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작성가이드
1. 이력서 작성의 기본
1) 명확한 목표와 일관성
경력개발의 목표와 지원하는 목적, 전체적인 이력서 흐름의 일관성을 갖고 지원자에 대한
확인을 갖게 하고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 대내외
적인 활동 등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하여 채용 담당자에
게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 이력서 경우에는 최대한 요점만 적어야 웹 특성상 적당히 끊어 치는 것도 중
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행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어지는 글은 사람들
에게 간결한 요점을 전달할 수 없다.
2) 과장됨 없는

솔직함

기업체에서는 성실한 사람을 요구한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결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허위사실이 면접과정에서
나 입사 후에라도 밝혀지면 입사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읽는 사람
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3) 올바른 맞춤법으로 깔끔하게 작성
과거에는 기업들이 국한문 혼용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으므로, 한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한다. 틀린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액
으로 지우고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운 용지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4) 응시기업과 관련된 실무능력을 위주로 작성
이력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자세히 실제 수행했던 과제나 업무, 성
취업적, 담당했던 프로젝트 등을 기술한다. 또한 경력사항에 업무 달성도(성과)는 요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업적에 대한 기업을 불러일으켜 희망하는 업무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신의 직무능력 및 경력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도록 부각시킨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밖에 컴퓨
터 등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이나 면허증 등 특기할 만한 내용을 기록하고 응시기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연구업적 및 아르바이트, 상벌, 외국어 관련시험 성적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작성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한다.
5) 연락처 및 응시부문 표기
이력서에는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명기하고 본인이 희망하
는 업무와 지원하는 응시부문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6) 단정하고 규격에 맞는 사진
사진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것으로 정해진 규격에 맞는 것을 정확히 첨부해
야 한다. 사진은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며 두발, 복장상태가 단정하고 깔끔한 정명 상반신 사진이 좋다. 급하게 찍을 경우 성
의 없는 이력서라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정장차림의 깔끔한 복장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자.
7)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중히 작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작성해야 내용도 충실해 질 수 있다. 또한 빠진 내
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줄이려면, 시간에 쫓겨 급하게 작성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8) 자신에 대한 확신
이력서 작성 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포장하는 기
술도 필요하지만 거짓된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