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력 서

인적 사항

이 동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

SNS [인스타그램]

기간

2014.09~
2018.05 

2012.09~
2014.06

2018.09~
재직중 

기간

워싱턴대 [University of 
Washington] / 미국

한국국제학교 [KIS]
/ 한국

불량소녀 / MD팀 사원 (팀원) ● 착장 코디 및 촬영 현장 모델 스타일링
- 촬영 컨셉 아이디어 회의 및 기획 
- 자사 이미지에 맞는 모델 캐스팅
- 모델 착장/코디 구성 및 소품 스타일링

● 동대문 의류 Buying/사입 
- 경쟁사 동향 및 트렌드 분석
- 매출 모니터링을 통해 사입 아이템 (의류,악세) 제안 
- 동대문 시장에서 낮사입 및 밤사입 진행

● 자체제작 상품 제안
- 시즌별 제작 상품 회의에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티셔츠, 래쉬가드, 등)으로 매출 향상
- 사입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체제작 협의

● 상품 등록, 카테고리 관리, 상품 디스플레이 관리
- 카페24 플랫폼을 통해 상품 등록 및 관리
- 셀메이트 솔루션을 통해 상품 모니터링, 매출 분석

3.64 / 4.00

3.67 / 4,00

학교명 / 국가

회사명 /  부서

조경학과
[환경디자인과]

-

전공

직위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학력

담당업무

평균학점

이동은 /             / Dongeun Lee

여

1996 / 01 /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6-2

010-2961-1492

dongeunlee11@gmail.com

https://www.instagram.com/leecirclee

학력 사항

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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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東恩



컴퓨터 활용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ADOBE  INDESIGN

ADOBE  PREMIERE

컴퓨터 프로그램

ADOBE LIGHTROOM

MS OFFICE

CAFE 24

SELLMATE

컴퓨터 프로그램

[상]

[상]

[상]

[상]

활용 수준

[상]

[상]

[중]

[상]

활용 수준

2019 년   09  월  11  일
  성 명 :        이동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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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력

외국어

영어 

중국어

회화,작문,번역 능력
원어민 수준

작문,번역 능력
가능

TOEIC 990점

 
    HSK 4급 취득

2018 / 08 

2018 / 09

수준 관련시험 취득일

新



자기 소개서

안녕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패션에 열정이 있는 지원자 이동은입니다. 여러 해의 해외 유학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능동적으로 일을 찾고, 언제나 배우려 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합니다. 

경쟁사 트랜드/동향 분석 및 매출 모니터링을 통해 상품을 기획합니다.

동대문 낮시장 및 밤시장 사입 경험 다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툴을 능숙하게 다룸.

카페24 플랫폼과 셀메이트 솔루션 실무 사용.

착장 코디 및 촬영 현장 모델 스타일링.

저는 사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사몰의 상품별 매출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제품군을 더 살려야 할지 파악합니다.

또한, 경쟁사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작할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단가, 퀄리티, 디자인 

등을 비교하여 상품을 바잉,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인기상품(맨투맨, 티셔츠 등) 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가 

직접 셀렉한 티셔츠가 2,000장 이상 판매되어 1,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었습니다. 여름 시즌의 주력상품인 

래쉬가드 제작 또한 디자인을 제안하여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는 매출 분석에 능하며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소화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격주로 낮 시장과 밤 시장에 나가 의류와 악세를 사입합니다. 디오트, 누죤, 벨포스트, 남평화, 등 여러 상가에서 

다양한 상품을 바잉합니다. 신발과 악세, 가방, 등 코디에 필요한 소품의 사입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사입을 하여 동대문 시장의 사이클과 주기를 알고 그에 맞게 샘플 요청을 합니다. 거래처와 연락을 통해 신상을 발 

빠르게 받아보고 감각적인 상품 셀렉 능력 또한 갖추었습니다. 신상마켓 어플 사용을 통한 온라인 시장조사 또한 

수행합니다.

매주 착장을 만들고 악세를 스타일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모델의 이미지에 맞는 핏을 찾고, 모델의 

이미지를 한껏 살릴 수 있는 코디를 찾습니다. 자사의 컨셉의 맞는 스타일링과 주력상품을 코디해 넣는 일 또한 

자신 있게 수행합니다. 착장을 짤 때에 주력상품과 새로운 아이템의 비율을 잘 조율합니다. 여름 시즌 비치촬영에 

동행하여 수영복 관련 스타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디자인툴(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우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체제작 회의에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도안을 짜고, 제안한 디자인을 통해 소통합니다. 

카페24  플랫폼을 통해 신상을 등록 및 관리하고, 유입 경로 또한 분석합니다. 또한, 셀메이트 솔루션을 사용하여 

매출 모니터링을 하고, 재고를 파악을 합니다. 재진행 건이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자기 소개서 이 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