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샘플_아래 샘플은 하나의 예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 자유롭게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영어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체득하여, 현재 영업업무의 역량을 넓히고자 해당 TESOL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영어 ○○○에서 자사의 교육 컨텐츠에 대한 영업과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으로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히 수료
를 위한 공부보다는 장기적으로 영어 교육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롯이 자사 교재나 프로그램의 상세 특징만을 안내하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전
부가 아닐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사 교재의 장점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수업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면 고객의 컨설팅 만족도와 자사 상품에 대한 사용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와 자사 상품과 컨설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TESOL 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이론을 연구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겠습니다. 이는 자사 교재와 프로그램에 대한 영업력
을 확대하고 개인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업계획]
멀티미디어 영어수업과 온라인 영어학습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현재 영어학습을 위한 컨텐츠는 단순히 교재가 아닌, 온라인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
습니다. 자사 또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온라인 컨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 시
기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프로그램, 온라인 연계 컨텐츠 강화 등을 강조하며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를 수행하며, 아직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한 영어 학습법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을 일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사 온라인 프로그램의 사용을 강요하고 단순히 추세를 따르
라는 방식의 컨설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 영어학습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싶었
습니다. TESOL 대학원에 진학하여, ‘왜 온라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지’,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로써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등의 다차원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업자가 되기 위해, 관련 학업지식을 쌓겠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저의 최종목표는 아래 계획으로 교육/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학업과 현재 업무를 병행하여 관련 경쟁력을 쌓을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교육 이론 및 교
수법 등을 현재 주력 상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며 자사 교육 컨텐츠의 영업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둘째, 졸업 시점까지 영업경력과 TESOL 대학원에서 쌓은 전문 영어교육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 연구
원이 될 것입니다. 즉, 최종 결과물을 영업하고 홍보하는 영업직을 넘어서, 신규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도 기여하며 해당 컨텐츠를 내외부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TESOL 대학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교수법과 자사 컨텐츠를 접목시켜 양질의 교육 컨텐츠와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