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의학계열 입시의 모든 것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강의 순서
1. 의사 되기&약대 학제 개편

2. 2021 입시의 변화

3. 의학계열 수시 선발 방법

4. 의학계열 정시 선발 방법

5. 다중미니면접(MMI) 면접

6. 참고 도서 및 사이트

7. 의대 선택 참고 자료

8. 의대 부속 및 협력 병원



2021 의사 되기& 2022 약대 학제 개편



의사가 되기

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38개) 진학하여 예과 2년, 본과 4년

과정을 거쳐 6 년을 공부하는 방법

2.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7년간 공부하는 방법(치대는 있으나

의대는 없음)

3. 일반대학 2년 과정 혹은 4년 과정(학사편입)을 마친 후에 의대로 편입

학을 하는데, 전공시험(생물학, 화학), 외국어능력, 전적대 평점평균

(GPA), 면접 등으로 선발



의사가 되기

4. 일반대학 4년 과정을 마친 후에 의학전문대학원(2개)에 진학하여 4년

을 더 공부하는 방법.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MEET(의학교육입문

검사), 외국어능력, 전적대 평점평균(GPA), 면접 등으로 선발. 2021학

년도 현재 건국대(40명), 차의과대(40명)만 있음,

5. 국내 의사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된 외국의대 졸업 후 국내 의사고시 응

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해외 의대 나와서 국내 의사가 되기
1.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

시에 응시할 수 있음

2. (2003년~2017년)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 (30.9%), 필리핀 66명 (26.8%), 독일 22명 (8.9%)순.

3.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

·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

4.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

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순으로 많이 근무

5.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 (54.5%), 치과병원 14명

(7.9%) 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치대 현황
(단위: 개소, %)

연번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1 미국 17 29.8 40 70.2 57 23.7 

2 필리핀 18 47.4 20 52.6 38 15.8 

3 독일 14 41.2 20 58.8 34 14.1 

4 일본 9 36 16 64 25 10.4 

5 영국 10 62.5 6 37.5 16 6.6 

6 호주 6 50 6 50 12 5.0 

7 러시아 9 100 9 3.7 

8 대만 4 66.7 2 33.3 6 2.5 

9 캐나다 2 40 3 60 5 2.1 

10 아르헨티나 3 75 1 25 4 1.7 

11 우즈베키스탄 3 100 3 1.2 

12 우크라이나 3 100 3 1.2 

13 프랑스 3 100 3 1.2 

14 헝가리 3 100 3 1.2 

15 남아프리카공화국 2 100 2 0.8 

16 몽골 2 100 2 0.8 

17 미얀마 2 100 2 0.8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치대 현황
(단위: 개소, %)

연번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합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18 아일랜드 1 50 1 50 2 0.8 

19 파라과이 2 100 2 0.8 

20 네덜란드 1 100 1 0.4 

21 노르웨이 0 0 1 100 1 0.4 

22 뉴질랜드 0 0 1 100 1 0.4 

23 도미니카 1 100 1 0.4 

24 벨라루스 1 100 1 0.4 

25 볼리비아 1 100 1 0.4 

26 브라질 0 0 1 100 1 0.4 

27 스위스 1 100 1 0.4 

28 에디오피아 1 100 1 0.4 

29 오스트리아 1 100 1 0.4 

30 이탈리아 0 0 1 100 1 0.4 

31 카자흐스탄 1 100 1 0.4 

32 키르키스스탄 1 100 1 0.4 

33 폴란드 1 100 1 0.4 

합계 123 51.0 118 49.0 241 100 

1) 국가명음영표시(녹색)국가는 OECD회원국임. 2) 출처: 보건복지부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약대 학제 개편

학제 개편 적용 시기 : 2022학년도부터 시행

ㅇ 2020년 기준 고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

※ 전국 37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 시 2022학년도부터 약 1,700 여 명의

약대 신입생을 선발(2020년 4월 경에 확정)

(2+4년제)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 등에서 2년 이상 기초․소양교육 이수 후 약대에 편입

하여 4년의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체제

(통합 6년제)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6년의 기초․소양 교육

및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



약대 학제 개편-약사인력의 안정적 수급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의 경우 학부 신입생의 졸업 시점 기준으

로 일정 기간(26년∼27년) 약사 배출 인원의 감소로 인해 약사인력의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

 통합 6년제 도입 약대에 대해 한시적(22년~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

하도록 조치하여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

 PEET 시험을 병행하는 22, 23학년도 1학년과 3학년을 모두 뽑음. 24

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는 1학년만 선발하고, 2+4년제는 PEET로 3학

년만 뽑는다는 계획



약대 학제 개편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

1.화공생명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등 기존 약학대학 지원 관

련 학과의 점수 하락예상

2.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일부 지원자가 약대로 분산될 가능성

높아

3.상위권 공과대학의 지원자 감소 및 점수 하락 가능성 높아

4.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 졸업생이 유리할 듯지역

인재전형



현재 지역별 대학별 약대 정원
지역 대학명 개설 연도 입학정원

서울
(573명)

경희대학교 1953 40
덕성여자대학교 1954 80

동덕여자대학교 1955 40

삼육대학교 1979 30

서울대학교 1915 63
숙명여자대학교 1953 80

이화여자대학교 1945 120

중앙대학교 1953 120

경기
(215명)

성균관대학교 1953 65
가톨릭대학교 2011 30

아주대학교 2011 30

차의과대학교 2011 30

한양대학교 2011 30
동국대학교 2011 30

인천
(60명)

가천대학교 2011 30

연세대학교 2011 30

제주(30명) 제주대학교 2020 30
계 37개 대학 1,753



현재 지역별 대학별 약대 정원
지역 대학명 개설 연도 입학정원

부산
(120명)

부산대학교 1953 70

경성대학교 1981 50

경남
(60명)

경상대학교 2011 30

인제대학교 2011 30

대구
(60명)

경북대학교 2011 30

계명대학교 2011 30

경북
(120명)

영남대학교 1955 70

대구가톨릭대학교 1953 50

대전(50명) 충남대학교 1979 50

충남·세종
(60명)

단국대학교(천안) 2011 30

고려대학교(세종) 2011 30

충북(50명) 충북대학교 1956 50

광주
(135명)

전남대학교 1982 60

조선대학교 1954 75

전남
(60명)

목포대학교 2011 30

순천대학교 2011 30

전북
(110명)

원광대학교 1965 40

우석대학교 1979 40

전북대학교 2020 30

강원(50명) 강원대학교 1982 50

계 37개 대학 1,753



2021 의학계열 입시의 변화



2021 의학계열의 입시 요체와 선발 인원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의대(37개교) 1,834명 (62.7%)1,093명 (37.3%) 2,927명 1,815명 (62%)1,113명 (38%) 2,928명

치대(11개교) 390명 (61.9%) 240명 (38.1%) 630명 387명 (61.5%)242명 (38.5%) 629명

한의대(12개교) 430명 (59.4%) 294명 (40.6%) 724명 437명 (60.2%)289명 (39.8%) 726명

합계 2,654명 (62%) 1,627명 (38%) 4,281명
2,639명

(61.6%)

1,644명

(38.4%)
4,283명



2021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지역 대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서울

가톨릭대 63명 (67.7%) 30명 (32.3%) 93명 63명 (67.7%) 30명 (32.3%) 93명

경희대 76명 (69.7%) 33명 (30.3%) 109명 76명 (69.1%) 34명 (30.9%) 110명

고려대 91명 (85.8%) 15명 (14.2%) 106명 86명 (81.1%) 20명 (18.9%) 106명

서울대 105명 (77.8%) 30명 (22.2%) 135명 105명 (77.8%) 30명 (22.2%) 135명

성균관대 25명 (62.5%) 15명 (37.5%) 40명 25명 (62.5%) 15명 (37.5%) 40명

연세대 90명 (81.8%) 20명 (18.2%) 110명 84명 (76.4%) 26명 (23.6%) 110명

이화여대 25명 (32.9%) 51명 (67.1%) 76명 15명 (19.7%) 61명 (80.3%) 76명

중앙대 46명 (54.1%) 39명 (45.9%) 85명 46명 (53.5%) 40명 (46.5%) 86명

한양대 48명 (43.6%) 62명 (56.4%) 110명 48명 (43.6%) 62명 (56.4%) 110명

인천
가천대 25명 (62.5%) 15명 (37.5%) 40명 25명 (62.5%) 15명 (37.5%) 40명

인하대 40명 (81.6%) 9명 (18.4%) 49명 40명 (81.6%) 9명 (18.4%) 49명

경기 아주대 30명 (75%) 10명 (25%) 40명 30명 (75%) 10명 (25%) 40명

대전

건양대 34명 (69.4%) 15명 (30.6%) 49명 34명 (69.4%) 15명 (30.6%) 49명

을지대 22명 (55%) 18명 (45%) 40명 22명 (56.4%) 17명 (43.6%) 39명

충남대 66명 (60%) 44명 (40%) 110명 65명 (59.1%) 45명 (40.9%) 110명

충남
단국대(천안) 10명 (25%) 30명 (75%) 40명 15명 (37.5%) 25명 (62.5%) 40명

순천향대 54명 (58.1%) 39명 (41.9%) 93명 55명 (59.1%) 38명 (40.9%) 93명



2021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지역 대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충북 충북대 20명 (40.8%) 29명 (59.2%) 49명 20명 (40.8%) 29명 (59.2%) 49명

강원

가톨릭관동대 39명 (79.6%) 10명 (20.4%) 49명 34명 (69.4%) 15명 (30.6%) 49명

연세대(미래) 65명 (69.1%) 29명 (30.9%) 94명 65명 (69.9%) 28명 (30.1%) 93명

한림대 38명 (50%) 38명 (50%) 76명 38명 (50%) 38명 (50%) 76명

광주
전남대 75명 (60%) 50명 (40%) 125명 75명 (60%) 50명 (40%) 125명

조선대 69명 (55.2%) 56명 (44.8%) 125명 70명 (55.6%) 56명 (44.4%) 126명

전북
원광대 61명 (65.6%) 32명 (34.4%) 93명 66명 (71%) 27명 (29%) 93명

전북대 84명 (59.2%) 58명 (40.8%) 142명 84명 (59.6%) 57명 (40.4%) 141명

대구
경북대 75명 (68.2%) 35명 (31.8%) 110명 75명 (68.2%) 35명 (31.8%) 110명

계명대 46명 (60.5%) 30명 (39.5%) 76명 46명 (60.5%) 30명 (39.5%) 76명

경북

대구가톨릭대 15명 (37.5%) 25명 (62.5%) 40명 20명 (50%) 20명 (50%) 40명

동국대(경주) 30명 (61.2%) 19명 (38.8%) 49명 30명 (61.2%) 19명 (38.8%) 49명

영남대 41명 (53.9%) 35명 (46.1%) 76명 41명 (53.9%) 35명 (46.1%) 76명

부산

고신대 50명 (65.8%) 26명 (34.2%) 76명 50명 (65.8%) 26명 (34.2%) 76명

동아대 30명 (61.2%) 19명 (38.8%) 49명 30명 (61.2%) 19명 (38.8%) 49명

부산대 100명 (80%) 25명 (20%) 125명 90명 (72%) 35명 (28%) 125명



2021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지역 대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울산 울산대 30명 (75%) 10명 (25%) 40명 30명 (75%) 10명 (25%) 40명

경남
경상대 41명 (53.9%) 35명 (46.1%) 76명 41명 (53.9%) 35명 (46.1%) 76명

인제대 55명 (59.8%) 37명 (40.2%) 92명 56명 (60.2%) 37명 (39.8%) 93명

제주 제주대 20명 (50%) 20명 (50%) 40명 20명 (50%) 20명 (50%) 40명

합계
1,834명

(62.7%)

1,093명

(37.3%)
2,927명 1,815명 (62%)1,113명 (38%) 2,928명

* 2021학년도부터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강원대 의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음.



2021학년도 강원대 의전원 의대로 전환▢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6년제 의과대학 체제로 전환하며 이

에 앞서 2021학년도부터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 기존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은 2022학년도(2021년 모집)까지 선발하게 되며

‘학사편입 전형’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

입학연도 ’19 ’20 ’21 ’22 ’23 ’24 ’25 ’26

의전원(4년) 4923 4924 4925 4926 - - - -

의과대학(6년) - -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 첨자00는 졸업연도

※ 신체,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정원외 선발 인원 제외

※ 학제 전환 2년 前부터('21~‘22학년도) 의예과 학생 사전선발
※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매년도 졸업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함



2021학년도 치의대 모집 정원

지역 대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서울

경희대 55명 (68.8%)25명 (31.3%) 80명 55명 (68.8%)25명 (31.3%) 80명

서울대-학·석사 45명 (100%) - 45명 40명 (88.9%) 5명 (11.1%) 45명

연세대 40명 (66.7%)20명 (33.3%) 60명 40명 (66.7%)20명 (33.3%) 60명

충남 단국대(천안) 14명 (20%) 56명 (80%) 70명 20명 (28.6%)50명 (71.4%) 70명

강원 강릉원주대 20명 (50%) 20명 (50%) 40명 20명 (50%) 20명 (50%) 40명

광주
전남대-학·석사 30명 (85.7%) 5명 (14.3%) 35명 27명 (77.1%) 8명 (22.9%) 35명

조선대 48명 (60%) 32명 (40%) 80명 46명 (59%) 32명 (41%) 78명

전북
원광대 42명 (52.5%)38명 (47.5%) 80명 43명 (53.1%)38명 (46.9%) 81명

전북대 26명 (65%) 14명 (35%) 40명 26명 (65%) 14명 (35%) 40명

대구 경북대 45명 (75%) 15명 (25%) 60명 45명 (75%) 15명 (25%) 60명

부산 부산대-학·석사 25명 (62.5%)15명 (37.5%) 40명 25명 (62.5%)15명 (37.5%) 40명

합계
390명

(61.9%)

240명

(38.1%)
630명

387명

(61.5%)

242명

(38.5%)
629명



2021학년도 한의대 모집 정원

지역 대학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합계 수시 정시 합계

서울 경희대 73명 (67.6%)35명 (32.4%) 108명 73명 (67%) 36명 (33%) 109명

경기 가천대 10명 (33.3%)20명 (66.7%) 30명 16명 (51.6%)15명 (48.4%) 31명

대전 대전대 47명 (65.3%)25명 (34.7%) 72명 47명 (65.3%)25명 (34.7%) 72명

충북 세명대 25명 (62.5%)15명 (37.5%) 40명 25명 (62.5%)15명 (37.5%) 40명

강원 상지대 24명 (40%) 36명 (60%) 60명 24명 (40%) 36명 (60%) 60명

전남 동신대 20명 (50%) 20명 (50%) 40명 20명 (50%) 20명 (50%) 40명

전북
우석대 16명 (53.3%)14명 (46.7%) 30명 16명 (53.3%)14명 (46.7%) 30명

원광대 49명 (54.4%)41명 (45.6%) 90명 49명 (54.4%)41명 (45.6%) 90명

경북
대구한의대 77명 (72%) 30명 (28%) 107명 78명 (72.2%)30명 (27.8%) 108명

동국대(경주) 42명 (58.3%)30명 (41.7%) 72명 42명 (58.3%)30명 (41.7%) 72명

부산

동의대 27명 (54%) 23명 (46%) 50명 27명 (55.1%)22명 (44.9%) 49명

부산대-

학·석사
20명 (80%) 5명 (20%) 25명 20명 (80%) 5명 (20%) 25명

합계
430명

(59.4%)

294명

(40.6%)
724명

437명

(60.2%)

289명

(39.8%)
726명



2021학년도 의학계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지역 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서울

가톨릭대 42명 (45.2%) 21명 (22.6%) 30명 (32.3%)

경희대 55명 (50%) 21명 (19.1%) 34명 (30.9%)

고려대 34명 (32.1%) 52명 (49.1%) 20명 (18.9%)

서울대 105명 (77.8%) 30명 (22.2%)

성균관대 25명 (62.5%) 15명 (37.5%)

연세대 84명 (76.4%) 26명 (23.6%)

이화여대 15명 (19.7%) 61명 (80.3%)

중앙대 20명 (23.3%) 26명 (30.2%) 40명 (46.5%)

한양대 39명 (35.5%) 9명 (8.2%) 62명 (56.4%)

인천
가천대 5명 (12.5%) 20명 (50%) 15명 (37.5%)

인하대 15명 (30.6%) 15명 (30.6%) 10명 (20.4%) 9명 (18.4%)

경기 아주대 20명 (50%) 10명 (25%) 10명 (25%)

대전

건양대 34명 (69.4%) 15명 (30.6%)

을지대 22명 (56.4%) 17명 (43.6%)

충남대 46명 (41.8%) 19명 (17.3%) 45명 (40.9%)



2021학년도 의학계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지역 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충남
단국대(천안) 15명 (37.5%) 25명 (62.5%)

순천향대 42명 (45.2%) 13명 (14%) 38명 (40.9%)

충북 충북대 10명 (20.4%) 10명 (20.4%) 29명 (59.2%)

강원

가톨릭관동대 26명 (53.1%) 8명 (16.3%) 15명 (30.6%)

연세대(미래) 14명 (15.1%) 36명 (38.7%) 15명 (16.1%) 28명 (30.1%)

한림대 38명 (50%) 38명 (50%)

광주
전남대 37명 (29.6%) 38명 (30.4%) 50명 (40%)

조선대 43명 (34.1%) 27명 (21.4%) 56명 (44.4%)

전북
원광대 66명 (71%) 27명 (29%)

전북대 75명 (53.2%) 9명 (6.4%) 57명 (40.4%)

대구
경북대 10명 (9.1%) 45명 (40.9%) 20명 (18.2%) 35명 (31.8%)

계명대 36명 (47.4%) 10명 (13.2%) 30명 (39.5%)

경북

대구가톨릭대 20명 (50%) 20명 (50%)

동국대(경주) 16명 (32.7%) 14명 (28.6%) 19명 (38.8%)

영남대 41명 (53.9%) 35명 (46.1%)



2021학년도 의학계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지역 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부산

고신대 50명 (65.8%) 26명 (34.2%)

동아대 30명 (61.2%) 19명 (38.8%)

부산대 45명 (36%) 45명 (36%) 35명 (28%)

울산 울산대 18명 (45%) 12명 (30%) 10명 (25%)

경남
경상대 29명 (38.2%) 12명 (15.8%) 35명 (46.1%)

인제대 56명 (60.2%) 37명 (39.8%)

제주 제주대 20명 (50%) 20명 (50%)

합계 756명 (25.8%) 915명 (31.3%) 144명 (4.9%) 1,113명 (38%)



2021학년도 치의학계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지역 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서울

경희대 40명 (50%) 15명 (18.8%) 25명 (31.3%)

서울대-학·석사 40명 (88.9%) 5명 (11.1%)

연세대 26명 (43.3%) 14명 (23.3%) 20명 (33.3%)

충남 단국대(천안) 20명 (28.6%) 50명 (71.4%)

강원 강릉원주대 20명 (50%) 20명 (50%)

광주
전남대-학·석사 15명 (42.9%) 12명 (34.3%) 8명 (22.9%)

조선대 26명 (33.3%) 20명 (25.6%) 32명 (41%)

전북
원광대 43명 (53.1%) 38명 (46.9%)

전북대 24명 (60%) 2명 (5%) 14명 (35%)

대구 경북대 20명 (33.3%) 20명 (33.3%) 5명 (8.3%) 15명 (25%)

부산 부산대-학·석사 15명 (37.5%) 10명 (25%) 15명 (37.5%)

합계 100명 (15.9%)253명 (40.2%) 34명 (5.4%) 242명 (38.5%)



2021학년도 한의학계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비율

지역 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서울 경희대 43명 (39.4%) 30명 (27.5%) 36명 (33%)

경기 가천대 5명 (16.1%) 11명 (35.5%) 15명 (48.4%)

대전 대전대 42명 (58.3%) 5명 (6.9%) 25명 (34.7%)

충북 세명대 20명 (50%) 5명 (12.5%) 15명 (37.5%)

강원 상지대 10명 (16.7%) 14명 (23.3%) 36명 (60%)

전남 동신대 20명 (50%) 20명 (50%)

전북
우석대 7명 (23.3%) 9명 (30%) 14명 (46.7%)

원광대 49명 (54.4%) 41명 (45.6%)

경북
대구한의대 43명 (39.8%) 35명 (32.4%) 30명 (27.8%)

동국대(경주) 22명 (30.6%) 20명 (27.8%) 30명 (41.7%)

부산
동의대 20명 (40.8%) 7명 (14.3%) 22명 (44.9%)

부산대-학·석사 20명 (80%) 5명 (20%)

합계 209명 (28.8%) 198명 (27.3%) 30명 (4.1%) 289명 (39.8%)



의학계열 수시 선발 방법



2021학년도 의치한 수시 전형 방법

 의대 중에는 인하대가 수시 선발 비중이 81.6%로 가장 높으며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순으로 수시 선발 비

중이 높음. 이화여대는 수시 선발 인원을 10명 줄이고 정시 선발 인원을 10명 늘리면서 61명을 선발해 의대

중 정시 선발 비중이 80.3%로 가장 높음.

 서울대 치대 학·석사통합과정은 수시모집에서 100% 선발했으나 올해는 수시모집에서 40명, 정시모집에

서 5명을 선발. 치대 중 서울대 학·석사통합과정이 수시 선발 비중이 88.9%로 가장 높으며 단국대(천안)는

올해 수시 선발 인원을 6명 늘렸지만 정시에서 71.4%를 선발해 정시모집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음.

 한의대 중에는 부산대 학·석사통합과정이 수시모집에서 80%를 선발하며 대구한의대, 경희대 순으로 수시

선발 비중이 높음. 상지대는 정시모집에서 60%를 선발해 정시모집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음

 학·석사통합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을 7년간 공부하면 의사면허 취득자격과 함께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의대는 없으며 치대 중에서는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가,

한의대 중에서는 부산대가 이 과정으로 수험생을 선발.



2021학년도 의치한 수시 전형 방법

 의학계열 전체 모집인원의 38.4%인 1,644명을 수능 전형으로 선발해 비중이 가장 높고 학생부

종합 전형 1,366명(31.9%), 학생부 교과 전형 1,065명(24.9%), 논술 전형 208명(4.9%) 순으

로 선발. 

 실기(특기) 전형으로 선발하던 연세대 의대, 치대와 고려대 의대가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면서 올

해는 의학계열 중 실기(특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없음. 

 논술 전형 선발은 감소 추세이며 이화여대 의대와 부산대 의대가 논술 전형 선발을 폐지. 중앙대

는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을 늘리면서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줆. 

 의대와 치대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한의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선발

이 이루어지며 지방 소재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이 큰 편.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선발하며 건양대, 

을지대, 대구가톨릭대 등은 학생부 교과 전형만으로 선발.



2021학년도 의치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학계열 학과들은 건양대 지역인재-면접 전형과 인제대

농어촌학생(정원외)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

 고려대 의대는 4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가천대와 인하대 의대는 3개 영역 각 1등급을 충

족해야 하는 등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해 충족 여부를 고려해

지원해야.

 인제대 의예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었으나 1단계 서류 반영을 폐지하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해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산정 시 과탐 2과목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했으나 2과목 평균(소수점 절사) 1등급으로 변경되었고, 전북대와 건양대도 과탐 2과목

평균 소수점 이하는 절사로 변경돼 기준이 다소 완화.



2021학년도 의치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특정 영역 제한이 없어 교차지원이 가능한 경우, 응시 영역에 따라 유불리

가 생길 수 있어 지원에 신중해야.

 순천향대 의대는 교차지원이 가능하나 수학 가형, 과탐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0.5등급을

하향 적용

 고신대는 사탐 응시자는 국/수나/영 합산 3등급, 과탐 응시자는 국/수가/영/과탐 중 수학을 포

함해 3영역 합산 4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기준이 다름.

 연세대(미래)는 교과 전형인 교과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으로 14명을

선발.

 동신대 한의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하면서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

 을지대는 학생부 교과 전 전형에서 인성면접을 신설해 2단계에서 5%를 반영. 반면 조선대와

충북대는 면접 반영을 폐지해 학생부 100%만으로 선발.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울 고려대 학교추천 34
학생부교과60+서류20+면접

2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인천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5 교과80+비교과(출결/봉사)2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3개 영역 각

1등급(과탐 적용 시 2과목 평균, 소수점 절사)

인하대 학생부교과 15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

역 각 1등급

대전 건양대

일반학생-최저 14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80+면접2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

역 합 3등급(과탐 2과목 평균 산출 시, 소수점 이

하 절사)

지역인재-면접 5
1단계(5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80+면접20
-

지역인재-최저 15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80+면접2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

역 합 4등급(과탐 2과목 평균 산출 시, 소수점 이

하 절사)농어촌학생(정원외) 2
1단계(5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80+면접20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을지대

교과성적우수자 10
1단계(5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95+인성면접5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등급 합이 5이

내

지역인재 12
1단계(5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95+인성면접5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등급 합이 6이

내
농어촌학생(정원외) 2

기회균형(정원외) 2

충남대
일반전형 23

학생부교과100
국어,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상위 2과목과

수학가 합산 4등급 이내지역인재 23

충남 순천향대

일반학생 21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2과목 평균) 4개

과목 등급합 6이내(수학가, 과탐을 응시하지 않

은 경우 각각 0.5등급 하향 조정)

지역인재 21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1과목) 4개 과목

등급합 6이내(수학가, 과탐을 응시하지 않은 경

우 각각 0.5등급 하향 조정)

충북 충북대
학생부교과 4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수학가

포함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4등급 이내지역인재 6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강원

가톨릭관

동대

CKU교과 16 학생부교과100
국어, 영어, 수학가, 과탐(2과목 평균) 중 상위 3

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

지역인재교과 8

학생부교과100
국어, 영어, 수학가, 과탐(2과목 평균) 중 상위 3

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

고른기회 2

농어촌학생(정원외) 2

기초생활및차상위(

정원외)
2

연세대(미

래)
교과우수자 14

1단계(6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과탐1, 과탐2 중 3개 합이 4등급

이내,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과탐 서

로 다른 2개 과목 응시)

광주

전남대 일반전형 37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의 합

5등급 이내

조선대 일반전형 43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

의 합이 6이내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북 전북대

일반학생 29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등급 절사)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

지역인재 46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등급 절사)

4개 영역 등급합 6이내

대구

경북대 지역인재 10 학생부교과70+서류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응시, 1과목 반

영)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

내

계명대

학생부교과-일반 17 1단계(10배수):학생부교과

100

2단계:1단계90+다중인적성면

접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상위 3개 영

역의 등급 합이 3 이내학생부교과-지역 19

경북
대구가톨

릭대

지역교과우수자 15 1단계(7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80+면접2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5등급 이내
DCU자기추천 5

농어촌학생(정원외) 2 학생부교과100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동국대(경

주)
교과 16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 4이내,

영어 2등급 이내 필수

영남대

일반학생 8 학생부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

이 5등급 이내, 한국사 4 등급 이내

※ 과탐 2과목 응시, 1과목 반영

창의인재 8
1단계(10배수):학생부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지역인재 25 학생부100

부산

고신대

일반고 30

1단계(6배수):학생부100

2단계:1단계90+면접10

(사탐) 국어, 수학나, 영어 합산 3등급

(과탐)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3영역 합산 4

등급(단, 수학가 필수, 과탐 2과목 평균, 소수점

이하 버림)

지역인재 20

동아대 지역균형인재 30
1단계(8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90+면접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등급의 합이 6

이내

부산대
학생부교과 30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과탐(2과목 평균) 영역 등급 합 4

이내,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지역인재 15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경남

경상대
일반전형 17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수학 포

함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이내지역인재 12

인제대

의예 28 1단계(5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80+면접20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이며, 영어 2등급 이내지역인재 28

농어촌학생(정원외) 4
1단계(5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80+면접20
-

제주 제주대

일반학생 14
1단계(5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소수점 이

하 올림) 4개 영역 등급 합 8이내
지역인재 6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100

2단계:1단계70+면접30



2021학년도 치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광주

전남대-학·석사 일반전형 15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의 합

6등급 이내

조선대 일반전형 26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

의 합이 6이내

전북 전북대

일반학생 6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등급 절사)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

지역인재 18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등급 절사

4개 영역 등급합 6이내

대구 경북대

일반학생 10 학생부교과90+출결1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응시, 1과목 반

영)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

내
지역인재 10 학생부교과70+서류30

부산 부산대-학·석사 지역인재 15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영역 중

수학가를 포함한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2021학년도 한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경기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5 교과80+비교과(출결/봉

사)2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각 1

등급(과탐 적용 시 2과목 모두 1등급)농어촌(정원외) 1

대전 대전대

일반전형

인문9 1단계(6배수):학생부교과

90+출결10

2단계:1단계60+면접40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 영역을 응시하고 3

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영역을 응시하고 3

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 탐구는 한국사 포함한 3개 영역 중 상위 2개 영

역의 평균 반영

자연15

교과우수자
인문8

학생부교과90+출결10
자연10

농어촌(정원외)
인문1

학생부교과90+출결10
자연2

충북 세명대

학생부교과-

인문계고교
13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나, 영어 등급합 4이내, 한국사 2등급

이내

지역인재-교과 7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나, 영어 등급합 5이내(영역별 2등급

이내)

농어촌학생(정원

외)
2이내

기초생활/차상위

/한부모

(정원외)

2이내



2021학년도 한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강원 상지대 일반전형 10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의 합

이 수학 가형은 5등급 이내, 수학 나형은 4등급 이

내

전남 동신대

일반전형 10

학생부교과80+출결20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상위 3개 영

역 등급의 합이 4이내(단, 수학 가형이 상위 2개 영

역에 포함될 경우 합이 5이내)
지역학생 10

농어촌학생(정원

외)
2

학생부교과80+출결20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상위 3개 영

역 등급의 합이 5이내(단, 수학 가형이 상위 2개 영

역에 포함될 경우 합이 6이내)

기초수급자및차

상위계층

(정원외)

2

전북 우석대

교과일반

인문2

학생부교과100

(인문) 국어, 수학, 영어, 사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탐(1과목) 영역 등

급의 합이 7이내(수학가 응시자 1등급 상향)

자연5

기회균형(정원외) 자연1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나, 영어, 과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

이 7이내(수학가 응시자 1등급 상향)
농어촌학생(정원

외)
자연1



2021학년도 한의대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경북

대구한의대

일반전형 자연12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7

이내

면접

인문10 1단계(10배수):학생부교

과80+출결20

2단계:1단계70+면접

30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7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8이내

자연12

고른기회
인문4

학생부교과100
자연5

농어촌학생(정원외) 자연5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9

이내
기초수급및차상위(정

원외)
자연3

동국대(경주)
교과 22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 5이내,

영어 2등급 이내 필수농어촌(정원외) 3

부산

동의대
일반고교과 10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나, 영어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지역인재교과 10

부산대-

학·석사

학생부교과 10

학생부교과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영역 중 수학

가를 포함한 상위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지역인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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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모집에서 의학계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 연세대는 올해 실기

(특기자) 전형 선발을 폐지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이 의대는 63명에서 84명으로 증가하

였고, 치대는 12명에서 26명으로 증가. 가천대 한의대는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했으나 종합 전형

으로도 선발을 시작해 가천의예 전형으로 11명을 선발. 중앙대 의대도 논술 전형 인원을 줄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을 확대해 선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타 전형에 비해 낮거나 적용하는 대학이 적음. 고려대

는 기존 일반전형에서 두 개의 전형으로 분리 선발하며 일반전형-학업우수형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전형-계열적합형 전형은 적용하지 않음. 단국대(천안)는 의대와 치대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4개 영역 5등급에서 3개 영역 5등급으로 완화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서울대는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에서 2과목 합 4등급 이내로 다소 완화. 반면 울산대는 4개 영

역 5등급 이내에서 3개 영역 3등급으로 변경하면서 탐구는 소수첫째자리 버림에서 반올림으로

변경해 기준이 강화됨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서류를 중심으로 면접고사를 실시해 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

을 종합적으로 평가.

 조선대 지역인재 전형은 면접을 폐지해 서류 100%만으로 평가. 단국대(천안) DKU인재 전형은

서류평가 100%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해 2단계에서 면접고사를 30% 반영. 대전대 한의대

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돼 부담이 감소됨.

 대학별로 전형 방법과 평가 요소가 상이하므로 대학별 제출 서류와 면접 방법을 파악해 대비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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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울

가톨릭대

가톨릭지도자추천 2
1단계(3배수):서류종합평가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학교장추천 40
1단계(3배수):서류종합평가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4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55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고려대

일반전형-

학업우수형
34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4

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한국사 4등

급 이내

일반전형-

계열적합형
18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0+면접40
-

농어촌학생(정원외) 2 서류100 -

서울대

지역균형 37 서류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과탐 서로 다른 분

야의 Ⅰ+Ⅱ 및 Ⅱ+Ⅱ 선택, 2개 과목 합

이 4등급 이내)

일반전형 68
1단계(2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50+면접및구술50
-



2021학년도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저소득(정원외) 2 1단계(2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농어촌(정원외) 1

성균관대
학생부종합-

학과모집
25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80+면접20
-

연세대

면접형 28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40+서

류60

2단계:1단계40+면접60

-활동우수형 55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0+면접40

기회균형 1

연세한마음(정원외) 1

특수교육(정원외) 약간명

북한이탈(정원외) 약간명

이화여대 미래인재 15 서류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응시, 1

과목 반영) 4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중앙대
다빈치형인재 10

서류100 -
탐구형인재 10

한양대

학생부종합-일반 36

학생부종합평가100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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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천

가천대 가천의예 20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50+면접5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3개

영역 각 1등급(과탐 적용 시 2과목 평균,

소수점 절사)

인하대
인하미래인재 15

1단계(3배수):서류종합평가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농어촌학생(정원외) 2 서류종합평가100 -

경기 아주대 ACE 20
1단계(3배수):서류종합평가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등

급 합 5이내

대전 충남대

PRISM 19
1단계(2~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6.7+면접33.3

국어,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상위 2

과목과 수학가 합산 5등급 이내

농어촌학생(정원외) 2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6.7+면접33.3
-저소득층학생(정원

외)
1

충남

단국대(천

안)
DKU인재 15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수학가 포함 3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순천향대

일반학생 6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지역인재 7

기초차상위(정원외) 2

농어촌학생(정원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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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북 충북대
학생부종합Ⅰ 10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80+면접20
-

농어촌학생(정원외) 1 서류100 -

강원

가톨릭관

동대
CKU종합1 8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영어, 수학가, 과탐(2과목 평균) 중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

연세대(미

래)

학교생활우수자 19

1단계(6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80+면접20

국어, 수학가, 과탐1, 과탐2 중 3개 합이

4등급 이내,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과탐 서로 다른 2개 과목 응시)

강원인재 14

기회균형 3

기초생활연세한마음

(정원외)
1

농어촌학생(정원외) 1

특수교육대상자(정

원외)
약간명

북한이탈주민(정원

외)
약간명

한림대

학교생활우수자 23
1단계(6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영어, 수학가, 과탐(2과목 평균) 4

개 영역 중 3개 합 4등급 이내(단, 영어

포함하여 반영할 경우 영어는 1등급)
지역인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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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한림대
농어촌(정원외) 2

1단계(6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광주

전남대 지역인재 38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

역의 합 6등급 이내

조선대

지역인재 27 서류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

역 등급의 합이 6이내

농어촌학생(정원외) 2

서류100 -기초생활수급자(정

원외)
1

전북

원광대

학생부종합 26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지역인재-전북 30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상위 1과목)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지역인재-광주전남 10

기회균등(정원외) 2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농어촌학생(정원외) 2

전북대 큰사람 9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등급

절사) 4개 영역 등급합 7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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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구

경북대

일반학생 15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응시, 1과목 반

영)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

내
지역인재 30

계명대
학생부종합-일반 4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80+면접20
-

학생부종합-지역 6

경북
동국대(경

주)

지역인재 7 1단계(10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 4이내,

영어 2등급 이내 필수참사람 7

부산

동아대 농어촌학생(정원외) 2 서류100 -

부산대
학생부종합 15

서류100
국어, 수학가, 과탐(2과목 평균) 영역 등급 합 4

이내,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지역인재 30

울산 울산대

학생부종합면접 14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50+면접5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3개 영역 합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과탐은 서로 다

른 2과목 평균,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지역인재 4

경남 경상대

일반전형 4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지역인재 7

기초생활수급자등 1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농어촌학생(정원외) 3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학종 합격자 교과 연계 활동 예시(의학)

항목 구분 내용

교내상
(교과
우수상
제외)

전공(계열)
관련

학생소논문발표대회, 수학경시대회, 창의력 경진대회, 화학시화대회, R&E 과제연구대회,
과학탐구대회, 과학경진대회 과학팜플렛만들기 부문, 정보과학대회(문제해결부문), 과학
탐구활동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논문인증제, 교내 소논문대회, 생명과학경시대회, 화학경
시대회, 수리논술경시대회

기타

영어연극경시대회, 사회과 골든벨 대회, 에듀팟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독서경시대회, 자
기소개서 쓰기대회, 선행상, 우리말 백일장, 학생독립운동 모범학생 표창, 학습동아리대
회, 주제탐구 창의적체험활동 탐구주제 공모전, 직업전공관련 5대뉴스 보고서 대회, 토론
대회, 다문화 프로젝트 학습 경진대회, 자기주도학습발표대회,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 인
성 나눔 실천, 교내영어어휘경시대회, 생활과 법 경시대회, 지리올림피아드, 영어에세이
대회, NIE 대회, 글짓기대회, 모범기숙사생, 한국사퀴즈대회, 문예백일장, 국어경시대회,
디베이트경연대회

동아리
활동

의학
관련

해부동아리, 의학동아리,생명탐구 동아리,보 건 위생 관련 동아리, 의약 동아리, 의학논문
탐구반, 생명과학 및 의학 관련 자율동아리, 의료탐구 동아리

기타
수학동아리, 영어토론동아리, 밴드부, 독서동아리, 동물보호동아리, 화학 관련 동아리, 멘
토링 동아리, 음악활동반, 생화학 학습동아리, STEAM 탐구반, 수학 관련 자율동아리 (문
제 제작 및 심화 풀이), 시사토론동아리, Science Club, 과학신문만들기동아리,



학종 합격자 교과 연계 활동 예시(의학)
항목 구분 내용

봉사활동
(일상적 교내 봉사

제외)

소록도 봉사, 재활원 봉사, 희망원 봉사, 헌혈, 노인장기요양병원, 유기견센터 봉사, 꾸준
한 장애인 관련 봉사, 월드비전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 참여, 학습 멘토링, 오케스트
라 음악 봉사(바이올린), 외국인 노동자 센터 봉사, 노인복지회관, 동물보호소, 아동복지
센타

각종대
회

참가
실적

교내
탐구보고서대회, 전공탐색보고서대회, 교내 과학애니메이션 대회, 교내 과학탐구토론대
회, 교내 과학탐구올림피아드 대회, 교내 융합과학토론대회, 교내 논술대회 참가, 1인 1
과제 논문발표대회,

교외 한국 경제신문 청소년 경제 체험대회, 연세대 전국수학학력인증시험

자율
및

진로활
동

의학
관련

수의학 전공캠프, 의학심포지엄 참가, 생명과학, 의학 등을 중심으로 진학 맞춤 독서 활동

기타

포항공대 캠프, 글로벌 리더 캠프, 서울대농생명캠프 참가,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생물 캠
프, 과학 R&E 활동, 진로감성 코칭 및 뮤지컬 진로캠프 참가, Future Leaders
Academy참가, 직업 및 전공도서읽기에 참가하여 진로관련 독서활동 실시 수학심화수
업, 교내영어연극제, 수학 멘토링 활동, 소설 아리랑 문학기행, 수학영재학급, 영자신문
기자, 노벨화학상 수상자와 좌담회 참가, 전국청소년모의국회참가, 전라북도창의력올림
피아드 참가,하버드 날래 나눔 리더십 컨퍼런스, 국제생물올림피아드 1차 국가대표 겨울
학교 합숙교육 참가, 영어영재학급 수료, 세계뇌주간 프로그램 참가, 생명과학튜터링활동,
이공계 탐구교실, 수학 R&E, 생명과학 R&E, K-MOOC, 수학 영재 학급, 수학 교육청 주
관 논리 교실 이수, 식물 광합성 관련 소논문 제작



2021학년도 치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울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40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서울대-

학·석사

지역균형 13 서류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3

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과탐 서로 다

른 분야의 Ⅰ+Ⅱ 및 Ⅱ+Ⅱ 선택, 2개

과목 합이 4등급 이내)

일반전형 27
1단계(2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50+면접및구술50
-

연세대

면접형 12
1단계(3배수):학생부교과40+서류60

2단계:1단계40+면접60

-

활동우수형 13

1단계(일정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0+면접40

기회균형 1

연세한마음(정원외) 1

특수교육(정원외) 약간명

북한이탈(정원외) 약간명



2021학년도 치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남
단국대(

천안)
DKU인재 20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수학가 포함 3개 영역 합 5등급 이

내

강원
강릉원주

대

해람인재 13
1단계(5배수):학생부100

2단계:1단계80+면접20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의 합이 5등

급 이내

지역인재 6
1단계(5배수):학생부100

2단계:1단계80+면접20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의 합이 6등

급 이내
기회균형 1

농어촌(정원외) 2

광주

전남대-

학·석사
지역인재 12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의 합 7등급 이내

조선대

지역인재 20 서류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농어촌학생(정원외) 2

서류100 -기초생활수급자(정

원외)
1



2021학년도 치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전북

원광대

학생부종합

인문2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

이 6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

이 6이내

자연17

지역인재-전북 17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상위 1과목)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지역인재-광주전남 7

기회균등(정원외) 2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농어촌학생(정원외) 2

전북대 큰사람 2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등

급 절사) 4개 영역 등급합 7이내



2021학년도 치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구 경북대

일반학생 5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응시,

1과목 반영)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지역인재 15

부산
부산대-

학·석사
학생부종합 10 서류10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영역 중 수학가를 포함한 상위 3개 영

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2021학년도 한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울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인문13 1단계(3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자연30

경기 가천대 가천의예 11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50+면접5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2개

영역 각 1등급(과탐 적용 시 2과목 모두

1등급)

대전 대전대 혜화인재
인문2 1단계(5배수):서류종합평가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자연3

충북 세명대
지역인재-

종합
5

1단계(8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60+면접40

국어, 수학가/나, 영어 등급합 5이내(영

역별 2등급 이내)

강원 상지대

학생부종합 5

학생부교과30+비교과60+출결10

국어, 수학, 사/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의 합이 수학 가형은 5등급 이내,

수학 나형은 4등급 이내
지역인재 9

전북 우석대 지역인재

인문3 1단계(5배수):서류(학생부+자기소개

서)100

2단계:1단계60+면접40

-
자연6



2021학년도 한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원광대

학생부종합

인문5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2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

이 6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

이 6이내

자연13

지역인재-

전북

인문8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상위 1

과목)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

이 6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상위 1

과목) 중 수학 포함 3개 영역 등급의 합

이 6이내

자연10

지역인재-

광주전남

인문5

자연8

기회균등(정

원외)
2

1단계(5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농어촌학생(

정원외)
3



2021학년도 한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경북

대구한의대

지역인재
인문6

서류평가100

(인문)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7이내

(자연)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8이내

자연11

기린인재
인문8

자연10

동국대(경주)

지역인재
인문3

1단계(10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인문) 국어, 수학나, 사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 5이내, 영어 2등급 이내 필수

(자연) 국어, 수학가, 과탐(1과목) 영역

등급의 합 5이내, 영어 2등급 이내 필수

자연7

참사람
인문4

자연6

부산 동의대
학교생활우수

자
7

1단계(4배수):서류100

2단계:1단계70+면접30
-



2021학년도 의학계열 논술전형 방법

 올해 이화여대 의대와 부산대 의대가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중앙대 의대도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을 감축하면서 논술 전형의 의학계열 선발 인원이 줄었음. 올해 논술 전형은 선발 인원이 줄

어들고 실기(특기자) 전형이 폐지되면서 과학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의 지원이 몰려 경쟁이 더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연세대(미래) 의대는 논술 비중을 70%에서 100%로 늘려 의대 중 논술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음.

한양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세대 치대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

고 논술만 100% 반영해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음.

 의학계열 논술은 대학에 따라 문항 구성 및 출제 형식이 다르므로 목표대학의 출제 유형을 파악해

준비해야. 보통 수리논술이 출제되나 아주대와 연세대(미래)는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출제하고,

한양대는 인문논술과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등 대학에 따라 출제 방식이 다름.



2021학년도 의대 논술 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울

가톨릭대 논술 21 논술70+학생부교과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4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경희대 논술우수자 21 논술70+학생부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서울
중앙대 논술 26

논술60+학생부교과20+비교과(출결/봉

사)2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한양대 논술 9 논술80+학생부종합평가20 -

인천 인하대 논술우수자 10 학생부교과30+논술7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3개

영역 각 1등급

경기 아주대 논술우수자 10 학생부교과20+논술8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평균) 등급 합

5이내

강원 연세대(미래) 일반논술 15 논술100

국어, 수학가, 과탐1, 과탐2 중 3개 1등급 이상,

영어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과탐 서로 다

른 2개 과목 응시)

대구 경북대 논술-AAT 20 학생부교과20+출결10+논술(AAT)7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응시, 1과목 반

영)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울산 울산대 논술 12 논술60+학생부4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중 4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과탐은 서로

다른 2과목 평균, 소수 첫째자리 버림)



2021학년도 치의대 &한의대 논술 전형 선발 방법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울
경희대 논술우수자 15 논술70+학생부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

연세대 논술 14 논술100 -

대구 경북대 논술-AAT 5
학생부교과20+출결10+

논술(AAT)7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2과목 응시, 1과

목 반영)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내, 한국

사 4등급 이내

지역 대학 전형명 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서울 경희대 논술우수자

인문7 논술70+학생부30

국어, 수학나, 영어, 사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

내

자연23 논술70+학생부30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

내



의치한 정시 선발 방법



2021학년도 의대 정시 대비전략

 2021학년도 의학계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정원내 기준 의대 1,113명, 치대 242명, 한의대 289명을 선

발한다. 지난해 정시 선발 인원에 비해 치대와 한의대는 큰 변동이 없으며 의대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이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면서 선발 인원이 다소 늘었음.

 서울대 치대 학·석사통합과정은 지난해까지 수시모집에서 100%를 선발하고 이월 인원에 한해 정시모집

에서 선발했으나 올해는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분리 선발해 5명을 정시 가군에서 선발함.

 전남대 치대는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만 선발했으나 일반전형을 신설해 가군에서 3명을 선발.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의학계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고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시모집에서 의대는 경상대, 동아대 등 8개 대학에서 총 133명, 치대는 조선대, 전남대에서 13명, 한의대

는 대전대에서 8명을 선발. 지역인재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지역인재 전

형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일반전형에 비해 낮기 때문에 조건을 갖춘 해당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

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



2021학년도 의대 정시 전형대비전략

 정시모집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하며 한양대 의대가 학생부를

10% 반영함.

 올해 면접 비율을 20%에서 5%로 줄인 아주대 의대가 정시에서 유일하게 면접을 점수에 반영.

예비 의사들에게 인·적성 평가 적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인·적성면접을 실시하

는 의대가 늘고 있음. 보통 점수화하지 않고 결격여부 판정기준으로만 활용하며 인제대도 올해부

터 인·적성면접을 실시. 가톨릭관동대 의대는 면접 10% 반영을 폐지하고 합/불로만 반영하며,

충북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는 면접 비율 반영을 폐지하면서 수능 성적 100%로 선발.

 의대 중에는 이화여대와 가톨릭관동대가, 치대 중에는 원광대가 계열별로 인원을 분리해 선발. 가

톨릭관동대는 인문계열 학생의 수능 응시 영역을 수학가/나+사/과탐에서 수학나+사탐 응시자로

변경. 순천향대 의대는 수학가/나, 사/과탐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해 인문계열 학생의 교차지원

이 가능하지만 수학 가형과 과탐 응시 가산점을 10% 씩 부여해 교차지원 시 불리함이 큼.



2021학년도 의대 정시 전형대비전략

 한의대는 부산대 학·석사통합과정을 제외하고는 계열별로 인원을 분리해 선발하거나 수학과 탐구 영역에

응시 제한이 없어 교차지원이 가능. 가천대 한의대는 인문, 자연 인원을 분리해 선발했으나 올해는 통합 선

발하면서 영역별 응시 제한을 없앴음. 계열별 인원 분리 없이 수학과 탐구 영역에 응시 제한이 없어 교차 지

원이 가능한 경우 상지대와 동신대, 우석대는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천대와 세명대는 수학 가형

과 과탐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해 교차지원 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함.

 지난해에 이어 수능 영어 영역 비율을 축소한 대학이 있음. 이화여대 의대는 영어를 5% 줄이고 인문은 국어,

자연은 수학 비율을 5% 늘렸으며 조선대 치대는 영어와 탐구 비율을 5%씩 줄이고 국어와 수학 비율을 5%

씩 늘렸음.

 조선대 의대와 상지대 한의대가 올해 수능 탐구 반영 과목 수를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변경해 의대 중에는

조선대와 대구가톨릭대가, 치대 중에는 조선대가, 한의대 중에는 상지대, 동신대, 대구한의대가 탐구를 1과

목 반영함.



2021학년도 의대 정시 배치 군

구분 지역 가군 나군 다군

의대

(37개교)

서울/수도권

경희대(34)

서울대(30)

아주대(10)

이화여대(인문6/자연55)

중앙대(40)

가천대(15)

가톨릭대(30)

고려대(20)

성균관대(15)

연세대(26)

한양대(62)

인하대(9)

강원/충청

건양대(15)

연세대미래(28)

충남대(일반19,지역26)

을지대(17)

충북대(일반19,지역10)

한림대(38)

가톨릭관동대(인문3/자연12)

단국대천안(25)

순천향대(38)

영남

경북대(35)

경상대(일반18,지역17)

동아대(일반9,지역10)

부산대(35)

인제대(37)

영남대(35)

울산대(10)

계명대(30)

고신대(26)

대구가톨릭대(20)

동국대경주(19)

호남/제주

전남대(일반37,지역13)

전북대(일반28,지역29)

조선대(일반34,지역22)

원광대(27) 제주대(일반14,지역6)

소계 16개교(587명) 12개교(324명) 9개교(202명)



2021학년도 의대 정시 배치 군

구분 지역 가군 나군 다군

치대

(11개교)

서울/수도권
경희대(25)

서울대(5)

연세대(20)

강원/충청 단국대천안(50) 강릉원주대(20)

영남
경북대(15)

부산대(15)

호남/제주

전남대(일반3,지역5)

전북대(14)

조선대(일반24,지역8)

원광대(인문4/자연34)

소계 7개교(114명) 3개교(108명) 1개교(20명)

한의대

(12개교)

서울/수도권 경희대(인문10/자연26) 가천대(15)

강원/충청
대전대(일반:인문6/자연11,

지역:인문3/자연5)

세명대(15) 상지대(36)

영남

대구한의대(인문10/자연20)

동의대(인문5/자연17)

부산대(5)

동국대경주(인문5/자연25)

호남/제주
동신대(20) 우석대(14)

원광대(인문5/자연36)

소계 3개교(81명) 7개교(142명) 2개교(66명)



2021학년도 의대 정시 선발 방법

지역 대학명 군 전형방법 인원

수능 반영 방법

활용

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특이사항

가 나 사회 과학 과목수

서울

가톨릭대 나 수능100(인적성면접실시) 30 표+백 30 40 가산 30 2 가산

경희대 가 수능100 34 표+백 20 35 15 25 2 5

고려대 나 수능100(적성인성면접실시) 20 표+백
31.2

5
37.5 감산

31.2

5
2 가산

서울대 가 수능100(적성인성면접실시) 30 표+백 33.3 40 감산 26.7 2 감산

과 탐 다 른 분 야 의

Ⅰ+Ⅱ 및 Ⅱ+Ⅱ 선

택

성균관대 나 수능100(인적성면접실시) 15 표+백 25 40 가산 35 2 가산

연세대 나 수능100(인성면접실시) 26 표+백 22.2 33.3 11.1 33.3 2 가산
과탐 서로 다른 두과

목 선택

이화여대 가 수능100
인문 6 표+백 30 25 20 25 2 가산

제2외국어/한문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자연 55 표+백 25 30 20 25 2 가산

중앙대 가 수능100 40 표+백 25 40 가산 35 2 가산

한양대 나 수능90+학생부교과10 62 표+백 20 35 10 35 2 감산 과탐Ⅱ 3% 가산

인천
가천대 나 수능100 15

백분

위
25 30 20 25 2

인하대 다 수능100 9 표+백 20 30 20 25 2 5

경기 아주대 가 수능95+인성면접5 10 표+백 20 40 10 30 2 감산

대전

건양대 가 수능100 15
백분

위
20 30 20 30 2

을지대 나 수능100 17
백분

위
30 30 10 30 2 가산

충남대 가 수능100 19 표준 25 45 감산 30 2 감산



2021학년도 의대 정시 선발 방법

지역 대학명 군 전형방법 인원

수능 반영 방법

활용

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특이사항

가 나 사회 과학 과목수

충남

단국대(천안) 다 수능100 25 표+백 20 40 15 25 2 가산 과탐II 5%가산

순천향대 다 수능100 38
백분

위
20 30 30 20 2

수학가, 과탐 10%가

산

충북 충북대 나 수능100 19 표준 20 30 20 30 2

강원

가톨릭관동

대
다 수능100(면접실시)

인문 3
백분

위
30 30 20 20 2 가산

자연 12
백분

위
20 30 20 30 2 가산

연세대(미래) 가 수능100 28 표+백 22.2 33.3 11.1 33.3 2 가산
과탐 서로 다른 두과

목 선택

한림대 나 수능100 38 표+백 20 40 10 30 2

광주

전남대 가 수능100 37 표준 30 40 가산 30 2 가산

조선대 가 수능100 34
백분

위
25 35 25 15 1 가산

전북
원광대 나 수능100 27 표준

28.5

7

28.5

7

14.2

9

28.5

7
2 가산

전북대 가 수능100 28 표+백 30 40 가산 30 2 가산

대구

경북대 가 수능100 35 표+백 22.2 33.3 22.2 22.2 2 가산

계명대 다 수능100 30
백분

위
25 25 25 25 2 가산 농어촌(정원외) 3명



2021학년도 의대 정시 선발 방법

지역 대학명 군 전형방법 인원

수능 반영 방법

활용

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특이사항

가 나 사회 과학 과목수

경북

대구가톨릭

대
다 수능100 20 표준 25 40 15 20 1

동국대(경주) 다 수능100 19 표준 25 35 20 20 2 가산 과탐Ⅱ 5% 가산

영남대 나 수능100 35
백분

위
25 35 10 30 2 가산

부산

고신대 다 수능100 26 표준 30 40

최저

1등

급

30 2
과탐 동일과목 Ⅰ,Ⅱ

선택불가

동아대 가 수능100(인성면접실시) 9 표준 25 25 25 25 2 가산
화학Ⅱ, 생명과학Ⅱ 1

과목 이상 3점 가산

부산대 가 수능100 35 표+백 20 30 20 30 2 가산

울산 울산대 나 수능100(인적성면접실시) 10 표+백 20 30 19 30 2 1
과탐 서로 다른 두과

목 선택

경남
경상대 가 수능100 18 표준 25 30 20 25 2

인제대 가 수능100(면접실시) 37 표준 25 25 25 25 2

제주 제주대 다 수능100 14
백분

위
25 35 10 30 2 가산



2021학년도 치의대 정시 선발 방법

지역 대학명 군 전형방법 인원

수능 반영 방법

활용

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

사
특이사항

가 나 사회 과학
과목

수

서울

경희대 가 수능100 25 표+백 20 35 15 25 2 5

서울대-학석사 가 수능100 5 표+백 33.3 40 감산 26.7 2 감산
과 탐 다 른 분 야 의

Ⅰ+Ⅱ 및 Ⅱ+Ⅱ 선택

연세대 나 수능100 20 표+백 22.2 33.3 11.1 33.3 2 가산
과탐 서로 다른 두과목

선택

충남 단국대(천안) 나 수능100 50 표+백 20 40 15 25 2 가산 과탐II 5% 가산

강원 강릉원주대 다 수능100 20 백분위 20 25 20 30 2 5

광주
전남대-학석사 가 수능100 3 표준 30 40 가산 30 2 가산

조선대 가 수능100 24 백분위 25 35 25 15 1 가산

전북
원광대 나 수능100

인문 4 표준 28.57
28.5

7
14.29 28.57 2

가산

자연 34 표준 28.57
28.5

7
14.29 28.57 2

전북대 가 수능100 14 표+백 30 40 가산 30 2 가산

대구 경북대 가 수능100 15 표+백 22.2 33.3 22.2 22.2 2 가산

부산 부산대-학석사 가 수능100 15 표+백 20 30 20 30 2 가산



2021학년도 한의대 정시 선발 방법

지역 대학명 군 전형방법 인원

수능반영방법

활용

지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특이사항

가 나 사회 과학 과목수

서울 경희대 가 수능100
인문 10 표+백 25 35 15 20 2 5

탐구 1과목 대신 제2외국어

/한문 대체 가능

자연 26 표+백 20 35 15 25 2 5

경기 가천대 나 수능100 15 백분위 25 30 20 25 2 수학가 5%, 과탐 3% 가산

대전 대전대 가 수능100
인문 6 백분위 27 28 20 25 2

가산
자연 11 백분위 27 28 20 25 2

충북 세명대 나 수능100 15 백분위 30 30 10 30 2
수학가 10%, 과탐 5% 가

산

강원 상지대 다 수능100 36 백분위 25 35 20 20 1 가산 수학가 5% 가산

전남 동신대 가 수능100 20 백분위 25 25 20 20 1 10 수학가 10% 가산

전북

우석대 나 수능100 14 백분위 20 30 20 30 2 가산 수학가 10% 가산

원광대 나 수능100
인문 5 표준 28.57 28.57 14.29 28.57 2

가산
자연 36 표준 28.57 28.57 14.29 28.57 2

경북

대구한의대 나 수능100
인문 10 표준 30 30 20 20 1

가산
자연 20 표준 30 30 20 20 1

동국대(경주) 다 수능100
인문 5 표준 25 35 20 20 2

가산
자연 25 표준 25 35 20 20 2

부산

동의대 나 수능100
인문 5 표+백 25 25 25 25 2

자연 17 표+백 25 25 25 25 2

부산대-

학석사
나 수능100 5 표+백 20 30 20 30 2 가산



의대 MMI 면접



MMI 면접 평가의 실제

77

(multiple mini interview)





 면접시간은 대부분 7분~15분 이내로 실시하지만 의학계열은

30~60분 정도로 다른 모집단위와 달리 면접시간도 길고 방법도

다양하게 실시. 

 의학계열 다중미니면접(MMI)은 몇 개의 면접실을 옮겨 다니며 다양한

면접 실시

 면접성적의 반영비율은 20~40% 정도 반영하지만 대학에 따라서

50% 이상.



1.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사항이다

2. 의학계열 모집단위는 학업역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관과

관련한 인성과 자기주도적 활동능력에 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자.

3. 자연계열 공통관심인 과학윤리, 환경 및 정보윤리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놓자

4. 지원대학 및 지원모집단위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답이다

5. 면접은 추가질문이 있다



MMI 면접 개념

 MMI란 지원자들의 비인지적 역량(soft skills)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독립적 평가방법들을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라

순환하면서 평가하는 인터뷰 방식

 기존의 전통적인 의과대학 면접방식으로는 입학 후의 성취, 의사가 된

뒤의 대인관계, 윤리성, 도덕적 판단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면접방법

 2001년 캐나다 McMaster 의대에서 시작한 후 현재는 북미, 호주, 

이스라엘 등 주요 의과 대학 선발전형 기법으로 자리 잡음



 다중미니면접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 의대다. 서울대

의대는 2013학년 다면인적성 심층면접이라는 명칭으로

다중미니면접을 도입, 현재까지 다중미니면접을 실시하고 있음

 MMI 문제들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답은 없으나 윤리적 딜레마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임

 최상위권의 관심을 쏠린 만큼 작은 틈만 생겨도 걷잡을 수 없는

사교육의 팽배로 이어지는 탓에 매년 형태를 바꾸고 있음

MMI 면접 개념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의 생각과 선택을 평가함으로써

단순 지식 위주의 의사가 아닌 인성을 갖춘 의사를 선발한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 인성면접의 대표로 완전히 자리를 굳힘

 서울대,성균관대,건양대,대구가톨릭대, 동아대,아주대,인제대,한림대, 

울산대, 연세대(2020) 등이 이 방식을 활용하여 면접평가 방식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MMI 면접 개념





MMI 면접의 참고서적



MMI 면접의 참고서적



MMI 면접의 참고서적



MMI 면접의 참고서적



MMI 면접의 참고서적



MMI 면접의 참고서적



MMI 면접의 참고서적



[참고]



의학계열 지망생이 읽어두면 좋을 책



의학계열 지망생이 읽어두면 좋을 책



의학계열 지망생이 읽어두면 좋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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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부모가 될 분이 알아 두면 좋을 사이트



의치한대 선택 참고 자료



의대 서열을 결정하는 요소

 학교 네임 밸류

 병상수/매출액

 Table of Organization

 병원 진료 평가

 교수진의 출신대 비율

 SCI 급 논문 게재 건수



좋은 의사의 특성



의대생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의 특성

 다양한 시각을 통한 인간의 이해

 다양한 배경의 환자와 공감하는 것

 효과적으로 환자와 소통하는 것

 가치관 확립

 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 이해

 사회 환원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

가톨릭의대 인문사회의학과 인터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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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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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 상급병원 병상수 2019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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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 상급병원 병상수 2019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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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경험평가’ 의료서비스 순위(2018년 현재)



108

100 병상당 진료수익 톱5(2016년 기준)



109

우리나라 의대 서열(보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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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사 국가고시 대학별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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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국가고시 대학별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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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국가고시 대학별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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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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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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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중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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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 부속 & 협력병원



의치한 부속 협력병원 관련

 의학계열은 부속/협력병원의 재단 규모나 소재지 등이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톨

릭대와 같이 부속병원이 많거나 울산대, 성균관대와 같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병

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 선호도가 높다. 순천향대, 인제대, 한림대 등은 지

방 소재 대학이지만 산하 부속병원의 규모가 크고 부속병원이 수도권에 소재해 높은

선호를 보인다.

 충남대는 세종시에 ‘세종충남대병원’을 건립 중으로 올해 6월 개원 예정이고 연세

대도 올해 개원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에 ‘동백세브란스병원’을 건립 중이다. 건양

대는 2021년 개원을 예정으로 대전에 제2병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을지대도 경기도

의정부에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의정부을지대병원’을 건립 중이다.



의치한 부속 협력병원 관련



의치한 부속 협력병원 관련 일부 예시

126

대학명 전공 대학 부속/협력병원 전화번호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서울시 서초구)

여의도성모병원(서울시 영등포구)

의정부성모병원(경기도 의정부시)

부천성모병원(경기도 부천시)

성바오로병원(서울시 동대문구)

인천성모병원(인천시 부평구)

성빈센트병원(경기도 수원시)

대전성모병원(대전시 중구)

은평성모병원(서울시 은평구)

1588-1511

1661-7575

1661-7500

1577-0675

02-958-2114

1544-9004

1577-8588

042-220-9114

1588-1511

경희대 의대, 치대, 한의대

경희대학교병원(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치과병원(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서울시 동대문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서울시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서울시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서울시 강동구)

02-958-8114

02-958-8114

02-958-8114

1577-5800

02-440-7500

02-440-7141~2

고려대 의대

고려대학교안암병원(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서울시 구로구)

고려대학교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1577-0083

02-2626-1114

1577-7516

서울대 의대, 치대(학·석사)

서울대학교병원(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암병원(서울시 종로구)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시 관악구)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시 동작구)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서울시 강남구)

1588-5700

02-2072-3114

1588-5700

1588-5700

02-6747-6114

1588-3369

02-870-2114

02-2112-5500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서울시 강남구)

강북삼성병원(서울시 종로구)

삼성창원병원(경남 창원시)

1599-3114

1599-8114

055-233-8899

연세대 의대, 치대

세브란스병원(서울시 서대문구)

연세암병원(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서울시 서대문구)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시 강남구)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도 용인시)

1599-1004

1599-1004

1599-1004

1599-6114

031-331-8888



의치한 부속 협력병원 관련 일부 예시

대학명 전공 대학 부속/협력 병원 전화번호

이화여대 의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서울시 양천구)

이대여성암병원(서울시 양천구)

이대서울병원(서울시 양천구)

02-2650-5114

1666-5000

1522-7000

중앙대 의대 중앙대학교병원(서울시 동작구) 1800-1114

한양대 의대

한양대학교서울병원(서울시 성동구)

한양대학교구리병원(경기도 구리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서울시 성동구)

한양대학교국제병원(서울시 성동구)

02-2290-8114

1644-9118

02-2290-8114

02-2290-8114

가천대 의대
가천대길병원(인천시 남동구)

가천대부속동인천길병원(인천시 중구)

1577-2299

032-770-1200

인하대 의대 인하대병원(인천시 중구) 032-890-2114

가천대 한의대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인천시 중구) 032-770-1300

아주대 의대 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 수원시) 1688-6114

가톨릭관동대 의대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인천시 서구) 1600-8291

강릉원주대 치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강원도 강릉시) 033-640-3114

상지대 한의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강원도 원주시) 033-732-2111

연세대(원주) 의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도 원주시) 033-741-0114

한림대 의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서울시 영등포구)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서울시 영등포구)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경기도 화성시)

강동성심병원(서울시 강동구)

031-380-1500

1577-5587

033-240-5000

02-2639-5114

1522-2500

158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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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한의대
세명대학교부속제천한방병원(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부속충주한방병원(충북 충주시)

043-645-1010

043-856-1010

충북대 의대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청주시) 043-269-6114

건양대 의대

건양대학교병원(대전시 서구)

김안과병원(서울시 영등포구)

건양대학교부여병원(충남 부여군)

1577-3330

1577-2639

041-837-1200

대전대 한의대

대전대학교대전한방병원(대전시 중구)

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청주한방병원(충북 청주시)

대전대학교둔산한방병원(대전시 서구)

042-229-6700

041-521-7000

043-229-3700

042-470-9000

을지대 의대

을지대학교을지병원(서울시 노원구)

을지대학교병원(대전시 서구)

을지대학교강남을지병원(서울시 강남구)

1899-0001

1899-0001

1899-0001

충남대 의대 충남대학교병원(대전시 중구) 1599-7123

단국대(천안) 의대, 치대

단국대학교병원(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치과대학병원(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치과대학죽전치과병원(경기도 용인시)

1588-0063

041-550-0114

031-8005-2875

순천향대 의대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서울시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경기도 부천시)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경북 구미시)

02-709-9114

032-621-5114

041-570-2114

054-468-9114

우석대 한의대
우석전주한방병원(전북 전주시)

우석김제한방병원(전북 김제시)

063-220-8300

063-5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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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의대, 치대, 한의대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익산한방병원(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치과대학병원(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전주한방병원원광병원(전북 전주시)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원광병원(광주시 남구)

원광대학교대전치과병원(대전시 서구)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경기도 군포시)

산본치과병원(경기도 군포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경기 안산시)

전라북도군산의료원(전북 군산시)

1577-3773

063-859-1114

063-859-2929

063-270-1114

062-670-6700

042-366-1114

1899-3992

031-390-2875

031-8040-5114

063-472-5000

전북대 의대, 치대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치과병원(전북 전주시)

1577-7877

1577-7877

전남대 의대, 치대(학·석사)

전남대학교병원(광주시 동구)

전남대학교치과병원(광주시 북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화순군)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광주시 남구)

광주시립제2요양병원(광주시 남구)

화순노인전문병원(전남 화순군)

1899-0000

062-530-5500

1899-0000

1899-0000

062-612-9800

061-379-6114

조선대 의대, 치대
조선대학교병원(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치과병원(광주시 동구)

062-220-3114

062-220-3800~3

동신대 한의대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광주시 남구)

동신대학교순천한방병원(전남 순천시)

동신대학교목포한방병원(전남 목포시)

동신목동한방병원(서울시 양천구)

062-350-7114

061-729-7114

061-280-7700

02-264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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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대, 치대

경북대학교병원(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치과병원(대구시 중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시 북구)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대구시 북구)

053-200-5114

053-600-7114

053-200-2114

053-200-2114

계명대 의대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경주동산병원(경북 경주시)

1577-6622

054-770-9500

대구가톨릭대 의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시 남구)

칠곡가톨릭병원(대구시 북구)

1688-0077

053-320-2500

대구한의대 한의대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대구시 수성구)

대구한의대학교부속포항한방병원(경북 포항시)

대구한의대학교시립문경요양병원(경북 문경시)

053-770-2000

054-281-0055

054-550-7000

동국대(경주) 의대, 한의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경기도 고양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북 경주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경기도 고양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경기도 성남시)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경북 경주시)

1577-7000

054-748-9300

1577-7000

031-710-3700

054-770-1200

영남대 의대
영남대학교의료원(대구시 남구)

영남대학교영천병원(경북 영천시)

1522-3114

054-338-9000

고신대 의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부산시 서구) 051-990-6114

동아대 의대 동아대학교병원(부산시 서구) 051-240-2000

동의대 한의대

동의병원(부산시 부산진구)

동의대학교한방병원(부산시 부산진구)

동의대학교울산한방병원(울산시 남구)

051-867-5101

051-867-5101

052-2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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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치대(학·석사), 

한의대(학·석사)

부산대학교병원(부산시 서구)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치과병원(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양산시)

영남권역재활병원(경남 양산시)

051-240-7000

1577-7512

1577-7512

055-360-5114

055-360-5555

1577-7512

울산대 의대

울산대학교병원(울산시 동구)

서울아산병원(서울시 송파구)

강릉아산병원(강원도 강릉시)

금강아산병원(서울시 용산구)

보령아산병원(충남 보령시)

보성아산병원(전남 보성군)

영덕아산요양병원(경북 영덕군)

정읍아산병원(전북 정읍시)

홍천아산병원(강원도 홍천군)

052-250-7000

1688-7575

033-610-3114

02-799-5000

041-930-5114

061-850-3114

054-730-0114

063-530-6114

033-430-5151

경상대 의대
경상대학교병원(경남 진주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경남 창원시)

055-750-8000

055-214-1000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서울시 중구)

부산백병원(부산시 부산진구)

상계백병원(서울시 노원구)

일산백병원(경기도 고양시)

해운대백병원(부산시 해운대구)

02-2270-0114

051-890-6114

02-950-1114

031-910-7114

051-797-0100

제주대 의대 제주대학교병원(제주도 제주시) 064-7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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