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Korean J Clin Lab Sci. Vol. 50, No. 3, September 2018

289

Korean J Clin Lab Sci. 2018;50(3):289-296
https://doi.org/10.15324/kjcls.2018.50.3.289
pISSN 1738-3544 eISSN 2288-1662

Analysis of Survey of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Hong Sung Kim1, Ji-Hyuk Kang2, Man-Gil Yang3, Chang-Eun Park4, Kyung-A Shin5, Pil Seung Kwon6
1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Sanji University, Wonju, Korea
4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5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Shinsung University, Dangjin, Korea
6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lksan, Korea
2
3

임상병리학과 학제단일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김홍성1, 강지혁2, 양만길3, 박창은4, 신경아5, 권필승6
1

나사렛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대전대학교 임상병리학과, 3상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4남서울대학교 임상병리학과, 5신성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원광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6

Opinions regarding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of medical laboratory science were analyzed b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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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tioners. In the perception survey on the duality of interdisciplinary, both the professors and
the hospital practitioners reported that they felt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is necessar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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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년 학위과정의 임상병리학과를 개설하였으며 1991년 모든
2년제 전문대학의 학제가 3년제로 연장되면서 학제가 이원화

우리나라 임상병리사 양성교육은 1963년 임상병리과가 처

되었다. 현재 임상병리(학)과는 전국에 53개 대학교에 개설되

음 개설되고 1979년 교육부의 학제 개편에 따라 모든 임상병리

어 있으며 이중 4년제 대학교가 27개, 3년제 대학교가 26개로

과가 2년제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어 교육되어 왔다. 이후 1987

분포되어 있다. 3년제 대학 중 10개 대학은 전공심화ㆍ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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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제 (3+1과정)를 운영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임상

재료 및 방법

병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는 이원화되어 있지만, 졸업 후 동
일한 면허를 취득하고 사회에서의 업무가 명확한 구분이 되어

1. 연구 설계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이원화는 학습한 교육내용

문헌조사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작성한 설문을 이용하

의 차이, 절대 이수학점의 차이가 발생하며 3, 4년제 학사운영

여 국내 임상병리사의 인력양성을 위한 학제 단일화에 대한 교

방법의 차이점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불일치하고 미

수와 병원실무자들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4].

2. 대상과 조사방법

3,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문헌조사 자료와 더불어 대학과 임상실무자들로부터 타당성

다. 4년제 학사과정에서의 교과과정 운영은 부전공 선택에 따른

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얻어서 설문조사 내용을 확보하였고, 설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서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공

문조사는 이메일과 웹문서를 통해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전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며

국 임상병리학과 교수와 병원 실무자들에게 2018년 1월 18일

여기에 수반되는 임상현장의 불만의 목소리도 간과하기 어려운

부터 25일까지 배포하고 수집되었다. 설문 요청한 대학교수

현실이다. 반면에 3년제 전문학사과정의 경우는 개설된 모든 대

255명중 79명(30.9%)이 응답하였고, 병원실무자 4,000명 중

학의 교육과정이 유사하며 학생들에게 과목 이수 자율권이 부

1,368명(34.2%)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설문

여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학사

내용은 일반사항 문항, 학제단일화 적합성, 문제점, 개선점 문항

과정 운영과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운영상의 상이함

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은 상대적으로 취업현장에서 역 차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

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 문항과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

할 수 없다.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 간의 1년 교육시간 차이

다.

는 자율성과 여유 그리고 입학 자원의 질적 차이로 나타난다[5].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의 최선은 학제 단일화를 통해 임

3. 통계분석

상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 이수과목에 대한 공통성을 부여하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고 임상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습 의무과정 등을 충분히 부

으로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은 백분율, 평균값, 표준

여하는 것이다. 이미 4년제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는 간호학과를

편차를 통해 제시하였다. 두 집단간의 결과의 유의성은 student

비롯해 많은 보건관련 학과들이 4년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

t-test에 의해 제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

고 있다[6, 7]. 또한 4년제 과정 교육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는

로 판정하였다.

생명과학 기반인 의학의 영역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내
용을 수용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결 과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
시되고 있다[8, 9].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임상병리사 양성

설문에 참가한 교수집단의 성별은 남자가 73.4%로 많았고,

을 위해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연령은 40대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박사 92.4%

우리나라 임상병리학 학제에 대한 만족도, 각 학제별 임상병리

로 가장 많았다. 면허취득년도는 10년 이하 6.4%, 11년 이상

사 양성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만약 4년제로 통합한다면 통합

79.8%를 보였고, 근무지역은 충청남도가 가장 많은 13.9%로

전제조건, 통합방식, 필수조건, 대학정원 적정인원에 대한 의식

분포되었다. 병원 실무자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74.8%로 많

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

았고, 연령은 20대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20∼30

적인 임상병리사 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

대 연령층이 64.1%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가 43.8%로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가장 많았으며, 면허취득년도는 10년 이하 52.9%, 11년 이상
46.7%를 보였고, 근무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은 20.6%로 분포
되었다. 서울, 경기, 광역시에 70%이상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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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information of professors and medical technologists
Classification

Percentage (%)

Note

Professors (N=79)
Sex
Age

Academic
degree

Native school
region

License
acquisition year

Interdisplinary

Working region

Male
Female
Twenties
Thirties
Fourties
Fifties
Sixties
Associate
Bachelor
Bachelor after associate
Master
Doctor
Seoul
Gyeonggi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Gangwon, Jeju
Other
1∼5 year
6∼10 year
11∼15 year
16∼20 year
Above 20 year
Other
3-year
3+1-year
4-year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Gangwon
Jeju
Other

73.4
26.6
1.3
6.3
38.0
26.6
27.8
3.8
0.0
0.0
3.8
92.4
24.1
11.4
17.7
21.5
12.7
11.4
1.3
1.3
5.1
3.8
3.8
72.2
13.9
30.4
34.2
35.4
1.3
5.1
7.6
0.0
2.5
10.1
0.0
12.7
5.1
13.9
6.3
11.4
6.3
10.1
3.8
3.8
0.0

Male＞Female
Fourties＞Sixties＞Fifteis＞Thirties

Doctor＞Master

Seoul＞Gyeongsang＞Chungcheong＞Jeolla＞
Gyeonggi=Gangwon, Jeju

Below 10 year: 6.4%, above 11 year: 79.8%

4-year＞3+1year＞3-year

Chungnam＞Gyeonggi＞Jeonnam＞Daejeon=Gyeongnam＞
Daegu＞Gyeongbuk=Jeonbuk＞Busan=Chungbuk

Medical technologists (N=1,368)
Sex
Age

Male
Female
Twenties
Thirties
Fourties
Fifties
Sixties

25.20
74.80
32.70
31.40
23.50
11.40
1.00

Female＞male
Twenties＞Thirties＞Fourties＞Fif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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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Classification
Academic
degree

Native school
region

License
acquisition year

Acquisition degree

Working region

Percentage (%)

Note

43.80
23.40
23.00
8.00
1.80
4.30
18.30
14.80
35.20
17.60
3.70
5.60
32.20
20.70
12.60
12.80
21.30
0.40
51.00
10.90
19.00
7.00
12.10
20.60
15.60
4.40
6.40
4.00
3.90
2.70
13.80
3.60
3.50
3.70
2.90
4.00
6.30
2.30
1.00
1.20

Associate＞Bachelor＞Bachelor after associate＞
Master＞Doctor

Associate
Bachelor
Bachelor after associate
Master
Doctor
Seoul
Gyeonggi
Chungcheong
Gyeongsang
Jeolla
Gangwon, Jeju
Other
1∼5 year
6∼10 year
11∼15 year
16∼20 year
Above 20 year
Other
2, 3-year degree
3+1 year degree
4-year degree
Master, doctor
Other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Gangwon
Jeju
Other

Gyeongsang＞Gyeonggi＞Jeolla＞Chngcheong

Below 10 year: 52.9%, above 11 year: 46.7%

2, 3 year degree＞4-year degree＞3+1-year degree＞
master, doctor

Seoul＞Busan＞Gyeonggi＞Incheon＞Gyeongnam＞
Daegu＞Gyeongbuk=Gwangju＞Daejeon

2. 학제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설문에 참여한 교수 중 3년제 대학에 종사자는 64.6%, 4년제
종사자는 35.4%였다.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에서 현행 3년제
와 4년제의 이원화된 학제의 유지에 대한 의견은 각각 6.3%,
12%, 3년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3.8%, 6%인 반
면 4년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89.9%, 76%로 높게
나타났다(Figure 1).
현재 임상병리학과 학제가 임상병리사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에서 3년제 학제의 경우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각
각 64.2%, 43.1%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3+1과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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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화,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도 각각 64.6%, 43.4%로 적합하

각 13.5%, 7.6%로 나타났다(Figure 2C). Figure 2에서 응답 없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4년제 학제의 경우 교수들과 병원

음 항목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무자들은 적합하다는 의견이 각각 84.8%, 57%로 높게 나타
났다(Table 2). 각 학제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3. 학제에 대한 개선점

대한 조사에서 3년제 학제의 경우, 교수들은 수업 년 한이 짧은

4학년제로 통합에 있어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으로 교수들은

관계로 인한 심화교육과 기술습득의 어려움이 30.4%, 동등한

임상병리 인증평가원 설립 39.2%, 교육과정의 표준화 22.8%,

학위인정의 어려움이 22.8%로 조사되었고, 병원실무자들은 동

법령개정 20.3%, 개설대학의 정원조정 17.7% 순으로 조사되었

등한 학위인정의 어려움이 33%, 심화교육과 기술습득의 어려

고, 병원실무자들은 개설대학의 정원조정 33%, 교육과정의 표

움이 18.7%로 확인되었다(Figure 2A). 3+1과정(전공심화, 학

준화 28.9%, 임상병리 인증평가원 설립 19.2%, 법령개정

점은행제)의 경우,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단순 학위취득 수

15.7%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임상병리 인증평가원 설립

단으로 경제적 손실만 가중되는 점이 각각 36.7%, 30.9%로 나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반면 병원실무자들은 개설대학

타났고, 4년제 학제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각각

의 정원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

34.2%, 28%로 나타났다(Figure 2B). 4년제 학제의 경우, 대부

다(Figure 3A).

분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으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4년제 통합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하는 이유에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 모두 3년제와 동일한 면

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만이 4년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허증 취득을 위해 1년의 추가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

각각 49.4%, 57.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Figure 3B). 4년제

Table 2. The analysis of propriety of the present interdisciplinary for fostering medical technologists by Likert scale
Professors (N=79)
Classification

Percentage (%)
5

Propriety of 3-year degree
fostering 3+1 year degree
medical
technologi- 4-year degree
sts

3.90
2.50

4

3

2

1

Medical technologists (N=1,368)
Mean
(SD)

8.90 22.90 49.00 15.30 2.36 (0.97)
6.30 26.60 40.50 24.10 2.22 (0.96)

34.20 50.60 7.60

3.80

3.80

Percentage (%)
5

4

3

2

1

3.90 20.80 32.20 31.00 12.10
2.00 15.40 39.30 30.30 13.00

4.08 (0.95) 14.30 42.80 32.00 8.30

2.60

Mean
(SD)

P-value

2.73 (1.04)
0.001
2.62 (0.95) ＜0.001
3.57 (0.92) ＜0.001

Figure 2. Analysis of the impropriety
of the present interdisciplinary for
fostering medical technologist between
professors and medical technologists.
(A) The reasons that three-year course
is improper. (B) The reason that three
plus one course is improper. (C) The
reason that Four-year course is im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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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alysis of the survey
response for the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of 4-year course. (A) precondition for the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of 4-year course. (B) method of
unification for the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of 4-year course. (C) prerequisite for the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of 4-year course. (D) student
quota for the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of 4-year course.

통합의 필요조건에 대한 의견으로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교

위주의 일자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육과정의 표준화 각각 45.6%, 44.7%로 조사되었고, 학생정원

있었다(Table 1).

조정 각각 25.3%, 34.6%로 조사되었다(Figure 3C). 4년제 통합

임상병리사 양성을 위한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학제에 대해

시 대학정원의 적정인원에 대한 의견으로 교수들과 병원실무자

서는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 모두 75% 이상이 4년제로의 통합

모두 40명 미만이 각각 49.4%, 63.7%로 조사되었고, 60명 미만

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Figure 1), 앞으로의 임상병리사 양

이 각각 32.9%, 24.2%로 조사되었다(Figure 3D).

성에 적합한 학제를 묻는 경우에는 3년제나 3+1과정은 적합하
지 않다는 의견이 교수와 병원실무자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

고 찰

났지만 교수집단이 좀 더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다. 4년제
학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교수와 병원실무자 모두 유의하게

설문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교수들은 남자 40∼60대가 대

높게 나타났지만, 병원실무자와 비교하여 교수집단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했고, 병원실무자 경우 여자 20∼40대가 주를 이루

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의 높게 나타났다(Table 2). 우리나라는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수 학력항목에서 전문학사가 3.8%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가 진단검사의학과 업무분야 뿐

조사되었는데 이는 설문답변 오류로 판단된다. 병원실무자의

만 아니라 조직병리와 임상생리 분야까지 통합하여 교육과정이

경우 전문학사 및 전문학사 졸업 후 학사 취득자의 비율이

운영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요구

66.8%의 응답을 보여주어 학제 단일화에 대한 3년제 출신 병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임상병리 분야의 빠른 발

실무자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좋은 표본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프로그램이 확대

또한 전문대학 졸업 후 학사취득자와 일반학사취득자의 비율이

되고 있듯이[10], 우리나라도 의료분야의 발전이 세계 어떤 나

거의 동일하게 분포되었는데 이는 4년제 대학의 증가와 학제 다

라 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이며 발전해 나가

양화 등이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학업의식이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4년제 학제 통합을 통해 좀 더 전문

많이 고취되어 있음의 결과로 생각된다. 면허취득년도의 경우

적인 임상병리사를 배출하는 것이 학제가 이원화되어 있고 직

병원실무자들은 10년 이하의 비율과 11년 이상의 비율이 비슷

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는 다른 우리나라 현

하게 조사되어 현재 젊은 임상병리사들의 학제단일화에 대한

실에 적합한 학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2, 11, 12].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

또한, 의료기관에 치중되어진 임상병리사의 인력보다 이외의

실무자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및 광역시에 응답자의 67.4%가

연구개발과 진화된 분자진단의 분양에서 역할을 펼쳐야 할 것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서는 대도시

으로 여겨진다. 이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직무능력의 다양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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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병원실무자들이 교수보다 40명 미만에 대한 의견이

Table 2에서 조사되었던 각 학제가 적합하지 않은 구체적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은 배출인원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3년제의 경우에는 동등한 학위인정의 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D).

려움, 심화교육과 기술습득의 어려움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교

이전 연구에서는 교수들은 4년제 통합으로 내실 있고 충실한 교

수들은 심화교육과 기술습득의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라고 답

육이 선행되고 입학정원이 적절한 조절을 통해 우수한 임상병

했으나, 병원실무자들은 취업현장에서 동등한 학위인정이 어

리사들이 배출되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려운 점을 첫번째로 답하였다(Figure 2A). 3+1과정의 경우에

만, 병원실무자들은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병원현장에 대한 회

는 교수와 병원실무자들 모두 단순 학위취득 수단으로 경제적

의적인 의견을 보임으로서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분

손실만 가중한다는 점, 4년제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점

야로의 진출에 대한 의견으로 4년제 통합을 제시하였다[17]. 본

을 이유라고 답하였다(Figure 2B). 이러한 결과들은 동일한 면

연구는 현재 대학교수와 병원실무자들이 학제 단일화에 대해

허취득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된 대우를 줄 수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조사분석한 연구이지만, 모든 대

밖에 없게 되는 임상병리학 학제 이원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학교수와 병원실무자들이 참여한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결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상병

과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앞으로 더 방대한 연

리사 전공심화과정은 학사관리 및 교육환경 미흡, 수여된 학위

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의 대내외 공신력 미흡 등으로 전공심화과정을 하나의 부수적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보듯이 의료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인 프로그램으로 여기고 있어 대학 수준의 정규교육을 희망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과 임상병리

는 3년제 졸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13].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현장직무교육개선 등을 위하여 학제단일

또한 학점은행제는 부실한 학사관리와 학위 취득 검증시스템의

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한국임상

부재로 손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학위 질 저하의 문제점이

병리학과 교수회 및 임상병리학과 재학생 등은 임상병리 교육

대두되고 있다[14].

인증평가원의 설립을 통해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상향학제단일

4년제 통합의 선제조건으로는 교수들은 임상병리인증평가
원 설립을 가장 우선순위로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화를 위한 법령개정, 정원조정 등의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준화로 답하였다. 반면 병원실무자들은 개설대학의 정원조
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답하였고 다음순위로 교육과정의 표준화

요 약

로 답하였다(Figure 3A). 이러한 결과는 교수들은 임상병리사
양성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4년제 통합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임상병리학과 학제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교수와 병원근무

병원실무자들은 우선 배출인력의 감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4년제 통합방식은 교수와 병원실무

2018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웹 버전의 설문지가 255명의

자 모두 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만이 4년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대학교수들과 4,000명의 병원근무자들에게 배포되었다. 회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선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임상

율은 교수들은 79명(30.9%), 병원실무자들은 1,368명(34.2%)

병리 인증평가원 설립을 통한 객관적인 임상병리학 교육기관

이 응답하였다. 임상병리학의 학제 이원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Figure 3B). 4년제 통합을 위한

서는 교수와 병원근무자 모두 4년제로 학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필요조건으로는 교수와 병원실무자 모두 교육과정의 표준화,

조사되었다. 4년제 통합 전제조건은 임상병리 인증평가원 설립

학생정원조정을 답변하여 교수와 병원실무자 모두 현재 병원

과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높게 조사되었고, 4년제 통합의 필요조

취업의 어려움과 단순한 학교차이에 의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건은 학생정원조정과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높게 조사되었다. 4

표준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판단된다

년제 통합방식은 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만이 4년제를 운영해

(Figure 3C).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학평가원과 간호교육인증

야 한다는 의견이 교수와 병원근무자 모두 가장 높게 조사되었

평가원 같은 인증평가기관이 효율적인 교육체계와 내용을 관리

다. 4년제 통합시 대학정원 적정인원은 40명 미만이 가장 높게

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과도 일

조사되었다.

치한다[15, 16]. 4년제 단일화시 대학정원 적정인원은 교수와

결론적으로 교수들과 병원실무자들은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

병원실무자 모두 40명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화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가진 임상병리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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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학과 학제의 4년제 통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임상
병리인증평가원 설립, 교육과정의 표준화, 학생정원조정 이 전
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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