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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차 산업시대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는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씽

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일상적 창의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20년 5

월~7월까지 G광역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59명에게 디자인씽킹 기반 학습프로그램을 2주간 총 4회(1회당 40~50분) 적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를 기술통계,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t=-6.65, p=.000)과 일상적 창의력(t=-2.17, p=.037)은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

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데 매우 유용하므로 간호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oriented educational programs are needed to foster creative and professional 

nursing talent. This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effect of Design Thinking-based nursing learning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everyday creativ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ly 2020, with 59 fourth grade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G Metropolitan City. Design Thinking-based nursing learning program was applied D-school’s five stage process that 

composed of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and test. this program was conducted total 4 times in 2 weeks, each session lasted 

40~50 minut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with SPSS 20.0 program. After applying the 

Design Thinking-based nursing learning program, critical thinking(t=-6.65, p=.000) and everyday creativity(t=-2.17, p=.037) 

increased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design thinking-based nursing learning program is very 

useful in improving the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of nursing students, so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ctively utilized in the 

education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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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필요성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으로 정의된다[1]. 이로 인한 급격한 기술발전은 사람들에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하지만, 단순노동 위주의 일자리 부족, 해킹 및 사생활침해, 환경위험 등

의 인간생존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2]. 그러므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앞으로 교육은 암

기중심의 주입식 교육체계에서 복잡한 기술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많은 지식을 머리에 축적하도록 하는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된 교육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지식

과 경험을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다양성· 창의성· 유연성을 강화하는 교육 패러다

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3]. 

간호사(nurse)는 인간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체질환 뿐 아니라 정신적 안위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을 돌보는 직업군

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수요가 증가되는 유망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 또한 혁신적인 시대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실무 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안위를 높이기 위해 지식·태도·기술 등을 통합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4].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자신의 다양한 능

력을 임상현장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이나 교육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5]. 그러므로 앞으

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통합하고 간호실무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스

템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은 공감과정을 통해 얻어진 통찰력으로 주어진 문제를 인간중심적으로 접근하려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방법이다[6]. 이는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대상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감과 배려를 매우 강조하고, 다

학제적 교류 및 협업을 통해 해결법을 찾는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인문사회분야, 서비스,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

다[7,8]. 특히 일방향성 지식전달형 강의식 교수법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을 주도해가는 양방향성 자기주도형 교수법

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대안법으로도 교육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8]. 디자인씽킹에서 강조하는 ‘협업능력’, ‘ 통합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인간중심적 사고’ 등은 간호대학 졸업 후 갖춰야 할 

역량들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디자인씽킹을 접목한 교수법 및 교육콘텐츠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15년 이후 국내외연구문헌 데이터베이스에서 ‘design thinking’, ‘디자인씽킹’, ‘디자인사고’를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초등

교육에서 성인교육까지 실습융합형 교육분야 뿐 아니라 인문계열 교육에서도 디자인씽킹을 접목한 교육연구가 다양하게 시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12]. 하지만 국내 간호교육에서는 간호관리학 임상실습[13], 정신간호학교육[14] 등 매우 소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이 추구하는 미래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간호학 중심 학습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간호학 학습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그램이 간

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일상적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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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배경

디자인씽킹은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조정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사고과정이며[15], 경제 및 정치

를 포함한 사회문화와 환경 등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른 학문 간의 협동을 기반으로 디자인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맞물려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6,16]. 

디자인씽킹은 디자이너가 창작을 위해 창조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용어이지만[11], 현재는 다양하고 복잡

한 사회문제를 각기 다른 배경과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각기 다른 재능을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17]으로 

의미가 변경되었다. 특히 디자인씽킹이 시작된 필라델피아 대학의 I-school program, 스탠포드 대학의 D-school에서 디자인씽

킹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면서 디자인씽킹이 전문디자이너 외에도 일반 학습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17,18]. 

디자인씽킹의 가장 큰 강점인 이성과 감성의 융복합적 사고는 어떤 문제에 대해 융합적인 사고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진 못해도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인간중심, 실패극복, 

협업 등이 디자인씽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8]. 특히, 디자인씽킹 교육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T자형 인재”는 한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폭 넓을 이해를 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상이다[19].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돌봄간호를 실천하기 위해 협업해야 하는 간호인재상과 

매우 일치하여 간호교육에서 디자인씽킹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는 디자인씽킹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레임이다. 이는 공감을 통한 통찰력으로 주어

진 문제를 인간중심적으로 접근하며, 감성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20],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참여자는 활동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편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을 갖게 

될 수 있다.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첫 모델은 2009년 미국의 유명 디자인컨설팅 회사인 IDEO가 개발한 3I(영감-발상-실행)모델이다[17]. 

이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영감), 파악한 자료를 학제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발상) 선정한 아이디어

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제현장에 적용하는(실행) 과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세스 모델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IDEO는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의 관점을 고려한 인간중심디자인툴킷 모델,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툴킷 모델 등 디자

인 이외 영역으로 확장시켰다[11,17,20].

IDEO의 교육자 디자인툴킷 모델은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여 수업의 실제적인 적용과 진행

법을 구제적을 제시한 모범사례이며[21], 그 외에도 Hasso-Plattner Institute의 6단계(이해-관찰-관점-발상-프로토타입-테스트) 

모델, 발산과 수렴단계가 명확한 더블다이아몬드 과정으로 불리는 디자인 카운슬러의 4D 모델(발견-규정-개발-전달)이 개발되

었다[18,22]. 특히 D-school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5단계(공감-문제정의-아이디어생성-프로토타입-적용)는 결과보다는 운영 과

정을 중시하며 교육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현실적이고 간단하게 발전한 모델로 디자인을 제외한 타 분야 교육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모델로써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17]. 

2. 본 론

2.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일상적 창의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일개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4학년 중 디자인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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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기반 학습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설계에서 

충분한 표본크기는 G-power3.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효과크기 .50,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최

소 54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 참여자는 응답이 불성실한 3명을 제외한 59명이었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도구

1) 비판적 사고성향

윤진(2004)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3]. 이는 총 27문항으로 신중성, 지적열정/호기심, 자신감, 체

계성, 지적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등 총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

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는 .84이며,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 일상적 창의성

정은이(2002)가 개발한 대학생 및 성인을 위한 일상적 창의성 도구를 사용하였다[24]. 이는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모

험적 자유추구, 이타적 자아확신, 관계적 개방성, 개성적 독립성, 탐구적 몰입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총 36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2.2 자료수집

1) 디자인씽킹 기반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디자인씽킹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학습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D-school의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5단계 모

델을 적용하여 학습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공감(empathize)단계는 주어진 문제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상황을 통찰하는 단계이다. 연구대상자

가 재학 중인 4학년으로 국가면허시험 합격 및 취업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학습프로그램의 주요목표

는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대상자의 학습동기부여 및 학습효과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을 찾아보는 것

으로 하였다. 그리고 팀 내 구성원들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팀원들의 팀 내 공감대 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팀 활동 내용(친

구 얼굴 그리기, 팀 규칙 만들기 등)을 정하였다. 

두 번째, 문제정의(define)단계는 공감단계에서 발견된 학습자의 수요를 확인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명확히 하는 단계로 본 연

구에서는 대상자의 국가고시 대비능력 향상이 주요 문제로 식별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의 주요 학습목표를 ‘국

가고시 문항개발’로 설정하였다. 좋은 문항개발은 해당 학습내용에 대해 관련지식 학습 선행과 개발문항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비판적 사고 및 창의력이 필요하므로 대상자가 시험문항개발을 경험함으로 학습내용에 통합적 안목과 비판적 사고력이 증가하

여 국가고시 대비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상자가 원하는 학습내용 및 세부범위를 결정한 다음 자율학습 위

주 선행학습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단계별 학습활동지를 제작하였다.

세 번째, 아이디어생성(Ideate)단계는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로 문항개발을 위한 concept 

map 작성, 현재 간호사 국가고시 유형(암기형, 해석형, 문제해결형 등)을 반영한 문항유형 결정 하고 문항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

도록 하였다. 

네 번째, 시제품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완성시키는 프로토타입(prototype) 단계에서는 문항개발을 수행하였다. 한 팀 당 총 3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문항에 대한 정답지를 작성하여 개발문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시제품을 사용하고 평가하는 적용(test)단계에서는 팀 당 개발된 문항을 취합하여 모의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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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한 문항 뿐 아니라 다른 팀에서 개발한 문항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모의시험이 끝난 후에는 개발문항에 대한 문항풀이 

및 문항분석 과정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학습프

로그램에 대한 경험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점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학습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개선점을 탐색하였

다(Table 1).

Table 1. Process of nursing learning program based on design-thinking

회차 디자인 프로세스 프로세스 적용 소요시간

1회 1단계:

공감

학습 프로그램 

이해하기

1) 대상자 요구분석

  -  4학년, 국가면허시험 부담

2) 학습프로그램 OT

  - 디자인씽킹 소개

  - 학습프로그램 목표 및 운영방법 설명

20분

협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

1) 팀 구성 및 라포형성

  - 팀장, 서기, 팀명 정하기

  - 팀원 얼굴그리기,  팀 소개 발표

30분

2회 2단계:

문제정의

요구발견 

문제정립

1) 요구발견 및 활동 목표 설정

  - 국가시험 문항개발하기 

2)  문제정립 및 통찰

  - 학습주제 및 세부학습내용 결정

  - 학습내용구체화 일지 작성

50분

3회

3단계:

아이디어생성

아이디어 만들고 

다듬기

1)  국가시험 문항유형 결정

  - concept mapping 작성

  - 문항유형 결정

20분

4단계:

프로토타입
시제품 완성

1)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 문항 완성(1팀당 3문항)

  - 문항 정답지 작성

20분

4회
5단계:

적용

테스트

피드백

1) 테스트

  - 개발된 문항으로 모의시험 실시

  문항풀이 및 문항분석

2) 피드백 

  - 문항 수정 후 최종 완성

  - 국가고시 모의고사 활용

  - 학습프로그램 경험 공유

50분

2) 자료수집

학습프로그램 적용 및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학습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

를 시행하였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시간적 간격을 4주 이상 두어 반복측정으로 인한 시험효과를 줄이도록 하였다.

(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기 2주 전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발적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일반적 

특성, 비판적 사고성향, 일상적 창의성에 대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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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프로그램 적용

한 팀 당 3~4명으로 구성되어 팀 중심 활동을 하였다. 프로그램은 2주간 총 4회 운영하였고, 1회기 당 소요시간은 40~50분이

었다. 각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학습활동 및 프로세스의 단계별 적용은 Table 1과 같다.

(3)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4회기 학습활동을 종료하고 2주가 경과한 시점에 기존 개설된 기수별 온라인 단톡방을 통해 설문조사 공지 후 설

문조사 URL을 통한 응답 형식으로 자료수집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사전조사 내용 중 일반적 특성을 제외하고 동일한 설문문항

을 사용하였다. 

2.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그램 적용 전·후 비판적 사고성향, 일상적 창의력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

다. 

2.3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여성이 49명(83.1%), 남성 10(16.9%)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47(29.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전공 만

족도는 52명(88.1%)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취업의 유리함 24명(40.7%), 높은 적성과 흥미 23명

(39%), 부모 및 주변사람의 권유가 12명(20.3%)이었다(Table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59)

변수  구분 n(%)

연령

20대 47(79.6)

30대 6(10.2)

40대 이상 6(10.2)

성별
남성 10(16.9)

여성 49(83.1)

종교
있음 52(88.1)

없음 7(11.9)

전공만족도
만족 52(88.1)

불만족 7(11.9))

간호학과

입학동기

적성과 흥미 23(39.0)

취업유리 24(40.7)

주변권유 12(20.3)

2)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학습프로그램이 비판적 사고성향, 일상적 창의력에 미치는 효과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습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사전 평균점수가 96.77±8.83점에서 사후 평균

점수 105.81±12.21점으로 9.03±10.42점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6.65, p<.001). 

대상자의 일상적 창의력은 사전 평균점수가 122.97±12.73점에서 사후 평균점수126.03±12.99점으로 3.05±10.80점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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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7, p=.037)(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critical thinking, everyday creativity, learning satisfaction on pre-post test (N=59)

변수
프로그램 적용 전

(M±SD)

프로그램 적용 후

(M±SD)

차이

(M±SD)
t p

비판적 사고성향 96.77±8.83 105.81±12.21 9.03±10.42 -6.65 <.001

일상적 창의력 122.97±12.73 126.03±12.99 3.05±10.80 -2.17 .037

3. 고 찰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그램이 간호학생에게 주는 학습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간호사가 

임상에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인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본 학습프로그램이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인다는 결과는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한 유아교육과 학

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태도를 높인다는 이종만[2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디자인씽킹이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27]에서 디자인씽킹은 사고력 향상에 매우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비판적 사고와 창의

적 사고에 대한 효과적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디자인씽킹은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를 높이는 데 유용한 학습사고방법으로[16,28],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길러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학습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의 일상적 창의력을 높인 결과는 한상미[14]의 연구에서 디자인씽킹 기반 팀 프로젝트가 간

호대학생의 창의적 성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상적 창의력은 일상생활 속에 발생하는 문제를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서 문제에 대해 유용하고 적절한 결과를 내도

록 하는 사고활동이다[24].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국가고시를 앞둔 4학년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씽킹의 결과물을 국가

고시 대비를 위한 시험문항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새로운 문항개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해결하

는 입장에서 시험문제를 개발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는 경험이 학생들의 학습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평가에 사용되는 좋은 문항은 이론적 오류 및 중복된 내용 등이 없어야 하고, 기존의 개발된 문항과는 차별성을 가져

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학

생들의 일상적 창의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프로그램 마지막 단계인 적용피드백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중 팀 활

동에 대한 불편함과 그로인한 학습만족도가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자인씽킹 과정은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소그룹으로 구성된 팀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역동적 사고방법으로 본 연구의 학습프로그램도 3~4명으로 

구성된 팀 중심 활동을 하였다. 다소 생소한 문항개발 활동을 위한 팀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 간의 부적절한 과제배분, 팀원들 간

의 의견충돌 등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감정 및 피로를 유발하여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념지도를 활용한 팀 기반 학습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이 새로운 수업형태의 적응, 선행학습의 부담, 팀원과의 마

찰 등으로 학습부담감이 증가되었다는 정여원, 민혜영[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기도 하다. 하지만 팀 기반 학습이 대학수

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30], 간호학 분야에서 팀 기반학습을 포함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습만족도를 포함한 학

습태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31]는 선행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학습만족도는 교육경험에 대한 학습자가 느

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경험한 교육의 시스템 및 콘텐츠 품질, 몰입, 학습의 유용성, 과제가치, 교수-학습자 상호작용, 학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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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 반응이다[32]. 즉 팀 중심의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

영환경, 교수자의 자질, 학습내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으로 본 연구에서도 새로운 학습방법 및 

팀원들 간의 불공평한 학습참여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팀 기반 프로그램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

로 추후에 팀 기반의 디자인씽킹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공감 및 문제정의 단계에서 대상자의 

학습요구도 및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 등의 학습만족도 관련변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습효과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실패 극복 및 협업 등의 미래형 인재가 갖춰야 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의 운

영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인씽킹 기반 간호학 학습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일상적 창의력을 높이는데 긍정적

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낮추고, 어렵게 느끼는 전공과목 학습에 대해 참여위주의 

다양한 학습경험하게 함으로 본 학습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활동을 권장하는 적절한 학습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팀 중심 활동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며, 학습만족도를 낮출 수 있는 원인이 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기

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소 떨어진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후 반복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습만

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깊은 탐색과정을 보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계한 학습

프로그램은 성인간호학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학습프로그램은 일정 과목에 국한되는 한계점이 없으므로 다양

한 교과목에서 적용하여 학습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로 이루어졌는데, 

프로그램 효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업적용 집단, 프로그램 적용 집단을 비교하는 추가 연구수행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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