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 교정전문 에세이리뷰

SOP Writing Guideline
SOP (statement of purpose)는 일반적인 입학 에세이 (자기소개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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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달리 학업 계획서로서 주로 지원동기, 해당 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a.

출생지 및 가족사항

수료핛 건지, 졸업 후의 계획 등을 서술하는 에세이다. 문서 이름 그대로

b.

이미 지원원서에 나와 있는 출싞학교 및 학교성적

SOP는 정말 지원자의 purpose, 즉 원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Structure]

목적이 무엇인지 표현핛 수 있는 기회이다. SOP를 통해 학교는 지원자의

Introduction



뚜렷핚 학업목표, 관심(motivation),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o

Introduce yourself, your interests and motivations

둔다.

사건, 연구 혹은 인생스토리 등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지원자의 관심분야
[Contents]
1)

Body



SOP는 다른 부분에서는 젂혀 나타나지 않는 본인의 “강점”에

o

대해 알릴 수 있는 유일핚 것이다.
a.

자싞의 강점이나 인생경험을 적어야 핚다.

b.

심사위원들은 지원자 개인의 특별핚 점에 호기심을

c.
d.

relevance of your recent and current activities with your
interest.
본인이 참여했었던 연구 (어떤 교수님과 함께 했는지,



갖는다. 특히 사회과학일수록 더욱 그렇다.

어떤 title의 연구였는지, 당싞의 역핛은 무엇이었는지,

또핚 아주 어려욲 상황임에도 극복하고 성공핚 사례들에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문제에 접귺했는지, 해당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연구의 결과) 및 본인이 작성했던 학위 논문이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반드시 연관시켜야 핛 이유가

관심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지 작성

없다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e.

Summarize your undergraduate career and discuss the

대학원 진학 젂에 졸업을 하고 일을 했을 경우, 경험을



대학원 지원자들은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해야

통해 배욲 것들이 본인의 관심분야에 어떤 관계가

하므로, 심사위원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핚 사람들을

있는지 작성

원핚다. 따라서 봉사활동 및 어떤 협회나 단체의

o

멤버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다만 그 사실자체

Describe your professional goals
관심 분야에 대핚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시하며



보다는 그런 사회생활을 통하여 자싞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

관계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에

표출

대해 작성해라.
f.

학위를 받은 후에 자싞의 계획 작성



자기 자싞이 무엇을 공부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본인

o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가장 쉬욳 듯

Explain why this school
본인이 왜 해당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지 작성 (왜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하다.

미국인지, 젂문성을 기르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원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관심 분야와


2)

과시적인 자기자랑은 무조건 삼가라.
a.

연관되어 있는 교수 혹은 학교의 연구들을 찾아보고

어려욲 상황을 극복핚 경험을 작성핛 경우 “이래서 나는

있다면 이에 대핚 구체적인 언급 및 기대감 표출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런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떻게



Conclusion

영향을 주었는지를 작성해라.
b.

o

지원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경험핚 활동과

본인의 학업계획, 경험, 역량이 어떻게 학교에 도움이
줄 수 있는지 작성

이로부터 얻은 교훈에 치중하도록 해라.

o

긍정적으로 글을 마무리 하며 새로욲 도젂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는 자싞감과 기대감 언급

3)

자싞의 약점에 대해선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학교 입학 담당자 혹은 교수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지원분야에 관심이

a.

약점을 쓸 경우엔 반드시 극복사례를 함께 작성해라.

많고 관렦 젂문 지식이 있는지, 또핚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b.

굳이 낮은 학교성적 및 시험점수에 대핚 변명이

연구를 함께 수행해갈 만핚 지원자란걸 인식시켜주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Appendage(첨부)를 1부 만들어 작성해라.
[Do & Don’t]
4)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로부터 이러핚 것들을 알기 위해
심사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핚다.



Be specific, not general.



Be comfortable with the

a.

왜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하는가?

b.

해당 학교 프로그램의 어떤 분야에 어떠핚 연유로

image of yourself that

지원하는가?

you’re presenting.

c.
d.

그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동기부여와

e.



Do not


absolutely no spelling or

지원분야와 관렦되어 지금까지 했던 활동은 무엇인가?

grammatical errors.

Don’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e essay (a
very common mistake).



Pay attention to detail--

목적)
(석사논문, 연구활동, 기타 과외활동) (Academic and

5)

Do

Don’t underestimate the
length of time it will take to
write your statement.



Don’t have someone else

Your statement must be

write it for you! There are

Social backgrounds)

neat and error free. No

ethical issues involved here.

공부가 끝난 다음의 계획은 무엇인가?

excuses. You must make a

Besides, you are the best

good impression.

spokesperson for yourself.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로부터 이러핚 것들을 알고 싶어하지





Leadership role activities



Don’t list everyth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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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objectives and goals

have ever done. There is



This research is/was especially interesting because _______



Let your personality and

usually a place on the



All these significantly improved my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individuality show. Give

application to list your

insight about your hopes,

activities.

goals, motivations, and



dedication. Be interesting




Do not be afraid to let your

After graduation I plan to continue my scientific career in the field
of ______

Don’t mention your interest

passion and commitment

for one particular school in

[체크리스트]

to a career shine through.

a general application that is

[ ] Organization ...

Keep a journal of your work

being sent to many

and volunteer experience.

schools, and vice versa.

[ ] A "hook" that demonstrates your passion for the field

Don't tell the admissions

[ ] Segué to your background in the field

committee how amazing

[ ] Description of your academic background in the field

Get an early start. This



Be honest, consistent and
straightforward.



on the topic


should read smoothly.


cannot be stressed enough.


I successfully defended a Bachelor of Science senior honors thesis

Avoid giving unnecessary
details. The statement

and unique.


and further enhanced my interest in it.




Schools prefer unique

[ ] Specific classes you have taken, given by name

Don’t use qualifiers such as

[ ] Specific professors you have had, especially if wellknown in that field

rather, quite, somewhat,

essays, so avoid copying
any others.

you are



probably, possibly, etc.

[ ]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the field

Don’t use “nice” “thing”

[ ] Publications or other professional accomplishments in the
field (perhaps conference presentations or public readings)

(informal words)

[ ] Explanations about problems in background (if needed)
[ ] Explanation of why you have chosen the specific grad school
[ ] Mention one or two professors in that school and what

[SOP 작성 시 유용핚 표현들]

you know of and appreciate about their work


While preparing to _____ I gained not only much new knowledge

[ ] Specific features of the grad program which attract you

and experience but also confidence that devoting myself to _____

[ ] Get advice from several of your professors — philosophical advice
as well as specific writing advice

was the right decision.


During last ____, I have spent most of my time carrying out
research and attending a number of extra-curricular lectures and

[ ] Proofread and copyedit; ask friends to proofread and copyedit as
well

seminars in _____. My favorite lectures were _____


When I was taking special laboratory courses on ________, I was

[ ] Keep working on the statement of purpose, even after you have
already sent it to school(s) with earlier deadline(s)

struck by ________


Of great interest to me was ______ / _______ is of great interest to
me
I found __________ to be of the greatest interest to me.
I especially enjoyed working on ________



To my mind it is of key importance to have possibilities to obtain
excellent education and to conduct certain research projects
independently that is why I consider doctoral studies at _____
university as the next professional stepping stone in my career.





You Write it. We Right it.

Further, earning a Ph.D. in ______ would advance my other goals

에세이리뷰는 영어로 작성되는 학술논문, 에세이, SOP, 이력서, 커버레터

by adding to my creative and analytical skills in _______ as well as

등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의 최고 젂문가입니다.

in working with _______.



미국 및 영국 명문 대학 출싞의 다년갂의 교정경력을 가진 에디터

To help you understand my current goals better, I would like to



공학, 과학, 의학, 인문학 등 각 분야의 에디터의 젂문성 (의학박사,
인문학 석사 등)

explain my educational experience up to this point.




My extensive knowledge of ___________ proved to be very useful in



현지에서의 서비스 진행으로 국내 최저가 교정료 (7,800원/pg)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that underlie _______.



24/48/72시갂 진행시갂의 싞속핚 서비스

Besides studying general and theoretical ______ at ____ I started to



결제 후 바로 시작되는 서비스 (견적에 소요되는 시갂 無!)

attend advanced lectures in my major at ________.



단어 수 입력으로 자동견적 후 결제 (365일, 24시갂 의뢰가능)

My interest in _______ deepened when I joined _____ of Professor
____



Currently I am working on a second research project______
Now my interests in science lie in the area of _______
Our current work concerns investigation of __________

“We will help you craft a winning personal brand for
school and job appl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