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이니의 가족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현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직종 연봉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1998년 (22세) 여 재직중

tlgus981214@naver.com 010-2674-7562 010-2674-7562

(21359)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2 부평 대우마이빌 715호(부평동)

핵심역량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최고의 집중력과 끈기

긍정적인 마인드

학력사항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경력 3년

희망연봉/근무형태

2,200~2,400만원/정규직 
(직전 연봉 : 2,640 만원)

희망근무지

마포구

포트폴리오

-

학력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2014.02 ~ 2017.02 졸업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전문(실업)계 (제품모델링디자인과) -

경력 총 3년

2016.09 ~ 재직중 제넨텍 연구소 / 사원 / 3년차 인천 / 생산·제조 > 설계·CAD·CA
M

2,640만원

담당업무 도면 작도(cad) , 문서 관리

자격증/어학/수상내역

2016.07 자격증/면허증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합격

2015.11 자격증/면허증 GTQ포토샵3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5.01 자격증/면허증 정보기술자격(ITQ) 아래한글 A등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5.01 자격증/면허증 정보기술자격(ITQ)한글엑셀 A등급 한국생산성본부(KPC) 최종합격

2019.06 자격증/면허증 2종보통운전면허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 최종합격

경력기술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 친언니와 함께 액세서리 브랜드 창업을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콘셉트를 잡기 위해 직장 휴무인 주말마다 동대문에 가서 발품을 팔며 시장조사를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당시

유행하던 에어팟 키링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엠에이크” 라는 블로그 마켓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2주 전부터 SNS 계정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꾸준히 하였고, 오픈과 동시에 몰려오는 주문만으로도 매우 뿌듯하였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패키징부터

시작하여 만들어진 제품들이 불량이 없도록 꼼꼼히 검수하고 주문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인수하기까지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되어 정확한 시장조사와 트렌드 파악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유행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각과 빠르고 성실한 근무 태도가 제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

“중심을 잃지 않는 나, 책임감”

저의 좌우명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정, 학교 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활동적인 경험을 통해 직접 어려움에 부딪혀보고 극복하면서 스스로 배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

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캠핑에 다니며 직접 텐트도 설치해보고 식사

를 준비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타인

과 교류하며 받아들이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 학교, 직장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중, 고등학생 때 학급회장, 댄스동아리 리더, 취업대비반의 반장, 봉사동아리(RCY)의 임원 등 책임감, 자신감이

주어지는 많은 경험을 쌓아오며 각각 상황에 맞는 알맞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팀원을 이끌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어떤 나쁜 일이라도 좋은 면은 있어요”

'때론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부정적이기보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아야 한다' 라는 생각과 마음 다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빠른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 지쳐 할 때도 있었지만 저의 강한 정신력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며 업무를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상사님과도 친밀감을 유지 할 수 있었고 자

연스럽게 조직에 대한 애착과 적응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과를 얻은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본보기로 삼아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스스로 극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주요실적 및 세부내용]

“열정과 끈기 하나로 뭉쳐진 힘”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학창시절과는 다른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또한 저의 역량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입사

직후에는 복사, 전화응대, 간단한 문서 타이핑 등 비교적 소소한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한 결과

임직원분들께 신임을 얻어 연구소 부서의 도면 작도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

다 나은 제품으로 보답해주기 위해 연구, 개발하고 서포트 해주며 추후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도 불량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수하고

체크하는 업무를 스스로 해냈습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저로서는 값진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제작 가능성 검토, 소재 발주 등에 관해 함께 일하는 상사분들과 아쉬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조율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

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업무 하는 분위기도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작업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동기]

“공주 드레스를 고집하던 아이. 세 살 버릇 이곳, 유이니까지 오다.”

어렸을 때부터 공주 드레스와 유리구두가 아니면 밖에 나가지도 않아서 어머니조차 별나다고 하셨을 정도로 패션에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평소에 의

류, 액세서리에 관심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저의 스타일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고 저 또한 여러 스타일의 의류와 액세서리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고

패션에 대한 안목을 넓혀갔습니다. 저는 도전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류와 액세서리 등 사고 입고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저의 재능

을 펼치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유이니라는 쇼핑몰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스타일인 미니멀한 룩, 심플함과 베이직을

강조하며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연령층이 부담 없이 찾게 되는 의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눈에 띄었던 쇼핑몰이였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쇼핑몰에서

의류를 접하는 것보다 직접 입어보고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쇼핑몰뿐만이 아닌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오는 의류 사진과

소개 글 또한 고객의 마음에 한층 더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과 소통을 하며 의견을 수립하는 모습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은 고객의

관점에서 유이니의 의류들을 지켜봐 왔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의류들로 판매자와 고객의 입장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하

는 데에 있어 뒷받침되고자 “나도 유이니에서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채용공고를 기다려왔습니다.

자기소개서



[입사 후 포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걸음”

매일 바뀌어 가고 있는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눈썰미는 쇼핑몰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이니는 유행에

발맞추어 성장하는 글로벌 패션 쇼핑몰로써, 현재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이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구매할 때, 평소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느껴 왔던 제가 고객과 더불어 발전해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서 회사와 함

께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저의 창업 경험을 통해 고객분들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찾게끔 도와드리고 체계화된 마케

팅 속에서 다양한 고객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쇼핑몰의 전반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서 대화와 소통을 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유이니의 가족으로서 함께 회사를 키워 나

갈 자신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