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요령 

1. 소개글 

이 이력서 템플릿은 “취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력서”는 경력자 중심이라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쓰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신입 지원자”들만 불편한게 아니라, 면접을 보는 “CTO”들도 불편합니다. 

신입사원을 충분히 감안하고 채용할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력서에는 보고 싶은 내용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력서는, 현업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졸업 예정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학생을 포함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실무 경험은 부족하지만 충분한 기본기와 예비 업무 능력이 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원포맷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라면 이 템플릿을 쓸 수 없겠지만, 

자유포맷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 템플릿이 기업과 지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 소개글 

파란색 글씨는 해당 항목을 통해 기업이 보고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느낌적 느낌을 이해하시고 아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실 땐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검정색 부분을 나에게 맞는 내용으로 바꿔쓰면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예외없이 업무로 주어지기 때문에, 부풀려서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목차 순서는 CTO 가 보고싶어 하는 순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느낌적 느낌으로 작성하도록 고안했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고치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필하셔야 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 저를 뽑아주세요.” ( NO ) 

“저는 이 회사와 딱 맞는 사람이니 저를 써보세요.” ( YES ) 



 

박보검 

 

지원분야 Backend Developer 

전공과목 융합소프트웨어 학과 

현재학업상태 대학교 4학년 재학중 (2022.2월 졸업예정) 

출생년월 1993.6 (28세) 

거주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연락처 010-0000-0000, saint.park@gmail.com 

개발활동  github : https://github.com/jpochyla/psst 

소셜활동  블로그 : https://saint.tistory.com/ 

 

01. 업무 역량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답을 쓸만한 내용을 생각해봅니다. 2~3개면 좋습니다.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의 단위를 추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과제 프로젝트 경험”이나 “실무 프로젝트 경험”에서 기술합

니다. 3~5개 정도면 충분) 

⚫ Linux 서버 상에서 DB,서버,화면까지 포함한 웹서비스를 혼자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AWS 상에서 3대 이상의 서버를 이용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간단한 앱을 출시해, 3개월 이상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판매량 분석 해커톤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혼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 아이맥에 Open Stack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계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 기타 등등 

 

02. 기본기 숙련도 

(컴퓨터공학 기초능력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여러 부서의 배치가능

성을 추정합니다. 일반대학 컴공과 4년 과정이고, 42과정은 공통써클에 내용이 있습니다.) 

1 – 연습 숙련도 2 – 초보 숙련도 3 – 기본 숙련도 4 – 실무 숙련도 

* 수업 수준의 활동으로 동작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 기술구현은 가능하나,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함 

* 해당분야를 이해하고, 관련모듈을 

고려하여 예외처리를 할 수 

있음 

* 전체문제를 이해하고, 적합한 

기술수준을 정의,적용할 수 있음 

 

주요 분야 기술역량 수준 

웹 프로그래밍 여러가지 기술을 조합하여 DB – Server – Web 기반의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구조를 설계하고, 자료를 적재, 수정을 할 수 있음  

네트워크 TCP/IP 등 통신방식을 이해하고, Socket 통신 기반의 채팅서버(웹서버)를 개발할 수 있음  

운영체제 Unix의 동작방식을 이해하고, 멀티 쓰레드 등을 활용해 자원경합을 해소할 수 있음  

객체지향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객체지향에 대한 이론지식과 기본기를 학습함  

https://github.com/jpochyla/psst
https://saint.tistory.com/


 

분산환경 분산컴퓨팅을 이해하고, Docker, Kubernetes 등을 활용하여 분산환경을 구성할 수 있음.  

그래픽스 2D, 3D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Fractal 그래픽 수준을 구현할 수 있음.  

보안 OS, DB,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식을 이해하고, 보안환경을 구성할 수 있음  

파일처리 I/O 입출력 방식을 이해하고, Multi User, Multi I/O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03. 언어 및 도구 숙련도 

(현실적인 프로그래밍 스킬을 묻는 질문입니다.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당장 배치가능한 팀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 연습 숙련도 2 – 초보 숙련도 3 – 기본 숙련도 4 – 실무 숙련도 

* 사용경험은 있으나, 설치, 설정,

사용을 혼자서 할 수는 없음 

* 혼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수의 

도움이 필요함 

*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장애(에러)처리는 불가능 

*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에러)처리까지 가능함 

 

업무역량 업무용 협업도구 Slack (2), Jenkins (4), Git (3) 

소프트웨어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Java (4), JavaScript (3), Python (3)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 Eclipse (4), IntelliJ(3) 

개발 프레임워크 Spring (4), Node (3) 

운영환경구축 서버 어플리케이션 Apache (4), nginx (2) 

데이터베이스 MySQL (3), PostgreSQL (3) 

운영체제 Unix(3), Linux (4) 

 

04. 과제 프로젝트 경험 

(고객이 없는 프로젝트를 혼자서 또는 팀이 만들어 본 경험을 말합니다. 수업 중에 익힌 과제도 상세기술합니다. 단, 해당기술

을 이용하여 스스로 유사과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 01 – 2020.03 음악추천 웹서비스 프론트엔드 개발 

프로젝트 소개 

사용자가 자주 듣는 음악을 분석하여, 유사한 노래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관련페이지 

 repo : http://ww.github.com/~~~~ 

주요 업무 

 음악 청취 데이터 수집 및 청취 패턴 분석,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사용자가 접속해서 음악을 듣고, 추천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 제공 

사용 기술 

 DB : MySQL / 딥러닝 알고리즘 : RNN / 개발언어 : python – django / 프론트엔드 : React-native 

 서버 : AWS EC2, 2대 구성 

내 역할과 업무성과 

 프론트엔드 개발을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혼자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 

 API 기초설계 수행 후 백엔드 개발자와 협업, 테스트 업무까지 진행함 

 

2019. 07 – 2019.12 빅마트 매출예측 프로그램 프론트엔드 개발 

http://ww.github.com/~~~~


 

프로젝트 소개 

빅마트 10개 점포에 대해 2013년 판매데이터를 기반으로 2014년 매출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주요 업무 

 1559개 각 제품의 판매를 예측하기 위해 회귀모델을 구축함 

 다양한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페이지를 구축 

사용 기술 

 DB : MySQL / 개발언어 : python – django / 프론트엔드 : React-native 

 서버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내 역할과 업무성과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그래프의 종류를 학습하고, 이를 위한 화면구성을 설계 

 통계데이터를 구글 빅테이블로 넣고, 이를 꺼내서 시각화 시키도록 구성함 

 

05. 실무 프로젝트 경험 

(고객이 있는 프로젝트를 혼자서 또는 팀이 만들어 본 경험을 말합니다. 프로로서 일한 경험이며, 과제의 복잡도

에 상관 없이, 유사과제를 재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 01 – 2019.06 챗봇 이력로그 및 웹페이지 개발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로젝트 소개 

현재 운영 중인 챗봇 및 ARS 서비스에 고객대응의 이력로그를 추가하고, 이를 웹화면에 추가하는 작업 

 

주요 업무 

 기존 챗봇 및 ARS 서비스에 시나리오 이력 로그를 추가 

 고객사 내부 인트라서비스에 새로운 이력화면 조회 페이지 추가개발 

사용 기술 

 통신 : REST API, Json 

 프레임워크 : Java Springboot, MyBatis, Maven 등 

내 역할과 업무성과 

 기존에 운영 중인 소스를 파악하고,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 Springboot 작업과 프론

트엔드 개발작업을 모두 혼자 수행함. 

 

 

06. 직장경력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이 아니라도, 직장 및 사회경험이 있으면 기술해주세요. 없으면 “없음”으로 표시. 

직장근무기간, 비근무기간 등으로 사회적응력, 성실성, 업무연관성 등을 추정합니다. ) 

2005. 06 – 2005. 12 오픈서베이  전산팀   사원    일반개발업무 

2005. 01 – 2005. 05 아르바이트 (지인 추천) 

2004. 03 – 2004. 12 SM 엔터테인먼트  홍보팀   사원    홍보업무 

 



 

07. 학력사항 

(엄격한 이력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부터 기재하셔도 됩니다. 학교보다는 전공과목을 궁금해 합니다.) 

2002. 03 – 2004. 02 한국대학교 대학원(컴퓨터공학전공)  석사 졸업 

1996. 03 – 2001. 02 한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1993. 02 – 1996. 02 한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08. 추가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외 항목들을 여러가지 기술해주세요. 표현하고 싶은게 있으면 추가,변경해도 됩니다. 단, 회사는 

여기에서 회사일에 시너지가 날만한 “우연한 항목”을 기대할 뿐, 채용의 핵심사항은 아닙니다.) 

어학 능력 

English 독해 및 메일 작성 가능, 일상회화 가능 (ex. 관광영어 < 일상회화 < 비즈니스회화) 

Japanese 독해 및 메일 작성 가능, 관광일어 수준 

 

교육 / 수상 내역 

2000. 03      마이크로소프트 최우수 인턴상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2013. 01 – 2013. 12      벤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Dreamit Ventures ( 미국 동부 벤처 캐피탈 ) 

 

보유 자격증 

2006. 02      인터넷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09. 자기 소개서 

(소프트웨어 개발 외 여러가지 항목들을 기술해주세요. 단, 대학교 입학할 때 적었던 자기소개서와는 다릅니다. 

회사는 “지원자가 어떻게 주변인과 관계를 형성하며 업무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경력사원의 경우 기존 회사 평판조사를 통해 진단을 합니다.) 

 

[해당 기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 

이 기업은 OOO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이 기업의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 방식과 나만의 장점]  

문제 해결 방식, 주변 친구들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일을 잘 할 수 있음을 표현합니다.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기술하고, 없다면 성향과 의지를 기술합니다. 

 

[기타 등등] 

직장인으로서 일할 준비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이 회사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술합니다. 



 

회사에선 업무적 관계만 추구하고, 자기 생활은 회사밖에서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