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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eaching the standardized acupuncture point locations and improving the accuracy of acupoint locations through

objective evalua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Korean medicine educ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ummy system
for evaluation and support of teaching acupoint location in meridian and acupoints classes and to introduce the developed system.
Methods : We established a protocol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he protocol included definition of usage purpose,
definition of its essential performance, and set of scope. The system compares the amount of light at the target acupoint with the
amount of light at the other sites to determine whether the target acupoint is properly specificated. Results : A prototype of the
system was built according to the protocol and consists of light emitter, dummy, control/operation, input part and output part. The
light emitter projects laser beam passing through the skin of the dummy. Light sensors were attached inside the acupoints of the
dummy. Three types of light sensors were selected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acupoints. The arithmetic, input, and output
parts were constructed using Arduino and Raspberry pi boards. The developed system was applied in class. Conclusions : It is
thought that the dummy system for evaluation and support of teaching acupoint location can be used as a training model in order
to help teach standardized acupoint locations and objective evaluation.
Key words : acupoint location, acupoint test, education model, bronze figure

서

론

대한 표준화된 학습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습자가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 가운데 경혈을 학습하는 것은 장차 한의

과거 송나라에서는 혈위를 익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로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

동인의 경혈에 수은을 넣어 마감한 뒤 정확한 경혈을 자침했을 경

이다. 침치료는 혈위를 정하여 침을 자입하는 과정으로서 정확한

우 수은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하여 자침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혈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정확한 혈위에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자침시에 취혈하는 혈위에 대한 정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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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였다1). 현재 경혈 및 침구 교육에 쓰이는 동인은 경혈의 위치에

지정이 포함되었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다.

2)

대한 학습은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
여 경혈실습의 평가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혈실습의
표준화된 학습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경혈실습 모형

1.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의 사용목적
시스템의 사용목적은 교육자가 수강생들에게 경혈이 어디에 위
치하고 있는지 종래의 방법으로 교육을 한 후, 수강생이 이해한 경

이 필요하다.
의학교육 분야에서 실기 실습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어 2009

혈의 위치가 올바른지 여부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년부터 의과 대학의 국가고시 실기 시험이 도입되었고, 의과대학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실기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 시스템은 교육자가 수강생들의 학습성취도의 평가를 위해서도

1975년 Harden에 의해 처음 제시된 OSCE(objective structured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clinical examination)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OSCE평가방법
은 객관구조화진료시험으로 인체 모형 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반복하여 술기 실습을
3,4)

수행하여 숙련도를 증진시키는 목적의 평가 기법이다 . OSCE 평
5)

6)

7)

가 방법이 보편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 치과대학 , 간호대학 및 수
8)

의과대학 등에서 모형을 이용한 교육 및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의과대학에서도 적절한 실기 실습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
9)

고 있다 . 특히 기초실습의 부족과 학생들의 불안감 사이에 상관관
10)

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실습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

2. 시스템의 핵심성능과 개발범위
먼저 설정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에 갖추어야 할
성능과 조건들이 정의되었으며, 정의된 성능과 조건들은 다시 핵심
성능과 선택적 성능으로 분류되었다. 정의된 핵심성능과 선택적 성
능은 다음과 같다.
[핵심성능]
① 시스템에 사용된 인체모형의 형태와 촉감은 실제 인체와 유
사해야 한다.

한의과대학에서 경혈실습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학습한 이론수

② 인체모형에는 경혈을 정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해부학적

업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일정한 수

구조들(뼈 돌출부 또는 함요부, 관절, 힘줄, 근육, 혈관, 손톱 또는

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있다. 임상에서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치

발톱 등)이 잘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료하기 전 시행되는 경혈실습을 통해 술기를 습득한 학생들은 선혈
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지
식을 실제 자신의 능력으로 체득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만족
5)

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 . 그러나 현재 경혈실습교육에 적합

③ 인체모형 표면에는 경혈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인체모형의 특정한 위치만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 OSCE용 교보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한의학 교육의 특성에

⑤ 인체모형에는 사용자의 사용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

맞는 OSCE용 교보재의 개발이 절실하다.

⑥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와 지정하지 않은 부위를 구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 교육의 특성이 반영된 경혈 위치교
육 평가지원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한의과대학 학생

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시스템은 사용자가 목표한 경혈을 바르게 지정하였는지 여부
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들의 경혈학 OSCE 교육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향후 한의학 교육

[선택적 성능]

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OSCE용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① 사용자가 목표한 경혈을 잘못 지정한 경우, 그 오차값이 출력

제시하고자 한다.

되어야 한다.
② 경혈의 위치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 빠른 위치교정을 위해,
사용자는 시스템의 판단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개발 방법

③ 교육성취도 평가시, 피평가자는 주어진 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계

정의된 핵심 기능이 구현된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것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시스템의 사용목적 설정, 사

이 목적이므로, 본격적인 시제품개발에 앞서서 최소한의 경혈 교육

용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 핵심성능에 대한 정의, 개발 범위

에 응용할 수 있도록 먼저 발목 이하의 경혈을 구현한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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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빛의 양은 일정한 역치 이상이고, 다른 부위에서 감지되는 빛

의 개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의 양보다 많다.

3. 시스템의 작동원리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Fig. 1에 요약하여 도시하였다. 사용자가

4. 개발된 시스템 핵심기능 구현에 대한 현장 실습

교육자가 지정한 목표 경혈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면, 목표 경혈에

개발된 시스템의 핵심성능이 구현되었는지에 확인하기 위하여

서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광센서가 레이저 빔을 감지하게 된다. 레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

이저 빔을 조사하는 광조사부는 Fig. 2B에 나타내었다. 목표 경혈

보았다. 교육자는 학습할 경혈을 arduino IDE 소프트웨어(Ardui-

의 광센서가 감지한 빛의 양은 목표 경혈 외 다양한 위치에 매립되

no.cc, USA)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학생들은 광조사부를 이용하여

어 있는 광센서가 감지한 빛의 양보다 많게 된다. 시스템은 각 광센

모형에서 지정한 경혈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습하였다.

서에서 감지한 빛의 량을 서로 비교하여 수강생이 목표 경혈을 바
르게 지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적인 교육실의 온도나 습도
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채광상태에 따라 광센서에 감지되

시스템 개발 결과

는 빛의 양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하여 인체
모형을 위치시켜, 레이저 빔을 조사하기 전까지 모든 광센서에 감
지되는 빛의 양이 설정한 역치보다 적도록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의 프로토타
입을 제작하였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가 목

1. 시스템의 구성

표 경혈을 바르게 지정했다고 판단한다.
조건 1. 대기상태에서 인체모형에 매립된 모든 광센서에 감지되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은 레이저 빔을 조사하는 광조사
부, 광센서가 매립된 인체모형부, 센서에서 감지한 빛을 서로 비교

는 빛의 양은 설정한 역치값보다 적다.
조건 2. 수강생이 레이저 빔을 조사했을 때, 목표 경혈에서 감지

하여 목표 경혈을 바르게 지정했는지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제어연

Fig. 1. Basics of the system. When a user projects beam onto a light sensor located in the target acupoint, the light sensor in target
acupoint senses more light than the other light sensors elsewhere.
The system compares the amount of light sensed by the sensors and then it determines whether the user have correctly specified
location of the target acupoin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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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 목표 경혈을 선택하고 역치를 입력하는 입력부, 성공여부를

위해 검은 색 아크릴로 광저항체를 감싸는 구조이다. A 유형은 빛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성되었다. 시스템의 구성도는

이 광저항체에 바로 전달되므로, 광섬유를 통한 빛 전달과정을 거

Fig. 2A에 나타내었다.

치는 B, C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광저항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1) 광조사부: 광조사부는 수강생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레이

많아진다. 따라서 지름 2 mm의 구멍을 가지는 차폐시트를 이용해

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레이저 포인터(LP-003LB, tetrazone,

투과되는 빛의 양을 감소시켰다. B 유형은 발 끝에 위치한 경혈처

China)의 앞부분에 지름 1.5 mm의 원형 빛 통로를 구비한 원뿔모

럼 광저항체를 내부에 부착할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었

양의 검은 캡을 씌워서 제작하였다. 방사되는 레이저의 평균 파장

다. 차폐된 광저항체를 다른 곳에 위치시키고 경혈과 광저항체를

은 650 nm(630∼680 nm)이고, 최대 출력은 1 mW미만으로서 레

지름 2 mm 광섬유로 연결하는 구조이다. C 유형은 경혈과 경혈

이저 규격은 class II에 해당한다. Fig. 2B는 광조사부를 보여준다.

주위 비경혈에 차폐된 광저항체와 연결된 광섬유를 배치시켜, 취혈

2) 인체모형부: 인체모형부는 실리콘 재질의 발모형(HW503,

의 정확성을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목표 경혈 위치와의 오차를 가

Henan Yuzhao Imp. & Exp. Co., Ltd, China)을 이용하여 제작되

늠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각 센서의 구조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었다. 발모형은 여성의 210 mm 크기 발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으

센서는 발목을 기준으로 원위부에 위치하는 33개의 경혈 위치와

로서, 뼈, 힘줄, 근육 등으로 인한 표면의 요철이 잘 표현되어 있으

12개의 비경혈에 부착되었으며, 경혈의 위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며, 모형의 내부가 비어있어 내부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기 용이한

11)
정한 표준 경혈위치를 따랐다 . 33개의 경혈은 족양명위경 경혈이

구조로 되어 있다.

5곳(ST41, ST42, ST43, ST44, ST45), 족태음비경이 5곳(SP1,

광센서는 지름 5 mm의 황화카드뮴 광저항체(GM5537, Wo-

SP2, SP3, SP4, SP5), 족태양방광경이 8곳(BL60, BL61, BL62,

deyijia, China)를 차폐하여 제작하였다. 황화카드뮴 광저항체는

BL63, BL64, BL65, BL66, BL67), 족소음신경이 6곳(KI1, KI2,

400 nm에서 760 nm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를 받으면 내부저

KI3, KI4, KI5, KI6), 족소양담경이 5곳(GB40, GB41, GB42,

항이 감소한다. 이러한 황화카드뮴 광저항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시

12)
GB43, GB44), 족궐음간경이 4곳(LR1, LR2, LR3, LR4)이였다 .

스템은 조도의 변화를 감지한다. 경혈 위치의 특성에 따라 세 종류

부착된 센서의 위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모형의 내부를

의 센서가 제작되었다. 먼저 A 유형은 일반적인 형태로서, 조사한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로 처리하여 부착된 센서를

레이저 빔 외에 다른 빛이 광저항체에 도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고정하였다. 발 모형의 외형과 모형내부에 센서를 부착시키는 모습

Fig. 2. (A) Diagram of the system
components. The human model
system for evaluation and support
of educating acupoint location
consists of light emitter, dummy,
control/operation, input part and
output part. (B) A light emitter. The
laser beam projected from the light
emitter passes through the skin of
the d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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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ree kinds of sensors applied to the system.
The A type is a common sensor with
a hole for light intensity control. The
B type is applied to the acupoint at
the end of the toe. The C type is
suitable to measure the error with
the position of the target acupoint.

Fig. 4. (A)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foot dummy and its inner
structure. The sensors are attached
to the inner wall of the dummy and
fixed with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B) The computation and
input are done via the Arduino and
Raspberry pi boards, and the results
are output as color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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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ig. 4에 나타내었다.

하면 파란색 LED의 점멸, 틀리면 붉은색 LED의 점멸을 통하여 지정

3) 제어연산부와 입력/출력부: 제어연산부는 3개의 아두이노 메

한 경혈의 위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지정한

가 개발자보드(Arduino mega 2560 R3, Shenzhen fenghua

경혈의 위치가 잘못되었을 경우, 학생들은 해당 경혈의 정확한 위치

electronic, China) 를 병렬로 연결하여 구성하였으며, 로터리 스위

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다시 경혈의 위치에 레이저 빔을 조사는

치를 이용해 사용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경락에 따라 사용할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경혈의 위치를 학습할 수 있었다.

Arduino 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 경혈을 선택하고
역치를 입력하는 입력부는 라즈베리 파이 3 B＋ 개발자보드
(Raspberry pi foundation, UK)에 Arduino IDE 1.8.5 소프트웨어

고

찰

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판정결과는 적색 LED와 청색 LED의 점멸
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입력부 개발자보드와 제어연산부,

자침 술기의 기본은 정확한 혈위를 취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다. 따라서 표준화된 혈위를 학습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취

LED 출력부는 Fig. 4B에 나타내었다.

혈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한의학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2. 시스템의 현장 적용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혈위를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한

Fig. 5A는 구현된 시스템의 외형을, Fig. 5B는 경혈학 실습시간에

OSCE 실습모델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경혈의 위치 학습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기존에 개발된 경혈 학습을 보조하는 인체모형 시스템으로는 전

보여준다. 교육자는 교육실의 조도를 고려해서 센서의 민감도를 조

13)
통적인 동인 외에도 수지침 모의 시술 장치 , 전기전도성을 이용

절하여 경혈의 공간 해상도가 지름 약 3mm가 되도록 조절하고, 학

한 자침 장치14) 등이 있었다. 수지침 모의 시술 장치는 기존 동인의

습할 경혈을 arduino ID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그

경혈에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가 신호를 감지하면 해당 경혈에 대한

다음 학생들은 광조사부를 이용하여 모형에서 지정된 경혈의 위치

정보를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동인처럼 모형

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모형에서 지정한 경혈이 정확

표면에 경혈이 표시되어 있어 OSCE용 평가 시스템으로는 부적합
하며, 기존 동인을 개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기전도성
을 이용한 자침 장치는 모형 내부에 다층구조의 전극을 설치하고,
침을 이용하여 전극을 관통하면 침의 전기전도성으로 인해 침이
목표 경혈을 투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
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경우에 실제 모형에 자침을 해야 하기 때문
에, 한번 사용하게 되면 모형에 자침한 흔적이 남게 되어 OSCE
평가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에서
는 교육자가 수강생들에게 경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종래의
방법으로 교육을 한 후, 수강생이 이해한 경혈의 위치가 올바른지
여부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사용목적을 설정하였다.
수강생이 교육자가 지정한 인체모형의 목표 경혈에 레이저 포인
터로 레이저빔을 조사하면, 목표 경혈에 매립되어 있는 광센서가
레이저 빔을 감지하게 된다. 광센서에 사용된 황화카드뮴 광저항체
는 400 nm에서 760 nm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를 받으면 내부
저항이 감소한다. 이러한 황화카드뮴 광저항체의 특성을 사용하여
평균 650 nm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경혈부의 조도를 변화시

Fig. 5. (A) Appearance of the system. (B) A scene of how to practice
using the system.

켜 제어연산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목표 경혈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면, 목표 경혈의 광센서가 감지한 빛의 양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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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혈 외 다양한 위치에 매립되어 있는 광센서가 감지한 빛의

모든 교육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양보다 많게 되며, 제어연산부에서는 이를 정답으로 판정하게 된다.

한다. 또한 평가 후 피드백을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판정결과의 출력은 청색 LED(정답) 혹은 적색 LED(오답)의 점멸을

17)
그 교육내용에 대해 충분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현재

통해 수강생이 실시간으로 취혈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학 교육 현장에서는 OSCE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실기 실습을

본 시스템의 제어연산부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개발자보

위한 인체 유사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모델을 통해 정

드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는 단일 보드

18)
19)
20)
맥 주사 주입 , 기도삽관술 , 부인과 진찰 등의 실기 실습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일종으로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4)
가능하게 되었으나 한의학교육을 반영한 OSCE실습모델은 많지

에 누구나 쉽게 주변장치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장치들을 개발하

않다. 그러므로 경혈 취혈의 학습도구와 평가 도구가 부족한 현실

는 것이 가능하며, 아두이노는 실제 운영되는 첨단기기에 대한 이

에서 표준화된 경혈을 학습하고, 객관적인 평가로써 취혈의 정확도

15)

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육용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라즈

를 높일 수 있는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은 학습자와 평가자

베리 파이는 영국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초 컴퓨터

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습 모델로써 활용될

교육을 위해 개발한 개발자보드로서, 아두이노에 비해 더 고성능의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습수업에서 교수의 지도하에서 혈위를

16)

연산처리장치이다 . 본 프로토타입의 구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45

취혈하고 정확도를 판단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개의 아날로그 입력채널이 필요하지만, 아두이노의 경우 최대 지원

학습하고, 정확도까지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본 시스템은 경혈

하는 아날로그 채널의 수는 16개로서 단일 보드를 이용한 시스템

실습교육의 현장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구현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3개의 아두이노 메가 보드를 이용하

론으로만 알고 있던 한의학지식을 실제 자신의 능력으로 체득화

여 아날로그 입력채널을 확보하였고,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여 3

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OSCE실습모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개의 아두이노 보드를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향

현 시점에서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은 표준화된 자침 술기

후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는 충분한 수의 입력 신호를 처

실습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을 가능케 할 것이라 생각된다.

리하기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프로토타입으로서, 핵심성능만 구현된 모

개발된 시스템의 핵심성능이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델이며, 사용자 적합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교육자가 목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실습해 본 결

경혈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매번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를 입력하고

과, 학생들이 모형에서 지정한 경혈이 정확하면 파란색 LED의 점멸,

컴파일하여 시스템에 탑재시켜야 한다. 또 광센서들 사이의 간격이

틀리면 붉은색 LED의 점멸을 통하여 경혈의 정확도 여부를 실시간

상당하여 어느 광센서에도 반응하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을

는 점은 향후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향후 한의학 교육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의학공부에서 기기를

현장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 모형

도입한 부분에 대하여, ‘한의학교육에도 정량화, 객관화된 평가 방

재질의 개선, 전신 모형의 도입, 시스템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컨트

식이 도입되는구나 싶어 긍정적이다’, ‘한의학공부에서 기계적 학습

롤러의 적용, 센서 위치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 검토, 교육생의 사용

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롭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정

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포함한 환류,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평가

확한 위치파악’과 ‘객관적 평가’라고 했으며, ‘경혈이 현실감있게 다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온다’ 혹은 ‘개인학습이 가능하다’ 등을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아직은 프로토타입 모델로서 모형의 재질이 사람의 피부와 차이가
있으며, 모형의 내부의 뼈나 근육을 촉지할 수 없어서 정확한 취혈

결

론

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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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핵심성능이 구현되는지 여부만을 확인

경혈 위치교육 평가지원시스템이 표준화된 혈위를 학습하고, 객

하기 위해 먼저 발목 이하의 경혈을 구현하는 것을 프로토타입의

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취혈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모델로써

개발 범위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발뿐만 아니라 인체의 전 경혈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의 구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서

현과 한의학 교육현장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의

학습과 평가를 통해 적용해보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개선, 센서 위치에 대한 전문가, 사용자를 통한 환류 등이 추가적으

안정적인 OSCE실습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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