이 말하는 성찰적
실천은 수업설계자가 습득해야될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同時竝行的 수업체제 설계관 (Concurrent ISD)을 수용하는 문제이다 . 교육과
정은 이제 질적 수준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빠르게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주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ISD의 각 기능
을 전체 연결관계에 입각한 상호의존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능을
同時多發的으로 수행함으로써 과정개발의 필요한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 질적
수준 (qualit y )과 속도 (speed )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ISD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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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str act >

In du s tri al T rain ing and IS D in K o re a : R e fle c tio n
and F u ture D ire c ti o n s

Y e o ng m ah n Y o u

One of the critical questions to invest ig at e in this study is why does the technology
of IS D not adapt to the realit y of Korean indust rial t raining and development . T here are
t wo approaches to ident ify t he rea son s for IS D not being well applied to t he Korean
situations . T he first is t o analyze philosophically the differences betw een the we stern
and t he eastern way s of thinking . T he second approa ch is t o f igure out why does each
function prescribed in the IS D model not be fully implemented in th e con tex t of K o rean
indu strial t raining and development . T he philosophical incrutiny result s in (1) inharmony
w it h analytical logic and intuitic logic, (2) differences betw een linear and nonlinear way s
of thinking . T he realistic and cultural investigation to the Korean applicat ion of IS D
leads t o the conclusion s t hat there are some inconsist encies between the model of ISD
and t he reality of ISD in term s of five a spect s : (1) training for all problem s and a
view of t raining being harm , (2) tolerance for ambiguit y and pressures for specificity ,
(3) unclear j ob respon sibilit y and specificat ion of job (4) Superficial under standing of

IS D independent of t he contex t s and clear understading of IS D in term s of t he contex t s,
and (5) ma ss- production of t raining program s resulting from fast - driven t hinking .
IS Der s in Korean have to make an every effort to overcome t he problems w it h above in
developing an alt ernat iv e ISD model approprait for managing ill- structured problem
situations , concurrent IS D models t o shorten cycel t ime, det ermining the degree of
manualization of IS D models and incorporating the artist ic a spect s of de sig n into the
curriculum for IS Der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