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 연구자를 위한 TOOLS 
아래 내용은 간략한 제목만 열거하였습니다. 강의 중에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것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울 성심 병원 김지형 올림 

의학 연구자를 위한 그림 툴들 

 

컴퓨터 그림을 캡쳐하기 네이버 캡쳐 

그림 자르기, 화살표넣기, 문자, 숫자 넣기, 

회전하기, 병원 로고 가리기, 여러 그림 

이어붙이기 

포토 스케이프 

3 차원 그림 그리기 구글 스케치업 

그래프에서 엑셀 추출하기 engage  

조각사진 모아서 파노라마사진 만들기 윈도우 사진 갤러리 

논문, 발표용 그림만들기 파워포인트 이용하기;클립아트 수정하기 등 

논문용 그래프 만들기 pdf 로 만든 다음 캡쳐하기 

논문용 지도 구글지도(세계지도) 

지도 BMP 파일과 그림판의 부어넣기 

그림에서 각도, 면적, 세포 숫자세기 Image J 

 

의학 연구자를 위한 그래프 그리기 

 

산점도  엑셀 기본 기능 활용 

막대 그래프와 SD 저자의 엑셀쉬트 

boxplot SPSS 또는               저자의 엑셀쉬트 

logistic regression, Cox regression 저자의 엑셀쉬트 

subgroup 용 forest plot 저자의 엑셀쉬트 

Bland & Altman plot 저자의 엑셀쉬트 

jitter plot 저자의 엑셀쉬트 

3 차원 산점도 저자의 엑셀쉬트 

히스토그램 엑셀 기본 기능 활용 

CONSORT, QUOROM, STARD 파워 포인트 이용             저자의 ppt 

 

 



ENDNOTE 를 능가하는 ZOTERO 는 무료이다 

장점; 쉽다, 빠르고 가볍다. 공짜다. 공동 연구에 편리하다, 기본적으로 싱크된다.  

단점; 한국에 덜 알려져 있다. 아니 의사들에게 덜 알려져 있다. 

많은 미국의 도서관에서는 zotero, Mendely, Refwork, papers 등을 공동 추천하고, 그 중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이 zotero 이므로 강사는 zotero 를 추천합니다. 

당부의 말씀: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사용해보시고,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알면 좋은 워드와 파워포인트 엑셀 기능 

워드 ; 비교, 병합기능. 스타일 기능과 목차기능, pdf 만들 때 자동 책갈피, 문서구조 보기기능, 동의어, 

번역기능, 워드에서 그림 추출하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발표자 도구사용, 슬라이드 숨기기, 슬라이드 재구성, 포스터 큰판이용하기, 

출력할 때, 여백 줄이기, 노트만 모아서 출력하기 

엑셀 조건부 서식, 그룹, 고급필터,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외 연구자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 곳에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을 위한 서류가방, 백업과 함께 폴더를 공유할 수 있는 드롭박스 

N 드라이브 등의 웹하드, 자동백업, 마인드맵을 만드는 알마인드, 복잡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연구에는 갠트프로젝트만들기, 간단한 pdf 뷰어 별 PDF 리더, 강력한 메모장 에버노트, 인터넷 설문지가 

되는 구글문서도구, 공동 작업이 가능한 오피스-MS skydrive, 연구용 메신져 마이피플, 원격 회의 

팀뷰어, 공동캘린더-구글캘린더와 네이버캘린더, 간단한 동영상 편집 다음팟인코더, 컴퓨터 화면 동영상 

캡쳐하는 안캠코더와 ocam 위니리코더 캠노리 

영어 공부를 위한 mp3 관련 프로그램(볼륨 일괄 조절, 자르고 붙이기, 녹음하기, 속도 조절하기, 

동영상에서 소리만 추출하기) 매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외 논문 쓸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 

무작위 배정(http://www.randomization.com/), 샘플 수 계산 (강사가 많든 엑셀 쉬트를 이용하라, 쉽고, 

간단하다, 공부가 된다) 

CRIS 와 iCReaT 를 활용하라 

영어 자동 번역, 구글과 워드, 네이버 사전과 다음 사전, 부산대학교 한글 맞춤법 교정 사이트 

  



책 소개 

 

한눈에 쏙쏙 의학 통계 배우기 ; 여러 통계법이 언제 쓰이고 언제 쓰면 안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 구체적인 통계 프로그램 돌리기 내용은 없다. 통계의 숲을 보게 하는 책. 2013 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상” 

쏙쏙 통계 : 한눈에 쏙쏙 의학 통계 배우기-의 후편으로 각 통계법을 사용하는 법, 어떻게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몇 가지 통계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설명, 예제를 충분히 다루었음. 

전자책으로 나와 있으므로 교보문고, 리디북스에서 검색해야 함. 각 통계법마다 단편으로 씨리즈 

물임. 

샘플 수의 계산 ; 샘플 수의 계산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음. 개념 및 원리와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각종 샘플 수 계산에 관련된 웹 사이트와 무료 프로그램 3 종을 설명 

그래프 그리기 ; 연구 논문과 관련된 그래프 그리는 법, 언제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할지 소개, 

저자가 자체 제작한 엑셀 쉬트 사용법, .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 ; 논문, 연구와 관련된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음. 

레지던트 ; 위의 책의 내용들을 적절히 버무려 레지던트들과 전임의를 위한 잡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