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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students’ perceptions in medical science research to encourage their active participation.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to 60 third-year students in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2012. Results of 
the survey show many students had a positive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medical scienc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the research not only for 
educational purpose but also for the training as physician-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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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과학자(Physician-Scientist)는 의학교육을 받은 
자 또는 의학사(M.D.; Doctor of Medicine)로서 
기초의학연구와 질병 또는 환자중심의 중계연구 및 

임상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3].
의과학자는 환자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문점과 

아이디어를 과학적인 가설로 만들어 실제적인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험연구결과를 
진료실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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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의학적 발견 및 진보에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인력이다. 또한 생명과학 현상을 환자의 증상과 
연계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질병 
실험동물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인력 
이다[4]. 뿐만 아니라 포스트게놈 시대에서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유전체학, 약리유전학적 정보들을 
임상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적합한 임상 실험 모델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과학자는 의학 
교육에서도 핵심적 자원으로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환자진료 현장에서 엄격한 과학적 근거를 적용할 수 
있는 임상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1].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과학자의 숫자는 
환자 진료만을 담당하는 임상의사의 숫자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5]. 미국, 영국,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서는 의과학자양성을 위하여 MD-PhD 
과정을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2, 6-8]. 

우리나라는 그간 의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정적 지원도 
없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MD-PhD 복합학위 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재정 및 MD-PhD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미래의 의과학자로 양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6,9 ,10] .  기초의학의 활성화 및 
의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선호도는 의학과 학생의 졸업 
후 진로 선호도와 차이가 없고 기초의학자 배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11].

이러한 상황에서 의과학자 양성 유도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연구 관심도 증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의대 재학생들을 실제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연구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외국 
및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부과정에서 
가진 연구경험은 지식 습득을 위한 방법을 익히게 
하고, 또한 연구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다[12,13].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연구 참여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문헌을 
검색하고 평가하는 능력, 문제를 구체화하고 비판적 
으로 사고하는 능력, 조사나 설문지를 설계하는 능력, 
통계 분석 및 논문 작성 능력, 발표 능력 등이 향상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결과의 경우 가천의과학대학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학 생 들 을  대 상 으 로  시 행 하 고  있 는  논 문  작 성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의 설계 능력의 향상, 
논문 작성과 발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이 연구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지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2012학년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2학기 과정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학생들에게 
설 문 조 사 의  목 적 에  대 해  설 명 한  뒤 ,  설 문 을 
실시하였으며 60명(응답률: 77%)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응답자 중 불성실 응답자는 없었다.

2. 자료 분석

설문지는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3가지 세부항목,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교육에 있어서 연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5문항, 2) 연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5문항, 3)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5문항, 그 외 학부 기간 동안의 연구 참여 의지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관련 3문항.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Likert scale(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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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수집된 객관식 문항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Table 5의 개별 문항을 제외한 
설문 문항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주성분분석법 및 
탐색적 요인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주성분분석의 스크리 도표와 행렬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인 최대우도 요인분석도표(Maximum 
l ikel ihood factor analysis)를 바탕으로 3개로 
결정하였으며 각 요인의 부하값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회전된 성분행렬 
값과  각 요인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Table 1과 같다.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 중 
학생들의 연구 참여의지(설문지 중 18번 문항)에 따른 
교육, 연구, 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는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오픈소스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R(http://
www.r-project.org)을 사용하였다.

성 적

1.  대학 교육에 있어서 연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대학의 연구 기능과 교수의 연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한 설문 
조사(Tab le 2)에서 대학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평균점수 4.48) 이상적인 
교 수 는  훌 륭 한  교 육 자 ( 평 균 점 수  4 . 3 8 ) 라 고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Variables Factor 1:
Communication*

Factor 2:
Perception of research

Factor 3:
Perception of education

Q1 0.47

Q2 0.98

Q3 0.66

Q4 0.11

Q5                     0.3

Q6 0.49

Q7 0.64

Q8 0.58

Q9 0.73

Q10 0.81

Q11 0.45

Q12 0.42

Q13 0.81

Q14 0.89

Q15 0.74

Cronbach’s α 0.81 0.811 0.683

*Communication: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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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였다.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연구기능은 
중요하며(평균점수 4.25), 교수의 전공분야 연구 
활동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평균점수 
4.03)으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수는 
훌륭한 연구자인가라는 문항에 대하여는 평균점수 
3.65로 긍정적이지만 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학부기간 동안의 학생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학부기간 동안의 연구경험이 향후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Table 3)에서 학부기간의 

연 구 경 험 은  전 공 분 야 의  지 식 을  증 가 시 켜  줄 
것이며(평균점수 3.92) ,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켜 준다고 응답하였다(평균점수 3.85). 또한, 
향후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평균점수 3.75), 취업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평균점수 3.4),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평균점수 3.55) 
응답하여 학부기간의 연구가 현재 및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학생-교수 간 소통에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소통 정도에 

Table 2.  Perception of education 

Table 3.  Preception of research 

Item Mean SD*

Q1. The university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a high quality education 4.48 0.54

Q2.  The research activities of the professors in their specialized field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4.03 0.82

Q3.  The research activities of universities are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overall activities 
 of students 4.25 0.75

Q4. The ideal professor is an expert in the field of the education 4.38 0.67

Q5. The ideal professor is an expert in the field of the research 3.65 0.97

Item Mean SD*

Q6. The research experi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will help in  selecting a specialized field 3.75 0.82

Q7.  The research experi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will help to acquire the knowledge and 
 skills for employment 3.40 0.85

Q8.  The research experi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will help to increase the social value in 
 the future 3.55 0.81

Q9.  The research experi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will help to increase the confidence in 
 academic activities 3.85 0.82

Q10.  The research experi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will help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the specialty in the future 3.92 0.83

*SD: standard d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47계명의대 의학과 1학년 학생들의 의과학 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시행한 설문 결과(Table 4)에서 
교수와의 면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평균점수 3.00), 
강 의 시 간  이 외 에 도  교 수 와 의  면 담  기 회 가 
존재한다(평균점수 3.18)는 문항에 대하여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과 교수들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다(평균점수 2.73)는 
문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연구하기를 
희망한다면 자문을 구할 교수가 있다(평균점수 
3.03)와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수의 연구실에 접근할 
수 있다(평균점수 3.12)에 대하여서도 보통의 답변을 
보였다.

4. 학생 연구의 환경 및 관심도에 대한 조사

학생들의 연구 환경에 대한 인식과 연구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한 설문 결과(Table 
5)에서 학생신분으로서 연구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평균점수 3.98) 연구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은 미흡한 것으로(평균점수 2.88) 
대답하였다. 그러나 기회가 제공된다면 연구를 할 

의지가 있다는 문항(평균점수 3.48)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전체 설문 대상자 60명 중 
10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5.  연구 참여의지를 가진 학생과 연구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의 교육, 연구, 

 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 조사

연구 참여의지를 가진 학생과 연구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군 간의 교육, 연구, 소통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Table 5의 18번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군(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32명)과 부정적인 답변을 한 군(아니다 및 
전혀 아니다. 10명)을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군 간의 Mann-Whitney test 상에서  Table 3 과 4의 
Q6,  7 ,  13번 문항에 대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학부기간의 연구경험이 전공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문항과 취업과 관련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문항 
및 연구를 희망할 때 자문을 구할 교수가 있다는 

Table 4.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fessor and student 

Table 5.  Research interests and research environment

Item Mean SD*

Q11. Consultation with professor is possible at any time depending on my need 3.00 0.86

Q12. I know about the research field of professors in our school 2.73 1.02

Q13. There are professors to consult when I wish to do research 3.03 0.96

Q14. I can have access to the professor's office at any time 3.12 0.98

Q15. There is an opportunity for regular interaction among student and professor 3.18 0.97

Item Mean SD*

Q16. Research and study at the same time is difficult for a student 3.98 0.89

Q17. There is a facility and system that will be provided whenever I want to do research 2.88 0.83

Q18. I would like to do the research along with professor if I have an opportunity 3.48 1.07

*SD: standard d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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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고 찰

현재 국가적으로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의료분야연구에서 SCI 급 논문 수준은 
세계 3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적 위상이며, R&D 
성과에서도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15]. 
이 러 한  상 황 에 서  의 료 분 야 연 구 에  핵 심 인 력 인 
의과학자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의료체계 하에서 대학병원은 연구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학 스스로 체계화된 
의과학자 양성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재정 확보 문제 및 
의과학자 양성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과학자 양성 제도가 수립되더라 도 
의과학자의 배출에는 긴 수련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 내 외  연 구  결 과 에  따 르 면  의 대 학 생 들 의 
학부기간 동안의 연구 참여경험은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 기술, 비판적 사고능력, 통계 처리와 
논 문  작 성  및  발 표  능 력 의  향 상 을  가 져 오 며 , 
진로선택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지식과 연구 
관련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진로 결정에서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11]. 또한,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16] 학생연구를 통한 자기 효능감의 
향상은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을 학부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연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증대, 의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미래의 의과학자 즉, 기초의과학자 및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임상의과학자를 양성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대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계명의대 
학생들은 대학의 연구 활동과 교수의 전공분야 연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교수의 전공분야 
연구는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부기간 동안의 연구 경험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며, 취업과 관련한 기술 습득 및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연구경험이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수들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교수의 정보나 면담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의대생들에게 교수들의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연구 멘토링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멘토링은 

Table 6.  Significant difference in two groups*

Item No.
Mean(±SD†)

p-valuePositive answer group
(n=32)

Negative answer group
(n=10)

Q6 4.03(±0.82) 3.2(±0.63) 0.00473

Q7 3.59(±0.8) 2.9(±0.88) 0.03351

Q13 3.31(±0.82) 2.6(±0.97) 0.04611

*Groups: grouped by answer to question number 18.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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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교수의 직업적 만족감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참여의지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두 군으로 나눠서 비교한 결과에서 참여의지를 
가진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연구 경험이 
전공 선택 및 취업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하고 있었으며 
연구에 참여 의지를 가진 학생들은 연구를 희망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교수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연구 참여의지를 갖지 않은 학생들 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 학생-교수간의 소통이 학생의 연구 참여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생-교수간의 
소통강화가 학생들의 연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결과 학생들은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경험습득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의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가천의과학대학교[14]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의 학생연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 생 연 구 를  참 여 하 게  하 는  것 은  교 수  일 인 당 
지도해야할 학생 수의 비율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도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생연구의 교육과정화는 
일차 진료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의학교육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소모임 도입과 활성화가 연구 
참여 기회 제공의 한 가지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본과 1학년 학생 6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다면 학생들의 인식을 
평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본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문항에 총 답변자 60명 중 10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여 연구 참여의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비교적 여유로운 의예과에서 연구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7-12주의 연구경험만으로도 앞서 언급된 연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13], 의예과 시절의 방과 후와 방학기간 동안에 
연구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학업 부담이 많은 의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높은 
연구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의과대학의 교육성과 
성취와 더불어 미래 의과학자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대학차원에서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학생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 약

이  연 구 에 서 는  일 개  의 과 대 학 ( 계 명 대 학 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대학 교육에 
있어서 연구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부학생연구에 대하여 현재학업과 
미래직업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교수 간 소통에 대하여서는 보통 또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학부 학생 연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의과대학의 학생연구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현실적으로 미래 의과학자 
양 성 을  위 한  국 가 적  제 도  마 련 에 는  어 려 움 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의 
연구관심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Zemlo TR, Garrison HH, Partridge NC, Ley TJ. The 
physician-scientist: career issues and challenges at the 
year 2000. FASEB J 2000;14:221-30.

2.  Kaushansky K. Physician-scientists: preparation, 
opportunities, and national need. Exp Biol Med 



50 계명의대학술지 제32권 1호 2013

(Maywood) 2003;228:1258-60.
3.  Schafer AI. The vanishing physician-scientist? Transl 

Res 2010;155:1-2.
4.  Neul JL. Interested in a career as a clinician-scientist? 

Dis Model Mech 2010;3:125-30.
5.  Ley TJ, Rosenberg LE. The physician-scientist career 

pipeline in 2005: build it, and they will come. JAMA 
2005;294:1343-51.

6.  노연희, 조성일, 김상윤, 이경영. 미국 의과대학 MD-Ph. 
D .  과 정 의  우 리 나 라  의 학 교 육 에 의  시 사 점 . 
한국의학교육 2005;17:205-16.

7.  Noble S. UK tries to increase physician scientist 
numbers. Nat Med 2000;6:1303.

8.  Oliveira RV, Campos PC, Mourao PA. An MD-PhD 
program in Brazil: students' concepts of science and of 
common sense. Braz J Med Biol Res 2011;44:1105-11.

9.  Lim IK. Establishing MD-PhD Programs in th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08;51:500-3.

10.  임인경. 의사과학자 육성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11.  Lee JH, Kim GI, Park KH, Yune S-J.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medical specialty choices between 
medical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9;21:393-402.

12.  Dyrbye LN, Thomas MR, Natt N, Rohren CH. 
Prolonged delays for research training in medical 
school are associated with poorer subsequent clinical 
knowledge. J Gen Intern Med 2007;22:1101-6.

13.  Houlden RL, Raja JB, Collier CP, Clark AF, Waugh 
JM. Medical students' perceptions of an undergraduate 
research elective. Med Teach 2004;26:659-61.

14.  Park KH, Kim TH, Chung WJ. Implementation of the 
Medical Research Curriculum in Graduate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11;23:103-10.

15.  김용정, 오동훈. 기술분야별 SCI 논문 질적 위상 분석 
및 시사점.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16.   Ryue SH, Lee HB. Korean medical students'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Korean J Med 
Educ 2012;24: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