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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직급 성 명 최종 학위 전공명 구 분

1 교수 문휘창 경영학박사(University of Washington) 국제경영학 원장

2 “ 김종섭 경제학박사(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중남미)

3 “ 김현철 경영학박사(University of Keio) 경영학(일본)
교무

부원장

4 “ 문우식 경제학박사(University of PARIS-Ⅰ)
금융(유럽지역)
국제경제학

5 “ 박철희 정치학박사(Columbia University) 정치학(일본)

6 “ 박태호 경제학박사(University of Wisconsin) 국제경제학

7 “ 백진현  법학박사(Cambridge University) 국제법

8 “ 안덕근
경제학박사(University of Michigan)
법학박사(University of Michigan)

국제경제학
통상법

대외
부원장

9 “ 이영섭
경제학박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국제경제학, 
국제금융

10 “ 이 근
정치학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국제정치

11 “ 정영록
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발전,
중국경제

12 “ 한영혜 사회학박사(University of Tsukuba) 사회학(일본)

13 부교수 박태균 문학박사(서울대학교) 한국사

14 “ 신성호 정치학박사(Tufts University) 국제안보

1. 과정운영 대학교 현황

 1-1. 대학교 현황

  1) 주요 현황

    가. 소재지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나. 연혁 : 1997 국제지역원, 2003 국제대학원 개편

    다. 교원/학생수 (최근5년간 외국인학생수/비율 포함)

(1) 2012년 기준 서울대학교는 전임교수만 1,742명, 기금교수, 초빙교

수, 연구교수, 조교 등을 포함하면 2,476명에 이르는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음.

(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24명의 국제학 전담 교수진 (원장포함 

전임교수 18명, 초빙교수 6명)을 확보하고 있음. 

<표 1. 국제대학원 교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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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교수 은기수 사회학박사(University of Pennsylvania) 사회학

16 “ 정종호 인류학박사(Yale University) 인류학(중국)

17 “ 조영남 정치학박사(서울대학교) 정치학(중국)

18 조교수 김태균 개발협력(University of Oxford) 개발정책학

19 초빙교수 조창범
법학학사(서울대학교)

: 한국유엔협회 부회장 역임
국제협력

20 “ 박인국
법학석사(서울대학교)

:Korea Foundation 회장
국제기구

21 겸임교수 이인영 법학박사(UCLA)
국제거래법
지적재산권

22
산학협동

교수
서장원 경제학박사(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23 “ 이전갑
경영학학사(연세대학교) 

: 현대자동차 부회장 역임
경영학

24 “ 한은식
경영학박사(성균관대학교)

:Global Leadership Program 담당
경영학

계 24명 

  

  2) 주요 특징

     가. 세부분야별 특화교육 

        (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국제학 석사과정은 국제통상, 국제협

력, 국제지역학, 한국학으로 세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대부분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2) 특히 국제학의 핵심분야인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은 

FTA 및 지역주의 국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폭넓은 지

식의 플랫폼을 제공하며 FTA 통상전략 프로그램을 2013년 1학

기부터 양성하고 있음.

     나. 실무에서부터 전략, 협상에 걸친 전문가 교육 

        (1)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에서는 국제학과 관련된 기초 이론적 

지식을 심화학습하는 한편, 이를 사례에 대한 분석 등 실무분야 

지식과 유기적으로 접합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할 계획임.

        (2) 이는 궁극적으로 FTA와 관련된 전방위적 전문 지식과 실무활

용능력, 전문성을 겸비한 FTA 실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

임. 

   3)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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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형태 수업연한 정원/대상 수업형태 과목 수료증 수료요건

석사과정 2학기

20명 내외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생

주간

(영어로 

진행)

일반과정

(2과목-각

3학점, 총 

6학점)

특화과정

(2과목-각

3학점, 총 

6학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학위 및 

국제대학원과 기재부 

장관 명의 수료증 

발급

관련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FTA 주제 

논문   

    

2. 사업 비전과 목표

 2.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사업 추진배경

     가. 지역주의 무역자유화

        : 다자주의 정체에 따른 지역주의 가속화는 FTA 확산이라는 형태

로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미국, EU 등과 같

은 세계 거대교역국을 포함 총 4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베

트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교역상대국의 대부분이 FTA 체결

상대국이 될 예정임.

     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역할 (FTA 전문가 양성의 요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학(국제통상, 국제

협력, 국제지역학)과 한국학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면서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의 공통적인 취업경로

는 다양한 국공립 및 사기업체의 국제사업부서임. 이러한 성공적

인 국제인력양성 경험을 바탕을 활용하여 각 공공기관과 기업체

에 FTA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최근 FTA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동향에 대한 재교육과 FTA 실무활용 능력을 강화시

키고자함. 
 

     다. 단 기간내 전방위적 FTA활용 전문가를 양성

        :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한 동시다발적인 FTA전략에 맞물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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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부

족한 현실임. 이에 현재 FTA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현업 종사자를 단기간 내 양성할 필요성이 증가됨. 우리나라가 

FTA 선도국가인 만큼 해외사례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

양한 FTA 성공사례를 실제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된 실무전문 

인력이 필요함. 

 2.2. 비전 및 교육목표

  1) 비전과 목표

     가. 다양한 사회 부문에서 요구되는 FTA 관련 지식역량을 확대하고 

재창출하는 교육 허브 설립

     나. 국제학 석사급 인재를 FTA 고급 전문가로 양성 

        : 기존의 국제학 석사과정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12학점의 FTA 관

련 과목을 수강하고 연구논문을 작성함으로써 국제학 석사급 인

재를 양성하고자 함. 또한, FLP (FTA Leadership Program) 과정

을 통해 FTA 실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함.
       

<그림 2. 사업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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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통상금융센터를 FTA 정책 Think Tank로 발전

        : FTA와 관련한 정책, 전략분석, 시장조사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

써 FTA와 관련된 현 정부 및 기업의 정책 및 연구 과제를 분석

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활용을 우리정부 및 기업 여건에 적

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연구.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로 체결

한 FTA 관련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FTA 정책 프로젝트의 

구상 및 FTA사례교육실습 기획 등 종합적인 FTA 데이터뱅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FTA 통상금융센터를 개설하여 다음과 같

은 기능을 수행토록 함.

           가) FTA 국내외 자료

           나) FTA 활용 사례 연구집 발간

           다) FTA 정책연구 실시

           라) FTA관련 각종 국내외 자료 수집, 정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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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과정 안내

 3.1 운영개요

   1) 과정명: FTA 통상전략과정

   2) 과정기간: 2013년 9월 ~ 2014년 6월 (2학기)

   3)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http://gsis.snu.ac.kr)

   4) 정원: 20명 내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생 

   5) 수료요건

      ① 국제통상학, 국제협력학, 국제지역학, 한국학 전공에 상관없이 

         최소 12학점을 FTA 관련 지정 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12학점 중

         최소 2개의 특화과정 과목을 수강해야 함. 또한 논문 주제는 

         FTA 관련 주제이어야 함. 

      ② FTA 통상전략 과정을 수료했을 시 수료증이 발급됨. 석사학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각 전공별 필수 요건

         을 최소 4학기 내에 완수하여야 함.

   6) 수료증 발급: 국제대학원 및 기획재정부 장관명의 수료증 및 서울대

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학위 (뒷면에 참고자료 4 참고)

      * FTA 통상전략 과정생에게 매학기 토요일마다 격주로 운영되는 

FTA 실무자 과정 강좌를 청강 형태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함.  

3.2 학사 일정 및 교과목

  1) 학사일정

   

학기 일정 내용

가을 학기

2013/09/02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2013/09/02~12/13 가을 학기 수업

2013/12/14~02/28 학기 종료

봄 학기

2014/03/03 오리엔테이션

2014/03/03~06/13 봄 학기 수업

2014/06/14 학기 종료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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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각 3학점)

1. 특화과정

(한 학기에 최소 
한 과목 이상 수
강해야 함) 

i) Workshop in International Commerce 2 
(Subtitle: Sectoral 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 Course Code: 8751.620
- Prof. in charge: Kim, Chong-sup

ii) International Negotiation Simulation Game 
- Course Code: 8751.812, 

  - Prof. in charge: Ahn, Dukgeun

봄 학기

i) Understanding International Trade Law 
- Course Code: 8751.615
- Prof. in charge: Ahn, Dukgeun

ii) Special Studies in Trade Negotiations
  - Cource Code: 8751.716 
  - Prof. in charge: Ahn, Dukgeun
iii) International Financial World: Markets, Institutions and 

Policies
- Course Code: 8751.511 

  - Prof. in charge: Rhee, Yeongseop

가을학기

2. 일반과정(선택)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
Special Studies in Trade Negotiat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ternational Financial World: Markets, Institutions and Policies
Global Business Strategy
Foreign Direct Investment
Exchange Rate and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Studies in Regional Monetary and Financial Integration
International Trade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Workshop in Global and Regional Issues

  *상기 교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3) 이수요건

   ① 학점: 위 FTA 관련 교과목에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 

      *학기 당 한 과목 이상의 특화과정과 그 외 일반과정을 선택

   ② 논문: 석사논문주제는 직간접적으로 FTA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

 3.3 과정 외 활동

   1) FTA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 현재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개도국 공무원 출신 학생들을 초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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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요 개도국(인도네시아, 베트남, 나이지리아, 필리핀, 니카라과, 

이집트 등)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소개와 각 해당국가의 FTA 및 

통상관련 시장 사정을 듣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학생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FLP 수강생들도 초청될 예정. (뒷면에 참고자

료 1 참고)

    2) FTA 관련 국제 특별 강좌 및 국제회의

       : 저명한 학자, 정책담당자, 사업가들로 구성된 FTA 특별 강좌는 학

생들의 FTA 사업과 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을 향상시킬 것으

로 기대됨. (뒷면에 참고자료 2 참고)

    3) FLP (FTA Leadership Program) 실무전문가 과정 수업참여 기회제공

       : FTA 통상전략 석사과정과 병행 운영되는 FTA 실무전문가 과정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FTA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FTA와 관련된 전방위적 전문 지식과 실무활용능력, 전문성을 겸

비한 FTA 실무 전문인력을 단기에 집중 양성하기 위해, FTA 관련

된 기초적 실무에서부터 비즈니스 전략까지 FTA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특강시리즈로 제공, 실무와 사례를 유기적으로 접합하는 

기회를 제공함. (뒷면에 참고자료 3 참고)

    4) 현장실습 및 산업시찰   

       : FTA의 확산 및 가속화라는 현실 속에 우리나라가 FTA 선도국가  

        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 FTA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현  

        장 및 유관산업체(예: 한국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인천이나 부산의 항만 시스템 등)를 견학하며 주변  

        의 FTA활용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을 방문함.

    

4. 입학전형 및 선발과정

 4.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전형방법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admission.snu.ac.kr/graduate)

 4.2. FTA 통상전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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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집인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생 75명 내에서 20명 내외로 

FTA 통상전략프로그램 인원 선발 (수강 학점을 기준으로  한 

성적, 논문 계획서를 통한 적합도, 가정형편, 과외활동, 또는 

잠재력 등의 기타 종합평가 등을 반영)

    *2학기에는 기존 1학기 선발(16명)에 4명만을 추가 선발

    2) 모집대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학기 이상 3학기 이내의 재학생 중  

자신의 연구 및 진로를 FTA 분야로 특화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

    3) 지원안내: 

      ① 접수기간

        - 상반기(1월 ~ 2월 경), 하반기(7월 ~ 8월 경)

        - 2학기 8월 2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gsis.snu.ac.kr

      ③ 제출서류

        - 지원서 (본 과정 소정양식: 첨부 1“Application for FTA Business 

and Strategy Program” 참고, 사진 부착; JPEG 사진 이미지 선

호)

        - 지도교수 추천서 (본 과정 소정양식: 첨부 2“Recommendation” 

          참고) 

        - FTA 관련 논문 계획 (본 과정 소정양식: 첨부 3“Research Plan 

          on FTA Business & Strategy Program” 참고)

        - 성적증명서 (1통)

        - 사진 (반명함 2매, JPEG 사진이미지 제출자는 제출 불필요)

     ④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fta.snugsis@gmail.com 

         (입학지원서는 http://gsis.snu.ac.kr에서 다운로드)

     ⑤ 합격자 발표 

        - 합격자통보는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8월 마지막 주, 31일 이내로) 

개별통지 하고 9월 2일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s.snu.ac.k

r) 공지사항에 발표함.

        - 합격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안내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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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FTA 통상전략의 핵심 과목 등을 수강 할 것. 

     ⑥ 장학금 지급 방침

        - 지원자의 성적과 학업계획,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따라 

지급 예정 (수강 학점을 기준으로 한 성적, 논문 계획서를 통한 

적합도, 가정형편, 과외활동, 또는 잠재력 등의 기타 종합평가 반

영)
 

     ⑦ 문의

        02-880-6877, fta.snugsis@gmail.com



[ 참고자료 1 ]

FTA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예)

□ 주제 : Indonesia/Vietnam Import and FTA Utilization
□ 개최 목적 및 기대효과 
  ㅇ 국제대학원 FTA실무자 과정의 Round Table에 참여, 해당 분야의 현지 실

무자이자 전문가인 발표자가 인도네시아/베트남 공무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국의 FTA활용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의 대(對) ASEAN FTA 및 
대 인도네시아/베트남 FTA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한국내 각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FTA관련 실무자들과 
함께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음

□ 발표자 : Surya Kurniawan Suhairi (아세안 FTA 협상, 한-인도네시아 FTA  
      준비 및 참여), Thao Thi Thu Nguyên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개발정책학과에 재학 중

   
□ 일시 : 2013. 04. 20. / 2013. 06. 08. (토)  13:00pm-14:00pm
□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동 GLRoom
□ 참가인원 : FTA실무자 과정생 (40명) 
□ 학생들 반응
  ㅇ 인도네시아/베트남을 비롯한 ASEAN 지역의 FTA 활용도에 대한 산업적 차

원의 지식을 현지출신 공무원의 경험에 의한 생생한 설명을 통해 확인하고, 
본 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 및 실무 지식을 확장, 신 비즈니스 창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 사진



[ 참고자료 2 ]

FTA 관련 국제 특별 강좌 및 국제회의

□ 개최 목적 및 기대효과 
  ㅇ 지난 10년간 국제학(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과 한국학 대학원 과정

의 성공적 요람으로서 자리매김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축적된 다양한 
인적, 실무적, 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국내외 FTA관련 저명한 경제, 
법, 통상 분야의 학계인사 및 정책/실무담당자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견해를 
접하는 등, 과정과 연계하여 관련분야 및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과 현
안을 보는 안목을 기름.

  ㅇ 학생들은 본 기회들을 활용하여, 국내외 FTA와 관련한 정책, 전략, 시장 등
에 대한 산 지식을 접할 수 있으며, 이어지는 질의응답의 기회를 통해 개인
의 졸업논문 및 관심연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구상이나 사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사진



날짜 시간 강의 제목
담당 강사
(강사 이력)

3/9 11:30-1:30 입학식 및 환영 오찬 소담마루

14:00-16:00 FTA체제의 현실과 과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대외부원장, 
미시간대학 경제학박사/JD, 한EU FTA/WTO 

패널위원, 외교통상부 FTA 자문위원)

3/23 10:00-12:00
FTA 서비스개방체제의 

이해와 전략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하버드법대 LLM., 전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및 통상조정과장: 한-미 
FTA/한-EU FT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

14:00-16:00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권오봉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미주리대 경제학 석사, 전 방위사업청 차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전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장)

4/6 10:00-12:00
FTA 활용 성공사례와 

전략적 시사점 

박태성
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서울대 정치학 석사, 전 지식경제부 
지역경제 총괄 과장)

14:00-16:00 FTA시대의 경영전략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미 워싱턴 대학 국제경영 박사, 
국제경쟁력 연구원 원장)

4/20 10:00-12:00 FTA 금융부문의 주요 쟁점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 버클리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 EU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금융발전 검토위원, 

외교통상부 한미FTA 자문위원, 외교통상부 
통화금융 자문위원) 

14:00-16:00 FTA 관세평가와 국제통상
안완기

법무법인 김&장

[ 참고자료 3 ]

FLP (FTA Leadership Program) 실무전문가 과정

□ 개최 목적 및 기대효과 
  ㅇ FTA 실무 전문가를 단기에 집중, 양성하기 위해 FTA 실무 위주의 특강시  
    리즈를 국제대학원의 교수진 및 외부강사진을 통해 제공하는 본 FLP 실무전  
    문가 과정은 그 대상을 정부 및 민간 기관의 FTA업무 관련 실무자 혹       
    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담당 실무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FTA에 관련된 기초  
    적 실무에서부터 비즈니스 전략까지 FTA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특강주제로  
    다루는 만큼 FTA 통상전략 석사과정의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   
    고, 이를 통해 수업 내에서 학습하는 이론 및 교과내용에, 보다 실무적이고   
    사례 위주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FLP 1기 강의 일정 및 내용



(하버드 법대 LL.M, 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위원, 

WTO평가협정, ITA Agreement, 원산지협상, 
반덤핑협정, 한-칠레 FTA협상참가)

5/4 10:00-12:00
FTA 원산지 활용전략

이명호
위너스관세법인 대표

(고려대 MBA, 한국무역협회FTA School교수, 
국제무역사시험 출제위원, 국세청 공무원 
무역실무 교육, FTA원산지실무, 이명호 
무역학, 이명호 관세법 등 다수 저.)

14:00-16:00 FTA 투자규범 이해와 전략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일대 로스쿨 박사 J.S.D 국제투자법 전공,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정부 자문 위원)

5/25 10:00-12:00
FTA협상의 현실: 한미 FTA 

사례

정철
KIEP 협력정책실 연구위원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KIEP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14:00-16:00 우리나라 FTA정책과 전략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 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무역위원회 무역위원장)

6/8 10:00-12:00 무역분쟁과 대응전략

이재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조지타운 대학 
LL.M. 미 보스톤대 JD, 한EU FTA 

패널위원, 외교통상부 FTA 자문위원)

14:00-16:00 중국경제 부상과 한중 FTA

정영록 주중 한국 경제공사
(남가주 대학 경제학 박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 소장)

6/15 10:00-12:00 FTA 국내대책과 과제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12:30-14:00 수료식 호암교수회관

□ 사진 



[ 참고자료 4 ]

이수증서 예시: 이수증서는 영문과 한글, 두 언어로 작성될 것임.



[ 첨부 1 ]

To the FTA Program Admissions Committee of GSIS, SNU

Application for FTA Business and Strategy Program 

이 름

(Name)

한   글

(Korean)
(3cm x4cm)

반명함 사진

(Photo)

영   어

(English)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집 전화
Phone

휴대전화
(Mobile)

E-mail

전공

(Major)
 

FTA과정 관련과목 수강 여부
(COURSES RELATED TO THE FTA PROGRAM)

Course Title Course No. Professor 
in-charge

1

2

3

4

5
 

   Note: Refer to reference courses at p.7 

본인은 귀 대학원 FTA 통상전략 석사 과정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I hereby submit this application form in applying for the 

FTA　Business Strategy Program at GSIS, SNU.

2013년 (Year)    월 (Month)    일 (Day)

지원자                      ㊞
(Applicant)                        (Sig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귀하

    
접수

번호



Upper   1% Upper   5% Upper   10% Upper   20% Upper   40% Lower   60%

Average A
(upper 1/3)

Average B
(middle 1/3) 

Will barely fulfill 
the program

Unlikely to fulfill 
the program

(Please use another A4 sheet if this space is not sufficient.)

[ 첨부 2 ]

To the FTA Program Admissions Committee of GSIS, SNU

RECOMMENDATION*

(Applicants) Name:                                                          

                 Major at GSIS:                                                      

Ⅰ. Context in which I knew the applicant: Class (   ), Thesis Advisee (    ), Other (    )

Ⅱ. Academic Competence of the Applicant (Among other students/peers)      

Ⅲ. Applicant's Prospects for Academic Accomplishment in the Program

Ⅳ. Special Comments (Noteworthy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

(Recommender) Year/ Mo./Day:                           
 

Name:                                 Affiliated Institution:                       

Position:                               Signature:                                 

*This form may be filled out in Korean.



I. Self-Introduction and Motivation

II. Experience and Achievement

III. Research Plan on the Thesis

(Please explain your topic of thesis particularly regarding FTA)

IV.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 첨부 3 ]

To the FTA Program Admissions Committee of GSIS, SNU

RESEARCH PLAN ON 
FTA BUSINESS & STRATEGY PROGRAM

(Applicants) Name:                                                         

              Major at GSIS:                                             

 
* Please use another A4 sheet if this space is not sufficient.
* This form must be filled out in English, no more than 5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