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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siders the stages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ospital of Korean Medicine, and specifically the KAS2021 (announced in 2019),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iculum of the Colle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the case of the College of Medicine.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in the Colleg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tarts from the members (doers)’ agreemen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the members,
the organization that sets up a goal and designs the curriculum, and the organization that executes them should fulfill their own roles.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operation should have the support system for manpower, instituti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curriculum (draft) should
be concrete enough to be operated in realit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integr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full-time
teachers than befor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have an organization fully in charge of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operation.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ducation, the members’ agreement, institutional change,
support system, and the cultivation of manpower for the operation/evaluation/development of curriculum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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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의 교육 상황을 기록･평가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것
은 한의학교육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고, 한의학 발전상을 
추후 연구할 사료(史料)로서도 의미가 있다.

한의학교육은 느리지만 꾸준히 변화･발전하여 왔다고 평
가1)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2)의 
등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Covid-19 대유행 등은 
한의학교육을 포함한 교육계 전반에서 그 변화를 어느 때
보다 재촉하고 있다.

한의학 교육과정의 변화는 2008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
문대학원(이후 ‘부산대 한전원’으로 약칭)이 신설되어 통합
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은 장애 아동을 특수학교
에 격리 수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비
장애 아동과 공학시키는 교육3)을 가리키는데, 의학교육에

1) 조학준. 한의학 교육과정 변화의 조건 탐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33(3):65-69.
2) 시사상식사전. 4차 산업혁명. NAVER 지식백과. [cited on October 24, 2021]: Available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3377297&cid=43667&categoryId=43667
3) 두산백과. 통합교육. NAVER 지식백과. [cited on October 24, 2021]: Available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3458&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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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은 류 등이 교과
목 간 융합4)으로 이해하였고 이제는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한의학교육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5)

통합교육과정의 특징은 첫째, 교육과정에 지식 영역 사이 
상호 관련성을 늘리고, 교과 간 중복 과다를 피하거나 최소
화하여 학습 부담을 덜며, 지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면서도 통합 지식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둘째, 학
생의 흥미, 요구, 활동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학
생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촉진하고 학생의 심리적 발
달 특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실제상황’의 해결을 위한 다학문적 접근법의 사용과 학습
자들 간 협동 기회의 제공이 가능하다.6)

교육과정을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면 점차 세분화, 단편
화되며, 교육내용의 중복과 단절 등이 발생한다. 이는 인체 
전체를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의과대학에서 교과목 수의 증가는 연구와 진료가 강화
되면서 세분화, 단편화된 결과로 선진국 초창기의 병폐를 
직수입한 것으로 평가7)되었다. 의과대학 평균 과목 수는 
광복 이후 70년대 초까지는 26개, 1984년 45개(최대 53
개)로 증가하였고, 1994년에도 45개(최대 75개)였다8). 의
과대학에서 통합교육은 이와 같은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
다. 1970년대 초 서울의대에서 블록 단위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시작되고, 1980년대 초 23개 대학 중 13개 대학
이 1개~10개 과정을 부분적으로, 1994년 41개 대학 중 17
개 대학이 18개 과정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는9) 등 통합교
육과정으로 개편하는 흐름이 뚜렷하고, 2012년 포스트 2주
기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의해 전체 의과대학(원)으로 확대
되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공과목 수는 1963년(동양의

약대학, 4년제) 27개(한방기초: 9개, 양방기초: 11개, 임상: 
7개), 1985년 41개(기초: 20개, 임상: 21개), 2011년 52개
(기초: 30개, 임상: 22개)로 증가하였다10). 증가 요인은 기
초한의학 과목의 세분화, 선택과목의 확대, 학교 특성화 등
을 꼽을 수 있다. 한의학교육에서 교육 개선의 하나로 통합
교육과정이 1998년 처음 제기되었으나11) 한의과대학에 적
용되지 않았다. 2008년 부산대 한전원의 신설로 한의학과
(정원 50명)에 처음 통합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2011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후 ‘경희 한의대’로 약칭)이 교육
과정 혁신안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적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의학 교육계에서 KAS2021의 발표 전 이미 부산대 한전
원의 통합교육과정을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의과대학이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통합교육과정을 수용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
까? 한의학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통합교육과정, 문제 중심 교육과정 등의 도입 제안12), 특정 
대학에서 개발한 한의학 교육과정의 방안13)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의과대학이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
고 운영할 때 고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
산대 한전원 통합교육과정의 현황을 형식, 내용과 교원의 
측면으로 분석하고, KAS2021,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
선안, 의과대학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통합교육과정의 개
발 전, 개발 과정, 운영, 평가, 후속 개발 등의 여러 단계에
서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한의과대학이 통합교육과정 도입 자체가 곧 한의학교육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의학교육 개선을 목적으
로 통합교육과정을 도입, 적용할 때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

40942&categoryId=31724
4) Ingram, J.B.(1979). Curriculum Integration and Lifelong Education(Oxford: Pergamon Press for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류숙희 

안덕선, 이원택, 박전한, 정현수, 박무석 외. 기본의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 연세의대 광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의학교육논단. 2009;11(2):19. 
재인용. “통합교육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학문 및 분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2개 이상의 교과목을 합쳐서 새로운 교과목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
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의 총체로 이해해야 한다.”

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41-42.
6) 류숙희, 안덕선, 이원택, 박전한, 정현수, 박무석 외. 기본의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 연세의대 광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의학교육논단. 

2009;11(2):20.
7) 백상호.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의 새 지평. 보건의료교육평가. 2005:2(1):9-10.
8) 백상호.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개선시도. 한국의학교육. 1995;7(2):109.
9) 백상호.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개선시도. 한국의학교육. 1995;7(2):107-108.
10) 김남일, 고성규, 김종우, 박히준, 백유상, 부영민 외 12인. 뉴 패러다임 한국 한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2008년도 선정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희대학교. 2011:25-29.
11) 백승희, 서부일, 권영규, 한상원, 김광중.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경산 한의학 학술대회. 1998. 2:9-30.
12) 백승희, 서부일, 권영규, 한상원, 김광중.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경산 한의학 학술대회. 1998. 2:9-30.
13) 김남일, 고성규, 김종우, 박히준, 백유상, 부영민 외 12인. 뉴 패러다임 한국 한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2008년도 선정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희대학교.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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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한의학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부산

대 한전원의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2007)14), 통합강의
록(2019)15), 시간표(2012)16), 홈페이지 공개자료17)를 사
용하여 형식, 내용과 교원의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통합교육과정의 도입, 개발, 운영･평가, 후속 개발 등의 
여러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부산대 한전원의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18), 경희 한의대의 교육과정 혁
신안19), KAS2021(2019년 공표)20), ASK2019(2021년 수
정)21), 성균관 의대의 교육계획 기본 구상, 울산의대에서 
최초로 도입한 통합교육과정(1997), 경산대(대구한의대의 전
신)의 교육과정 개선방안22)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변화
에 성공한 의과대학 사례23)24)를 참고하였다.

부산대 한전원은 2021년 현재 한 학기 2쿼터(2×10주)
로 이루어진 학제에서 16주를 한 학기로 하는 학제로 전환
하였다는 전언이 있으나, 부산대 한전원 홈페이지25)에 이
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시간표나 강의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최신 교육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Ⅲ. 한의학교육에서 통합교육과정의 사례

부산대 한전원 한의학과는 2008년 한의학교육에서 최초
로 통합교육과정(1~4학년)을 개발하여 학년당 20주, 4쿼
터(Quater)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교육과정26)은 
개원 이후 일부 과목이 변경되었다. 2008년27) 교육과정에
서 개편되거나 추가된 과정(과목)은 표 1과 같다.

2008년 교육과정 2020년 교육과정

과정
(과목)

임상의학입문 서양의학 진단기초
침구학총론 침구의학

재활의학총론 재활의학
- 병리의론선독
- 선택과정(Ⅳ)

표 1. 부산대 한전원의 과정(과목) 변화(2008년과 2020년의 
비교)

한전원의 교육과정(2020년 현재)28)을 교육과정 배치도
(2008년 기준)29)를 바탕으로 2020년 교육과정 배치도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14)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
15)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통합강의록. 2019. 이는 2019년 한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배포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통합강의록 29

개(1학년 1학기~3학년 2학기)를 대표하여 표기한 것이다. 해당 자료의 앞부분에는 과목명, 학기 및 시수, 담당교수(예를 들어 A(전임교원), 
B(전임교원) 외, 교과요목, 주교재, 부교재, 평가방법, 해당 통합과정에 포함된 복수의 전공과목 명칭, 강좌순서(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주
차), 누적시간, 강의내용(요약), 강의방법, 교재범위(예습분량), 평가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도표) 형태로 간략히 표기되어 있다. 대체로 강의
록 전체 목차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1강을 예시하고 있는데, 1강에 대한 개요로서 과목(과정) 명칭, 학점, 전체시수(해당 과정), 담당교수 성
명과 소속, 강의 주제, 강의시수, 강의일자, 시험일자, 학습목표를 첫머리에 제시하고, 그 아래에 학습목표, 구성(교육내용), 강의방식, 참고문헌 
등이 서술되어 있다. 1개 강의록의 구체성은 과정(과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분량이 1~18페이지로 다양하다.(부인과학Ⅱ 강의록 
제1강의 분량은 18페이지에 달한다.)

16)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2012학년도 1학기, 2학기 시간표(엑셀 파일).
17)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교육과정. [cited on July 4, 2020]: Available from: https://kmed.pusan.ac.kr/kmed/13862/subview.do
18)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
19) 김남일, 고성규, 김종우, 박히준, 백유상, 부영민 외 12인. 뉴 패러다임 한국 한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2008년도 선정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희대학교. 2011.
20)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
21) 한국의학교육평가원.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021.
22) 백승희, 서부일, 권영규, 한상원, 김광중.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경산 한의학 학술대회. 1998. 2.
23) 김하원. 의학교육과정 변화요인과 과정 분석 : 2010년대 이후 성과바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4) 안신기.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25)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학과소개. [cited on October 24, 2021]: Available from: https://kmed.pusan.ac.kr/kmed/13861/subview.do
26)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교육과정. [cited on July 4, 2020]: Available from: https://kmed.pusan.ac.kr/kmed/13862/subview.do
27)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12-48.
28)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교육과정. [cited on July 4, 2020]: Available from: https://kmed.pusan.ac.kr/kmed/13862/subview.do
29)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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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1학기 2학기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학년
한의학입문 인체의 장상과 양생(Ⅰ)(Ⅱ)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Ⅰ)

분자세포의학 경락경혈학(Ⅰ)
인체의 구조와 기능(Ⅰ)(Ⅱ) 인체반응과 질병원리(Ⅰ)

현대사회와 한의학(Ⅰ) 선택과정(Ⅰ) 현대사회와 한의학(Ⅱ)
한의학연구(Ⅰ) 한의학연구(Ⅱ)

2학년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Ⅱ) 상한론
본초방제학(Ⅰ)(Ⅱ)

경락경혈학(Ⅱ) 선택과정(Ⅱ) 침구의학
인체반응과 질병원리(Ⅱ) 현대사회와 한의학(Ⅲ)

서양의학 진단기초 재활의학
임상약리학 선택과정(Ⅲ)/(Ⅳ)

현대사회와 한의학(Ⅳ)
한의학연구(Ⅲ) 한의학연구(Ⅳ)

3학년

증후학(Ⅰ)(Ⅱ), 내과학(Ⅰ)(Ⅱ), 신경정신과학, 근골격학(Ⅰ)(Ⅱ)
부인과학(Ⅰ)(Ⅱ), 소아과학(Ⅰ)(Ⅱ), 피부외과학(Ⅰ)(Ⅱ), 

안이비인후과학(Ⅰ)(Ⅱ)
필수임상실습(Ⅰ)(10주)

사상의학(Ⅰ)(Ⅱ)
〈침구･방약 통합강의〉

한의학연구(Ⅴ)

4학년

필수임상실습(Ⅱ)(20주)
(2주간 양방병원 파견실습 포함) 선택

임상
실습
(4주)

특성화실습
(6주)

임상증례토론
문제바탕학습(PBL)

세미나 및 특강한･양방협진방법론
현대사회와 한의학(Ⅴ) 현대사회와 한의학(Ⅵ)

한의학연구(Ⅵ)

표 2. 부산대 한전원의 교육과정 배치도(2020년으로 최신화)

교육과정의 개발은 형식 관점(예를 들어 통합교육과정)
과 내용 관점(예를 들어 한의학 교육과 서양의학 교육의 
연계 등)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의 의
도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부산대 한전원 교육과정의 통합성을 
형식 관점과 내용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형식 관점(통합교육과정: 쿼터)

통합교육과정은 강의 조직(팀 티칭, 협동강의, 강의 바터
링 등), 과목 구성(여러 과목 간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 또
는 상호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과 시기의 재배치 
등)과 학기제, 쿼터제, 블록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류 등이 정의한 통합교육과정의 개념과 

특징30)을 근거로 형식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성을 판단
하거나 그 수준을 평가하기 곤란하다. 다만, 과목 중심 교
육과정에서 교수자가 각각 교육하던 다수의 과목을 하나의 
과정으로 명명하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개편에 그친 교육
과정은 그 통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교육과정 안
에서 여러 교수가 상호 작용 없이 단순히 분담하여 강의하
고 평가하면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역시 그 통합성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통합교육과정의 진정성 또는 수준을 판단하기에 
앞서 형식적인 측면은 통합교육과정의 기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KAS2021(2019년 공표)의 기준인 통합교육의 비
율은 과목(과정), 시수, 시간 등 산정 기준에 따라 그 결과
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떤 교육과정이 비록 통합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설계되
었다고 하더라도, 지식 영역 사이 상호 관련성이 없거나 다

30) Ingram, J.B.(1979). Curriculum Integration and Lifelong Education(Oxford: Pergamon Press for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류숙희 
안덕선, 이원택, 박전한, 정현수, 박무석 외. 기본의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 연세의대 광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의학교육논단. 2009;11(2):19. 
재인용. “통합교육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학문 및 분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2개 이상의 교과목을 합쳐서 새로운 교과목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의 총체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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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접근법이 없는 교육 시간(시수)은 통합교육과정의 
비율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호 관련
성, 다학문적 접근법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
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합교육과정의 설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상호 작용이 없다면 통합교육이 제
대로 시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의 형식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간략히 판단하기 위해, 해당 교육과정(과목) 전체를 통합교
육 비율로 계산하였다. 내용 측면에서 류 등이 제시한 통합
교육과정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내용과 시간(시수)
은 통합교육과정의 형식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더라도 
통합교육과정 비율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부산대 한전원의 설립 목적은 한의학계를 선도할 교육기
관, 연구 중심 대학원(한의학의 발전과 과학화), 한의학의 
표준화, 산업화,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한 배경은 대학원 체제(4년)에 맞게 강의내용을 축소
하고 의학교육발전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31)

부산대 한전원의 교육과정을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교
육과정과 비교하여, 단독 과목인 경우는 ‘단독 과목’으로, 

장기･계통 바탕(서양의학)의 경우는 ‘장기･계통’으로, 2개 
이상 교과목(한의학-한의학/서양의학-서양의학/한의학-서
양의학)이 결합한 경우는 ‘결합’으로 분류하였다. ‘결합’
은 특정 주제를 기준에 따라 재배열한 물리적 결합(‘물
리’)과 특정 주제를 다학문의 관점(한의학-서양의학)에
서 재해석한 화학적 결합(‘화학’)으로 세분하였다. 단, 선
택과정(Ⅰ)~(Ⅳ), 한의학연구(Ⅰ)~(Ⅵ)은 교육내용이 특
정 학문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단독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개설되는 과정(과목)은 총 61개이지만 졸업학점 172학점
(전공필수)에 부합하도록 선택과정(Ⅲ)과 선택과정(Ⅳ)은 1
개로 취급하였다. 교육내용과 실제 운영을 파악하는 데 사용
된 근거 자료는 부산대 한전원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집
(2007)32)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공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통합강의록과 2012학년 1학기, 2학기 
시간표이다.

부산대 한전원이 통합교육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정
(과목)과 포함된 교과목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분
류(장기 계통, 물리/화학 결합)’는 본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31)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3, 10.
32)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12-48.

학년-학기 통합과정(과목)
분류

포함된 교과목장기
계통

결합
물리 화학

1-1 한의학입문 √ 의학한문/원전학, 한방생리학, 의학사
인체의 장상과 양생(Ⅰ) √ 원전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Ⅰ) √ 해부학/신경해부학, 조직학/발생학, 생리학
현대사회와 한의학(Ⅰ) √ 한의정보학, 의학통계, 행동과학, 환경의학

1-2 인체의 장상과 양생(Ⅱ) √ 원전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Ⅰ) √ 원전학, 한방병리학, 한방진단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Ⅱ) √ 해부학/신경해부학, 조직학/발생학, 생리학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Ⅰ) √ 미생물학, 면역학, 병리학/약리학
현대사회와 한의학(Ⅱ) √ 예방의학(연구윤리, 역학, 의료와 사회)

2-1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Ⅱ) √ 원전학, 한방병리학, 한방진단학
본초방제학(Ⅰ) √ 본초학, 방제학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Ⅱ) √ 원전학, 한방병리학, 한방진단학
현대사회와 한의학(Ⅲ) √ 의료관리, 의료와 사회

2-2 본초방제학(Ⅱ) √ 본초학, 방제학
서양의학 진단기초 √ 진단검사의학기초, 영상의학기초
현대사회와 한의학(Ⅳ) √ 의사소통 및 면담학
임상약리학 - - - 단독 과목 *한･양방 협동

3-1 증후학(Ⅰ) √ 동의보감 잡병편(간계･심계･비계･폐계내과학, 신경정신과)

표 3. 부산대 한전원 통합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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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준으로 부산대 한전원의 교육과정 전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년-학기 학점 이론 실습 과정(과목)
교육과정

통합 과목 중심20주 20주 장기･계통 물리 화학 단독
1-1 6 6 0 한의학입문 √

3 3 1 인체의 장상과 양생(Ⅰ) √
5 4 2 분자세포의학 √
7 6 3 인체의 구조와 기능(Ⅰ) √
1 1 1 현대사회와 한의학(Ⅰ) √
0 3 0 한의학연구(Ⅰ) √

1-2 5 4 2 인체의 장상과 양생(Ⅱ) √
5 4 2 경락경혈학(Ⅰ) √
3 2 2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Ⅰ) √
3 3 1 인체의 구조와 기능(Ⅱ) √
3 2 2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Ⅰ) √
1 1 0 선택과정(Ⅰ) √
2 2 0 현대사회와 한의학(Ⅱ) √
0 0 3 한의학연구(Ⅱ) √

소계(1학년) 44 41 19 과정(과목) 개수 소계(14) 2 7 0 5
2-1 7 6 2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Ⅱ) √

표 4. 부산대 한전원 교육과정의 분석(전체)

내과학(Ⅰ) √ 순환기/호홉기, 위장관/간담췌, 혈액종양/독성학/감염/류머티스/ 
알레르기

부인과학(Ⅰ) √ 한방부인과학, 침구학
소아과학(Ⅰ) √ 한방소아과학, 침구학
피부외과학(Ⅰ) √ 한방피부외과학, 침구학
안이비인후과학(Ⅰ) √ 한방안이비인후과학, 침구학
근골격학(Ⅰ) √ 침구학, 한방재활의학

3-2 증후학(Ⅰ) √ 동의보감 잡병편(간계･심계･비계･폐계내과학, 신경정신과)
내과학(Ⅱ) √ 신장/내분비, 비뇨기과, 신경과/신경외과
부인과학(Ⅱ) √ 한방부인과학, 침구학
소아과학(Ⅱ) √ 한방소아과학, 침구학
피부외과학(Ⅱ) √ 한방피부외과학, 침구학
안이비인후과학(Ⅱ) √ 한방안이비인후과학, 침구학
근골격학(Ⅱ) √ 침구학, 한방재활의학
필수임상실습(Ⅰ) √ 13개 한의학전문과, 동서협진과, 양방병원(2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4-1 필수임상실습(Ⅱ) √ ↓

문제바탕학습 √ 확인 불가
한･양방협진방법론 1 협진 현황, 서양의학진단, 협진실습
현대사회와 한의학(Ⅴ) √ 의사소통과면담, 지역사회의학실습

4-2 선택임상실습 √ 한방병원/양방병원(2주), 교외실습(2주)
특성화실습 √ 교외/외국 진료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파견실습
임상증례토론 √

심혈관계, 신경계, 내분비와대사, 소화기, 호흡기, 비뇨생식기, 
간담, 소아, 산부인과, 면역, 관절, 혈액, 안이비인후, 피부, 
정신, 근골격계, 노인질환 등

세미나 및 특강 √ 의료경영, 한방임상진단학
현대사회와 한의학(Ⅵ) √ 의료법규, 진로정보탐색

합계 40 6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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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분석(표 4)에 대해 통합과정과 과목 중심 과
정이 각각 차지하는 값(학점-이론-실습)과 비율을 학년별

로 계산하면(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표 5, 6과 같
다. 이론, 실습(20주)은 시간으로 환산하였다.

3 2 2 경락경혈학(Ⅱ) √
6 5 3 본초방제학(Ⅰ) √
3 3 1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Ⅱ) √
1 1 0 선택과정(Ⅱ) √
2 2 0 현대사회와 한의학(Ⅲ) √
0 0 3 한의학연구(Ⅲ) √

2-2 7 6 3 본초방제학(Ⅱ) √
3 3 1 상한론 √
2 2 1 서양의학 진단기초 √
1 1 0 임상약리학 √
4 4 0 침구의학 √
2 2 0 재활의학 √
1 1 0 선택과정(Ⅲ)/(Ⅳ) √
1 1 1 현대사회와 한의학(Ⅳ) √
0 0 3 한의학연구(Ⅳ) √
1 1 0 병리의론선독 √

소계(2학년) 44 40 20 과정(과목) 개수 소계(17) 1 6 0 10
3-1 5 4 2 증후학(Ⅰ) √

5 4 2 내과학(Ⅰ) √
2 2 0 신경정신과학 √
2 2 1 부인과학(Ⅰ) √
2 2 0 소아과학(Ⅰ) √
1 1 1 피부외과학(Ⅰ) √
1 1 1 안이비인후과학(Ⅰ) √
2 2 0 근골격학(Ⅰ) √
2 2 0 사상의학(Ⅰ) √
0 0 3 한의학연구(Ⅴ) √

3-2 3 3 1 증후학(Ⅱ) √
3 3 0 내과학(Ⅱ) √
2 2 0 부인과학(Ⅱ) √
1 1 1 소아과학(Ⅱ) √
1 1 0 피부외과학(Ⅱ) √
1 1 0 안이비인후과학(Ⅱ) √
2 2 0 근골격학(Ⅱ) √
2 2 1 사상의학(Ⅱ) √
7 0 0.5 필수임상실습(Ⅰ) √

소계(3학년) 44 35 13.5 과정(과목) 개수 소계(19) 2 13 0 4
4-1 14 0 1 필수임상실습(Ⅱ) √

2 2 0 문제바탕학습 √
2 2 0 한･양방협진방법론 √
2 2 0 현대사회와 한의학(Ⅴ) √

4-2 3 0 0.2 선택임상실습 √
4 0 0.3 특성화실습 √
6 4 4 임상증례토론 √
3 0 7 세미나 및 특강 √
2 2 0 현대사회와 한의학(Ⅵ) √
2 2 0 한의학연구(Ⅵ) √

소계(4학년) 40 14 12.5 과정(과목) 개수 소계(10) 1 7 1 1
합계 172 130 65 60 6 3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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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값 과정 전체 통합교육과정 과목 중심 교육과정
학년 과목 학점 이론 실습 과목 학점 이론 실습 과목 학점 이론 실습 
1학년 14 44 820 380 9 33 580 240 5 11 240 140
2학년 17 44 800 400 7 28 500 220 10 16 300 180
3학년 19 44 700 270 15 38 580 190 4 6 120 80
4학년 10 40 280 250 9 38 240 250 1 2 40 0
합계 60 172 2,600 1,300 40 137 1,900 900 20 35 700 400

표 5. 부산대 한전원의 통합교육과정과 과목 중심 교육과정

비율(%) 과정 전체 통합교육과정 과목 중심 교육과정
학년 과목 학점 이론 실습 과목 학점 이론 실습 과목 학점 이론 실습 
1학년 100 100 100 100 64.3 75 70.7 63.2 35.7 25 29.3 36.8
2학년 100 100 100 100 41.2 63.6 62.5 55 58.8 36.4 37.5 45
3학년 100 100 100 100 78.9 86.4 82.9 70.4 21.1 13.6 17.1 29.6
4학년 100 100 100 100 90 95 85.7 100 10 5 14.3 0
평균 100 100 100 1,300 66.7 79.7 73.1 69.2 33.3 20.3 26.9 30.8

표 6. 부산대 한전원 통합교육과정의 학년별 비율

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과정 반영률(%)을 과정(과목) 수, 
학점, 이론 시간, 실습 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통합교
육과정의 반영 비율은 과정(과목) 수 기준 66.7%, 학점 기
준 79.7%, 이론 시간 기준 73.1%, 실습 시간 기준 69.2%이
며, 강의 시간(이론+실습) 기준 71.8%이다. 이로써 부산대 
한전원의 교육과정은 형식 관점에서 통합교육 위주임을 확
인하였다. 특히 지적할 것은 1학년~3학년 전 과정에서 통
합교육의 형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2. 내용 관점

부산대 한전원은 설립 당시 한의학의 발전과 과학화, 한
의학의 표준화, 산업화, 세계화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였
다. 한의학의 발전과 과학화 등의 방법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둘 사이의 연계를 강
화한다. 둘째,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물리적(중서의 결합 
등),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문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교
육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많이 반영될 것이다.

부산대 한전원의 교육과정 내용을 1) 기초한의학과 기초
의학 수업시간 비율, 2) 한･양방 협동, 3) 장기･계통 바탕 
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기초한의학과 기초의학 수업 시간 비율

KAS2021(2019년 공표)은 기초한의학과 기초의학의 수
업 시간 비율 50:50을 기본(필수)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산대 한전원 교과목 일람표는 영역, 과정(과목) 수와 
과정(과목) 명칭만 표시하고 있다.33) 일부 영역(입문, 한의
학기초, 양방기초, 한의학임상, 한･양방 협동)은 기초/임상, 
한의학/의학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나머지 영역(임상실습, 
선택, 소그룹학습, 토론, 세미나 등, 예방･산업, 인문･사회 
통합, 연구 과정)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한의학, 서양의학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사
회와 한의학(Ⅰ)에 한의정보학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표 
3) 비중이 작아서 현대사회와 한의학(Ⅰ)~(Ⅵ) 모두 서양
의학으로 분류하고, 그 외 영역은 모두 한의학으로 분류하
였다(표 7).

33)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12.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medicalhistory.jams.or.kr
2021, VOL. 34, No. 2 https://doi.org/10.15521/jkmh.2021.34.2.045

- 53 -

영역 과정(과목)
개수

과정(과목) 명칭
한의학 서양의학 한･양방 협동

입문 1 입학전교육(hidden), 한의학입문 - -

한의학기초 10
인체의 장상과 양생(Ⅰ)(Ⅱ), 인체질환
의 인식과 해석(Ⅰ)(Ⅱ), 상한론, 경락경
혈학(Ⅰ)(Ⅱ), 본초방제학(Ⅰ)(Ⅱ), 병리
의론선독

- -

양방기초 5 -
분자세포의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Ⅰ)(Ⅱ),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Ⅰ)(Ⅱ)

-

한의학임상 20
증후학(Ⅰ)(Ⅱ), 침구의학, 재활의학, 내
과학(Ⅰ)(Ⅱ), 신경정신과학, 부인과학
(Ⅰ)(Ⅱ), 소아과학(Ⅰ)(Ⅱ), 피부외과학
(Ⅰ)(Ⅱ), 안이비인후과학(Ⅰ)(Ⅱ), 근골
격학(Ⅰ)(Ⅱ), 사상의학(Ⅰ)(Ⅱ)

서양의학 진단기초 -

한･양방 협동 2 - - 임상약리학, 
한･양방협진방법론

임상실습 4 필수임상실습(Ⅰ)(18주), 선택실습(4주), 
특성화실습(6주) 필수임상실습(Ⅱ)(2주) -

선택, 소그룹학습, 
토론, 세미나 등 6 선택과정(Ⅰ)~(Ⅲ)(Ⅳ), 문제바탕학습(PBL), 

세미나 및 특강 임상증례토론 -
예방･산업, 

인문･사회 통합 6 - 현대사회와 한의학(Ⅰ)~(Ⅵ) -
연구 과정 6 한의학연구(Ⅰ)~(Ⅵ) - -

합계(과정 수) 60 44 14 2

표 7. 부산대 한전원의 교과목 일람표(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

 
부산대 한전원 교과목(표 7)에서 기초한의학과 기초의학

의 수업 시간(20주를 1시간으로 환산)을 각각 계산한 결과
(표 8), 기초한의학과 기초의학의 수업 시간(20주를 1시간
으로 환산)은 각각 75시간, 69시간으로 52.1:47.9이다.

과정(과목) 학점 수업 시간 학점 수업 시간
기초한의학 이론 실습 합계 기초의학 이론 실습 합계

한의학입문 6 6 0 6
인체의 장상과 양생(Ⅰ) 3 3 1 4
인체의 장상과 양생(Ⅱ) 5 4 2 6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Ⅰ) 3 2 2 4
인체질환의 인식과 해석(Ⅱ) 7 6 2 8
경락경혈학(Ⅰ) 5 4 2 6
경락경혈학(Ⅱ) 3 2 2 4
본초방제학(Ⅰ) 6 5 3 8
본초방제학(Ⅱ) 7 6 3 9
상한론 3 3 1 4
병리의론선독 1 1 0 1
한의학연구(Ⅰ) 0 3 0 3
한의학연구(Ⅱ) 0 0 3 3
한의학연구(Ⅲ) 0 0 3 3
한의학연구(Ⅳ) 0 0 3 3
선택과정(Ⅰ) 1 1 0 1

표 8. 부산대 한전원의 기초한의학, 기초의학 수업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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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양방 협동

교과목 일람표에서 한의학 임상 영역과 한･양방 협동 영
역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과학(Ⅰ)(Ⅱ), 부인과학
(Ⅰ)(Ⅱ), 소아과학(Ⅰ)(Ⅱ), 피부외과학(Ⅰ)(Ⅱ), 안이비인
후과학(Ⅰ)(Ⅱ), 근골격학(Ⅰ)(Ⅱ) 등은 한의학 임상 영역
의 교과목이고, 임상약리학, 한･양방협진방법론만 한･양방 

협동 영역의 교과목이다. 
그 분류 기준에 따라 한･양방 협동과정(과목)에 대해 학

점, 시간과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
과(표 9), 한전원의 교육과정에서 한･양방 협동과정(과목)
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정(과목) 수 기준 3.3%, 학점 기준 
1.7%, 강의 시간 기준 1.5%, 이론 시간 기준 2.3%, 실습 
시간 기준 0%이다.

계 한의학 서양의학 한･양방 협동
값 비율(%) 값 비율(%) 값 비율(%) 값 비율(%)

과정(과목) 수 60 99.9 44 73.3 14 23.3 2 3.3
학점 172 100 128.6 74.8 40.4 23.5 3 1.7

강의 시간(이론+실습) 3,900 100 2,838 72.8 1,002 25.7 60 1.5
이론 시간 2,600 100 1,860 71.5 680 26.2 60 2.3
실습 시간 1,300 100 978 75.2 322 24.8 0 0

표 9. 부산대 한전원의 한･양방 협동과정 비율

3) 장기･계통 바탕 교육

부산대 한전원의 교육과정에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Ⅰ)
(Ⅱ),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Ⅰ)(Ⅱ), 서양의학 진단기초, 
내과학(Ⅰ)(Ⅱ)는 의과대학의 장기･계통 바탕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한전원 3학년 교육과정은 증후학, 내과학, 신경정신과학, 
근골격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피부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사상의학, 필수임상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고).

증후학(Ⅰ)(Ⅱ)은 동의보감을 장기･계통의 기준에 따
라 재편･분류한 과정(과목)이며, 내과(간계･심계･비계･신
계), 신정경신과 교수들이 나누어 강의하고 있다. 

장기･계통으로 3학년 1학기 1쿼터 증후학(Ⅰ)과 내과학
(Ⅰ), 신경정신과학 교육내용을 각각 분석한 결과(표 10), 
해당 기간(1쿼터) 한의학, 서양의학의 강의 주제와 진도가 
대체로 비슷하다. 이와 같은 통합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한의
학과 서양의학의 교육내용을 명확히 비교함으로써 두 학문
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선택과정(Ⅱ) 1 1 0 1
선택과정(Ⅲ)(Ⅳ) 1 1 0 1

분자세포의학 5 4 2 11
인체의 구조와 기능(Ⅰ) 7 6 3 16
인체의 구조와 기능(Ⅱ) 3 3 1 7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Ⅰ) 3 2 2 7
인체반응과 질병의 원리(Ⅱ) 3 3 1 7
서양의학 진단기초 2 2 1 5
임상약리학 1 1 0 2
현대사회와 한의학(Ⅰ) 1 1 1 3
현대사회와 한의학(Ⅱ) 2 2 0 4
현대사회와 한의학(Ⅲ) 2 2 0 4
현대사회와 한의학(Ⅵ) 1 1 1 3

기초한의학 합계 52 48 27 75 기초의학 합계 30 27 1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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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1학기 증후학(Ⅰ) 담당 교수 내과학(Ⅰ), 신경정신과학 담당 교수

1쿼터(1주~5주)

증후학 개요 및 주･부교재 소개 내과 A 내과학 개요 및 KCD 소개 내과 B
신장1,2 내과 C 신장의 구조와 기능신장의 기능, 신장 손상뇨검사, 단백뇨 내과 D

정(精)/신(神)1, 2 신경정신 E
한방정신생리 및 뇌의 한의학적 인식인간행동에 관한 생물학적 이해한방정신병리 및 정신장애의 발생 신경정신 E
알코올 및 물질 관련 장애성과 정체성 장애 신경정신 F

기(氣)1/성음질환/언어질환진액/담음 내과 G - - -
비장1, 2, 3 내과 H 위장관의 구조와 기능, 소화불량설사, 감염성 설사 내과 H
흉(胸)피(皮), 육(肉) 내과 I 심혈관계의 구성과 기능심전도와 부정맥 내과 A신형(身形)2, 혈(血)2심장1, 2, 3 내과 J

- - -
서론: 간장의 구조와 기능빌리루빈 대사 및 황달급성간염1,2/만성간염/간경변증대사성 간질환1,2

내과 B

전음(前陰) 신경정신 F - - -

표 10. 부산대 한전원의 장기･계통 바탕 교육내용 분석(3학년 1학기 1쿼터)

Ⅳ. 부산대 한전원의 전임교원

2020년 현재 부산대 한전원은 학생 정원 50명을 기준으
로 쿼터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대 한전원
의 전임교원 구성은 한의과대학에서 쿼터제 통합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짐작하게 한다.
전임교원의 인원은 기초(한)의학 20인이고, 임상(한)의

학 26인으로, 총 46인이다. 단, 겸직 6인(한의과학과 겸직)
은 0.5로 환산하여 반영하였다(표 11).

분야 학부 전임교원 세부 전공전임 겸직 합계(겸직: 0.5로 환산)

기초

약물의학부 6 - 6 본초학, 방제학, 약리학, 시스템과학
응용의학부 4 2 5 한의진단학, 한의병리학(겸직 포함), 병리학, 면역학(겸직), 분자유전학
양생기능의학부 5 - 5 한방생리학, 생리학, 세포생물학, 예방한의학, 한의학교육학
경락구조의학부 - 4 2 경락경혈학(겸직), 해부학(겸직)
인문사회의학부 2 - 2 의료관리학, 원전의사학

소계 17 6 20
임상 한방내과학 7 - 7 한방내과학, 한방비뇨생식기내과학, 한방소화기내과학

한방신경정신과학 2 - 2 한방신경정신과학
사상체질과학 2 - 2 사상체질의학
한방부인과학 2 - 2 한방부인과학
한방소아과학 2 - 2 한방소아과학
한방안이비인후외과학 3 - 3 한방이비인후피부과학
침구의학 3 - 3 침구학
한방재활의학 4 - 4 한방재활의학
동서협진의학 1 - 1 동서협진의학

소계 26 0 26
인원 합계 43 6 46

표 11. 부산대 한전원의 전임교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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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한전원은 OSCE, CPX 등 임상실기시험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평가단은 임상학 전임교원 외에 기초
학 전임교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20년 6월 기준, 기
초(한)의학 전임교원 4인이 임상실기시험 평가를 각각 3시
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은 통합교육과정의 긍정적인 측면
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임상(한)의학 교육에 직접 참여
하지 않는 기초(한)의학 전임교원이 임상실기시험을 평가
하므로 교육과 평가의 분리가 발생하며, 임상학 분야 전임
교원의 현재 상황(2020년 현재 26인)이 임상(한)의학의 교
육과 평가를 담당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산대 한전원은 교학부원장을 두고 한의학교육실을 설
치･운영하고 있으나 임상(한)의학 담당 교수가 교육실장을 
겸직한다. 한의학교육실을 전담하는 핵심인력의 부족은 새
로운 교육과정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역할의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다.

Ⅴ. 통합교육과정의 고려 사항

통합교육과정의 도입, 개발, 운영･평가, 후속 개발 등의 
전체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의과대학의 교
육과정 개선안,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요인과 사례를 참
조하였다.

1. 도입 단계

교육과정 변화는 어떠한 구성원도 반기지 않는다. 그 변
화는 교수, 학생, 직원, 학교 당국 등 여러 구성원에게 끼치
는 영향은 몇 과목의 개설, 폐지가 끼치는 그것보다 매우 
크다.

통합교육과정 도입의 수혜자는 당연히 학생이지만34) 교
육과정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교수이며, 변화를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 학교 당국, 직원 등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이 합의에 이르는 수단은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며,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때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의 개선이 최우선이지만, 한의사 
역량 모델35),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 한의사국가시험에 
임상실기평가 도입 등 제도의 변화와 구성원의 의견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

학교에 따른 차이도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
는데, 가령 교실 사이의 기득권 문제, 조직 문화, 자원 배
분36)을 해결해야 구성원의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다.

부산대 한전원은 신설 단계에서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
였으므로 구성원의 합의를 위한 진통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의과대학이 신설될 때 통합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대 한전원 
역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할 때 구성원의 갈등이 없기
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1970년대 서울대에서 블록 단위 교육
을 처음 도입한 이후 1990년대에 41개 의과대학 중 17개 
대학이 받아들였고, 1988년 울산의대가 신설되면서 기관계
통별 통합교육을 처음 도입한 이후 여러 의대에서 서서히 
수용하다가 2019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에서 
통합교육과정을 비로소 강제하고 있다. 기존 대학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을 구성원이 결정했다더라도, 새로
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
직이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 한의학 전공자 중 교육학을 
복수 전공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
수가 교육학 전공자와 협업해야만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한의학교육을 연구하는 교수의 양성과 배출은 새로운 교육
과정의 도입과 지속,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2. 개발 단계

1) 통합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목표, 교육 대상의 특
성, 교육 시기 및 연한의 특성, 국가･사회･학계의 요구, 향
후 교육환경, 한의학교육의 세계적 발전 방향 등 여러 원

34) 한의신문. “한의과 학생들은 교육 커리큘럼 변화를 원한다”(2018.03.31.) [cited on July 9, 2020]: Available from: http://www.akomnews.com/ 
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496

35) 임철일, 한형종, 홍지성, 강연석. 2016 한의사 역량모델 정립 및 활용 방안. 대한한의학회지. 2016;37(1):101-113.
36) 김하원. 의학교육과정 변화요인과 과정 분석 : 2010년대 이후 성과바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7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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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37)38)을 먼저 정해야 한다. 2021년 현재 부산대 한전원
의 통합교육과정이 한의학교육에서 유일하지만, 학교에 따
라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개별 학교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교육과정39)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수, 학생, 외부위원 등 구
성원을 대표하는 기구(예를 들어 교육과정개선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40) 교육과
정개선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선 필요성을 모든 구성원에게 
홍보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의견41)
을 구체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수렴한다.

교육과정 개편 방향(예를 들어 통합교육과정)이 결정되
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설계를 주도하는 기구, 예를 들어 교
육과정개발위원회와 실행 조직(각종 소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각종 소위원회, 예를 들어 기초한의학(기초의학 포
함) 통합교육 개발위원회, 인문사회의학 통합교육 개발위원
회, 임상한의학(임상의학 포함) 통합교육 개발위원회 등(더
욱 과감한 통합을 위해 소위원회를 시기별로 구성할 수 있
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각종 소위원회는 일반 교수
들이 교육과정 개선의 주체로서 책임과 권리를 다하는 기
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강의내용의 실제 변화를 이끌 것이다.

통합교육과정 설계 전에 교수회의,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일반 교수가 교육과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모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찬성하지 않는 교수들
에 대한 설득과 포용은 교육과정 개편이 성공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형식 측면에서 연간 수업 시간, 학제(학기제, 
쿼터제 또는 블록제), 통합과정 시수 배정 원칙(책임 시수 
등), 통합교육 책임교수제와 지원체계 등을 결정한다. 특히 
일반 교수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교육 관련 규정 개정의 
의견이 대학 본부의 학칙에 반영되고, 개편을 위한 시설, 
인력,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통합교육과정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측면에서 통합과정에 포함되는 과목, 즉 

기초한의학(기초의학 포함), 인문사회의학, 임상한의학(임
상의학 포함) 영역 사이의 융합을 논의하며, 장기･계통, 임
상 표현(Clinical Presentation, CP) 또는 직무 중심 임상교
육, 임상실습시간 확대, 임상실기평가(OSCE, CPX 등) 도
입, 선택과목(임상실습 포함) 등을 결정한다. 본과 4년(또
는 예과 2학년을 포함한 5년) 동안 시기(Phase), 과정
(Course), 수업(Lesson)에 따른 학습성과(지식, 술기, 태도 
포함)를 설정하고, 학제(학기제, 쿼터제, 블록제)와 학문 사이 
통합, 과목 담당 교수, 통합과목 책임교수, 책임 시수, 특성
화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기와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지원 측면에서 전임교원의 추가 확보, 강의평
가 제도 개선, 교육 관련 규정 개정, 교육재정 및 인프라 
확보 방안 등을 결정한다. 통합교육과정은 과목 중심 교육
과정과 비교하여 더 많은 전임교원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 교육과정의 형식, 내용과 지원을 
결정하면 통합교육과정의 설계와 추진 일정, 즉 로드맵을 
작성한다. 교육과정개발위원회가 설계와 로드맵을 각종 소
위원회와 공유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교육과정(초안)을 
마련하며, 교육과정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교육과정
(최종안)을 완성한다. 통합교육과정(최종안)은 대학 본부의 
학칙과 한의과대학 내규에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근거를 마
련한다. 

통합교육과정(최종안)에는 학년/학기별 교과목 강의(안), 
임상실습 시수 및 평가표(안), 교과목 일람표(안), 학년별 
과목, 시수, 학점(안), 교과목 시수 및 배치표(안), 교과과
정 배치도(안), 과정(과목)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42)되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 과정(과
목)별 통합강의록(안)과 강의 시간표까지 작성되어야 한다.

통합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평가 방법을 개발할 때 정기시
험과 형성평가, 새로운 교육･평가 방법(문제 중심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 컴퓨터기반평가(CBT; Computer 
based Test), 한의면담(PPI), 임상술기시험(OSCE), 진료수
행시험(CPX) 등) 등을 고려해야 한다.

37)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
38) 김남일, 고성규, 김종우, 박히준, 백유상, 부영민 외 12인. 뉴 패러다임 한국 한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2008년도 선정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경희대학교. 2011.
39) 백승희, 서부일, 권영규, 한상원, 김광중.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경산 한의학 학술대회. 1998. 2.
40)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44-46.
41) 전한련 공식 페이스북. 한의대생 교육요구안 실현을 위한 2016 전한련 교육환경개선사업. [cited on July 9, 2020]: Available from: https:// 

www.facebook.com/allofhani/photos/a.784966131597687/1031671353593829/?type=3&theater
42)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추진기획단.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안 설명회 자료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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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제(학기제, 쿼터제 또는 블록제)

학기제는 과목 중심 교육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도이
므로 그 설명은 생략한다.

쿼터(Quarter)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2004년 국내 
최초 도입 이후 다수의 의과대학이 본과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다. 쿼터제는 짧은 기간(5주 정도) 동안 여러 과목을 접
하기 때문에 연관 있는 과목을 함께 배울 수 있고, 한 쿼터
로 이루어진 학습 기간이 블록(Block)제보다 길어서 학습 
내용을 평가 후 즉시 잊을 확률이 낮다. 한 번에 학습하는 
양이 많거나 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이 결정되지 않지만, 한 
쿼터 동안 여러 과목을 학습하는 경우, 그 쿼터가 끝날 때 
시험 부담이 매우 커진다.

블록제는 쿼터(5주 정도)보다 더 작은 블록(불규칙한 길
이)으로 쪼개서 한 블록에 한 과목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블록제는 한 시기의 학습 과목 수가 학기제, 쿼터제보다 가
장 작다. 시험은 1주 한 번 또는 2~3주 한 번(해부학의 경
우) 친다. 해부학으로 비교하면 쿼터제로는 1년 4쿼터(20
주)가 걸리지만 블록제로는 2개월이면 마친다. 임상의학 교
육과정은 과목 수와 학습량이 많으나, 장기･계통, 임상 표현
(CP) 또는 직무 중심으로 설계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쿼터제로 운영되는 통합교육과정의 경우, 한 쿼터에 적지 
않은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험 부담이 여전히 크므
로 시험 부담을 덜고 학습 효율을 더 높이려면 블록제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블록제는 학기제, 쿼터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수의 전임교원이 필요하다. 통합교육과정에서 1주
일에 걸친 정기시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
기시험을 줄이고 형성평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평통합 비율

KAS2021(2019년 공표)은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임상
의학 교육과정에 수평통합 50% 이상을 기본(필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평통합(horizontal/concurrent integration)이
란 교육과정의 특정 학년 혹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
한 과목 혹은 주제 사이의 통합강의를 말하며, 그 예로는 
해부학과 생리학의 통합강의인 ‘인체의 구조와 기능’, 내과
학·신경정신과학 증후편과 침구학 해당 주제의 통합강의인 
‘증후학’ 등이 있다. 수평통합 교육과정은 기초의학, 기초한

의학, 인문사회의학, 임상의학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의 수
평통합을 의미한다.43)

수평통합 비율은 과정(과목) 수, 학점, 강의 시간(이론+
실습)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르며, 게다가 학년마다 편차가 있고(표 6 참고), 학기 또는 
쿼터, 블록에 따라 운영이 달라지므로 통합교육과정의 판단
이 달라질 수 있다.

수평통합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앞서 통합과정의 그것
과 같이 지식 영역 사이의 상호 관련성, 다학문적 접근법을 
들 수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해당 전공 영역 교수자 사이
의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4) 수직통합 비율

KAS2021(2019년 공표)은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임상의학 교육과정에 수직통합 50% 이상을 우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직통합(vertical/sequential integration)이
란 교육과정의 다른 학년 혹은 다른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
한 과목 혹은 주제 사이의 통합강의를 말하며, 그 예로는 
의료윤리학, 의료정보학, 의사소통, 역학 등의 통합강의인 
‘환자-의사-사회’, 생기능의학, 신체진찰, 영상의학, 임상병
리학 등의 통합강의인 ‘임상의학입문’, 생리학·병리학 등의 
순환계 편과 순환기 내과학의 통합강의인 ‘순환기학’ 등의 
장기･계통별 기초-임상 통합강의를 들 수 있다.44)

부산대 한전원은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에서 수직통합까
지 고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교육과정의 아무런 변
화 없이 학년, 쿼터에 산재한 내용 또는 주제를 하나의 관
점으로 묶어서 수직통합 교육과정으로 임의로 규정할 가능
성이 있다. 수직통합 비율 50% 이상 기준은 교육과정 개선
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기 쉽지 않다.

수직통합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통합과정의 그것과 같
으며, 운영에서 해당 전공 영역 교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
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5) 통합교육 책임교수제

KAS2021(2019년 공표)은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
사회의학, 임상의학 교육과정이 연계(수평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통합교육 책임교수를 지정하고, 통합을 위한 지원

43)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41.
44)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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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갖추는 것을 기본(필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45)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한 시기에 여러 명의 교수

자가 하나의 수평통합 과정(또는 과목)에 동시에 집중적으
로 참여해야 하며, 여러 학년에 걸친 수직통합 과정의 운영
까지 함께 고려하면 교육 시간이 겹치게 되므로 통합교육
과정에 교수자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하 의평원)은 한국의과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의 최소 기준
으로 기초의학 분야별 적절한 전임교수를 25명, 임상의학 
교원의 경우 진료과목 20개 이상, 85명을 제시하고 있
다.46) 그러므로 한의과대학에서 통합교육과정을 원활히 운
영하려면 전임교원의 추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정(과목)을 강의하는 전임교원의 대표가 교
육과정의 설계에 참여해야 하며, 하나의 통합교육과정을 공
동으로 맡는 교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작용이 
있어야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대체로 기초한의학(기초의학 포함), 인문사회의학, 임상
한의학(임상의학 포함) 영역마다 또는 한 영역 안에서 2개 
이상의 과목들 통합되어 1개 이상의 과정(통합과목)이 만
들어질 것이다. 각각의 과정(통합과목)에는 과정별 학습성
과가 설정되어야 하며, 동일 과정(통합과목)에 소속된 교수
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 강의(이론 및 실습), 
평가(지식, 술기, 태도를 포함한 정기시험, 형성평가, 각종 
실습 평가, 출석 등), 평가에 대한 피드백, 학생 지도 등을 
하며, 해당 과정(통합과목)의 책임교수는 동일 과정(통합과
목) 소속 교수들의 교육 관련 주요 내용과 절차(강의의 설
계와 계획서 작성, 강의 순서, 강의 분량, 시험 문제 출제, 
시험에 대한 피드백,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한 강의 개선 
등)를 조율･주관한다. 이 내용은 통합교육과정의 운영 지침
에 명시되어야 한다.

하나의 쿼터 또는 블록이 종료되면 평가가 따르며 몇 개
의 쿼터 또는 블록이 모여 학기를 이루므로,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받아야 하고, 학기 내내 평가 
결과가 학생과 동일 과정(통합과목) 소속 교수들에게 즉시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평가 형태는 기
존의 구술시험, 긴 논술 문제(Long Essay Question, LEQ)

보다는 선다형 문제(Multiple Choice Quetion, MCQ), 확장
결합형 문항(Extended Matching Items, EMI), 핵심요소시
험(Key Feature Test, KF) 등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47)이 
필요하고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안이 실현 확률이 
높을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평가
에 접속하는 기기는 한의과대학에서 제공하여 폐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문항 순서, 보기 
순서를 무작위로 섞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각종 평가에 대해 졸업역량 척도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48)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통합교육 지원체계

KAS2021(2019년 공표)은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와 함께 
통합교육과정의 운영 지침,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
직, 인력,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49)

기초한의학(기초의학 포함), 인문사회의학, 임상한의학
(임상의학 포함) 영역마다 또는 교육 시기마다 복수의 담
당 직원을 두어 학사 일정, 강의 시간, 시험 문제 출제, 채
점 등 교수의 교육 활동, 학생 지도 등과 관련한 행정 업무
를 맡는다.

하나의 영역/시기에 여러 개의 과정(통합과목)이 있고, 
각 과정(통합과목)에 책임교수 1인과 소속 교수들은 교육, 
학생 지도와 관련한 회의를 학기마다 여러 차례 열 수 있
으며, 담당 직원은 총무, 회계를 맡는다. 이 내용은 통합교
육과정의 운영 지침에 명시되어야 한다.

7) 연간 수업 시간; 30주(총 2학기) 또는 40주(총 

2쿼터)

KAS2021(2019년 공표)은 임상실습 50주(주당 24~36
시간), 1500시간, 자유 선택 임상실습 2주(주당 24~36시
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50) 수업 시간 50주를 대략 계산
해보면 학기제로 총 3학기(총 1년 반)와 5주(1개월 남짓)
에, 쿼터제로 총 2쿼터(총 1년)와 2주 정도이다.

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적격 기준(임상실습 900시간)51)

45)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41.
46) 한국의학교육평가원.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021:54, 56.
47) Zubair Amin, Chong Yap Seung, Khoo Hoon Eng 지음. 정명헌, 김승호, 류숙희 외 편역. 의학교육의 학생평가. 서울:군자출판사. 2012:26-51.
48)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2017:53.
49)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41.
50)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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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대부분 본과 4학년 1년 동안 임상실
습교육을 설정하고 있다. 학기제를 유지한 채로 KAS2021 
(2019년 공표)을 따르려면 임상실습 시기를 본과 3학년 1
학기 또는 2학기까지 앞당겨야 하므로 교육과정 전반의 수
정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다.

임상실습에서 교육 시간의 확대가 교육의 개선으로 이어
지려면, 늘어난 시간만큼 임상실습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발
되어야 하며, 같은 공간(실습교육시설)에서 본과 3, 4학년 
학생이 동시에 실습하는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
므로 실습교육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균형 있게 실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

8) 통합과정 시수 배정 원칙(책임 수업시수 등)

한의과대학이 속한 사립대학교에서 전임교원의 책임 수
업시수를 학기당 9시수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며, 전
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수업시수가 9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적격 기준에서 기초
한의학 전임교원의 수업시수(대학원 수업시수 포함)를 학
기당 9시수, 학년당 18시수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KAS2021(2019년 공표)은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을 전제
하여 2주기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전임교원이 수업을 맡으
므로 전임교원의 수업시수가 감소할 수 있으나, 수업시수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있지 않기에 실제 수업시수는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 결과에 따라 다르게 된다. 학칙에 규정된 
책임 수업시수가 6시간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통합교
육과정의 개발은 아예 시도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1) 수평통합; 기초한의학 – 기초한의학, 임상한의학 - 
임상한의학

의과대학에서 과목 중심 교육과정으로부터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은 연구와 진료의 전문화에 따라 교과목 수가 증가함으
로써 지나치게 세분화, 단편화되어 인체 전체를 다루는 의학
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한의학은 인체 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므로 연구와 
진료를 전문화, 세분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기초한의
학 과목 간의 통합, 임상한의학 과목 간의 통합은 한의학교

육과 한의계의 발전을 가속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이 배출된 지 10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이른 듯하다.

9) 영역 사이의 통합

동양철학의 바탕에서 발전한 한의학과 과학의 한 분야로 
탄생한 서양의학은 태생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루는 대상이 인체라는 것 외에 학문 체계가 이처럼 다르
기에 한의학과 서양의학 사이의 결합 또는 융합이 쉽지 않
다. 비록 중서의결합 제도가 있으나 법적, 제도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학문 수준의 결합･융합을 통해 두 학문의 수
준을 뛰어넘는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기초의학 - 
인문사회의학 또는 임상의학 - 인문사회의학의 통합은 의
과대학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10) 수직통합; 기초한의학 - 임상한의학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의 수직통합 교육은 『동의보
감』 등 대표적인 한의서의 목차 또는 편제를 참고하여 핵
심 주제를 선정하여 본과 1, 2학년에 걸쳐 교육하는 방법으
로 달성할 수 있다. 부산대 한전원은 『동의보감』에서 잡
병편 등 주제를 선별하여 3학년에서 ‘증후학’ 과정(과목)으
로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11) 수직통합; 기초의학 - 임상의학, 인문사회의학 

사이

기초의학 - 임상의학과 인문사회의학 사이의 수직통합
은 의과대학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12) 장기･계통 바탕, 임상 표현(CP) 또는 직무 중

심 교육

연세대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교과목 중심(1970~1995), 
장기･계통 바탕 통합(1996~2010), 성과 바탕(2010~현재)
으로 변화되었는데, 개편 조직은 1995년까지 교육계획위원
회, 그 이후는 CDP(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 2004 
위원회, CDP2013 사업단이었다.52) CDP2004 교과과정부

51)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20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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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장기･계통 바탕 통합교육과정이 기본의학과정 2년(본과
1학년, 2학년)까지 적용되었으며,53) 최근에는 임상 표현
(CP) 또는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산대 한전원을 제외하고 한의과대학의 임상한의학 교
육과정은 장기･계통 바탕 교육에 대해 충분한 경험 없이, 
교육 교과목 중심에서 곧바로 임상 표현(CP) 중심 교육으
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대 한전원도 
교육과정 자체를 역량 중심 또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고 보기 어렵다.

의과대학에서 채택한 105개의 임상 표현(CP)은 방약합
편･활투침선(活套鍼線)과 유사54)할 뿐만 아니라 동의보
감｢잡병편｣의 주제와도 닮은 점이 많으므로, 동의보감을 
채택하여 교육한다면 임상한의학의 통합교육은 기초한의학
의 그것보다 쉬울 것이다.

3. 운영･평가 단계

1) 전임교원의 구성

임상학 분야 전임교원은 학교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초학 분야 전임교원은 그렇지 않다. 
부산대 한전원(학생 정원 50명 기준)의 사례와 의평원의 
임상 교원의 최소 기준(진료과목 20개 이상, 85명)55)과 비
교하면, 통합교육과정을 쿼터제로 운영하려면 기초(한)의학 
담당 전임교원 최소 20인이, 블록제로 운영하려면 그 이상
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과목 중심 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교육과
정의 중복이 발생하므로 더 많은 전임교원이 필요하다.

부산대 한전원은 OSCE, CPX 등 임상실기시험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평가단은 임상학 전임교원 외에 기초
학 전임교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앞서 ‘통합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전임교원’에서 언급하였듯이, 2020년 6월 기준, 
기초(한)의학 전임교원 4인이 임상실기시험 평가를 각각 3
시간 맡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교육과 평가
가 분리될 우려가 있고, 기초(한)의학 전임교원이 임상(한)
의학의 교육과 평가를 감당하기에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다.

2) 교육과정의 운영･평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
백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려면 해당 전문조직(예를 들어 
교육과정위원회, 한의학교육실 등)이 필요하다.56)

교육과정위원회는 통합교육과정의 설계 단계에서 의도했
던 교육 성과가 나타나는지, 적절한 교육, 평가 방법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한다. 평가와 피
드백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한의학교육실을 둔
다. 한의학교육실은 산하에 부서를 두어 그 실무를 나누어 
수행한다. 한의학교육실은 실장, 부실장을 비롯하여 학생역
량 평가부, 교수･학습 방법 개발부, 학생 임상 교육부 등으
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위원회 대표가 참여하여 한
의학교육실의 운영 방향 등을 제안한다.

과정별 학습성과는 해당 과정(통합과목) 책임교수가 주
도하여 학기별로 관리하지만, 시기별 학습성과는 한의학교
육실이 주관하여 기초한의학(기초의학 포함)･임상한의학
(임상의학 포함) 두 가지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시기에 각
각 평가한다.

학습성과에 대한 시험 문항은 각 과정(통합과목) 책임교
수가 소속 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하며, 과정별 학습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초학 교육과
정에서 시기별 학습성과를 평가(예를 들어 기초한의학 역
량 종합평가)한 결과는 해당 학년이 진급한 이후 임상학 
교육과정에서 시기별 학습성과를 평가(예를 들어 임상한의
학 역량 종합평가)한 결과로 이어져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기초한의학/임상한의학 역량 종합평가는 졸업역량 척도로서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57)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한의학/임상한의학 역량 종합평가의 결과를 통해 졸
업역량을 몇 가지로 역량군으로 나누어 그 달성도를 분석
하여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분석 결과 미흡한 역량군이 
있다면, 해당 역량군과 관련한 과정(통합과목)의 책임교수
와 소속 교수들에게 역량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교육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한다.

52) 안신기.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42.
53) 안신기.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통시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42.
54) 주다현, 김병수. 방약합편과 한의학 임상표현. 대한한의학회지. 2019;40(1):1-11.
55) 한국의학교육평가원. ASK2019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2021:54, 56.
56)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 KAS2021. 2019:91-97.
57)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2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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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속 개발 단계

1) 교육과정 개발 인력 양성

대외･대내적인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려
면 현재의 교육과정을 운영･평가하는 핵심 인력 또는 조직 
외에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는 전임교원을 양성하며, 신임 
교원이 교육 현장에 참여하기 전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
다. 이를 위해 한의학교육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배
출할 수 있도록 한의학교육연수원 등을 한의과대학 공동으
로 개설하거나 한의학교육학회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

2) 교수･학습 방법의 업데이트

한의학교육연수원, 한의학교육학회 또는 각 대학에서 시
행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한의과대학 전임교원이 참여
함으로써 한의학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COVID-19 대유행은 모든 대학, 모든 교수에 온라인 강
의를 강제하였다. 그 경험은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문제 중심 학습(PBL) 등 최신 교수학습법의 도입･확산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신 교수학습법은 통합교육과
정으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Ⅵ. 결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통합교육과정(2007년 개원 이
후)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안, 한평원과 의평원의 
인증기준 등을 분석･비교하여 한의과대학이 통합교육과정
(Integrated Curriculum)의 도입 과정, 개발 과정, 운영, 평
가, 후속 개발 등 전체 단계에서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사
항을 도출하였다.

통합교육과정 도입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 즉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설득과 포용이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때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의 개선이 
최우선이지만, 제도 변화도 고려한다.

통합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구성원의 대표 기구, 교육과
정 설계를 주도하는 기구와 실행 조직이 필요하며, 통합교

육과정(초안)에 지식 영역 사이 상호 관련성, 다학문적 접
근법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수업 시
간, 학제(학기제, 쿼터제, 블록제), 시수 배정 원칙, 통합교
육 책임교수제와 지원체계 등을 결정한다. 기초한의학(기초
의학 포함), 인문사회의학, 임상한의학(의학 포함) 영역의 
균형이 맞도록 본과 1~4년(또는 예과 2학년을 포함한 5
년) 동안 시기(Phase), 과정(Course), 수업(Lesson)에 따
른 학습성과(지식, 술기, 태도 포함)를 설정한다. 이때 학제
와 학문 사이 통합, 과목 담당 교수, 통합과목 책임교수, 책
임 시수, 특성화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기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한다. 시대적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기･계
통, 임상 표현(CP) 또는 직무 중심 임상교육, 임상실습시간 
확대, 임상실기평가(OSCE, CPX 등), 선택과목(임상실습 포
함) 등을 고려한다. 통합교육과정(초안)은 심의를 거쳐 통
합교육과정(최종안)으로 완성되며 학칙과 내규에 반영한다. 
통합교육과정(최종안)에 시기(학년/학기)에 따라 구획된 교
육과정, 실습 시수 및 평가표, 시수, 학점, 과정(과목)별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 등이 포함되며, 실제 적용을 위해 과정
(과목)별 통합강의록과 강의 시간표를 운영 전에 계획한다.

통합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은 전임교원이 그 핵심이다. 
쿼터제로 운영하려면 기초(한)의학 담당 전임교원 최소 20
인이, 블록제로 운영하려면 그 이상이 요구되며, 과목 중심 
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일시
적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하나의 교육과정을 
참여하는 교수자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상호 작
용이 있어야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데 통합교육 책임교
수의 역할과 구성원의 협조가 중요하다.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업무는 교육과정위원회가 
주관하며, 한의학교육실은 하위 부서를 두어 그 실무를 수
행한다.

교육과정의 후속 개발을 위해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는 
전임교원을 추가로 양성하며 신임 교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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