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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OP 코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SOP 샘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 다운받을 수 있는 SOP샘플들을
비공개 자료처럼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알려드리려 합니다.
(심지어 다 괜찮은 샘플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링크만 걸어두었어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들도 있어서 직접 올려두기가 꺼려져서요.
혹시 링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메일주세요.
다운 받아둔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포스팅합니다.
1) 대학에서 직접 Good, Bad라고 평가한 SOP 샘플들
1.
대학에서 생각하는 "좋은 SOP" 샘플이에요.
Berkeley 대학 History Department에서 어드미션을 받은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공개한 샘플이랍니다.
http://ls.berkeley.edu/sites/default/files/statement_of_purpose.pdf
샘플 뒤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고 좋았는지 코멘트도 달려있어요.
세부 디테일 차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야되는지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거에요.
2.
이번에는 대학에서 생각하는 "좋은 SOP" vs. "구린 SOP" 샘플이에요.
UCLA Luskin School of Public Affairs
구린 샘플(1) : http://luskin.ucla.edu/sites/default/files/PP-PoorSOPExample.pdf
좋은 샘플(2) : http://luskin.ucla.edu/sites/default/files/PP-BestSOPExample.pdf
샘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공개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구글링이 되더군요.
구린 샘플 읽어보시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쓴 지원자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재미로 보세요.
3.
한 교수가 평가한 Bad SOP입니다.
NIU Dept. of Chemistry and Biochemistry의 교수랍니다.
http://niu.edu/engagedlearning/_pdfs/grad-school/PREP-Statement-of-Purpose-BadExample.pdf
혹시 인상깊은 글귀로 SOP를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이분은 이렇게 말하네요
"Do not start with a quotation, no matter how clever you think it is".
굳이 불필요하게 모험 할 이유는 없겠죠?
이분 코멘트 읽다보면 문법오류가 많은 SOP를 읽는다는 것이
수많은 SOP를 읽는 교수들에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 느낄 수 있어요.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자료들은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SOP샘플모음
yoursopcoach.tistory.com
(sopcoach@gmail.com)
2) 합격생들의 SOP들을 모은 샘플들
1.
"Statement by Americans" 또는 "분야별 SOP 모음집" 등의 이름으로 떠돌고 있는 자료에요.
정확한 출처는 모호하지만, 아래 링크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http://alumnus.caltech.edu/~natalia/studyinus/guide/statement/sta/
A~G 하나씩 클릭하시면 글 확인하실수 있어요.
특히, Environmental Studies, Engineering, Public health 이 세 가지 샘플(B, E, G)이
여기저기서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네요.
Environmental Studies 분야 SOP는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참고로, 이 SOP와 다른 전공분야 SOP들을 모아 둔 E-book도 있네요.
(Tyler Perez, 2014, Admissions Essays - Professional Essays and Assignments)
2.
중국인 합격생 40명 SOP를 모아둔 모음집이에요. 대부분 2000년도 인거 같네요.
http://nguonhocbong.com/wp-content/uploads/40-b%C3%A0i-SOP-m%E1%BA%ABu.pdf
SOP 만 아니라 마치 해커스 어드미션 후기처럼 스펙, 지원했던 학교와 결과, 펀딩여부 등도 적혀있어요.
다만, 이걸 좋은 SOP들이라고 해야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몇몇 학생들꺼 골라서 읽어봤는데, 좀 당황스러운 SOP들이 눈에 띄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