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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Sang Hyun Kim
Department of Microbi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 의한 일개 의과대학 응시자 특성
분석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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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Self introduction letter,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차별화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

서론

해 도입된 입학전형요소이다[1]. 자기소개서나 교수추천서는
학부모추천, 동료추천, 학생생활기록부, 면접 등의 여러 다면

자기소개서는 주로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쓰이는 글로서

정보에 속하며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보편적

최근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하는 각 대학에서 모집단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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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2013년 기준

서 교사추천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7]. 교수추천서는 지원

으로 26개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25개 의전원이 자기소개서 제

자의 특징을 다면적으로 기술하는 데 효과적이며 인지적 측

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9개 의전원이 교수추천서를 제출하도록

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학점위주의 획일적 선발방법을 보완하

하고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전형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는 데 도움을 준다. 의전원 입시에서도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자기소개서는 자기보고서의 형태로 자아개념, 특기, 가치,

등의 표준화된 도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써 활용되는

교내외에서의 활동과 성취 등에 대해 학생 자신이 설명하는

교수추천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는

기록이며, 성적 등의 정량화된 도구로서 파악하기 힘든 학생의

의전원에 지원하여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행동특성이

논리력, 창의력 등의 특성을 나타내어 학생을 정성적으로 평가

나타나 있고, 교수추천서에는 교수가 오랜 기간 관찰해온 지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양식이다[2]. 이러한 자기소개서에는 자

원자에 대한 행동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교수추천서는 교수

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관심 분야, 지원

의 관점에서 쓴 내용이므로 주관적일 수 있지만 항목에 대한

동기, 향후 학습 계획 등이 포함된다[2]. 또한 대학입시에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객관적인 자세로 기술된다면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능력과 꿈 등과 관련하여 자

상당히 공식적일 수 있다[8]. 일반적으로 교수추천서에는 학

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생의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창의성 요소가 포함되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포함하기도 한다[3]. 그러므로

지만 의전원 입학을 목적으로 쓰이는 교수추천서에는 의학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생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로서의 기본 자질(성실성, 도덕성, 봉사정신), 발전 가능성(창

되고 구술 면접 시에 사전 질문거리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

의성, 리더십, 도전정신, 대인관계), 의학 수행의 적합성(의학

움을 준다[4]. 입학을 목적으로 쓰이는 자기소개서는 친교나

수행의 열의, 준비도, 학습능력) 등이 포함된다.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

2013년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26개 의전원 중 25개 의전

진다[5]. 첫째, 수필과 같이 주관적인 성격을 가진 글이 아니라

원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고 9개 의전원이 교수추천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글이므로 지나치게 친근하거나 독특한 표

제출을 요구할 정도로 의전원 입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5]. 이러한 점에서

만큼 현재 의전원 입학전형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와 교수추

자기소개서는 James Britton의 글쓰기 분류에서 자기 표현적

천서의 각 항목 및 모집단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기

글쓰기와 의사소통적 글쓰기의 중간단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소개서와 교수추천서가 의전원생 선발 과정에서 좀 더 공정

있다[6]. 둘째, 설득을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글이므로 평가자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전달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전원 입학생 선발에 사용되는 자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5]. 셋째, 분량이 정해진 글이다.

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서 지원자와 교수가 기술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전원에서는 10개 이내의 항목에 400∼1,000자 이

내용을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행동특성으로 나누어 빈도분

내의 제한된 글자 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분량에 맞추

석하였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특성 간에는 어떠한 상

어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어를 선택

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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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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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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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응시자 109명 중에서 일반전형 지원자 40명, 특별전형 지
원자 52명, 정시모집 응시자 중 M.D.Ph.D. 과정 지원자 17명

결과

(서류 미비 2명 제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전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행동특성

수학과 과학 영재의 24가지 행동 특성 중에서 수학적, 과학

앞서 정의한 행동특성이 내용상 드러났을 경우를 모두 합

적 특성만을 표현하는 특성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지적으로

하여 항목별 빈도수를 구하였다(Appendix 1, 2, 3). 총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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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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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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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ective domain

3. 자료 분석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학생의 행동특성을 항목
별로 빈도분석하였다. 각 행동특성들의 빈도 차이의 유의성을
2

알아보기 위해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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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domain

Characteristics
Intellectual curiosity
Problem solving ability
Creativity
Self-directed learning
Communication skill
Attitude in medicine
Confidence
Challenging spirit
Versatility
Perfectionism
Self-conception
Inner motivation
Initiative
Awareness of purposes
Morality
Sociality
Leadership

Fig. 1. Frequency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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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 중 95명의 학생이 의학적성을 가장 많이 기술하였으

사소통능력 등 모든 인지적 특성 항목이 교수추천서보다 자

며 적극성을 기술한 학생은 90명으로 그 다음이었다(Fig. 1).

기소개서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빈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반면에 다재다능함은 26회, 자아개념은 28회로 가장 적게 기

보였다(p<0.05). 정의적 특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의

술되어 있었다.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인지적 특

학적성이었으며 그 다음은 적극성이었다. 의학적성은 모든

성과 정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정의

행동특성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특성이었다.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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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교수추천서에 언급된 학생의 행동특성의 빈도에서 차이가

소개서에서 가장 많은 언급된 인지적 특성은 자기주도적 학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 검증을 한 결과 의학적성, 자신

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순이었다. 자기소개서

감, 도전정신, 다재다능함, 완벽주의, 자아개념, 내적동기, 적

와 교수추천서에 기술된 행동특성의 빈도분포에서 차이가 있

극성, 목표의식 등 모든 정의적 특성 항목이 자기소개서에서

2

2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 검증을 하였다. 인지적 행동특성인

보다 많이 언급되었고 빈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지적호기심,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

(p<0.05). 사회적 특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도덕성이
2

었다. χ 검증을 통해 도덕성, 사회성, 리더십 등 모든 사회적
Fig. 2. Frequency Analysis of Cognitive, Affective, and Social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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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Percentage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of Regular and M.D.Ph.D. Program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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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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행동
특성
총 109명 학생 중 남학생 59명, 여학생이 50명이었다. 인지

특성의 빈도분포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 검

적 특성은 남학생의 61%가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였고 여학생

증을 하였다. 지적호기심,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인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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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총합의 빈도수에서, 그리고 자신감, 도전정신, 다재다능함,

59%가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였고 반면에 여학생은 56%가 언

완벽주의, 자아개념, 내적동기, 정의적 특성의 총합의 빈도수

급하였다. 사회적 특성은 남학생의 62%가 자기소개서에 언급

에서, 사회적 행동특성인 도덕성, 사회성, 사회적 특성의 총합

하였고 여학생은 70%가 언급하였다. 남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의 빈도수에서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이 더욱 많이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보다 많이 언급하였고 여학생

언급하였고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05).

은 사회적 특성을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언급하였다.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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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Percentage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of Female and 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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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학생의 자기소개서에서 기술한 행동특성의 빈도분포에
2

천서에서는 65회로 가장 적게 언급되어 있었다. 교수추천서

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 검증을 하였다. 남학

에서 가장 많은 언급된 인지적 특성은 의사소통능력 53회, 지

생은 정의적 특성인 의학적성, 다재다능함을 여학생보다 많

적호기심 44회, 문제해결능력 36회 순이었다. 자기소개서와

이 언급하였으며, 반면에 여학생은 도전정신과 도덕성을 남

마찬가지로 창의성에 대한 언급 빈도가 10회로 가장 적었다.

학생보다 많이 언급하였고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정의적 특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의학적성이며 그 다

였다(p<0.05).

음은 적극성이었다.

4. 교수추천서에서 나타난 지원자의 행동특성

5.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행동특성들
의 상관관계 분석

교수추천서에서 교수가 지원자를 관찰해온 기간은 평균 3년

7개월이었으며 범위는 6개월부터 11년 7개월까지 다양하였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다. 총 109개의 교수추천서 중에서 의학적성이 79회로 가장

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자기소개서 특성의 총합과 인지적 특

많이 언급되었으며 사회성이 77회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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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었다(Fig. 1). 의학적성은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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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추천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었다. 반면에 다재다능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지

함은 26회, 자아개념은 28회로 가장 적게 기술되어 있었다.

적 특성, 정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중요시하며 작성한다

자기소개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특성은 90회의 적극

고 할 수 있었다(Table 2). 교수추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성이었지만 교수추천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특성은

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교수추천서 특성의 총합과 인지적

사회성이었다.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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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를 모두 합한 총합은 자기소개서에서 1,108회, 교수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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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서는 387회 나타났다.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인지적 특성

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는 교수들이 추천서를 작성할 때 학

과 정의적 특성, 사회적 특성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인지적

생의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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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작성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Table 3). 자기소개서와 교

로는 자기소개서와는 상이하게 149회 언급된 사회적 특징이

수추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었으며 마지막으로 65회 언급된 정의적 특성이었다. 이는 자

자기소개서의 인지적 특성과 교수추천서의 인지적 특성

기소개서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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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서 정의적 특성은 56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추

고, 자기소개서의 정의적 특성이 교수추천서의 인지적 특성

Table 2. Simple Correlation amo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Cognitive domain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Sum

r
p-value
r
p-value
r
p-value
r
p-value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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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1
0.508
0.000**
0.272
0.004*
0.776
0.000**

1
0.277
0.003*
0.887
0.000**

1
0.555
0.000**

김상현 :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응시자의 특성 분석

Table 3. Simple Correlation amo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Shown in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Cognitive domain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Sum

r
p-value
r
p-value
r
p-value
r
p-value

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1
0.534
0.000**
0.407
0.000**
0.842
0.000**

1
0.297
0.002*
0.852
0.000**

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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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Social domain

r
p-value
r
p-value
r
p-value

Cognitive domain
0.361
0.000*
0.239
0.012
0.162
0.093

Self introduction letter
Affective domain
0.377
0.000*
0.410
0.000*
0.159
0.098

Social domain
0.183
0.056
0.221
0.0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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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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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

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하려는 학과의 특성이 자신들에게 적
합함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수는 의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의전원에

사라는 직업적 특성에 지원자가 적합함을 추천서에서 우선적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기술한 행동특성과

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추천서의 사회적 특

학생을 곁에서 오랜 기간(평균 3년 7개월) 관찰해 온 교수가

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회성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예비의료인의 행동특성을 확인하였

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을 중요시한다

다. 개인의 풍부한 발달은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의적 영역 간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개념은 교수추천서에서는 언급되

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한다[15]. 한편 영재의

어있지 않았고 자기소개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경우 일찍부터 가치, 공정함, 정의감을 발달시키고 구체화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자기소개서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인

키면서 내면화시킨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학생은 자신의 내면적 특성을 가장 잘 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2]. 의전원 지원자를 영재의 기준

여주는 정의적 특성을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에서 보았을 때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의 상호작용 속에

반면에 이를 확인하기 힘든 교수는 외면적 관찰이 용이한 학

서 의사로서의 소양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인지적, 정의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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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정의적 특성이 강조되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지만 창의성에 대한 언급 빈도는

었다(Table 3).

31회로 가장 적었는데 무의식, 직관적, 통찰적인 면과 관련된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는 글 내용에 대한 신뢰도의 의문,

창의성이 의전원에 지원하려는 학생에게서 부족할 가능성이

글쓰기의 기교가 실제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평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적호기심, 문제해결능력, 창의

가자 간에 일관성 있는 채점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입학

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모든 인지적 특성

전형에서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면이 있다[12]. 그러나 대

이 교수추천서에서보다 자기소개서에서 더 많이 언급되었고

학 학점과 영어 성적 등의 정량화된 자료만으로는 평가하기

빈도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p<0.05). 또한 수

어려운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

시 지원 학생과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

서와 교수추천서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자기소

서에 기술된 행동특성의 빈도분포는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

개서의 내용과 양식은 각 대학별로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

성, 사회적 행동특성에서 M.D.Ph.D. 프로그램 지원 학생이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특성에 맞게 변경되어 사

의미 있게 많이 언급하였다(p<0.05). 남학생은 정의적 특성

용되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잠재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인 의학적성, 다재다능함을 여학생보다 많이 언급하였으며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은 사

반면에 여학생은 도전정신과 도덕성을 남학생보다 많이 언급

전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

하여 남녀 학생 사이에 자기소개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의

시하는 것이 좋겠다[3].

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p<0.05).

한편, 관찰 추천 영재 선발 시 사용되는 다면정보들을 활용

지원자는 자신이 직접 기술한 자기소개서에 교수가 쓴 추

할 때는 여러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총체적인

천서에서 보다 자신의 특성에 대해 약 3배 더 많은 내용을 기

관점의 원리, 맥락성의 원리, 실증가능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

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은 자신의 소개서를 쓸 때

리, 집단 숙의의 원리 등은 의전원생을 선발할 때에 사용되는

본인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자기소개서와 교수추천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16]. 총체적

있었고 반면에 교수는 한 명의 학생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인 관점의 원리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평가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명의 학생들의 추천서를 써야하기도 하고 그 학생에 대

평가 정보 간의 교차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질적 판단을 하는

한 정확한 관찰과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추천서를 쓰기 때문

것이다.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여 체험 기록이나 추천

에 여러 행동특성의 기술도 많이 빈약해진다고 할 수 있었다.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교수 간의 집단 토론을

또한 교수추천서에서는 인지적 특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통해 점수로 정량화하지 않고 학생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

있으므로 교수들은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인지적 특성

악할 수 있게 해 준다[16]. 맥락성의 원리란 지원자는 다양한

을 주로 관찰하고 추천서에 기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데 학생의 현재의 모

를 통해 평소에 학생면담과 생활지도를 할 때 교수들이 학생

습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성취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는

들의 정의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

것이다[16]. 실증가능성의 원리란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와 교

록 체계적인 교수법이 의전원 차원에서 필요함을 제시해 주

수추천서를 통해 자신을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었다. 교수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학습능력, 원만한 대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것이다

인관계, 의사소통능력을 추천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16]. 개별성의 원리란 학생의 고유한 인격, 잠재력 및 역량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가늠하는 것이다[16]. 집단 숙의의 원리

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인지적 특성이

란 평가자인 교수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서술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교수추천서에서는 인지적 특성이

와 교수추천서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

강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고 자기소개서에 정의적 특

으로 평가 교수들 간에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집

성이 서술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교수추천서에서는 인지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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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u Z. Study on the identification system for gifted

전형에 귀중한 자료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programs in Korea. Seoul, Korea: Korean Educational

더불어 학생의 잠재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Development Institute; 2009.

는 자기소개서나 교수추천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8. Sur HA, Kim YM, Jung YS. Observed and recommended
method for gifted student for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Busan, Korea: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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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s of Cognitive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12,13,14]
ෘܛন
ୡ׆ਕ

ࢂ୪ැէߚۇ

ఢଭন

ୀ׆சܑୡߚۇ

ଭॷীധߚۇ

ॷߢ
୨݂࣪ଲम࠙ճ׆ਕրׁ֧ଲଣ.
(ୀ׆ীԹছ) ਐଡใܑুۀԧम࠙ୡ଼֜ઘசܑনଡԧճ଼ۗۍ.
(֗వছ) Գଭւߛୠছࠜ࠻࣌ణੰছଶճැ֗ۥ״ے୦ణੰԧ݊ۀঅߦਐଡࢼߙۀୀপԧ 
઼࣪ܔۗۍ.
ࢂ୪ࠜැէߚۇۀଲ.
(ୀ׆ীԹছ) ஂஂܒճঅߦࢺੲଡ୪ਏઘߙૺଡଲբ٢ۗۍ.
(֗వছ) ֗րছୡ෬଼ੴଠॷා۩ܑعହઢଲճࢢࢂ୪ࠜැէյ઼ۗۍ.
׆ઢۀঅߦՓଡԨැٟ.
(ୀ׆ীԹছ) অߦࢂ୪يாࢂଠැէథଡ୪ਏۗۍ.
(֗వছ) ฎࠜஜण଼ઘฎୢଵ୨ଡ࠷ޭԨܑ෮ୋෘଡܑঃծฏছג݅ઘ 
ۗۍ.
ਆਆߦծฏଡপ૾ߚۇۀଲ଼ଣ.
(ୀ׆ীԹছ) ܑছւছණऀ՚ுܤୀ߹ࠜฆଵ୨ָಀଡణੰঅߦঃจୡ઼ۗۍ.
(֗వছ) ડਏ݄ճଳ๏ֻ۩ߦԧੰࡿۏણԧࠜ۳ణੰٛճୀߚڋ۶Փଞߦ׆ઙۗۍ.
୨ঃจছଭեଡୢۜճଲැැٟ.
(ୀ׆ীԹছ) ୠଭԨଡࡣค՚ඝ෮Զଠࠤੰܛٛছଭଭե౦ܕଭࠜيԧܑߧߚڋۗۍ.
(֗వছ) ୀଲুছ݅ۀԩฆࢳଭե֗ฅրഠߨଲଲ߿ઘճ….

Appendix 2. Examples of Affective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12,13,14]
ෘܛন
ଭୡন

ୀԮ

ܑୢ୨

୍ۗۗۇ

࣠சଭ

ୀੰԹڄ

ٛୡ׆ܛ

ୡּন

ࡧඝଭ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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ॷߢ
ଭୡւਕଡԧনඨন݊ճٍୀாଲ଼ଣ.
(ୀ׆ীԹছ) ଭրւߛܤրࡧଡԳ౫ઊੰଲ݅՚ֽ࣭ୡଞߦܑૺଡ଼ۀଭਐଲෂୡଲޭۀՓଡ 
ۜמۗۍ.
(֗వছ) ޠݗনଠฅୀࠜۗ߿ۀଭॷԧ࠻܁ۀܣண૬ୀாଲޭճԨۗۍܧ.
ઘݬଵଲசઘ୷ଡݡୀ଼՚ැէ.
(ୀ׆ীԹছ) ֝ഠ০ߢ൚ছৄট࣐୪ԧ଼්ۀଵଡࢳեୀԮଡ೬૾يԲۗۍ.
(֗వছ) ֜ਓࡤۜܣੴාঃୀԮଡԧճࢳඝ઼ࠜۗۍ.
ઘߙଵܑ୨ଞߦ࠸ছছැէ.
(ୀ׆ীԹছ) ઘࠦيଲߦছࠜ׆ധැࢼܑୢ୨ଠׁױ߇ԧࠜଲ߿՚ࢬՋࠝଲતۗۍ.
(֗వছ) ࢄܛਓଡധէրԧૈيੴୀਓ࠷ੴճ۳೧ָࡦଭਓଡ۳؆؆՚ծฏ઼ଞ….
ۗࢺଞߦๅࢠԧଞવ୨ଲٱಅ.
(ୀ׆ীԹছ) ఢۚছฆܛ୨׆վրౠ୪ࠜஜण઼ۗۍ.
(֗వছ) ઽઘߦଁଭॷীധߚۇଡԴઘٷൢࣲॷฆܛఞԧ઼ۗۍ.
ౖটଡۗۀฆܑࠜԧճ଼ଞনվ۩૭֜ԧԳ.
(ୀ׆ীԹছ) عହઢଲࢳୢ׆ැGREࠜஜण઼ճࢠ֝○○ଭ۩ࢮॷր୨ુणଡ଼්તۗۍ.
(֗వছ) ਕઘֻ݅ଭܛটגճߙֻপਕծฏছࠜ࣪ճୠڎ࠻ۀۗۍ.
ୀଡକۇճԧ౿଼ۗճԨ.
(ୀ׆ীԹছ) ଳੴଠंઉܑܑୢැছ؛ஜํଵ୪ୀଭծٰࠜ๐଼ۗۀՓଡੵ՚ܣતۗۍ.
(֗వছ) ઢଣ.
ࢂ۩׆ܛԧߟދճਆਆߦଡվऀ.
(ୀ׆ীԹছ) ઘߠଡऀݡഉઽઘࠜࢼۀଵଲଭւߛվऀ೩ଲيவՋ૾ছࢠ֝କଡէਕ઼ۗۍ.
(֗వছ) ֗րছୡ෬଼ੴଠॷා۩ܑعହઢଲճࢢࢂ୪ࠜැէյ઼ۗۍ.
ઘݬଵଲசઘ୷ଡݡୀࢳୡଞߦசܑୡଞߦيত.
(ୀ׆ীԹছ) ඹߦ୫ൈવணճր୪ԧনגݡܥْ݅࣪ۗছছুୡଞߦ઼ߚڋۗۍ.
(֗వছ) ր୪ࠜٛசֻՓ֝ܣੴճր୪ଲଭՓܑஜणܑ࣪ߚڋۀசતۗۍ.
ଭॷߦছଭୋ็࠷ଲंࡣճֻՓଡଲ߿׆ծฏଲ଼ଣ.
(ୀ׆ীԹছ) ֻܛੲվऀొ׆ࢄଡࢱ׆ଞߦଭଡਓ෮ۀଭրୀԧܣճୀ○○ࣦছ֜ଞߦ2ڂԩଵۗۍ.
(֗వছ) ಅచ՚ୀր݅߹ܛଭࠬଣଡਆ࠙ੲ୨ܣ՚ࡧඝࠜේැ୨ࡦۀଡ઼࣪ۗ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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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Examples of Social Domain Shown in Self Introduction Letter and Professor’s Recommendation Letter [12,13,14]
ෘܛন
ܑ۴ন

ॷฎন

ࠤ۳ਖ

ॷߢ
ࢼߙճڧيճࣲॷۀܑࠜԧீ.
(ୀ׆ীԹছ) ੰಅࠬۗડԧ׆ැ࣪ෘଡܑசۀଲࢠܑܛલ්ଡ۩ฆٛٛۗۍ.
(֗వছ) ࢭ५ऀր୨ணܑୀࢳୡଞߦ౿࠻ڋଡܑ݁ࠤॷࣲۀฆܛଡ୨׆ୡଞߦැۗۍ.
ॷฎୡଦճ۩ւծԧ.
(ୀ׆ীԹছ) ಁ֜݅ଭԮ୨ଡଲැ׆ැߚڋඹߦ୫ൈࠜథହ଼՚ෘۗۍ.
(֗వছ) վܛਓଡۀր୨ছ՚୨ଡැԧਓଡࡦۀଡ࣪சતۗ.
ଡଲغઘԧۀܑୀߦছୀாଡԴౣ.
(ୀ׆ীԹছ) ࠤੰܛฆܛଡധැಁ֜݅ଭୀԮଡँ૾ܔசଲغઘԲۗۍ.
(֗వছ) ාঃଵւࡦܤଞߦ࣭ଭ็࠷րવ୨ଲ֜ߦֻ౿ۀՓଲੰޭۍਕହଡ࣪சતۗ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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