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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약침요법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신침요법의

일종으로한의학의핵심치료기술인침구요법과약물요법

을접목하여적은양의약물을경혈에주입하여치료효과

를극대화시킨한방의료기술이다1).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남상천선생이처음으로<

경락>에서기존의한방치료기술과차별되는이론과치료

ABSTRACT

Objectives: Thi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evaluate current education status of pharmacopunc-
ture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schools and suggest improvement in the structure of pharmacop-
uncture education.  

Methods: Among the eleve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schools in the country, six schools partic-
ipated in the survey. 252 students in fifth and sixth year whom have finished pharmacopuncture studies
completed were given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e purpose and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Results :

1. For the question pertaining to the text used for the pharmacopuncture lecture, a significant differ-
ence was witnessed suggesting that few schools were not utilizing common textbooks.  

2. For the item pertaining to the lecture progression, each schoo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nd
student satisfaction rate differed vastly between schools.   

3. Lecture hours and lecture materials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chools and overall
satisfaction rate was low.

4. All of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had high expectation in the clinical applications of phar-
macopuncture treatment.

Conclusions: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students a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schools through-
out the nation have high expectation for pharmacopuncture, but lack of standardized education system
and materials and qualified instructors calls for immediate modification in the education of pharmacop-
unc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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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하면서 연구되기 시작하 고2), 중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水鍼療法 혹은 穴位注射療法, 中草藥注射

療法등의명칭으로불리면서다양한약침제제즉, 당귀약

침, 천궁약침, 단삼약침 등을 개발하여 현재 활발하게 사

용하고있다3).

약침은혈자리를자극하는수단으로침과한약을동시

에사용하는 치료법으로각각의질병에따라서가장효과

적으로치료할수있는한방의원리에맞는한약재를선택

하고, 거기서뽑아낸치료성분을그질병을가장잘치료

할수있는혈자리에직접넣어줌으로써질병을치료하는

방법으로, 약침요법을 사용하면 침의 자극효과에 한약의

치료효과가더해져짧은시간에질병에서회복될수있는

자연에 순응하는 최첨단 한의학이며, 불치병에 도전하는

미래형한방치료법이다1). 

약침학과 유사한 치료법으로, 독일에서는 동종요법

(̀Homeopathy)이 있고桑寄生, 태반등에서추출한주사

액을개발하여치료에사용하고있다4-5). 한국에서도 1992

년에 대한약침학회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가 설립된 후1) 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면에

서비약적인연구와발전을이루며학문적인틀을공고히

하고있다6-10). 

또한 한의과대학에서의 약침과 관련한 정규 교육도

1995년부터 시작되어 각 대학으로 점차 확대, 진행되고

있으며각대학에서전공필수과목으로자리잡아가고있

는상황이다.

또한대한약침학회학술위원회가 2년의집필과정을통

해 2008년 6월에전국한의과대학공통교재인“약침학”을

출판하 고, 현재“임상진료지침서”도개발중에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이공계대학 대학교육과정

개발연구지원”과제를 통하여 차세대의 각광받는 치료기

술로 발전하는 약침술을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개발하고,

이를통한체계적인강좌를개설하여교육의질을높이고

한의학의 의료기술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자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교재, 강의, 수업시간 등 6개의 항목에 33

개의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를작성한후<별첨 1> “약침

학”강의를이수한전국한의과대학본과 3, 4학년을대상

으로설문조사에참여를제안하 고, 이를신청한 6개대

학의학생들중최종설문제출이완성된 252명의설문지

를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전국한의과대학의“약침학”교육

과관련한 2009년현황을보고하며향후보다나은약침

관련교육이전국의한의과대학에서수행될수있는기초

자료로사용되길기원하는바이다.

II. 연구방법

2.1 설문지의 작성

설문지는 대한약침학회 학술위원회와 상지대학교 한의

과대학의연구진이공동으로수차례의논의를통하여현재

진행되고있는각대학의약침학관련강의의질을객관적

으로평가할수있는항목으로구성하고자하 다. 

설문지의구성은교재, 강의, 수업시간, 과제물, 강의자

료나기자재등, 임상진료와의연관성, 그리고학생들의수

업에대한만족도나희망사항등현재시행되고있는약침

학관련교육의질을조사하기위한 6개항목 33개의문항

으로최종작성되었다.   

2.2 설문조사의 방법

전국 한의과대학에 본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 설문에

응한 6개대학을대상으로하 다. 이중“약침학”이정규

과목으로채택되어있는 3개대학은 A그룹으로구분하

고, 그렇지않은대학은B그룹으로표기하 다. 

6개항목에대한각각의문항에대해 1개문항당 10점

만점으로산정한후, 백분율로환산하여A그룹과B그룹의

교육현황을비교분석하고자하 다.   

조사는참여자의능동적의사에의해수행되었고, 설문

지의 작성이 원만히 수행된 총 252명의 학생들이 제시한

결과를최종분석대상으로하 다.   

2.3 통계 방법

본설문지는대부분의 5개문항객관식과몇개의주관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식 문항에서의 평가 척도로 5

개문항은“매우그렇다”와“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매우그렇지않다.”로구성하 고, “매우그

렇다”는 10점, “그렇다”는 8점,  “보통이다”는 6점, “그렇

지않다”는 4점, 그리고“매우그렇지않다.”는 2점으로역

코딩하여정량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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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의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은 Multiple Duncan

test를 사용하 고(̀SPSS Version 10.0, USA), 유의 수

준은*p<̀0.05, **p<̀0.01로유의확률을측정하 다. 

III. 결과

3.1 교재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

약침학 교재와 관한 만족도의 조사결과는 각 대학에서

많은차이를나타내었다.

현재 정규 교과과정으로“약침학”을 진행하고 있는 A

그룹에서는비교적높은만족도를나타내었고, 그렇지않

은대학에서는낮은만족도를나타내었는데, 본연구결과

2008년 발간된“약침학”공통교재가 A 그룹에서는사용

되고있는반면, B 그룹에서는일부만사용되고있어아직

전국 한의과대학으로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있었다(̀Fig. 1). 

교재에한자를많이표기하는것이이해에도움이되는

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한자표기가내용의이해에큰

도움이되지않거나, 학생들이원치않음을알수있었다.

한자 표기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학생은 총 17명으로

전체의 6.7%에불과하 다.

3.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

현재진행되고있는강의의유익성에대한응답의결과

나약침의종류나조제법그리고효능에대한이해도의평

가, 약침학 강의가 특정 질병에 대한 적절한 약침의 선택

에도움이되었는가하는질문에대한답변에대해서도 A

그룹이 B 그룹보다높은만족도를나타내었다. 약침학강

의가약침치료에따른질병의경과와예후를판정하는데

도움이되었는가하는질문에서는큰차이를나타내지않

았고, 약침시술의주의사항에대한이해도에서는 A 그룹

의이해도가B 그룹에비하여유의하게높았다. 약침의부

작용에 대한 이해도나 강의 구성의 체계성에 대한 평가,

강의의전달력평가, 약침학강좌의난이도에대한평가에

대해서도 A 그룹의 이해도가 B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약침학 강의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그이유를물은결과동일한비율로많은학생들을

대상으로한강의진행과수업시수에비해과도한수업량,

전문적지식, 그리고난해한강의진행등을지적하 다. 

따라서 약침학을 정규 과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학에

서그렇지않은대학에비하여학생들의강의에대한만족

도가유의하게높음을알수있었다(̀Fig. 2). 

3.3 수업시간 및 학점이나 과제물과 관련한 만족

도 조사

현재진행되고있는수업시간의양이약침학의이해에

적절하도록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부 대

학에서만 만족스러웠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중등도의

응답을 하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 시간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침학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강

의학기및수업시간을물은결과대부분의학생들이 1-2

학기에학기별로 2시간정도의수업(총 101명, 1.4학기에

2.07시간)을원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현재진행되고있는수업시간중실습시간에대하여대

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약침학의 실습 부족에 대하여

많은불만을표시하 고, 현재진행되고있는실습시간에

불만이있는(̀4, 5번답변)을대상으로적절한실습시간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25.8%인 65명이 1.2학기에 1.64시

간을답하여, 학생들은약침학강의에배당된시간에서약

50%를실습시간으로사용하기를바라고있는것으로추

정되었다.  

학생들이 약침학의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

하는시간을물은결과평균 3.34 시간을나타내어학생들

의약침학 수업에대한준비 시간이타과목에 비하여상

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량과 학점

배분의적절성을물은결과전국한의과대학의학생대부

분이“보통이다.”라고 응답하 으며 대학 간의 차이는 인

정되지않았다. 학습과제물이약침학수업을이해하고보

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부 대학

만유의하게높았고, 강의내용이과제물이나시험문제의

출제에적절히반 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 A 그

룹에서 B 그굽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 

3.4 강의 자료나 기자재 및 부교재와 관련한 만족

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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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사용되는도표나통계치등의자료가수업에어

떠한도움이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고, 약침학강의

에사용되는기자재및준비물등은전반적으로비교적교

과목의채택과상관없이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수업중

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보충되어야 할 자료가 무엇이었으

면좋겠는가하는질문에서는약침의시술관련동 상자

료가 13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사진자료 8명, 종류별

약침샘플 6명, 주사기등이 4명으로나타났다. 

3.5 임상진료와의 연관성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

한의사가된후약침을환자의진료에적극적으로활용

할것인가에대한물음에서는응답자모두강한긍정을나

타내었다. 약침학 강의가 향후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될 것

으로보는가에대한답변도다른질문에비하여강한긍정

을나타내었고, 강의에사용된임상사례의자료가수업의

이해에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질문에서는 A 그룹이 B

그룹에비해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Fig. 4).

3.6 기타 의견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

약침학강의가여러종류의약침에대한치료법을이해

하는데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조사결과는 A 그룹이유

의하게높았고, 향후약침학의발전과변화에대하여자체

능력개발및향상에강의가도움이되었는가에대한평가

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되어가는

약침관련연구결과의재교육에대하여약침학강좌가스

스로를 최신지견으로 무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질문, 그리고약침학의강의에서최신지견의반 이

잘되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서도두그룹간에유의한차

이는나타나지않았다(̀Fig. 5). 

약침학의분야중가장흥미롭거나관심이있는것은무

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총론 부분에서는 약침의 사용법이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술의 원칙(̀126)>약침의 종류

(̀105)>약침요법의장점(̀100)의순으로응답하 다. 

각론 부분에서는 봉약침(̀209)> 팔강약침(̀94)> 자하거

(̀93)> 경락장(̀81)> 오공약침(̀64)> 산삼약침(̀53)> 생강약

침(̀7)의순으로관심을나타내었다.  

약침학의 강의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이

라고생각하는가에대한답변에서는봉약침(̀125)> 자하거

(̀97)> 산삼약침(̀91)> 팔강약침(̀75)> 오공약침(̀74)> 생강

약침(̀45)의순으로나타내었다. 

약침학 강의에서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는

응답자의 35.3%인 89명이 실습시간의 확대를 지적하

다. 그 다음으로는 임상 사례에 대한 설명(̀32명), 약침의

부작용강의(̀23명), 약침의효능과작용기전(̀13명), 수업

시간의 확대(̀10명) 등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약침에 대한

관심이높음을알수있었다.

IV. 고찰

모든학문이다그러하듯이새로운분야가학문속에자

리를잡는데는많은시간과논쟁, 그리고많은연구와지

지자들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 분야는 인간의

생명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타학문에비하여더더욱보

수적인성향이강하다. 

한국한의학에서가장대표적인논쟁의역사를지닌분

야가 아마 약침학일 것이다. 1960년대 남상천 선생이 처

음 시작한 경락약침은 한의사가 아니라는 개인적 배경과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치료 기술, 그리고 기술의 오류 등

으로인한여러가지 문제점등으로인해 오랜동안한의

학계에서논란이있었던치료기술이다2).

이러한 논란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약침요법의 탁월한

임상효능이점차인정되면서 1980년대부터일부한의사

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하 고, 학계에서의 장시간에 걸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인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국

한의학의독특한치료기술로자리매김하고있다1).  

약침의장점과특징은적은양의약물을이용한지속적

인치료효과와침의자극효과를동시에볼수있어 치료

기간이단축된다는것과 자연에서얻을수 있는천연약

물을사용해부작용, 중독성, 내성이적고침과한약을사

용할 수 있는 모든 질환뿐만 아니라 특히 난치병 치료에

우수한효과가있다. 

하지만‘약침학’이라는 학문이 대학 교육의 과정에 진

입하고정착하는과정은그동안의노력과연구성과에비

하여 뒤늦은 감이 많다. 현재 전국 한의과 대학 중‘약침

학’을정규과목으로채택하여강의가이루어지는대학은

11개대학중 3-4 개에불과한실정이다. 

이러한현실적불합리성을해결하기위하여한국연구재

단의“이공계대학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과제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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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약침학’을 전국 한의과대학의 공통 교과과정으로

개발하고이를통한체계적인강좌를개설하여교육의질

을높이고자본연구는수행되었다.    

한의사들이임상진료에약침을잘활용하여한차원높

은임상활용을하고또세계적인치료법으로성장하기위

해서풀어나가야할문제가많지만아무리강조해도지나

치지 않은 것이 바로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학생들이현재느끼고있는‘약침학’강

의의질을평가하고, 문제점이무엇인지를인식하여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대한약침학회 학술위원회와

상지대학교한의과대학의연구진이공동으로개발한설문

지를 작성한 후, 약침 강의를 경험한 전국 한의과대학 학

생들에게 배포하여 작성이 충실히 완료된 설문지를 바탕

으로수행되었다. 

그결과 2008년에개발된‘약침학’교재의사용이아직

보편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었고, 약침의강의에대해

서도현재‘약침학’을정규과목으로채택하여강의가이

루어지는대학의학생들이그렇지않은대학에비하여만

족도가유의하게높았다.  

수업시간이나 학점 등을 묻는 질문에서‘약침학’이 정

규 커리큘럼으로 운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

는수업시간은 1.4학기에주당 2.07시간으로조사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1학기 정도에 주당 3시간가량의 수업을

원하고있으며, 특히‘약침학’의수업에서약 50% 정도를

실습시간으로할애해주기를바라는것으로나타났다. 이

러한결과는향후정규과목으로의약침학커리큘럼조정

시에참조할가치가있을것으로판단되었다.

교재나강의내용, 그리고수업시간등에비해임상진료

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향후

약침요법을 적극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약침학’강의를통해이러한접근이보다용이해

지길바라고있었다.

본연구결과한의과대학학생들의한의학에대한교육

만족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라도‘약침학’이하루빨리모

든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공통교재

로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되어 향후 한의사가 되었을 때

양질의진료가이루어질수있도록교수와대학관계자들

의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V. 결론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침학 교

육의 현황을 평가하여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계 대학 교육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보인 6개 한의과대학의

본과 3, 4학년 252명의 학생들의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약침학강의에사용되는교재와관련한질문에서각

대학간에유의한차이를나타내어일부대학에서공통교

재의사용이잘이루어지지않음을알수있었다. 

2. 약침의강의진행과관련한조사에서정규교과목으

로채택되어있는대학에서그렇지않은대학에비하여만

족도가유의하게높았다.

3. 수업시간이나 강의자료 등에서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있는대학에서그렇지않은대학에비하여만족

도가유의하게높았다.

4. 약침학의 임상 진료와의 연관성에서 전국 한의과대

학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약침을 임상에 활용하고자

하 으며, 앞으로약침의발전가능성에높은점수를주고

있었다.

5. 향후보다나은강의를위하여‘약침학’에대한정규

교과목채택의확산, 약침학의실습시간및수업시간의확

대, 임상증례확보등이더욱더보완되어야할것으로조

사되었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

의약침학에 대한기대는매우 높은반면각대학별 강의

진행 현황의 개선 즉, 강사의 자질 향상이나 임상실습 등

의강화, 교재, 그리고강의자료의보완등이시급히이루

어져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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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atisfaction status to the Pharmacopuncturo-
logy text book. * Number of participant: A(153),
B(99), ** p<0.01  

Fig. 2. Related with lecture of Pharmacopuncturology
including satisfaction status, understanding sta-
tus, and the methods of clinical use, etc.  *
Number of participant: A(153), B(99), ** p<0.01  

Fig. 3. The satisfaction of Pharmacopuncturology lecture
related with time, quality, and practice for under-
standing and good application. * Number of partic-
ipant: A(153), B(99), ** p<0.01  



(별첨 1)

<약침학강의에관한설문조사>

이설문조사는그동안진행되었던약침학과관련한내

용을평가하고, 약침학강좌의유용성과강좌의난이도를

사전에조사하여이에적합한약침학교과목강좌지침서

및교과과정을만드는데목표가있습니다. 

학생여러분의응답은강의내용의향상을위한가장중

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이며, 또한여러분의후배들에

게는더욱발전적인교육을제공하고자 시도되는것입니

다. 학생의개인적인비 은철저하게지켜지므로여러분

이느낀그대로, 생각나는그대로표시를하고, 의견을내

어주십시오.

각 항목별로 5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각설문당매우만족-10, 만족-8, 보통-6, 불만-4, 매우

불만-2점) 

해당번호에√표를해주십시오. 또어떤항목은여러

분의의견을묻는내용이있습니다. 구체적으로적어주시

면감사하겠습니다.

I. 교재관련내용

1. 약침학교재와강의에사용된용어가강의내용을이

해하는데적절하 습니까? 언어는너무추상적이어

서강사가설명하는약침학언어혹은용어로정확하

게표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1번에서 ④ ⑤ 항에 답하신 학생만 2번에 답해 주

십시오.

2. 약침학교재와강의에사용된용어가모두한자로되

어있다면, 이로인해서교과목이해에더도움이된

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II. 강의관련 내용

3. 본 강좌는 약침 치료에 관하여 보다 쉽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 강좌가 약침

치료에관하여잘이해하고적용하는데도움이되었

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4. 약침에는여러종류가있으며, 그에따라조제방법이

나효능또한다릅니다. 본강좌가이에대한지식을

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5. 질병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약침은 각각 다릅니다.

본강좌가특정질병에적절한약침을선정하는데도

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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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w Pharmacopuncturology lecture is useful for
the clinical applications. * Number of participant:
A(153), B(99), ** p<0.01 

Fig. 5. The investigation that how Pharmacopuncturology
lecture is contribute to your capacity strengthen
for clinical application  and reflect the latest data.
* Number of participant: A(153), B(9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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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6. 본강좌가약침치료에따른질병의경과및예후판

정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7. 약침을시술할때는주의할사항이여러가지가있습

니다. 본 강좌가 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8. 약침은 그 효과가 뛰어난 반면, 부작용도 존재합니

다. 본 강좌가 약침시술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발견,

대처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9. 본강좌의내용이체계적으로구성전개되었다고생

각합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10. 본 강좌의 내용이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고생각합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11. 본 강좌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웠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11번에서 ④ ⑤ 항에 답하신 학생만 12번에 답해

주십시오.

12. 본 강좌가 어려웠다면, 그 주된 이유부터 ( )안에 번

호로기입해주십시오.

① 60명이상을대상으로하는대형강의로진행되었

다. (     )

②수업시수에비해과다한분량이었다.(    )

③많은선행지식을요한다. (너무전문적인내용이었

다.)(     )

④수업방식의문제-발표식, 난해한교수법(     )

⑤기타( )

III. 수업시간, 학점 과제물 등

13. 수업시간이약침학을이해하는데충분하 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13번에서 ④ ⑤ 항에 답하신 학생만 14번에 답해

주십시오.

14.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되

는수업시간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1주(    )시간씩 (    ) 학기

15. 약침학실습시간이수업을이해하고적용하는데충

분하 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15번에서 ④ ⑤ 항에 답하신 학생만 16번에 답해

주십시오.

16.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되

는실습시간을기재하시오.

1주(    )시간씩 (    ) 학기

17. 수업 준비를 위해 본인이 사용한 시간은?(해당 시간

에√해주십시오)

1----5----10----15----20----25----30----35----

40----45----50 (시간)

18. 약침학과목에대한학점배분은학습량에비해서적

절하 다고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19. 학습 과제물들은 약침학 수업내용을 보충하고 이해

하는데도움이되셨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20. 약침학강의내용이학습과제물및시험에적절히반

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IV. 강의자료, 기자재 및 부교재 등

21. 사용한여러도표와통계치등시각화자료들이수업

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22. 강의시사용한기자재들이수업을이해하는데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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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도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 22번에서 ④ ⑤ 항에 답하신 학생만 23번에 답해

주십시오.

23. 도움이되지않았다면, 수업을이해하는데필요한기

자재나자료가있으면기재하시오.(복수응답이가능

합니다.) 

(                       ,                      ,                      )

V. 임상진료와의 연관성

24. 한의사가된후임상에서적극적으로약침을활용해

볼의향이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25. 본 강좌가 차후 본인의 한의학 임상에 도움이 될 것

이라생각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26. 사용한 여러 임상 사례(사진 포함)들이 수업을 이해

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VI. 총평

27. 약침학강의는여러종류의약침치료법을학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 이러한

목표를잘반 하 다고생각합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28. 약침학은 새로운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므

로, 이를 스스로 찾아서 평가하며 종합하여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강좌가 이

러한능력을개발하는데도움이되었습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29. 본강의는국내, 외의여러임상실험등의연구자료

를바탕으로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외의여러지견

이잘반 되었다고생각합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않다.  ⑤매우그렇지않다. 

30. 가장 흥미로웠거나, 유익하 거나, 인상적이었던 주

제를순서대로다섯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31. 강좌의내용중보강되었으면하는주제를순서대로

다섯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32. 교재및부교재로서약침학수업에사용될만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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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추천해주십시오.

( )

33. 본 강좌에 포함되길 희망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은무엇입니까?

* 끝까지성의있게대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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