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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SNS 병원마케팅 교육에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을 적용하고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 일개 대학 보건행정과 1학년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주간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을 적용한 후 사전-사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학년 예비보
건행정가들의 공감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효과는 공감적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공감적 각성하기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
다. 핵심공통어 분석은 중립어와 부정어 사용은 낮지만 긍정어 사용은 높았다. 인공지능 시대에 공감적 문제해결 직무역
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저학년 교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한 점이 의의가 있다. 이론 교과 적용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공감적 문제해결능력, 텍스트 마이닝, 창의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the Freshman Preliminary Health 
Administrators(FPHA)' Empathic Problem Solving Ability(EPSA) through the application of Medical 
Service Design Thinking(MSDT) conducted by undergraduate school of SNS hospital marketing 
education. The pre-pos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9 students in the freshman year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after applying MSDT for 15 weeks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9 at a college in Daegu. MSDT was positive influenced on the improvement of Empathic 
Imagine, Empathic interest, Empathic awakening of the FPHA' EPSA. In the analysis of key common 
words, the use of neutral and negative words was low, while the use of positive words was high. In 
order to systematically equip Empathic problem solving job competen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meaningful to develop a program for the freshmen curriculum and to conduct a 
analysis of the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to verify its effectiveness. Additional program 
development research is needed for the application of theoretic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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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21세기 지능정보화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
와 기술 및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1].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직무 수행
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모든 직업 영역에서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대학의 직업교육은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과 체계적 확산에 대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예비보건행정가는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에게 접수·
수납 및 예약관리의 원무행정 직무 수행을 비롯하여 의
료서비스 기획 활동, 계획, 홍보 등의 병원경영지원 직무, 
의료정보관리 및 확인 등의 전·후방 지원 프로세스의 전
사적 직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과제
와 부딪치게 된다[2]. 예비보건행정가는 기존의 의료서비
스제공자 관점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
다[3].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2030 인재 강국 실
현하기 위해 ‘문제해결 능력을 발현시키는 교육으로 나가
야 한다는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4] 최근 
개최된 국내 국제포럼에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는 대학교육이 학습자의 종합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지를 모은 바 있다[5].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디자인싱킹, 
케이스 스터디 토론 수업, 플립러닝 교수법 등 학습자의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6-8]. 디자인싱킹은 디자인 기업인 IDEO사에 의해 
개발된 인간중심의 문제해결 사고방식이다. 디자이너적 
감수성으로 사용자의 문제를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공감함으로써 해결이 필요한 진정한 문제를 혁신하는 사
고방식으로 공감하기(Empathize), 정의하기(Define), 
아이디어 도출하기(Ideate), 시각화하기(Prototype), 평
가하기(Test)의 기본 5단계로 진행된다[9]. 고객의 더 나
은 서비스 경험과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자 관점의 디자
이너식 사고로 사람을 중심에 둔 서비스 혁신 경영전력
이다. IBM의 역동적인 디자인싱킹은 난관(Hills), 스폰서 
사용자(Sponsor Users), 플레이 백(Play Back)의 세 가
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관(Hills)은 해결해야 할 문
제와 사용자 중심의 시장 반응을 의미한다. 스폰서 사용
자(Sponsor Users)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자
나 클라이언트 등이 처음부터 디자인싱킹 과정에 참여하

여 도와주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분한 공감적 시각이 문제 해결방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 플레이 백(Play Back)은 진행 중인 디자인싱킹 결
과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
로 실제처럼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에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변화 대응 방안의 완성도
를 높인다[10]. 디자인싱킹은 문제해결의 첫 단계인 ‘공
감하기’ 과정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섬세한 관찰과 사용자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는 ‘공감하
기’ 과정을 통해 진정한 문제 인식과 그 해결책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감정이나 
의견, 행동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능력으로 조직 내 원활
한 협력 관계 형성과 업무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학습 가능한 감정 지능의 영역이다[11-14]. 공
감은 사용자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는 과
정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인지 작용으로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디자인싱킹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다[15-18].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은 저학년(1학년) 예
비보건행정가의 전공 기초과목으로 의료기관의 내부 및 
외부 고객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환자 관리 및 병원 홍보
마케팅 관리 업무를 학습팀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전사적인 병원 홍보마케팅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 교육에 더 나은 환자 경
험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
수법을 적용함으로써 면밀한 관찰과 충분한 공감으로 환
자와 환자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
고 해결이 필요한 진짜 문제의 문맥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학습 프로젝트 수행과
정으로 구성된다. 예비보건행정가는 의료기관의 원무행
정서비스와 병원경영지원, 의료정보 확인 및 관리 역량을 
필요한 직종으로 병원경영기획, 병원마케팅 관리, 진료비
심사, 보건의료정보관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
력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과 대학교육에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 디자인싱킹을 활용한 문제해결 성과발표 
및 사례에 관한 연구[19-23]가 보고되고 있으나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사례 학습, 독서 등의 간접경험 프로그
램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이 직접적 명제이다. 또한, 대
학 내 전공 분야별 체계적 확산을 위한 학년을 고려한 교
과목 적용에 관한 연구 사례와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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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1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 교육에 의료비스 디자
인싱킹(Medical service Design Thinking) 교수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정형 및 비정
형 데이터의 융·복합적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졸
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Yoo[23]의 연구에 이어 전공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학년을 위한 디자인싱킹 교
수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수업의 체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전공 기초 교과목인 SNS 병

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 교육을 위한 의료서비스 디자
인싱킹(Medical service Design Thinking) 프로그
램을 개발한다.

2)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 기반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 교육 후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공
감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정형적으로 확
인한다.

3)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 기반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 교육 후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공
감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정형적 텍스
트 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대구광역시에 있는 일개 대학 보건행정과 1학년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주간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에서 디자인싱킹 교수법
으로 교육된 학습자 39명을 자기기입식 사전-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9부 설문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
한 4부를 제외한 3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측정 도구는 박성희(1994)가 

Mehrabin & Epstein(1972)와 Bryant(1982)의 정서 
공감 척도와 Davis(1980)의 IRI검사 척도를 번안하고 
Jeon(2003)이 재구성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 능력 측
정 도구를 설문지로 사용하였다[25-27]1). Jeon(2003)
1) Quoted in B. S. Jeon.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 degree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Cronbach-α 
계수가 0.67, 0.79이었다. 설문 문항은 총 33개 문항으
로 30개 구조화된 문항과 2개 개방형 문항, 인구 사회학
적 특성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의 구조
화된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측정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으로 관점 취하기(8문항), 공감적 상상하기(7문항), 공감
적 관심(7문항), 공감적 각성(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공
감 능력 측정을 위한 2개의 개방형 문항을 연구대상자에
게 제시한 후 상대에게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할 것인지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
과 같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할 것인지 간단히 써
주세요- 개방형 연구 문항 A. ‘다른 사람들은 시시한 얘
기들을 참 잘하고 잘 어울리는데 저는 왜 그런 얘깃거리
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도 없고 항상 외톨이예
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방형 
연구 문항 B. ‘이제 나는 학교를 그만둘까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가 안되네요. 부모님은 점수에 신경을 쓰시
고, 나도 성적이 좋기를 원하지만 정말 별도리가 없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2.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1학년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시행한 후, 

디자인싱킹 수업 종료 후 사후검사를 자기기입식 설문조
사 방식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9년 9월
부터 12월까지 총 15주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
목 교육에 디자인싱킹 교수법 수업 적용에 관해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고 자발적 참여와 동의 철회 시 불이익
이 없음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디자인싱킹은 협업을 기
반으로 하는 팀 학습 프로젝트인 만큼 Yoo[28]의 ‘팀워
크 강화’에 유용한 활동 등을 저학년 학습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디자인싱킹 7플러스’ 프로그램에 일부 차용함으
로써 원활한 공동창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공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학년 학습자의 공감적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해 IBM의 역동적인 디자인싱킹 모델의 
스폰서 사용자(Sponsor Users) 요소를 의료서비스 디자
인싱킹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저학년 학습자의 충분한 공
감적 시각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의 지속적인 진
행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의
료서비스 디자인싱킹 7플러스 프로그램은 1단계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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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2단계 공감하기, 3단계 2차 자료 조사하기, 4
단계 문제 정의하기, 5단계 아이디어 도출하기, 6단계 시
각화하기, 7단계 평가하기 과정과 3단계 2차 자료 조사
하기 과정에서부터 비교과 활동과 연계된 ‘전문가 사용자 
참여(Expert users engagement)’로 구성하였다(Fig. 1 
참고).

Fig. 1. 7Plus Medical Service Design Thinking’ Frame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R version 3.6.1을 이용 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α계수를 이용
하여 측정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의료서
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의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효과 측정을 위한 공감 능력 4개 하위영역인 관점 취하
기(6문항), 공감적 상상하기(5문항), 공감적 관심(6문항), 
공감적 각성(6문항)의 구조화된 23문항은 대응표본 T검
정 분석을 하였다. 개방형 연구 문항(2문항:A, B)은 텍스
트 마이닝으로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전통
적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기법을 융합하여 의료서비스 디
자인싱킹 교육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방대한 텍스트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방식으로, 거칠게나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방식에 의한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시행한다. 의미 있는 
특정 텍스트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최종 예측값을 산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집된 ‘말뭉치(corpus)’에서 의존명
사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조사, 부사, 공백, 기호 등 
제거)을 수행한 후 명사를 추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공통핵심어 분석 및 사전-사후 빈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연구자에 의한 전통적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감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 텍스트 데이터 분석은 정성적 연구 방법
(Qualitative research methods)으로써 ‘문자 그대로’ 
읽고 텍스트 의미를 파악하여 요약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제시한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와 연구자에 의한 전통적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감성 분석 결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의

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육의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핵심어 분석은 연구대상자 사전
-사후 개방형 설문조사 자료를 형태소 분리, 조사, 문장
부호, 공백 제거 등의 전처리 과정과 비슷한 용어를 통합
하는 과정을 거처 사전-개방형 연구 문항 A, B 228개, 
222개의 단어를 각각 빈도 분석하였으며 사후-개방형 
연구 문항 A, B의 231개, 229개의 단어를 각각 빈도 분
석하였다. 분석된 핵심어는 상위 25개의 용어를 추출하
여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사전-사후 결과를 시
각화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 적용

예비보건행정가인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Yoo[24]이 개발한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프로
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학습 팀은 5∼6명이 
한 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7플러스 의료서비스 디자인
씽킹 운영내용은 Table 1과 같다.
○ SNS 병원마케팅 및 환자경험 전달학습/팀 강화 활동

(1∼5주): 팀 기반 학습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팀워크
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핵심가치 찾기와 공유하
기’, ‘직업윤리’ 확립 활동을 통한 자신과 타인의 이해
와 성찰이 바탕이 된 팀 빌딩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자체 제작된 가치 카드 시트를 배분한 후 각자 
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다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팀빌딩과 팀원과의 관계 형성이 되도록 하였다. 더 
나은 환자 경험 창출을 위한 SNS 병원마케팅의 필요
성과 가치에 대해 전달학습을 시행하였다.

○ 공감하기(6주∼7주): 고객이 처한 상황과 실제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와 
필요 욕구,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객
의 입장에서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하
는 과정이다. ‘공감하기’ 단계에서 전반적인 의료서비
스 제공과정과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
도록 의료기관 현장 견학 및 체험활동을 수행하여 관
찰을 토대로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진정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팀원별 관찰 일지를 작성하여 팀
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간과할 수 있는 사항
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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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자료 조사하기(8주): 현장 관찰에서 발견한 해결

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시장의 현황을 포탈 검색 및 
기존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비교
과 활동과 연계하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디지털마케
팅’에 대한 전문가 특강의 전달학습을 시행하였다. 비
교과 활동과 연계된 전문가 사용자 참여(Expert 
users engagement)를 팀별로 섭외하여 이해관계자
로서 진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빠르게 관심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예비보건행정가로써 의료기관이 당
면한 과제에 대해 문제 인식과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 평가도구’ 문항을 
팀별로 분석하고 토론한 후 학습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문제정의 하기(9주∼10주): 공감하기 단계에서 얻은 
통찰로부터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 정의 문장을 도출
하는 과정이다. 즉, 수집한 정보를 연결하고 그 속에
서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짜 문제를 발견
하도록 하였다. 팀의 문제 정의문인, 해결과제 주제 
전달 문장은 ‘HMW 질문법(How might we?)’ 질문
법을 사용하여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토론할 때 상대 
의견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칙화
하였다. ‘HMW 질문법(How might we?)’은 학습 팀
의 일원으로 안정적 소속감 속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는 질문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번∼해볼까?’라
는 표현양식이다. 주제 전달 문장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혼자가 아닌 팀이 함께 문제해결 방안
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도록 한 것이며 “한번∼
해볼까?”라는 표현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자
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였다. 목표 고객
(Proto-Persona: 프로토 퍼소나)을 정의하고 목표고
객(Persona 퍼소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팀원 당 1명 이상의 목표 고객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프로토 퍼소나의 나이, 성격, 니즈 등을 정
의하였다. 팀별로 ‘이해관계자 목록’과 ‘환자 여정 지
도’를 작성함으로써 환자 경험을 시간 흐름에 따라 파
악하여 서비스 문제점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이디어 도출하기(11주):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만
들어 내는 단계로 정답에 국한되지 않은 확산적 사고
로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을 유도하였다. 케이스 스터
디(Case study) 발문 토론 기법과 브레인스토밍 기법
으로 팀이 선정한 해결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팀원의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의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구성원들이 가능한 많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은?”, “또 다른 의견은?”, 
“그것도 좋은데”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팀
원의 의견을 하드보드지의 포스트잇에 붙이고 유사한 
아이디어는 그룹화하였다. 사전에 팀별로 배분된 ‘아
이디어 시트지’에 채택된 아이디어를 명문화하였다. 2
차 자료 조사하기 단계의 비교과 활동과 연계된 팀별 
전문가 사용자(Expert users)가 아이디어 도출 단계
에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
도록 하였다.

Week Step Contents
Professor Learner

1
Previous team 

activities:
Strengthen 
teamwork*

Orientation Introduce yourself
2 Education: Design 

Thinking  Write reflection
3

Education(Core value) 
Team building* 

Create your own core 
value & explain*4

5
6

Empathize
Education(Examples of 
Hospital marketing) Case study

7 Team learning method
Give a portfolio sheet*

Setting the observation 
target Field observation*

8
Research 
secondary 

data
Feedback & Coaching
Expert special lecture 

Team debriefing
(Research secondary 
data)
Expert users & Feedback

9 Define
Education(“How might 
we?”Question method)* 
Proto-persona*

HMW Define
Create a proto-persona*

10 Workshop Stakeholder mapping*
11 Ideate Education(Prototype) Create Idea Sheet*

Expert users & Feedback

12 Prototype Workshop
Providing materials

Paper prototyping
Digital prototyping
Expert users & Feedback

13 
14

Test & 
Reflection Feedback & evaluation

1. Team debriefing(PPT)
Simulation by team: 
video 
making(scenario)*

15 Test & 
Reflection

Summary of 
presentation
Feedback & evaluation
Overall reflection*

2.Team debriefing 
(Final prototype)
Submit portfolio
Peer activity 
evaluation*

* Existing 'The Effects of Medical Service Design Thinking on Preliminary 
Health Administrators' Empathy Ability' program quoted

Table 1. Process of program

○ 시각화하기(12주):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는 과
정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외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 후 수
정·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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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 1차 단계에서는 종이와 펜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를 그림으로 표현한 후 개선점을 피드백 받고 보완하
도록 하였다. 2차 시각화는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으로 
구체적인 SNS 병원마케팅 방안이 표현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메이커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팀별로 제작
하도록 하였다. 팀별 전문가 사용자 참여(Expert 
users engagement)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하기/의견 반영하기(13∼15주): 프로토타입을 사
용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고 개
선점을 찾는 과정이다. 아이디어의 핵심을 담은 프로
토타입이 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1차(13주∼14주) 발표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를 파워포인트로 정리하여 발표
하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프로토타입 가동 동영상을 
시연하였다. 2차(15주) 발표는 1차 시각화 프로토타
입에 대한 사용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여부를 점
검하였으며 문제점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피드백 및 
평가하였다. 2차 피드백이 보완된 최종 완성본을 과제
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3.2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공감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 효과 

3.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 57.1%, 남학생 

42.9%로 여학생이 많았다(Table 2 참고).

Classification Item N %
Gender Male 15 42.86

Female 20 57.14
Total 35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3.2.2 측정 변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연구의 측정 변수에 대한 타당도 검증 결과 선행연구

와 같이 관점 취하기, 공감적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공
감적 각성의 4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 적재량 0.4 이상인 요인을 선택하
였으며 총 30개의 문항 중 최종 23개 문항을 분석하였
다. 4개 구성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α 계수
가 0.6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참고).

3.2.3 공감적 문제해결능력의 정형적 효과검증
7플러스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프로그램을 적용한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들의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효과는 교육 후 유의하게 높았다(p=0.03). 공감 능력 4
가지 하위 요인 중 공감적 상상하기(p=0.02), 공감적 관
심(p=0.03), 공감적 각성(p=0.04))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관점 취하기(p=0.11)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참고). 

3.2.4 비정형적 효과검증: 핵심어 분석 및 감성 분석
분석된 핵심어는 용어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

(Word cloud)로 사전-사후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핵심
어 분석을 위한 사전-사후 텍스트 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는 Fig. 2 와 같다. 

“친구가 없고 항상 외톨이다 등”의 개방형 연구 질문 
A에 대한 핵심어 분석을 토대로 사전-사후 상위 10개를 
분석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이야기’(20), ‘친구’(19), ‘상
대’(10), ‘용기’(4), ‘일상’(4), ‘생각’(4), ‘다가감’(3), ‘공통
점’(3), ‘자신감’(3), ‘거리’(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
에서는 ‘친구’(19), ‘이야기’(9), ‘생각’(7), ‘공통점’(6), ‘취
미’(6), ‘주의’(5), ‘인터넷’(5), ‘농담’(5), ‘경청’(4), ‘대답’(3)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분석을 토대로 상위 10개를 분
석한 결과 사전검사에서 상위에 포함된 ‘상대’, ‘용기’, ‘일
상’, ‘다가감’, ‘자신’, ‘거리’라는 단어가 사후 결과에서는 
제외되지만 ‘취미’, ‘주의’, ‘인터넷’, ‘농담’, ‘경청’, ‘대답’라
는 단어가 상위에 포함되었다(Table 5 참고).

Factor Variable Eigen-value R2(%) Item(23) Reliability
Cognitive 
empathy

Take perspective a1, a2, a3, a6, a8, a7 4.320 16.09 6 0.75
Empathic imagine b10, b11, b12, b13, b14 4.516 20.32 5 0.82

Emotional 
empathy

Empathic interest c16, c17, c18, c19, c16, c22 5.203 21.25 6 0.84
Empathic awakening d23, d24, d25, d26, d28, d29 4.236 20.01 6 0.81

Total 77.67 23 0.91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mpathic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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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EPSA
Pre-Post Mean(SD)

Cognitive 
empathy

Take perspective
Pre 19.99(3.05)
Post 20.56(2.70)
t(p) -1.58(0.11)

Empathic imagine
Pre 16.99(3.35)
Post 19.39(3.13)
t(p) -3.28(0.02)

Emotional 
empathy

Empathic interest
Pre 20.91(3.88)
Post 22.70(3.26)
t(p) -3.06(0.03)

Empathic awakening
Pre 23.98(3.89)
Post 24.99(3.11)
t(p) -2.46(0.04)

Empathy The whole
Pre 81.88(11.82)
Post 87.64(10.19)
t(p) -3.12(0.03)

Table 4. Improvement of empathic problem solving 
ability(EPSA)

A type. pretest  A type. post test

B type. pretest B type. post test

Fig. 2. Word cloud of Pre-to-Post Test: Open 
question A(Worrying about making friends), 
B(Worry about leaving school)

“학교를 그만두겠다 등”의 개방형 연구 질문 B에 대한 
핵심어 분석을 토대로 사전-사후 상위 10개를 분석한 결
과 사전검사에서 ‘공부’(17), ‘노력’(15), ‘쓸모’(12), ‘생
각’(8), ‘무엇’(5), ‘세상’(5), ‘결과’(4), ‘끝장’(4), ‘자신’(4), 
‘방법’(3)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공부’(20), 
‘노력’(17), ‘생각’(14), ‘쓸모’(14), ‘세상’(7), ‘학년’(4), ‘학
교’(4), ‘최선’(3), ‘결과’(3), ‘관심’(2) 순으로 나타났다. 핵
심어 분석을 토대로 상위 10개를 분석한 결과 사전검사

에서 상위에 포함된 ‘무엇’, ‘끝장’, ‘자신’, ‘방법’라는 단어
가 사후 결과에서는 제외되지만 ‘학년’, ‘학교’, ‘최선’, ‘관
심’라는 단어가 상위에 포함되었다(Table 5 참고).

Open research question A type
Keyword Pretest(N) Keyword Post test(N)

Talk 20 Friend 19
Friend 19 Talk 9

Opponent* 10 Thinking 7
Courage* 4 Commonimity 6
Daily* 4 Hobby* 6

Thinking 4 Attention* 5
Approach* 3 Internet* 5

Commonimity 3 Joke* 5
Confidence* 3 Listen* 4
Distance* 3 Answer* 3

Open research question B type
Keyword Pretest(N) Keyword Post test(N)

Study 17 Study 20
Effort 15 Effort 17
Useful 12 Thinking 14

Thinking 8 Useful 14
What* 5 World 7
World 5 Grade* 4
Effect 4 School* 4
End* 4 Best* 3

Myself* 4 Effect 3
Method* 3 Attention* 2

* Words added and excluded from the top 10

Table 5. Frequency keywords

“친구가 없고 항상 외톨이다 등”의 개방형 연구 질문 
A에 대한 사전-사후 텍스트 마이닝의 공통어분석 결과, 
사전 텍스트 분석에서는 ‘친구’(19), ‘대화’(20), ‘상대
방’(10), ‘생각’(4) 순으로 공통어가 나타나지만, 사후-텍
스트 마이닝 결과에서는 ‘친구’(19), ‘대화’(9), ‘생각’(7), 
‘공통점’(6) 순으로 나타났다. 감성 분석 결과 ‘친구’, ‘대
화’이라 중립어는 사전검사 결과보다 사후검사 결과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생각’, ‘공통점’, ‘공감’이라는 공감적 긍
정어는 사전검사 결과보다 사후검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6 참고).

“학교를 그만두겠다 등”의 개방형 연구 질문 B에 관한 
사전-텍스트 마이닝 공통어분석 결과, ‘공부’(17), ‘노
력’(15), ‘쓸모’(12), ‘생각’(8)으로 나타났으며 사후-텍스
트 마이닝 결과 역시, ‘공부’(20), ‘노력’(18), ‘쓸모’(14),
‘생각’(14) 이라는 공통어 순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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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성 분석 결과 ‘끝장’이라 부정어의 빈도는 사전검
사 결과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노력’, 
‘쓸모’, ‘노력’이라는 공감적 긍정어는 사후검사에서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고).

4. 고찰
인공지능 시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에

너지로써 ‘공감 능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모든 직업 영역
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바람직한 인재상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역시 이러한 인재상에 부
합한 예비보건행정가의 양성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1]. 
디자인싱킹 교수법은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바탕
으로 문제 인식과 집단창조성을 끌어내는 팀 학습의 프
로젝트 중심 교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 환자의 가치를 보장하는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ness) 평가로 의료기관
에서 제공 받은 각 영역별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실
제 어떻게 느꼈는지를 평가한다. ‘의사의 회진시간 또는 
회진시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는가?’ 등의 전화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환자중심성에 기준한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결부시킴에 따라 의료현장
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고객 접점 영
역은 물론 각 분야별 환자관점의 의료서비스 개선 사항
을 찾고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싱킹 교육
이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의 디자인싱킹은 충분한 

관찰과 공감이 바탕이 된 환자중심성 문제 인식의 해결
방안 착안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 내 환자 중심성 
의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은 물론 의료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산업
체의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의료공급자의 관점을 
넘어 환자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19,28]. 교육 현장에서 공감적 문제해결능력
을 갖춘 예비보건행정가 양성을 위해 의료서비스 디자인
싱킹 교수법의 체계적인 교과 교육 적용과 지속적인 확
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4]. 공감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년을 고려한 체계적이
고 통합적인 점진적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프로그램 개
발과 적용의 교수법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
에 본 연구는 저학년(1학년) 예비보건행정가를 대상으로 
SNS병원마케팅 및 실습 전공 교과 교육에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후 저학년 예비보건행
정가의 공감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한다. 7플러스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을 저학
년 전공 교과목 교육에 설계하여 적용한 결과, 저학년 예
비보건행정가의 공감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4
가지 공감 능력 하위 요인 중 공감적 상상하기와 공감적 
관심, 공감적 각성하기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들에게 적용된 의료서
비스 디자인싱킹 교육 결과, 상대가 처한 상황을 상상하
고 느끼는 인지적 공감력과 타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
고 정서에 대해 공감적인 각성을 하는 인지적 공감력, 정

Open questions Common language Pretest(N) Post test(N) Positive Neutrality Negative
Friend 19 19 ·

A type : Talk 20 9 -
Worrying about Opponent 10 3 -
making friends Thinking 4 7 +

Commonimity 3 6 +
Approach 3 3 ·
Empathy 2 3 +
Study 17 20 +
Effort 15 18 +

B type : Useful 12 14 +
Worry about Thinking 8 14 +

leaving school World 5 7 +
Effect 4 5 +
End 4 2 -

Table 6. Common word frequency and Emotional Analysis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육의 공감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효과: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융복합 분석 319
서적 공감력에 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이는 선행연구
[29,30]에서 의료서비스 디자인씽킹 교수법이 직관적 사
고와 발상을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으로 상상을 빠르게 형
상화함으로 창의적 상상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관찰, 시뮬레이션, 특
히 비교과활동과 연계된 지속적인 전문가 사용자 인터뷰 
및 참여 등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사용자 중심의 생각
과 개인적 특성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결과라 
여긴다. 한편 관점 취하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발견
할 수 없었다. 이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환자나 이해관계
자의 입장과 관점을 진료현장(point-of-care)에서 충분
히 직접 취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장 관찰 수행의 어려움과 
시간적 한계에 따른 결과라 여겨진다[24]. 

사전-사후 공통핵심어 분석 결과 “친구가 없고 항상 
외톨이다 등”의 개방형 연구 질문A의 경우 ‘친구’, ‘대화’, 
‘상대방’, ‘생각’, ‘공통점’, ‘다가감’, ‘공감’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대화’의 중립어는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학
습법 적용 후 낮게 나타난 반면 ‘생각’, ‘공통점’, ‘공감’이
라는 감성적 긍정어는 높았다. “학교를 그만두겠다 등”의 
개방형 연구 질문B에 대한 사전-사후 공통핵심어는 ‘공
부’, ‘노력’, ‘쓸모’, ‘생각’, ‘세상’, ‘결과’, ‘끝장’이었으며 의
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학습법 적용 후 ‘끝장’이라 부
정어의 빈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노력’, ‘쓸모’, ‘노력’이
라는 공감적 긍정어가 높았다. 이는 의료서비스 디자인싱
킹 교수학습법 적용으로 학습자의 공감적 문제해결의 사
고 및 행동 양식의 구체적 방향성을 표출한 것으로, 현실 
부정이나 도피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공감적 사고
의 발현 결과라 여겨진다. 사전-사후 상위 10개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 ‘일상’, ‘무엇’, ‘끝
장’ 등의 막연하며 부정적인 공감어가 ‘공통점’, ‘취미’, 
‘인터넷’, ‘학교’, ‘최선’, ‘경청’ 등의 현 상황이 반영된 능
동적 공감어로 바뀐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긴다. 디자
인싱킹 교수법이 학습자가 해결과제에 직면했을 때 막연
한 두려움을 갖고 회피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
적인 행동 양식의 대응반응과 다각적 사고로 문제해결력
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8]. 사용자 중심의 
공감 단계가 강화된 디자인싱킹이 공감적 감정 지능 향
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할 수 있다[24,29,31]. 연구에 사용된 ‘HMW 질문법
(How might we?)’이 불확실성에 대한 선입견과 제약을 
넘어 창의적 자신감과 협력이 기반 된 가능성을 끌어낸 
결과라 여긴다. 선행 연구[32]에서 디자인싱킹 교수법은 
이성과 감성이 융합된 사고방식으로 단순 확산적 사고를 

넘어 수렴적 사고를 매 단계 적용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창조적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표본 집단이 일개 대학으로 국한
되어 연구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기존 도구
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 사전-사후 공통
핵심어 중심으로만 텍스트 마이닝을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으나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예비보건행정
가의 체계적 교과 교육을 위해, 저학년 기초전공 교과목
인 SNS 병원마케팅 및 실습 교과목 교육에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을 적용하고 면밀한 효과성 검증을 위
해 정형 및 비정형의 융·복합적 분석을 시행한 시범적 사
례연구였다는 점,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전공 교과 교
육에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점, 의료서비스 디자
인싱킹 교육이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공감적 문제해
결 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파악한 점 그리고 
융·복합적 사전-사후 실험적 연구검증을 통해 교육의 효
과성을 검증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환자 
중심성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관한 향후 연구 방
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기초 이론 교과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 적용이 필요하며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효과성 검정
이 필요하다. 전공 기초 이론 교과목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과 적용에 따른 효과성 검정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둘째,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 적용에 따른 학
습자의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회과학적 후속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디자
인싱킹 교수법 적용 교육과 그 효과성 검정을 위해 대조
군·실험군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셋째, 학년별 전체 전공 교과 연계성을 고려한 의료서
비스 디자인싱킹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그 효
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감적 문제해결 능
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년별 전공 교육 전반에 대
한 체계적 연계와 점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
적 교수법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의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을 위해 ‘7플러스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학습법 적
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감적 상상하기, 공감적 관
심, 공감적 각성하기의 인지적 공감 능력에 긍정적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사후 공통어 텍스트 분석 결
과, 중립어와 부정어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는 반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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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통점’, ‘공감’, ‘노력’, ‘쓸모’ 등의 공감적 긍정어 사
용 빈도가 높아지는 사고 및 행동 양식의 구체적 변화 양
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저학년 예비보건행정가들이 환자 
중심성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 기초 교과 
단계에서부터 적용된 의료서비스 디자인싱킹 교수법 활
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체계적으로 공감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년별, 교과의 연계성 있는 수
업 혁신과 확산을 위해 대학 및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
원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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