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출석체크를위하여이름(본명)/학번을 채팅창에써주세요.

2. 수업종료후프로그램공지에기재된 URL로 설문작성꼭
해주세요.

수업중에는조용한환경을위하여음소거부탁드립니다.

질문은채팅으로 해주세요.

모두가같이수업하는분위기를 위하여
여러분의화면에 채팅창띄워주시기부탁드립니다.



해외 및외투계기업 취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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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해외취업/ 외국계취업전략수립

해외취업전략및
국가별취업동향

해외취업요건및체크리스트

외국계기업취업전략

해외취업및외국계취업을위한준비

CV와 Cover Letter 작성방법

항목별내용및흔한실수사례

성공적 Job Interview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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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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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RULES

호기심

적극적인 내용 이해

채팅방을 통해 궁금한 것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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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취업전략

취업환경
파악

취업옵션
파악

취업전략
수립

취업
경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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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환경 1: VUCA시대

경제 불확실성을 넘어 ‘VUCA’로 축약되는

세상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즉, 

변동적이고(Volatility), 

불확실하며(Uncertainty), 

복잡하고(Complexity), 모호한(Ambiguity) 

초복잡성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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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환경 2: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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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환경 2: 코로나 19



9

취업환경 2: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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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환경 2: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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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환경 3: AI도입과 Big data의출현과직업시장의변화

출처: LG 경제연구원, 

김건우저인공지능
에의한일자리위험
진단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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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은 언제나 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디에 취업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로 취업을 해야 할까요?

환경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나의 인력 가치만이 취업의 키이다.

대기업? 외투기업? 해외기업?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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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취업과경력개발의포인트

가고싶은
회사

vs.

갈수있는
회사

하고싶은
직무

vs.

경쟁력있는
직무

연령별경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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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략접근법

대기업?  강소기업?  해외취업?  외투기업?

취직가능한일은?
~쟁이가되고싶은

일은?

대기업 XX ~가가능한회사 XX

할수있고가진스펙이
높게인정받는일? 일자체가하고싶은직종

주위에서인정을많이하는
타인의선호도가높은직업

내가치를실현할수
있는일

남이 부러움을

사는회사이름
내색깔을잘나타낼수

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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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동향

직무역량중심인재
채용

AI/VR
채용시스템
도입

중견기업, 
스타트업
고용확대

기업별선호
인재상주목

수시채용의
확대

직무경험에
유리한

중고신입강세

필기시험강화 면접의다양화
산발적스펙보다
한분야집중형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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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써해외취업과외투기업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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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특징

특성
해외의거주가전제임
현지인과의근무
다양한문화적수용성과적응력

정의

1. 해외에법인이있는회사에취업

2. 국내에본사에서해외법인에파견하는주재원의경우

글로벌한경험을쌓을수있어서
해외취업문이국내대비넓어져서
워라벨등기업문화가좋아서

동기 : 2019 사람인설문조사 346명중 79.5%가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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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의특징

해당 국가 문화는 한국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예)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아시아 문화권도 매우 틀리다.

다른 나라이다.  

한국계 회사의 문화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현지의 사무실에서는

나라별 문화와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의 문화를

알아 적응해야 함.

문화가 나라별로 다르지만 회사마다 창립자의 철학, 회사의

산업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회사의 문화가 형성 됨.

소규모 기업이 많아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효율성과 생산성이 매우 중요

공영어는 해당 나라의 언어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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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채용의특징

수시 소수 모집

경우에 따라 많은 변수 작용

신입의 경우 Web Portal 적극 활용

외국어 능력 필수

직무가 처음부터 중요한 요소

비자가 중요

생활력과 적응력이 지원 동기와 함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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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채널

월드잡 (www.worldjob.or.kr) 

인디드 (www.indeed.com)

사람인 (www.saramin.co.kr)

코트라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피플앤잡(www.peoplenjob.com)

링트인 (linkedin.com)

인쿠르트 (www.incruit.com)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몬스터 (www.monster.com)

http://www.indeed.com/
http://www.saramin.co.kr/
http://www.peoplenjob.com/
http://www.incruit.com/
http://www.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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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의동향 1 : 국가별비교

해외취업자수 전년대비 205명 증가 (2018 대비 2017)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음 (여성 51.6%, 남성 48.4%)
: 출처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국가별 해외취업 순위 TOP10 

: 출처 2018 취업통계조사 브로셔(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순위 국가명 취업자수 분포비율

1위 미국 715 28.2%

2위 일본 647 25.6%

3위 호주 339 13.4%

4위 싱가포르 262 10.3%

5위 베트남 131 5.2%

6위 말레이시아 54 2.1%

7위 캐나다 51 2.0%

8위 멕시코 48 1.9%

9위 인도네시아 35 1.4%

10위 태국 28 1.1%

미국과 일본에 집중현상 : 50%
싱가포르 상승세: 10.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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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열 1위, 공학계열 2위, 인문계열 3위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전체 50% 이상
.

: 출처 2018 취업통계조사 브로셔(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순위 국가명
취업자
수

분포비율

1위 사회계열 792 31.3%

2위 공학계열 562 22.2%

3위 인문계열 522 20.6%

4위 예체능계열 284 11.2%

5위 자연계열 278 11.0%

6위 의약계열 62 2.4%

7위 교육계열 32 1.3%

해외취업의동향 2 : 전공별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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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진출정보 (2018. 12. 31.)

해외취업의동향 3 : 연도별/국가별 해외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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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해외취업현황및키포인트정리 : 채용트렌드

업종 구인트렌드 취업유망국가

IT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산업 인력수요는 증가세이
다.  특히 주요 IT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은 소프트웨어 엔지
니어와 개발전문가이며 데이터 관련 전문가, 모바일 엔지니어 순으로
수요가 높다.  한국 인재의 우수성은 인정받아 한국인재의 선호도가 높
다.   
고용주들은 STEM 지식, 관련 기술 주요기술, 잠재력 등이 주요 채용
기준으로 뽑았다.

일본, 중국,  
스웨덴, 네델란드, 오
세아니아 중동

물류 물류업에서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
에게 영어 구사능력과 기본적인 현지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고 소통능력
이 중요하다.

베트남, 브라질, 네델
란드

사무, 
영업,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주가 되고 직무이고 외국인 보다는 현지인 채용
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웹디자인, 코딩과 같은 기타능력을 겸비한
인재에게 현지 취업시장은 늘 열려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미국, 멕시코, 에
콰도르, 중동

금융,
회계

해외 금융업 채용담당자들은 재무관리, 회계, 금융시장론, 증권투자와
같은 금융회게 전공자와 CFA, CMA, FRM 등 국제 금융관련자격증 소지
자를 우대한다.

중국, 싱가포르, 캐나
다, 영국, 중동,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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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인트렌드 취업유망국가

호텔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세계적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관광 산업이 활
성화 되는 국가에서는 호텔, 항공업,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있
다.  해외 주요 호텔, 항공업계 담당자들은 채용 시 학력보다 유사 서비스
업종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영어구사능력과 다중 언어 능력을 갖춘 지
원자를 우대한다.  구직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인재임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중동, 호주

기타
서비스

최근 드라마와 K-Pop에서 시작된 한류가 여러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 열풍
으로도 이어져 한국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K_뷰
티로 한국의 미용, 성형 및 치과분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 해외 의료서비
스 종사자에 대한 한국인 수요가 높다.   또한 진출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에서 항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서비스 업종에서의 한국인 채용 수요
가 있다.

중국, 홍콩, 미
국, 캐나다. 파
라과이

업종별해외취업현황및키포인트정리 : 구인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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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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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권역별해외취업키포인트정리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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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권역별해외취업키포인트정리

(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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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출처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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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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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출처 :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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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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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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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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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권역별해외취업키포인트정리

(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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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주요국가별해외취업현황및취업키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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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준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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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준비단계

취업정보
탐색

자격, 전공, 
역량등자
격요건에
맞는자격
증취득

해외취업
채널활동

취업희망
기업에대
한파악

입사지원 서류지원 면접
비자신청
및발급

정착및생
활정보수
집을

통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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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생각보다가까이있는외투기업

정의

1. Multi-National-Company; HQ & Subsidiaries

2. 한 나라에 HQ가 있고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 지사를 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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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특징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공존

강력한 회사 문화와 가치 구현

효율성과 생산성이 매우 중요

공영어는 대부분 영어와 간혹 HQ의 언어

한국에는 20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

배경보다는 능력이 중요

Talent Development를 위해 출신 국가 이외의 나라에 파견

예가 많음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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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채용의특징

수시 모집 (1자리, 2자리 등)

퇴사여부, HC freeze 등 많은 변수 작용

헤드헌터도 Channel

외국어 능력 필수

Function과 Project 수행 능력 등 보유 역량이 처음부터 중요한 요소

지원 동기와 경력개발 계획이 중요



매출 직원수

기업분포 (매출크기와직원수)



기업분포 (매출크기와직원수)

성비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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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내남녀비율



45

산업별기업분류

Chemical Consumer Hi-tech Pharma Logistic

Agrochemical/ Food Toiletries & 

Household Care

Telecommunication Medical 

Equipment

Logistics

Environmental & 

Biochemical

Automotives Semiconductor Pharmaceutic

al & Medicine

Service

Petrochemical/Gas F&B and 

Tobacco

Software/ Hardware

Polymers & Plastics Luxury



46

산업별외투기업리스트 (기계, 장비, IT,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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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외투기업리스트 (제약,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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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외투기업리스트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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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외투기업리스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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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외투기업리스트 (소비재, 화학,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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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외투기업리스트 (운송, 기타: 협회, 그룹사)



Organization Structure I

영업
마케
팅

Market  

Assess

의학
부

품질 등록 인사 재경

영업
기획

PR 법무
Logi-

stics CS IT

사장 제약



Organization Structure II

영업
마케
팅

서비
스

기술지
원 PR 설치 인사 재경

안전
보건

법무
상주서
비스 CS IT

사장 Hi-tech



Organization Structure III

영업
마케
팅

매장
운영

채널
운영 MD VMD 인사 재경

영업
교육 PR 법무

Logi-

stics 면세 IT

사장 소비재



마케팅

Competency
(필요역량)

R & R
(직무내용)

제품 시장진출 전략 수립

주요 공략 시장과 소비자
층

설정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시장 동향 및 소비자 심리
분석

경쟁사 동향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중장기 브랜드별 차별화
전략 수립

전략적 사고
(Strategic Thinking)

정보 수집 능력 및 분석력
(Analytical Thinking)

시장 지식과 제품 지식
(Market & Product 

Knowledge)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지식
(Marketing Theory)

호기심과 혁신적 사고
(Curious & Innovative 

Thinking)

주요직무별업무내용과필요자질

영업

Competency
(필요역량)

R & R
(직무내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
객Needs를 찾고 판매

월간, 분기, 연간 판매계
획 수립 및 수주 활동

매출 실적 작성 및 달성률
분석

고객정보와 시장정보 수
집 및

판매 계획 수립

매장 판매 지원 및
매장 인력 운영 관리

협상력 (Negotiation Skill)

기획력
(Planning Capability)

산업 지식과 고객 심리
(Industry Knowledge &  
Consumer Phycology)

목표 지향성 (Target 
Focus)

대인 친화력
(Interpersonal Skill)



PR

Competency
(필요역량)

R & R
(직무내용)

회사의 이미지와 사업에 대
해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

자료 작성

광고업체 선정 및 제작과
실행

대 언론사 활동 및 관리

사내 보도자료 수집 및
기사자료 작성

사보제작 방향 설정 및 발
행

창의력과 사업에 대한 이해
(Creativity & Business 

Acumen)

광고에 대한 이해
(Knowledge on 
Advertisement)

신문 방송에 대한 전문지식
(Media Knowledge)

문장력
(Writing ability)

전체적 시각
(Whole Picture Perspective)

주요직무별업무내용과필요자질

인사

Competency
(필요역량)

R & R
(직무내용)

인재를 필요한 자리에
채용한다.

급여/복리후생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다.

직원 교육과 개발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발전적 노사관계를 구축
할 제도를 운영한다.

사업전략에 따른 효과적
인력 규모를 기획하고 배

치한다.

인터뷰 스킬
(Interview Skill)

완벽성과 정확성 추구
(Completeness)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식(Knowledge on
Training Programs)

노동법에 대한 이해
(Labor Standard Act)

직무 이해력
(Quick Learning 

Capability)



Finance

Competency
(필요역량)

R & R
(직무내용)

월, 분기, 년 결산 수행 및 관련
기관 통보

재무제표 작성

각종 세금(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국제조세) 결산

및 신고

채권 회전률, 현금 자금 흐름 추
이 예상 및 보고서 작성

매출, 비용, 성장률 월별, 분기별
Forecast 작성 및 보고

회계 지식 (Accounting 
Knowledge & Skill)

책임감 및 수행력
(Accountability & Execution)

한국 세법 및 공시 필요
지역 세법 (KO GAAP, US GAAP…)

재무회계 이론 (Financial 
Accounting Theory)

정직성과 시간 기민성
(Integrity & Sense of Urgency )

Description 
with case
(의미 예시)

회계 이론 및 흐름에 대하여 이
해하고 각 회계계정에 대해 알고
있다. (분개가 가능하다.)

동아리나 인턴 활동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역할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했다.

기업회계기준, 법인세, 부가세 등
을 알고 미국회계기준 등에 대하

여 설명할 수 있다.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경험
이 있고 환율 추이에 따른 자금 확
보 정책과 영향에 관심이 있다.

법규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고 의사결정시
중요하게 반영한다.

주요직무별업무내용과필요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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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략의방향

회사는 망해도 내 인생은 길다.

회사는 바뀌어도 내 경력은 어떤 회사에서도 쓸 수 있다.

나의 갈망과 가치는 나를 지배한다.  도망 갈 수 없다.

나의 가치와 색깔은 나의 경쟁력이다. 타고난 강점은 쓰기 쉽다!

직무부터찾아야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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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인생에서원하는것

1. 매일 일상에서 내가 진정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2. 현재의 삶이 더욱 의미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3.  무엇을 할 때 재미있습니까?

4.  내가 삶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5. 내가 직장생활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 10년 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랍니까?

7. 나에게 마술지팡이가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8.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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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다른이름

취업
취업

개인의
입장

채용

회사의
입장

=

많은 후보자 중 기업의 선택을 받는 것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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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프로세스

채용
공고
내기

CV & Cover 
Letter

검토

직무역량

인터뷰

행동역량

인터뷰

토론및프레
젠테이션을통
한평가

평판조회

오퍼

근로계약
체결

오리엔
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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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관문서류와면접



요약하면………

뛰어난역량
Right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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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와 COVER LETTER의내용

회사에서 뽑고 싶은 Talent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부분을 표현

CV  : 경력과 교육 내용

Cover Letter : 지원하게 된 계기와
CV를 읽을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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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선정기준

1. 우리 회사와 부서에 필요한 강점을 가졌는가?

2. 당장 필요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가졌는가?

3. 성실하게 배울 수 있는가?

4. 자신의 직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가?

5. 3~4년 후에도 계속 회사에 있을 것인가?

6. ‘Getting the Right People on the Bus’,   Jim Collins

: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맞는 DNA

7. Team Player :  융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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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와 COVER LETTER에담아야하는내용 : 기술역량

Business 
Acumen

Strategic 
Thinking

Data Analysis 

Planning & 
Organizing

Knowledge on 
Market Trend

Competitor 
Understanding

Customer 
Knowledge

Marketing 
Fundamental

Reading 
Financ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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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bility
Change 

Leadership
Communication

Continuous 
Learning

Influencing Respect

Future Focus Result Oriented Integrity

CV와 COVER LETTER에담아야하는내용 : 행동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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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CV와 COVER LETTER 작성

주장/의견

(역량강점)

그동안의업적을통한표현

결과 회사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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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을주장하는방법

Strength

역량 중 특장점

선택

Experience

경력 혹은 Activity 중

직접적으로 역량을 쌓

을 수 있는 기회를 기

술

Company 
Requirement

회사의 주요 요구

역량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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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와면접내용초안만드는방법

나를 파악한다. 직무를 파악한다.

• 나의 강점은?
• 개발 점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
• 좋아하는 것?
• 직업에서 이루고 싶은 것?
• 현재까지 이룬 업적?
•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사건?
• 실패한 경험, 무엇을

배웠는가?

• 직무기술서의 필요 역량?
• 그 직무를 좋아하는 이유?
• 경력 개발?

회사를 파악한다.

• 제품과 제공 서비스
• 미션과 가치
• 주요 고객
•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
: 비즈니스 확장, 전략, 
신제품 News, CSV

• 최근 2~3년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

• 조직도
• 업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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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경험을사용하는내용구성법

Strength 
(강점)

업무나회사의입장에서
사고싶은만한역량

Attractions
(매력)

어필하고싶은가치나
인간적인성향

Opportunity
(기회)

개발점과개발방법

Achievement
(성과)

지금까지이룬업적

Career Goal
(경력목표)

직업에서이루고싶은목적

Differentiation
(차별점)

다른후보자와는구별되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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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와 COVER LETTER에담아야하는내용

직무파악을 통해 자신의 보유역량, 동기와 장점을 연결

파악내용:

• 직무내용
• 필요 역량
• 그 직무를 좋아하는 이유
• Career Path

회사 파악을 통해 자신의 보유역량, 동기와 장점을 연결

파악내용:

• 제품과 제공 서비스

• Company Value

• Expected Behaviors

• 조직도
• 업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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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및발행기관 등 공식영문표기법을 확인한다.

• 주소

• 학교명, 과명, 전공과정 명

• 공모전 이름, 자격증 이름, Project 이름

• 자신의 이름 : 여권과 확인

• 회사 이름

표준양식맞춤의기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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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LETTER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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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 COVER LETTER

1) Personal Information
First Name Last Name 

Stree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Phone Number 

Email Address 

2) Date

3) Employer Contact Information
Name 

Title 

Company

Address 

City, State, Zip Code 

4) Dear Ms./Mr. XXX,

5) Content Paragraph (1,2,3)

6) Complementary Comment

7) Sincerely Yours,

Signature

형식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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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부 : 개인정보

Category Item Expression

Personal 

Information

Name Kim, Min-Jeon,  Min-Jeon Kim

Address Seoul Seocho-gu, Seochodong-ro 2gil, LG Apt 101-

102

순서를반대로

Employer

Contact

Information

Name Ms./Mr.로시작

Title 채용공고에나온대로

Company Name GE Power Solutione 이렇게오타는금물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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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기법 : 이름, 성

이름의각글자는대문자, 나머지는소문자, 

자간은 –로연결 Ex) Min-Hee Kim

주소는우리가쓰는순서거꾸로

동-호수, 아파트, 번지, 동, 구, 시, 우편번호, 한국

Ex) 130-201 Hanbit Apt. 550 Seocho-dong,

Seoch-gu, Seoul, 137-070, Korea

수신인회사 Title, 이름은공식명칭의
대소문자그대로사용

Dear XX로본문시작

Sincerely yours, Sincerely등으로정중하게마무리

표현형식(Writing Expression)

COVER LETTER 작성: 표준양식으로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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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LETTER 작성법

2. 각 PARAGRAPH 내용

첫번째
Paragraph

• 구인공고를접하게
된계기

• Cover Letter와 CV를
보내는이유

• 지원분야

• 회사에대해자신이
알고있는내용

• 흥미를느끼게된이
유

두번째
Paragraph

• 해당업무에 자신
의능력과자질이
어떻지부합되는지

• 기술이나지식그리
고경험을통해구
체적으로기술

• CV 내용중강점을
부각해서기술하며
대표적사례거론

• 핵심어는강조하는
글씨체나글머리표
로표시해서표현해
도무방.

세번째
Paragraph

• CV를첨부한다는
내용과검토에대한
감사의표현

• 자신의연락처를다
시한번상기시켜
주고 일주일쯤후
에자신이다시연
락하겠다는내용을
첨부하여도무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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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ONTENTS

Category Item Expression

1st

Paragraph

구인광고를접한
계기

지원직무

지원이유

2nd

Paragraph

지원업무와의
부합성

보유역량

지원자로써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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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ONTENTS

Category Item Expression

3rd

Paragraph

CV를첨부한다
는내용과

검토에대한감
사의표현

연락처언급

Closing 인사말어구

서명



Example

Dear HR Manager,

I am glad to write this letter to express my interest in PR specialist in Power Solution division.  I 

have learned information on job opening from ‘peoplenjob.com’, the recruiting portal site with full 

of excitement.  I am currently studying towards a BA of PR in Hanyang University and expect to 

graduate following February.

My work as internship in GE and wide range of PR studies from my major would prove useful to 

deploy brand PR story delivery in the market.  I have deep dived in PR principal, Market needs 

analysis, Product branding, Company value messing and PR Strategy through various session 

and projects. Employment with GE excites me not only because PR position, but also because 

innovative solution provider as global leader.

In addition to my strong educational background, I also participated in PR contest held by 

Samsung and P&G on new product branding in 2018 and 2019   I know, understand and love PR 

function and passion to work in GE to contribute as 1 member.

Enclosed in a copy of my CV, I hope you will review th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my possible 

entry-level employment in GE at PR function.  I will contact you during the week of 15 Dec to 

answer any questions or provide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experience and knowledge in CV.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by mobile at 010 7736 2359 or minheekim@naver.com.

Thank you.

Sincerely Yours

Min-Hee Kim   

mailto:minjeon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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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작성방법

Personal 
Information

• 순서지킬것

• Mobile이나
Cell. Phone으
로쓰고 HP는
쓰지말것

• 날짜형식에
맞출것

• 강조한부분만
제한적으로
Bold나진한체
로강조

Education

• 전공은
경쟁력

• 전공의세부
내역중지원
분야의
Knowledge
를보여줄
수있는부분
표현

Activities & 
Experience

• 경험과연결
하여필요
역량제시

• 각
Experience
가어떻게
차별성을
나타내는
근거가되는
지순서
부각할사실
선택

Strength

• 앞에서표현
하지못한강
점중직무와
회사에필요
한역량표시

• 기업에서
사용하는
Competency
용어인지
확인

각항목별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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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작성방법

1. 영문 CV 형식을 그대로 지킨다.

(대소문자, 현재부터 과거 이력으로, 학교이름 먼저, 기간)
Personal Information :

1. Name

2. Nationality

3. Date of Birth

ex) Sep. 23, 1987

23rd Sep. 1987

4. Current Address

5. Mobile

6. Email – Formal한이름
너무개인적인 Nickname은
선입견조성

Education:

1. 학교이름 (기간)

2. 위치 : 대략적 (ex. Seoul, 

Korea )

3. 기간 : 달, 년도 (ex. Mar. 

2010~ Current)

4. 전공 B.A. in~~ (학점포함)

Working Experience:

1. 회사이름 (기간) 

:간략한 회사설명도유용함

2. 위치

3. 부서, Position 이름

4. 직무내용과 세부내용
: 회사공식 Title 그대로사용

Min-Hee Kim 

 
PERSONAL INFORMATION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Min-Hee (Maggie), Kim  

Nationality                 Korean 

Date of Birth               20th October, 1995 

Current Address           101-303, SK view apartment, 700 Seochon- 

dong, Kangnam-gu, Seoul 13104, Korea 

(Full of mobility) 

Mobile                     +82) 10 2218 3894 

Email                      minheekim@gmail.com 

 

 

 

EDUD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Mar. 2015 ~Current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Focus study on Marketing Management such as Marketing Planning, E-Business,  

Strategic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GPA: 3.80 / 4.5, Received 2 times of academic scholarship) 

 
 

WORKING EXPERI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lari Korea (Dec. 2016 ~ Feb. 2017)  

Seoul, Korea 

 

 

HUMAN RESOURCE INTERNSHIP 

 

Training and Development 

Worked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1 year, to support luxury retail business over 200 

employees 

 

 Arranged and supported leadership training 

- Collected needs survey data   

- Prepared training materials, name cards and participant list 

- Arranged training schedule and Booked venue 

- Distributed and input the result score to system   

 Data Management  

- Handled benefit applications from employees 

- Collected and Input data to system on annual leave spending 

- Updated HRIS system on new hi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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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SONAL INFORMATION

Item Expression

Name

Nationality

Date of Birth

Address

Contacts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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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UCATION

Item Expression

Name of 

University

Location

Period

Major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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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K EXPERIENCE

Item Expression

Name of Employer & 

Period

Short introduction on 

employer

Location

Department, Position

Achievement and 

Tasks scope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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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작성방법

1. 영문 CV 형식을 그대로 지킨다.

(동아리와 Project이름은 공식 명칭, 주요 활동 소개, 기간, Required Competency를 )

Activities & Other Experiences:

1. 동아리, Project 이름
: Project의경우개최기관명
시 ex) Trade Fare by 

KOTRA

2. 역할 : Competency를 드러내
보일수있도록 ex) PR Leader

3. 간단한소개

4. 시기

Languages & Skills:

1. Certificate 공식명칭

2. 급수혹은 Score

Strength:

1. 직무명세의Qualification을참조
ex) Strategic Thinking

2. 해당회사의 Vision과 Behavior

competency 참조해서사용
ex) People Oriented,

  

ACTIVITIES & OTHER EXPRIENCES                            
 Rainbow, English conversation club : In charge of Academy session  

 HyunDai Habitat : Student volunteering to build up a house in India  

 Interpreter for International Semi conduct Forum by KOTRA  

 Completed ETS course in UBC, Canada (Mar.2018 ~ Aug.2018) 

 Participated in KB Student Ambassador Program (Sep.2017 ~ Nov.2017)  

-  
 

LANGUAGES_& COMPUTER SKILL__________________ 
 

ENGLISH      INTERMEDIATE, TOEIC 805  

French         INTERMEDIATE, DELE B1 

Proficient in MS Office (Excel, PowerPoint, Word, Outlook), Photoshop, and Vegas 

 

 

STRENG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nest and responsible 

Sense of urgency  

Flexible on situational decision making  

Team Player: Worked with a wide range of people (variety team employees) 

Self-motivator 

Analy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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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CTIVITIES & OTHER EXPERIENCES

Item Expression

Club activity and 

introduction,

Achievement

Project Name,

Short

introduction &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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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NGUAGES & SKILLS

Item Expression

Name of 

Languages &

Proficiency level

Certificate name 

and year of 

certificat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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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RENGTH

Item Expression

Technical competency

Behavioral

competency

Approach under vision 

and value



Example

Min-Hee Kim 

 
PERSONAL INFORMATION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Min-Hee (Maggie), Kim  

Nationality                 Korean 

Date of Birth               20th October, 1995 

Current Address           101-303, SK view apartment, 700 Seochon- 

dong, Kangnam-gu, Seoul 13104, Korea 

(Full of mobility) 

Mobile                     +82) 10 2218 3894 

Email                      minheekim@gmail.com 

 

 

 

EDUD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Mar. 2015 ~Current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Focus study on Marketing Management such as Marketing Planning, E-Business,  

Strategic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GPA: 3.80 / 4.5, Received 2 times of academic scholarship) 

 

 

 



Example

WORKING EXPERI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lari Korea (Dec. 2016 ~ Feb. 2017)  

Seoul, Korea 

 

 

HUMAN RESOURCE INTERNSHIP 

 

Training and Development 

Worked in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1 year, to support luxury retail business over 200 

employees 

 

 Arranged and supported leadership training 

- Collected needs survey data   

- Prepared training materials, name cards and participant list 

- Arranged training schedule and Booked venue 

- Distributed and input the result score to system   

 Data Management  

- Handled benefit applications from employees 

- Collected and Input data to system on annual leave spending 

- Updated HRIS system on new hire information 

 

 



Example

ACTIVITIES & OTHER EXPRIENCES                            
 Rainbow, English conversation club : In charge of Academy session  

 HyunDai Habitat : Student volunteering to build up a house in India  

 Interpreter for International Semi conduct Forum by KOTRA  

 Completed ETS course in UBC, Canada (Mar.2018 ~ Aug.2018) 

 Participated in KB Student Ambassador Program (Sep.2017 ~ Nov.2017)  

-  
 

LANGUAGES_& COMPUTER SKILL__________________ 
 

ENGLISH      INTERMEDIATE, TOEIC 805  

French         INTERMEDIATE, DELE B1 

Proficient in MS Office (Excel, PowerPoint, Word, Outlook), Photoshop, and Vegas 

 

 

STRENG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nest and responsible 

Sense of urgency  

Flexible on situational decision making  

Team Player: Worked with a wide range of people (variety team employees) 

Self-motivator 

Analytical Thinking 



취업목표 설정:

어떤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
어떤 직무로 경력을 시작할 것인가?

“취업할 수 있는 기업”
해외 취업

Multi-Nation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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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JOB INTERVIEW방법

전략적 자기 표현법

조직적합성

성장잠재력직무적합성

지원동기
입사후

경력개발목
표

면접시
논리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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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시작과개발

인턴

정규직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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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시작과개발

계약직, 
파견직

해외취업
외투기업취업

대기업

임원

계약직, 
파견직

외투기업
해외취업

대기업

임원

대기업

외투기업
해외파견

외투기업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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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고 싶은 경력개발

연령 회사 직무 의미

20대

30 ~ 35세

36 ~ 40세

41 ~ 45세

45 ~ 50세

51 ~ 55세

나의성장브랜드는 :



Key Tale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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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PLAN

지원 하는 Position에 나의 Strength는?  (Competency를 나열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년 후의 희망 경력은 ? (Position 이름과 주요 Role을 써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 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근방법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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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 외투기업취업계획

지원국가

직무

회사

나의브랜드

활용채널

이력서준비

Cover Letter준비

면접준비

면접시전략

취업후적응



Q&A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