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의류기획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학력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학(2,3년)

졸업

경력

모코블링

퇴사

총 3년 4개월

인턴·대외활동 / 해외경험

-

자격증 / 어학

1종보통운전면허

학력

패션디자인과(3년제)2015. 03 ~ 2018. 02

졸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015

졸업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경력 총 3년 4개월

사원 팀원

모델촬영, 스케쥴 관리, 촬영장소 서치, 업데이트 표 관리 등을 담당

2019. 03 ~ 2019. 10

8개월

모코블링 

MD주요직무

엠디 사원

스타일링보조, 상품등록, 샘플관리 등을 담당

2018. 08 ~ 2019. 03

8개월

디디지 

오프라인매장 사원

명동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  

고객응대, 상품 입출고 관리를 담당

2017. 09 ~ 2018. 08

1년

사뿐 

판매사원 사원

매장 디스플레이 관리, 고객응대, 재고정리, 제품수선을 담당

2016. 10 ~ 2017. 09

1년

유니클로 

자격증

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2015. 02 1종보통운전면허

추세라
 

여 1996년, 24세

010-8255-9498휴대폰 rnjsflek1521@naver.comEmail

010-8255-9498전화번호

서울 광진구 중곡동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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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추세라

이 이력서는 2019년 11월 14일 (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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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와 경제관념이 명확하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가족들은 당신들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자식의 뜻과 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창시절엔 옷이 좋아 패션디자인과로 진학을 하였고, 대학에 입학하게 된 저는 학업을 계속할수록 

전공에 더욱더 큰 매력이 느껴졌고 그래서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패션의 흐름과 트렌드를 알고싶어 서울에 혼자 살면서 의류업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회사에 엠디로 취업해

업무를 하는 과정속에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제게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위기대처능력이 길러졌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

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어떤한 업무를 맡으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조심성이 많아 일을 할 때에는 작은 실수 하나 하지 않으려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때로는 제가 가지는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해 한 회사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기초가 되어주기도 했으며 

그 기초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성격 탓에 이전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 같이 일

하는 이사님, 사장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익혀 업무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올랐습니다.

입사 후 포부

인테리어, 사진, 스타일링을 좋아해 온라인 매거진에도 실린적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 겸허한 자세로 일을 배우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며 목표를 세워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면에 대한 채워야 할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꼭 제가

맡은 분야에서 인정을 받겠습니다. 

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될 것이며, 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희망근무조건

고용형태 정규직

희망연봉 면접 후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