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6권 4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6(4):572∼576, 2012

- 572 -

전국 한의과 대학의 의료윤리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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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courses of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to find out how well the

education on medical ethics is being conducted so that we could make good use of our findings as basic material to

make arrangements to develop ethics education in Korean medicine. In the same research, we conducted a survey

to find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ethics education and its actual application at 12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As a result, 8 colleges out of 12 included medical ethics in their courses. They were among the

subjects in the first year or second year of a preparatory program. Most of them were classified as requirements while

some of them were classified as electives in humanities or liberal arts. As ethical issues in the medical community

become more diversified and important, it is imperative that health care providers maintain firm ethics. As the need

for medical ethics and ethics education is getting larger, ethics education at colleges of oriental medicine is becoming

a more important foc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ethics education at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and set a precedent for studying ethics in Korean medicine based 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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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윤리’란 의료 종사자들의 전문직 윤리로서 의료인 자신

의 개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윤리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환자-의료인 관계,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진실 말하기, 환자

의 비밀 엄수 등 전통적으로 의료인이 준수해야할 윤리적인 사

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윤리는 사회적 책무의 수행과 함께

그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부여되

며, 특히 의료 현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의사에게 있어 윤리는

필수적인 요소로2) 요구되어 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다양

화, 첨단화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의료 관련 직종의 창출과 사

람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의료계에 복합적인 윤

리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인들은 윤리적, 법적 책임

을 분별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자주 직

면하게 되었고
3)

환자들도 스스로의 건강과 치료에 책임을 가지

고 치료의 선택에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게 되면서 보다 더 수

평적인 의사-환자 관계로 변화하게 되어 의료윤리에 대한 중요

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4)

.

실제로 전국 14개 의과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대

상으로 환자 진료와 연관되어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2%가 진료 중 의료 윤리 문제의

갈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1년에 3번 이상 경험한 경우도

41.8%인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2005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발

효되면서 의료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관심을 받

게 되면서 의료윤리는 외부의 사회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의학

그 자체의 가치를 포함하는 요구로 인식되고 있다
6)

.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의 발생과 의료

윤리에 대한 관심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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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에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의학 윤리’라는

교과목이 처음 개설된 이후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의료윤리 교육

을 단독 또는 통합 형태의 정규 과목으로 꾸준히 채택하여 교육

하고 있다. 특히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의학계열

대학평가 항목 중에 의료윤리를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과목 교육

을 강조한 것을 계기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31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이, 다시 1993년에는 32개 대학 중 12개 대

학이 의료윤리 과목을 개설하여 그 수가 차츰 증가하였다7). 그리

하여 2000년도 초반에 들어서면서 국내 전체 41개 의과대학 중

에서 2개의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에서 의료윤리를 포함한 의

료관련 인문사회과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렇게 의료계 안팎으로 의료 윤리 및 의료윤리 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은 한의학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의학

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관계의 올바른 행위

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의사가 윤

리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9). 또한 한의사

들은 이러한 유교의 인간중심의 사상관과 인간에 대한 실용적

적용학문인 한의학을 공부함으로 의사로서의 윤리적 바탕정신을

갖게 된다6). 이렇게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의학은 실천적 윤

리의 가치를 알고 실현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한의사 윤리와

관련하여 ‘한의사 윤리강령’이 한의사 협회 정관 및 규정집에 제

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한의계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윤리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한의학계에서도 한의사 의료윤리 규정 및 지침을 제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

대환의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의 직업윤리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한의사의 윤리성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10), 하홍기의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윤리에 대한 한의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한의사들의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정부차원, 한의사협회 차원, 한의사 개인 차원에서의 실

제적인 방안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한의과대학의 윤리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11).

이처럼 의료 윤리 및 의료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인 대학에서부터 의료윤리 교

육 마련이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한의과 대학의 교과과정을 검토하

여 의료 윤리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한의학 윤리교육의 향후 발

전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한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기

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윤리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학 교육기관은 사립대가 11개, 국립한의학전

문대학원이 1개 총 12개로 경희대학교, 동의대학교, 대전대학교,

가천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동

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국립한의학

전문대학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12개 한의과 대학 홈페이

지를 통해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를 조사하였으며, 대학 홈페이

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각 대학 학과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저자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대학

별 윤리교과목 개설 여부, 강의 학년, 학점, 강의 시간, 이수구분,

학습내용 등으로 분류한 후 상호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

며,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각 대학별 특성 및 윤리 교육 과정 운영 여부

전국 12개 한의과 대학의 각 대학별 특성 및 윤리 교육 과정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희대학교에 1958년 처음 한의과 대학

이 설립된 이후 2008년 부산대에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

되기 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대부분 지역별 1개의 한의과 대학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2개 이상의 한의과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별 입학정원은

최소 40명에서 112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12개 한의

과 대학 중 8개의 대학에서 윤리과목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The Features and Current State of Providing Ethics Course

(N=12)

한의대 지역 설립연도 정원 윤리교육여부

경희 서울 1958 108 O

동의 부산 1987 50 X

대전 대전 1982 77 X

가천 경기 1990 32 O

상지 강원 1987 60 O

세명 충청 1992 40 O

우석 전라 1987 40 O

원광 전라 1972 112 O

동신 전라 1991 40 O

대구한의 경상 1980 108 O

동국 경상 1978 72 X

부산 한의전 부산 2008 50 X

2. 각 대학별 윤리 교육 운영 방법

각 대학별 윤리 교육 운영 방법을 살펴본 결과 전체 12개 한

의과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윤리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희

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예과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에

윤리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리 교육 학점으로는 대부분 1학

점 또는 2학점이었으나 원광대에서는 학점이 없이 수강하는 형

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강의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8

개 대학이 모두 같았고, 이수 구분은 8개의 대학 중 5개 대학이

전공필수, 2개의 대학이 전공 선택, 1개의 대학이 교양 선택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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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itles of Course and Content (N=12)

한의대 과목명 교육내용

경희 의학 윤리 -

동의 - -

대전 - -

가천 의료 윤리 -

상지 의료 윤리학
인간의 탄생과 죽음과 관련된 임신중절, 대리모, 안락사, 뇌사 인정문제 및 유전 공
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개조, 복제, 기타 생명체의 변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의
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상충으로 생기는 문제

세명 한방 의료 윤리 -

우석 의료 윤리

생명공학 및 의학의 발달과 생명의료윤리학, 생식의 윤리, 산전 진단: 성감별, 성 선
택 그리고 태아조직 이식, 인공수정의 윤리, 생명복제 기술에 대한 윤리적 고찰, 인
간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정당방위와 임신중절, 진료의 윤리, 유전자 치료의 윤리,
장기이식의 윤리, 임상실험의 윤리, 의사와 환자의 윤리적 관계, 죽음의 윤리, 안락
사, 죽음의 기준: 뇌사/심폐사 논쟁, 생명의료윤리학 방법론, 윤리이론
(교재: 생명의료윤리학/ 김상득)

원광 의학 윤리

동신 의료 윤리학 의사윤리강령

대구한의
의료 윤리학 및
의료 사회학
(중 택 1)

의학을 공부한 의료인이 갖는 직업윤리의 한 분야로서, 의학과 윤리의 합성어이다.
의학윤리에서는 의료인의 자세와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현재 의료
인이 갖는 문제를 총망라하여 그 가치를 정립하고 방향을 정립하도록 한다.

동국 - -

부산 한의전 - -

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Table 2. The Way of Providing Ethics Course (N=12)

한의대 학년 학점 시간(week) 이수구분

경희 4 1 2 전공필수

동의 - - - -

대전 - - - -

가천 2 2 2 전공필수

상지 1 2 2 전공필수

세명 2 2 2 교양선택

우석 1 1 2 전공선택

원광 2 0 2 전공필수

동신 1 1 2 전공필수

대구한의 2 2 2 전공선택

동국 - - - -

부산 한의전 - - - -

3. 윤리 교육 과목명 및 학습 내용

윤리 교육 과목명 및 학습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학 윤리”,

“의료 윤리”, “의료 윤리학”, “한방의료 윤리” 등 대학에 따라 다

른 과목명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대학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나 사용하고 있는 교재명

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대부

분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상충으로 생기는 문제,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윤

리문제, 윤리 문제들을 직면하였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학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대의 경우에는 특별한 교재 없이

의사 윤리강령을 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 동의대에서는 ‘한의학 원리론’ 이라는 과목을 통해 인

간생명의 존엄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동국대에서는

‘보건 법규’ 과목에서 의료 윤리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현대사

회와 한의학’이라는 과목 내에서 의학 윤리를 다루고 있었다. 그

러나 이를 윤리 교육 과목이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

구에서 제외하였다.

고 찰

한의사는 전문직으로써의 직업윤리와 의료인으로써의 의료

윤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윤리성의 확보를 위

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윤리성을 기를 수 있는 윤리 교육의 필

요성10)이 요구되면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료 윤리 과목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한의학계에서도 의료 윤리를 포

함한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한의과 대학의 교과과정을 검토하

여 의료 윤리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한의학 윤리교육 발전을 위

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국 12개의 한의과 대학의 의료 윤리 관련 교

육과정을 확인 한 결과 전체 12개 한의과 대학의 약 66.6%에 해

당하는 8개 대학에서 의료 윤리 관련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조사한

전국 한의과 대학 교육현황에서 11개의 한의과 대학 중 54.5%인

6개 대학에서 의료윤리 과목이 운영되었던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12). 그러나 국내 의과대학의 경우 2005년에 이미

41개 의과대학 중에서 97.6%에 해당하는 40개 대학에서 의료윤

리를 포함한 의료윤리 관련 인문사회과목이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어13), 의과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한의대의 의료윤리 교육 수준

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의사 직업 전문화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전문

직으로써의 지위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직 윤리

와 의료 윤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10)

.

국내에서는 199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학계열 대학평

가에서 의료 윤리를 포함한 인문사회계열의 과목개설이 평가 항

목 중 권장사항이었으나, 2000년에는 필수항목으로 바뀌면서 의

학과 교육과정 중 의료윤리 등 의학과 관련된 인성교육 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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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론, 인간관계론, 의학과 사회)등 최소한 1개 이상 개설 할 것

이 평가의 필수 항목 중 하나로 되어있다14). 이에 반해 한의과 대

학은 직업윤리교육에 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러한 미흡한 한의대 의료윤리교육은 꾸준히 양성될

한의사 집단의 윤리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의대 의

료윤리 교과과정의 개선과 함께 한의계 종사의료인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한의과 대학의 의료윤리교육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 윤리

교과목을 수강하는 시기는 대부분 예과 1, 2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의료윤리 교육의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 몇 학년 때 의료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가라

는 질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 의견 중 가장 효과

적인 것은 의과대학 1학년부터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에 맞는 의료윤리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14)

. 또한 영국에서는 의료윤리교육이 의학교육의 단계를 통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의학 이외의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학제적인 윤리교육이나 심성교육과

더불어 편성되어야 함을 권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 임상기간

동안 빈번히 의료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기간 중

윤리 교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의과 대학에서도 의료 윤리 교육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년에 걸쳐 단계에 맞는 의료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국 한의과 대학의 윤리 교육 과목명 및 학습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학 윤리, 의료 윤리, 의료 윤리학, 한방의

료 윤리 등 대학에 따라 과목명은 다르지만 대부분 의료 행위 과

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상충으로 생기는

문제나 윤리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의 마음가짐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가치 정립 방향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의료 윤리 과목으로 정확히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한의학 원리론’ 이나 ‘보건 법규 과목’을 통해 인간생명의 존엄

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의료 윤리를 간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과목 속에서도 의료 윤리에 대

한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 윤리는 인간 생명을 다

루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여

겨진다.

학습내용의 경우,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

의 권리와 의무의 상충으로 생기는 문제, 일반적인 의료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 윤리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의 마음가

짐 등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의 의료윤리 교육은 주로 인간

복제, 안락사, 낙태, 유전자 조작 등 법적인 문제와 같은 생명윤

리 관점에 치우쳐 있어 보통의 임상 의사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18). 따라서 의료 윤리의 교육 내용은 전문직 윤리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주제들,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실제적인 의료 윤리 문

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의학’이 갖는 사명감과 책임감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비슷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 근본이 다

른 학문이기 때문에 윤리 교육에 있어서도 한의학만의 특성에

맞게 일반 의대와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양

의학의 경우 침습적 진단법이나 치료법이 많이 있지만, 한의학의

경우에는 침을 제외하고는 진단법이나 치료법에 있어 생명에 크

게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에 위험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리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죽음’을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안

락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10).

또한 현재 출판되어진 의료 윤리 교재들은 거의 대부분 서

양의학에서 발생하는 의료윤리문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의과대학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그런 교재들

을 사용할 때에 한의과대학에서 특징적으로 강조되어지는 의료

윤리분야를 알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의 교육 방법 또한 중요하게 여겨

져야 할 부분이다. 2005년 한의대의 의료윤리 교육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료윤리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6개의 한의과 대학

중 50%인 3개 대학이 강의식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었고, 1개의

대학이 토론형식으로, 나머지 1개의 대학이 과제 발표 형식으로
12)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법인

강의식 교육은 의료 윤리학에 관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 부족한 교

수 인력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교육내용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들이 피동적인 입장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및 자주적인 사고 능력의 배양을 촉진하기 힘들

고, 학습자들 각자가 가진 학습동기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창조성과 역동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10). 따라

서 강의식 교육 보다는 소규모 증례토론이나 전체토론 또는 병

원이나 지역사회의 실습, 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윤리

교육이 진행되어 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윤리성은 단순히 윤리학에 국한된 학문적인 교육의 결

과물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개인의 인격적 품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 교육 또한 철

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차원의 접근과 이해에 기초하여 통합

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15).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인력에 대한 실

제 의료 윤리교육 담당자들의 입장은 임상교수와 의료인문학자,

의료법학자, 생명윤리학자, 의료문제 전문상담가 등 각 분야 전

문가들이 모여서 Team Teaching을 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윤리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의료 윤리 교육을 담당할 만한 인력을 임명하지 않는 등 지

원이 부족하여17) 실제로는 대부분 1명의 교수가 다수의 학생에

게 강의를 하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윤리 교육 방식 및 인력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학교

및 정부에서는 의료 윤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료 윤리 교육

을 담당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적극적 지원해야 하며, 학

교 및 학회 차원에서는 한의학 특성에 맞는 의료 윤리 교육을 위

한 전문 인력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거

나, 교육자용 지침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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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한의과 대학에서는 급속한 직업

전문화 과정 속에서 의료 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면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한의대에서는 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의 양적

인 확산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

인 의료윤리 교육을 시행하야 할 것이고 변화하는 의료윤리의

시각과 사회문화 환경, 새롭게 대두되는 보건의료문제에 따라 교

육 내용 및 방법을 민감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의과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학과 사무실의 도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한의대의 윤

리 교육 진행방법이나, 윤리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강의 태도

및 반응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실제 한의대 교수들과의 면담이나 윤리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윤리교육 운영에 도

움이 되는 좀 더 실제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의료 윤

리 교육방법 및 교육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

색해보아야 할 것이며, 의료 윤리 교육자들은 체계적이고 효과적

인 교육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다학

문적이고 복합적이며 체험위주의 지속적인 의료 윤리 교육이 되

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전국 12개 한의과 대학의 윤리교육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 8개의 대학에서 윤리과목이 교

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 시기는 대부분 예과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에 윤리 교육이 시행되어지고 있었고 대부분 전공 필

수였지만 전공 선택이나 교양 선택으로 이수할 수도 있었다.

윤리적 문제해결 능력은 단지 윤리 교육만으로 배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윤리와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증

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의과 대학의 윤리 교육은 한의계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과제이다. 향후 전국 한의과대학의 윤리

교육의 확대 및 발전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

학의 윤리 개념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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