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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 의한 일개 의과대학 응시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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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pplicants' behavio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valuation of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Methods: Self introduction letters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s of 109 applicants students who applied to medical school 
were collected. Frequency analysis and simple correlation were done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Results: Frequency analysis showed affective characteristics were most often mentioned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were most frequently described in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domains of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cognitive domain of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domain of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cognitive domain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Conclusion: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full use of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for selecting
medical students.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and simple correlation, more specific guidelines need to be suggested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the evaluation of self‐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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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기소개서는 주로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쓰이는 글로서 

최근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하는 각 대학에서 모집단위 특성

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차별화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

해 도입된 입학전형요소이다[1]. 자기소개서나 교수추천서는 

학부모추천, 동료추천, 학생생활기록부, 면접 등의 여러 다면

정보에 속하며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양식이다. 그 동안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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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면

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2013년 기준

으로 26개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25개 의전원이 자기소개서 제

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9개 의전원이 교수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전형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보고서의 형태로 자아개념, 특기, 가치, 

교내외에서의 활동과 성취 등에 대해 학생 자신이 설명하는 

기록이며, 성적 등의 정량화된 도구로서 파악하기 힘든 학생의 

논리력, 창의력 등의 특성을 나타내어 학생을 정성적으로 평가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양식이다[2]. 이러한 자기소개서에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관심 분야, 지원 

동기, 향후 학습 계획 등이 포함된다[2]. 또한 대학입시에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능력과 꿈 등과 관련하여 자

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포함하기도 한다[3]. 그러므로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생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술 면접 시에 사전 질문거리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

움을 준다[4]. 입학을 목적으로 쓰이는 자기소개서는 친교나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

진다[5]. 첫째, 수필과 같이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 글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글이므로 지나치게 친근하거나 독특한 표

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5]. 이러한 점에서 

자기소개서는 James Britton의 글쓰기 분류에서 자기 표현적 

글쓰기와 의사소통적 글쓰기의 중간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6]. 둘째, 설득을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글이므로 평가자

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5]. 셋째, 분량이 정해진 글이다. 

대부분의 의전원에서는 10개 이내의 항목에 400∼1,000자 이

내의 제한된 글자 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분량에 맞추

어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어를 선택

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자기소개서에 포함되기를 요구하는 내

용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전공에 대한 열정(대학[학

과] 지원 동기, 관심 분야, 학업 계획), 학과적성(지원자를 선발

해야하는 이유), 개인능력(자질, 가능성,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 개인인성(봉사, 도전의식, 대인관계)이다[5].

  한편, 영재판별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지능검사와 성취도검

사 등의 정량화된 검사 사이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서 교사추천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7]. 교수추천서는 지원

자의 특징을 다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효과적이며 인지적 측

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학점위주의 획일적 선발방법을 보완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의전원 입시에서도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등의 표준화된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써 활용되는 

교수추천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는 

의전원에 지원하여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행동특성이 

나타나 있고, 교수추천서에는 교수가 오랜 기간 관찰해온 지

원자에 대한 행동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교수추천서는 교수

의 관점에서 쓴 내용이므로 주관적일 수 있지만 항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객관적인 자세로 기술된다면 

상당히 공식적일 수 있다[8]. 일반적으로 교수추천서에는 학

생의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창의성 요소가 포함되

지만 의전원 입학을 목적으로 쓰이는 교수추천서에는 의학도

로서의 기본 자질(성실성, 도덕성, 봉사정신), 발전 가능성(창

의성, 리더십, 도전정신, 대인관계), 의학 수행의 적합성(의학 

수행의 열의, 준비도, 학습능력) 등이 포함된다.

  2013년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26개 의전원 중 25개 의전

원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고 9개 의전원이 교수추천서 

제출을 요구할 정도로 의전원 입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현재 의전원 입학전형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수추

천서의 각 항목 및 모집단위에 대한 면 한 검토를 통해 자기

소개서와 교수추천서가 의전원생 선발 과정에서 좀 더 공정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전원 입학생 선발에 사용되는 자

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서 지원자와 교수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행동특성으로 나누어 빈도분

석하였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특성 간에는 어떠한 상

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3년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 수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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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quency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Table 1.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Domain Characteristics
Cognitive domain Intellectual curiosity

Problem solving ability
Creativity
Self-directed learning
Communication skill

Affective domain Attitude in medicine
Confidence
Challenging spirit 
Versatility
Perfectionism 
Self-conception
Inner motivation
Initiative
Awareness of purposes

Social domain Morality
Sociality
Leadership

집 응시자 109명 중에서 일반전형 지원자 40명, 특별전형 지

원자 52명, 정시모집 응시자 중 M.D.Ph.D. 과정 지원자 17명

(서류 미비 2명 제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수학과 과학 영재의 24가지 행동 특성 중에서 수학적, 과학

적 특성만을 표현하는 특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적으로 

우수한 성인에게 적용 가능한 17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9,10,11,12,13,14]. 지원자와 교수가 언급하고 있는 내

용을 인지적 행동특성으로는 지적호기심, 문제해결능력, 창의

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총 5항목, 정의적 

행동특성으로는 의학적성, 자신감, 도전정신, 다재다능함, 완

벽주의, 자아개념, 내적동기, 적극성, 목표의식 등 총 9항목, 

사회적 행동특성으로는 도덕성, 사회성, 리더십 등 총 3항목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Table 1, Appendix 1, 2, 3).

3. 자료 분석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학생의 행동특성을 항목

별로 빈도분석하였다. 각 행동특성들의 빈도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행동특성들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를 이용

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1.0 (IBM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1. 전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행동특성

  앞서 정의한 행동특성이 내용상 드러났을 경우를 모두 합

하여 항목별 빈도수를 구하였다(Appendix 1, 2, 3). 총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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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centage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of Regular and M.D.Ph.D. Program Applicants

Fig. 2. Frequency Analysis of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
commendation Letter

의 학생 중 95명의 학생이 의학적성을 가장 많이 기술하였으

며 적극성을 기술한 학생은 90명으로 그 다음이었다(Fig. 1). 

반면에 다재다능함은 26회, 자아개념은 28회로 가장 적게 기

술되어 있었다.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인지적 특

성과 정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정의

적 특성이 564회로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었다(Fig. 2). 자기

소개서에서 가장 많은 언급된 인지적 특성은 자기주도적 학

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순이었다. 자기소개서

와 교수추천서에 기술된 행동특성의 빈도분포에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인지적 행동특성인 

지적호기심,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

사소통능력 등 모든 인지적 특성 항목이 교수추천서보다 자

기소개서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빈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정의적 특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의

학적성이었으며 그 다음은 적극성이었다. 의학적성은 모든 

행동특성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특성이었다. 자기소개서

와 교수추천서에 언급된 학생의 행동특성의 빈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한 결과 의학적성, 자신

감, 도전정신, 다재다능함, 완벽주의, 자아개념, 내적동기, 적

극성, 목표의식 등 모든 정의적 특성 항목이 자기소개서에서 

보다 많이 언급되었고 빈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p<0.05). 사회적 특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도덕성이

었다. χ2 검증을 통해 도덕성, 사회성, 리더십 등 모든 사회적 

특성 항목이 자기소개서에서 보다 많이 언급되었고 빈도수에

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2. 수시지원 학생과 M.D.Ph.D. 프로그램 지원학생

의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행동특성

  총 109명 학생 중 92명이 수시 지원 학생이었고 17명이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이었다. 인지적 특성은 수시 

지원 학생의 57%가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였고 반면에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은 80%가 언급하였다(Figs. 

3, 4). 정의적 특성은 수시 지원 학생의 50%가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였고 반면에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은 8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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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centage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of Female and Male Students

Fig. 4. Percentage Analysis of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of Regular and 
M.D.Ph.D. Program Applicants

Fig. 6. Percentage Analysis of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of Female and 
Male Students

언급하였다. 사회적 특성은 수시 지원 학생의 62%에서 자기

소개서에 언급되어 있었고 반면에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에서는 88%가 언급되어 있었다. 수시 지원 학생과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행동

특성의 빈도분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

증을 하였다. 지적호기심,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인지적 특성

의 총합의 빈도수에서, 그리고 자신감, 도전정신, 다재다능함, 

완벽주의, 자아개념, 내적동기, 정의적 특성의 총합의 빈도수

에서, 사회적 행동특성인 도덕성, 사회성, 사회적 특성의 총합

의 빈도수에서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이 더욱 많이 

언급하였고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05).

3.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행동

특성

  총 109명 학생 중 남학생 59명, 여학생이 50명이었다. 인지

적 특성은 남학생의 61%가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였고 여학생

은 60%가 언급하였다(Figs. 5, 6). 정의적 특성은 남학생의 

59%가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였고 반면에 여학생은 56%가 언

급하였다. 사회적 특성은 남학생의 62%가 자기소개서에 언급

하였고 여학생은 70%가 언급하였다. 남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보다 많이 언급하였고 여학생

은 사회적 특성을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언급하였다.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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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mple Correlation amo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Cognitive domain r

1
p-value

Affective domain r 0.508
1

p-value 0.000**
Social domain r 0.272 0.277

1
p-value 0.004* 0.003*

Sum r 0.776 0.887 0.555
p-value 0.000** 0.000** 0.000**

*p<0.01, **p<0.001.

과 여학생의 자기소개서에서 기술한 행동특성의 빈도분포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남학

생은 정의적 특성인 의학적성, 다재다능함을 여학생보다 많

이 언급하였으며, 반면에 여학생은 도전정신과 도덕성을 남

학생보다 많이 언급하였고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p<0.05).

4. 교수추천서에서 나타난 지원자의 행동특성

  교수추천서에서 교수가 지원자를 관찰해온 기간은 평균 3년 

7개월이었으며 범위는 6개월부터 11년 7개월까지 다양하였

다. 총 109개의 교수추천서 중에서 의학적성이 79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사회성이 77회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

어 있었다(Fig. 1). 의학적성은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교

수추천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었다. 반면에 다재다능

함은 26회, 자아개념은 28회로 가장 적게 기술되어 있었다. 

자기소개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특성은 90회의 적극

성이었지만 교수추천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특성은 

사회성이었다.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빈

도수를 모두 합한 총합은 자기소개서에서 1,108회, 교수추천

서에서는 387회 나타났다.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인지적 특성

과 정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인지적 

특성이 173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었다(Fig. 2). 두 번째

로는 자기소개서와는 상이하게 149회 언급된 사회적 특징이

었으며 마지막으로 65회 언급된 정의적 특성이었다. 이는 자

기소개서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자기소개

서에서 정의적 특성은 56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추

천서에서는 65회로 가장 적게 언급되어 있었다. 교수추천서

에서 가장 많은 언급된 인지적 특성은 의사소통능력 53회, 지

적호기심 44회, 문제해결능력 36회 순이었다.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창의성에 대한 언급 빈도가 10회로 가장 적었다. 

정의적 특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의학적성이며 그 다

음은 적극성이었다.

5.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행동특성들

의 상관관계 분석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자기소개서 특성의 총합과 인지적 특

성(r=0.776, p<0.001), 정의적 특성(r=0.887, p<0.001), 그

리고 사회적 특성(r=0.555, p<0.001)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지

적 특성, 정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중요시하며 작성한다

고 할 수 있었다(Table 2). 교수추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교수추천서 특성의 총합과 인지적 

특성(r=0.842, p<0.001), 정의적 특성(r=0.852, p<0.0001), 

그리고 사회적 특성(r=0.618, p<0.001)이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교수들이 추천서를 작성할 때 학

생의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

며 작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Table 3). 자기소개서와 교

수추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기소개서의 인지적 특성과 교수추천서의 인지적 특성

(r=0.361, p<0.0001)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고, 자기소개서의 정의적 특성이 교수추천서의 인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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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imple Correlation amo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Cognitive domain r

1
p-value

Affective domain r 0.534
1

p-value 0.000**
Social domain r 0.407 0.297

1
p-value 0.000** 0.002*

Sum r 0.842 0.852 0.618
p-value 0.000** 0.000** 0.000**

*p<0.01, **p<0.001.

Table 4. Simple Correlation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Self introduction letter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Cognitive domain r 0.361 0.377 0.183

p-value 0.000* 0.000* 0.056
Affective domain r 0.239 0.410 0.221

p-value 0.012 0.000* 0.021
Social domain r 0.162 0.159 0.111

p-value 0.093 0.098 0.251

*p<0.001.

(r=0.377, p<0.0001), 정의적 특성(r=0.410, p<0.0001)과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고찰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의전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기술한 행동특성과 

학생을 곁에서 오랜 기간(평균 3년 7개월) 관찰해 온 교수가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예비의료인의 행동특성을 확인하였

다. 개인의 풍부한 발달은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의적 영역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한다[15]. 한편 영재의 

경우 일찍부터 가치, 공정함, 정의감을 발달시키고 구체화시

키면서 내면화시킨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2]. 의전원 지원자를 영재의 기준

에서 보았을 때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의 상호작용 속에

서 의사로서의 소양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인지적, 정의적, 사회

적 특성을 행동특성의 분석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 모두에서 의학적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교수와 학생은 공통적으로 의학적성을 중요시하

며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전원에 지원한 학생

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하려는 학과의 특성이 자신들에게 적

합함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수는 의

사라는 직업적 특성에 지원자가 적합함을 추천서에서 우선적

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추천서의 사회적 특

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회성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을 중요시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개념은 교수추천서에서는 언급되

어있지 않았고 자기소개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자기소개서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학생은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가장 잘 보

여주는 정의적 특성을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반면에 이를 확인하기 힘든 교수는 외면적 관찰이 용이한 학

생의 인지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추천서에 많이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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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스스로가 창의성이 있음을 판단하

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지만 창의성에 대한 언급 빈도는 

31회로 가장 적었는데 무의식, 직관적, 통찰적인 면과 관련된 

창의성이 의전원에 지원하려는 학생에게서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적호기심, 문제해결능력, 창의

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모든 인지적 특성

이 교수추천서에서보다 자기소개서에서 더 많이 언급되었고 

빈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p<0.05). 또한 수

시 지원 학생과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

서에 기술된 행동특성의 빈도분포는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

성, 사회적 행동특성에서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이 

의미 있게 많이 언급하였다(p<0.05). 남학생은 정의적 특성

인 의학적성, 다재다능함을 여학생보다 많이 언급하였으며 

반면에 여학생은 도전정신과 도덕성을 남학생보다 많이 언급

하여 남녀 학생 사이에 자기소개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의

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05).

  지원자는 자신이 직접 기술한 자기소개서에 교수가 쓴 추

천서에서 보다 자신의 특성에 대해 약 3배 더 많은 내용을 기

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은 자신의 소개서를 쓸 때 

본인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반면에 교수는 한 명의 학생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의 추천서를 써야하기도 하고 그 학생에 대

한 정확한 관찰과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추천서를 쓰기 때문

에 여러 행동특성의 기술도 많이 빈약해진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추천서에서는 인지적 특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교수들은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인지적 특성

을 주로 관찰하고 추천서에 기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평소에 학생면담과 생활지도를 할 때 교수들이 학생

들의 정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교수법이 의전원 차원에서 필요함을 제시해 주

었다. 교수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학습능력, 원만한 대

인관계, 의사소통능력을 추천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인지적 특성이 

서술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교수추천서에서는 인지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고 자기소개서에 정의적 특

성이 서술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교수추천서에서는 인지적 특

성과 정의적 특성이 강조되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었다(Table 3).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는 글 내용에 대한 신뢰도의 의문, 

글쓰기의 기교가 실제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평

가자 간에 일관성 있는 채점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입학

전형에서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면이 있다[12]. 그러나 대

학 학점과 영어 성적 등의 정량화된 자료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

서와 교수추천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자기소

개서의 내용과 양식은 각 대학별로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에 맞게 변경되어 사

용되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잠재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은 사

전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이 좋겠다[3].

  한편, 관찰 추천 영재 선발 시 사용되는 다면정보들을 활용

할 때는 여러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총체적인 

관점의 원리, 맥락성의 원리, 실증가능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

리, 집단 숙의의 원리 등은 의전원생을 선발할 때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16]. 총체적

인 관점의 원리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평가정보를 수집하여 

평가 정보 간의 교차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질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여 체험 기록이나 추천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교수 간의 집단 토론을 

통해 점수로 정량화하지 않고 학생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

악할 수 있게 해 준다[16]. 맥락성의 원리란 지원자는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학생의 현재의 모

습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성취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16]. 실증가능성의 원리란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와 교

수추천서를 통해 자신을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것이다

[16]. 개별성의 원리란 학생의 고유한 인격, 잠재력 및 역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늠하는 것이다[16]. 집단 숙의의 원리

란 평가자인 교수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와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평가 교수들 간에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집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16].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들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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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가 평가 된다면 의전원 입학

전형에 귀중한 자료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학생의 잠재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자기소개서나 교수추천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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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s of Cognitive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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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Examples of Affective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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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Examples of Social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12,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