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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학교실 집담회 「의료윤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 - 3/29(수) 오후 5시, 암병원 B2 중강의실

의학교육세미나 「학생연구 교육과정」 - 4/14(금) 오후 2시, 암병원 B2 중강의실(수원 원격 강의)

왜 학생연구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연구역량 및 과학적 접근태도의 함양 외에도, 학생들은 연구과정을 직접 수행해봄으로써 연구에의 흥미를 발견하고 의과학자로서의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다. 연구 수행 후 발간되는 논문은 학생에게 의학연구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개발하고, 팀 연구 활동인 경우 의사소통능력 및 협동능력의 함양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0세기말 의과학자(Physician-Scientist)의 수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많은 미국 의과대학에서 학생연구 프로그램

(Scholarly Concentration)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의학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의사의 필수 역량이 됨에 따라, 오늘날 의학교육에서 의대생들의 연구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현재 세계의 많은 의과대학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생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연구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외국 대학의 학생연구 프로그램 소개

Duk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프로그램 목적: 심화학습 및 연구통한 의사리더 양성

운영형태
-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필수과정

- 3학년에 10-12개월 동안 연구만 집중적으로 수행

(1학년: 기초&임상의학 통합교육과정, 2&4학년: 임상실습 교육과정)

운영방식
- 학생들은 17개의 Study Program 중에서 자신의 관심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의 멘토 교수와 연결되어 연구를 수행한다.

- 의학통계, 연구윤리와 같이 모든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핵심과목

외에, 각 study program에는 관련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연구에

필요한 기본 내용을 배울 수 있다.

- 학생들은 study program과정 중, 가을학기, 봄학기에 두 번의

연구 성과를 평가 받으며 (Pass/Fail),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논문

한 편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목적: 심화학습 및 연구

운영형태

-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필수과정

- 전체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4년 동안 종으로 진행

운영방식
- 학생들은 8가지 기반분야(Foundation Areas)에서 한 가지를

필수로 선택하여 연구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반분야 외에

적용분야(Application Areas) 중에서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필수는 아니다.

- 각 분야의 프로그램은 총괄교수의 감독 하에 수십 명의 멘토

교수들이 학생과 매칭되어 운영되며, 멘토 교수들은 인문사회과학,

행동과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들은 각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개별 멘토

교수의 지도하에 관심분야의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매년

연구진행보고서를 제출하며, 졸업 전까지 각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한다.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 학생연구를위한시간확보

꽉 찬 일정으로 진행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연구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우나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시간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Duke 의과대학과 같이 기초의학과정과 임상의학과정을

통합하여 학생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2. 학생들의흥미와관심유발방안마련

학생들이 연구과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단순히 졸업을 위한 과정으로만 여긴다면 연구 프로그램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멘토교수교육및지원방안마련

학생연구과정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는 멘토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멘토로 참여하는 교수들의 자세와 멘토링에 대한 훈련이 필요

하며, 동시에 강의 및 진료부담 등에 대한 배려와 연구비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연구 교육과정의 국내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

Foundation Areas Application Areas

• Bioengineering

• Biomedical Ethics and Medical 

Humanities

• Clinical Research

• Community Health

• Health Services and Policy 

Research

• Informatics & Data-Driven 

Medicine

• Medical Education

• Molecular Basis of Medicine

• Cancer Biology

• Cardiovascular Pulmonary

• Global Health

• Immunology

• Neuroscience, Behavior, and 

Cognition

• Prevention Research

• Women's Health & Sex 

Differences

Study Programs

• Anesthesiology, Surgery, and 

Environmental Physiology

• Behavioral Neurosciences

• Biomedical Engineering & 

Surgery

• Cardiovascular Study 

Program

• Clinical Research 

• Epidemiology and Public 

Health 

• Human Genetics and 

Genomics

• Information Science and 

Science Library

• Medical Humanities 

• Microbiology, Infectious 

Disease and Immunology 

• Molecular Medicine

• Neurosciences 

• Ophthalmology and Visual 

Sciences 

• Pathology 

• Primary Care Leadership 

Track 

• Radiology, Radiation 

Oncology, and Medical 

Physics

• Global Health 

참고자료 •김석용. 미국 의학교육기관의 학생연구 프로그램. 의학교육논단 2015; 17(2): 60-68.
• Stanford Medical School Scholarly Concentrations: http://med.stanford.edu/md/student-research/scholarly-concentrations.html
• Duke Medical School Third Year Program: https://medschool.duke.edu/education/degree-programs-and-admissions/third-year-program

┃2017학년도 3월, 4월, 5월, 6월 행사 안내┃

1학기 MEGR  「문화에 초점을 둔 인문학적 유전학」 - 4/17(월) 오후 5시, 암병원 B1 대강당

의학교육학술대회 「미래 의학교육과 인공지능」 - 6/1(목)~6/3(토), 대전컨벤션센터

http://med.stanford.edu/md/student-research/scholarly-concentrations.html
https://medschool.duke.edu/education/degree-programs-and-admissions/third-year-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