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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이 있는 유이니에서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에 휴학 중입니다. 공대 학생이 뜬금없이 쇼핑몰MD에 지원했다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용돈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아 옷을 샀고, 지금까지도 저의 지출의 80%는 옷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힘겨운 기계과 학업 중

유일한 힐링은 옷이었습니다. 매일 최소 한 시간 이상 여러군데의 인터넷 쇼핑몰들을 둘러보며 각 쇼핑몰들이 지향하는 스타일들을 파악하고, 저와 맞

는 스타일의 쇼핑몰들을 찾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패션 게시글들과 여러 쇼핑몰 계정들의 게시글을 보며 요즘 트렌드를 파악하였습

니다. 패션에 관한 부족한 지식은 패션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배웠습니다. 저를 표현하는 수단이 옷이 되었고, 하루 종일 옷에 관한 생각 뿐이었습니

다. 다음엔 이렇게 매치해봐야지, 이 코디에는 다른 악세사리가 더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지인들이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이쁘다 칭찬해

주고 본인들도 구매 의사를 밝히며 구매 출처를 물을 때 크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점점 저의 스타일과 비슷해지고 저의

코디 그대로 입는 것을 보며 패션관련 직업을 가져야겠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쇼핑몰MD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직접 시장에서 바잉

해오고, 코디하며 촬영 연출까지 하는 모습에 이거다! 라고 느꼈습니다.

유이니를 알기 전에는 저에게 어떤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제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고,

색상이나 작은 디테일들로 멋스럽게 연출하는 유이니를 알게 된 후 저의 스타일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패션 관련 전공을 한 것도, 경력도 없지만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그 트렌드를 반영하여 코디하는 MD의 역할은 충분히 잘 소화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

한 활동량이 많은 MD직무에 움직이길 좋아하는 저에게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습득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에게 ̀멋`을 알게

해준 유이니에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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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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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력서는 2020년 03월 03일 (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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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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