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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

장협의회는 2023년부터 한의학 기본교육 기초종합

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다1). 한국한의학교육평

가원의 한의학교육인증기준 2021-2025(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KAS2021)에 

의하면 한의과대학의 기초한의학 및 기초의학 교육

과정은 “임상의학을 익히고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과

학적 지식,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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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aimed to present a summary and analysis of a survey on the educational status of basic 
Korean medicine and basic medical science in colleges of Korean medicine nationwide. 
Methods: The data on the curriculum and weekly education plans were acquired in the first half of 2020. Data 
showing the educational status and contents of basic Korean medicine and basic medical science were extracted.
Results: Most of the colleges were providing a subject-based education. All subjects of basic Korean medicine were 
included in the required courses for majors, and most of them appeared to have developed and been using common 
main textbooks and standardized educational contents. However, there were some subjects in which the education 
period was dispersed until the 3rd and 4th grades, or in which discussions to develop and use common textbooks 
and standardized educational content were required. Most of the subjects of basic medical science were also educated 
as required courses for majors, but there were some subjects with a low curriculum establishment rate, and these 
could be considered as areas to be reinforced first when reorganizing the curriculum.
Conclusions: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a basis for exploring the ways to concrete changes 
that are desirable and also realistically feasible when reorganizing the curriculum of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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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성하고,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한의학 기본교

육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이러한 기초교육의 성과달성

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2). 

그동안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

한의학 혹은 기초의학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로 원

전학3), 해부학4), 예방의학5), 기공학6) 등 단일 교과목

에 대한 조사 혹은 전반적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7,8)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전반적 교육현황에 대

한 양적 자료를 파악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었

다9,10). 그러나 KAS20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한

의학 및 기초의학 교과목에 집중하여 한의과대학의 

교육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부재하였으며, 현재 한의

학 기본교육 기초의학종합평가 도입을 목전에 둔 시

점임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2020년도 현시점의 전

국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11) 

중 기초한의학 및 기초의학 과목 교육현황을 검토하

여 교육형태, 교육시기, 학점 및 시수, 주교재,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연구방법

2020년 2월,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

회를 통해 전국 한의과대학의 교과목별 정량지표와 

주별 교육계획서를 요청하였다. 이후 각 대학 담당 

교수 및 학과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준비한 자료를 

2020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확보하였다. 조사 시점

이 2020년 상반기였으므로, 학교에 따라 2019년 1-2

학기, 혹은 2020년 1학기 교육 과정이 확인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 현재 전국한의과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기초한의학 및 기초의학 과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과목별 교과목명, 전공필수ㆍ선택 

과목 여부, 담당 교실, 이수 학기, 학점, 시수, 주교재

에 대한 정보 및 주별 교육계획서에 반영된 교육내

용을 요약하였다. 대상 교과목은 KAS20212)에서 규

정한 기초한의학(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본

초학, 방제학, 경혈학, 진단학, 예방의학)과 기초의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생물물리학, 세포생물학, 유전

학) 및 관련 과목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교과목 별 한의과대학의 교육 현황을 제시하

되, 11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주별계획서를 기반으로 교육 내

용도 검토 하였다. 

결 과

기초한의학 및 기초의학 과목별 학점과 시수 배정 

현황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각 과목별 교육 현황

은 다음과 같다.

1. 원전학 

1) 교육형태

11개 한의과대학 모두가 전공필수 또는 전공 교과

목으로, 원전(9개교), 원전학(2개교), 원전및세미나(1

개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과목의 교육은 

원전학(7개교), 원전의사학(3개교), 의사학(1개교) 교

실에서 전담하고 있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원전학 교육시기는 예과 2학년에서 본과 1학년 사

이에 집중 분포하였다. 예과 2학년 1학기부터 본과 

1학년까지 4학기 동안 교육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6개교), 4개교는 본과 1학년, 1개교는 예과 2학년 2

개 학기 동안 교육하고 있었다. 교육학기 수는 평균 

3.09±1.04 학기, 학점은 4-12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학점은 8.3±2.90점, 최빈값은 8점과 12점이었

다. 시수는 8-16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12.2±2.60

시수, 최빈값은 10시수와 12시수였다.

3) 주교재

원전학 주교재로 활용되는 서적은 16종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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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교재는 3개교가 주교재

로 채택한 류편황제내경(類編黃帝內經)(전국한의과대

학 원전학교실 편/주민출판사)과 현토주석유경(懸吐

註釋類經)(법인문화사편집부/법인문화사)이었고, 주해

보주 황제내경소문(註解補註 黃帝內經素問)(김달호 

외/의성당), 황제내경독송본(黃帝內經讀誦本)(진주표/

법인문화사)은 각각 2개교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기

타 다양한 황제내경 주해서, 경악전서, 중의운기학 

서적이 활용되고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은, 앞서 

주교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마다 교육내용이 

상이하여 일괄 정리할 수 없었다. 다만, 10개 대학이 

황제내경 교육에 각종 주해서를 활용하고 있었고, 나

머지 1개 대학도 주교재에는 황제내경이 없었지만 

부교재와 교육계획서 내용 중에 사실 상 황제내경에 

해당하는 언급이 있었으므로, 11개 대학 모두에서 

공통으로 원전학 교과목에서 황제내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개 대학은 황제내경 외에 유경

을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경악전서를 병용하

는 학교(1개교)는 주별계획서에 황제내경 관련 내용

이 누락되어 있었다(Supplement 1). 

5) 원전학 외 한의 원전 교육 과목

한편, 원전학 외에 별도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한

의 원전을 교육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한의

과대학에서 황제내경과 상한론을, 8개 대학에서 온

병학을 전공 혹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었

다. 그 밖에 유경, 금궤요략, 난경, 동의보감을 교육

하는 대학도 있었다. 다양한 한의 원서를 선택과목으

로 다루는 대학이 많았으며, 원전학 외에 기타 한의 

원서를 교육하는 시기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Supplement 1).

2. 의사학

1) 교육형태

의사학 혹은 의학사라는 이름으로 강의하는 교과

목을 조사한 결과, 11개교 모두가 전공필수 혹은 전

공 교과목으로 해당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목명으로는 6개교가 의사학, 5개교

가 의학사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해당 과목의 교육은 

의사학교실(7개교) 혹은 원전의사학교실(4개교)이 전

담하고 있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모든 대학이 2학기 동안 의사학을 교육하였는데, 

대다수인 8개교가 예과 2학년 1-2학기 중에 해당과

Supplement 1. 한의과대학의 원전학 교육 시기 및 한의 원서의 종류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2

본1

황제내경

유경 (*) *

경악전서

동의보감 (*) (*) * (*)

난경 (*) (*) * (*)

금궤요략 (*) * (*) * (*)

상한론 * * * * * * * * * * *

온병학 * * * * * * * *

*별도의 과목에서 교육(괄호-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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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교육하였고, 본과 1학년(2개교)이나 예과 1학년 

중(1개교) 교육하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전국 한의

과대학에서 의사학이 가장 많이 교육되고 있는 시기

는 예과 2학년이었으며, 드물게 본과 1학년과 예과 

1학년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점은 2-4학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3.27±0.90 학점, 최빈값 4

학점이었으며, 시수는 4-6시수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4.45±0.82 시수, 최빈값은 4 시수였다. 

3) 주교재

주교재로 가장 많이 활용된 책은 강좌중국의학사

(김기욱 등/대성의학사)로 6개교가 채택하였으며, 한

의학통사(김기욱 등/대성의학사)도 4개교에서 활용하

고 있었다. 그밖에 한중의학사개설(홍원식/주민출판

사)(2개교), 중국과학기술사(료육군 저, 박현국 등 역

/일중사)(1개교)도 주교재로 쓰이고 있었다.

4) 교육내용

11개 대학 중 7개교가 한국의학사를 교육하고 있

었으며, 그중 5개교가 고대의학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1개교는 조선

시대 의학부터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개교는 조선

시대에 발간된 국내 주요 의서를 다루고, 주로 현대 

한의학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9개 대학이 중국의학사를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었

다. 1개교는 위진남북조, 수당대, 송대 의학과 금원

사대가, 중의학 발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었으며, 

나머지 1개교는 자기주도학습으로 금원사대가 의학

을 다루고, 부인소아과학, 역병, 외과학, 침구학 등 

주제별로 의학의 발전을 다루었다. 비교의학사에 해

당하는 내용으로는, A대학의 일본의학사, F대학의 

나라별 한의사 제도의 이해 정도가 있었다. F대학은 

예과 1학년 1학기에 비교의학론(전공필수/경혈학교

실)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비교하는 과정을 별도

로 운영하고 있었다. 기타 보고서 제출이나 발표 학

습 외에 지역 소재 한의학박물관을 답사하여 한국의

학 관련 유물들을 직접 관찰하는 학교도 있었다

(Supplement 2).

Supplement 2. 한의과대학의 의사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1

예2

본1

한국의학사

고조선및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중국의학사

고대

춘추전국및진한

위진남북조

송 금원

명

청

근대

현대

비교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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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방생리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로 해당 과

목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

과목명으로는 1개교(한의임상생리학)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생리학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론실습비는 

2:1인 곳이 가장 많았다(6개교). 나머지 대학들도 

6:1(2개교), 3:1(1개교), 3:2(1개교)로 실습보다는 이

론 비중이 높았다. 1개교는 이론실습비에 대한 자료

를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대학이 생리학, 한방생리

학, 혹은 한의생리학 교실에서 해당 과목 교육을 전

담하고 있었다. 나머지 한 곳은 생리학교실 외에 해

부조직학, 기공학 교실에서 교육을 분담하고 있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생리학은 예과 2학년-본과 1학년 중에 집중 교육

되고 있었다. 11개 대학 중 6개교가 본과 1학년 1-2

학기 동안 생리학을 교육하였으며, 예과 2학년 1-2

학기에 교육하는 대학이 3곳, 예과2학년 2학기부터 

본과1학년 1학기에 걸쳐 교육하는 곳이 2곳이었다. 

따라서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생리학이 가장 많이 교

육되는 시기는 본과 1학년이었다. 모든 대학이 2개 

학기 동안 생리학을 교육하였으며, 학점은 6-9점 사

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7.7±0.90 학점, 최빈값은 8학

점이었다. 시수는 10-14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11.7±1.10 시수, 최빈값은 12시수였다. 

3) 주교재

대다수인 10개교가 동의생리학(전국한의과대학생

리학교수/집문당)을 주교재로 채택하고 있었다. 이중 

2개교와 나머지 1개교는 자교 생리학 담당 교수 저

술을 주교재로 병용하였다(장부경락학/청홍, 생리학/

집문당 등). 그밖에 장부학의 이론과 임상(김완희/일

중사)이 2개교에서 주교재로 병용 채택되어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 음양오행육기, 기혈진액, 장부생리로 이어

지는 한방생리학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의 한의과대

학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upplement 3). 한의학개론이나 원전학, 병리학, 경

락경혈학 등 기타 기초한의학과 중복될 수 있는 단

원은 주별계획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기타 부인 소아 노인 등 개체특수 생리나 정

신생리를 다루는 대학도 있었고, 운기학이나 상수리, 

삼재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대학은 의역학이나 운기학을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

택 과목으로 별도 개설하기도 하였다. 기타 신형론이

나 동의보감의 인체구조론, 인체대사, 기혈수 이론, 

혹은 장부변증 중심 문제해결형 토론수업을 다루는 

학교도 있었다(Supplement 3).

4. 한방병리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로 해당 과

목의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었다. 교

과목명으로는 1개교(한의병리학)를 제외한 모든 대

학이 병리학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론실습비는 3:1일 

대학이 3곳이었고, 5:2, 2:1, 3:2인 곳이 각각 2개교

로, 모두가 이론의 비중이 더 높았다. 나머지 1개교

는 병리학 과목에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

고, 다른 한 곳은 이론실습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았다. 8개교가 병리학, 한의병리학, 혹은 한방

병리학교실에서 해당 과목을 전담하고 있었다. 병리

학교실과 진단학(2개교), 혹은 원전의사학(1개교) 교

실이 분담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병리학은 본과 1-2학년 중에 집중 교육되고 있었

다. 5개 대학이 본과 2학년 1-2학기 동안 병리학을 

교육하였으며, 본과 1학년 1-2학기에 교육하는 곳이 

3곳, 본과 1학년 2학기-본과 2학년 1학기에 걸쳐 교

(379)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20;41(3)

http://dx.doi.org/10.13048/jkm.20028104

육하는 곳이 2곳, 본과 1학년 2학기부터 본과 2학년 

2학기까지 3학기에 걸쳐 교육하는 곳도 1개교 있었

다. 따라서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병리학이 가장 많이 

교육되는 시기는 본과 2학년이었다. 10개 대학이 2

개 학기 동안 병리학을 교육하였으며, 교육기간이 3

학기인 대학도 한 곳 있었다.

교과목명은 병리학 혹은 병리학실습이지만, 주별

계획서에 양방병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

우도 있었다(2개교). 한 대학(G)은 본과 2학년 1학기

에 진행되는 병리학실습 과목에서 사실상 세포생물

학, 유전학 등의 실험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학점과 시수에서 해당 교과과정을 배제하였다. 다른 

한 대학(H)은 병리학 과목 내에서 한ㆍ양방병리학을 

융합 교육하고 있었고, 주별계획서 상 한방병리학을 

온전히 교육하는 경우 부여된 학점과 시수의 100%, 

양방병리학 내용이 섞여 있는 과정은 50%만을 반영

하였다. 전국한의과대학에서 병리학에 부여된 학점

은 최소 6에서 9학점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7.09±1.14 학점, 최빈값은 6학점이었다. 시수는 8.5

에서 14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11.8±2.02 시수, 

최빈값은 14시수였다.

3) 주교재

11개교 모두가 주교재로 한의병리학(한의병리학교

재편찬위원회/한의문화사)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동의병리학(문준전), 내경병리학(최승훈), 병인병

기학(박찬국), 변증진단학(박영배), 온병학(박찬국), 병

인론(김구영) 등을 주교재로 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4와 같다. 병인론, 

Supplement 3. 한의과대학의 한방생리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2

본1

음양
오행 육기

음양

오행

육기

기혈 진액

정

신

기

혈

진액

장부
․

경락 생리

경락생리

장부생리

오장기능계

개체특수

부인

소아

노인

기타

정신생리

운기 상수리 삼재론 등 * * * *(†)

신형

대사

기혈수

* 의역학, †운기학 별도 교과목 운영(괄호-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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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론, 병기론은 모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변증론 총론과 기혈진액음양변증, 오장육부병 변증, 

장부겸병 변증도 대부분의 대학의 주별 강의계획서

에 반영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상한변증이나 위기

영혈변증, 삼초변증, 사상인 변병증이나 주요증상 감

별 분야는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

았다. 기타 기항지부변증을 교육하는 곳도 있었고, 

의안(임상케이스) 작성 및 발표 혹은 토론, 병인별 

질환모델 의사환자 역할극을 실습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논문의 비판적 읽기와 작성을 

실습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Supplement 4).

5. 본초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로 본초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교과목명으로 10개교가 본초학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1개교(J)는 본초학과 임상

본초학 과정을 별개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임상본초

학의 경우는 다른 대학의 본초학 과정과 내용이 상

이하므로 여기에서는 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

도로 분류하였다. 반면, 또 다른 대학(E)은 임상본초

학 과목에서 본초학을 교육하고 있었으므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 교과목의 교육은 전 대학이 본초학 

혹은 본초약리학 교실에서 해당 과목 교육을 전담하

고 있었다. 이론실습비에 대한 정보를 10개 대학에

서 확보하였다. 1개교만 이론 실습비를 1:1로 운영하

고 있었고, 9개 대학 모두가 이론 수업에 더 많은 시

간을 할애하였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본초학 수업은 대체로 예과 2학년-본과 1학년 사

이에 분포하였고, 드물게 본과 2학년까지 수업이 진

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대학에서 2학년 1학기 

내에 강의를 완료하였다. 예과 2학년 1학기부터 본

과 1학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수업하는 학교가 4

개교로 가장 많았고, 본과 1학년부터 수업을 시작하

여 본과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내에 과정을 종료하

는 학교가 3개교였다. 예과 2학년 2학기부터 본과 1

Supplement 4. 한의과대학의 한방병리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
기

본1

본2 * *

병인론

발병론

병기론

변증론

내상잡병 변증론, 
팔강변증

기혈진액음양변증

오장병 변증

육부병 변증

장부겸병 변증

상한 변증

위기영혈 변증

삼초 변증

사상인 변병증

주요증상 감별

기타 기항지부

* 병리학 과목 중 내용 상 한방병리학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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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2학기까지 3학기 동안 수업하는 학교가 2개교, 

나머지 2개교는 본과 1학년 2개 학기, 혹은 예과 2

학년 2학기부터 본과 2학년 1학기까지 4학기 동안 

수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국한의과대

학에서 본초학 수업이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되는 시

기는 본과 1학년, 평균 이수 학기 수는 3.36±0.67 

학기이며, 최소값은 2학기, 최대값은 4학기, 최빈값

은 3학기와 4학기였다. 

본초학에 배정된 학점은 8-13점 사이에 분포하였

으며, 평균 10.9±1.86학점, 최빈값은 12학점이었다. 

시수는 최소 14시수, 최대 21시수, 평균 17.8±2.3시

수, 최빈값은 16, 20시수였다.

3) 주교재

11개 대학 모두 본초학(전국한의과대학공동교재편

찬위원회/영림사)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복수의 대학에서 본초학실습서(전국한의과대학

공동교재편찬위원회/의방서원)(4개교), 본초학도전

(서영배/복사꽃사람들)(3개교), 한약재관능검사해설

서(식약처등/진한엠앤비), 중약약성론(북경인민위생

출판사), 원색한약도감(강병수등/동아문화사), 임상본

초학(신민교/영림사)(각 2개교) 등을 병용교재로 사

용하고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5와 같다. 모든 대학

이 본초학 총론을 분야별로 교육하고 있었으며, 특히 

포제학은 별도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교육하는 경우

도 있었다(2개교). 주별 계획서 본초 각론 부분은 모

든 대학이 약효에 따른 본초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

을 기재하고 있었는데, 각론 각 분야를 대부분의 대

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개

교(A)의 주별계획서에 다수의 본초 분류 분야에 대

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본초원 등 야외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고, 그밖에 약물 제

법이나 복용법, 한약의 성분이나 이화학적 감별, 공

정서나 한약재 감별, 한약분류에 대한 내용을 본초학 

과정에서 다루는 학교도 소수 존재하였다. 본초학총

론 과정에서 약용식물학을 교육하는 학교도 1개교 

있었으나, 5개교가 예과 전공필수 과목으로 약용식

물학, 혹은 약용자원학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

다. 그밖에 천연물학(전공필수, 예과 2학년)이나 임

상본초학(전공선택, 본과 3학년)을 1학기 동안 별도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다(Supplement 5).

6. 방제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방제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교과목명으로 10개교가 

방제학을, 2개교가 처방제형학을 사용하고 있었다. 

11개 대학 중 한 곳은 처음 2학기동안 처방제형학. 

다음 2학기에는 방제학이라는 명칭 하에 방제학을 

교육하였다. 10개교가 방제학, 혹은 처방제형학 교실

에서 방제학 교실을 담당하며, 1개교는 의사학교실

에서 방제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론실습의 비중에 

대한 자료는 10개 대학에서 제공하였고, 10개교 모

두가 이론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론실습비는 최소 

약 6:1에서 3:2까지 분포하였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방제학 수업은 본과 1학년-2학년 사이에 분포하였

지만, 주로 본과 2학년에서 집중 교육되고 있었다. 

교육 기간은 10개교가 2학기였고, 3학기, 4학기를 

교육하는 경우도 각 1개교씩 있으며, 평균 교육기간

은 2.27±0.65 학기였다. 방제학에 배정된 학점은 

5-10 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6.82±1.47학점, 최빈

값은 6과 7(각 3개교)학점이었다. 시수는 최소 8시

수, 최대 16시수, 평균 11.8±2.93시수, 최빈값은 10, 

16시수였다.

3) 주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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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대학이 방제학(한의과대학방제학교수/영림사)

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3개교는 동

의방제와 처방해설(윤용갑/의성당)을, 나머지 1개 대

학은 처방제형학(박성규/영림사)을 주교재로 단독 활

용하고 있었다. 2020년 4월 출간된 한의방제학(한의

방제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군자출판사)이 주교재로 

이미 반영된 대학도 1개교 있었다. 그밖에 복수의 대

학에서 동의임상방제학(윤길영/명보출판사), 방약합

편(황도연/법인문화사)이 각 2개교에서, 등중갑방제

학강의(오재근역/물고기숲), 동의보감 등도 1개교에

서 주교재로 병용하고 있었다.

Supplement 5. 한의과대학의 본초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2

본1

본2

총론

정의와 역사

약성론

용량금기

채집저장

포제 * *

각론

해표약

청열약

사하약

소식약

거풍습약

방향화습약

이수삼습약

온리약

이기약

지혈약

안신약

활혈거어약

화담지해평천약

평간약

보익약

수삽구충개규용토외
용약

부록약물

기타

제법ㆍ복용법

야외실습

약용식물(자원)학 * * * * *

천연물학 *

한약 성분

약재감별, 공정서

한약분류

임상본초학 (*)

*별도 교과목 운영 (괄호: 선택과목)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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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6와 같다. 모든 대학

이 본초학 총론을 분야별로 교육하고 있었다. 주별 

계획서상 방제학 교육 내용 기재 방식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는 방제의 효능 분류에 

따른 방식, 다른 하나는 개별 처방별 방식이었다. 전

자의 방식으로 기재된 6개교에 한해 각 효능분류별 

교육내용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해표제(解表劑), 

이혈제(理血劑), 거습제(祛濕劑), 거담제(祛痰劑), 치

풍제(治風劑)만 6개 대학의 주별계획서에 공통으로 

교육하고 있었고, 누락된 처방 분류가 다수 존재하였

다. 특히 표리쌍해제(表裏雙解劑), 개규제(開竅劑)는 

효능분류를 채택한 대학 중 절반인 3개교의 계획서

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기타 보험한약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대학이 2개교이었고, 그밖에 

환자진단변증처방, 한방병원 현장견학, 방제학 용어 

개념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

다(Supplement 6). 

7. 경혈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경혈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9개교가 경혈학, 2개교가 

경락경혈학을 과목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경혈학(7

개교), 경락경혈학(1개교), 해부경혈학(1개교) 교실이 

해당 과목 교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경

혈학교실과 진단학교실, 혹은 경락경혈학교실과 침

Supplement 6. 한의과대학의 방제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본1

본2

방제학 총론

각론(처방별)

각론
(효능분류별)

해표제

사하제

화해제

청열제

거서제

온리제

표리쌍해제

보익제

고삽제

안신제

개규제

이기제

이혈제

소도제

거습제

거담제

치풍제

치조제

용토 ․ 구충제

치옹양제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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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학교실이 분담하는 곳도 각 1개교씩 존재하였

다. 대부분(8개교)이 실습보다는 이론의 비중이 높았

으며, 이들 대학의 이론실습비는 4:3에서 10:3까지 

분포하였다. 2개교는 이론과 실습에 같은 시간을 할

애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개교는 이론보다 실습

에 2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경혈학 수업은 본과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집중 

진행되었다. 본과 2학년 1학기-2학기 동안 경혈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가장 많았고(9개교), 본과 1학년 1

학기 혹은 2학기에 시작하여 본과 2학년 2학기까지 

각 3학기, 4학기 동안 교육하는 대학도 한 곳씩 있었

다. 따라서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경혈학이 가장 많이 

교육되는 시기는 본과 2학년이었다. 교육 학기 수는 

최소 2학기에서 최대 4학기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2.91±0.83학기, 최빈값은 2학기였다. 학점은 6

에서 12학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학점은 8.82±2.40

학점, 최빈값은 6,8,12학점(각 3개교)이었다. 경혈학

에 배정된 시수는 최소 10시수, 최대 20 시수, 평균 

15.09±3.86이수이었으며, 최빈값은 10,12,14,20시수

(각 2개교)였다.

3) 주교재

8개 대학이 대학경락경혈학(전국한의과대학교재편

찬위원회/종려나무)을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학경락경혈학실습(전국한의과대학교재편찬위원회/

종려나무)도 5개교에서 주교재로 병용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복수의 대학에서 주교재로 

병용하는 도서로 경혈학(전국한의과대학교재편찬위

원회/정담), 표준경혈핸드북(대한경락경혈학회/한솔

의학)(각 4개교)과 경락학(경락경혈학교재편찬위원회

/정담)(3개교)가 있었다. 기타 자교 경혈학 담당 교수 

저술을 주교재로 병용하기도 하였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7와 같다. 모든 대학

Supplement 7. 한의과대학의 경혈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본1

본2

총론
경락이론

수혈이론

경락수혈각론

십이경맥

십이경별

기경팔맥

십오락맥

십이경근

십이피부

경외기혈 (*)

경락혈위진단법

기타

골도분촌

침외경혈자극

위생자침기술

문제중심학습

* 별도의 경외기혈학 과정 운영 (괄호: 선택과목)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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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락 및 수혈 이론 및 십이경맥과 임독맥을 포함

한 기경팔맥의 이론과 실습을 교육하고 있었다. 십이

경별, 십오락맥, 십이경근, 십이피부, 경외기혈 관련 

내용은 주별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대학도 있었다. 

경외기혈학을 본과 2학년 2학기 전공선택 과목에서 

추가 교육하는 대학(K)도 있었다. 그밖에 소수의 대

학에서 경락혈위진단법, 골도분촌, 자침 외 경혈자극

요법, 위생자침기술,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

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plement 

7). 

8. 한방진단학

1) 교육형태

진단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방진단학을 교육하는 과

목을 조사한 결과, 한의과대학 11개교 모두가 전공

필수 혹은 전공 교과목으로 한방진단학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목명

으로 10개교가 진단학, 1개교가 한의진단학을 사용

하고 있었으며, 이론실습비는 5:5인 곳이 가장 많았

다(6개교). 4개교는 이론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이론

실습비는 최대 5:4에서 최소 5:1까지 분포하였고, 

4:6으로 실습 비중이 조금 더 높은 대학도 한 곳 있

었다. 대다수인 10개교가 진단학(8개교), 한의진단학

(1개교), 한방진단생기능의학과학(1개교) 교실이 해

당 과목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진단학교실과 원전

학교실이 분담하는 학교도 1곳 있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대다수인 9개교가 본과 2학년 1학기-2학기 중에 

진단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1개교는 본과 2학년 2학

기와 본과 3학년 1학기에 교육하여, 총 10개교가 총 

2개 학기 동안 진단학 및 실습을 이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1개교는 본과 3학년부터 4학년

까지 총 4개 학기 동안 해당과목을 교육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진단학이 가장 많이 교

육되는 시기는 본과 2학년이었으며, 기타 이수 시기

로 본과 3학년, 혹은 4학년까지도 분포하였다.

평균 교육 기간은 2.18±0.60 학기였다. 학점은 

4-6학점 사이에 분포하고 평균 4.91±0.94 학점, 최

빈값은 4학점이었으며, 시수는 6-12시수, 평균 8.55± 

1.63시수, 최빈값은 8시수였다.

3) 주교재 

주교재로는 한의진단학(한의진단학 편찬위원회/군

자출판사)을 10개교에서 채택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1개교도 부교재로 해당 도서를 활용하므로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한방진단학(이봉교 등/성보사)가 2개교에서 채

택되었고, 생기능의학(전국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

학교실/군자출판사)과 진단학권여(박경 역석/대성의

학사)도 각 1개교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8와 같다. 11개교 모

두가 망문문절 사진을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었으

며, 그 중에 맥진과 설진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교육

계획서에 청진을 포함한 학교도 일부 있었다(3개교). 

변증 분야 중에는 팔강변증, 기혈진액변증, 장부변증

이 다수의 학교에서 공통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내용은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의료기기를 이용한 생기능의학을 진단학 과정 내

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는 6개교였으며, 이와는 별도

로 의료기기와 한의학 및 실습, 생기능의학, 임상기

기진단학 등 이름으로 교과목이 개설되어 해당 내용

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도 3개교 있었다. 이들 모두 

진단학 혹은 한의진단학 교실에서 해당 교과목을 전

담하였고, 학점은 모두 총 2학점, 교육 시기 및 시수

는 각기 달랐다(본과 2학년 2학기 3학점, 본과 3학

년 1학기-2학기 4학점, 본과 4학년 1학기 2학점). 

기타 교육 내용으로 변증의 종합적 적용(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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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혹은 병례 분석(2개교), 진단서 작성(1개교) 외

에도 활력징후의 측정, 기본적 신체검진, 응급상황 

판단 및 응급처치법, 한방병원 검사길 견학 등의 내

용을 다룬 경우도 있었다(Supplement 8).

9. 예방의학

1) 교육형태

11개교 모두가 전공필수 혹은 전공 교과목으로 예

방의학교실에서 예방의학 과목을 교육하고 있었다. 

그중 4개교가 본과 2학년 1학기-2학기에, 3개교는 

본과 2학년 1년 외에도 본과 1학년 2학기, 혹은 본

과 3학년 1학기-2학기, 혹은 본과 3학년 1학기와 4

학년 2학기에 해당 과목을 더 교육하고 있었다. 기타 

이수시기로 본과 1학년 1학기-2학기(2개교), 본과 1

학년 1학기-2학기와 본과 4학년 2학기(1개교), 본과 

4학년 1학기-2학기(1개교)가 있었다. 따라서 전국 한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 교육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시기는 본과 2학년이었다. 그러나 본과 1학년부터 4

학년까지 예방의학 이수시기가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11개교 중 7개교가 총 2개 학기 동안 예방의학을 

교육하며, 3학기 혹은 4학기 동안 교육하는 대학도 

각각 2개교씩 존재하여, 교육 학기 수는 평균 

2.55±0.82 학기, 최빈값은 2학기였다. 학점은 4-8점

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5.64±1.57학점, 최빈

값은 4학점이었으며, 시수는 4-14 사이에 분포하였

고 평균 9.36±3.56 시수, 최빈값은 12시수였다. 

3) 주교재

11개 대학 모두가 주교재로 예방한의학과 공중보

Supplement 8. 한의과대학의 한방진단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본2

본3

본4

사진

망(望)
망진

설진

문(聞)
문진

청진

문(問)

절(切)
절진

맥진

변증

팔강

기혈진액

병사

장부

경락

육경

삼초

위기영혈

사상체질

생기능의학 * * (*)

* 별도의 의료기기ㆍ생기능의학 과목 운영(괄호: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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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전국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재 편찬위원회/푸른

솔)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양생학(한방예방의학)(전

국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편저/계축문화사)과 예

방한의학 및 공중보건학(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재 

편찬위원회/계축문화사)을 주교재로 병용하는 대학

도 각각 3개교, 2개교 존재하였다. 한눈에 알 수 있

는 의학통계학(이준영역/이퍼블릭)을 병용하는 학교

도 한 곳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9와 같다. 11개 대학 

모두가 예방의학 총론, 역학, 보건의료관리, 환경보

건, 직업의학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었다. 

다만, 예방의학 과정에서 양생학을 다루는 대학은 

5개교였으며, 2개교(F,G)는 1학기 동안, 또 다른 1개

교(H)는 2학기 동안 예방의학 교과 전 시수를 양생

학에 할애하였다. 나머지 2개교는 단회성 강의로 양

생학 총론을 다루고(D), 그 중 한 곳(J)에서는 7주차 

동안 양생학 각론(각 신체 계통별 질병의 예방 및 관

리법)을 다루고 있었다. 예방의학 과정 중에 양생학

이 포함되지 않은 6개교 중 5개교 중 3개교와 예방

의학 과정 중에 단회성으로, 양생학을 다룬 1개교

(D)는 별도의 양생학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방

의학과 별도로 양생학 혹은 한방예방의학을 교육하

는 4개교 중 1개교(K)만 전공선택으로 교육하였고, 

나머지 3개교는 모두 전공필수 과목이었다. 이수 학

년은 예과 1학년부터 본과 1학년까지 다양하게 분포

하였고, 예방의학교실 외에도 생리학교실, 한의생명융

합과학교실 등에서 해당 과목의 교육을 맡고 있었다. 

기타 교육과정으로, 의학통계학 실습 과정을 포함

시키는 대학이 3개교 확인되었다. 환경보건실습으로 

공기질ㆍ수질 측정이나 정수장ㆍ하수처리장 견학 과

정을 운영하거나, 산업의학 심화학습으로 지역 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특강이나 산업보건영상제

작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보건의료학회 

참석이나 환자상담, 건강상담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

을 다루는 학교도 있었다(Supplement 9).

Supplement 9. 한의과대학의 예방의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본1

본2

본3

본4

예방의학 총론

역학

보건의료관리

환경보건과 건강

직업의학과 건강

양생학 * * * * (*)

기공학 # # # # # (#)

기타

의학통계학실습 † † † † † † † (†)

환경보건실습

산업의학실습

보건의료학회참석

환자 ․ 건강상담

(괄호: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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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부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해부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해부학 교육 전담 교실은 

해부학(7개교), 해부조직학(2개교), 해부경혈학(1개

교), 한의생명융합과학(1개교) 교실로 확인되었다. 

11개교 중 8개교가 실습보다 이론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론실습비가 2:1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소 3:1에서 9:5 비까지 존재하였다. 

3개교는 이론과 실습에 동일한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였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해부학 수업은 예과 2학년부터 본과 1학년 사이에 

집중 분포하였다. 예과 2학년 1학기-2학기 동안 교

육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개교), 본과 1학년 1학

기-2학기 중에 교육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3개교). 예과 2학년 2학기에 수업을 시작하여 본과 

1학년 1학기, 혹은 2학기까지 교육하여 각각 2학기, 

3학기를 이수하도록 하는 대학도 각 1개교 씩 존재

하였다. 본과 3학년 1학기에 전공선택으로 임상해부

학을 교육하는 대학도 1개교(J) 있었는데, 여기에서

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 한의

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육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시기

는 예과 2학년이었다. 해부학 교육은 평균 2.09± 

0.30학기 동안 진행되며, 배정 학점은 최소 6학점, 

최대 10학점, 평균 8.09±1.22학점, 최빈값은 8학점

이었다. 해부학에 배정된 시수는 최소 10점에서 최

대 16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14.00±2.19시

수, 최빈값은 16시수이었다. 

3) 주교재

해부학 주교재로 다양한 도서가 활용되고 있었으

나 가장 많은 대학에서 주교재로 공통 채택된 도서

는 Gray 해부학(Richard L. Drake/E Public)(6개교)

이었다. 그 밖에 복수의 대학에서 주교재로 활용된 

도서로 인체해부학(Frederic Martini/한미의학)(5개

교), Atlas of Human Anatomy(Frank Netter/정

담)(4개교)가 있었고, 무어임상해부학(Keith Moore/

바이오사이언스)를 주교재로 단독 활용하는 대학도 

있었다(1개교).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10와 같다. 모든 대

학이 해부학 총론을 교육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대

학이 해부학 각론 교육과정을 인체 부위별로 제시하

였다(10개교). 계통별 분류 중에는 근골격계통(11개

교)과 순환계통(10개교), 신경계통(9개교)에 대한 교

육내용이 주별 계획서에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기타 

인체 계통별 해부학에 대해서는 대학 별로 포함 여

부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조직학, 발생학, 면역학 

분야를 해부학에 포함시킨 대학은 1개 대학이었고, 

대부분 해당 교과목(조직학, 발생학, 면역학)을 별도

로 운영하고 있었다(Supplement 10). 

11. 양방생리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로 해당 과

목을 교육하고 있었다. 교과목명으로는 양방생리학(9

개교)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양방인체생리학(1개교)

도 활용되었다. 나머지 1개교는 생리학 과목에서 양

ㆍ한방생리학을 교육하여, 생리학I에서 양방생리학

을, 생리학II에서 한방생리학을 다루고 있었다. 양방

생리학 내에 실습수업이 없는 대학이 7개교이었으

며, 이론과 실습을 1:1로 운영하는 대학이 3개교, 나

머지 1개교는 5:4로 이론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았다. 

7개교는 생리학 교실이 양방생리학 교육을 전담하였

고, 그밖에 한의생명융합과학, 생명과학, 약리학, 생

화학 교실에서 해당 교과목을 전담하는 대학도 각 1

개교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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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양방생리학 교육 시기는 예과 2학년과 본과 1학년 

사이에 산재되어 있었다. 6개교가 본과 1학년 1학기

-2학기 중에, 4개교가 예과 2학년 1학기-2학기 중에, 

나머지 1개교는 예과 2학년 2학기-본과 1학년 1학기 

사이에 해당 교과목을 교육하였다. 모든 학교가 총 2

개 학기 동안 교육하였으며,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양

방생리학이 가장 많이 교육되는 시기는 본과 1학년

이었다. 배정 학점은 2-6 학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4.00±0.89학점, 최빈값은 4학점이었다. 시수는 

4-9 시수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6.27±2.00 시

수, 최빈값은 4와 8 시수였다.

3) 주교재

다양한 교재들이 양방생리학 주교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교재로 Guyton & Hall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와 Vander’s Human 

Physiology가 있었다(각 3개교). 그밖에 2개 대학에

서는 Berne & Levy Physiology, Elaine Textbook 

of Physiology, Siverthorn Human Physiology가 사

용되고 있었다. 기타 Robbins & Cotran Pathologic 

Basis of Disease, Principles of Cancer Biology, 

Fox Human Physiology, 생리학(서울대학교의과대

학 생리학교실), 인체생리학(라이프사이언스/강숙 외)

도 주교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11와 같다. 세포생

리, 근골격계통,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 내분

비계통, 비뇨계통, 신경계통, 특수감각기관에 대한 

내용을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 다루고 있었다. 혈액 

및 조혈기관이나 생식계통에 대한 내용은 주별계획

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더 많았다. 기타 면

역학이나 물질대사를 양방생리학 과정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실습 수업에서 시약제조나 미생물 및 동물세포 배

양, 중합효소연쇄반응, 조직염색 등 생물학 및 유전

학적 실험을 수행하거나, 인체에서 얻은 검체를 이용

한 인비트로 검사, 동물을 이용한 인비보 실험을 실

Supplement 10.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2

본1

총론

각론(부위별)

각론
(계통별)

조직 * * * * * * * * * *

발생및분화 * * * * * * * (*)

근골격계통

신경계통

특수감각기관

혈액및조혈기관

면역 * * * * * * * * * (*)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

내분비계통

비뇨계통생식계통

*별도 교과목 운영(괄호: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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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교과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Supplement 11). 

12. 양방병리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로 해당 과

목을 교육하고 있었다. 10개교가 양방병리학이라는 

과목명을 활용하고 있었다. 10개교 중 2개교는 병리

학실습 과정 중에 양방병리학 내용을 다루었으며, 나

머지 한 곳은 병리학 교과목에서 한ㆍ양방병리학을 

모두 교육하고 있었다. 6개교가 실습수업을 포함하

고 있었는데, 이론과 실습을 1:1로 구성한 경우가 2

개교, 3:1로 구성한 경우가 2개교였고, 1개교는 3:2, 

나머지 1개교는 실습이 비중이 10% 미만이었다. 

4개교가 병리학 혹은 한의병리학교실에서 양방병

리학 교육을 전담하였다. 병리학교실 외에 약리학, 

생화학, 암예방소재개발센터가 팀티칭하는 대학도 1

개교씩 존재하였다. 그밖에 해부학, 혹은 해부조직학 

교실에서 양방병리학을 전담하는 경우가 있었고, 기

타 한의생명융합과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이 양방

병리학 수업을 맡기도 하였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양방병리학 교육 시기는 본과 1학년-2학년 사이에 

분포하였다. 6개교가 본과 2학년, 4개교가 본과 1학

년 1-2학기에 양방병리학을 교육하였으며, 본과 1학

년 2학기-2학년 1학기에 걸쳐 교육하는 학교도 1개

교 있었다. 따라서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양방병리학

이 가장 많이 교육되는 시기는 본과 2학년이었다. 배

정학점은 2-5학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3.82± 

0.75학점, 최빈값은 4학점이었다. 시수는 최소 3.5시

수, 최고 10 시수였고, 평균 6.23±2.25시수, 최빈값

은 8 시수였다.

3) 주교재

11개 대학 중 6개교가 양방병리학 주교재로 Robbins 

& Cotran Pathologic Basis of Disease를 채택하였

고, 4개교가 대한병리학회의 병리학 교과서(고문사)

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밖에 핵심병리학(송계용/고려

의학), 일반병리학(박창수외/KMS)도 주교재로 병용

하는 경우가 있었다.

Supplement 11. 한의과대학의 양방생리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2

본1

세포생리

근골격계통

혈액 및 조혈기관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

내분비계통

비뇨계통

생식계통

신경계통

특수감각기관

기타
면역학 * * * * * * * * * (*)

물질대사

* 별도 교과목 운영(괄호: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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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12와 같다. 세포병

리, 염증, 체액과 혈류역동학, 면역, 신생물, 유전질

환, 감염성질환, 영유아기 질환 및 각 신체계통별 병

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루 다루어지

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영양질환, 피부질환, 두경부

질환 및 환경 관련 영역은 주별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더 많았다. 양한방병리학을 융합 

운영하는 1개교(H)는 암, 알러지와 면역론 및 면역

세포관찰 등 실습 외에 양방병리학 관련 내용이 주

별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Supplement 12). 

13. 생화학

1) 교육형태

11개 한의과대학 모두가 생화학을 전공 혹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한의과대학 내 생화

학교실에서 해당 과목을 전담하는 경우는 2개교뿐이

었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예방의학, 한의생명융합과

학, 생명과학, 약리학, 의생명공학, 한방생리학교실이 

전담하거나, 타 단과대학의 기초과학교양대학, 처방

제형학이나 화장품공학부에서 해당 과목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2개교가 실습수업을 포함하고 있었

는데, 이론과 실습의 비율은 3:1, 1:1이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8개 대학이 예과 2학년 1학기-2학기 중에, 1개 대

학이 예과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2개 학

Supplement 12. 한의과대학의 양방병리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본1

본2

세포손상 및 적응

염증과 수복

체액과 혈류역동학

면역 * * * * * * * * * (*)

신생물

유전자 발현

영양과 비타민

근골격계통

혈액 및 조혈기관

순환계통

호흡계통

소화계통

내분비계통

비뇨계통

생식계통

신경계통

피부계통

기타

감염질환

두경부질환

영유아기질환

환경

* 별도 교과목 운영(괄호: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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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안 생화학 강의를 교육하였다. 나머지 2개교는 

예과 2학년이나 본과 1학년 1학기, 각 1학기 동안만 

생화학 과목 교육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전국 한의과

대학에서 생화학이 가장 많이 교육되는 시기는 예과 

2학년이었다. 평균 이수 학기는 1.82±0.40학기였고, 

배정학점은 2-8학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4.09± 

2.02학점, 최빈값은 2학점이었다. 총 시수는 2-10 시

수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5.45±2.50시수, 최빈값

은 4시수였다.

3) 주교재

주교재로는 Lippincott’s Illustrated Reviews 

(Lipincott/Williams & Wilkins), Biochemistry 

(Campbell/Cengage learning), 생화학(레닌저/월드사

이언스)이 각각 3개교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생화

학개념과응용(Christopher Mathews/라이프사이언스)

이 2개교에서 쓰이고 있었고, 기타 Textbook of 

Biochemistry with Clinical Correlations (Thomas 

Devlin/John Wiley&Sons), Biochemistry, a Short 

Course (Stryer/Freeman and Company), 생화학

(Garrett/라이프사이언스), 생명의 분자세계 생화학

(양철학/자유아카데미)도 활용되고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13와 같다. 세포의 

구조, 유전자 발현, 생체에너지 대사, 각종 영양소 대

사 및 대사의 통합을 포함한 교과과정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육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영양과 비타

민은 소수의 대학의 주별계획서에만 반영되어 있었

다. 기타 수소결합, 생물계의 완충작용, 유전자검사 

및 개인맞춤형의료에 대한 사례조사와 발표 등의 생

화학 교육과정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생화학 과목 

외에 의학화학이나 유기화학과목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도 세 곳 있었다(Supplement 13).

14. 약리학

1) 교육형태

11개 대학 모두가 전공 혹은 전공필수로 약리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과목명으로 9개교는 약리학, 나머

지 2개교는 각각 임상약리학과 양방약리학이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5개교가 약리학 교실에서 

해당 과목 교육을 전담하였다. 본초약리학 혹은 한의

생명융합과학 교실과 같은 다학제적으로 융합된 교

실에서 전담하는 경우도 각 1개교씩 존재하였다. 그 

밖에 방제학, 의사학 교실에서 전담하거나, 본초학 

Supplement 13. 한의과대학의 생화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1 * *

예2 (*)

본1

세포의 구조

유전자 발현

생체에너지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대사의 통합

영양과 비타민

*의학화학ㆍ유기화학 별도 과목 운영(괄호: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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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과 방제학 교실이 교육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었

으며, 타 단과대학인 기초과학교양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론과 실습의 비중은 1:1

인 경우가 5개교, 실습이 5% 미만인 경우가 1개교였

고, 4개교는 실습을 포함하지 않았다. 나머지 1개교는 

이론 실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약리학 수업은 본과 1학년-2학년 사이에 집중 분

포하고 있었다. 본과 2학년 1학기-2학기 중 해당 과

목을 교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개교), 그 다음

으로는 본과 1학년 1학기-2학기 중인 경우가 많았다

(3개교). 나머지 2개교는 각각 본과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에 걸쳐 교육하거나, 본과 1학년 1학기

에만 해당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국 평균 교육 

학기 수는 1.91±0.30학기였고, 배정 학점은 2-5학점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3.36±1.12 학점, 최빈값

은 4학점이었다. 총 시수는 최소 4시수, 최대 8시수, 

평균 6.18±2.09 시수, 최빈값은 8시수였다.

3) 주교재

11개 대학 중 6개교가 약리학 주교재로 리핀코트

의 그림으로 보는 약리학(임동윤역/신일북스)를 채택

하였고, 2개교가 한방약리학(한방약리학편찬위원회/

신일북스)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밖에 Basic & Clinical 

Pharmacology(Katzung/McGraw Hill), 약리학(박찬

웅/신광출판사), 약물학(약물학분과회/범문에듀케이

션), 알기쉬운 약리학(메디컬사이언스), 건강전문직

을 위한 핵심약리학(포널스출판사)도 각 1개교에서 

주교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4) 교육내용 

주별 교육계획서를 통해 확보한 교육내용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 표 Supplement 14와 같다. 모든 대

학이 약동학 약력학 등 약리학 총론에 해당하는 내

용과 내분비계통 약리를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교육

하고 있었다. 자율ㆍ중추신경, 순환, 소화, 호흡, 혈

액및조혈기관 약리 및 인체질병반응도 대부분의 대

학에서 공통으로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골격, 비뇨생식기, 피부계통 약리 및 신생물, 감염, 

면역, 기타치료제 등에 대한 내용은 교육계획서에 반

영되지 않은 학교도 드물지 않았다. 의약품개발이나 

임상독성학, 약리유전체학에 대한 내용이 교육계획

서에 포함된 경우는 1개교 뿐이었다. 한편, 2개교

(A,B)는 약리학 과정 중 대부분 혹은 절반 정도를 

한약약리학에 할애하고 있었다. 또 다른 대학(F)은 

예과 2학년 1학기 전공필수 과목으로 천연물학 과목

을 별도로 두어 천연물기원의약품이나 국내외 천연

물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었다

(Supplement 14).

15. 미생물학

1) 교육형태

7개 대학에서 미생물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1개 대학이 전공선택으로, 나머지 6개교는 전공 혹

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의과대학에

서 강의를 전담하는 대학이 2개교였고, 나머지는 예

방의학, 생화학, 해부조직학, 혹은 한의생명융합과학

교실이 해당 과목 교육을 전담하였다. 1개교는 담당 

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교육 시기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 까지 흩

어져 있었으며, 모두가 1개 학기 동안 미생물학을 교

육하고 있었다. 배정학점은 6개교가 1학점, 1개교는 

2학점을 배정하여 평균 학점은 1.14±0.38학점, 총 

시수는 6개교가 2시수, 1개교는 3시수를 배정하고 

있으며 평균 학점은 2.14±3.78학점이었다.

3) 주교재

주교재로는 약품미생물학(감염미생물면역약학분과

학회집필진/라이프사이언스), 의학미생물학(대한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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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회/엘스비어코리아)이 각각 2개교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그밖에 병원미생물학(이광배/고려의학), 병원

미생물학(김영권등 역/라이프사이언스), 미생물학길

라잡이(Talaro/라이프사이언스), 병원미생물학과간호

(김영권/수문사), 면역학(Parham/라이프사이언스), 

현대임상온병학-감염성질병의증치.장지문/청홍)도 주

교재로 활용되었다(Supplement 15). 

16. 면역학

1) 교육형태

10개 한의과대학에서 면역학을 독립된 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1개 대학이 전공선택으로, 나머지 

9개 대학은 전공, 혹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면역학 교육 전담 교실은 대학별로 다양하

여, 생화학 교실(2개교) 외에는 융합의과학, 해부조

직학,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의생명공학, 본초학, 내

Supplement 14. 한의과대학의 약리학 교육 시기 및 교육 내용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본1

본2

약동학 약력학 등 

자율신경계통 약리

중추신경계통 약리

순환계통 약리

소화계통 약리

호흡계통 약리

내분비계통 약리

혈액 및 조혈기관 약리

근골격계통 약리

비뇨기계통 약리

피부계통 약리

인체질병반응

신생물

감염

면역

기타치료제

의약품개발

임상독성학

약리유전체학

한약약리학 *

* 천연물학 과정 별도 운영

Supplement 15. 한의과대학의 미생물학 교육 시기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1

예2

본1 (*)

본2

(괄호: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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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등 각 대학 별로 각기 다른 분과에서 면역학을 

교육하였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면역학 교육시기는 대개 본과 1학년이었으나 예과 

2학년, 본과 2학년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

우도 있었다. 9개 대학이 1학기 동안, 1개 대학만이 

2개 학기 동안 면역학을 교육하고 있었다. 평균 이수

학기는 1.13±0.35 학기였고,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면역학이 가장 많이 교육되는 시기는 본과 1학년이

었다. 배정학점은 1-2학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1.50±0.53학점, 최빈값은 1학점이었다. 총 시수

는 2-4 시수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 2.25±0.71 시수, 

최빈값은 2시수였다.

3) 주교재

10개 대학 중 3개교가 Parham의 면역학을 주교재

로 채택하였으며, 핵심면역학(ALS저), 세포분자면역

학(Abul K. Abbas 등)을 활용하는 곳도 2개교 있었

다. 기타 핵심면역학(수문사), 최신면역학(감염미생

물 면역약학 분과학회/라이프사이언스)도 각 1개교

에서 주교재로 사용돠고 있었다(supple 16).

17. 생물물리학

1) 교육형태

생물물리학이나 의학물리학이 한의과대학 교육과

정 내에 포함된 경우는 11개 한의과대학 중 1개 대

학 뿐이었다. 외부단과대학 한방의료공학과에서 강

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예과 1학년 1학기에 2학점 2시간의 계열기초 과

정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2학기에도 개설 예정이지만, 

올해 첫 개설이므로 1학기 자료만 확보 가능하였다.

3) 주교재 및 교육내용

교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강의 내용은 주로 인체 

근골격계의 작동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

학기 교육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Supplementt 

17).

18. 분자·세포생물학 및 유전학

1) 교육형태, 교육시기와 학점 및 시수

11개 대학 중 3개교가 분자생물학 과정을 운영하

고 있었으며, 3개교 중 한 곳은 세포학 과목도 교육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대학은 세포학을 예과 2

학년 1학기, 분자생물학을 예과 2학년 2학기에 모두 

전공선택으로 1학기 동안 강의하였고, 나머지 2개교

는 각각 예과 2학년 1학기와 2학기 각 1학기 동안 

전공필수 과목으로 분자생물학 강의를 운영하고 있

었다. 이 중 1개교는 분자생물학및실험 과목에 2학

Supplement 16. 한의과대학의 면역학 교육 시기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1

예2

본1 (*)

본2

(괄호: 선택과목)

Supplement 17. 한의과대학의 생물물리학 교육 시기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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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3시수를 배정하였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각 과목

별로 1학점 2시수를 배정하였다. 

분자생물학 과목 교육은 화장품공학부나 임상병리

학과와 같은 타 학과에서 전담하거나, 한의과대학 내 

생리학교실과 약리학교실에서 팀티칭하는 경우도 있

었다. 세포학 과목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전

담하고 있었다(Supplementt 18).

2) 주교재

분자생물학 주교재로 2개교에서 분자생물학(Essential 

of Molecular Biology. 심웅섭 외 역/월드사이언스)

을 채택하였고, 이중 한 학교는 알기 쉽고 재미있는 

분자생물학 4판(라이프사이언스)도 병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Biochemistry (Campbell, 

Farrell)를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세포학 

주교재로는 스마트세포학(Benjamin Lwein/라이프사

이언스)가 쓰이고 있었다.

고 찰

정부의 학문분야 평가의 기본 방향이 성과 중심 

평가, 역량 기반 교육으로 설정되었고12,13), 한국한의

학교육평가원의 한의과대학 인증기준에 역량기반 의

학교육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면서14) 한의학 교육에

서도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의 개편이 당면과제가 되

고 있다13,14).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KAS2021에서

도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성과를 명시하고 성과 달성

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체계를 규정 편성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 내에 관련 과목의 수평 통합 및 

수직 통합 운영을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2).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9 

-2020년 상반기 현재 11개 한의과대학에서는 교과목

별 교육과정에 따라 기초한의학 및 기초의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다. 소수의 대학이지만 생리학 과목 내

에서 한방 생리학과 양방생리학을(1개교), 병리학 과

목 내에서 한방 병리학과 양방 병리학을(2개교), 약

리학 내에서 일반적인 약리학 외에 한약 약리학을(2

개교) 교육하거나, 해부경혈학교실이나 한의생명융합

과학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여 기초한의학과 기초의학 

과목간 수평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

다. 그러나 전 기초 과목의 통합이 가시적으로 진행

된 한의과대학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한의학 과목 중 교육 내용간의 연관성을 근거

로 통합할 수 있다. 우선, 유사한 효능분류체계를 갖

춘 본초학과 방제학의 연결이 가능하다. 한방진단학

과 한방병리학은 변증 분야에서 교육 내용이 유사하

다. 한편, 11개 대학 원전학 과목에서 공통으로 교육

되는 황제내경을 내용별로 편찬한 류편 황제내경15)

의 목차와 이번 연구에서 파악한 기초한의학 과목 

내용을 비교해보면, 황제내경의 천인상응, 음양오행, 

양생, 장상, 경락, 운기는 한방생리학과; 경락, 침구

는 경혈학과; 병인병기, 병증, 치법은 한방병리학과; 

병증, 진법은 한방 진단학과 연계 가능하다. 반면, 한 

과목 내에서 이질적인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방의학의 경우, 예방의학 과목 내

에서 양생학, 기공학, 의학통계학 및 실습을 다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수의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별도

로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기초의학 과목 중에는 해부학, 양방 생리학, 

생화학을 인체 계통별로 묶어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양방 병리학과 약리학의 연계도 가능하

다. 많은 한의과대학에서 별도의 교과목으로 면역학

Supplement 18. 한의과대학의 분자ㆍ세포생물ㆍ유전학 교육 시기

구분/대학 A B C D E F G H I J K

이수시기 예2 * * (#) *

*분자생물학, #세포학 (괄호: 선택과목)

(397)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20;41(3)

http://dx.doi.org/10.13048/jkm.20028122

을 교육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양방 생리학이

나 양방 병리학에서 면역학을 다루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KAS2021에서 기초한의학으로 거론한 모든 교과

목이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전공 혹은 전공필수 과목

으로 교육되고 있었다. 많은 기초한의학 과목의 교육

시기가 임상 교육 전인 본과 1학년-2학년 이내에 교

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한방진단학이나 예방의학은 본과 3, 4학년까지 교육

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 과목의 교육 

시기를 조절하거나, 교육 내용 검토를 통해 임상 과

목과의 교육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2020년 상반기 현재 전국 한의과대

학 기초교육의 단면을 개괄하여 보여주었다는 의의

가 있다. 다만, 각 대학 기초한의학 및 기초의학 과

목 주별계획서에 기반하여 연구자가 각 과목별 교육

내용을 파악하였으므로, 실제 교육내용 및 각 과목별 

연계성에 대한 질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

다. 향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실제 교육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교육 내용간 연계성이 높

은 분야는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분리하여, 

효율적인 교육개선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기초한의학 과목 대부분에서 공통 교재의 개발 및 

교육 내용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교육 계획서에도 반

영되어 있었다. 다만, 원전학이나 의사학의 경우, 주

교재 및 교육내용에서 대학 별 편차가 커 공통 교재 

개발 및 활용, 핵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해 보였다. 

기초의학 과목 중 해부학, 양방 생리학, 양방 병리

학, 생화학, 약리학은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 전공 

혹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었다. 면역학도 

1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

어 있었다. 기생충학이나 세균학, 바이러스학이 별도

로 개설된 대학은 없었고,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 미

생물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다. 반면, 생물물리학이

나 세포생물학, 유전학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

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논문에서는 싣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예과 교양과정에서 일반생물학, 일

반화학, 일반물리학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

한 기초 자연과학 교육과정 및 생화학, 양방 생리학

이나 병리학 등에서 생물물리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의 내용 일부를 다룰 수도 있겠으나. 해당 학문에 대

한 사회적 요구가 있으니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우

선 보강해야 할 분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9년-2020년 상반기 각 대학 교육계

획서를 통해 파악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기반으

로 분석한 것이므로, 교육계획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

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교육이 다를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또한 2020년 상

반기부터 유행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대

학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예년과 상

이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교육계

획서와 차이가 있는 상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KAS2021에 근거하여 

기초한의학과 기초의학 및 관련 교과목을 연구 대상

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임상의학, 인문사회의학, 기타 

교양 등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는 교과목 다수가 분

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의과대학

의 기초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1주기 한의과대학 한의학

교육평가인증이 2012년 원광대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한의과대학에서 완료되는 과정에

서 지난 몇 년간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크고 작은 

변화가 전국 한의과대학 내에서 진행되었고16), 2019

년에 발표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적용될 KAS2021이 기초한의학과 기초

의학 수업시간의 동률 적용(5:5), 교육과정의 수평 

및 수직 통합 등을 요구하였으며2), 2019년 출범한 

한국한의과대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3년 

기초종합평가와 한의사 국가시험의 컴퓨터기반시험 

도입, 2026년 임상종합평가 도입을 위한 전면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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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개혁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해 나아

가기로 한 점17)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큰 변화가 

불가피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파악한 한의과

대학의 기초 교육 현황이 향후 각 대학과 분야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람직하고도 실현 가능한 한의

과대학 교육과정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

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교육과정 개편에는 이러한 교

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 졸업생, 더 나아가 광범

위한 의미의 수혜자인 소비자의 요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2019년-2020년 상반기 현재 전국 한의과대학의 

기초한의학 및 기초의학 교육은 대부분 교과목별로 

교육되고 있었으며, KAS20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한의학 과목은 모든 한의과대학에서 전공필수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 본과 2학년 이내에 

교육이 완료되고 있으며, 공통 주교재의 개발 및 교

육 내용의 표준화도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만, 본과 3-4학년까지 교육 시기가 분산되어 있거나, 

공통 교재 개발 및 표준 교육내용 도출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과목도 일부 있었다. 

KAS20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의학 과목도 대

부분 전공필수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었으나, 모든 대

학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과목의 

경우 향후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우선 보강해야 

할 분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당면한 한의가 국가시험제도 변화 및 한의학 교육

개편의 여정을 고려하면 전국 한의과대학은 세계의

학교육의 변화에 맞추어 교과목별 강의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졸업후 한의사로서의 전문직 역량에 기반

한 교육내용 구성과 한의학 및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을 위한 통합교육 등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방식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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