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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영어전략 - 영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제대로 쓰기



about your instructor - 강사 소개

칼 풀린 (Carl Pullein) - 12년 경력을 자랑하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현대/기아, OECD, TBWA, 한국로슈, 바이엘 코리아, 베스트 웨스턴 호텔 등에서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강사로 데뷔하기 전 영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지식과 노하우를 토
대로 강의를 보다 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진행하는  
국내 최고의 명강사입니다. 

F.E.S.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코스를 설계하고 강의하는 회사로,  
국내 최고라 인정받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샵 뿐 아니라 개인 및  
그룹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있어 혁
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about the company - 회사 소개



what’s it about? - 강의 소개

오늘날의 취업 시장은 매우 치열합니다. 공식적으로  2014년 6월 한국의 청년실
업률은 6.4%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특정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 취업준
비생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들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16-25세 실업
률은 25%에 육박하며 이는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스페인(24.4%), 그리스 
(26.7%), 프랑스(22.4%) 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것은, 해외 관련 업무 분야는 이러한 실업률의 영향없이 
취업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많
은 사람들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실력만 있다면 여
러분도 충분히 취업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들이 왔을때 어떻게 
지원해야 하고, 채용자가 바라는 인재상이 어떤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코스는 해외 관련 업무 분야의 취업의 문을 열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키, 
바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둘을 제대로 갖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국제 비즈니스 인재가 되는  탄
탄대로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what’s included - 강의 내용

• 채용자가 바라는 인재상 제대로 파악하기 
• 올바른 전략 준비하기 
• 각 단계별 목표 정하기 
• 불필요한 내용과 추가가 필요한 내용 명확히 구분하기 
• 채용자의 눈을 사로잡는 나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메세지 만들기 
• 채용자에 대한 적절한 호칭법 
• 컴퓨터 필터링에서 살아남는 핵심 키워드와 문구 사용법 
• 채용자가 주목하는 스킬 및 재능 나열법 
• 계속 읽고 싶어지는 이력서 만들기 노하우 
• 피해야 하는 영어 표현들 
•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최적 활용법 

자기 소개서는  
채용자로 하여금 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최상의 인재임을 피력하는 

서면으로 보는 또 다른 면접입니다!

이력서는  
가장 눈에 띄게, 가장 인상깊게,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실력과 스킬에 대해 강조하는 

하나의 광고 글이 되어야 합니다!



who’s it for? - 강의 대상

이 강의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로, 국내 취업시장뿐 아니라, 해외 현지 
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기업에서 일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중점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materials - 강의 자료

강의 요약서는  
유인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슬라이드는  
피디에프 파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how much does it cost? - 강의 비용

강의료는 시간 당 650,000원 입니다. (V.A.T. 별도)

how to book. - 강의 문의 및 예약

Telephone  
070 4067 3156 / 010 3054 3156 

email

rangkyoung@fandcorp.com

www.fandcorp.com

mailto:rangkyoung@fandcorp.com
http://www.fan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