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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구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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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구를 하는가?  

My answer is …  
 

1. 그냥 좋아서, 재미 있어서, 신나서 

2. 도움이 되니까 (경력 & 경제): 학회 발표, 홍보, 인센티브  

3. 필요하니까 (자격 요건): 전공의 점수, 학회 가입, 교수 발령/승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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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재미 있다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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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구가 재미 없는가?  

• 어려워 해서 (연구 & 논문의 rule에 익숙하지 않아서, 영어 울렁증) 

    제대로 공부하기 (눈 밝은 스승과 책)  
 

• 억지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주제, 교수님의 갈굼과 압박)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 정하기  
 

• 적성이 안 맞아서 (어차피 개원가에 나갈건데 뭐하러?)  

    꼭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하기 (삽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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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나게 연구 하려면?  

• 연구와 논문의 기본 과정과 형식을 미리 공부한다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전에 도움 되는 내용으로) 
 

• 본인이 궁금한 주제를 찾아본다  

   (실제 진료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주제) 
 

•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다 

    (간단명료한 주제, 적당한 대상 수, 너무 많지 않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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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나게 연구 하려면?  

• 욕심 내지 않기  

• 출발은 작은 케이스/생각에서 

• 작지만 유용하고 기발한 주제 찾기(small is beautiful) 

• Original study만 고집할 필요 없다. Case series, letter도 잘 활용하기.  

• 꼭 새로울 필요 없다. 틈새시장 공략!  

‘에이~ 그거랑 비슷한 연구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평생 연구 못 함  

‘예전 연구에서 더 발전시키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 사용 중인 검사/치료 잘 활용하기  

‘이 검사는 이럴 때 더 좋습니다/이럴 때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항암제로 나온 약을 눈에 주사하면 어떨까?(Avastin)’ 

• 눈을 낮춰라: 인용지수 낮은 학술지면 뭐 어때? 평소 안타 꾸준히 치던 사

람이 기회가 왔을 때 홈런, 처음부터 홈런 칠 생각만 하면 계속 삼진아웃 

케이스 3개짜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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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떠올리기 



Hwang YH, MD 

연구 주제 떠올리기 

• 직접 진료 중에 떠오르는 생각  
 

• 다른 사람의 논문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  
 

• 대가들의 이야기에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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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직접 진료 중에 떠오르는 생각 

• 연구 = 화두참선  

• 끊임 없이 깨어 있기 & 질문하기   

• ‘왜 누구는 00한데, 다른 누구는 00한가’ (affecting/risk factors) 

‘똑같이 안압이 19 mmHg인데 왜 누구는 녹내장이 생기고 누구는 안 생

길까?’, ‘왜 똑같이 수술 했는데 누구는 결과가 좋지 않을까?’, ’고도 근시인 

눈과 아닌 눈의 녹내장 발생 양상이 다른가?’, ‘어떤 경우에 OCT에서 녹내

장이 나타나지 않는지?’ 

•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pathogenesis) 

• 진료 중에는 바쁘니 일단 관심환자 등록 후 자기만의 즐거운 상상의 

시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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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관심환자 등록 & 즐거운 상상의 시간 

• 관심환자(노란 별)가 많을수록 즐거운 진료 

• 고도 근시 녹내장, 시신경유두 출혈 있는 녹내장, 진행 빠른 녹내장,  

   한 눈만 심한 녹내장, 등등 평소 생각해둔 항목에 맞는 환자 모으기 

• 한 케이스를 두고 충분히 생각하기 (화두 참선) 

• 시작은 작은 케이스  이야기 만들어가기    

   Tolkien: 양탄자 구멍  반지의 제왕   

   안과의사: optic disc의 구멍  어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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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검사와 관련된 주제라면 그 검사장비를 직접 사용해본다 

• 검사 직접 해 보기, 검사 받아 보기, 제조사 매뉴얼 자세히 보기  

• 지금까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기능 있다면 적극 활용  

 

 

이건 무슨 기능? 눌러 보니 새로운 세상!  

예) 군병원 근무 시절: 신종플루  의무병 단체 격리 입원  외래에 검사할 사람 없음  

     내가 직접 진료 보고 검사도 하고  기계 만지작거리다 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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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다른 사람의 논문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  

• 최신 논문 trend 계속 따라가기 (연구에도 유행이 있다) 

• PubMed ‘What’s new for 000 in PubMed’  

• 관련 학회 초록  

• Research gate 

• 대상과 방법을 바꾸어서?  

• Discussion의 limitation 잘 읽어보기 (‘Further study is needed’) 

• 다른 분야 논문도 관심  

   (녹내장 수술 후 섬유화 막는 방법?: 폐/신장 섬유성 질환의 치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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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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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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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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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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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논문 제대로 읽기 

• 양보다 질 (좋은 논문 한 편을 깊이 있게. 매일 하나씩 꾸준히) 

• 관련 분야의 상위 5개 학술지는 모두 본다는 생각  

• 현재 연구 경향은 어떤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나는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 제목을 보고 내용을 떠올려 본다. 예상되는 결과는?  

   나라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 할지  

• 논문을 다 보고 나서 2~3 문장으로 요약해본다  

• 읽은 논문 시작부터 끝까지 줄거리 떠올려 보기 

• 이 논문 내용 중에서 내가 활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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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논문 제대로 읽기 

• 중요한 연구 내용 요약 정리하기  

• 좋은 영어 표현, 통계 방법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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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대가들의 이야기에서 힌트 

• 강의 들을 땐 목적을 확실히: ‘논문으로 써먹을 만한 이야기 없는지?’ 

    (멍하게 있으면 금방 스쳐 지나가버림)  

CK Leung YH Hwang  C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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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떠올리기 

• 연구 & 논문의 핵심: 집중력  

• 나에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때, 장소, 조건 찾기 

•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온전히 연구에 집중할 시간을 가져라!  

• 예) 황영훈의 경우 

• 최적의 집중: 아침 출근 시간 70분, 지하철 & 걷는 동안,  

                   적당한 소음과 진동, 이면지에 파란색 볼펜으로 메모 

• 멀리하는 것: TV, 스마트폰, 운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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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밑그림 그리기 

• 종이에 직접 손으로 써보기 

• 목적부터 방법, 예상되는 결과 & 해석까지 간단히 써 본다  

• 핵심 그림 & 표 그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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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연구 주제인가? 

• 좋은 연구 주제의 특징  

• 내가 재미있어야 한다  

   (산해진미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무용지물) 

• 간단명료해야 한다  

   (복잡한 주제는 도중에 안드로메다로 간다) 

• 참신해야 한다  

   (뻔한 이야기 또 하는 건 삽질, 그렇다고 기존 가설에서 너무 벗어나면 

또라이 취급, 알려진 주제를 살짝 변형/확장)  

• 실제 진료에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진단/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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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과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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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 어떤 형태의 연구?  

• 방법이 윤리적인가?  

• 연구 대상과 핵심 변수의 정의  

• Inclusion/exclusion criteria: 연구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너무 자세하지 않게 (괜히 꼬투리 잡힘: ‘그 항목이 왜 필요한지?’) 

예) 목적: ‘00대학 2014년 취업률 1위!’ 홍보  

  Inclusion: 00지역, 정원 00규모: OK! ↔ 학생 평균 키 00이상, 나이 00이하: 불필요!  

• 수술 후 성공/실패의 정의, 재발의 정의  

• 어떤 관련 요인들을 분석할 것인가?  

• 처음에 잘 생각. 나중에 추가하려면 골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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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예)  

• 주제: 의사들의 재산과 행복의 관계   

       재산이 많으면 더 행복할까?  

• 연구 형태: 설문조사(단면연구) 

• 연구 대상: 개원의, 교수, 전공의, 군의관? 

• 변수의 정의: 재산을 어떻게 정의? 행복은 어떻게 평가?  

• 관련 요인: 근무 형태(전공의, 봉직의, 교수, 군의관), 나이, 성별, 전공  

                 성격(마음), 집안 재력/배경(baseline),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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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 Pilot study 먼저 해보기 

• 해 볼만 한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단순하지 않은지? 

   (실제 엑셀 파일 만들어서 입력해보기)  

• 연구 대상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지?  

• 추가로 분석해야 할 관련 요인은 없는지? 나중에 추가하면 고생  

• 가급적이면 책임 연구자가 직접 해보기  

   (전공의가 한다면 이 단계에서 책임 연구자와 충분히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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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 자료 분석의 첫 단계: scatter plot 보기  

1) 자료가 제대로 입력 되었는지 (최소값, 최대값 확인) 

2) 전체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어떤 통계방법이 좋을지 결정 

         자료의 분포가 통계 방법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지?  

          - 정규분포, 같은 분산, 선형관계, 등등  

           



Hwang YH, MD 

자료 분석  

• 통계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편일 뿐이다  

      가급적 간단한 방법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화려할 필요 없다) 

• 좋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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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예)  

• 의사들의 재산과 행복의 관계 

• 최소값과 최대값 확인. 잘 못 입력된 자료는 없는지?  

Hwang YH 

Modified data from 

Hwang et al. Clin 

Exp Ophthalmo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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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예)  

• 어떤 통계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선형 상관관계 분석?  

•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뻔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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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예)  

• 예상 밖의 결과를 보이는 대상에 주목하기!  

    (예. 안압이 낮은데도 계속 진행하는 녹내장, 골초인데 100세 무병장수) 

• 재산↓& 행복↑ or 재산↑& 행복↓경우는 없는지? 왜?  

 Subgroup analysis based on tertile value (3분위수: 33.3 & 66.7 percentile)  

재산이 2nd tertile에 속한 군이 1st & 3rd tertile인 군보다 행복하다   

Inverted-U model 

33.3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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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해석: 가장 중요! 

•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 예전 연구 결과들과의 공통점/차이점 (왜 다른지?) 

• 이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So what? 

• 우리 결과가 질병의 진단/치료의 어떤 점에 도움이 되는지 

• 우리 결과가 질병의 발생기전을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너무 오버하지는 말 것 (차분하고 겸손한 자세 유지: 거부감 들지 않게) 

•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신중하고 깊게 생각 

• Selection bias의 영향 가능성 항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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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예) 

• There i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an; true nobility is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 Ernest Hemingway 

중학생: 단칸방/연탄불/화장실X  

 대학생: 10평 전세/가스통/화장실O  

 펠로우: 원룸/도시가스/모태솔로  

 국군수도병원: 아내/20평 전세  

 김안과병원: 아내/아들/30평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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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예)  

•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참신하고 합리적인 해석!  

• 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문 횟수가 적은 경우 실적이 높다(O) 

실적이 높은 경우 방문 횟수가 적다(O)  

방문을 많이 해서 실적이 낮아졌다(?) 

실적이 높아져서 방문 횟수가 낮아졌다(?) 

왜 이런 현상?  Discussion의 중요 내용 

  1)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 

  2) 영업 사원의 꾀? 능력 문제?  

  3) Selection bias? (다른 회사 직원은?)  
Hwang YH 

Revised data from ‘보스턴컨설팅그룹의 B2B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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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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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성격  

• 올바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  

    (instruction for authors 꼭 확인, 기본 rule을 따를 것)  

• 객관적인 자세 유지  

    (not too speculative, 내 눈엔 멋진 가설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헛소리) 

• 빈틈 없는 견고한 구조  

    (꼭 필요한 내용만 쓴다, 앞 내용과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 되도록  

     문장 사이 연결하는 적절한 표현 잘 활용하기: in contrast, similarly,   

     for instance, furthermore, in addition, neverthel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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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구조  

• Title page  

• Abstract  

• Introduction  

• Methods  

• Results  

• Discussion 

• References  

• Table, Figure leg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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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Titl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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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Abstract 

• 단어 수 지키기(보통 200~350 단어) 

• 가장 흔한 양식: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 제일 먼저 쓸 수도 있고, 마지막에 쓸 수도 있다  

• 어떤 section부터 쓸지 순서는 그 때 그 때 마음 가는대로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서론을 잘 쓰기가 쉽지 않다. 서론부터 쓰려다 막히면 점점 쓰

기 싫어진다. 방법이나 결과부터 쓰는 것도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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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Introduction  

• 길지 않게. 1~2 문단이면 충분하다.  

   (단, 생소한 주제라면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쓰기도 한다)  

• 핵심 내용: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냥 한 번 해봤어요 (X)’  ‘이 연구는 실제 진료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 문단의 구성  

문장 1. 다루고자 하는 병의 정의 & 중요성 

문장 2. 그 중 내가 연구한 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문장 3. 내 연구주제에 대해서 알려진 & 알려지지 않은 내용 

문장 4. 목적 & 내 연구가 진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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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Introduction  

• 문단의 구성 (예) 

    문장 1. 다루고자 하는 병의 정의 & 중요성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한다 

   문장 2. 그 중 내가 연구한 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 3. 내 연구주제에 대해서 알려진 & 알려지지 않은 내용  

     : 다른 나라/직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어떠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문장 4. 목적 & 내 연구가 임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잘 분석하면 더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  

      따라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특히 재산)을 알아보기로 함.  

          



Hwang YH, MD 

논문 쓰기  

• Methods 

• 가급적 친절하고 자세하게 쓴다  

    (독자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 대상, inclusion/exclusion criteria (‘연구 설계’ 참고)  

• 검사항목(핵심 변수의 정의)과 방법 

• 자료 분석 (어떤 변수를 분석, 독립/종속 변수)  

      & 통계방법 및 유의수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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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Results 

• 일일이 숫자를 다 나열할 필요 없다  

    중요한 숫자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표나 그래프 잘 활용하기  

•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 한 내용을 한 문단에 

• 자료 표현 방법  

• 정규분포: mean (SD) or mean ± SD 

• 비정규분포: median (interquartile values)     

• 영어: 숫자와 단위 사이 띄어 쓰기 (예외: %, °, ℃), 단어와 괄호 띄어 쓰기 

     15 mmHg (O), 15mmHg (X), BP (blood pressure) (O), BP(Blood pressure) (X)  

• 한글: 숫자와 단위 붙여 쓰기, 단어와 괄호 붙여 쓰기  

    15세(O), 15 세(X), 지하철(전철) (O), 지하철 (전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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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Discussion 

• 단락1: 간단한 요약. 이 연구의 의미 (‘00에 대해서 알아본 최초의 연구이다’) 

               (예. ‘안과의사를/한국의사를/전공의까지 포함한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 

• 단락2~5: 결과의 해석. 한 단락에 한 주제 (한 가지 변수) 

•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진 결과와 비슷한지 다른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히 예전 연구 결과를 나열하는 것은 의미 없음)  

• 실제 진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지나친 확대해석 주의!)  

• 단락6: limitation (간단하게, 꼭 쓸 필요는 없음, 대상과 장비의 한계, ’00에 대

해서 추가연구 필요하다’) 

• 단락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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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References 

• 논문 형식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지표  

• 투고규정에 따라서 (저자 수, 페이지 표시 방법, 마지막 마침표 유무)  

• 가급적 최근 논문 인용  

•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논문 가급적 인용: 에디터에게 점수 따기  

• 본인이 예전에 했던 관련 연구 가급적 인용: 신뢰도 높이기  

• 임상논문의 경우, 20-30개면 충분  

• PubMed에서 긁어서 복사할 경우, 사람 이름 뒤의 숫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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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파일 관리  

• 여러 버전의 파일이 섞이거나 덮어 씌워서 

저장하는 일 없도록 한 컴퓨터에서 작업 

• 작성한 논문의 내용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

을 때는 파일 이름에 버전이나 날짜 붙이기  

• Backup 필수! 클라우드나 웹하드, 등등  

    USB는 언제든 다 날려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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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 어느 정도 완성되면 며칠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기  

• 처음 쓸 때는 보이지 않던 오류 발견하는 경우 많음  

• 종이에 출력해서 손으로 직접 표시하면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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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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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기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 Joseph Pulit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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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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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의 과정  

Hwang 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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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의 과정  

• 준비물  

• Cover letter  

• Manuscript file  

• Figure files (with proper resolution and format) 

• Reviewer (name, institution, and e-mail)  

• Copyright transfer form (submission 할 때/accept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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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의 과정  

• Cover letter  

• 길게 쓸 필요 없음  

• 자기 만의 format 준비 

• 필요 없는 학술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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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의 과정  

• Manuscript file   

• 글자체, 크기, 줄 간격 가급적 투고규정에 맞게  

• Table, Figure legends를 포함하는지 따로 파일 준비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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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의 과정  

• Reviewer (name, institution, and e-mail)  

• 반드시 입력! 리뷰어 성향 매우 중요! (쉽게 갈지, 고생고생 할지) 

   - 최소 한 명은 내가 추천한 명단에서 선택되는 경우 많음  

   - 에디터 입장에서도 리뷰어 선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 관련 분야 연구 많이 하면서 나에게 호의적일 것 같은 리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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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술지에 낼 것인가? 

• 안과 분야의 SCI(E) 학술지 (2014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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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술지에 낼 것인가? 

• 고려해야 할 점들  

• 학술지의 수준: SCI(E), IF ↔ 돈만 내면 다 받아주는 학술지 

• IF 높다고 좋은 학술지는 아니다! 내 연구랑 맞는 학술지 선택  

• 학술지의 성향: Ophthalmology는 실험연구보다 임상연구  

                      IOVS는 통계나 그래픽처리 많은 연구 선호 

• Editor의 성향: 내 연구 결과를 좋게 생각해줄 editor 선택 

• 심사 진행 과정과 속도: 2주 만에 완료 ↔ 6개월째 with editor 

• 출판비용: 공짜/유료? 칼라그림 공짜/비싼지?  

• 평소 논문 많이 쓰는 선생님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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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답변 쓰기 

• Revision & Rebuttal letter 

• Revision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히 decline to revise도 방법 

  (힘들게 revise하고 reject 당하면 힘 빠진다) 

• 쓸데 없는 자존심 & 고집은 버린다 

   (정말 아닌 것 말고는 에디터/리뷰어가 시키는 대로 한다) 

• 리뷰어의 의견 최대한 존중 

   (리뷰어가 제시한 단어, 문장 가급적 그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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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답변 쓰기 

• Point-by-point response  

• Thank you for your comments 

• We agree with the Reviewer’s comment 

• We thank the Reviewer for this comment  

• Thank you for your suggestion  

• We agree with the Reviewer’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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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Letter 

• Accept: 짧다,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r article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in 000  

• Reject: 말이 많다, Thank you for submitting the above-referenced 

manuscript to 000. The journal receives a large number of submissions, 

making competition for publication intense.  We are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paper,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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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를 대하는 자세 

• 내 논문에 문제가 있는가?  

    심사과정을 계기로 업그레이드 

• 그냥 그 학술지랑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인가?  

    세상은 넓고, 학술지는 많다! 될 때까지 도전!  

• 노벨상 받은 사람의 논문도 reject 당한다!  

에디터/리뷰어의 안목!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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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후 관리 

연구 목록 관리: 연구의 pace 조절, 큰 흐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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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후 관리 

 

연구 일기 & 인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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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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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좋은 글 

 

나는 학자의 자격이 있는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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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연구란 

서울아산병원 이승규 교수 

KBS 

MD Anderson 홍완기 교수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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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연구란 

• 뿌듯한 추억 & 재미있는 취미이자 직업 

• 나의 꿈: 내가 좋아서 연구하고 직접(1저자) 논문 쓰는 학자  

    (↔ 압박 때문에 전공의 쪼아서 논문 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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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전공의 선생님들이 재미나게 연구 하려면…  

• 4년간 적어도 하나 정도는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떠올려 본다  

• 임상 연구와 논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미리 연마한다 

    (세상에 공짜 없다!)  

• 욕심 내지 말고  

• 최대한 효율적으로 (융통성 & 요령)  

• 연구 대상과 핵심변수 정의 확실히!  

•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 

   (왜 이런 결과? 예전 연구와 차이점? 실제 진료에 어떻게 적용?) 

• 간단명료하게, 그림 그리듯이 써서  

•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에디터 & 학술지 찾아서 출판  

    뿌듯하고 재미난 경험 (‘나의 소중한 연구 논문’. 성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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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