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전형 면접 문항
■ 건양사람인(人)전형 전 모집단위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영역은 공통문항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발전
가능성

우리 학부(과)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고,
입학 후 본인의 진로계획을 말해 주세요.

- 우리 학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확인
- 진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 향후 지원자의 발전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

전공
적합성

우리 학부(과)에 진학하기 위한 고교활동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그
활동을 통해서 느낀점을 말해 주세요.

- 학과와 연계된 활동을 하였는가?
- 연계된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성과가 있었는가?
-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

■ 건양사람인(人)전형 – 인성
▸간호학과
구분
오전

오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건전한 가치관
생활철학
언어 표현력
태도 : 삶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조리있게 잘 설명하는가

- 건전한 윤리관, 가치관, 인생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키는 도덕(혹은 함께 사는 세상에서의 예절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한다
5
윤리)규칙을 한 가지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설명한다
3
설명해 보시오.
자신의 생각을 대답하지 못한다

1

▸작업치료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관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건전한 가치관, 정서적 안정성, 삶의 태도, 건강한 인성
되었고,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성격과 좌우명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오후 자기소개 해주세요.

건전한 가치관, 정서적 안정성, 삶의 태도, 건강한 인성

▸병원경영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단체 생활에서 지켜야할 기본 규칙은 어떤 것
들이라고 생각하나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가치관, 논리적 사고력, 언어표현력

▸안경광학과
구분
오전
오후

면접 문항
지금까지 경험한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내
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말해보세요.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지금껏 하였는지 말해보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언어구사력과 태도, 건전한 가치관, 생활철학
언어구사력과 태도, 건전한 가치관, 생활철학

▸임상병리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임상병리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나 직업관에 대한 명확한 의식과 태도가 확립되어 있는지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를 평가하고자 함

대학생이 되면 전공 관련 공부 외에 좋은 임

오후 상병리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제일 해보고 싶 건전한 가치관 및 계획성과 자기성찰과 언어표현력
은지와 그 이유는 ?

▸방사선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학교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에서 친한 친

오전

구와 경쟁할 경우, 학생은 그 경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에

교우 관계 형성에 대한 기준 및 가치관 형성되었는지 확인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오후

그룹과제를 수행할 때 학생 이 주로 맡는 부분과 공동 활동에 임하는 태도 및 과제수행에 있어서 자기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주도성 확인

▸치위생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치위생사로써 갖추어야 할 윤리적 사항이 있다 - 인성 및 성격, 인생관, 가친관
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이야기 해보세요. - 직업윤리의 개념과 기본원칙, 전문직 윤리에 대한 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의 경험 또는 사 - 인성 및 성격

오후 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것 - 인생관, 가친관
이 있을지 설명해 보세요.

- 사회복지윤리

▸물리치료학과
구분

면접 문항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과 물리치료사

오전 의 업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
을 말씀해주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자아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며, 자아를 이해하고 있는
가?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인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여 또박또박 이야기 하고 있는가?

물리치료사와 환자간의 원만한 치료를 위해

오후 물리치료사의 자질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물리치료사의 업무행위를 자기 자신으로 빗대어 구체
적으로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자신을 연결하고 있는가?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인성
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

▸응급구조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경험한 봉사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동기, 구체성, 역할, 결과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
오전 본인이
주시겠습니까?
명하는지 평가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 희생정신이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설명에 대
오후 희생정신에
요?
한 단어들의 명확성 평가

▸의공학부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오전

대학생활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예절 및 태도(표현력), 건전한 가치관, 계획성

오후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
엇이며,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예절 및 태도(표현력), 건전한 가치관

▸의료IT공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본인이 살아오면서 갈등을 극복한 사례와
그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갈등극복에 대한 유연성, 배려심, 신중함

친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

오후

복했는지와 그것을 통하여 느낀 점을 말

갈등극복에 대한 유연성, 배려심, 신중함

해보시오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학생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자
기소개를 해주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인성 및 성격, 인생관, 가치관, 언어표현력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던 봉사활동과 그 봉사

오후 활동을 통해 느끼고 바뀐 점에 대하여 설명해

인성, 인생관, 가치관, 문제파악능력, 언어표현력

주세요.

▸제약생명공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 3명의 이름을 말

오전 하고 그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지 이유를 설 논리적 사고, 가치관
명하시오.

오후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이며, 존경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요?

논리적 사고, 표현력

▸의료신소재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자기 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포함애서 자
기소개를 해주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인성, 성격, 인생관, 가치관

역사속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과

오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가치관, 생활관, 언어표현력

▸글로벌프론티어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오후

최근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다시금 세간의 주
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및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건전한 소
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건전한 윤리의식, 상호간의 공감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임상의약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오전

본인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건전한 가치관, 논리적 사고, 표현력

▸의약바이오학과
구분

오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출제의도】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채점 준거】
언어 구사력, 원만한 인간관계

▸글로벌의료뷰티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내가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인생관, 가치관, 생활철학
(개인적인 인생관, 가치관, 생활철학 및 중심점에 대해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는가)

▸기업소프트웨어학부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오전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예절 및 태도, 건전한 가치관, 표현력
오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
엇인지 말해보세요.

원만한 인간관계, 건전한 가치관, 표현력

▸재난안전소방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본인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혹은 인생의

오전 본보기가 있다면 그 사람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건전한 가치관, 표현 능력
오후

본인이 소방과 재난 안전 관련 봉사활동을 해
보았는지, 아니라면, 가장 의미 있었던 사회봉 전공에 대한 관심, 봉사 대한 태도와 소명의식
사 활동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사이버보안공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돈독한 교우관계를 만드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인성, 가치관, 논리적 표현력

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가장 느낀 점이 많았던 봉사활동을 설명하시

오후 고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의 바뀐 점에 대해서

인성, 가치관, 논리적 표현력

설명해보세요

▸융합기계공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오전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윤리적 가치관과 인성, 언어적 소통 능력과 표현력
말해주세요.
자신이 경험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

오후 고 보람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유 윤리적 가치관과 인성, 언어적 소통 능력과 표현력
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심리상담치료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았 - 의사소통능력

오전 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 협력적 대인관계능력
고 노력했습니까?

- 타인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태도

▸아동보육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얼굴표정과 자세, 복장

오전

자기소개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한가지씩 -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야기 해보세요.

- 자아존중감
- 인성 및 성격

▸유아교육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존경하는 분이 있는지요? 그 분이 현재의 자
신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본인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기준

▸초등특수교육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앞으로 특수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는가?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전공에 대한 관심, 미래예측능력 파악

미래사회에서 특수교사의 역할은 변할 것이라

오후 고 생각하는가?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것이라 전공에 대한 관심, 미래예측능력 파악
고 생각하는가?

▸중등특수교육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친구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이 - 대인관계

오전 나 문제해결 방식이 사뭇 달라서 갈등이 생겼 - 협력에 대한 이해
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배려

▸사회복지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찰

▸디지털콘텐츠전공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팀이 구성되었고,
본인이 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유독

오전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
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팀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

조직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 파악 능력, 갈등을 해결하는 사고의 유연성,
배려에 기반한 소통능력, 바람직한 가치관

을지 본인만의 전략을 말해보시오.

▸시각디자인전공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선의의 거짓말을 해 본적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일이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언어예절 및 관계형성, 배픔에 대한 이해

▸스포츠의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학창시절 친구나 기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집단 과정과 집단 갈등의 이해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않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였는가?

관계성을 구축할 수 있다.

▸글로벌경영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모범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형 -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확인

오전

성하는데 있어서 본인은 어떠한 선배, 후배, - 언어구사력 수준 확인(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동료가 되고 싶은가?

표현력 확인)

▸마케팅비즈니스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한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의 가치관이 건강해야 윤리경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가 갖춰야 하는 가치관
영이 가능할 것인바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를 파악하고자 함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본인의 평소 인간관계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가치관, 판단력, 소통능력
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금융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평가한다면? 몇점을
주시겠습니까? 이유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가치관, 판단력, 논리적 소통능력

▸세무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가족을 제외하고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자세와 태도, 건전한 가치관, 언어표현력, 문제이해력
은 누구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중심으로 평가

▸국방경찰행정학부
구분
오전

면접 문항
고교시절 봉사한 경험중 가장 감명 깊었던 봉
사활동은 무엇이고 이유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봉사의 가치와 진정성을 평가함

■ 창업인재전형 전 모집단위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영역은 공통문항
구분

면접 문항

발전
가능성

우리 학부(과)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고,

전공
적합성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입학 후 본인의 진로계획을 말해 주세요.

- 우리 학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확인
- 진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 향후 지원자의 발전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 학부(과)에 진학하기 위한 고교활동

- 학과와 연계된 활동을 하였는가?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활동과 그

- 연계된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성과가 있었는가?

활동을 통해서 느낀점을 말해 주세요.

-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

■ 창업인재전형 – 인성
▸제약생명공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학생자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자 - 인생관
기 소개를 해주세요.

- 가치관

▸글로벌의료뷰티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있다고 느꼈던 순
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가치관
- 자기이해
(학생으로서 윤리적인 행동과 가치관에 대한 설명)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고등학교 시절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였으며, - 가치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감사하는 마음

▸금융학과
구분

면접 문항
본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오전

함께 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
게 판단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본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가치관
- 판단력
- 논리적 소통능력

■ 글로벌인재전형 전 모집단위 발전가능성, 전공적합성 영역은 공통문항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발전
가능성

대학에 진학하여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진로

- 진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분야 및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지원자의 발전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

전공
적합성

본인이 취득한 특기실적의 준비과정에서 노력

-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

한 사항과 느낀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에 대한 준비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

■ 글로벌인재전형 – 인성
▸글로벌프론티어학과
구분
오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가족, 친구, 선생님 등 자신의 삶에 가장 가까 -가치관
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 -장단점(성격)
하고 있을지에 대해 그 이유(사례 등)와 함께 -대인 관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상황판단능력

▸융합디자인학과
구분

면접 문항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 해보세요.

오전 (본인의 장점, 단점, 좌우명 등을 포함)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옷차림은 단정하고, 자세는 반듯한가?
건전한 가치관, 생활철학이 있는가?
원만한 성격과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는가?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

▸글로벌의료뷰티학과
구분

면접 문항
존경하는 인물 또는 롤모델은 누구이며, 그 이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오전 유는 무엇입니까?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가 있는가?

오후 삶의 신조 또는 삶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쾌락의 추구와 금욕
의 삶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에 대해 본인의 가치관
이 형성되어 있는가?

▸융합IT학과
구분

면접 문항
팀으로 과제를 한 경험과 팀에서의 역할을 말

오전 해 보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리더십, 배려심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구분

면접 문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전 무엇입니까?

평소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

오후 엇입니까?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가치관, 자신감, 표현력
가치관, 감사하는 마음

▸금융학과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

오전 구입니까? 또는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치관, 감사하는 마음, 진실성

■ 의학과 면접문항 – 지역[면접], 일반[최저], 지역[최저], 농어촌[최저]
■ 지역인재전형[면접]
▸지역인재전형[면접] - 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 [1번방]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출제의도]

전공
주어진 고교 수준의 자료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적합성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 제공된 [자료 1]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료 1, 2,
발전 3] 지문의 공통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채점기준]
가능성 발표하세요.

1등급 매우 우수(영어독해능력, 논리적 발표능력,
제시된 자료의 정확한 분석능력). 2등급 우수,

1번방

3등급 보통, 4등급 부족, 5등급 매우 부족

【1번방 지문】
[자료 1]
The nervous system detects these deviations and reports back to a control center, often
based in the brain. The control center then directs muscles, organs and glands to correct for the
disturbance. The continual loop of disturbance and adjustment is known as "negative feedback,"
according to the online textbook Anatomy and Physiology. For example, the human body maintains a
core temperature of about 98.6 degrees Fahrenheit (37 degrees Celsius). When overheated,
thermosensors in the skin and brain sound an alarm, initiating a chain reaction that directs the body
to sweat and flush. When chilled, the body responds by shivering, and reducing blood circulation to
the skin. Similarly, when sodium levels spike, the body signals the kidneys to conserve water and
expel excess salt in concentrated urine, according to two NIH-funded studies. (Live Science 기사,
2019년 7월 15일)
이어서 계속

【1번방 지문】
[자료 2]

(https://slidesplayer.org/slide/14077245/)

[자료 3]
병원균의 종류와 감염 부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열(熱)’이 난다. 병원균에 대항하
여 환자의 면역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들이 열이 나게 하는 주범이다. 1948년 의사 ‘베션(Paul Bruce
Beeson)’이 백혈구에서 발견한 ‘체온을 올리는 물질’이 최초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이다. 이들은 뇌의 혈관
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게 하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체온조절중추’에 작용하여 체온의 설정값(set
point)을 높인다. 체온을 올리라는 신호다. 그 결과 우리 몸은 갈색지방세포 등을 통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한편,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은 줄이려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을 떨게 하여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오한(惡寒)’이다. 체온을 올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신진대사를
10%나 증가시켜야 겨우 1℃ 정도 올라간다.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체온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이런 현상은 사람 이외의 다른 척추동물에서도 관찰된다. 흥미롭게도 냉혈동물도 아프면 따뜻한 장
소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열은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려는 방어 전략이라
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1~4℃ 정도 더 높은 체온은 감염 후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고,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의 개수뿐만 아니라 활동도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온도는 바이러스의 증식에도 영향을 미친
다. 대표적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는 체온보다 낮은 온도인 35℃에서 더 잘 증식하므로 발열상태에
서는 증식이 억제된다. (제주일보 기사, 2019년 9월 22일)

▸지역인재전형[면접] - 전공적합성+발전가능성 [2번방]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출제의도]

전공
생명 과학 I 교과가 다루는 ‘호르몬과 항상성’의 키
적합성 제공된 자료(지문 및 그림)를 활용하여 인체가 스 워드를 바탕으로 제시된 지문 이해 능력과 종합적
+
트레스를 받을 때 1)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과 2) 사고를 평가하고자 함
발전
과도한 호르몬 분비에 의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가능성
증상을 설명하시오.

2번방

[채점기준]

매우 우수(제공된 자료의 종합적 이해, 과학적 추
론하여 논리적으로 말함. 6분 내외로 발표함)

【2번방 지문】
[자료 1]
코르티솔이 복부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돼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코르티솔이란 콩팥의 부
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코르티솔은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어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인다.
분비된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맞서 신체가 대항할 수 있도록 신체 각 기관으로 더 많은
혈액을 방출시킨다. 그 결과 맥박과 호흡이 증가한다. 또 근육을 긴장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신을 또렷하게 하며 감각 기관을 예민하게 만든다(출처: 중앙일보. 2015)
[자료 2]

(출처: https://www.2ndacthealth.com/)

▸지역인재전형[면접] - 인성+발전가능성 [3번방]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의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역량

발전가능성 中

(인성요소)을 세 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동기유발도

보편적인 핵심역량을 3개 이상
매우 제시 / 현재 대입정책 문제점
우수 인지하고 대안 제시 / 개발

답한 역량을 갖춘 예비의료인을 길러내

경험을 충실히 답변

발전가능성 中

는 데 있어 현재 대입정책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인성
+
발전
가능성

시사 역량

보편적인 핵심역량을 2개 이상

문제 의식

우수

창의력

제시 / 현재 대입정책 문제점
인지 못하고 대안 제시 / 적절한
경험을 불성실하게 답변
보편적인 핵심역량을 1개 제시 /

보통

현재 대입정책 문제점 인지하고
대안 미제시 / 부적절한 경험을
충실히 답변

3번방
본인의 고교 생활 중, 해당 핵심역량(인

인성 中

성요소)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성실성

말해보세요.

적절치 않은 역량을 제시 / 현재
부족

공감능력

대입정책 문제점 인지 못하고
대안 미제시 / 부적절한 경험을
불성실하게 답변

매우
부족

대체적으로 답변 못 함.

▸지역인재전형[면접] - 인성+발전가능성 [4번방]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갑질/불공정
관련 다음의 동영상[자료]을 보고 면접관의 [출제의도]
질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말하시오
- 사회문제 및 사회현상에 대한 의식수준과 감수성
- 불의에 대한 대처방법
1) 당신이 영업사원이라면 상대의 불공정한

인성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유는?
+
추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불공정한
발전
가능성 상황은? 대처는?

4번방 2) 당신의 친한 동료의사가 하는 영업사원에

[채점기준]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능력, 사회적 문제점
이해능력, 논리적 발표능력, 법적인 문제에 대한
사리분별 및 대처 능력
1등급 : 매우 우수

대한 불공정한 요구를 인지하였다. 당신은

2등급 : 우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유는?

3등급 : 보통
4등급 : 부족

3) 만약 동료의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용의가
있는가? 이유는?

5등급 : 매우 부족

■ 일반학생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최저], 농어촌학생전형[최저]
▸ 일반학생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최저], 농어촌학생전형[최저] - 인성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책임감 있는
- 봉사 및 희생정신이 있는
- 정의롭고 용기 있는
- 공감과 배려심 깊은
- 협동성 있는
- 수험생의 경험을 근거로 인성평가

질문 1.

인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속에서 자신을 가장 잘 설 - 경험의 구체성, 진실성 및 깊이와 풍부성을 평가
명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경험을 바탕으 - 수험생의 정서와 태도 평가
로 설명하세요.
질문 2.
학교생활 교우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부족
했다고 느껴지는 항목을 선택하고 개선하기 위
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일반학생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최저], 농어촌학생전형[최저] - 발전가능성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당신은 현재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
고자 한다. 다음 항목은 최근 의학분야에서 이
슈가 되는 주제다. 아래 항목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핵심내용을 정리하
여 답하시오.

발전
가능성

<보기>
1. 환자의 서울 대형병원 쏠림
2.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복용
3. 건강 보험 적자
4. 공공의과대학 설립
5. 원격의료
6. 의료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활용

1등급 매우우수
(제시된 자료의 정확한 분석능력, 사회적 쟁점 이해여
부, 논리적인 발표능력)
2등급 우수
3등급 보통
4등급 부족
5등급 매우 부족

▸ 일반학생전형[최저], 지역인재전형[최저], 농어촌학생전형[최저] - 전공적합성
구분

면접 문항

최근 많은 국가에서 정부주도의 감염병 표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지문이해도

- 문제해결능력
전공 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지문을 읽고
- 논리사고력
적합성 백신사용에 대한 본인 의견을 4분간 발
- 발표력
표하시오.

【전공적합성 지문】
[자료 1]

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집단면역' 때문이에요. 백신은 한 사람에게 면역력을 주죠. 그런데
집단 구성원 대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차원에서 면역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염병이 퍼지기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방접종 안 하였는데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건 본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집단면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합
니다. 집단면역이 강하게 유지되면 질병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어요. 백신의 탄생을 이끈
천연두는 백신 개발로부터 약 200년 만인 1977년 완전히 소멸됐고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등도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답니다. 집단면역은 한 집단 내에서 백신을 맞는 사람의 수가
95% 이상이어야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 시절에 17가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
고 있죠. 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을 만드는 거지요. (출처: 조선 멤
버스, 2019년)
이어서 계속

【전공적합성 지문】
[자료 2]

(출처: 미합중국 45대 대통령 트위터, 2014년)

[자료 3]

접종 후 실신이나 신체 통증 등의 부작용으로 일본에서 접종 권장이 취소된 일명 자궁경
부암백신이라 불리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부작용에 뇌장애가 새로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6일 HPV백신 접종을 받은 후 통증과 실신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여
중⦁고생 123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증상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접종받은 백신
은 서바릭스 82명, 가다실 35명, 불확실 6명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신체 통증과는 별개로
'계산이 느려졌다.' '수업내용이 이해 안 된다.' 등 학습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약 40%로
나타났다. 졸음 과다와 밝은 빛을 잘 못 보는 수명(羞明)이 그 뒤를 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환자에 따라 발병 시기와 증상도 다양한 만큼 대증요법과 면역요
법 등 발병 시기의 병태에 맞춘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컬트리뷴,
2016년)
이어서 계속

【전공적합성 지문】
[자료 4]

백신은 면역계에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백신이 역설적으로 병원체에게 더욱
위험해지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닭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는 인간의 백신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며, 백신의 장점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앤드루 리드 박사(생물학)는 "이 연구가
백신 반대 운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이번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일부 백신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
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화론에 의하면 `많은 병원체들은 병독성이 강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숙
주가 너무 빨리 희생될 경우 다른 희생자에게 전염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불완전한 백신이 개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리드 박사는 14년 전 네이처(Nature)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불완전한 백신은 고병원성
병원체에 감염된 숙주를 살려둠으로써 치명적 병원체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 최근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마렉병
(닭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환)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마렉
병은 감염된 닭이 우포(깃털 기부 주변의 표피 돌출부)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다른 닭
이 이를 흡입함으로써 전염된다.
양계 농가에서는 일상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여 마렉병을 예방하는데, 이 백신은 `접종받은
닭`을 건강하게 해 주지만 바이러스 배출을 중단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강한 닭`이
마렉병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해 주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마렉병은 병독성이 훨씬
더 강해졌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백신 때문이라고 믿어 왔다. 리드 박사는 세계 표
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 소재)의 연구진과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마렉병 백신을 접종한
닭과 접종하지 않은 닭에게 `다양한 병독성을 가진 마렉병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 그 결
과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그룹의 경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은 (너무 빨리 죽
는 바람에)저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에 비해 바이러스를 훨씬 더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받은 그룹의 경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
염된 닭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바람에)저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한 실험에서 백신을 접종받
지 않은 닭들에게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건강한 닭과 함께 사육해 봤다. 그랬
더니 감염된 닭은 곧바로 죽어 다른 닭들에게 마렉병을 전파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백
신을 접종받은 닭들에게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건강한 닭과 함께 사육하자, 백신
을 접종받은 닭은 오래 살았지만 다른 건강한 닭을 감염시켜 죽게 만들었다. 이에 연구진
은 "백신이 고병원성 바이러스의 전파를 조장하여,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닭들의 중증감염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플로스 바이올로지(7월 27일호)에 발표했
다. (출처: 사이언스매거진, 2015)
이어서 계속

【전공적합성 지문】
[자료 5]

2008년

4월

11일

미국

국가

예방접종

자문위원회(National

Vaccine

Advisory

Committee)는 향후 5년 동안 예방접종이 자폐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자들 개개인
에게 각각 안전성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최근 들어 예방접종과
자폐증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 것으로 그 중심에는 9살 난 Hannah
Poling이라는 소녀의 사건이 있다.
Hannah Poling은 생후 19개월에 5가지 종류의 백신을 접종했다. DTaP, Hib, MMR,
varicella, polio가 그것인데, 이전까지 잘 놀고 의사소통이 잘 되던 Hannah는 백신을 맞
고 2일 뒤부터 축 늘어지고 과민해지면서 열이 생겼다. 10일 뒤에는 varicella 백신과 관
련된 발진이 생겼다. 수개월 뒤에는 신경, 정신적 성장 장애가 나타났다. 결국 Hannah는
미토콘드리아 효소 결핍증으로 인한 뇌병증(encephalopathy)으로 진단됐으며, 언어·의사
소통·행동 등의 양상이 자폐증 스펙트럼에 부합되었다.
이런 자폐증 증상은 미토콘드리아 효소 결핍증에서도 곧잘 일어나는 일이지만 Hannah의
부모들은 백신이 뇌병증을 일으켰다고 믿었다. 결국, 그들 부모는 국가 예방접종 피해 보
상 프로그램(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VICP)에 제소하였고 2008
년 3월 6일 피해 보상 판정을 받았다. (출처: 청년의사, 2008년)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의학과(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인성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환자에게 솔직하게 설명한다면
-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 본인과 병원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외과의사다. 오늘 방문한 58세 남자를 - 환자와의 신뢰 손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료하여 암을 발견하였다. 의료기록을 확인해

인성

보니 3개월 전에도 당신한테 진료받았고 그 ▸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당시 초기 암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다. -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3개월 전이나 현재 치료방법과 치료결과에는 - 환자나 보험회사가 의무기록 확인하여 당신의 실수
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이가 없다는 상황에서 당신은 남자에게 어
- 동료 의사가 당신의 실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떻게 설명할 것인가?

것인가?
1. 책임감
3. 논리성

2. 정직성
4. 설득력

▸의학과(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발전가능성
구분

발전
가능성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Wear & Catellani는 의학 전문직업성
(medical professionalism)이란 사고와 감
각과 행동습관의 지속적인 자기반성의 과
정이라고 보았고, Miettinen & Flegel은 의
학 전문직업성이란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
고 의료와 관련된 모든 바람직한 자질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사고력, 표현력, 언어구사력 등
- 구체적이고 뚜렷한 항목(존경, 능력, 공감, 정직과 성

당신이 의사라면 필요한 의학 전문직업성 자

실성, 책임감, 동료 인정, 자신감, 최신의 의학지식,
친절, 좋은 의사소통자, 윤리성, 좋은 판단력 등)을
제시함.

질을 제시하고 설명해주세요.

▸의학과(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 전공적합성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예시 답안>
- 인슐린을 외부에서 주사하여 혈당을 조절한다.
- 간에서 포도당 대사를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 한다.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당 - 운동을 많이 하여 근육에서 당의 대사를 증가시켜 당 소모를 증가 시킨다.
뇨병의

발병원인을

설 명 하 - 식욕을 조절하는 약을 써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한다.

전공
고 그 에 따 른 치 료 전 략 을 -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한다.
적합성
5분 동 안 설 명 하 시 오 .

- 간과 이자의 혈당조절효소의 분비를 증가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당은 조절한다.
- 체내의 대사를 증가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당의 소비를 증
가시켜 혈당을 조절한다.
-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당 증가를 억제시킨다.
- 장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당 증가를 억제 시킨다.
- 췌장이식을 통해 췌장에서 인슐린 증가를 유도한다.

【전공적합성 자료】
[자료1]
당뇨병의 발병과 관련이 깊은 유전자 16개가 국제 공동연구에서 확인됐다. 당뇨병은 현
재 국내성인 인구의 9%가 앓고 있고 매년 1만여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비를 지원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혈당·체내 대사 조절 관련 신
규 유전요인 16개를 규명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유전요인이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
전 정보 가운데 질병 발생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런 유전자가 변이되는 경우 당뇨병이
발병한다. 변이된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보유한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다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 환경적 요인도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연구는 미 NIH의 주도로 2009년부터 8년간 진행됐다. 22개국 193개 기관의 연구자
300명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
등이 포함돼 5개 인종(유럽인·동아시아인·남아시아인·아메리카인·아프리카인) 12만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조사했다. 당뇨병 관련 연구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연구 대상 중 아시아인
은 4,000여 명이었으며 그중 한국인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연구팀이 찾아낸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16개 가운데 체내 대사 조절 유전자
(GRB14)·인슐린 분비 조절 유전자(SLC30A8) 등 14개의 변이는 5개 인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다. 연구팀은 또 나머지 2개의 유전자 중 PAX4는 동아시아 당뇨병 환자에게서만
변이가 확인됐고, FES는 남아시아 당뇨병 환자에게서만 변이가 나타나는 특이 유전요인이
란 점을 확인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6. 7. 13.]
[자료2]
‘보이지 않는 암’이라고 불리는 당뇨병은 전체 기관과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유
형 I과 유형 II로 구분된다. 유형 I은 이자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생산하
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전체 당뇨병 환자 중 5~10%를 차지하며, 소아성 당뇨병이 대부
분 여기에 해당한다. 유형 II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되지만, 인슐린 수용체나 포도당 수용
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인데 당뇨병 환자의 90~95%가 여기
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 속하는 환자는 80% 이상은 비만 체형을 보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보인다. [출처: 고등학교 생명과학 I (교학사) III. 항상성과 건강]

【전공적합성 자료】
[자료3]

[출처: 주간동아. 한국형 당뇨병의 아우성. 2009]
[자료4] 당뇨병의 증세는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뒤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집단검진 등이 많아져서 증세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약 1.5리터 이내이지만 당뇨병에서는 3리터를 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소변 횟수는 당연히 늘어나 하루 10회 이상 될 때도 있습니다. 1회 배뇨량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뇨의 원인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장의 세뇨관에 다량의 당이 흘러들어
삼투압이 올라가서 주위의 혈관으로부터 대량의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에
게는 야뇨증이 당뇨병을 발견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당뇨병의 증세는 목마름이 제일 많고, 입이 마르고 끈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다뇨로 인한 탈수와 고혈당에 의한 혈액의 삼투압 상승 때문입니다. 이 같은 체내의 정보
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라는 세포군에 전달되어서 갈증을 느끼고 물이 먹고 싶
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은 많이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스나 콜라, 우유
등의 에너지원이 들어 있는 것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식(多食)은 다뇨, 다음과 함께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
욕의 항진을 호소하는 사람은 적으며, 무의식중에 많이 먹는 듯합니다. 다식의 원인은 인슐
린 작용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체내에서 에너지원인 당질의 이용이 낮아지고, 또 소변 속에
대량의 당을 잃기 때문에 몸이 기아 상태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화된 당뇨
병에서는 도리어 식욕이 낮아지며 이어서 당뇨병성 혼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악화와 함께 급속한 체중감소가 나타납니다. 식욕은 있어서 충분히 먹는데 몸이
마른다고 호소하는 사람 가운데 자주 당뇨병이 발견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
해 먹은 것이 에너지원으로 완전하게 이용되지 않고, 일부가 포도당으로 소변에 섞여 배출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부족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지만, 이것도 인슐린 부족으로 충분히 이용되지 못
합니다. 이렇듯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야위는 것입니다. 또 다
뇨로 인해 몸의 수분이 줄어 탈수 상태가 되는 것도 체중이 감소하는 한 원인입니다.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당질이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는 점과 탈수, 소변으로 나가는 당으
로 인해 필연적으로 오는 증세입니다. 체력의 저하, 탈력감, 피로, 무기력, 식후의 나른함,
졸음 등을 느낍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가시기 힘들며, 몸이 땅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며 어린이의 경우 피로해지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어 갑자기 성
적이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출처: 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간호학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구분
인성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어 인생관, 건전한 가치관, 자기이해, 자기성찰, 언어표현력, 면
떤 점이 닮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접 자세와 태도
- 상 : 논리적으로 지원동기 및 본인이 노력한 부분을 설명함

간호학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언제

- 중 : 지원결정 시점은 말했으나, 노력한 부분이 부족함

- 하 : 설명이 부족하거나 대답하지 못함
발전
이고, 결정된 이후 간호학과를 오기위해 학
* 결정시점이 중요하지 않음
가능성
생이 노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시간관리에 엄격한 교

전공 수님 수업에 지각을 할 처지인데, 노인 한
적합성 분이 10미터 거리에서 쓰러지시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치관, 인성, 자기이해
- 착한 사마리아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
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근거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문제해결력, 논리/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병원경영학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구분
인성

면접 문항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세요.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문제파악능력
논리적 사고력
언어 표현력

발전 10년 후의 모습을 제시하고, 우리학과에서 배
미래 계획성 평가, 목표의식
가능성 워갈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전공 이해 및 관심도

전공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언어 표현력
적합성 를 설명해보세요.
자신감

▸글로벌의료뷰티학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구분
인성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
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타인의 이해와 공감 능력과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글로벌 시장의 이해와 발전 방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 K-뷰티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있는지 확인
가능성 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공
화장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적합성

(고객의 특성 이해 및 기술적 특성과 국가의 문화적 이해)
전공 학습을 위한 기본적 과학지식 및 사회지식 융합 역
량 확인
(피부의 특성과 화자움의 화학적 성분 및 시장의 이해)

▸물리치료학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구분

면접 문항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인성

(출제의도)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 업무에 본
인이 적합한 역량이나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기 고찰
을 해보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임. 회적, 전인적, 이타적인, 더불
어 살아가는, 존중, 인간다운 성품, 배려, 책임, 협동, 봉사정신이
있는 물리치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역량을 자신과 비추어 이야
물리치료사가 갖추어야할 역량이
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시간 동안 치료를
하는 의료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
주려는 이타적인 사고와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다른 의료인들과
협력하여 치료하려는 협동심과 환자가 좋아질 수 있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다운 성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

(출제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사고하는 활동이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대학학업활동이나 취업후에
도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 사고를 하는 전인적이고, 발전가능성
이 있는 지원자인지를 평가하고자 함
고교시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 봉사활동 중 입으로 불어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 분을
이 변화가 되거나 또는 인상 깊었 만났는데,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던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도와드릴 수 있을가 하다가 마침 그 장애인 분이 보조기 신청 사업
이 있어서 담당 치료사분과 함께 국가에 보조기기 신청서를 작성하
는 문서의 글쓰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 분이 구체
적으로 무엇이 불편하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글로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공
적합성

(출제의도)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생각을
최근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를 정리여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
통해 1인 홈트레이닝 프로그램들 보다 쉽게 전문가들에 의해 운동프로그램을 집에서 접근할 수 있
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트레이닝 시장의 수익에는 좋
사회적 현상의 장점과 물리치료에 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는 질환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거라고 생각 나 개인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
요합니다. 물리치료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강회되는 장점이 있을 것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