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1차 모집   

학업계획서 작성가이드 



학업계획서(1) 

학업계획서  1 

세부 평가 항목(총 7개) 3 

1. 입학 후, 까다로운 NEXT 학업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항목 1. □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 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항목 2. □ 열정을 발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몰입과 노력을 했는지? 

      항목 3. □ 노력의 결과, 어떤 성취를 했는지?  

      항목 4. □ 항목1~3에서 기술한 내용이 NEXT 학업과정을 잘 적응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왜 NEXT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지? 

 

2.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항목 5. □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NEXT에 진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항목 6. □ NEXT의 5개 프로그래밍 분야 전공 중, 가장 관심 있는 전공분야와 그 이유는? 

      항목 7. □ NEXT 졸업 후, 어떠한 분야로 진출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1)지원자의 삶 속에서 열정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결과를 성취하였는지 기술 

2)이러한 삶의 경험이 NEXT 진학동기/학습의지와 어떻게 연결되며 왜 NEXT 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지 기술. 

작성양식/작성분량  2 

1)정해진 작성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단, 파일 확장자 제한 있음. 아래 확장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2)파일 확장자 :  hwp, doc, docx, txt, pdf 중 선택.  pdf 의 경우, hwp, doc, docx, txt로 작성한 문서를 pdf 변환한 경우만  

    가능하며 ppt, pptx, prezi, keynote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작성/제출 불가능함.  

3)작성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하단의 세부평가항목(7개)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술해야 함. 



    ------------------내용 중략-------------------- 
 

    소프트웨어 개발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였고 다른 곳이 아닌 NEXT에서 제 바람을 이루고 싶습니다.   

    준비된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계획서 작성완료 후 유의사항  4 

  학업계획서 작성완료 후, 문서의 맨 하단에 상단의 총 6개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학업계획서 내에 잘 작성되었는지     

     개별 평가항목별로 체크 후 제출해야 함(아래 예시 참고) 

  작성하지 못한 항목은 체크표기 하지 않고, 평가항목 오른편에 미 작성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기술해야 함. 

학업계획서(2) 

예시  5 

1. 입학 후, 까다로운 NEXT 학업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 

      항목 1. □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 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항목 2. □ 열정을 발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몰입과 노력을 했는지? 

      항목 3. □ 노력의 결과, 어떤 성취를 했는지?  

      항목 4. □ 항목1~3에서 기술한 내용이 NEXT 학업과정을 잘 적응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왜 NEXT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지? 

 

2.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항목 5. □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NEXT에 진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항목 6. □ NEXT의 5개 프로그래밍 분야 전공 중, 가장 관심 있는 전공분야와 그 이유는? 

      항목 7. □ NEXT 졸업 후, 어떠한 분야로 진출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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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목표가  불확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