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국제교류원
해외 수학(修學) 과정 자기소개서 & 학업계획서 가이드라인
들어가는 말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원이 제공하는 교환학생이나 유학 과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과정의 일부로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서류에는 본인의 학력과 왜 유학을 지망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와 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서술하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글은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원에 바로 제출하게 됩니다.

내용 & 구성 관련 지침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는 5 가지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머리말



서론(들어가는 말)



학업 배경 & 지원 동기



지망 학교 (3 지망까지 적을 것)



결론

1 장: 머리말
페이지 제일 상단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름 & 학번



서류 제목 (예. Personal Statement & Study Plan)



사무실 명칭 & 프로그램 이름 (예.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International Study Program)

비고: 이 지원서에서는, Dear Sir or Madam (담당자 분께), or To Whom it may Concern(관계자 분께 올림) 과
같은 전형적인 편지 인사말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에세이를 쓰는 것처럼 첫 단락을 시작하세요.

2 장: 서론(들어가는 말)
이런 종류의 글을 시작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여러 서론 형식들을 고려해보시고
본인이 쓰기에 가장 편한 종류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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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식: 의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첫 단락에서부터 지원 의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전공은
무엇이고 현재 몇 학년인지, 그리고 왜 해당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은지)
에 대한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I am applying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offered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I am currently enrolled in my second
year of studies at KNU, majoring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
have always excelled in languages, in particular English; and although I
thoroughly enjoy my courses at KNU (especially those focusing on
contemporary American writers), I would lik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merican culture first-hand, as a way of both enhancing my understanding
of western literature and further developing my English language skills.

B 형식: "개인적 배경"으로 접근하기
다음 대안으로는, 본인이 왜 또는 어떻게 해당 전공(혹은 관심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의 관심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락 끝부분에 무슨 과정을 지원하려는 지를 바로
언급하셔도 되고, 혹은 다음 단락에서 그 정보를 넣으셔도 됩니다.
I grew up surrounded by numbers. My father became a businessman after he
graduated with an economics degree, and my mother has been an accountant
for nearly 30 years. I have often said that as a child, I was more
familiar with stock figures than cartoons. Moreover, while I was in high
school I watched the enthusiasm with which two of my cousins pursued
their own economics and business degrees. It was only natural then, that
I choose economics as my major, a field in which I have always felt at
home.

C 형식: "나만의 방식으로" 시작하기
마지막으로, 어떤 명언을 제시하고 그 명언을 본인의 관점에 연결 시키는 식으로 글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언은 본인의 전공이나 유학을 결정한 이유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The American playwright, Henry Miller, said: "One's destination is never
a place, but a new way of seeing things." I am very interested in new
media art so I believe that advanced and innovative ideas are my assets
leading to success. Exploring new cultures, finding new knowledge, and
meeting talented people will enrich my ways of seeing thi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Broadening my horizons in countries that have
vibrant ar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will strengthen my new
media art sense. For these reasons, I am applying for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offered by K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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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학업 배경 & 지원 동기
이 장에서는 본인의 이전 학업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확한 학업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해외
수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공부하셨습니까? (구제적일 필요는 없고, 전공 과정에서 주로 배웠던 과목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시면 됩니다.)



본인 전공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과목이나 분야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학업 관련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본인의 외국어 실력이나 혹은 외국어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쓰시면 됩니다.)



미래의 학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학문적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본인의 직업상의 목표를 언급하셔도 됩니다 –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4 장: 지망 학교
이 장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가고 싶은 3 개의 대학에 대해서 서술하셔야 합니다. (각 대학마다 최소 한
단락은 적어주세요). 핵심은 각 대학의 성격과 그 대학들이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명확한 학업 계획과 준비성을 갖추고 있음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1 지망부터 시작하세요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


본인이 듣고 싶은 구체적인 수업 한두 개를 언급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

그 수업 (과목, 활동 등)의 어떤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까?

-

그 수업이 3 장에서 언급된 학업 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 학교에 있어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시설, 기회 등)을 언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특정한 교수님을 언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고: 이상적으로는, 본인의 분야에서 잘 알려진 분이라서 학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수님이어야 합니다 – 잘 모르는 교수님을 아무나 골라서 쓰지 마세요).

다음 단락에서는 본인의 2 지망 학교를 언급하세요. 이전과 똑같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 지망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쓰십시오.

5 장: 결론
이상의 요점을 짧게 요약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주된 이유를 다시 언급하세요.



해당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할지 설명하세요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얻게 될지
혹은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비고: 지원서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썼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할 때는 말이나 표현을 약간 다르게 바꿔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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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비고: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작성에 있어 글 쓰는 형식, 내용, 그리고 주요 정보의 구성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요구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한, 나머지는 글쓴이의 재량대로 쓰시면 됩니다.
머리말

서론
이 예문에서는
글쓴이가 어떻게 해당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업 배경
지금까지 어떤 분야를
공부해왔는지, 어떤 학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 지망 학교
어느 학교를 가장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지망 학교
2 지망 학교를 언급하고
왜 그 곳에서 공부하고
싶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지망 학교
3 지망 학교와 왜 그 곳에
가고 싶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앞으로의 경험이 어떤
점에서 유익할 지의
관점에서 왜 유학을 가고
싶은지 그 주된 이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Full Name, Student Number: 12345678
Personal Statement & Study Plan
KNU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Student Exchange Program
I grew up surrounded by numbers. My father became a businessman after he
graduated with an economics degree, and my mother has been an accountant
for nearly 30 years. I have often said that as a child, I was more
familiar with stock figures than cartoons. Moreover, while I was in high
school I watched the enthusiasm with which two of my cousins pursued
their own economics and business degrees. It was only natural then, that
I choose economics as my major, a field in which I have always felt at
home.
For the past two years I have immersed myself in the study of economics
at KNU, with courses such as Principles of Economics, History of
Economics, History of Korean Economics, and Microeconomics – which was
far more interesting than I had expected. My goal is to build a career as
a financial advisor. Looking ahead, however, I realize that there are a
number of other areas I need to focus on, and perspectives that I need to
experience in order to have a well-balanced understanding of economics.
For that reason, I would like to take part in the student exchange
program offered by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at KNU.
Based on my research of potential universities, I am most interested in
the economics program offered at __________ University. My main reason
for this choice is the opportunity they provide for an internship in the
financial department of a local firm as part of my studies. This would be
an immensely valuable experience for me, and a significant step towards
achieving my career goal of becoming a financial advisor. I think my
prior work and GPA will make me an ideal candidate for their program.
Alternatively, I would very much like to attend __________ University. If
possible, I would like to enroll in classes taught by econometrics expert
Professor ______, whose work I am familiar with through my previous
studies at KNU. I think attending her lectures would provide me with
unique insights and perspectives related to various economic phenomena. I
would also like to enroll in the data analysis classes which give
students a chance to take part in authentic case studies of various firms.
My third choice would be University of ________. I am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public finance and numerical analysis courses being
offered there. These courses would certainly provide me with a number
important skills needed in financial advising and would be a good
addition to the classes I have already taken as part of my major.
I believe that challenge and adventure are a vital part of life, and that
real experience can be as important as good grades when it comes to
building a career. The KNU exchange program will enable me to broaden my
perspectives, gain exposure to new ideas, meet and interact with a
diversity of new people, and take on subjects that will reinforce and add
to my knowledge of economics as I work towards my professional goals. I
sincerely hope that I will be given the chance to benefit from this
valuable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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