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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육에 있어서 실험실습이란 강의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여 체득(體得)하는 이른바 두 번째 교육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론 교육을 실제 현실로 확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

현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상 ‘원

전교육→이론강의→현대연구동향→실험/실습→한의학연구와

임상과정’라는 단계적 심화 과정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1).

이러한 단계별 심화교육 체계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

여 블록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의학계열의 통합교육에 있어 활발

히 사용되고 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예로 들자면

한의학에 있어서 황제내경과 같은 원전 교육이 선행된 이후에

기초 이론과 최신 연구지견이 이론 강의와 현대연구동향을 통해

교육되며, 한의학연구 및 임상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심화 과정

은 실험/실습이 담당하게 된다1). 의학에서의 실험실습은 교육

내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 양방생리

학에 있어서의 각종 생물학 실험, 양방병리학에 있어서의 진단

검사법 실습, 인문사회의학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토론, 임상의

학에서의 PBL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의학의 표준화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학습

목표(2006)2)에는 이러한 실험실습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

는데, 예방의학에서의 40시간(총 146.5시간), 병리학에서의 28시

간(총 208시간), 진단학에서의 51시간(총 188시간) 등 구체적인

수준과 범주가 학습목표로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생리학에 있어서는 128시간의 강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험실습에 대한 내용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2), 실험실

습용 실습교재 또한 개개의 대학만을 위한 대학용 교재 또는 유

인물 등이 사용되고 있어 표준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실이다1). 이는 한방생리학의 교육내용을 실험실습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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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한의학

적 개념과 함께 양방적 개념, 실습도구, 학습 목표 등 생리학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락생리를 주제로 한 통합형 실험실습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던 기존 선행연구
3)
를 토대로 하여, 정신생리와

체질생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사상체질의학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담보

할 수 있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각 체질별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측정하는 생리심리학적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어 왔으며,

QSCC라는 객관적 진단도구 또한 갖추어져 있으며, 후수과목인

병리학, 진단학, 그리고 임상에 이르기까지 선수과목으로서의 연

계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실습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도 객관적인 생리심리

검사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정신생리와 체질생리 이론수업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실험실습을 통해 후수과목들에 대

한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기에 한의학 교육의 효율을 높임

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신생리와 체질생리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결과 데이터

들4,5)을 근거로 하여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연구 및 임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근거중심교육을 개발하는 노력의 일

환으로, 정신생리 및 체질생리 교육과정에 해당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는 통합형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및 교육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의학 교육에서

의 효율 증대와 개선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

과 분석 결과는 다른 한의학적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한의학 교육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인체의

장상과 양생” 교과 중 정신생리와 사상생리6)의 통합 실험실습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수행한 학생들의 수업 후 설

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실험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실습 프로그램은 기존 2년간의 진행

과 피교육자들의 평가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서, 사상체질별 생리

심리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실습 설계를

위한 필수항목1)들을 설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목표로서는 첫째, 한의학에서의 정신생리에 대한 이해

를 심화하여 칠정(七情)와 인지(認知)과정에 있어서의 주관적, 생

리적, 행동적 특징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사상 체질생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생리적, 심리적 특징들

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측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

법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학습 도구 및 내용으로는 정서 또는 성격에 대한

동-서의학적 인식
7)
과 측정, 사상 체질별 생리심리적 특성

4,5)
에 대

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체성분분석, QSCCII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실험실습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논문들을 활

용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최신 연구동향을 교육함과 동시에 직접

적으로 임상 또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QSCCII 측정 결과와 Body Mass Index (BMI)

측정치4,8), TCI 측정치5,9), MBTI 측정치4,5), 체성분분석 결과10),

PANAS 측정치 등의 상관성을 토대로 본 실험실습 교과를 디자

인 하였다.

교과과정상 선수 또는 후수 과목과의 상호 연계에 있어서는,

한방생리학 교재6)의 정신생리(pp 419~436)와 체질생리(pp

487~503)를 위주로 하여, 병리학에서의 체질병리 및 임상과목에

서의 사상체질의학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2. 실험실습 프로그램의 진행

본 실험실습은 내용상 워크샵 형태를 사용하였는데, 크게 보

아 실습과정에서 다룰 검사법에 대한 이론강의(2시간)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생리심리 데이터의 분석과 토의로 이루어진

실험실습(2시간)으로 나누었다.

1) 실습강의

실습강의를 통해서, 각 검사법의 역사, 목적, 특징, 해석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참고자료를

실습 전날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미리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선행

학습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습을 위하여 배포되는 자료

로는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마음사랑, 2007), 16가지 성격유

형의 특성(어세스타, 2007), MBTI의 이해(한국심리검사연구소,

동영상 CD), MBTI 유형카드(한국심리검사연구소)가 사용되었

다. 이러한 참고자료는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실습 이후 1주일

간 자기주도학습에 사용한 이후에 다시 수거하여 차년도 실습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험실습

실습 강의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실험실습 진행방법을 설명

한 뒤에 실습실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실습실은 6명 정도가 사용

할 수 있는 이동식 테이블이 10여개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실습

이후 정리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험실습에 활용된 QSCCII11), MBTI12,13), TCI14), PANAS15),

체성분분석16,17) 데이터의 측정에는 매우 많이 시간이 소요되므

로, 실험실습 한달 전부터 미리 일정을 기획하고 순차적으로 진행

하여 검사 결과치를 별도로 정리해 놓은 후, 학생들의 분실 우려

와 이해 증진을 고려하여 실험실습 전날 일괄적으로 배포하였다.

실험실습의 진행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소그룹 토론(Fig.

1A)을 사용하는 점진적인 그룹 분화 방식(Fig. 1B)을 사용하였다.

실습을 시작할 때는 QSCCII결과를 토대로 한 소양인, 태음인, 소

음인, 불명확 그룹에서 시작하고, 각 그룹 내에서 본인의 생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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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그룹 분화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도록 하

였는데, 동질한 특성을 가진 2~5명 규모의 소그룹이 형성될 때까

지 자체분화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토론과정에 있어서, 생리학 및 사상체질의학 강의

를 담당하는 3명의 교수가 본인의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과

임상에서 활용하는 방법, 분석과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 오류 검토 등을 제공하였다.

실험실습 진행과정에서는 결과보고서 레포트 양식(Table 1)

을 미리 배포하여, 소그룹 조장이 이를 정리하여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발표(Fig. 1C) 이후에는 일괄취합하여

평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3) 학생발표와 정리강의

소그룹 구별이 진행된 이후에는 학생들의 결과보고서 레포

트(Table 1)를 토대로 하여 조별 발표(Fig. 1C)를 진행함으로써,

각 소그룹이 지니고 있는 생리심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상체질별 생리특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그룹별로 학생발표가 끝날 때마다 사상체질의학 강의 교수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분류에 사용한 생리심리적 특성이 적절하

였는지, 추가되어야 할 특성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습의 맨 끝에는 각 검사의 결과치와 사상체질간의 상관성

을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진행한

분류가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하는지 등을 스

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평가

학생들의 실험실습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실습을 통해 작

성되었던 결과보고서 레포트(Table 1)를 평가의 자료로 사용하

였다.

Table 1. Report form for the experiment and practice curriculum of

biological psychology and Sasang medicine

정신생리 & 체질생리 실험실습 보고서

성명 학번 날짜/시간 201 년 월 일

실험조
구성 방법

구성원 이름과 성별
QSCCII
결과

MBTI
그룹명

TCI 그룹명 PANAS
BMI

NS HA RD PA NA

[예] 성춘향, 여자(조장) 소음인 I S T J L H M 10 19 17

1 (조장)

2

3

4

5

6

7

8

9

10

A. 같은 조에 소속된 사람들에서 성격/감정/신체 특성 등에 있어서 동일
한 것이나 차이나는 것은?
B. 같은 조에 소속된 사람들에서 건강상태/질병 상태 등에 있어서 특성이
동일하거나 차이나는 것은?
C. 측정 검사결과와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격이나 신체 특성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A. Discussion using student's own psycho-biological data

B. Schematic diagram of group differentiation by the students

C. Pictures of presentation of their discussion and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ir group.

Fig. 1. Pictures of the students with experiment and practice program

3.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실험실습이 종료된 이후에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선수 학부의 분야로는 공학, 인문학,

생물/의약계열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성별과 연령은 25세

이하, 25~30세, 30~35세, 3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으로는 학습목표의 달성 및 흥미 유발 여부, 체

감 난이도 등을 확인하였다. 실험실습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다양

한 검사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차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지, 사상체질별 생리심리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실험실습의 과정이 적절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제공된 참고

자료가 충분하였는지, 진행 형식이나 배정된 시간, 기기와 실습

실 등이 적절하였는가를 질문하였다. 또한 실험실습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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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ended question)을 포함하였다.

결과치는 항목별로 10점 만점으로 평균±표준편차 또는 점수

별 빈도(명, %)로 표시하였으며, 선행 전공과 성별에 따른 결과

치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독립 t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18.0 (SPSS Inc, Chicago)을 사용하였다.

결 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인체의장상과양상 교과

중 정신생리와 사상생리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

였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후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수업 이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42명 중, 남자는 18명(46.2%),

여자는 21명(53.8%)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5세 이하 4명(9.8%),

25~30세 23명(56.1%), 30~35세 8명(19.5%), 35세 이상 6명(14.6%)

이었다. 학생들의 선행 전공은 의생명 20명(47.6%), 공학 19명

(45.2%), 인문사회 3명(7.1%)이었다(Table 2). 선행 전공분야와 성

별에 따른 설문문항 답변을 비교한 결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Major during undergraduate

Engineering Humanities Biology & Medical na Total

19 3 20 0 42

Sex

Male Female na Total

18 21 3 42

Age

< 25 yrs. 25-30 yrs. 30-35 yrs. > 35 yrs. na Total

　 4 23 8 6 1 42

* na; not available.

1. 학습목표와 난이도

본 실험실습의 학습목표 성취와 난이도(Fig. 2)에 대하여, 학

생들은 높은 만족도(8.11±1.06)와 흥미(8.57±1.07)를 보고하였으

며, 이와 동시에 난이도(5.16±1.22)는 낮게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실습이 학습목표를 잘 반영하였는가에 대해

서, ‘그렇다’(7-8)는 응답이 29명(65.9%), ‘매우 그렇다’(9-10)는 응

답이 13명(29.5%)이었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

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7-8)는 응답이 22명(50.0%), ‘매우 그렇

다’(9-10)는 응답이 21명(47.7%)이었다. 또한 체감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쉬웠다’(3-4)는 응답이 11명(25.0%), ‘보통이다’(5-6)

는 응답이 29명(65.9%)이었다.

2. 실험실습의 유용성

본 실험실습의 유용성(Fig. 3)에 있어서, 각종 생리심리 검사

에 대한 이해 심화(7.36±1.24), 사용한 검사도구의 활용

(7.48±1.25), 사상체질별 심리적, 생리적 특징 이해(7.41±1.47)에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설문 문항에 있어서 ‘많은 도

움’(7-8)으로 평정한 응답이, 본 실험실습의 유용성에 있어서는

29명(65.9%), 사용한 검사도구의 활용에 있어서는 29명(65.9%),

사상체질별 심리, 생리적 특징의 이해에 있어서는 20명(45.5%)으

로 나타났다.

Fig. 2. Achievement of curriculum goal and its difficulty.

Fig. 3. Perceived usefulness of this experiment and practice

curriculum.

A. Format and allocated time

B. References and circumstances

Fig. 4. Adequacy of the supports for this experiment and practi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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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습 과정의 적절성

본 실험실습 교과가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Fig. 4A), 진행

을 위한 충분한 지원(Fig. 4B)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고하였다. 다양한 검사법을 활용하여

실습강의와 토론/발표로 이루어진 본 실험실습 구성이 적절한가

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7.55±1.09)는 의견이 보고되었으며, ‘적

절하다’(7-8)는 평가는 28명(63.7%)에서 확인되었다.

강의 및 실습에 배정된 시간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강

의시간(5.30±1.86)과 토론/발표시간(5.05±1.79)라고 보고되었으

며, ‘조금부족’(4-5)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21명(47.7%)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강의관련

참고자료가 충분한지(7.50±1.05)와 강의실, 실습실 및 기기/기구

가 적절하였는지(7.14±1.27)에 대해서도 ‘적절하다’(7-8)는 응답이

많았었는데, ‘적절하다’(7-8)에 해당되는 빈도가 각각 34명

(77.2%), 29명(65.9%)로 나타났다.

4. 종합 평가

본 실험실습에 있어서 좋았던 점에 대한 개방형 답변에 있

어서는 본인과 학우들의 다양한 실제 데이터들을 사용하면서 체

질과 정신생리에 대한 이해를 넓혔던 것이 좋은 체험학습의 기

회가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본 실험실습에서

개선/수정되어야 할 점에 대한 개방형 답변으로는, 실습시간이

조금 더 부여되었으면 하는 것과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및 토론

과정에 더 많은 교수들의 개인별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

견이 보고되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사상의학과 정신과 임상에 있어서 이러한 도구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심화과정으로서의 통합 실험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생리심리적 특징의 측정

방법과 결과 해석 방법을 숙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리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객관화된 각종 생리심리검사

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상체질별 생리심리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정신생리와 사상생리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결과를 교육에

활용하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교육으로서의 통합 실험실

습을 시행하고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 평가를 분석한 결과, 4시간

의 흥미로운(8.57±1.07) 실험실습을 통해서 MBTI, TCI, QSCCII,

PANAS, 체성분분석 등의 검사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8.11±1.06)

되었는데, 실습 내용이 어렵지 않은(5.16±1.22) 중간 정도의 적절

한 난이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강의 및 실습에 시간이 조금 더

부여(47.4%)되어 폭넓은 토론과 전문가의 조언이 추가적으로 요

구된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현행 12개 한의학 교육기관에서의 기초한의학 실험실습을

현황1)을 살펴본다면, 학습목표의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안이 표

준화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교과에 따라서는 교육과정한의과대학 학습목표집2)을 통한 구체

적인 시수와 학습목표가 정해져있지 않기도 하지만, 내용 측면에

서 볼 때 수준과 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실험실습 프로그램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할 수 있을 것이다1).

기존 한방 생리학 과정에서의 실험실습1)은 대략적으로 네

가지 방향으로 크게 묶여질 수 있는데, 첫째는 한방적인 지식만

을 위주로 하는 것, 둘째는 양방적인 것만, 셋째는 한방-양방을

묶는 것, 넷째는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각종

생화학 실험기자재 사용법, 활력징후 측정법, in vitro 실험방법

과 기기, EAV와 EEG, EKG, 통각 및 피부습도와 같은 각종 생리

특성의 측정법, 신형론(身形論)과 장부론(臟腑論)을 활용한 체형

진단과 복진, 경락진단, 안면(顔面) 및 수족부의 관형찰색(觀形察

色), 체질 및 생리심리특성의 측정 등이 학교별 교과과정과 수업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활용 교재의 측면에서도

대전대, 대구한의대와 같이 자체적인 실습교재를 활용하는 경우

에서부터 매시간 필요에 따라 유인물로 대체하는 등 교과과정의

완성도에 따라 실시하는 형식이나 내용에 매우 큰 편차를 지니

고 있다
1)

. 이러한 현실은 양방에서의 의학교육실과 같은 교육과

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이 기존 사립 한

의과대학에서는 설치, 운영되지 못하여 왔음으로 인하여 교육과

정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을 위한 예산과 조직 등 기반 인프라

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18).

이와 함께 현행 교육의 특성상 한의학적 개념과 양방적 개

념을 모두 활용하는 한국적인 실험실습안을 개발한다는 것이 현

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어 왔다. 예를 들

어, 초심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함

에 있어 음양/오행의 동-서의학적 개념이 함께 포함되도록 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예

를 들어 본초학과 경혈학의 경우에는 약재감별 또는 수기법이라

는 가시적인 목표를 통해 일정 정도의 공통된 내용을 용이하게

추출해낼 수 있으나, 생리학이나 병리학의 경우에는 한의학적 개

념이라는 기본 이론이 교육되고 있으며, 사유론적 측면이 상당부

분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서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

교육실은 독립적인 행정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였고, 교과과정을

기획함에 있어 기초한의학 5개 과목의 교수들을 초청한 워크샵

(2010.10.10-11)
1)
을 통해 실험실습 교과의 항목과 학습목표, 실습

내용, 시수, 실행안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과 필수항목 등을 논의

하였다. 동의생리학회 또한 학술대회(2009.7.11)에서의 ‘동의생리

학의 실험실습 현황’과 ‘생리학 교육 혁신’ 세션을 통해 문제점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의학계의 전방위적 노력의 하나

로서, 실험실습 표준양식과 필수항목 등을 충실히 기술하고 있는

실험실습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실험실습 모듈의 작성과 개선

을 위한 학습 효과의 분석을 위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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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정신생리 및 체질생리 실험실습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본 설문지는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정신생리 및 체질생리 실험실습 수업
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 실험실습의 학습목표는 ‘인체의장상과양생’에 있어서 정신생리와 체질
생리의 기존 수업내용을 토대로 교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함께 관련
검사법을 숙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의학연구과정 및 임상 교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데 있습니다.

* 기본 인적사항
A. 기존 선수 학부 분야
(①공학계열 ②인문학 계열 ③생물/의약 계열)

B. 성별 (남, 여)
C. 연령 (①25세 이하 ② 25~30세 ③30~35세 ④35세 이상)

* 학습목표와 난이도
1. 본 실험실습이 학습목표를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 (부족)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4---------5---------6---------7---------8-------9-------10

본 연구에서 활용된 생리심리 측정방법들은 한의학 임상 현

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서, 학술적인 근거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왔기에 기초교육-연구교육-임상교육

으로 진행되는 심화과정에서의 중개역할을 담당함에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

체성분 분석 측정치
4,8)

에 있어서 태음인은 소양인/소음인보

다 유의하게 큰 체지방, BMI를 지니고 있으며, 기질 및 성격 검

사(TCI) 점수5,9)에 있어서는 소양인과 소음인이 자극추구(NS)와

위험회피(HA) 측정치에 있어서 서로 반대의 특성을 보이며,

MBTI 측정치4,5)에 있어서는 소양인과 소음인의 외-내향성(EI)과

인식-판단형(JP)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신체둘레측정10)에 있어

서는 태음인 목의 둘레가 다른 사상체질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긍정감과 부정감을 측정하는 PANAS에 있어서는 태음인이 다른

체질과 유의한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토론 및 발표가 모두 종

료된 마지막 총평시간에 제공되었는데, 학생 본인이 토론을 통해

직접 그룹을 나누고 실습보고서(Table 1)로 정리하여 발표(Fig.

1)하도록 하는 과정이 기존의 연구와 어떤 점에서 동일/차이가

발생하는지 고찰하게 함으로써 높은 교육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검사도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65.9%가, 사상체질에 대

한 이해에는 45.5%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는데, 기존

선행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는 근거중심교육(Eivdence-based

teaching; EBT)이었기에 차후 실습에 활용된 기법들이 실제 임상

에서 활용함에 많은 도움(65.9%)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게 된 이

유라고 사료된다(Fig. 3). 아울러 수업 과정의 참고 자료로 MBTI

와 기질 및 성격 검사(TCI)의 이해를 돕기 위해 CD와 매뉴얼, 논

문 등을 추가로 배포하였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의 77.2%가 적절

하다고 평가하였다(Fig. 4B). 즉, 이와 같은 방식은 학생들이 본인

의 검사결과를 스스로 해석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자

기주도학습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실험실습에 사용된 기기 및 생리심리 측정 기법

은 한의학 임상현장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거나 또는 쉽게 도입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체성분 분석에 사용된 기기인 Inbody720은

비교적 고가이기는 하나 상당수의 한의원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

으며, 저렴한 가격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들이 개발되어 시

중에 판매되고 있다. 생리심리검사법으로서의 PANAS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법이며, MBTI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함으로

써 구입할 수 있다. 기질 및 성격검사(TCI)는 의료현장에서 다양

한 응용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연구현장에서 ADHD,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신경생물학(neurobiology), 각종 유전자

연구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의약 임상과정에 있어

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할 것이다
9)

.

또한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도 MBTI와 같은 인성검사는 학

생생활 상담과정에서 기초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인문

사회의학의 의사-환자-사회 교과에 있어서는 의사 자신을 되돌아

보는 평가도구19)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과 함께 학

생 생활 및 진로지도20)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할 것이다.

QSCC는 생리 이외에도 병리와 진단 등 다양한 과목에서의

실험실습에 활용되고 있는데, 실험실습을 위한 다양한 도구가 개

발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상체질과 QSCC는 학생들

의 수업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그러나 많은 교

과에서 다루어지는 만큼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약물 및 침구 반응, 체간측정법, 혈압, 사진(四診)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상의학을 매개로 한 다양한 선수-후

수과목이 연계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면 실습 과정에

서의 비용과 함께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실험실습 과정에서의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

(Fig. 4A)와 함께 학생들 스스로의 결과 분석에 더 많은 교수들

의 조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본 실

험실습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할 때, 강의와 토론 과정에 각각

30분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50명의

실습에 생리학 교수 2명과 사상체질의학 교수 1명이 참여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위해서는 생리심리

전공 교수 또는 1-2명의 실습조교가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한방 생리학의 음양오행적 생리, 오운육기론적 생

리, 정신기혈 및 장부생리, 양생기공 등에서의 기초 이론들을 적

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실습 교과과정의 개발이 시급

히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만족도는 학업 성

과를 반영하는 성취도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학업성취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교육성과의 측

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생리와 체질생리에 있어서의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한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근거중심교육

으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Fig. 3), 참여 학생들은

내용이 쉬우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으로서 검사법을

차후에 활용할 수 있을 것(7.48±1.25)이라고 평가하였다. 본 실험

실습 프로그램이 실험실습 교과의 표준양식과 필수항목 등을 고

려하여 작성되었기에 한의학 교육기관에서의 표준화된 교과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차후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을 개

발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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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실험실습이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 (부족)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3---------4---------5---------6---------7---------8-------9-------10

3. 본 실험실습의 난이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너무 쉽다) (쉬웠다) (보통이다) (약간 어렵다) (많이 어렵다)
1---------2---------3---------4---------5---------6---------7---------8-------9-------10

※ 실험실습의 유용성
4. 본 실험실습이 각종 생리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부족) (부족) (약간 도움) (많은 도움) (아주 큰 도움)
1---------2---------3---------4---------5---------6---------7---------8-------9-------10

5. 본 실험실습에 사용된 검사도구들을 나중에 활용함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됩니까?

(매우 부족) (부족) (약간 도움) (많은 도움) (아주 큰 도움)
1---------2---------3---------4---------5---------6---------7---------8-------9-------10

6. 본 실험실습이 사상 체질별 심리적, 생리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부족) (부족) (약간 도움) (많은 도움) (아주 큰 도움)
1---------2---------3---------4---------5---------6---------7---------8-------9-------10

※ 실험실습 과정의 적절성
7. 본 실험실습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관련 참고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습
니까?

(매우 부족) (부족) (적절함) (충분한 도움) (너무 많다)
1---------2---------3---------4---------5---------6---------7---------8-------9-------10

8. 본 실험실습 수업의 진행 형식은 적절하였습니까?

(많은 개선이 필요) (약간미흡) (보통) (적절하다) (매우 적절)
1---------2---------3---------4---------5---------6---------7---------8-------9-------10

9. 본 실험실습에 할애된 실습강의 시간(2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매우 부족) (부족) (적절함) (충분한 시간) (너무 많다)
1---------2---------3---------4---------5---------6---------7---------8-------9-------10

10. 본 실험실습에 할애된 토론/발표 시간(2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매우 부족) (부족) (적절함) (충분한 시간) (너무 많다)
1---------2---------3---------4---------5---------6---------7---------8-------9-------10

11. 본 실험실습에 활용된 강의실, 실습실 및 기기/기구는 적절하였습니
까?

(매우 부족) (부족) (적절함) (충분한 도움) (너무 많다)
1---------2---------3---------4---------5---------6---------7---------8-------9-------10

※ 실험실습에 대한 종합적 평가
10. 본 실험실습에 있어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11. 본 실험실습에 있어서 개선/수정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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