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림대학교의료원 인턴 모집요강(1차 모집)
1. 전형일정
구

분

원서접수

일

시

장
소
한림대학교의료원

`21.01.25(월) ~ 01.26(화) 09:00 ~ 17:00

필기시험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

의사국가고시로 대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1.01.27(수) 16:30(예정)

해당 병원 지정 장소

`21.01.29(금) 10:00

지원병원 및 한림대학교의료원
수련교육부 홈페이지(www.irdoctor.com)

※ 1) 면접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당일 수험표 지참하여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함.
2) 면접 장소(해당 병원 지정 장소)
병원명

한 림

강 남

춘 천

동 탄

장 소

제2별관 3층

본관 3동 4층

별관 9층

본관 4층

2. 배점기준
구

분

배

점

필기시험

50점 만점

의대성적

31점 만점

면접시험

15점 만점

CPR(자격증)

1점 만점

영어성적

구
분
TOEIC
TOEFL-IBT
TEPS
New TEPS

3.0점
900점 이상
105점 이상
766점 이상
430점 이상

비 고

* 미제출자 0점 처리
*유효기간 : 2년 이내

2.0점
1.0점
899점 이하 ~ 800점 이상 799점 이하 ~ 650점 이상 기준점수 미만자
및 미제출자
104점 이하 ~ 91점 이상 90점 이하 ~ 74점 이상
0점 처리
765점 이하 ~ 637점 이상 636점 이하 ~ 520점 이상
* 유효기간 : 6년 이내
429점 이하 ~ 348점 이상 347점 이하 ~ 280점 이상

※ CPR인정 자격증 : 대한심폐소생협회 발행 KBLS, BLS, KALS, ACLS, PALS Provider(의료인) 과정

3. 제출서류 (CPR 자격증 및 의사면허증 이외의 모든 서류는 원본, 방문 제출 必)
가.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료원 소정양식) 각 1부
. 의과대학 성적증명서(본과 4년간 종합석차 기입) 1부(기졸업자는 졸업 후 발급본 要)
. 영어성적증명서(TOEIC, TOEFL-IBT, TEPS) 1부(해당자에 한함)
* 단, 원본을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학교장이 발급한 증명서 제출 가능함.

.
.
.
.
.

CPR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의대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1부
의사면허증 사본 1부(단, 2021년 국시 합격자는 3월 1일 이전에 발급받아 병원 수련교육팀으로 제출)
서약서(의료원 소정양식)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의료원 소정양식) 각 1부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1부
(법정양식,「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복지법」에 따름)

. 위임장(국시원 소정양식, 의사국시 전환성적 조회용) 1부
. 사진(반명함판, 3x4cm) 2매 - 지원서 및 수험표 부착용

나. 군보 지원자(군대 가야 하는 지원자만 해당)_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문 필독
. 현역 대체복무 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사진(반명함판, 3x4cm) 1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
* 무료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co.kr.), 코리아 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Nice신용평가정보(www.mycredit.co.kr) 등

다. 비군보 지원자(남자에 한함)
. 병적사항 확인서 1부
-. 복무 중인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부대장·보건소장 발행)
-. 예비역, 면제자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4. 전형료 : 5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622142(예금주 : (학)일송학원)
※ 반드시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지원서 접수 시 입금증 제출

5. 기 타
가. 지원자격
. 1차 모집에는 의사면허 취득자 및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나. 신체검사
. 채용 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한 병원에서 시행할 예정임
-. 채용 신체검사 기간 : `21.02.01(월) ~ 02.05(금)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미채용 사유
. 면접 및 기타 자료를 통해 업무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수련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원미만을 선발할 수도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채용치 않음.

라. 채용서류의 반환
. 미채용자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청구기간(`21.02.15 ~ `21.03.31)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종료 후 파기함.

6. 접수처(원서접수 관련 문의)
(07226)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5 한림대학교의료원(학교법인 일송학원) 1층 도헌홀
(오시는 길) 당산역(2호선) 하차 후 6번 출구에서 당산중학교 방향 500m(도보 5분)
당산역(9호선) 하차 후 8번 출구에서 당산중학교 방향 230m(도보 3분)
-. TEL : (02) 2629-1133 / FAX : (02) 2629-1155
-. E-mail : oklim@hallym.or.kr / Homepage : http://www.irdoctor.com

2021년도 인턴 모집 인원(1차 모집)
구

분

정 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1

모자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7

1

춘천
성심병원

동탄
성심병원

합 계

3

8

30

주 1) 한림, 춘천, 동탄성심병원은 독자모집병원이므로 지원병원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함.
2) 강남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 간 모자협약 체결에 따라 한강성심병원 T/O는 강남성심병원 소속으로 통합하여
모집하고, 한강성심병원으로 파견근무함.
3) 1차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수가 미달인 경우 2차 모집 정원으로 이월함.

7. 문의처(면접장소 및 근무 관련 문의)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Tel : (031) 380-4716 / Fax : (031) 380-47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수련교육팀 지호섭 대리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Tel : (02) 829-5037 / Fax : (02) 849-4469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
수련교육팀 김상순 계장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 Tel : (033) 240-5248 / Fax : (033) 255-6244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수련교육팀 김재영 사원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Tel : (031) 8086-2024 / Fax : (031) 8086-2029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
수련교육팀 임재호 주임

한림대학교의료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