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 자기소개서(APPLICANT’S SELF INTRODUCTION)

지원자 인적사항1. (Profile of Applicant) 

지원자            는 아래의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I,                , declare that the included statement is a true reflection of my work.
                            

년    월    일20   

지원자 서명(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이름
국문

영문 이름
Name in English

지원 학년
Grade of Application

재적 학교
Current School

지

원

자

Applicant

신 급

Faith

유아세례 Infant Christening□ 

학습 Preparation           □ 

세례 Adult Baptism□ 

교회 부서 및 역할

Involvement in Church

교회 봉사활동

Church Volunteer/ Missions Work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받은 신앙 훈련

Any Training or Experiences in the 

Church/Mission Organization

교회 출석률

Church Attendance

매주 자주 regularly           frequently□ □ 

가끔 sometimes         □  드물게 ra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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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Personal Statement Guideline>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실만을 작성하여 주세요1. , .

The personal statement should be written by you. It should be written honestly in truth and faith 

as a believer.

자필로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세요2. , .

You can write in your own handwriting or type on word processor.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글자 크기를 으로 해주세요3. “10” .

If you use a word processor, please use font size ‘10’.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4. , . 

We would also like to assure you that your writing will kept confidential and will  only be used 

for sreening and/or instruction purposes.



page 3 / 5

지원자 자기소개서2. (Applicant’s Self Introduction) 

지원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1. ?
Describe who God is and what he means to you.

지원자의 가족 소개를 포함해 성장 과정 및 배경을 적어주세요2. . 
Describe your background and family environment. Please introduce your family members and 
their involvement in your childhood.

지원자가 한국 캠퍼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3. UCS ?
What made you to decide to apply to 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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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적어주세요4. .
Describe your academic strengths and weaknesses.

성격 또는 습관과 관련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주세요5. .
Describe your strong and weak points in character and/or habit.

교과 외에 자신의 장기 또는 흥미 특기는 무엇인가요6. , ?

What are your talents, interests, and/or skills outside of aca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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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혹은 현재 어떻게 7. , 

해결하고 있는지 적어주세요.

What was the hardest experience you have had as a student? How did you overcome this 

hardship or how are you currently handling the situation?

지원자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경험 활동 사건 사고 등 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8. ( , , ) ?

What is an event in your life that has made the biggest impact? Why?

대학 진학 계획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9. ?

What is your dream, aspiration, and/or vision for your future? Please include university plans if 

you have 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