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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Research of Medical Students Trends Analysis
Aehwa Lee
Education Support Center,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This study explored medical students’ major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s by analyzing 184 academic
articles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tudents from 2007 to 2017. Results showed many
papers dealing with medical students' emotional and cognitive aspects, student counseling,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curriculum management. According to the medical education accreditation board, research
trends were found mostly in the student and curriculum areas of learner characteristics, medical humanities,
student counseling,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curriculum management. Common research topic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evaluation accreditation standard in 2012. Medical
students predominantly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tud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research topics such as CQI, digital- and performance-based clinical practice, and convergent
curriculum with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being studied. In addition,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learners’ unique, dynamic,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hrough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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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학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자 코칭, 멘토링
활동 등의 학생상담 및 지원활동을 강조하고 있다[11,12].

의학교육은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최근 의학교육 동향을 주도하는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을 강조하는 학생역량과

그 중 하나가 학습자중심교육이며, 이는 국내・외 의학교육을 포함

학습성과를 강조하고 있다[1]. 이에 의과대학들은 대학의 교육철학

한 대학교육의 핵심 동향이기도 하다[13,14]. 학습자중심교육은 일

과 이념, 목표 등을 반영한 학습성과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

통해 학습자, 교수자 및 대학운영 전반의 환류를 강조하고 있다

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교육이며[15], 학습자의 참여와 활

[2-4]. 또한 의학교육은 의학지식 및 기술의 폭발적 증가와 실제

동 강조, 학습자의 자율성 및 책임 강화,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과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기초의학, 임

존중,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성찰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16,17].

상체험학습, 학생인턴제, 인문사회과학의 통합교육 등 의학교육과

이러한 학습자중심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과대학

정과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5-8].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에서의 학습자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수자가 방대한 의학지식과 술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및 학습평가체제를 구축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의법을 넘어서 학습자 중심의 체험과 실습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의과대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의 언어능력, 컴퓨터활

강조하는 문제기반학습, 팀기반학습, 플립러닝 등 다양한 교수학습

용능력, 학습성과에 대한 사전지식과 학습능력, 학습동기, 학습양식,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9].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시행된

자아개념, 내・외적 동기, 귀인양식, 통제소재, 인지 및 초인지 전략

임상수행능력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실기시험이

등을 파악하여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습평가, 학생상담

도입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이 요청되고 있고

및 행정지원의 효과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 의과대학생의 비판적 사고기술, 논리력, 정보수집 및 분석력

[18,19]. 의과대학생에 대한 학습자 특성 분석을 시도한 국내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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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예를 들면, 우선,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의과대학생들에 비해

변화에 따른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학교육

심층적 학습접근, 학습 모니터링, 학습조직화, 비판적 사고성향과

평가인증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Yune 등[20]의 연구가 있다.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한 국내 의예과,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실시하고 있다[27].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별 특성을 살펴보면[27],

인지・학습적 측면, 정서・적응적 측면, 사회・도덕적 측면에서 분

제1주기 평가인증(2000-2004년)은 의학교육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석한 Ryue와 Lee [21]의 연구도 있다. 아울러 의학교육에서 고려해

의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평가영역에 따라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야 할 신세대 학생의 특징, 즉 디지털세대와 밀레니엄세대의 특징을

갖추는 것에 있었다. 제2주기 평가인증(2007-2011년)은 의료인문

분석한 Kim [22]의 연구가 있다.

교육 강화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통합교육을 강조하였고 post-2

연구동향 분석은 주제 및 개념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기 평가인증(2012-2018년)은 성과바탕교육을 도입하고 지속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의 특징적인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발전

인 질 관리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성과바탕교육의

적인 연구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선행

의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의료인문학과 의사소통을 포함한 전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

직업성 등의 연구주제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났다[26]. 앞으

구, 개발연구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23].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선행

로 2019년부터 적용되는 ASK2019 평가인증(Accreditation Stan-

연구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의과대학생 관련 연구동향 분석은 이루

dards of KIMEE 2019)은 의학교육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과

어지지 않았으나 의학교육 관련 연구동향은 3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학교육의

(Table 1). 구체적으로 Kim [24]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주체인 의과대학생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세계적인

외 의학교육학회지(한국의학교육 103편, Academic Medicine 293

수준의 의학교육을 받으며 지속적인 의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

편, Medical Teacher 325편)에 대한 전공별(교육공학, 교육과정,

는데 필요한 향후 연구과제와 방향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등)과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분석하

로 판단된다.

였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초반의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것임으로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의학교육 동향은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최근까지 연구동향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Lee 등[25]은

분석기준으로 의과대학생과 관련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어떻게

한국의학교육학회지에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논문 386

접근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편을 교육과정별(의예과, 본과, 전문대학원 등) 연구주제와 연구방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의과대학생 관련

법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도 최근 의학교육의 주요 동향을 반영하지

국내 논문들에서 나타난 의과대학생 관련 연구주제를 의학교육 평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Yoo와 Shin [26]은 1991년부터

인증기준을 참조하여 분석하고, 이와 함께 의예과와 의과대학(의학

2015년까지 한국의학교육에 게재된 학회논문에 대해 연구주제에

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 학생 특성 관련 연구주제는 어떠한지

대한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를 살펴보며, 아울러 이들 의과대학생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에 대해

논문 간 네트워크 관계를 심층 분석하였지만, 최근 수행된 연구주제

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학습자중심교육,

영역별 현황이나 연구방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다.

교육성과 및 질 관리를 강조하는 의학교육을 보다 발전하는데 필요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요구와 의료 및 교육환경의

한 후속연구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Table 1. Research trends in previous research
Research source
Kim [24]

Lee et al. [25]

Analysis standards and contents
Year

Accreditation period
1st accreditation period

2000-2003

Publi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

Research topic

Academic areas, keyword classifications

Year

1989-2010

Publi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Research topic

Academic areas, keyword classifications

1st, 2nd accreditation period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
Yoo and Shin [26] Year

92

1991-2015

1st, 2nd, post-2nd accreditation period

Publi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Research topic

Keyword classifications based on period (1999-2005, 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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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편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9편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6년

연구대상 및 방법

11편으로 감소하였지만 2017년에는 24편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연
구재단의 등재후보 및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물로 그 특성을 의예

였다. 분석대상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과와 의과대학(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Sharing Service)에서 제목, 주제어, 전체(내용 전반) 키워드 검색을

Table 3에 따르면 의예과 50편과 의과대학 103편이었으며, 연구대

통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총 18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

상을 제시하지 않은 논문도 31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과대학생,’ ‘의예과,’ ‘의

의과대학생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국내 주요 학술지는 한국의학

대+학생,’ ‘의학과+학생’으로 검색한 결과 218편이 검색되었다. 둘

교육(75편, 40.8%)과 의학교육논단(59편, 32.1%)에서 연구가 가장

째, 1차로 검색한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연구물은 제거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의료커뮤니케이션(4편, 2.2%), 예술인

여 208편으로 정리되었다. 셋째, 의과대학생과 관련된 연구물인지

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3편, 1.6%), 한국의료법학학회지(3

검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수, 강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편, 1.6%), 대한의사협회지, 생명윤리 등에서 각 1편씩의 연구가

전공의, 간호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본

이루어지고 있었다(Table 4).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도출된 총 184편의 논문을 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동향 분석기준은 Table 1에서 제시된 관련 선행

으로 최종 선정하였고(부록 1), 의과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2007년

연구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우선, 연구주제는 Table 5와 같이 의학

Table 2. Transition in number of articles
Year

No. of articles

2nd accreditation period
2008
2009
2010
15
15
12

2007
15

2011
11

2012
19

2013
17

Post-2nd accreditation period
2014
2015
2016
21
24
11

Total
2017
24

184

Table 3. Number of articles according to medical courses
Target group
No. of articles

Pre-medical course
50

Medical course & postgraduate medical course
103

No target
31

Total
184

Table 4. Number of articles according to journals
Journal list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Law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etc.

No. of articles
75
59
4
3
3
2
1

Table 5. Transition in research topic
Topic
Learner characteristics
Student counselling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management
Teaching & learning methods

2007
18
4
0
2
0

2nd accreditation period
2008
2009
2010
10
15
15
4
0
0
1
2
0
1
2
1
1
0
1

2011
11
2
2
1
1

2012
11
13
0
1
3

Post-2nd accreditation period
2013
2014
2015
2016
4
23
20
12
1
2
0
1
6
4
6
0
1
1
3
0
0
3
1
4

2017
10
0
1
8
3

Total
149
27
22
21
17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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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Topic
Learning evaluation
Student selection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exam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Medical ethics
Medical research
Performance-based education
Medical regulations
Volunteering
Basic medicine
Total

2007
1
1
1
1
2
1
0
0
0
0
0
31

2nd accreditation period
2008
2009
2010
1
1
2
0
1
1
1
3
1
1
2
1
0
0
0
2
1
0
0
1
0
0
0
0
0
0
1
1
0
0
1
0
0
24
28
23

2011
0
0
4
0
0
0
1
0
0
0
0
22

2012
2
2
0
3
1
0
2
0
0
0
0
38

Post-2nd accreditation period
2013
2014
2015
2016
5
2
1
0
3
2
0
1
0
2
2
0
0
0
2
2
0
0
2
3
1
0
0
2
0
0
3
0
5
1
0
1
0
0
0
0
1
0
1
0
0
0
0
1
27
40
41
27

2017
2
5
1
1
2
2
1
0
2
0
0
38

Total
17
16
15
13
10
9
8
7
3
3
2
339

Table 6. Research trends in medical education accreditation
2nd accreditation
period
1. University
administration
system

2. Educational
objectives and
curriculum

Post-2nd
ASK 2019a)
accreditation period
1. Mission and educational
1. University
performance
administration
system
8. University
administration system
and administration
2. Curriculum
2. Basic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Criteria

Keywords

Number

1.1 Mission and educational Performance-based education, student
performance
competence, learning performance
Not found
Not found

-

2.1 Educational methods

21

2.2 Educational methods
2.2 Basic medicine
2.3 Medical humanities

PBL, cyber lecture, e-learning, small group
presentation, argumental enhancement training
PBL, cyber lecture, e-learning, small group
presentation, argumental enhancement training
Basic medicine
Humanities education, medical ethics, medical law,
medical service activities,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leadership education
Pre-clinical training, student internship, patient
safety training, CPX, OSCE
Class evaluation, class feedback, self-reflection,
portfolio, criteria-reference evaluation

2.5 Clinical practice,
practice exam
3. Student assessment
3.1 Evaluation methods &
feedback
7. Educational evaluation
3. Student
3. Student
4. Student
4.1 Admission policy and Interpersonal interview, entrance examination,
selection
absenteeism
4.2 Learner characteristics Cognitive: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style,
academic achievement, self-efficacy
Emotional: personality type, anxiety, stress,
burnout, quality of sleep
Social: morality, collective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udent culture, social support
4.3 Student counseling and Tutoring, mentoring, learning coaching, major
support
selection, occupation, career guidance
4. Professor
4. Professor
5. Professor
Not analyzed
Not found
5. Facilities
5. Facilities
6. Educational resources 6.1 Medical research
Research trends, research ethics, student research
6. Graduate medical 6. Graduate medical 7. Educational evaluation 7.1 Performance ability of Medical profession education, choosing a major,
education
education
students and graduates
career path, career guidance
Not found
Not found
9. Continuous improvement Not found
Not found

17
2
28

37
17
16
46
81
21
19
8
18
-

PBL, problem-based learning;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a)
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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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가인증기준(제2주기, post-2주기, ASK2019)을 참고로 하여

2.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별 연구주제 동향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학습자중심교육, 교육성과 및 질 관리를

본 연구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분석기준으로 의과대학생 관련

강조하는 의학교육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간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Table 6). 의과대학

표준화,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의학교육이 국제적 수준의

생 논문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대영역별로는 학생영역과 교육과정영

의학교육으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의과대학생 연구의 어떻게 연구

역에 해당되는 논문이 많았고,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소영역별 현황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주제의 분석은

을 보면, 학습자 특성(4.2) 148편, 임상의학과 술기(2.5) 37편, 의료

하나의 논문에 제시된 2개 이상의 주요 키워드를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문학(2.3) 28편, 교육과정(2.1) 21편, 학생상담과 지원(4.3) 19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논문 수가 많은 학생영역 관련 논문현황

연구 주제어들은 의학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범주별로 유목화

을 보면, 성격유형, 불안, 스트레스, 소진 등 관련된 정서적 수준

를 시도하였다. 그 예로 4.2 학습자 특성 기준은 국내 의과대학생의

관련 논문이 81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동기, 학습양

학습자 특성을 인지, 정서, 사회적 특성으로 고찰한 논문[21]을 토대

식, 학업성취도 등 인지적 수준 논문이 46편 등으로 나타났다.

로 분류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분석하였다(Table 6). 다음으로
연구방법은 개발연구, 문헌연구, 실험연구, 조사연구, 질적 연구,

3.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혼합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의예과와 의과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설문지 활용을 통한 조사연구가 117편으로

대학(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생 포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헌연구 39편, 질적 연구 10편, 교육
과정 개발 등 개발연구가 8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방법

결 과

연도별 추이를 보면,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수행
되고 있으며, 질적 연구는 2007년과 2009년에 각 1편이었던 것이
2014년부터 매년 평균 2편 이상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구주제
의과대학생 관련 논문에서 의과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Table 7).

측면의 학습자 특성을 다룬 논문이 149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생상담(27편), 임상실습교육(22편), 교육

4. 연구대상별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동향

과정관리(21편), 교육방법(17편), 학습평가(17편), 학생선발관리

연구대상별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관리, 의료인문

(16편), 임상술기시험(15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학교육, 교육만족도, 교육방법 등은 의예과 학생에 대한 논문이,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 약 17편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학습자 특성, 임상실습교육, 의료윤리, 임상술기시험, 성과바탕교육

나타났으며, 평균 2007년 31편이었던 것이 2011편까지 감소되었다

등과 관련한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의학과 학생 연구에

가 2012년부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연구주제별 추이를

서 주로 나타났다(Table 8). 한편, 연구대상별 연구방법현황을 보면,

보면, 학습자 특성, 교육과정관리, 교육방법, 학습평가 등은 매년

조사연구가 의예과와 의과대학에 가장 많았고, 의예과 학생 연구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고, 학생상담은 2012년 이후, 임상실습교육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연구 6편, 교수학습방법 등

2013년 이후, 학생선발관리는 2012년 이후, 성과바탕교육은 2013

효과분석을 위한 실험연구 4편 등이 수행되었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년 이후, 교육만족도는 2015년 이후 논문 수가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생을 포함한 의과대학생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Table 9).

보였다(Table 5).

Table 7. Transition in research methods trends
Method
Development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Survey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ixed research
Total

2007
0
1
0
12
1
1
15

2nd accreditation period
2008
2009
2010
0
0
0
2
4
2
1
0
0
12
10
8
0
1
0
0
0
2
15
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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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
2
0
9
0
0
11

2012
0
6
0
13
0
0
19

Post-2nd accreditation period
2013
2014
2015
2016
1
0
2
0
9
2
6
0
1
0
0
1
6
18
13
9
0
1
3
1
0
0
0
0
17
21
24
11

2017
5
5
1
7
3
3
24

Total
8
39
4
117
10
6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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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earch topic trends according to research targets
Categories
Learner characteristics
Student counselling
Clinical practice
Curriculum management
Teaching & learning methods
Learning evaluation
Student selection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exam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Medical ethics
Medical research
Performance-based education
Medical regulations
Volunteering
Basic medicine
Total

Pre-medical course
29
9
1
11
10
6
7
0
6
7
0
2
1
0
2
1
92

Medical course & postgraduate medical course
120
15
13
5
7
6
8
15
2
3
7
3
3
1
1
1
210

No target
0
3
8
5
0
5
1
0
5
0
2
3
3
2
0
0
37

Total
149
27
22
21
17
17
16
15
13
10
9
8
7
3
3
2
339

Table 9. Research methods according to research targets
Categories
Pre-medical course
Medical course & postgraduate medical course
No target
Total

Development
research
6
2
0
8

Literature
research
5
5
29
39

고 찰

Experimental
research
4
0
0
4

Survey
research
29
87
1
117

Qualitative
research
4
5
1
10

Mixed
research
2
4
0
6

Total
50
103
31
184

지나 교수와의 상호작용 관련 연구는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출판된 의과대학생 관련

둘째, 의과대학에서는 학습자중심교육, 통합교육, 성과바탕교육

논문 184편을 분석하여 의과대학생 관련 주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의 학습성과를 무엇으

등 연구동향을 탐색하였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

로 보며, 어떠한 도구로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후 의과대학생 관련 연구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및 타당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첫째, 의과대학생 관련 연구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스트레스 척도[30]와 의사소통능력 척도 개발[31] 연구가 있으나,

학습자 특성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지적

학습자중심수업 인식과 참여, 학습성과로서의 핵심역량이나 학업성

측면에서는 주로 학업성취도,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등이 많

취도, 교육만족도 등 의과대학생을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28], 학습전략과 학습양식[29] 등 학습활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생 관련 학습성과에 대한

동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것들은 의과대학생들의 자

모니터링 및 질 관리방법이나 전략 등을 포함한 학습평가에 대한

기주도적 학습전략이나 교수학습방법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주요

연구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의 특성을

변수라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학업역량과의 관계를

고려한 학습자중심교육의 규명,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탐색하는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적

개발 및 타당화 연구와 그에 대한 효과검증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측면에서는 성격유형, 스트레스, 학업소진, 우울, 완벽주의, 불안,

야 할 것이다.

흡연이나 음주 등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수가 많았지만, 감성지능,

셋째, 의학교육의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행복, 자아탄력성 등 긍정정서 관련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변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임상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에 대한 정서지능,

실습 및 술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생이 디지털

행복, 회복탄력성 등 긍정정서 관련 연구가 요청된다. 사회적 측면에

의료사회에서 필요한 컴퓨터활용능력, 디지털리터러시, 스마트리터

서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관련된 논문은 많았지만, 사회적 지

러시, 데이터관리 및 분석능력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거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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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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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생에 관한 국내연구동향 분석 • 이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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ࢂڍ୪ࡧ
րઽ୍, ۀيଭ۩઼?ي
ଭր۩ଭડীրਕࠤୡੲڇԮଭւծ: ॷฎୡଭୣตր
ଭր۩݅ଭࡣԹڄਐւআୡ֜
ڌฃઽঃฆ࣑ଲ݅ଭ‘ฅୀ-ଭॷւծ’ছଭୀ׆নఝࢠ౿ۀઽේ
ڍஹԳฃ֗ଖଲଭրଭࢂ୪ࢭլࢠ౿ۀઽේ
ଭր۩ট֗ଖր୨ଭઽୣఙܑඌԧ
ԧണࠥ۩֗ଭր۩ଭુր֗ଖր୨Թࢳࢫඇনॷߢ
ছ۩֗ଭր۩ଭુր֗ଖր୨Թࢳրඇনॷߢ
ઽْ۩֗ଭր۩ଭુր֗ଖր୨Թࢳրඇনॷߢ
ଭુր֗ଖଭલॷୡࢳୢր֗ଖր୨ඇনࢺේճఝ
୪۩֗ଭր۩ଭુր֗ଖր୨Թࢳրඇনॷߢ
ୢْ۩֗ଭր۩ଭુր֗ଖր୨Թࢳրඇন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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ହঃਓணଭր۩ଭొ׆ଭւߛ૬ܑ֜ॷ: '࣭׆ଭ֗ଖনր: րୡ
Թڄրࠤணਕ'
ணܛใ׆ஹบ֞ւߛ֗ଖրଭր۩ଭԹਓవܑ
ଭր۩ଭ֗ฆܑࢠ౿ۀ૬আ
ଭր۩ଲਐۀஅଠડଭ૬Սআ
ଭր۩ࢂ୪ࢱ׆ছൃഉෘࢫுۚตۇԮଲડন౫ୀܑࢠ౿ۀ
ઽේ
ଵԹଭր۩ଭ࣠சଭକ෴ࠛݗડীրন౫ࡧඝේনଭఙ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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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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ฎࡣ(֫,)

ࢂڍ୪ࡧ
ହঃਓٛਓฃࠜଵߢ֜: լணਕଞߦ
ଵࢱ۩րଭր۩ଭਆൈߑਆॾଭܑण֗
ଭր۩ଭડୡୀ׆ตۇԮրડীଭւծ
ଭր۩݅ଭ֜ଗࠤ۩ਐրࡧඝۜনܑंজ
֝ଭր۩݅ଭଭ֗ଖฅլ۩ਐ
ଭր۩ࢂ֗ଖ: ฅրധॷଲছ
ଭր۩ଭ୨ছۇ, ୀੰߚন, ۩ళตۇԮրડਆൈߑਆԩଭւծ
ࠤޭيଵऀଭր۩ଭ࣌ੰૼକࣦࠔրւߛ૬
ଭր۩4ڂଭହঃ߹ਏ(Clinical Practice Examination) ۚճॷনୡુ౸૬
ंজ
ଭր۩ଡ߹ෘր࣭׆ହঃ২׆ಅԹࢳ
ଭր۩ଭվԮߚۇրฅୀ-ଭॷւծ۩ઽේ
ଭુր֗ଖր୨ඌԧஜՋԹࢳ֜
ଭր۩ছඑൈඔࠤૈฆ۩݅ଭ෭ୠා૬আ
ଭր۩݅ଭஹঃ: କࣦଘ, ւߛ૬ࢫׄ୨ਕࠤଭୣตր
ଭր۩րԩ۩ଭડন౫ઽේଡࢠ౿ۀणୡ૬݅ଭఙଲ:
ন౫ࡧඝේনրୀ׆ୣߚۇଡணਕଞߦ
ଭր۩ଭী۩ܑॷߢंজ
ଭր۩·ଭୢࢂ۩ଭડীઑঃրւߛ࣡݅րଭւծ
ഋఞଭլ۩ாୡ֜
ଭր۩ଲُࢠ, ઘݵ՚ஜण්Փԧ?
ଵச׆নକ෴ଲଭր۩ଭࢂ୪ଣசࢠ౿ۀઽේ
ଭր۩݅ଭԮथܑւߛ૬
ଭր۩݅ଭীֻࠄࢳඝ۩߹ܛඌԧଭଭଭ
ଭր۩݅ଭୀੰঃଭॷীധߚۇրଭւծ
CPX ܑࠛݗଭր۩݅ଭฅୀணਕୡܑ࣡ฃ
ۗୡন୦ޭݗটࢳܤଭુրଠઘݵ՚ۗࠛԧ?
ଭր۩֗ଲਐনր۩֗ଖஜրܑۜஜଭఙଲ
ଭր۩ਆൈߑਆఴܑଭԹࢳրۥฃ
ଭր۩݅ଭվԮඝ෮ߚۇଠઘݪԧ?
ଭր۩ଠઘݪડ݁ࢽଡࢲճਙઘۀԧ?
ଭր۩ଭߦܑඹߦֻԹࢳଡ૬֜ंজ
ଋࢱ׆րճ౦ਓܑਏ࢘ߑଲছଭր۩݅ଭ൚લ්ෘրହঃෘߚۇण֗
ଭր۩, ଭୢࢂ۩ଭડীրট-ౖୡฃ-࣪ঃୢ߃
ଭր۩ଭԹୡনրটୢվंઉࠛݗડԧ౿ਐଭఙଲ
ହঃෘඌԧଭฅୀଭॷւծ۩ଭր۩ଭୀԧඌԧඝஜฃฅୀଭඌԧण֗
নրணਕ֗ଖր୨Թࢳॷߢ
নրணਕ֗ଖছඌԧ
୪۩֗ଭր۩ଭনրࢭ֗ଖր୨ԹࢳਓߢࢫէրীԹ
ଭր۩ହঃਓଭ࣡ฃ: ഋ୪ܑଭԧۇন۩ୢ࠷
নրணਕ֗ଖ౸ছࠤޭيଭր۩ඌԧଭ෮ਓրր୪
ଭր۩ହঃਓছଭඌԧࢺ࣑: րՋ, ෮୍ࢫ୪ચ
ଭ֗ଖඌԧଭԺւন۩୕
ଭુր݅ଭনୀୡন۩ୢ෴ਐఙଲंজ

ଭ֗ଖ(ۚڍ17,3)
୨఼ଭ(23,1)
֝ଭ֗ଖ(27,1)
֝ଭ֗ଖ(27,2)
֝ଭ֗ଖ(27,2)
֝ଭ֗ଖ(27,3)
֝ଭ֗ଖ(27,3)
֝ଭ֗ଖ(27,4)
֝ଭ֗ଖ(27,4)
֝ଭ֗ଖ(27,4)
֝ଭ֗ଖ(27,4)
֝ଭ֗ଖ(27,4)
ࢠ֗ଖ֜(28,1)
ࣦ(12)
ଭ֗ଖ(ۚڍ16,1)
ଭ֗ଖ(ۚڍ16,2)
ଭ֗ଖ(ۚڍ16,2)
ଭ֗ଖ(ۚڍ16,2)
ଭ֗ଖ(ۚڍ16,3)
ணܒ୨ଭ(18,2)
֝ଭ֗ଖ(26,1)
֝ଭ֗ଖ(26,1)
֝ଭ֗ଖ(26,1)
֝ଭ֗ଖ(26,2)
֝ଭ֗ଖ(26,2)
֝ଭ֗ଖ(26,2)
֝ଭ֗ଖ(26,3)
֝ଭ֗ଖ(26,3)
֝ଭ֗ଖ(26,3)
֝ଭ֗ଖ(26,3)
֝ଭ֗ଖ(26,4)
֝ଭ֗ଖ(26,4)
֝ଭ֗ଖ(26,4)
ુ২ࢂॷฎଜࡌൖࢠઘࢂڍ(4,2)
ଭ֗ଖ(ۚڍ15,1)
ଭ֗ଖ(ۚڍ15,1)
ଭ֗ଖ(ۚڍ15,1)
ଭ֗ଖ(ۚڍ15,2)
ଭ֗ଖ(ۚڍ15,3)
ଭ֗ଖ(ۚڍ15,3)
ଭ֗ଖ(ۚڍ15,3)

෮ச(2013)
ෛુޭ(2013)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1)
ଭր۩ଭਓ්֫ࠤฅୀଭԹ࣪
֝ଭ߹࣑ฎ(21,2)
ࠤ՚ۀઘࡖݪഠࠫଲෂ૬ԧ? ଭր۩ଡࡖഠࠫඹߦֻଭ֜ܛේ ֝ଭ֗ଖ(25,1)

ࢽيச(2013)
֫ต(2013)

ճఝ
ଭր۩ଭ׆ܛේঃଡଭ߹ࣲॷฆܛඹߦֻਏෘլ
ଭր۩ଭଗࠤଭਐՑॷܑ֜Թࢳ

֝ଭ֗ଖ(25,3)
֝ଭ֗ଖ(25,3)

(Continu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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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ntinued
ச֜ୀࡣ
(ౢൡܑ)
ࢮଵฅ(2013)
পผ(2013)
ঃ෮(2013)
ෛુޭ(2013)
จઽ(2013)
ේ(2012)
ࢽଠ(2012)
త(2012)
ੲ(׆2012)
ઽ(2012)
ࢮ୍෮(2012)
వլ็(2012)
ଠլ(2012)
ଲ෮(2012)
వլ็(2012)
ଲׁ(2012)
ࢽيச(2012)
ࠑ็(2012)
ଭߡ(2012)
ࢮச෮(2012)
ࢱ୍କ(2012)
ࢮଵฅ(2012)
ෛુޭ(2012)
వլ็(2012)
ଲ୍ট(2011)
Գࡣ็(2011)
ଲఢ(2011)
ହଠण(2011)
ହଠ୨(2011)
ુޭ(2011)
ୢլ(2011)
็(2011)
จઽ(2011)
వլ็(2011)
వլ็(2011)
ْ֧୨(2010)
ڋࠦ(2010)
ੲছ(2010)
ੰޭ(2010)
ઑଠࢼ(2010)
กହ(2010)
եઽ(׆2010)
ଲઽ็(2010)
ୋটઽ(2010)
෮(2010)
֜ࢢন(2010)

ࢂڍ୪ࡧ
ଭુր݅ଭલॷฎணਕଵఙଭ߹ਓవլ
ଵԹ۩ଭր۩ଭୢ෴ડনրۀઘݪԧ?
ୀ׆ীԹছ֗వছଭଵԹଭր۩ଦਏୀনंজ
ଭր۩݅ଭনգକ෴ր۩ւծ૭֜ন
ଵԹ۩ଭુր֗ଖր୨Թটւճఝ
׆ாࢫনգনଲଭր۩ଭւਕୢվটࢠ౿ۀઽේ
࣪Ս۩րଭր۩ԩଭԹՍԳ(ߧ׆PHR) ਐण֗
ੰச۩֗ଭր۩ฅୀ/ଭॷ/ॷฎր୨ଡധଭୢࢂડন֗ଖլ
প۩֗ଭր۩ଭୢࢂડন֗ଖլଭࢱনୡճఝ
ଭր۩ীֻࠄܑඹߦֻઽଭॷߢ֜: SNU ࡖഠࠫ, ઘൃഉࠫ, ಸಈ,
ଭ֜ࡖഠࠫඹߦֻଡணਕଞߦ
ଭր۩/ଭୢࢂ۩݅ଭ۩ڄ
ଭր۩րଭୢࢂ۩݅ଭߦୡଦনࠛݗડւ, ߦট, ୢվࢠէ୨૬
ण֗
ଭ֗ଖছճߙැઉ්প۩ଭ
ଵԹଭր۩ઘൃഉࠫඹߦֻীԹࢫตրंজ
ଭր۩ଲ߇֗ە,ฅլଭෂ૬নंজ
ଭր۩ଭ୨ՍԳրਆൈߑਆ۩ళࢺਐ
Սઑ۩֗ଭր۩ଡ׆ܛକࢳ֗ଖր୨Թࢳրਏෘլ
֝ٛଭր, ଭୢࢂ۩, ଭુր݅ଭ・୨ছ・ॷฎୡনճఝ
ଭր۩, ଭୢࢂ۩݅ଭକׂิۀށլ୨ܑւߛ૬
ଭր۩ছւࠤਏਆഗրಢඳഉࢱ׆ඌԧਏਆഗଭ֜ౠࢫઽլ
ଭુրࢂ֗ଖছ"౿କֿۀੜ"׆ଭୡુ
ୢୀࡦܾଡଲැ֜ౠଭ߹ಝۍಧଲડ۩ଭր۩݅ଭਐܑࢫܑ
ଭր۩ଭડๅࢠକ෴րߦܑඹߦֻছଭฆ
ଭր۩ଭন౫ࡧඝේনր࣠சଭԧડୡୀ׆ตۇԮրડন౫ࢠ౿ۀઽේ
ଭր۩ୢࢂઽઘր୨Թࢳଡ૬֜ंজ
ଭր۩ࢂ୪ணਕছൃഉଭୢࢂंઉ֗լଲէրࢠ౿ۀઽේ
ଭր۩ஹԧࠛݗߛ֗ଖ࣡ฃଭෂ૬ন
ଭր۩ଭෘ࣫րଭ֗ଖଭր୪
ଭր۩ࢫଭୢࢂ۩ହঃਓડඌԧ෮จंজ
ଭր݅ଭۍઘֻনգକ෴, ਆൈߑਆࢳۜஜंজ
ଵԹଭր۩ছహହঃਓ׆ਏ(Clinical Skill Examination)۩լंজ
ଭր۩݅ଭ୨ՍԳࢫଲ݅ଭୀԮକୢ߃ଲ୨ՍԳࢠ౿ۀઽේ
ଭր݅ছହঃਓ׆ւߛܤଭਐෂਏٛ
ଭր۩ଭୀ׆ୣଲߦୡଦࢠ౿ۀઽේ
ଭր۩ଭડୡਓ൪ٛনրડୡୀ׆ตۇԮࠛݗন౫ࡧඝේনଭఙଲ
ଭր۩ଭଭॷীധߚۇఴܑԹࢳࢫۥฃ
ଭր۩ছଭ୦
ଭુր݅ଭઑਐրઑਐଭւծ
ଲܛୢฃॷਏਆഗ(Mobile Phone Survey System)ଡฆਓਏԩડඌԧ۩
ଭր۩݅ଭਐ
ଭր۩ଭيଭਐ-ࠤଭਐր۩ւծࢂ୪ଭւߛন
ଭր۩ࢫଭୢࢂ۩ଭୢ߃րડন౫ܑւծ
ଵԹଭր۩ছ࣠சଭনේଲડন౫ܑࢠ౿ۀઽේ
ଭր۩ଭହঃෘߚۇ۩ඝஜฃฅୀଭছ২෴ඌԧٛंজ
ଭր۩ࢂ୪ணਕছনఝକ෴ࢫࢂ୪ணਕլஜࠛݗনఝଭஜंজ
ଵऀଭր۩݅ଭॷ࠷ۚছୁনଭ୨คনඌԧ: ॷ࠷ۚছୁন࣑֗ଖକ෴ࠛݗ
ण֗
ଭր۩ࢂॷฎଭ֗րࡧധ֗ଖր୨ण֗

ฎࡣ(֫,)
֝ଭ֗ଖ(25,3)
֝ଭ֗ଖ(25,3)
֝ଭ֗ଖ(25,3)
֝ଭ֗ଖ(25,4)
֝ଭ֗ଖ(25,4)
ࢄ୨ଭ(19)
ഌଜ࣫֜(10,10)
ଭ֗ଖ(ۚڍ14,1)
ଭ֗ଖ(ۚڍ14,1)
ଭ֗ଖ(ۚڍ14,2)
ଭ֗ଖ(ۚڍ14,2)
ଭ֗ଖ(ۚڍ14,2)
ଭ֗ଖ(ۚڍ14,2)
ଭ֗ଖ(ۚڍ14,2)
֗ଖ୨࣪ࢠઘ֜(18,1)
֝ଭ֗ଖ(24,1)
֝ଭ֗ଖ(24,2)
֝ଭ֗ଖ(24,2)
֝ଭ֗ଖ(24,3)
֝ଭ֗ଖ(24,3)
֝ଭ֗ଖ(24,3)
֝ଭ֗ଖ(24,3)
֝ଭ֗ଖ(24,4)
֗ଖ֜(50,4)
ࢂր֜(29)
ଭ֗ଖ(ۚڍ13,2)
ଭ֗ଖ(ۚڍ13,2)
ଭ֗ଖ(ۚڍ13,2)
֝ଭ֗ଖ(23,2)
֝ଭ֗ଖ(23,3)
֝ଭ֗ଖ(23,3)
֝ଭ֗ଖ(23,4)
֝ଭ֗ଖ(23,4)
ડ֗ଖ֜(30,4)
֗ଖ֜(49,3)
ఢଭߚ֗ଖ֜(10,1)
ଭ֗ଖ(ۚڍ12,2)
֝ଭ֗ଖ(22,1)
֝ଭ֗ଖ(22,1)
֝ଭ֗ଖ(22,2)
֝ଭ֗ଖ(22,3)
֝ଭ֗ଖ(22,3)
֝ଭ֗ଖ(22,4)
֗ଖվ֜(26,1)
ౌړଭ·લ࣪Ս(35,1)
ധ֗ଖր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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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Continued
ச֜ୀࡣ
(ౢൡܑ)
వլ็(2010)
ଲনࢢ(2009)
ࠑ็(2009)
กনผ(2009)
ࠑজฅ(2009)
ଗী୨(2009)
ก็(2009)
୨׆ผ(2009)
ઑ็(2009)
୨ଠլ(2009)
ଲࣦ֝(2009)
ࢮஂ(2009)
ࢮֱฃ(2009)
ঃ෮(2009)
ࢮଵฅ(2009)
ࢮଳ(2009)
(2008)
ࠑ็(2008)
ૈࢢ(2008)
త(2008)
ૈࢢ(2008)
ী็(2008)
ෛુޭ(2008)
ࢮଵฅ(2008)
త(2008)
ੲ୨็(2008)
ୢ෮(2008)
ෛુޭ(2008)
ଲઽ็(2008)
ࢮ୨෮(2008)
֫ࢠ(2008)
ࡃֈ(2007)
ੲܑ็(2007)
ଠլ(2007)
ࢢԳ(2007)
ࢮ(2007)
ࢮଵ(2007)
ճլ(2007)
ଲఢ(2007)
Գઽ(2007)
ଗী୨(2007)
త(2007)
ୢ(2007)
ୢ(2007)
ঃ෮(2007)
กହ(2007)

102

ฎࡣ(֫,)

ࢂڍ୪ࡧ
ଭր۩ছଭ֗ଖණഠ, ୀ׆சܑ, ֻࠤճఢଭୡॷճ۩ճఝ: ۩କॷୢվ
݅րଭण֗ࠜࢱ׆ଞߦ
ଭր۩ଭߦীਐฆւ
࣭׆ଭ֗ଖր୨Թটࢺੲ- পଭ۩ֈ֗ଖր୨ଡணਕଞߦ
ଭր۩ଗࠤ&ন֗ଖଡࠬߑݐഠߨଭฆ
ଭր۩ଭրॾଭா
ଭր۩݅ଭୀੰঃࢫॾଭୀপվԮրଭւծ
ଭր۩ଭଭॷীധ׆২֗ଖլේ
ଵԹଭր۩࣭ր4ڂਏրଭॷ֝ԧਏրଭւծ
߹ਓୢผߛࢺ࣑ր׆ԩࠛݗଭրଭଭॷীധߚۇଭේঃ
ଭր۩րଭୢࢂ۩݅ଭઑਐण֗
ଭր۩ࢫଭୢࢂ۩ଭվԮߚۇր୪, ࠤֻڂճনգଭւন
ଭր۩ଭକׂࢳુ౸૬ंজ: ଵԹଭր۩ୀ߹ࠜணਕଞߦ
ଵԹଭր۩݅ଭହঃෘඌԧ(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ઽේଡࢠ౿ۀ
࣡݅ԩଭւծ
֝ଭଭր۩ࢫଭୢࢂ۩ছଭହঃਓ֗ଖր୨ઽրւࠤ
ଭր۩֗ଖր୨ছଭଭ߹ಝۍಧଲ֗րࡧ֜ন
ଭր۩ଭଭ߹ಝۍಧଲ֗ଖր୨ଭࢂ୪
ଭુրଡ۩ঃଞߦਏෘࣲॷଭ֗ଖୡตր
֝ٛଭր۩ଭ֗ଖր୨ंࢫॷొ׆জ
ଭր۩ଭࡖഠࠫඹߦֻෂ૬૬֜ࢫ็࠷ߦଭւন
ଭր۩ଭୀ׆சܑনේ֜: Aଭ۩ॷߢ
ଵԹଭր۩ଭ࠱׆ฅୀ౿߹է୨۩ܑ
ଭր۩݅ଭন౫ࡧඝনේনրୀ׆ตۇԮଲડ۩ๅࢠડন౫ܑࢠ౿ۀ
ઽේ
ଭր۩݅ଭଭୢࢂડন۩ୀ׆ඌԧ
ହঃ২׆ෘߚۇ۩ଭր۩݅ଭୀԧඌԧԺւ֜ฃ߹ਏ(OSCE) էրଭ
ण֗
ડඌԧ۩֗ਐण֗-ଵԹଭր۩ॷߢࠤޭيଭր۩, ଭୢࢂ۩ଭࢂॷฎଭ֗րࡧઽ෮จࢫٛंজ
ଭր۩݅ଭন౫ࡧඝේনଲැऀଭ୨ଭୡܑࢠ౿ۀઽේ
ଭր۩ଭଭୢࢂડনஜ۩ր֗ଭਐఙଲ
ଭુրଭনգনրଭॷীധࢫߚۇડܑଭւծ
ଭր۩ऀଡ۩ঃଞߦࢫլැऀԧঃԳଭ(cyber lecture)ଭୡ
ࢫตրंজ
Defining issues test (DIT)ࠜଲଭր۩݅ଭܑڂ۴ൡۚߚଭࢳۜ୨ܑ:
୪ଭ۩ଡ۩ঃଞߦ
ࠤޭيଭր۩ছଭࢂॷฎଭ֗ଖ: ր୪ୢ࠷
ଭր۩݅ଭડ׆ܛ, ડਆൈߑਆࢫડনୡ۩Ԩԩଭւծ
ଭր۩ଭনգକ෴۩ࠛݗւծࢂ୪ন
ଭր۩րଭୢࢂ۩݅ଭߦটܑࢫ׆ܛ۴ൡۚߚण֗
ଭ߹ฅլր୪࣡ฃࠛݗଲฃଭ۩֗ଖࡧඝԹ୨ր୨
ౢճ݊֗କ෴ࠛݗଭր۩ଭ֗րࡧડন౫ܑ
ਆൈߑਆ۩ళࢺਐଲଭր۩݅ଭசւୡੲڇԮࢠ౿ۀઽේ
୪ச۩֗ଭր۩݅ଭணஹਆൈߑਆକࣦࠔրւߛ૬
ऀॺଭ۩ଭOSCE ਏෘլ۩݅ଭଭե
ଭր۩րଭୢࢂ۩ԩଭনේఙଲ
ଭր۩ડඌԧଭছ২෴ଦۢंজଭડඌԧٛআ
ଭր۩ऀୡଦୀ݅۩ଲැࢂ୪୪׆
টրࡧ'ଭ߹ন(Women in Medicine)'۩ࢱଦंজ
ଭր۩݅ଭߦটրߦܑ
ଭր۩ଭনգକ෴րୢվࢫ۩ฆܑ

http://www.kmer.or.kr

ॷճԹࢳ(6,1)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
ଭ֗ଖ(ۚڍ11,2)
ଭ֗ଖ(ۚڍ11,2)
ࢄ౿߹୨ଭ(15,1)
ীڂ֜(16,7)
֝ଭ֗ଖ(21,1)
֝ଭ֗ଖ(21,1)
֝ଭ֗ଖ(21,1)
֝ଭ֗ଖ(21,2)
֝ଭ֗ଖ(21,2)
֝ଭ֗ଖ(21,2)
֝ଭ֗ଖ(21,3)
֝ଭ֗ଖ(21,4)
ଭ߹ಝۍಧଲ(4,1)
ଭ߹ಝۍಧଲ(4,1)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9)
ଭ֗ଖ(ۚڍ10,1)
ଭ֗ଖ(ۚڍ10,2)
ଭ֗ଖ(ۚڍ10,2)
֝ਆਆ.ฃଭ߹ฎ(11,3)
֝ଭ֗ଖ(20,1)
֝ଭ֗ଖ(20,1)
֝ଭ֗ଖ(20,1)
֝ଭ֗ଖ(20,2)
֝ଭ֗ଖ(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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