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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discussed prerequi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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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ed with Korea and TKM, Understanding TKM, Future of TKM, Clinical Skills (lecture and practice), 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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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의학을 세계의 다양한 의학

중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며,

이에 내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들에게는 세계의

학과의 다양한 교류를 전제로 한 비전 위에서 실질적인 교육과

정을 만들어나갈 의무가 있다
1-3)

. 그러나 한의학에 있어서의 기

존 연구들은 담론 차원에서의 막연한 제안이 되거나,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해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도 깊은

교류를 위한 관련 자료의 축적과 공유 또한 충분치 못하여 왔다
4-6). 국내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세계화 담론은 크게 둘로 요약될

수 있을 만큼 발전해왔는데, 외국 학생과 교수들을 받아들여 내

부를 세계화시키는 내향적(Inbound) 세계화와 해외로 뻗어나감

으로써 외연을 확장하는 외향적(outbound) 세계화가 있을 수 있

는데, 각각 연세대
7)
와 고려대

8)
의 세계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의 한의학 세계화 프로그램1)에

대한 것으로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경험과 함께 참여 학생들의 생활

과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대만 중국의약대학(China Medical University)의 요청 및 학

술교류협정9)에 의하여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10여 일간의 ‘한

의학단기연수(Introduction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10-13)

로서, 참여 학생들의 사후평가 결과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선을 꾀하여 왔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을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프

로그램의 기본적인 교육의 틀과 거브넌스 확립에 주력하였던 1

차, 2차 년도를 지나, 3차(2010) 년도에 이르러서는 확보된 독립

된 교수동과 부속병원의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선에 중

점을 두었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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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는 달리, 중국은 예전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

하여왔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확보하여왔는데, 미국에

있어서 중국의학을 주류의학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 인물

로서 Harvard Medical School의 David Eisenberger 교수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것인데, 중의학의 세계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14).

많은 중의학 교육기관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광주중의학원

(http://www.gzhtcm.edu.cn)에서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

어를 사용하는 1주~5개월짜리의 단기코스를 중의학기초, 침구

학, 중약학 및 임상 수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

으며, 1년~2년짜리 장기코스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다. 비용 측

면에서 본다면 외국어로 진행되는 2주짜리 코스에는 500위안(약

86.5천원)
15)
의 신청비용(application fee)이 요구되는데, 통역이나

생활비 등을 제외한 교육비만을 볼 때 이론위주의 교과에는

5,000위안(약 865천원)을 임상실습에는 4,800위안의 비용(fee)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한의학 세계화 교육프로그램들은 규모나 운

영에 있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경희대학교 국제한의학교

육원(http://isom.khu.ac.kr)에서는 외국 면허자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과정의 소개 등을 포함하는 5일(9:30~16:30)간의

임상교육(Postgraduate residency program)이 있는데, 숙식이나

통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800달러(약 938천원)15)(학생은 600

달러)의 비용(tuition)이 제시되고 있다.

이보다 장기 코스로 진행된 것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http://www.omcdeu.ac.kr/)16)에서 운영한 외국인 교육프로그

램으로서 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중의학과 4학

년 재학생 5명을 대상으로 임상 강의와 견습이 포함된 6주짜리

위탁실습 형태의 임상교육이 진행되었는데, 한국계 호주학생이

라는 특성상 외국어 통역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상의 임상 또는 의료인(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는 조금 다르게, 한국한의학연구원(http://www.kiom.re.kr/)17,18)

의 2주 과정 KOICA 한의학 연수프로그램은 해외 보건의료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의학 의료시스템이나 행정에 대한 전

반적인 견학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01년부터 한

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필리핀, 페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카메룬, 라오스, 인

도네시아 등 33개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온

것인데, 본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참가국의 전통의학 정책 및 의

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국제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

고는 있으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개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이 이제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

겠으나, 교육학적 측면에서 외국 의료인이나 재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한의학 교육이 어떠한 내용과 수준으로 기획하는지에 대

한 고민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여 왔으며, 개발된 프로그램

들에 녹아있는 노하우가 공개되기를 꺼려한다는 현실적인 한계

또한 하나의 이유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한의학 교육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이념19)에 입각하

여, 지난 3년간 진행하여 왔던 한의학 단기연수 프로그램
13)
들의

기획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구성 체계와 내용, 운영 경험과 개선

방안 등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경험과 함께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차후 의료관

광20)에 있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 한의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세계화 방안을 개발

함
19)
에 있어 중요한 참조 설명서(reference manual)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의과학연구소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에서 시행하였던 해외 전통의학 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분

석 결과를 통해 효과와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Table 1. Detailed program for 2010 Introduction to TKM*

A. Korea and TKM

A-1. Culture and society of Korea

A-2. Health system of Korea and traditional medicine

A-3. Education of TKM

B. Understanding TKM

B-1. Personalized Medicin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B-2. Ontology study of Korean Medicine

B-3. Biomedical engineering for TKM (with practice)

B-4. Introduction to Korean herbology (with practice)

C. Future of TKM

C-1. Tea is more than just drinking (Tea-therapy)

C-2. Hamsoa corporation

D. Clinical skills (Lecture and practice)

D-1. Chuna manual medicine

D-2. Pharmacopuncture

D-3. Bee Venome Acupuncture

D-4. Treatment of stroke

D-5.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 Clinical Practice (observation)

E-1. Stroke and Neurological disorder center

E-2. Constitution Improvement clinic

E-3. Oriental Ophthalmology & Otorhinolaryngology clinic

E-4. Rehabilitation Clinic

E-5. Pulmonary and Circulatory Clinic

F. Field trip

F-1. Hamsoa Oriental Clinic (Seomyeon, pusan)

F-2. Cho-Rak-Dang oriental clinic (Ulsan, Kyungnam)

F-3. Tongdo temple (Yangsan, Kyungnam)

G. Others

G-1. Time to Know Korea and your Korean friend

G-2. Campus tour (Teaching building and PNUKH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G-3. Presentation by foreign students

G-4. others

* TKM: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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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발

기존 2년간의 운영 경험과 피교육자들의 평가를 통해 개선

된 최종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으며, 전체 프로그램 및 세부 강

의의 기획 원칙과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외적으로는 한의학 및 한의학전문대학

원의 소개와 대학간의 국제 교육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진행되었

으며, 내적으로는 부산대학교 재학생들의 해외 전통의학 재학생

들과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과정은 90분 강의를 기본으로 하여, 강의 교

수의 사용 언어나 강의 내용,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

하여 시간 등을 적절히 증감하였다. 강의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는 피교육자의 교육적 효과와 강사의 상황에 적절하도록 수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교육학적 측면에서 특정 주제별로 소개와 입문

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였음을 강조하였

다. 강의 및 실습에 있어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기본 언어로 하여

진행하였는데, 강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및 중국어 전

문 통역자를 활용하였다. 또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에

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생활과 교육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제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입장이 바뀌어 해외로 나갔을 때 얻을 수 있

는 것들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캠퍼스 생활

생활을 위한 숙소로는 2009년 완공된 양산캠퍼스내 기숙사

를 사용하였는데, 자원봉사 재학생들에게도 외국학생들과 동일

한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제

공된 2인1실은 에어콘 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과 함께 침대, 구

내전화 및 유선 인터넷이 갖추어져 있었다. 현장학습을 제외한

식사에는 기숙사와 병원/캠퍼스 구내식당을 활용하였다.

2) 한의학 기초 과정

본 교육 프로그램의 피교육생들은 해외 전통의학 교육기관

에 재학중인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동양의학 이

론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의 나열식 교육이나 논문을 통해 접근

이 가능한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 등은 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또한 한국 한의학의 고유한 임상이

론 특성을 반영하거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것, 한국

한의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롭게 시도되는 미래에 대한 다

양한 기반지식들은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한국과 한의학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A)에 있어서는 한국

의 문화와 의료 및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한국 한

의학에 대한 기반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사회와 문

화(A-1)에 있어서는 한국의 역사, 자연환경, 정치, 행정, 경제, 문

화와 함께 문화적 관습과 한국인의 성격 등이 설명되었으며, 한

의학과 한국의 의료제도(A-2)를 통해서는 한의학과 관련된 법률

및 행정, R&D 등을 제시하였고, 한국의 전통의학 교육(A-3)을

통해서는 6년제 또는 4+4년제와 같은 한의과대학 학제와 교육과

정을 해외 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와 제도 속에서 한의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A. Practice class for Korean herbology in 2010

B. Graduation ceremony in 2009

Fig. 1. Pictures from the "Introduction to TKM program"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도록 한 뒤에 본격적인 한의학 이론(B)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상의학에 입문하는 전단계로서 체질

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B-1)를 통해 세계 맞춤의학들과 한국의

체질의학을 소개하고, 한의학 온톨로지(B-2)를 통해 한의학 용어

와 본초학 연구에 있어서의 현대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한의공학

및 실습(B-3)을 통해서는 한국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각종

한방의료기기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 실습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한방 의료기기들을 직접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본초 및 실습(B-4)을 통해서는 한국 인삼(人蔘)에 대한

이해와 홍삼(紅蔘), 한국 전래의 고약(膏藥) 등을 만들어보는 실

습(Fig. 1-A) 등을 진행하였다.

전통의학의 미래에 대한 지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한국 한의학에서의 새로운 조류(C)로서

Tea-therapy(http://www.teatherapy.co.kr/)와 함소아네트워크

(http://www.hamsoa.com/store/store_info_view.html?b_idx=1

7)를 제시하였다. Tea therapy는 "Cafe+Clinic+School"을 캐치프

레이즈로 양생(養生)의 관점에서 미병(未病,preclinical phase)을

한의학의 미래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함소아네트워크는 한방

소아과에 특화된 프랜차이즈 형태의 1차의료 한의원으로서, 소

아의 눈높이에 맞춘 인테리어와 소아용 한방제품, 한약 투여 시

스템 등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진료 환경을 개발한다는 점 등이

교육의 내용이 되었다.

3) 한의학 임상 과정

부속병원과 임상 교원이 확보된 3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

입된 임상 과정은, 자국에서의 교육이 일부 진행되어 있는 피교

육생의 특성상 한국 한의학의 특징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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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임상교육의 깊이보다는 경험 수준에서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록 임상 술기 강좌와 임상 견습 등으로 진행되었다.

임상 술기(D)와 관련된 강의로는 한국 고유의 이론 또는 임

상체계를 지녔거나,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거나,

해외의 전통의학에 비하여 임상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주제

중에서 한방병원의 현황을 고려하여 추나(D-1), 약침(D-2)/봉침

(D-3), 중풍(D-4), 사상의학(D-5)의 네 가지 주제별 강의가 진행되

었다. 임상 견습(E)은 한방병원의 현황을 고려하여 4개 클리닉에

대한 순환 임상 견습을 시행하였는데, 중풍뇌질환센터(E-1), 체질

개선클리닉(E-2), 이비인후과클리닉(E-3), 재활클리닉(E-4)과 호흡

순환기클리닉(E-5)이 활용되었다.

4) 현장 견학 프로그램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함께 다양한 임상현장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한의학 임상에 대한

경험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상 과정을 통해 한방병원 시

스템으로서의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 제시되었으므로, 현대사회

에 최적화된 한의원의 모습을 지향하는 함소아한의원과, 가장 전

통적인 형태의 한의약 임상을 지향하는 초락당을 함께 제시함으

로써, 현대 한의약 임상현장의 양 극단을 통해 전통의학에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소아한의원(F-1) 견학은 의료관광을 표방하는 부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21)에 소재하고 있는 서면함소아한의원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는데, 엑스제, 연질제품, 향기탕약, 소아 한방제품

등을 경험하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한방 헬스투어 전문의료기관

으로서 전원적인 자연 환경 속에서의 의식주, 의료, 휴식을 통한

통합의학을 표방하는 울주군의 초락당한의원

(http://www.chorakdang.com/)(F-2)을 통해서는 약재목욕과 황

토팩, 온열치료와 함께 전통적인 주거 환경과 식사 등을 경험하

게 함으로써 한국의 의식주 문화 속에 내재된 전통의료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통도사

(http://www.tongdosa.or.kr/)(F-3)를 현장견학 프로그램의 하나

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였

다. 통도사는 석가모니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하고 있는 신

라 646년 창건된 불지종찰(佛之宗刹)로서, 부속 성보박물관(聖寶

博物館)(http://www.tongdomuseum.or.kr)에는 불교 회화실, 괘

불전, 통도사 역사실 등을 통해 풍부한 불교유산들을 전시하고

Fig. 2. Satisfaction on Campus life.

있다. 최근 한국의 템플스테이(temple stay)22)는 가장 성공한 문

화와 자연, 역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5) 기타

국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단순한 학술적인 것만 아니라 주

변의 모든 것들이 교육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초

반에는 학생들 간의 학생교류와 학교/병원시설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마지막 프로그램으로서는 학생 발표 등이 배치되었다.

학생교류(G-1)는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친

교시간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

여 학생수준에서의 국제교류를 위한 토대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와 병원 시설 투어(G-2)를 통해서는 한의학관

(http://kmed.pusan.ac.kr) 및 한방병원(http://pnukh.com/)의

다양한 시설들을 해설과 함께 둘러봄으로써 체류기간동안 활용

할 시설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는데, 한방병원의 스파테라피 여자

연(與自然), 약재보관실, 탕전실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발표(G-3)를 통해서는 피교육 학생들의 그간 한국 경험

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험이 구체적인 성

과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발표 자료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으로서의 경험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이와 동시

에 귀국 이후 자국에서의 성과발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 외

에 지역의 유명 관광지로서, 부산국제영화제

(http://www.piff.org/)가 열리는 해운대 백사장, 세계최대 백화

점인 신세계 센텀시티점(http://centumcity.shinsegae.com/) 등

에 대한 높은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수료식(Fig. 1-B) 직전에 각 교과

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평균±표

준편차 또는 빈도(%)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SPSS 14.0

(SPSS Inc, Chicago)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2010년도 프로그램에는 총 14명(남자:여자, 3:9)이 참여하였으며,

여자 2명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최소 23세

에서 최대 30세로 평균 연령은 26.5±2.0이었다.

1) 캠퍼스 생활

캠퍼스 생활에서의 만족도 평가(Fig. 2)에 있어서, 기숙사 환

경은 매우좋음(excellent)이라는 평가가 83%에 이르렀는데, 이는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인

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식사는 보통(fair)이 50%로 숙박이나 교실환경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음식의 질이 나빴다는 평가보다는 한국식 식

단이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맵거나 짠맛이 강했다는 의견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의학 기초 및 임상 과정

한의학 기초 및 임상과정에 대하여 강의가 흥미로웠느냐

(interested)와 질적수준(quality)이 어떠하였느냐는 질문을 제시

하였다. 한의학 기초과정(Fig. 3-A, 3-B)에 있어서 대부분의 프로

그램에서 좋다(good) 이상의 평가를 받아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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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었던 교육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의료제도(A-2)와 한

의학 교육제도(A-3)에 대한 보통(fair)이라는 의견이 질적평가

(Fig. 3-A)에서만 각각 8.3%와 16.7%가 나왔는데, 이는 피교육생

의 입장에서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웠음에도, 언어적 한계와 내용

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내용은 이러한 기대를 뛰어

넘지는 못했던 것이라 보인다. 이에 반해 내용적으로 볼 때 기대

는 그리 크지 않았음(Fig. 3-B)에도 58%에 이르는 높은 만족감

A. Lecture program (quality)

B. Lecture program (interest)

C. Clinical program (quality)

D. Clinical program (interest)

Fig. 3. Program satisfaction with lecture and clinical programs.

(Fig. 3-A)을 주었던 한국의 사회와 문화(A-1)는 중국인 강사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에 이해가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체

질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B-1)에서 매우좋음이 83%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의학에서의 다양한 체질의학들이 비교23)되는

등 신선한 내용이 편한 영어로 설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결과는 피교육생의 만족도에 있어서 강의의 내용이나

중요성 등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방법 또는 사용된 영

어와 중국어 등 언어의 이해도에 의한 영향도 크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 임상과정(Fig. 3-C, 3-D)에 있어서도 대부분 좋다

(good)이상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이루었

던 교육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임상견습(E)과 중풍(D-4)에 있어

서만 보통(fair)이 8.3%와 16.7%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기초학

과정에서와 동일하게 임상 진단과 치료방법, 임상경험 등을 설명

하는 과정에서의 언어소통 또는 외국어 강의 경험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

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임상견습(E)이 임상강의(D) 이전에 진행

됨으로 인하여 이해의 폭에 제한이 있었다는 것도 원인의 하나

로 제기되었다.

3) 현장 견학 및 기타 프로그램

현장견학(Fig. 4)에 대해서는 모두 좋다(good)이상의 평가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 현장견학에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장소들만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함소아한의원(F-1)과 초

락당한의원(F-2)은 각각 91.7%와 83.3%에 있어서 훌륭하다

(excellent)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둘은 모두 자국에 존재하지 않

는 한국만의 의료기관 모델이면서도 한국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를 하루 안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만족감

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관련된 기타 프로그램(Fig. 5)에 있어서는, 학생교류

(G-1)에 대해서는 83.3%가 매우만족(excellent)라는 의견을 보였

는데, 딱지치기, 제기차기와 같은 한국의 전통놀이나 태권도 시

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 간에 함께 즐기는 것만으

로도 외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흥미로운 교류 프로그램이 되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경험을 슬라이드로 구성해서 제시하도록 한 학생발표(G-3)

는 자신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프로그램(G-4) 중 자원봉

Fig. 4. Satisfaction with Field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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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tisfaction with Student programs

사학생들과 함께한 해운대 등에서의 자유 시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유명관광지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

인다.

4) 총괄 평가

본 외국인 대상 한의학입문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에 있어서 8.3%가 좋다(good), 91.7%가 매우 좋다(excellent)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매우 높은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Fig. 6).

고찰 및 결론

세계화(globalization)란, 지역성을 지니고 있었던 경제, 사

회, 문화가 세계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교통, 무역의 발달에 따라

융합되는 것을 말한다24).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에 ‘교육에

있어서의 전일적인 인간 경험’(holistic view of human

experience in education)25)을 지칭함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는 대부분 한

방의료기술, 한약재, 한방상품의 수출이나 국제통상과 관련된 것
4,26-28)이나 공동 연구29)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30,31), 또는 한의대에

서의 외국어 교육2,4) 등이 대부분으로, 원의(原意)를 반영하는 ‘한

의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왔으며, 교육에 있

어서의 한국과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의료제도 또는 교과과정에

있어서의 차이
32)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단기연수 프로그램

을 처음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연수 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한 것

으로서, 차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교육 형태와 주제 등에 대한 개

선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전체 평가에 있어

서는 92%에서 매우 좋다(excellent)라는 평가를 받았음 또한 확

인할 수 있었다(Fig. 6).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해당 연도

별로 참여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

을 것이나, 2010년도 프로그램은 지난 2년간의 운영 경험과 만족

도 분석을 토대로 끊임없이 개선하여 온 것이기에 한의학 세계

화의 구체화된 방안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참조설명서가 될

Fig. 6. Program quality assessment as total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 기초 및 임상과정이나 현장견학과 같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좌나 세부 프로그램의 형식보다는 내용(contents)이 더

중요하며, 외국인을 향한 열린 마음(open mind)에 기반을 둔 친

밀한 교류와 함께 강의에서의 소통(communication)이 참여자들

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현장견학 과정에서 숙소를 같이 쓰면서 인적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 83.3%~91.7%에 이르는 훌륭하다(excellent)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의 형태로 참여하였던 재학생들의 사후 소감을 통해 볼 때, 생생

한 국제교류 경험이 제공됨으로써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어서기

위한 동기와 자극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본 프로그램의 소득이라 할 수 있었다.

기존의 3년간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교육에 있어서의 한의

학 국제화가 성공하기위한 핵심 역량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정열이라 할 것이다. 국

제화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지닌 자원의 가치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운영

경험을 지닌 외부인의 영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제화에 있어서 한의학의 가치는 손쉽게 평가절하

되어 왔으며, 벤치마킹은 단순 견학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

다. 해외의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은 외국인들에게 쉽게 공개되지

도 않을 뿐 아니라, 수일간의 단순 참관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

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비한다면 이미 알고 있는 사

실의 재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프로그램은 외국에서의 유학경험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

화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해외 교

류대학9)의 교육 과정 개설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요청받은

교육과정은 폭넓은 국제적 시각과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해외 특성화실습
33)
과 유사

한 것으로서, 지난 3차에 걸친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통해서 본교

와 해외 교류대학에 있어서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사료된다19).

2010년도 프로그램의 개선 및 추가 개설과정에 있어서는, 기

존의 1차와 2차 연수단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만족도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의 질적 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첫째,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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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이다”라는 것이다. 외국 학생들은 한국적인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에, 본초학에 있어서는 자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인삼(人蔘), 홍삼(紅蔘)이나 한국 고유의 고약(膏藥)

에 대한 실습(Fig. 1-A)을, 침구학에 있어서는 약침이나 봉침에

대한 강좌를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본초학에 있어서는 83.3%에

서 좋다(good)는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생생한 경험으로 제공하

고자 하였다. 이에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최대한 만족하되 수준

과 범주를 최소화하였으며, 수동적 강의나 해설보다는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강의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의공학에 있어서는 한국에서의 연구 현황과 함께 보유하고 있

는 교육용 기자재들을 활용하여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실습시간

을 추가로 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흥미도에 있어서 좋다(good)

가 75%, 훌륭하다(excellent)가 25%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시설과 역량에 맞춘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되도

록 수정하였다. 한번에 모든 것을 갖추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시

설, 재정,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단계적

으로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임상교육은 부속병원의 개원에 맞

추어 임상 수기와 견습교육을 확장하였으며, 현장견학은 만족도

가 높았던 것들을 위주로 축소하여 41.7%~91.7%의 높은 만족도

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이에 국제화 프로그램

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수

개의 대학과 병원들이 지니고 있는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합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전문인력과 시설 및 교

재를 확충해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감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는데,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내용보다 강사의 개

인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의 기획이 아

무리 훌륭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피교육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할 수 없다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강의를 현

실화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수요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개

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강의 기획이 흥미롭지 못한 경

우에는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세부 강의들은 뚜렷한 고유의 목적 하에

개발되고, 순서에 맞추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궁금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

시키기보다는 실망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 세부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범주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기획된 후에

이를 구체화할 적절한 강사진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A)은 전체 과정에 있어서 맨 처음

에 배치되어야 하며, 전체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임상(술기 및 견

습)-이론-현장견학-기타의 내용들이 적절히 배분되어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적절한 긴장감이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인적 거브넌스가 확립되어야 한

다.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자(administrator),

외국인으로서의 현지생활이 원활하도록 하는 생활지원(Support

of living), 전반적인 생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책

임 교수(director)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나 이러한 외국

인 대상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점을 이루게 되므로, 국제 협력에서의 관례와 함께 해외-국내

간의 현실적 간극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책임 교수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므

로 국제 교류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 상황별로 준비된 1-2개의

예비 프로그램, 10% 정도의 예비비 등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참가비는 국제 환율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문화적 사고방식의 차이나 식습관의 차이, 강사

개인의 급작스런 일정변동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개

설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하여 항상 염두에 둘 것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소통의 중요성이다. 이는 단순히 영어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

냐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contents)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상의학은 한의학에 있어

서 높은 관심을 받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다양하지 못한

설명방식으로 인해 쉽게 실망하게 된다. 이에 임상강의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직역(直譯)’만이 가능한 영어/중국

어 통역자 대신, 컨텐츠를 올바로 이해시켜줄 수 있는 ‘의역(意

譯)’이 가능한 필자가 통역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둘째, 한의학 세계화에 대한 교육학적인 접근이다. 본 연구

의 대상인 한의학단기연수는 외국학생들에게 한국 한의학의 올

바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함께 한의학전문대학원(한의과

대학) 학생들에게 세계화 마인드와 교류 현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한의학 연수프로그램은 해외 자매결

연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들까지 모

두 포함하는 국제화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교의 학생들과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 교육을 완

성
9)
한다는 한층 승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한의학 국제화에는 열정과 의지가 필요하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시작단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초기의 금전적인 손해를 장기적인 투자로 간주하고자하

는 학교 또는 한방병원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와 담당 교수의

열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의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이 해외

자매결연 학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뚜

렷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국내외 유사 프로그램들에 비

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상당히 적은 비용

(tuition)에 운영하여 왔다. 기초학과 임상에서의 강의와 실습, 현

장 견학과 전문가초청 특강, 강의와 생활에서의 통역, 공항에서

부터의 현지 생활지원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이러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배양된 국제 행사 경험과 인적

교류는 차후 학교와 한방병원의 세계화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역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설립목표로 하는 국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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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의 대표적인 세계화 프로그램19)으로 진행되어 왔

는데, 이러한 경험이 국내 한의학 교육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활

용되기 위해서는 ‘국제한의학교육센터’
1)
의 설립이 요구된다하겠

다. 국제한의학교육센터는 한의학 세계화에서의 정책적인 대안

과 함께, 교재, 강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국제 교류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경험과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센터로서의 역할4) 또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는 전통의학의 국제교육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여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한의학의 경쟁

력을 강화1)할 것이며,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화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 강사진들에게 수준

높은 국제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의

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평가 결과 한국의 이해, 한의학 기초 및 임상과정,

현장견학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본 한의학 국제교육 프

로그램에 대하여 91.7%가 매우 좋다(excellent)고 평가하였다. 한

의학 세계화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

기위한 국제한의학교육센터의 설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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