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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e definitions and categories of subjects related to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are still
controversial, and we tried to find the areas lacking compared to the standards of medical education

Method :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of the World Medical Education Standards,
ASK2019, and KAS2021 were reviewed, and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ubjects of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ere searched. We compared subjects with the medical school learning outcome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job competency. In order to increase validity, two authors independently classified them.
In case of different opinions, we revised after sufficient discussion

Results :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in the Korean Medicine curriculum appear to be
sufficient when compared with WFME and ASK2019.

The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of Korean Medicine schools were not distributed evenly
throughout.

The areas to be supplemented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were ‘a diverse understanding of life and
death’, ‘prevention and response to patient safety incidents’,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ealth-related
organizations and groups’, ‘social responsibility and reflective practice’ and ‘communication between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Conclusion :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related subjects in Korean Medicine education are sufficient,
but they are not evenly distributed, and the areas listed above need to be reinforced.

Key words : Korean Medicine education, Basic medical education, KAS2021,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Accreditation Standards

접수• : 년 월 일 수정접수2021 8 19 • : 년 월 일 채택2021 8 25 • : 년 월 일2021 8 26
✽교신저자 선승호 강원도 원주시 상지 길 상지 학교 한의과 학 한의학과 한방내과: , 80.

전화: 팩스+82-33-741-9208, : 전자우편+82-33-732-2124, : sunguy2001@hanmail.net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 권 제 호 년 월25 2 (2021 8 )

100

서 론.Ⅰ

근 의료의 문제 중에 하나로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무시되거나 의료의 비인간화 환, ‘ ’, ‘

자의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지적되었고 이를 해’ ,

결하기 위해 의학 교육에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인문

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최근 한국 의 교육에서도 의료윤리 행동과학 의, ,

사학 등의 소위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교육이 크게 강조되

고 있는 추세이며2) 한의 교육에도 이러한 추세의 반

영으로 인문사회의학 관련 과목이 강조되고 있다 한의.

학교육에서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

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한 주기 한의학교육2

평가인증3)에서 의료인문학 관련 과목을 운영하도록 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차기 한의학교육 평가인.

증(KAS2021)4)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져 한의 교

육과정에 인문사회의학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 교육에서 인문사회의학에 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전 등. 5)은 국내 의과 학의 인

문사회의학 교육현황을 조사하였고 맹, 2)은 인문사회의

학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해 연구하였으며 안 등, 6)은

의과 학 학장협의회에서 제시한 인문사회의학 교육목

표 개 영역에 따라 의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내용6

을 분석하였다 또한 구. 7)는 의 인문사회의학 교과목

통합교육과정을 미국 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으며,

전8)은 의 교육과정에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도입되는

경우를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4 .

하지만 상 적으로 한의 교육에서 인문사회의학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등. 9)은 한의학 교육과

정의 인문사회의학 교육필요성에 한 한의사의 태도

에 해 연구하였고 천 등, 10)은 전국 한의과 학 및 한

의학전문 학원의 인문사회의학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각 학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의학의 용어나 교과

목이 다소 혼란스럽고 한의학 전공이나 교양의 성격이,

강한 교과목은 인문사회의학 교과목에서 제외되는 것

이 필요하며 이수시기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 외에 한의과 학 교육에서 인문사회의

학에 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세계의학교육협회 한국 의 의 인증기준 한국한, ,

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중심으로 인문사회의학의 범

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내용 및 교과목 등을 고찰하

고 한국 한의과 학 및 한의학전문 학원의 인문사회

의학 교육과정을 의과 학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

과와 비교하여 한의과 학에서 부족한 교육과정의 개

선점을 찾으려 하였다.

연구방법.Ⅱ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임상의학 임상한의학 과1. , , ,

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의료인문학 또

는 인문사회의학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알기 위해 세계의학교육협회

이하 의 년 기준( WFME) 2015 11) 년 기준, 2020 12),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ASK2019)13) 한,

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주기2 3) 및 인증KAS2021

기준4)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한의과 학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사회의학 교육2.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한의과 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과정과 각 학의 교육과정편람을 조

사 정리하고 각 학별 및 학년별로 교육과정 과,

목을 정리 분석하였다.

3. 기초의학교육에 관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국내 의 의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사람과 사-

회중심이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 )’14)가 출판

되어 있으며 해외에는 아직 명문화된 내용은 없다, .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는 사람과 질병 성찰,

과 자기계발 환자안전 소통과 협력 의사와 윤, , ,

리 의사와 법 의사와 사회 전문직업성의 개, , , 8

영역으로 분류되고 각 영역 당 개의 수업성, 2~7

과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 및 임상 의학 과목을 제외하고 의사가 갖추

어야 할 학습목표로 제시된 의 교육의 의료인문

학 관련 학습성과는 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의과 학의 커리,

큘럼 과목과 국내의 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

과를 비교하였다.

한의과 학의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을 한의사의4.

직무 및 역량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한.

의사의 직무 및 역량은 차 진료가 가능한 한의사1

배출을 위해 한의과 학에서 배워야 할 역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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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성된 문서로 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2017

에서 제시한 한의사 직무 및 역량15)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를 한의과 학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과 비교하였다.

각 교과목을 해당 수업성과 또는 해당 영역에 분류하

는 작업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차로 저자 명1 2 (HMP,

이 미리 정한 서식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하였고SHS) ,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는 토론을 통해 수정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그 이후 관련 전문가등의 자문 등을 통해.

분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정리하였다.

연구결과.Ⅲ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의 교과목 및1. ( )

교육내용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의 기준(WFME) (WFME 2015,

WFME 2020)11,12)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ASK-

2019)13)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 (KAS202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문사회의학 관련 교과목 및 교육내용

을 정리하였다(Table 1).

Standards Descriptions Subjects

WFME 201511)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medical ethics
and jurisprudence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
biostatistics, community medicine, epidemiology, global health,
hygiene, medical anthropology, medical psychology, medical
sociology, public health and social medicine,
Medical ethics•
Medical jurisprudence•

ASK 201913)

의료인문학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회과, ,
학 의료윤리 의료법규 등의, ,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

행동과학과 사회과학 :•
공중보건의학 사회의학 생물통계학 국제보건의료 사회역학 의료사회, , , , ,
학 의료심리학 의료인류학 위생학 지역사회의학, , , ,
의료윤리•
의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가치관 권리 책임과 같은 의료행위에, ,
서의 도덕적 문제
의료법규•
약학기술과 의료기술기기 장비 등의 생산과 이용에 한 규정을 포함한( ,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의료 전문직과 의료행위에 한 법규와 기타
규정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규는 건강문제의 원인 분포 결과, , , , ,•
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결정요인 국가 보건의료체계와 환자의, , ,
권리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개념 방법 술기와 태도, , ,
를 포함하며 이로써 지역사회와 사회의 건강 요구를 분석할 수 있고 효과,
적인 의사소통 임상 의사결정 윤리적 진료가 가능하게 한다, , .

KAS 20214)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에 인문사회의학 내용
을 명시 도입 운영, ,

의료윤리 의료법규 의학통계학 의료정보 행동과학 예방의학 역학 공, , , , , , ,
중보건 위생 지역사회의학 국제보건 의료관리 의료교육학 사회의학, , , , , , ,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법의학 의료심리학 의사학 철학 예술 어문학, , , , , , , ,
경영학 보완 체의학,

WFME 202012)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In addition to WFME 2015
Health systems science which includes population health and local
healthcare delivery systems
Humanities and arts(literature, drama, philosophy, history, art,
and spiritual disciplines)

Table 1. Subjects corresponding to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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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의 기준에는 인문사회의학2015 WFME (huma-

또는 의료인문학nities and social medicine) (medical

라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행동과humanities) ,

학 및 사회과학 의료윤리 및 의료법규, (medical ethics

의 항목에생명통계학and jurisprudence) (biostatistics),

지역사회의학 역학(community medicine), (epidemi-

국제보건 의료윤리ology), (global health), (medical

의료법 등의 교과목ethics), (medical jurisprudence)

을 하위 예시로 들고 있으며 년 의 기준에, 2020 WFME

는 위의 내용 이외에 의료시스템 과(health systems)

의료전달체계 에 한 교육(health delivery systems)

내용과 인문학 및 예술 관련 교(humanities and arts)

육이 추가되었다.

에는 의료인문학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ASK2019 , , ,

료윤리 의료법규의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예시로 아래 표 에 열거된, (Table 1)

교과목을 비롯하여 건강문제와 관련된 사회 경제 인, ,

구 문화에 한 내용과 보건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의,

건강 의사소통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에는 체로 의 기준과 의KAS2021 WFME ASK2019

내용과 유사한 과목을 예시로 포함하고 있으며, WFME

에 제시되어 있는철학 역사2020 (philosophy), (history),

어문학 와 같은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literature) .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2. ( )

교육과정의 각 대학별 학년별 교육과정

한의과 학의 년 교육과정에서 기초의학 기초한6 ,

의학 임상한의학 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사회의학 교,

육과정을 각 학별 학년별로 조사 정리한 결과는 다,

음 와 같다Table 2 .

개 학중 개 학이 학년별로 골고루 배치되어12 7

있었고 개 학년에 배정되어 있지 않은 학이 개, 1 2

학 개 학년에 배정되지 않은 학이 개 개 학년에, 2 1 , 3

배정되어 있지 않은 학이 개 학이었다2 .

그리고 언어 사회학 인성 윤리 의철학 통계학, , , , , ,

등은 주로 예과 학년에 배치되어 있으며 교양과목1~2 ,

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분의 학은 본과 학년에 예방의학 보건법규, ,

법의학 병원 경영학 등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산 의, ,

경우는 현 사회와 한의학이라는 과정으로 인문사회의

학의 교육내용을 과정을 학년별로 강의하고 있었다.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3.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

교육과정 비교

기초의학교육에 관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국

내 의 의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사람과 사회중심이- (

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14)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에는 이런 출간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의 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는 사람과 질병‘ ’ ,

성찰과 자기계발 환자안전 소통과 협력 의사와 윤, , ,

리 의사와 법 의사와 사회 전문직업성의 개 영역으, , , 8

로 분류되고 각 영역 당 개의 수업성과가 포함되, 2~7

어 있다.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의과 학의 커리큘럼 과목과 국내 의 의 사람과 사‘

회중심 학습성과를 비교하였다’ (Table 3).

사람과 질병 영역은 의사가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과 권리에 한 전반적

인 인식이 필수적이며 사람의 생명 발달 노화 죽음, , , , ,

건강 질병 고통에 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갖추어야, ,

한다”14)고 기술되어 있으며 하위 수업성과로 가지가4

제시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의과 학의 교과목은.

체로 유사하였으나 번째 수업성과인 삶과 죽음에3 “

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과목은 개 학의 죽” 1 ‘

음학외에는 관련 과목을 찾을 수 없었다’ .

성찰과 자기계발 영역은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의료 환경에

서 자신을 성찰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

어야 한다”14)고 기술하고 있으며 하위 수업성과로 가, 2

지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수업성과인 다양한 직무. “

상황에서 의사의 직업정체성 을(professional identity)

자각하고 유지하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다”

는 내용은 한의과 학 교과목의 의철학 동양철학 동양, (

철학사 자기탐색 자기이해 과학인식과 역사 등의 과), ( ),

목에 해당할 수 있었으며 거의 모든 학의 교육과정,

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 “

합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다 는 수업성과는”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한의학연구 한의학심, , ,

화연구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한의 교육과정에서,

소수의 학만 채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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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예2 본1 본2 본3 본4

가천 16)

사회와 역사 생활과 법률( )
한의학한문
글로벌문화중국어( )
Academic English

의학사
의료윤리
의학통계
동양철학

예방의학 및 실습 임상심리학
법의학
보건법규

경희 17)

한문 의학한문,
빅데이터를 통한 세상 바로알기
한의커뮤니케이션선( )** 한의정보,
학 선 과학인식과 역사선( ), ( )

의학한문
의사학
한의학사유방법론선( )
중국어회화
의학통계학

법의학
의료윤리
의료경영의 이해선( )
의료법규
예방의학

구
한의 18)

사서강독 자기이해와 진로설계,
의학한문 의학통계론 의학영어, ,
동양철학

의사학 한의정보학, ,
의료윤리학

의학논문강독
기공학실습

예방의학
보건법규
예방의학
병원관리학

전 19)

비전워크 비전탐색/
일반한문
경전강독
발달심리학

어드벤쳐디자인
의학통계학
죽음학 예정( )
의료윤리학
의학사
한의학한문

근거중심의학
팀프로젝트
인문한의학
성폭력 언어폭력특강, ,
의철학 예정( ), 의학면
담학

한의연구설계론
팀프로젝트

임상윤리학 및 상담심
리학 예정( ), 의료보험
및 병원관리학 보건,
의료법규, 의료봉사,
멘토링

동국 20)
중국어 강독 의고문,
의학영어 동양철학사,
의학통계학

예방의학
의사학( )

법의학
보건법규
병원경영학

동신 21)

인성함양 자기탐색 자기이해 의, , ,
사소통 영어회화 동양철학이상, , (
교양 비교의학론 일반한문 의학), , ,
영어 의학중국어,

경전강독,
의사학 의역학, ,
의학한문 의료윤리,

임상심리학
예방의학I, II
예방의학 및 실습

예방의학 III
예방의학 IV
보건법규

동의 22)

경전강독 실용한자 영어회화, , ,ⅠⅡ
콜라보인성의 이해 의철학, ,ⅠⅡ
동양철학 의학영어 논리적, ,ⅠⅡ
사유와 글쓰기 중국어강독 의료, .
와 윤리 지도교수세미나, ⅠⅡ

기본영어 의료와사회,
의학한문 의역학, ,ⅠⅡ ⅠⅡ
지도교수세미나ⅢⅣ

예방의학및양생학,
지도교수세미나 ,ⅠⅡ
논어

예방의학 및 실습 ,ⅠⅡ
지도교수세미나ⅢⅣ

의학통계
보건법규 ,ⅠⅡ
캡스톤디자인ⅠⅡ

부산 23)

레퍼런스를 통한 음양오행론의
재발견선( )
한자문화와 전통의학선( )
현 의학의 역사 선( )

동의수세보원의 애노희락
성정론 선( )
한의의료행위와 법률관계
선( )

현 사회와 한의학(I)
한의정보학-
의료통계학-

현 사회와 한의학(II)
연구윤리-
역학-
의료와사회-

현 사회와 한의학(III)
-의료와 사회
-보건의료관리
현 사회와 한의학(IV)
-환경산업의학
-의료윤리
-의사소통론

한의학심화연구
한의학연구

한의학연구
현 사화와 한의학(V)
-의사소통과 면담
-지역사회의학
현 사회와 한의학(VI)
-보건의료법규
-진로정보탐색

상지 24) 의료윤리 중국어 의철학 한문, , , 의학통계 예방의학I
법의학
예방의학II

의료법규
인성교육과 진로탐색
병원경영학

세명 25) 의료정보학
한문

한방의료윤리 의역학,
예방한의학 의학한문,
의학사 의학통계,

예방의학 보건법규
병원경영실습
임상실습캠스톤디자인

우석 26) 사서강독 의철학 의료윤리 의학, , ,
사 의학한문 중국어회화, ,

중국어강독 예방의학 및 실습 의학통계
보건의료법규
의료관리 예방의학,
및 실습

원광 27) 기초중국어 의학중국어 의학사, , 의철학
예방의학
의료리더십

의학윤리 의료경영학 의료법규

* : Subjects are classified by the authors through discussion, so they may differ from college guidelines.

** : optional courses

Table 2.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curriculum of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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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영역은 환자안전은 환자 진료의 필수조건“

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안전을 주시하는 태도와 환자안전 사건을 예.

방하기 위한 방법을 익혀 환자안전을 향상시켜야 한

다”14)는 필요성으로 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6 .

이 영역은 모두 보건의료관리 의료관리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한의 교과목으로는 소수의 학에 교과목,

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소통과 협력 영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상호협력“

은 환자 의사 관계에서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팀의료-

에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와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

하여 환자 보호자 동료 의료인 및 사회와 원활하게, ,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14)고 그 필요성을 기

술하고 있고 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 7 .

역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수업성과는 한의커뮤니케이

션 의학면담학 의사소통론 심리학 상담심리학 의, , , , ,

사소통과 면담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개 학이, 5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다섯 번째 수업성과인.

원활한 팀의료를 위하여 동료 의료인과 소통하고 협력“

할 수 있다 는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임상실습캡” ( ),

스톤디자인 과목이 해당될 수 있으며 개 학에서 채, 3

택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수업성과인 진료 수행과 지, “

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효

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찾기”

어려웠다.

의사와 윤리 영역은 의료윤리는 의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의사는 모든 직무는 윤리적 요인을 담

고 있다 의사는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얻고 전문직 자.

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14)는 필요성으로 가지 수업성과가 제시5

되어 있다 이 영역의 모든 수업성과는 의료윤리 한방. (

의료윤리 임상윤리 인성함양 콜라보인성의 이해 성, ), , ,

폭력 언어폭력특강 연구윤리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 ,

며 모든 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

의사와 법 영역은 의사는 진료행위에 요구되는 법“

적 지식을 갖추어 적절한 진료를 수행하고 환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행정적 의무 및 위반에

따른 제제를 인지하여 의료업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

다 환자와의 분쟁 법적 제재에 한 응방안을 알고. ,

문제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14)는

필요성으로 가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역4 .

의 모든 수업성과는 법의학 의료법규보건의료법규, ( )

과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학의 교육과정에 포,

함되어 있었다.

의사와 사회 영역은 의사는 자신을 둘러싼 직접적“

인 의료 환경뿐 아니라 시민사회 국가 시장 자연 및, , , ,

생태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통시적인 역

사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현상으로서 의 를 공시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醫

적절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14)는 필요성으로 가3

지 수업성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 영역은 의료와 사회. ,

환경산업의학 지역사회의학과목에 해당 될 수 있으나, ,

수업과목의 내용과 맥락에 일치하는 교과목은 찾기 어

려웠다.

전문직업성 영역은 전문직 구성원이 직무수행에 최“

선을 다하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준수할 때에

만 사회는 전문직의 상 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로서 전문직업성을 발

휘할 수 있어야 한다.”14)는 필요성으로 가지 수업성과7

가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수업성과인 의사의 직업정체성“ (professional

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identity)

다 는 인성과 리더쉽 인성세미나 과목에 해당될 수 있” ( )

으며 소수의 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

네 번째 수업성과인 전문가로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

를 다할 수 있다 은 사회봉사 의료봉사 과목에 해당될” ,

수 있으며 개 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2 .

여섯 번째 수업성과인 새로운 의학지식과 정보를“

탐구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는 한의정보학 의료” (

정보학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과목에 해당될), ,

수 있으며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은 개 학, 2

이었다.

마지막 수업성과인 의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다루“

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을 수행할 수 있다 는 학생활과 자기혁신 과목에 해”

당될 수 있으며 개 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 1

었다 나머지 개 수업성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찾기. 3

어려웠다.

4. 한의사 직무 및 역량과 한의과대학 의료

인문학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비교( )

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한의사 직2017

무 및 역량15)을 한의과 학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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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Table 4).

한의사 진료를 위한 기초 한의학 의학 임상 한의/⋅
학 의학 교육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한의사 직무 및 역⋅
량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함양 사“ ”, “ ”, “

회적 책무수행 효율적인 의료 경영 및 관리 로 크게”, “ ”

네가지 역량이 있으며 각 역량 영역별로 각각 세가지,

의 세부 역량이 있었다.

주요 역량의 세부 역량별로 한의과 학 교육과정 과

목을 분류하면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에서 한의사, “ ” , “

와 환자간 의사소통 은 한의커뮤니케이션 의학면담학” , ,

의사소통론 심리학 임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심, ( , ),

리학 의사소통과 면담 과목이 해당되며 개 학의, , 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한의사간 의사소통 은 팀. “ ”

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에 포함( ),

될 수 있으며 개 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3 .

보건 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 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 .

전문직업성 함양 에서 직업정체성 확립 은 의철학“ ” , “ ” ,

동양철학 동양철학사 자기탐색 자기이해 의역학 한( ), ( ), ,

의학사유방법론 인성과 리더쉽인성세미나 인성함양, ( , ),

학생활과 자기혁신레퍼런스를 통한 음양오행론의 재(

발견선 한자문화와 전통의학선 비교의학론의 과목( ), ( )),

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 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8

있다 윤리의식 제고 는 의료윤리한방의료윤리 임상. “ ” ( ,

윤리 인성함양 콜라보인성의 이해 성폭력 언어폭력), , , ,

특강 연구윤리 과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개 학의, , 10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과 연구 활동 은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 ” ,

론 한의학연구 한의학심화연구 과목이 포함될 수 있, ,

으며 개 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2 .

사회적 책무수행 에서 지역사회 및 국내 공공보건“ ” , “

활동 은 의료봉사 사회봉사 의료와 사회 지역사회의” ( ), ,

학 환경산업의학 과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개 학, , 4

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협력 활동 과 보. “ ” “

건의료정책 개발 및 참여 는 예방의학 교과과정에 포함”

되어 있고 예방의학은 모든 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

어 있었다.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에서 환자 관리 의“ ” , “ ”, “

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재무 및 인력 관리 는 모두”, “ ”

한의사 직무 및 역량(2017) 해당 과목

최선의 진료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

전문지식 및 임상술기

통합적 치료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한의사와 환자간 의사소통
한의커뮤니케이션 의학면담학 의사소통론 심리학 임상심리, , , (
학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의사소통과 면담, ), ,

한의사간 의사소통 팀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 ),

보건 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함양 직업정체성 확립

의철학 동양철학 동양철학사 자기탐색 자기이해 의역학, ( ), ( ), ,
한의학사유방법론 인성과 리더쉽 인성세미나 인성함양, ( , ),
학생활과 자기혁신레퍼런스를 통한 음양오행론의 재발견선( ( ),
한자문화와 전통의학 선 비교의학론( )),

윤리의식 제고
의료윤리 한방의료윤리 임상윤리 인성함양 콜라보인성의( , ), ,
이해 성폭력 언어폭력특강 연구윤리, , ,

교육과 연구 활동 근거중심의학 한의연구설계론 한의학연구 한의학심화연구, , ,

사회적 책무수행

지역사회 및 국내 공공보건활동
의료봉사 사회봉사 의료와 사회( ),
지역사회의학 환경산업의학,

국제협력 활동 예방의학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참여 예방의학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환자 관리
병원경영 의료경영학 병원경영실습( , )
의료보험 및 병원관리학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재무 및 인력 관리

Table 4. Comparison of jobs and competencies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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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 의료경영학 병원경영실습 의료보험 및 병( , ),

원관리학 과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 학의 교육과, 9

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 찰.Ⅳ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의 교과목 및1. ( )

교육내용

한의학교육에서 의료인문학 인문사회의학 의 정의( ) ,

범주 교과목 교육내용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 ,

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천 등. 1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각 학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

의학의 용어나 교과목이 다소 혼란스럽고 한의학 전공,

이나 교양의 성격이 강한 교과목을 인문사회의학 교과

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에

서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안 등6)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

진 의료윤리 환경 지역의학 등의 내용은 기존의 예, , ,

방의학 전공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학교의 운

영 방침이나 교과 담당 구성원의 배경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전 등. 5)도 비생물학적 내용의 의학교육

이 곧 인문사회의학 교육이라는 단순한 인식을 지적하

면서 그 예로 지역사회의학 예방의학 행동과학 등의, , ,

과목을 개설하였다는 것만으로 인문사회의학을 하고 있

다는 오해가 있다고 하고 예방의학 정신과학 분야는, ,

인문사회의학에서 제외하는 시각을 가졌다 물론 인문.

사회의학 교육이 예방의학에서 다루는 윤리 사회 건, ,

강증진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의학 교과목,

에서 다루는 역학 통계 직업의학 등의 분야는 현실적, ,

으로 임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므

로 예방의학 전체를 인문사회의학의 범주로 넣을 수도

없다.

가 행동과학 사회과학 의료윤리 의료법에WFME , , ,

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의사가 사

회적인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

한 것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사는 지역사회

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제보건 공중보건 인구학, , ,

등을 비롯하여 의료전달체계 법학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소외되는.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철학 예술 어문학 등의 인문학적 교육도 병행되어야, ,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 인WFME, ASK2019, KAS2021

문사회의학 분야에서 교육해야 하는 교과목 들을 살펴

본다면 교과목명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KAS2021

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 역시 의 교육이나 WFME

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Table

다만 이 교과목에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 한의과1). ,

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도출해 내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며 그 내용에 따라 인문사회의학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2. ( )

교육과정의 각 대학 학년별 교육과정

한의과 학 및 한의학전문 학원의 교육과정을 검토

해보면 초기 예과과정에서 주로 자기성찰과 자기계발, ,

윤리 사회학 전문직업성 등에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 ,

고 있고 본과 학년에서는 예방의학 보건법규 병원경, , ,

영학 등이 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의사.

의 전문 진료를 위한 과목을 본과 위주로 배치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성 성찰 윤리 직업 정체성. , , , ,

부분에 해서 의 교육과정14)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의 교육과정에서 이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한의 교육과정에서 본과 학년이 되면 임상의학3,4

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임상이론과 실습도 매,

우 중요하지만 졸업 후 환자진료나 타 의료인과의 소,

통을 고려한다면 환자 의사간 의사소통 상담과 같은- ,

교과목과 보건의료인과의 소통과 협력 관련 과목은 고

학년에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대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3.

한의과대학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 )

교육과정 비교

기초의학교육에 관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로 국

내 의 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14)를 중심으로 한

의과 학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국외에서 아직 명문.

화된 인문사회의학관련 학습성과와 출판된 내용은 없

지만 국내에서는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의사상에 해 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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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캐나다 CanMED28)와 영국의 미래의사29)(Tomorrow’s

에서 역량 또는 역할을 제시하고 있고doctor) , CanMED

는 의료전문가 의사소통가(medical expert), (commu-

협력자 관리자 건강nicator), (collaborator), (leader),

수호자 학자 전문(health advocate), (professional),

가 의 가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professional) 6 .

의 의사상은 년 미래의사 에2009 (Tomorrow’s doctor)

서 년 졸업 역량2018 (outcomes for graduates)17)으

로 개정되었고 이 문서에서는 전문가적 가치와 행동,

전문가적 술(professional values and behaviours),

기 전문가적 지식(professional skills), (professional

의 가지 큰 역량을 제시하고 그 하부로knowledge) 3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역량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의사.

의 기초의학 임상의학을 제외한 의사의 역량을 종합,

정리하면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의 내용에 전반적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14)는 사람과 질병 성찰과,

자기계발 환자안전 소통과 협력 의사와 윤리 의사, , , ,

와 법 의사와 사회 전문직업성의 개 영역으로 분류, , 8

되고 각 영역 당 개의 수업성과가 있다, 2~7 .

기초 및 임상 의학 과목을 제외하고 의사가 갖추어

야 할 학습목표로 제시된 의료인문학 관련 학습성과는

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의과 학의 커리큘럼 과목과 국내의 의 사람과 사

회중심 학습성과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개 한의과 학 및 한의학전문 학원의12

교육과정 과목을 고찰해 보면 사람과 질병 영역 전문, ,

직업성의 몇 개 수업성과를 제외하고 골고루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별로 적용했을 때 개 학 정도. , 4

가 표적인 수업성과에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

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의사와 법 영역과 의사와 윤리 영역은 많은 한의과

학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고시에 의.

료법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학교 전체에서 인,

성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성찰과 자기계발 영역의 직업정체성(professional

는 한의학적인 정체성으로 간주하였고 많은identity) ,

학에서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변화하는 의료환. “

경에 적합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다 의 수”

업성과는 전문직업성 영역의 새로운 의학지식과 정보“

를 탐구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의 수업성과와”

함께 적용하면 자기주도학습 및 근거 중심교육을 의미

한다 이 수업성과를 과목명으로 지정한 학은 적었지.

만 정규과목이나 다양한 과목에서 적용가능하기 때문,

에 과목명 자체는 적지만 많은 학에서 이미 적용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사람과 질병 영역 환자 안전 영역 소통과, ,

협력 영역 의사와 사회 영역 전문직업성의 부분의, ,

수업성과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명으로 교육하는 학

은 많지 않았다 의학교육의 수업성과를 모두 한의사의.

역량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참고할 만한 수,

업성과는 충분히 많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의학 교육에.

서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 비슷한 역량이 개발되

길 바란다.

4. 한의사 직무 및 역량과 한의과대학 의료

인문학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비교( )

한의학 교육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학습성과에

한 문서는 각 학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한의사 직무 및 역

량을 한의과 학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과 비교하였다.

한의사 직무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한의 교육과정 과

목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여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의 한의사간 의사소통, ,

보건 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 역량은 단일 수업과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역량이며 의사소통 과목에 포함시켜,

적용가능하다 개 학만 의사소통 관련 과목을 적용. 5

하고 있으므로 이 역량은 향후 각 한의과 학 교육과,

정 개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무수행 영역에서는 의료봉사사회봉사 의( ),

료와 사회로 개 학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2 ,

부 역량은 지역사회의학 환경산업의학 예방의학 과목, ,

에 포함될 수 있는 역량이다 특히 의료봉사 사회봉사. ( )

는 현재 학 동아리별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

독 과목이나 졸업기본요건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영역은 의학계열의 기본

의학학습목표에 포함되지 않고 한의사 직무 역량에만

포함되어 있다 이 역량은 환자의 관리외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와 재무관리도 포함하는데 한의사의,

진료환경의 영향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경영.

의료경영학 병원경영실습 의료보험 및 병원관리학( , ),

의 과목으로 세부 직무역량을 과목 내용에 포함시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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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제한점으로는 각 한의과 학의 교육과

정은 학교 홈페이지와 편람을 참고하여 조사 정리하였

으나 강의계획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교과목명만으로, .

실제 교육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습목표,

와 영역별 내용을 분류할 때 누락되거나 오분류될 가능

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자 저자 명 이 미리 정한 서식에 따라 개2 (HMP, SHS)

별적으로 분류하였고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는 토론을,

통해 수정하여 최종 합의하였으며 제한된 정보내에서,

강의 과목의 주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유사

과목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 과목 분류에 최 한 타당성

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견해 차이를 보이는 표적.

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원전 교과목을 의료인문학인문사회의학으, ( )

로 분류하는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다 원전은 한의.

학이론의 표과목으로 한의학기초에 해당한다는 의견

이 있었고 원전에서 학습하는 내용에 일부 철학적인,

내용이 있고 한의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 윤리가 포함, ⋅
되므로 이를 인문사회의학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상

이하였다 하지만 세부 교육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 ,

한의학의 전문적인 기본이론을 다루는 것이므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전 교과목은 의료인문학

인문사회의학 에서 제외하였다 이 논의 과정을 돌이( ) .

켜 보면 한의학 교육에서 참고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최근 의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료인문학의 주요

내용이 인성회복과 직업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

미 한의 교육과정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고 교육

해 왔다는 점이다 이를 현재 상황에 입하여 보면 세.

계의학교육의 추세에서 의료인문학이 강조되니까 한의

학교육에서도 강조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한의학

교육에서 무엇을 교육해 왔느냐를 살펴보고 이를 재평

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과목이 인문사회.

의학의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

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의 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 ‘ 14) 의 직’

업 정체성 과 한의사 직무 및 역(professional identity)

량15)의 직업 정체성에 한 저자의 견해가 달랐다 한.

의사의 직업 정체성을 의사 직업 정체성과 동일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학문적 정체성을 포함할 것인,

지에 해 논의하였다 의 학습목표의 의사의 직업.

정체성은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파악하고 사회가 요구,

하는 의사의 모습이나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상,

의사의 사회적 역할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 자율규제, ,

와 자기관리 전문직의 정직성과 진실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의사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

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분류되는 내용이 의

철학이나 동양철학과 같은 다소 철학적인 성격을 띈 과

목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의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의사의 정체성을 포함하

는 과목까지 폭넓게 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의사. ,

의 정체성에 한 저자 의견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향,

후 한의사 정체성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결 론.Ⅴ

인문사회의학의 범주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WFME,

의 기준으로 고찰하고 한의과ASK2019, KAS2021 ,

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의 교육과 한의사 직무역

량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에서 교육하도록 하WFME, ASK2019, KAS2021

고 있는 인문사회의학 관련과목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한의 교육과정의 교과목에도 충분한 교,

과목이 구성되어 있었다.

2. 한의학 교육기관의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은 전반

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일부 부족한 부

분이 있었으며 언어 사회학 인성교육 윤리 철, , , , ,

학 등이 주로 예과과정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예,

방의학 보건법규 등의 과목은 본과과정에 집중,

되어 있었다.

3. 의 교육의 사람과 사회중심 학습성과와 한의‘ ’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을 비교하였을 때 한의학

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사람과 질병‘ ’

영역에서 삶과 죽음에 한 다양한 이해 환자안, ‘

전영역에서 환자안전 사건의 예방 및 처 소통’ , ‘

과 협력영역에서 관련기관과 단체와 효과적인 소’

통 전문직업성영역에서 사회적 책무와 성찰적, ‘ ’

실천 등의 내용이었다.

한의사의 직무역량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영4.

역은 보건의료 직군 간의 의사소통으로 파악되‘ ’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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