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w To Use English 
to Get a Job

취업을 위한 영어전략 - 영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제대로 쓰기



about your instructor
칼 풀린 (Carl Pullein) - 12년 경력을 자랑하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현대/
기아, OECD, TBWA, 한국로슈, 바이엘 코리아, 베스트 웨스턴 호텔 등에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사로 데뷔하기 전 영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지식과 노하
우를 토대로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더 흥미롭고 유익하게 진행하는 국내 최고의 명강사
입니다.

F.E.S.는 한국 비즈니스인들에게 최고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코스를 설계하고  
강의하는 업체입니다. F.E.S.는 국내 최고라 인정받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워크샵 
뿐 아니라 개인 및  그룹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오늘날 영어를 배우고 사
용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about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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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ning
‘Doing what everyone else is 
doing will not get you a job!’



Resume / Cover Letter - Get the interview
Create interest

Interview 1 - Get the second interview
Create excitement

Interview 2 - Get the job offer
Blow them away! 

3 Stages

Get your strategy right



Cover Letters
‘A cover letter creates interest in you and 
states why you are the best person for the job.’



The basics of a cover letter

• Keep it short - no more than four paragraphs and 
keep it to one page. 

• Select a clean, modern typeface (font) Do not use 
a Korean typeface! 

• Always tell the recruiter where you heard about the 
open position. 

• Find and use the keywords in the job 
advertisement.  

• Make sure you get the name of the recruiter or 
someone responsible in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 Use the cover letter to create interest in you!



Using keywords

• Look carefully through the advert for keywords 
and phrases. 

• Write down the keywords and find ways of 
including them in your cover letter / resume. 

• Make sure the language you use is natural and 
smooth flowing



Résumés
‘Your résumé should highlight the most 
attention-grabbing, impressive and unique 
details about you, your work and your skills’



• Use simple, easy to understand words. Technical 
words, jargon and ‘management speak’ does not 
impress recruiters! 

• Make sure you include all your skills and back up 
your skills with proof of how you use them 

• Keep your lists simple and easy to read

The basics of a Résumé



• Keep your design simple and easy to read 

• Be creative and use colours, margins and 
columns 

• Always send your résumé in PDF format


• Don’t photoshop your picture (if you use one) 

• Don’t use Korean typeface / fonts 


• Be proud of your resume! It’s your personal 
brochure 

• Make it unique!

The design of a Résumé



Keep in mind… 

• English is a very different language to Korean.  

• Short, focussed, simple sentences always win! 

• Design and layout is very important 

• Always think with a recruiter’s mind 

• Be proud of what you have achieved.

one more thing…
Get it checked by a native English speaker! Most 어학
원 offer one to one classes. You only need one or two 
classes to get everything checked. 



www.fandcorp.com

We hope this talk helps you on your career journey. 

If you would like to arrange a one to one class with Carl, 
please email rangkyoung@fandcorp.com or telephone 

070-406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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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