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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유이니 MD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김은혜입니다.
평소 옷과 쇼핑몰에 관심이 많은 학교를 그만두고 쇼핑몰 배송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송팀에서 자체제작관리담당을 맡으면서 평소 md팀과 교류가 많아 md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md의 업무가 배송팀 보다 나와 더 잘 맞을거 같아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쇼핑몰 중 md를 채용하는 곳은 많지만 제가 자주 이용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나와 
스타일이 맞는 쇼핑몰로 이직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유이니 채용공고가 떠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는 매 주 다양한 쇼핑몰 업데이트를 확인하면서 스타일을 
파악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코디하는 일에 흥미로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옷을 거래처에서 직접 선택하고 코디하는 md의 업무가 저와 잘 맞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배송팀 근무를 통해 여러가지 재질의 옷을 직접 만져봄으로써 옷의 
특성 디테일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 그것을 녹아내어서 보지　않고 옷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md의 업무 또한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쇼핑몰이 있지만 이 옷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왜 이 옷을 코디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서 신뢰를 주는 쇼핑몰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하는 샘플반납 경우, 미루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바로바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md의 주 업무에 대해서도 자신있습니다. 
평소 유이니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와서 유이니만의 감성과 이미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매일 
사이트를 확인할 만큼 좋아하는 쇼핑몰이여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
고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일을 병행해 와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손이 빠르고 습득력이 
좋아 금방 적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성격 또한 밝고 긍정적인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록 경력은 길지 않지만 기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 경력들을 잘 활용해서 
유이니와 오랫동안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평소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쇼핑몰이여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