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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학생선발,

‘Multiple Mini Interview(MMI)’ 이해하기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 선발의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2018년 의예과 신입생 선발에서 Multiple Mini Interview(MMI) 방식의
면접을 도입하였다. MMI는 전통적인 면접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자.

MMI는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화된 면접 방법으로, 2000년도 초반 캐나다 McMaster
의과대학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북미, 호주, 이스라엘 등 세계 주요 의과대학에서 선발전형 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면접 방식으로는 대인관계, 윤리성, 도덕적 판단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을 예측하기 어렵
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면접방법이 MMI이다.

•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여러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충분한 시간 동안 면접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제에 대해 동일한 면접관과 면접하므로 편파와 기회

효과가 줄어들어 평가자 오류를 최소화함

• 문제에 대한 정답이 없어 문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함

• 채점자 훈련과 사례 개발을 위한 예산이 필요함

• 면접관으로 활동할 교수 동원이 어려움

Stations:

1 2 3 4 5 6

MMI overview

10분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Total 약 60분

MMI 란?

MMI의방법

MMI는 다수의 채점자, 다수의 주제, 다수의 짧은 인터뷰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6~12개의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면접방을 차례대로 돌면서, 각 방에 부여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스테이션에는
1~2 명의 면접관이 배치되며, 스테이션 당 8~10분이 소요된다. 면접은 객관화, 표준화, 구조화된 문제와 질문
으로 진행하며, 문제에는 글뿐만 아니라 사진, 도표, 그래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주어질 수 있다. 

장점 단점

MMI의 장단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