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 & Job Job Lesson

부담스러운 커버레터(Cover letter),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초보자를 위한 커버레터 작성법

외국계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당신.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맘에 딱 드는 공고를 발견했다. ‘바로 이거야!’ 하는 마음에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데… 아, 이런, 제출 서류 항목에 커버레터가 눈에 띈다. 
들어는 봤지만, 경험이 없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이름 커버레터. 
지원을 포기하자니 아쉽고, 도전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아래 네 가지 질문을 따라 인사담당자의 눈을 사로잡는 
나만의 커버레터를 작성해 보자.    

외국계 기업에서 말하는 영문 이력서는 ‘커버레터+이력서’를 뜻한다. 이때 이력서 
앞에서 표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커버레터다. 
편지이자 표지이므로 한 장을 넘기지 않고, 4~5문단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작성법의 기본이다. 

이력서가 있는데 굳이 커버레터를 쓰는 이유가 뭘까? 인사담당자들은 채용을 진행
하면서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이력서를 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빠르게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커버레터가 쓰인다.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
의 커버레터를 보고 지원자의 이력서를 더 볼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인터뷰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잊지 말자, 커버레터는 곧 ‘표지’다. 표지가 맘에 들어야 다음 장
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력서에 적힌 경력을 풀어쓰는 것이 커버레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력서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가장 주목받았으면 하는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지원자의 강점 중에서도 공고와 관련한 핵심 사항만
을 골라 강조하는 것이 커버레터다. (1)자기소개, (2)지원 의사, (3)경력·기술, (4)미
래 포부, (5)마무리는 커버레터의 필수 요소이므로 꼭 기억하자.

Q1.
커버레터, 넌 대체 뭐니?

Q2. 
왜 쓰는 걸까?

Q3.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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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

① 분량이 A4 한 장을 넘지 않는가?
② 본문에 사용한 서체와 서체 크기가 통일되었는가?
③ 가독성이 좋은 서체를 사용했는가?
④ 오타나 비문이 없는가?
⑤ 내용이 강점을 잘 드러내는가?

*	참고 도서	:	김영진,	『영문 이력서 자기소갯 한 번에 끝내기』	예문

Q4. 
그럼 이제 한번 써 볼까?

이제 커버레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감이 잡힌다면, 실전에 도전해 
보자. 커버레터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로 마지막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자.

Kim Ji Moon
98 Jongno, Jongno-gu, Seoul 03191 Korea

+82-1-2345-6789 
jimoon@gmail.com

Dear Human Resources Manager:

I’m a recent graduate from [            ] University, currently working as a Sales Assistant at [            ] International Bank’s 
Institutional Sales Department. I am writing to express my interest in the recently advertised Junior Sales position at [            ]. 
As a fast-learner with a passion for Institutional Sales, I am confident that I can be a successful candidate for the Junior Sales 
position at your company.

Graduating in 2013 with a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I have always aspired to experience and become part of the 
dynamic world of financial investments. Through an internship experience at [            ] Local Bank and my current job at [            ], 
I gained the necessary skills and expertise that would allow me to become a competent Junior Sales professional that can 
contribute to your sales team. Highlights of my professional credentials and experience include the following: 

• Intimate knowledge of sales activities from working as Sales Assistant
• Strong understanding of documentation processes, 
 financial analysis and research requirments for successful sales activities and client satisfaction
• Proven history of performance as part of a team

Most significantly, I enjoy and have a passion for building ralationships with important clients and drive sales initiatives that 
will not only fulfill client’s investment needs but also build and enhance my professional sales and communication skills. Well-
known for broad institutional client base and exemplary client management, [지원회사명]’s Junior Sales position offers the most 
ideal opportunity which I can utilize to develop my career as a successful Sales preofessional while making contributions to the 
team effort.

I believe that my experience in sales ane passion and commitment for the sales profession make me a competitive candidate 
for the position. I would appreciate an opportunity to discuss in further detail with you how I may contribute to the team as a 
Junior-Sales professional. I hereby attach my resume for your further review. 

Thank you for your time ane consideration,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Kim Ji Moon 

①

②

③

④

⑤

기본 소개,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지원하는 포지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순서대로 기재

과거 업무 성과, 경력, 스킬 강조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이 깊고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하이라이트

지원자의 전문적인 자격은 다시 한 번 언급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

미래의 역할 강조

⑥ 강조된 내용이 지원 분야와 관련이 있는가?
⑦ 수동적인 표현보다 능동적인 표현을 더 사용했는가?
⑧ 느낌표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⑨ 담당자(수신자)의 호칭이 정확히 적혀 있는가? 풀네임을 적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⑩ 기업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파일명을 작성하고 저장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