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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edical students perform academically by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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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대학 의과대학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성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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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1, 이금호2, 허예라2, 김지하3

Purpose: Despite the importance of selecting students whom are capable for medical education and to become a good doctor,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done in the category. This study focused on analysing the medical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grade point average, GPA) differences, flunk and dropout rates by admission types.
Methods: From 2004 to 2010, we gathered 369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 students admission data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admission method and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ces in failure and dropout rates. Analysis of variance 
(ANOVA), ordinary least 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Results: The rolling students showed higher academic achievement from year 1 to 3 than regular students (p<0.01). Using admission
type variable as control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model similar results were shown. But unlike the results of ANOVA, GPA 
differences by admission types were shown not only in lower academic years but also in year 6 (p<0.01).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of flunk and dropout rate by admission types, regular admission type students showed higher drop out rate than the rolling
ones which demonstrates admission types gives significant effect on flunk or dropout rates in medical students (p<0.01).
Conclusion: The rolling admissions type students tend to show lower flunk rate and dropout rates and perform better academically.
This implies selecting students primarily by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oes not guarantee their academic success in  
medical education. Thus we suggest a more in-depth comprehensive method of selecting students that are appropriate to individual
medical school's educationa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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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학교육의 어떠한 영역을 연구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

표는 의학교육의 수월성일 것이다.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이

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작은 적절

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

생선발에 있어서 학업생활을 잘 해나갈 학생과 학업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일개 대학의 사례를 연구한 Yates & James [1]의 연

구에 의하면 이 대학의 입학생 중 매년 10∼15%의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들의 고등학교 성적에는 

교사의 부정적인 견해가 기술된 곳이 있었고, 영국에서 고등

학교를 마치고 보는 A level 시험의 평균성적이 낮으며 백인

이 아닌 다른 인종인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다. 적절한 학생, 

즉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생활을 잘 해나가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 기준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외국 의과대학의 학생선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2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대해 알아본 연구에서 

22개 의과대학 모두 높은 학업 성취도를 선발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선발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다[2]. 비학

업적인 선발 기준에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사용되는데, 

의학에 대한 동기와 헌신 등에 대한 준거로 학생의 리더십, 팀 

워킹, 책임감, 정규교과과정 이외에 대한 흥미, 건강이나 사회 

의료 시설에서의 활동 경험 등이 활용되고 있었다. Lumsden 

et al. [3]은 정규 의학교육 과정을 마친 능력이 있는 의사들

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잘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지니

기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학생선발과정에서 의과대학을 지원

하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함께 도덕적, 윤리적 사고능력 그

리고 심리적(psychometric) 특성을 측정한다면 사회적 배경

이나 선수학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를 개인적 자질 사정(personal qualities 

assessment, PQA)이라고 칭하고 있고 이 시험방법은 호주에

서 개발되었다[4]. 국내에서는 Roh et al. [5]의 연구에서 의

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에서 multiple mini-interview를 

활용한 결과, 입학전형에 활용된 학사과정 성적이나 공인 영

어 성적, 의학교육입문검사 점수 등의 학업적인 기준과 면접 

점수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이러한 시험 형태에 대해 응시자

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공정한 평가였다고 답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의 신뢰도와 면접관의 일치도를 높여야 하

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그동안 학생선발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충분하지는 않았지

만 국내외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입학 선발 지표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 있다. Kim et al. [6]의 연구는 1999년에서 2001년도 입학

생 119명을 대상으로 입학 선발 지표인 수학능력시험 점수, 

내신 성적, 면접 점수 등과 수학능력시험 계열, 성별, 모집 방

법, 출신고 등 학교 유형, 재수 여부, 출신지역에 따라 학업성

취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교 출신, 

정시 그리고 여학생이 인문계열, 수시 그리고 남학생보다 1∼

2학년 과정에서 높은 학업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모집 

방법에서는 정시모집 학생이 특차모집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

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 et al. [7]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들의 특성 및 인지적 입학전형 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학부 점수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인문사회의

학, 임상수기의학 4가지 학문분야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외 연구에서는 선발 방법이나 도

구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Searle & McHarg [8]은 

준거바탕 선발, 최상의 근거바탕 의학교육, 명확한 선발과정

의 목적, 선발과정의 목적을 통해 적절한 선발도구 선정, 선발

과정과 도구에 대한 평가,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선발과정 등 

6가지 선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선발과정 또는 선

발도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유용성으로 van der 

Vleuten [9]은 유용성을 다음과 같은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

고 있다. U=R×V×A×E×C. 즉, 유용성(utility)은 어떠한 

활동과정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와 수용도

(acceptability)와 교육적 효과(educational impact)와 비용

효과(cost effectiveness)의 산물(product)의 결과라는 것이

다. 선발과정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므로 ‘적합한’ 학생의 기

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러 명의 면접관

에 의해 평가되는 면접에 있어서 채점자 내 신뢰도가 확보되

어야 한다. 면접은 정보수집, 의사결정, 면접서류 확인 그리고 

학생모집이다[10]. 이 중 정보수집과 학생모집은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많은 대학이 면접을 학생선발을 위한 매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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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도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이 학생선발에서 공

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다. 따

라서 구조화 또는 반구조화된 면접문항을 개발하고 비학문적

인 영역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면접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Salvatori [1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의과대학 입학시험

인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 (MCAT)의 성적은 추

후 의사면허시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입학 전 학부성적

(grade point average, GPA)은 의과대학을 입학한 후의 저

학년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으나 고학년의 임상수행능

력과의 관계는 아직 불명확하다. Rhoads et al. [12]의 연구

에서는 학생들의 동기가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라고 보았으며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나누어진 전통적인 교

육과정에서 기초의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 중 절반 정도만이 

임상교육과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임상의학에 뛰어난 성적을 보인 학생 중 70%

는 기초의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던 학생들이 아니었다. 

이 연구가 36년 전에 실시된 매우 오래된 연구이지만 현재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의과대학 

첫 학년의 학업성취도만을 가지고 학생의 자퇴율이나 유급률 

또는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이러한 연구에서는 과학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 분야의 

성적 중 생물학이나 물리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의 학업성적도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의과대학 1학년 과정의 많은 부분이 기초과학의 지식을 필요

로 하는 기초의학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입학전형이나 자퇴율 등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을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할 때에는 임상과정이 포함된 고학년이나 전체 

학년에 걸친 학업성취도를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결론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6년제 의과대학 학생들의 성적과 유급률 

그리고 자퇴율을 학생선발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

석 결과를 통해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낮은 유급률

과 자퇴율을 보이는 학생들의 선발유형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앞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 

K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서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유급률, 자퇴율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13].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입학생의 자료도 추가로 포함하여 2004~2010년

도 입학생의 6년간 학업성취도를 분석함으로써 학년별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유형에 따른 입학생들의 분

포는 어떠한가? 둘째, 선발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년별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다른가? 셋째, 선발유형에 다른 학생들의 유

급률과 자퇴율은 어떻게 다른가?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도구

  연구의 대상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7년간 K대학교 의

과대학에 입학한 369명의 학생들이다. 연구의 도구는 369명 

학생들이 재학 중에 받은 학년별 성적과 각 학생들의 입학전

형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전형유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

시모집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각각 

일반학생전형과 지역출신학생전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2004~2010년까지 K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유

형은 수시일반학생 전형, 수시지역출신학생전형, 정시일반학

생전형, 정시지역출신학생전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외

에도 재외국민전형이 있으나 사례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시전형은 내신성적 등이 포

함된 서류 평가, 면접 점수, 논술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

며, 정시전형의 경우 서류 평가, 수능 점수, 면접 점수를 기준

으로 하고 있다. 즉,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논술의 시행과 면접 점수의 비중이다. 수시전형의 경우 논술

을 시행하고 있으며 면접 점수의 비중이 정시전형보다 높다.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1)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대학입학유형별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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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Continuous Variable

Variable Mean SD  Minimum Maximum No.
Dependent variable
  Academic achievement
    Grade 1  3.33 0.46 2.17 4.46 362
    Grade 2  3.26 0.50 2.21 4.39 298
    Grade 3  3.16 0.55 2.05 4.42 245
    Grade 4  3.15 0.51 2.07 4.45 200
    Grade 5  3.22 0.45 1.82 4.33 184
    Grade 6  3.22 0.46 2.07 4.45  94
  Flunk rate (%) 14.80 369
  Drop out rate (%)  3.80 369

Frequency Rate (%)
Independent variable
  Rolling
    General  52 14.09 - - -

    Regional origin  94 25.47 - - -

  Regular
    General 195 52.85 - - -

    Regional origin  28  7.59 - - -

  Year
    2004  53 14.36 - - -

    2005  55 14.91 - - -

    2006  54 14.63 - - -

    2007  54 14.63 - - -

    2008  53 14.36 - - -

    2009  51 13.82 - - -

    2010  49 13.28 - - -

    2004~2007 216 58.54 - - -

    2008~2010 153 41.46 - - -

SD: Standard deviation.

(GPA, 4.5점 만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4가지 입학유형

별 학년별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입학시기별 입학생의 동

질성과 입학전형유형의 차이가 학업성취도에 줄 수 있는 효

과를 통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유급확률과 자퇴확률 차이 분석

  학업성과로서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유형별로 

유급과 자퇴확률에 차이가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유급과 자퇴 여부는 종속변수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분변수

(binary variable)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

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1. 기술통계량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1에 제

시한 바와 같다.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도, 유급률, 자퇴율이었

으며, 독립변수는 학생선발전형으로 전형별, 연도별로 구분하

였다. 학생선발전형은 크게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구분되

며, 두 전형은 일반전형과 지역출신전형으로 실시되어 4가지

의 입학전형유형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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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of Admissions Type

Grade

Type

F
Rolling Regular

General Regional origin General Regional origi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Grade 1 3.50 0.47 3.35 0.45 3.29 0.47 3.28 0.35 3.08*
Grade 2 3.44 0.49 3.36 0.42 3.17 0.51 3.24 0.48 4.94**
Grade 3 3.19 0.53 3.42 0.53 3.03 0.53 3.13 0.55 6.87**
Grade 4 3.23 0.44 3.24 0.44 3.09 0.56 3.10 0.53 1.29
Grade 5 3.27 0.43 3.29 0.43 3.17 0.47 3.24 0.44 0.93
Grade 6 3.33 0.40 3.26 0.40 3.18 0.49 3.18 0.49 0.49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2. 대학입학유형별 학업성취도 차이 분석

1) 분산분석 결과

  대학입학유형별 학년별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산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F값이 3.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학입학

유형별로 1학년 성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

석 결과(Bonferroni test), 수시일반전형 학생의 1학년 학업

성취도는 정시일반전형 학생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입학유형별 2학년 학업성취도의 차

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분산분석 결과, F값은 4.94로서 대학

입학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수시일반전형 학생은 정

시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학년 학업성

취도가 높았고, 수시지역출신전형 학생은 정시일반전형 학생

에 비해 2학년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입학유형별 3학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

시한 분산분석 결과, F값은 6.87로서 대학입학유형별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

과, 수시지역출신전형 학생은 정시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3학년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그러나 4학

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업성취도에서는 대학입학유형별로 평

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입학유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1~3학년에서 두드러지며 4학년 이상의 고학년에서는 

대학입학유형이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

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다중회귀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학년별 학업성취도의 차

이를 대학입학유형이라는 변인에만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반요인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confounding vari-

able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인 다중회귀모

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학시기별 

입학전형, 시험난이도, 학생 성향 등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

여 대학입학유형과 함께 입학시기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한 

다중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다중회귀모형 추정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입학시기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대학입학유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분산분석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먼저 1학년 학업성취도의 경

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시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정시

일반전형 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성취도가 약 0.17

점 낮았고, 수시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정시지역출신전형 학

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성취도가 약 0.23점 낮았다. 

그리고 2010년에 입학한 학생에 비해 2004년부터 2008년 학

생들은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학년 학업성취도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시일

반전형 학생에 비해 정시지역출신전형 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약 0.18점 낮았다. 분산분석 결과와는 달리 3학년 학업성

취도는 대학입학유형별로 차이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4∼5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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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Grade 6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Rolling
-Regional origin

-0.11 0.10 -0.02 0.15  0.22  0.23  0.01  0.16  0.03  0.17 -0.06  0.06

Regular
-General

-0.20** 0.05 -0.23 0.12 -0.17  0.17 -0.15  0.13 -0.10  0.12 -0.15**  0.05

Regular
-Regional origin

-0.23** 0.06 -0.18** 0.08 -0.07  0.15 -0.14  0.20 -0.02  0.12 -0.14**  0.04

Year
  2004 0.15** 0.02  0.20** 0.03 -0.06  0.03 -0.01  0.01  0.06  0.06  0.03**  0.00
  2005 0.20** 0.02  0.23** 0.03 -0.02  0.03  0.08**  0.01  0.02  0.06 - -

  2006 0.15** 0.02  0.03 0.03 -0.03  0.03 -0.12**  0.01 - - - -

  2007 0.16** 0.02  0.00 0.02 -0.04  0.02 - -　 - - - -

  2008 0.11** 0.01 -0.08** 0.01 - -　 - - - - - -

  2009 0.00 0.02 - - - - - - - - - -

Constant 3.37** 0.06 3.34** 0.12  3.23**  0.16  3.24**  0.11  3.25**  0.13  3.31**  0.04
R2 0.05 0.10 0.08 0.04 0.02 0.02
N 362 298 245 200 184 94

β: 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R2: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Table 4.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Frunk Rate and Drop out Rate

Independent variable
Frunk Drop out

β SE OR β SE OR
Admission type
(Rolling=1)

-0.62* 0.34 0.54 -2.14** 1.05 0.12

Year of admission  0.72 0.33 2.05  0.90 0.66 2.46
Constant -2.06 0.30 - -3.41 0.59 -

Log likelihood -145.47 -54.49
Pseudo R2 0.03 0.08

Year of admission criteria: group 1, 2004~2007; group 2, 2008~2010.
β: 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OR: Odds ratio, R2: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년에서도 대학입학유형별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6학년에서는 수시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정시 일반전형과 지역

출신전형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학업성취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된 분산분석 결과와

는 달리,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단지 저학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6학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3. 대학입학유형별 유급확률과 자퇴확률 차이 분석

  대학입학유형별 유급확률과 자퇴확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앞선 

학업성취도 분석에서는 대학입학유형을 수시일반, 수시지역, 

정시일반, 정시지역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유급확률과 자

퇴확률 분석 시에는 3가지 입학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모형

을 추정할 경우, 추정치의 수렴에 실패하여 수시입학과 정시

입학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제

변수로서는 앞선 다중회귀모형과 같이 2004~2010년의 5개년

을 독립변수로 투입할 경우, 추정치 수렴에 실패하므로 분석

자료에서 의과대학생 대입전형방법으로 면접시험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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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 입학생과 이후 입학생을 구

분하는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대학입학유형별로 유급할 확률과 자퇴할 확률에 차이가 있

는가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먼저 유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를 살

펴보면, 대학입학유형은 유급확률에 유의수준 10%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회

귀계수와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입학

유형은 유급 여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승산비의 값을 보면 약 0.5로서 이에 역

수를 취하여 해석하면 정시입학생이 유급할 확률은 수시입학

생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입학유형은 자퇴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회귀계수가 부(-)의 부호로 나타나고 있어 수

시입학생이 정시입학생에 비해 자퇴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암시한다. 승산비값은 0.12로 나타나 이에 역수를 취하면 정

시입학생이 자퇴할 확률은 수시입학생의 약 8.5배라고 해석

된다.

  대학입학전형별 의과대학생의 학업성과를 학업성취도, 유

급확률, 자퇴확률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수시입학생이 정시입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학업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학유형에 따라 의과대학생의 대표적

인 학업성과로 볼 수 있는 학업성취도, 유급확률, 자퇴확률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의과대학의 학생선발유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선발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가지 분석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학유형에 따라 저학년에 

해당되는 1∼3학년 학업성취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

는데, 수시일반전형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및 지역출신전형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고학년에 해당

되는 4∼6학년에서는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학시기를 통제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분산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1∼2학년

에서 수시일반전형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학생 및 지역출신전

형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분석

모형에서 모두 대학입학유형별로 4∼5학년의 학업성취도 평

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입학유형별 6학년 학업성취도는 분산분석 결

과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저학년 때 우수한 학업성적을 나타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전형 입학생들과 차이가 없게 되다가 6학년에서 다시 성

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수시입학생의 우수한 학

업성과는 의과대학의 초기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고학년

이 돼서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수시일반전형 학생들의 대학학

업성과가 다른 전형의 학생들에 비해 우수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시 수시일반전형 학

생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이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학업성

과와의 적합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학업성취도 외에 대학입학유형별로 유급 여부와 자퇴 여부

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수시입학생은 정시입학생

에 비해 월등하게 유급확률과 자퇴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즉, 

수시입학생이 정시입학생에 비해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학업

수행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학생의 선발 비율을 높이고 정시

모집 학생선발 비율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방식 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시전형의 내용을 보다 정

교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발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영국의 페닌슐라 의과대학(Peninsula Medical School)

에서는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10가지 특성(의사소통능

력, 이타심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동, 융통성, 의사결정능력, 

협동심, 정직함, 반성적 태도, 자기통찰력, 질병과 의학에 대한 

통찰력, 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된 면접 질문들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한 결과, 의과대학 

학업생활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확률과 예측을 설명해주는 정

보를 제공해주었다고 한다[14]. Parry et al. [2]도 학업능력과 

더불어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균형 잡힌(well rounded)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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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비학업적인 측면의 요소들도 학생선발 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수시전형은 정시전형에 비해 면접 점수의 비

율이 높으며, 논술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파악능력, 논리적 사고 분석능력, 자기주장 

표현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수시전형이 수학능력시험 점

수를 토대로 한 정시전형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수학능력시험이 이후 의과대학에서의 학업

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없다. Kim et al. [15]의 연구에서도 

특차모집보다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는

데 이는 수학능력시험 점수보다는 내신 성적이 더 관련성이 

있으며, 따라서 학생선발에 있어서 수학능력시험에 많은 부분

을 의존하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성적과 면접, 학외 활

동 등의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선발 목표에 따라 중요한 핵심요소를 추출

하고, 이에 따른 면접 문항과 논술 문항을 잘 개발하여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특히 비학업적인 영역, 즉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자질들, 예를 들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은 일정 

부분 의학교육과정에서 학습될 수도 있지만 공감능력이나 리더

십처럼 개인의 성향, 즉 기질이나 성격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미리 갖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일개 대학의 

입학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자퇴율, 유급률의 차이를 알

아본 연구로 다른 대학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어려움

이 있다. 둘째, 수시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면접과 논술 문항이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 

면접관이나 논술 평가자의 일치 정도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셋째, 분석요소 중 자퇴에 관해 

그 이유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의과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

하거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한 경우도 있겠지

만, 다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퇴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Arulampalam et al. [16]의 연구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들

의 자퇴율은 의과대학의 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졌

는데, 의과대학의 학생선발 정책, 교육과정의 변화, 학비, 자

신의 개인적 성향과 학교의 성향이 맞지 않을 경우 자퇴율이 

높았고, 개인적인 특성에서는 부모가 의사인 학생과 학교 내

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자퇴율이 낮았다. 따라서 자

퇴의 원인이 의과대학의 학생선발 정책과 관련된 것인지, 아

니면 다른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시 연도만을 통제하였는데, 성별이나 나이 등을 통제하거나 

이에 의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학능력

시험의 영역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즉 언어

영역, 수리영역, 과학탐구영역이나 사회탐구영역, 외국어영역 

중 의과대학 성적과 상관이 높은 영역은 어느 것인지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이과

계열로 수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에서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

이다. 과연 그러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도 높은 성적을 보

이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은 일개 의과

대학이었으며 2004~2010년도 입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

석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으로 개

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선발유

형별 학업성취도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과가 더 

좋았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며,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성적 외의 다른 특성, 예를 들어 성격 

등의 정의적 특성, 가정배경, 의학과 선택 이유 등이 어떠한지

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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