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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 개인 정보
한국어 일본어
이름 名前

이름

성 名字
성

생년월일 誕生日
태어난 날짜

출생지 出生地
태어난 곳

국적 国籍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라

결혼 여부 配偶者の有無
지원자의 현재 결혼 여부

미혼 独身
결혼 하지 않았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

기혼 既婚
결혼을 하였음

미망인 独身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싱글인 상태

주소 現住所
현재 지원자가 살고 있는 곳

전화 電話番号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E mail) メールアドレス
지원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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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ウェブサイト
지원자의 개인이나 사업상 홈페이지 주소

이력서 - 학력
한국어 일본어
1991 - 1995 / 서울대학교 / 서울캠퍼스 
 경영학 학사

1991-1995年／シアトル大学／ワシントン州シアトル
経営学士

쓰이는 학력 리스트 기본 포맷

초등학교 小学校
미국에서 8살에서 13살의 어린이들이 가는 가장 낮은 정식교육기관

중학교 中学校
미국에서 13살에서 16살의 아이들이 가는 교육기관

고등학교 高等学校
미국에서 중학교를 마친 16살 아이들이 18살때까지 다니는 교육기관

대학교 大学
미국 대학교

유아 학교 幼児学校
영국에서 4살에서 7살 아이들이 가는 교육기관

초등학교 小学校
영국에서 7살에서 10살 아이들이 가는 교육기관

중등학교 中学校
영국에서 10살에서 16살의 아이들이 가는 교육기관

식스-폼 컬리지 シックス・フォーム・カレッジ
영국에서 16~18살 때 대학교 이전에 고등학교 처럼 가는 곳

대학교 大学
영국에서 학위를 따는 교육

이력서 - 일 경험
한국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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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현재 / 잭슨 보험사 / 서울 마포동 
 매니저 
 담당업무: 

1998年-現在/Jackson Shoes
有限会社/ワシントン州スポーケン
管理者
の職務含む

자신의 직장 커리어를 리스트 하는 기본적인 방식

...에서의 업무 경력 ・・・・で働いた経験があります。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능력과 통찰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 경험 기간을 소개할 때 쓰임

...에서 인턴쉽 ・・・・でのインターンシップを行いました。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능력과 통찰력을 보여주기 위한 임시적인 일 경험 기간을 소개할 때 쓰임. 주로
외국에서 한 인턴생활 소개에 쓰임.

..에서의 봉사활동 ・・・・でのボランティア活動を行い増ました。
급여를 받지 않고 임한 봉사활동을 소개할 때 쓰임

이력서 - 다른 자격 요건
한국어 일본어
... 글쓰기와 회화 모두 유창 ・・・・の読解と会話両方に秀でています。

후보자가 어떤 언어에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쓰임

... 글쓰기와 회화 모두 유창 ・・・・の読解と会話両方に秀でています。
후보자가 특정 언어에 유창함을 보여줌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는 パソコンを使いこなせます。
후보자가 컴퓨터의 기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협정/ 프리젠테이션 능력 優れ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交渉能力／プレゼンテ
ーション能力

후보자가 의사소통/ 협정/ 프리젠테이션에 유능함을 보여줌

우수한 MS 오피스/ HTML 프로그래밍 사용
능력

高度なマイクロソフトオフィスの技術／基本的なHTM
Lプログラミング技術

후보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줌

우수한 MS 워드/ 엑셀/ 데이타 베이스/ 파워
포인트 사용 능력

マイクロソフトワード／エクセル／アクセス／パワー
ポイントの知識

후보자가 워드 포르세서,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베이스, 프리젠테이션 소프트 웨어 사용에 뛰어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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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CAM 사용 능력 CAD/ CAMの知識
후보자가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현재 ... 면허증 소지자 ・・・・の免許を保有しています。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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