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을 아는 지원자, 임소리입니다!

학력

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2,3년)

중퇴

경력

소코(Soko)

퇴사

총 2년

인턴·대외활동 / 해외경험

미국 해외경험

외 1

자격증 / 어학

예술융합교육지도사

외 4

학력

항공경영과2011. 03 ~ 2015. 08

중퇴

인하공업전문대학 

2009

졸업

정의여자고등학교 

경력 총 2년

대표 프리랜서

사입, 검품, 촬영, 업데이트, 포장/배송, CS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 02 ~ 2019. 03

1년 2개월

소코(Soko) 

패션MD, MD주요직무

MD 사원 팀원

사입상품 검품, 촬영 준비, 상품 코멘트 작성, 상품 업데이트 준비, 거래처 관리, 샘플 관리 등의 MD보조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2016. 12 ~ 2017. 09

10개월

버튼오프 

1,800만원연봉

AMD, 패션MD주요직무

자격증

세광음악출판사2019. 05 예술융합교육지도사

Microsoft2013. 02 MOS Excel

Microsoft2013. 02 MOS Word

Microsoft2013. 01 MOS Access

임소리
 

여 1990년, 30세

010-2381-9038휴대폰 girlhaha@naver.comEmail

010-2381-9038전화번호

경기 군포시 산본동주소

mailto:girlhaha@naver.com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2009. 07 2종보통운전면허

해외경험

Seattle Bellevue College, Language School

2010. 09 ~ 2010. 12

4개월

미국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일반회화

2010. 02 ~ 2010. 05

4개월

미국

자기소개서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을 아는 사람, 임소리입니다!

- 꼼꼼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을 좋아해서 여성의류 쇼핑몰 ̀버튼 오프`에서 MD보조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입고된 사입 상품의 검품, 샘플 관리, 촬영 준비,

상품 소개 글 작성, 업데이트될 의류 관리, SNS 계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했고, 즐기며 일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 상품 검품과, 샘플 관리, 스팀 작업, 사이즈 측정 업무는 꼼꼼함과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였습니다. 이 업무를 통해 어떤 옷을 사입하는

지도 중요하지만, 사입해온 옷들을 꼼꼼하게 검품하고 불량으로 인해 교환 보낸 상품을 다시 정상품으로 받아볼 때까지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업무들을 담당하며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 양식을 따로 만들어 아직 입고되지 않은 상품이나 불량으로 인해 교환을

보낸 상품을 체크했고, 놓치는 부분 없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 검품과 샘플 관리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한 결과,

팀장님께 꼼꼼하고 완벽한 성향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가 반복적인 부분이 있어 힘든 점도 있었지만 상품 입고와 검품 업무처럼 꼼꼼하고 성실하게 체크해야 하는 업무들을 누구보다 잘해낼

자신이 생겼고,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 저의 성향과 잘 맞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 MD 보조를 담당할 당시 ̀카페24`와 ̀피디온`을 사용했습니다.

-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입부터 피팅, 촬영, 상품 업데이트, 거래처 주문,

배송 등의 상품 관련 업무와 교환, 반품 등의 CS 업무 모두를 혼자서 해야 했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저희 옷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매후기도

남겨주시는 고객분들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1인 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힘든 업무는 사입이었습니다. 사입을 하면 대부분의 거래처에서는 검품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품하고 불량인

부분을 표시해서 교환을 요청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공지도 없이 진행하고 있던 인기 상품의 원단이 변경되기도 했고, 불량으

로 교환 보낸 상품이 다른 부분이 불량인 상품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등 검품을 꼼꼼하게 하게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이런 문제들로 힘

든 점이 많았지만 작은 불량 사유도 그냥 넘기지 않고, 고객님들께 정상품을 보내드리거나 소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

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습관이 생겼고, 고객 한분 한분의 상품에 대해 거짓 없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저를 보며 제가 정직하고 책임

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 유이니와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든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조이지 않고 이 성향을 어

떤 부분에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과 위의 경험들을 통해 말씀드린 저의 강점들이 물류팀의 업무를 누구보다 잘

담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유이니와 함께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완벽해지고 싶어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의 강점과 경험을 토대로 물류팀의 업무를 온전히 담



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임소리

이 이력서는 2019년 10월 30일 (수)에 최종 업데이트된 이력서 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등록하여 취업활동에 이용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유)는 구직자가 등록 한 문서에 대해 보증하거나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첨부된 문서를 신뢰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시 이력서 삭제 혹은 비공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팀 분위기에 잘 어우러져 팀원들 간의 피드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이해할 때까지 성실하게 배우며 오랫동

안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희망근무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희망근무지 서울전지역

희망연봉 면접 후 결정

지원분야
직무 배송·택배·운송 > 물류관리, 배송

상품기획·MD > 온라인MD, 패션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