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한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신흥묵교수님 양인준교수님

생리학 교실

본 교실에는 2명의 교수가 있으며1학년의 한방생리학과 예과 1학년의

한의학개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학개론은 한의학을 처음으로 입

문하는 학생에게 한의학의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시키고,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6년에 걸쳐 어떤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지를 파악케 한다 .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본초학 교실

박용기 교수님 정효원교수님

본초학교실은 한방 약리학교실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 식물 및 광물 등 한약의 기원 감별과 약리에 대하여 교육과 연구를 하

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한 자연에서 순수하

게 또는 가공된 약물 또는 그 제제를 본초라 한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원전의사학 교실

김기욱교수님 이병욱교수님

原典·醫史學교실은 한의학의 전체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분야로써 醫學思

想과 醫家들의 활동과 유적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방의 현대화를 통

하여 학생들에게 한의학 사상과 임상과목으로의 응용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으며, 또한 한방 각과목의 학문을 연계시켜 주는 한의학의 총론과목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예방의학교실

현민경교수님

예방의학교실은 다양한 의학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역학, 보건관리, 사

회의학, 직업환경의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생화학교실

김수아교수님

생화학교실은 한의학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과 2학년의 생화학 강의 및 실습과

본과 1학년의 면역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생체

내 거대분자인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과 지방의 구조, 역할 및 대사 등에 대한 생화학, 

분자생물학 전반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인체의 면역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구성요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는가를

강의함으로서 다양한 생화학적 기전과 질병에 대한 세포생물학적, 분자생물학적 개념

을 정립하게 한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해부학교실

박인식교수님 박준하교수님

해부학교실은 한의학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학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해

부학 · 조직학 · 발생학 등의 인체 구조에 대한 기초학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예과 2학년을 담당하며, 해부학에서는 몸의 각 부위에 대한 해부실습을 통하

여 그 부위를 구성하는 구조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국소해부학적 접근법을 통하여

몸의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한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약리학교실

조민경교수님

약리학은 약물과 생체에 대한 약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질병치료에 있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조혈기계, 면역계 등에 작용하는 약 물작용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인체 생리, 생화학, 병태와 관련하여 약물이

작용하는 특정 분자 또는 세포내 표적을 학습하도록 한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경혈학교실

김승남교수님

경혈학교실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양성을 위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자

경혈학이론 교과목을 통하여 각 경락의 특징과 그 경락에 속한 경혈의 특성, 혈

명의 기원, 고전과 현대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경혈의 주치와 효능, 배혈, 시술법

등을 교육하고, 경혈학실습 교과목을 통하여 경혈의 표준화된 위치를 숙지시키

고 직접 자침 및 艾灸(애구)요법 등을 실습해서 침과 뜸을 다루는 방법과 침감 등

에 대해서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진단학교실

박원환교수님 박성윤교수님

진단학교실은 한방 진단학의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단학의

교육 및 연구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심

도있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용한 선도물질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성 의약산업개발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방제학교실

박선동교수님 김영우교수님

본 교실에서는 동양의학의 주요 치료 수단중의 하나인 처방을 연구한다. 구체적

인 연구내용으로는 1) 처방 분석을 위한 기초 이론 연구 즉 본초, 약대, 치법 및

배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고전 처방을 연구 분석하여 병증에 대한 처방의

구성 원리를 파악해 내고 이를 토대로 임상에서 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처방의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작용과 그 기전을 실험 연구하여 처방의 현대의학

적 활용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다.



한의과대학 기초교실 소개

병리학교실

김재은교수님 백승호교수님

原典의 資料를 土臺로 病因·病機·病證에 대한 韓醫學의 理論的 根據를 마련

하면서, 이를 分析, 綜合하여 辨證의 原則을 세운 다음, 基礎理論을 定立시키

고, 六淫病證, 六經辨證, 八綱辨證 등의 辨證理論을 確立하여 學術的 特徵을

綜合 整理함을 目標로 設定한다. 그리고 이를 自然科學的 實驗 硏究와 連繫

시켜서 이 時代에 맞는 韓醫學의 位相을 세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김동일 한의과대학 학장 홍승욱 한의과대학부학장(교육) 이병욱 한의과대학부학장(연구) 

김근우 한의과대학 대학원학과장 김호준 한의과대학 본과학과장 김승남 한의과대학 예과학과장

한의과대학 학장단소개



이원재실장 서보열과장 최기원팀원

윤명희팀원 신칠은팀원 최성은팀원 한유진조교
(일산)

김민서조교
(경주)

한의과대학 학사운영실

김수동과장



2022-1학기 학사일정

 수강신청 2.25(금)

 개강 3.02(화)

 수강정정 3.02(수)-08(화)

 수강취소 3.23(수)-25(금)

 중간고사 4.20(수)-5.3(화)

 기말고사 6.08(수)-21(화)

 성적처리 6.08(수)-28(화)

 여름방학 6.22(수)-8.31(수)



2022-1학기 수업운영

구분 주요 내용

수업
방식
(3월)

전공

이론 ⦁ 대면+비대면 동시수업 원칙 (단, 강의실 수용률 50% 초과 불가)

실습 ⦁ 대면수업 원칙

교양
⦁ 수강생 50명 이하 강좌는 대면+비대면 동시수업 원칙

⦁ 수강생 50명 초과 강좌는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

- 대면수업 시 운영 공통기준 준수 필수

- 한의과대학 전공 수업은 4월 이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수업운영 방법 전환 가능

- 대면수업 강의실이 수용률 50%를 초과할 경우, 수용률 이내 강의실로 변경 후 대면수업 실시



2022-1학기 수업운영

성적평가 ⦁ 절대평가 원칙

수업유형 ⦁ 대면수업을 제외한 모든 동시수업 및 비대면수업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Webex) 원칙

의무보강 시행 ⦁ 공휴일에 따른 의무보강 건에 한하여 녹화강의 허용

방역예방 학생수칙
⦁ 대면수업 참여학생 KF94마스크 필수 착용, 수업 종료 후 즉시 귀가
- 개인 방역, 소모임, 방과 후 모임 및 단체 활동 지양, 강의 종료 후 귀가 조치 등

한의과대학
출결사항(중요)

⦁ 한의과대학 전공 수업 비대면 출석 시 화상카메라 ON하여 참여해야 출석으로 인정

기타사항

⦁ 학습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비대면수업 녹화 권장
⦁ 수업 운영 관련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교수-학생 간 지속적인 소통 당부

→ e-Class 및 강의계획서 등에 수업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 (출결, 성적평가, 과제물 등) 
공지 필수



한의예과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한의예과 (경주캠퍼스 수업)

 한의학개론 1,2

 한의학한문 1,2 

 중국어강독 3,4

 의고문 1,2

 약용식물학

 임상본초학 1

 발생학 1,2

 의학통계학및실습

 동양철학사 1,2

 의학영어 1,2

 해부학및실습 1,2

 조직학및실습 1,2

 생화학및실습 1,2

 자아와명상 1,2

 불교와인간

 12학점 이상

(4개 영역별 1과목씩

12학점을 이수) 

공통교육

 융합글쓰기 1,2

 영어2과목

계열교육

 자연과학영역에서

일반생물학,일반화학을반드시이수



예과 수료 기준

한의과대학 장학 지급 기준

학기 등록기준 취득학점 평점평균 비고

매학기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 20학점 이상 3.0 이상
* 별도의 장학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에 따름

이수과목 수료 최저 이수 학점 수료 성적 기준 등록학기 비고

한의예과 대상 필수 교양
+ 한의예과 1,2학년에 개

설 된 교과목 전체
80학점 이상

1.전공 누적 평점 2.0 이상

2. 전학년 총평점 2.0 이상
* 1과 2 모두 충족

4학기 이상
재학연한 내

수료



필수 이수 교과목 예시표

김□□ 예1_2021년 기준

 예과 1학년 2학기 예과 1학년 1학기

* 수강신청 관련 안내사항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생회 선배들을 통해 질문 또는 신입생 카페 확인
* 영어 교과목 문의처 :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운영실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 (교양과목 자율 선택하여 예과 1학년 2학기때 20학점 이상)  



수강
신청
(예1)

예과 1학년 1학기 예과 1학년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과목명 학점 시간

소양 인성 자아와 명상 1 1 1
자아와 명상2

불교와 인간

1 1

2 2

기초 공통

융합글쓰기 1 2 2 융합글쓰기2 2 2

ApproachestoEnglishCommunication1(A,B)
1 2

ApproachestoEnglishCommunication2(A,B)
1 2

BasicEnglishCommunication1(C,D) BasicEnglishCommunication2(C,D)

기초 계열
일반화학 3 3

일반생물학 3 3

교양 영역 2개 영역 6 6 2개 영역 6 6

전공 기초
한의학 개론 1 3 3 한의학 개론 2 3 3

한의학 한문 1 2 2 한의학 한문 2 2 2

(자율 선택) 교양 3 3

계 21 22 20 21

• 교양_영역별(총 12학점) 
- 교양과목 1/2/3/4영역에 해당하는 “3학점” 수업을 하나씩, 총 4개의 교양과목 이수



장학

<2022년 기준 한의과대학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

 인원 재학생 약 56% 

 규모 학기당 평균 444,929,022원 (국가장학포함)

 환원율 약 20.26%                                        

 학과홈페이지 공지 orient.dongguk.ac.kr 



교내
장학

장학명 내역 대상
성적기준

취득 평점

참사람인재장학 수업료 20%
직전학기 취득학점 20 학점/평점평균 3.0 이상자. 

직전학기 성적 80% + 봉사 20%, 학년별 상위 20%이내
20 총점

의학계열 우수장학 수업료 15%
참사람인재장학 성적기준 동일

취득학점 20학점 이상 성적 80% + 봉사 20%
20 총점

제자사랑 장학금 100만원 장학위원회 심사

교육연구지원장학
수업료 50%, 수업료 25%, 기초교수 지도아래 연구참여경험자 (교수 1인당 1~2명 선발)

학술(취업)동아리 지원

한의대특별장학생 50만원
직전학기 20학점/평균평점3.0이상, 학교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이중수혜제외(국가,면학 이중수혜가능)

디딤돌 튜터링 80만원 재학생의 기초 교과목 학습능력 향상 (지도교수,튜터,튜티)

글로벌리더 500만원
신청자 중에서 학과심사 순위별

(마지막학기이수중인자, 해외여행결격사유 및 징계자 지원불가)

근로장학 월별 최대 1인당 \480,000한도 교내근로신청자 중에서 선발 20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