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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최근 의학교육의 요성이 부각되

고 각 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학교육 련 연구

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연구 분야가 

과학  방법을 용하듯이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 

한 과학 인 근 방법을 용해야 할 것이다. 즉, 

연구문제를 만들어 내고,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의 연구결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의 선행연구가 

되는 등 연구들이 되어 련분야의 발 을 도

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학교육에서의 연구도 과

학 인 방법론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만 하지만, 순

수한 의미에서 의학  연구방법의 근과는 차이

이 있다.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는 과학  실험의 의

미보다는 실제 의학교육의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실과 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는 한편으로는 

객  정보를 확보하기 한 과학 인 근 방법

이 용되는 동시에 사실 인 것을 기록, 찰하여 

질 인 측면에서 상을 악하는 방법도 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학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결

과는 실제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속 이 공유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교

육의 발 에 궁극 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그 다면 순수 의학  연구방법의 근과는 

다른 의학교육에서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을까? 그리고 국내외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는 어떠

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고에서는 간단하

게 연구와 과학의 의미, 연구 차, 방법, 유형 등을 

살펴 본 후 구체 으로 이 분야에서의 연구 동향을 

한국, 미국, 유럽을 심으로 살펴 으로써 의학교

육의 최근 변화 동향을 악해 보고자 한다. 

본   론

  의학교육 연구의 동향을 비교하기 하여 우리나

라에서 발간되는 ‘한국의학교육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을 미국을 표하는 의학교육학

회지로서는 ‘Academic Medicine', 유럽을 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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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연도

합계 편수
2000 2001 2002 2003

한국의학교육 27 30 26 20 103 9

Academic Medicine 64 67 87 75 293 48

Medical Teacher 66 82 88 89 325 24

Table Ⅰ.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의 논문 편수 (2000~2003)

분류
연도

합계 (%)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5 0 1 0 6 (5.8%)

교육과정 10 9 7 1 27 (26.2%)

교육방법 7 5 4 7 23 (22.3%)

교육평가 5 16 14 12 47 (45.6%)

합계 27 30 26 20 103

Table Ⅱ. 분류에 따른 논문 편수 - 한국의학교육

학회지로서 국에서 발간되는 'Medical Teacher'를 

분석하 다. 분석 방법은 최근의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기 해 각 학회지에 게재된 2000년도부터 

2004년도 재까지 모든 논문의 원 들을 분류하

다. 분석 내용으로는 다음의 항목들을 심으로 살

펴보았다.

  1)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원 를 심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재까지의 최근 논문 게재 

편수를 살펴보았다.

  2) 각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원 를 심으로 

연도별 연구의 주제들을 구분하여 악하 다.

  3) 각 학회지에 게재된 원 들을 소분류로 보다 

세분화시켜 최근연구의 구체 인 주제들을 살펴보

았다.

가. 각 학회지의 최근 논문 게재 편수 (2000년～

2003년)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그리고 Medi-

cal Teacher에 게재된 연구 논문들의 편수는 Table

Ⅰ과 같다.

  한국의학교육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년

에 2권이 발간되었다가 (부록 제외) 2003년도부터 3

권이 발간되었다. 따라서 연평균 25.8편의 원  논

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1권당 평균 11.4편의 원

가 게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cademic Medicine

의 경우 월간 간행물로서 매년 12편의 정기호가 발

간되고 있다. 따라서 연평균 74.3편의 많은 원 가 

발표되고 있으며, 1권당 평균 6.1편의 원 가 게재

되고 있다. Medical Teacher의 경우에는 격월로 발

행되는 간행물로 연간 6편의 정기호가 발간되고 있

으며, 연평균 59.8편의 원 가 발표되고 있다. 1권당 

논문 게재 수는 평균 13.5편이다. 따라서 연평균 논

문편수는 Academic Medicine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이 Medical Teacher 그리고 한국의학교육이었다. 

학회지 1권당 게재되는 원 의 편수는 한국의학교

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Medical Teacher 그리

고 마지막으로 Academic Medicine이었다.

나. 연도별 연구의 주제 동향

1) 한국의학교육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게재된 103편의 원  

논문을 교육공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47편 (45.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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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도

합계 (%)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3 2 3 3 11 (3.8%)

교육과정 22 8 34 29 93 (31.9%)

교육방법 6 14 6 12 38 (13.1%)

교육평가 22 24 27 19 92 (31.6%)

교육행정 7 15 9 8 39 (13.4%)

기타 4 4 6 4 18 (6.2%)

합계 64 67 85 75 291

Table Ⅲ. 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Academic Medicine

분류
연도

합계 (%)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1 2 10 10 23 (7.1%)

교육과정 27 27 25 25 104 (32.0%)

교육방법 18 20 14 19 71 (21.8%)

교육평가 12 25 22 31 90 (27.7%)

교육행정 5 4 9 3 21 (6.5%)

기타 3 4 8 1 16 (4.9%)

합계 66 82 88 89 325

Table Ⅳ. 분류에 따른 논문 편수 - Medical Teacher

교육과정,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공학의 순으로 나타

났다 (Table Ⅱ).

  교육공학의 경우 2001년도 이후에는 발표되는 논

문이 거의 없었다. 반면, 교육평가의 경우 2001년도

부터 꾸 히 1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어 다

른 주제들에 비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의

학교육 연구자들이 평가에 한 주제에 심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Academic Medicine

  Academic Medicine의 경우 교육행정과 련된 주

제가 첨가되었고 5가지 주요 주제에 속하지 않는 기

타 주제들이 많아 이들은 기타로 분류하 다. 총 

291편의 논문  Academic Medicine의 경우는 교육

과정과 련된 논문들이 93편 (31.9%)으로 가장 많

았다. 근소한 차이로 평가에 한 연구가 92편

(31.6%)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주

제로는 교육행정 (13.4%), 교육방법 (13.1%) 그리고 

교육공학 (3.4%)이었다. 반 으로 교육과정과 교

유평가에 한 연구주제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Ⅲ).

3) Medical Teacher

  Medical Teacher는 총 325편의 논문  의학교육

과정과 련된 논문들이 104편 (32.0%)으로 가장 많

았다. 그 다음으로 의학교육평가가 90편 (27.7%), 교육

방법이 71편 (21.8%), 교육공학이 23편 (7.1%) 그리고 

교육행정인 21편 (6.5%)으로 나타났다 (Table Ⅳ).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

소하는 연구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공학 련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교육평가와 교육과정은 다른 학회지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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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

교육공학 6 (5.8%) 11 (3.8%) 23 (7.1%)

교육과정 27 (26.2%) 93 (31.9%) 104 (32.0%)

교육방법 23 (22.3%) 38 (13.1%) 71 (21.8%)

교육평가 47 (45.6%) 92 (31.6%) 90 (27.7%)

교육행정 0 39 (13.4%) 21 (6.5%)

기타 0 18 (6.2%) 16 (4.9%)

합계 103 (100%) 291 (100%) 325 (100%)

Table Ⅴ. 분류에 따른 세 학회지의 논문 게재 편수 비교 (2000~2003)

N (%)

분류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교육공학 18.5 0.0 3.8 0.0 4.7 3.0 3.5 4.0 1.5 2.4 11.4 11.2 64

교육방법 25.9 16.7 15.4 35.0 9.4 20.9 7.1 16.0 27.3 24.4 15.9 21.3 235.3

교육평가 18.5 83.3 53.8 60.0 34.4 35.8 31.8 25.3 18.2 30.5 25.0 34.8 421.4

교육행정 0.0 0.0 0.0 0.0 10.9 22.4 10.6 10.7 7.6 4.9 10.2 3.4 80.7

기  타 0.0 0.0 0.0 0.0 6.3 6.0 7.1 6.3 4.5 4.9 9.1 1.1 45.3

합  계 62.9 70 73 95 65.7 88.1 60.1 62.3 59.1 67.1 71.6 71.8 846.7

Table Ⅵ. 분류와 연 에 따른 세 학회지의 논문게제율

(%)

의학교육 연구에서 주요 심 역임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의 비교

  Table Ⅵ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국의학

교육, Academic Medicine 그리고 Medical Teacher 

학회지에 실린 원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학교육과 Academic 

Medicine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논문의 

주제는 평가방법과 교육과정이다. Medical Teacher

의 경우에도 평가 역이 27.7%를 차지하여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보다 교육과정 역이 

32.0%로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한국의학교

육에는 없으나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

her에는 행정분야에 한 연구논문들이 각각 13.4%

와 6.5%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Ⅴ).

  3가지의 학회지를 년도 별로 비교해보면 Table 

Ⅵ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의 경우 교

육공학이나 과정, 방법 분야들에 한 논문 비율은 

어들고 있는 반면 의학교육평가 부분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cademic 

Medicine의 경우 교육과정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며 

Medical Teacher의 경우 교육과정이 높은 비율을 차

지하면서 평가와 공학에 한 논문이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세 학회지의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평가와 

과정분야에 한 연구들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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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분류 논문편수 소분류 분류 논문편수

임상실습 과정,방법,평가 13 인턴쉽 방법,평가 3

통계처리/방법 평가 8 OSCE 평가 3

PBL 방법 8 교육환경 평가 3

공의 교육 과정,평가 7 교수(teaching)평가 평가 3

의학윤리 과정 5 교육과정 개선 과정 2

진로 평가 5 컴퓨터보조학습 공학 2

학업성취 평가 4 멀티미디어 공학,방법 2

인정평가 평가 4 본과교육 과정 2

E-learning 공학 3 통합교육 과정,방법 2

의 과 교육 과정 3 교수개발 평가 2

표 화 환자 방법 3 편입 평가 2

평가방법 평가 2

Table Ⅶ. 소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한국의학교육

소분류 분류 논문편수 소분류 분류 논문편수

공의 교육 공학,과정,방법,평가,행정 47 소수민족 과정,행정 4

임상실습 평가,과정,방법,행정 25 인문사회학 과정 4

본과 교육 과정,평가,방법,행정 12 진로 평가,방법,행정 3

일차의료 과정, 평가 10 자가평가 평가 3

PBL 방법,평가 9 의사소통 방법,평가 3

교수개발 과정,평가,행정 9 의료 리 과정 3

교수방법 평가,방법,행정 8 기 행정 3

평가방법 평가 8 의학윤리 과정,방법 3

OSCE 평가 6 면허 평가,행정 2

표 화 환자 평가,방법 6 임상지도교수 행정 2

컴퓨터보조학습 공학 6 사이버교육 공학 2

문성 교육 과정,방법,평가 6 학습자 태도 방법,과정 2

외래교육 과정,방법,평가 6 기 운 행정 2

교육과정개선 행정,과정,평가 5 직업만족도 평가 2

입학/선발 행정,평가 5 학습자평가 평가 2

교수/학습평가 평가 5 정책 행정 2

지역 심의료 과정,방법,행정 4 연구방법 방법,평가 2

EBM 방법 4 리더십 행정 2

수행평가 평가 4

Table Ⅷ. 소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Academic Medicine

음을 알 수 있다. 다. 학회지 별 연구 소주제

1) 한국의학교육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국의학교육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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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분류 논문편수 소분류 분류 논문편수

임상실습 과정,평가,방법 32 의학윤리 과정,평가 3

PBL 과정,방법,평가 17 장학 평가,행정 3

EBM 과정,방법,평가 15 웹기반 학습 공학 3

본과교육 과정,평가,행정 14 포트폴리오 평가 3

교수개발 과정,평가,행정 13 기 과정 3

교수·학습방법 과정,방법,행정 12 통합교육 과정,평가 3

교육과정 개선 과정,평가 9 인문사회교육 과정 3

의사소통 과정,방법,평가 8 일차의료 과정 2

컴퓨터보조학습 공학 8 원격교육 공학,과정 2

OSCE 평가 8 기자재/실습실 공학 2

공의 교육 과정,평가,공학 7 E-learning 공학 2

문성 교육
과정,공학,

방법,평가
7 학생선발 평가,행정 2

지역 심의료 과정,방법,평가 6 표 화 환자 방법 2

평생교육 과정,방법 6 형성평가 평가 2

외래교육 과정,평가 5 수행평가 평가 2

학습자 태도 과정,평가 5 환자-의사 계 과정 2

시뮬 이션 과정,방법 4 인터넷 방법 2

교육환경 과정,행정 4 동료평가 평가 2

시간 리 방법,행정 2

Table Ⅸ. 소분류에 따른 논문편수 - Medical Teacher

지에 실린 논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매우 다양한 소분류 주제들이 발견되었다. 2편 이상 

연구된 논문들을 심으로 살펴보면 Table Ⅶ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는데, 임상교육과 련된 주제가 과

정, 방법, 평가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가장 많이 연구

되는 주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통계방법과 

련된 연구, 문제바탕학습 (PBL), 공의 교육과정

과 평가에 한 연구, 의학윤리 교육과정과 학생들 

진로교육에 한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한 편씩 

연구된 주제들로는 복합학 과정, 일차진료, 사활

동, 사회의학, 문 학원, 학업성취, 교수개발, 시험

문항평가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었다 (Table Ⅶ). 

2) Academic Medicine 

  Academic Medicine에 실린 논문들  기타로 분

류된 논문들을 제외한 논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2

편 이상 연구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Ⅸ과 

같다. 가장 많은 연구의 주제로 선정된 것은 공의 

교육으로 게재된 논문 편수가 압도 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임상실습, 본과 교육, 일차의료, 문제바

탕학습 (PBL), 교수개발, 교수방법, 평가방법 등의 

순이었다. 아래 표에는 언 되지 않았으나 1편씩 연

구된 기타 연구 주제로는 교육비용, 면담기술, 체

의학, 복수 공, 통합교육, 학장, 선택교육, 질 리, 

정보교육, 자가학습, 의사-환자 계, 인터넷공학, 

의 과 교육, 외국인학생평가, 성차별, 외래교수 등

이 있었다 (Table Ⅷ).

3) Medical Teacher

  Medical Teacher에 실린 논문들  기타로 분류된 

논문들을 제외한 논문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2편 이

상 연구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Ⅹ와 같

다. Medical Teacher에도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발

견되었는데, 가장 인기가 높은 연구주제는 임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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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한국의학교육 편수(%) Academic Medicine 편수(%) Medical Teacher 편수(%)

1 임상실습 13(12.6) 공의 교육 47(16.2) 임상실습 32(9.8)

2 통계처리/방법 8(7.8) 임상실습 25(8.6) PBL 17(5.2)

3 PBL 8(7.8) 본과 교육 12(4.1) EBM 15(4.6)

4 공의 교육 7(6.8) 일차의료 10(3.4) 본과교육 14(4.3)

5
의학윤리

진로
5(4.9)

PBL

교수개발
9(3.1) 교수개발 13(4.0)

Tabel Ⅹ.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의 상  5  연구주제

에 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PBL, EBM, 본과교육

과정, 교수개발,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개선, 의사

소통, 컴퓨터보조학습 (CAI), OSCE, 공의교육, 임

상기술, 지역 심교육, 평생교육, 외래교육, 학생태

도 등에 한 연구들이 순차 으로 많이 연구되었

다. 아래에 표기되지는 않았으나 의학교육공학 분야

에서 기타로 연구된 주제들은 가상교육, 소 트웨

어, 등이 있었고, 과정분야에서는 ICU, concept 

mapping, multi-professional, 디지털교육과정, 미래

교육, 사례 심교육, 성교육, 성인교육, 외국학생교

육, 학생활동 등이 있었다. 방법 분야에서는 환자참

여, 상담교수, 외국어교육, 자가학습방법 등의 주제

들이 있었고 평가와 련된 연구에서는 학생평가제, 

학생건강, 가정의학, 선택형 시험평가, 진단능력, 채

방법, 표 화사례평가, 학습자 심 평가 등의 주

제들이 다루어졌다. 행정 분야에서는 교수책무, 교

육의 질, 학장, 그리고 학생학 와 같은 주제들을 다

룬 연구들이 있었다 (Table Ⅸ).

  한국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그리고 Med-

ical Teacher에 게재된 논문들  상  5 안에 들어

가는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에 한 연

구가 1  는 2 의 순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X). 공의 교육에 한 내용도 Medical Tea-

cher에서는 11 으나 한국의학교육과 Academic 

Medicine에서는 각각 4 (6.8%)와 1 (16.2%)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과 교육에 한 연구는 한국의

학교육을 제외하고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her에서 각각 3 (4.1%)와 4 (4.3%)를 차지하

는 등 많은 연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BL의 

경우 세 학회지에서 2, 3, 5 를 차지하여 모두 5  

안에 드는 인기 있는 연구 주제로 나타났다.

결   론

  지 까지 의학교육 연구방법으로 양 연구, 질

연구를 언 하 고, 연구방법의 유형으로는 실험연

구, 상 연구, 찰연구를 소개하 다. 그리고 최근 

4년간의 의학교육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해 한국

의학교육, Academic Medicine, Medical Teacher를 

비교하 다. 그 결과 한국의학교육에서는 교육평가

에 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른 두 

학회지의 경우 특별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분류 

주제들은 없었다. 한 한국의학교육 학회지에는 쉽

게 찾아볼 수 없는 교육행정 분야의 연구주제들이 

꾸 히 실리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평가, 방법, 과

정 이외에 이를 체 으로 지원해주는 행정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 명 (2000)

이 1997년에서 1999년까지 한국의학교육과 Acade-

mic Medicine의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한 연

구에서 지 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교육행 분

야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은 다

시 한번 지 되어야 할 부분이다. 1997년에서 1999

년까지 Academic Medicine의 경우 임상실습에 한 

연구가 1.7% 던 반면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연구에서는 체 연구의 8.6%를 차지하여 보다 많

은 연구가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6.2% (1997~1999)에서 12.6%(2000 

~200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재는 가장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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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her의 논문들  

상  5 에 기록된 주제들을 보면 우리나라 학회

지의 상  순 에는 없는 주제들이 있다. 본과 교육

에 한 연구와 교수개발 그리고 EBM이다. 이미 새

로운 의과 학 교육과정이 많이 개발되고 용된 

미국과 유럽의 의과 학에서 아직도 본과 교육과정

에 한 연구를 꾸 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은 새로

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용을 두려워하는 우리나라

의 실에 많은 시사 을 주고 있다. 한 학생들의 

학업 수월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교수

자에 한 지속 인 개발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는 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교수개발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

만 보다 요한 연구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BM의 경우 근거 심의학의 요성을 알고 있으면

서도 이에 한 연구를 의학교육학자들이 많이 수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다.

  Academic Medicine과 Medical Teacher에서 은 

편수로 기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수행되

지 못하는 흥미로운 연구주제들도 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주제를 차후 연구로 는 보다 심

층화된 연구로 다루는 것도 좋으나 새로운 역으

로 심을 넓  가는 창의 인 시도 한 연구자가 

지녀야 할 자세일 것이다. 를 들어, concept map-

ping, 교육비용, 체의학, 통합교육, 성차별, 의학

문성, 의사-환자 계에 한 주제들에 해 우리나

라의 상황은 어떠한 지 연구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새로운 연구주제를 다루기 해서는 기존의 

연구주제들을 다 분석 (meta analysis)하는 이차연

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분석은 의학교육에서 

그 사례가 매우 으며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

구자료들을 체계 으로 재검토하고 비평할 수 있는 

종설과 같은 이차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질

연구와 같이 다 분석이 어려운 연구들의 경우 체

계 인 이차 연구들 통해서 다 분석의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종설의 경우 우선 재 심도가 높

은 연구주제를 선정한다. 그 다음 련 연구자료들

을 면 하게 검토하고 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학

교육자에게 심을  수 있는 주요 논쟁거리나 문

제들을 추출한다. 선별된 3~5가지의 주요 문제와 

련된 연구자료들을 모두 찾아 분류하고 연구문제별

로 분류된 연구자료들은 보다 자세히 분석되어 연

구문제에 한 해답을 찾는다 (Amin et al, 2000). 

체계 인 이차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고 

정리하며 새로운 개념과 이론 그리고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제안해  수 있다. 이차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최신의 연구보고서나 논문에 항상 심

을 두고 동료교수들과 선·후배 교수들과 새로운 정

보공유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도 새로운 연

구주제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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