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자기소개서. 많은 취업 준비생이 자기소개서 쓰기를 꺼리지만, 
의도를 파악하고 미리 전략을 짠다면 어렵지 않다. 자기소개서에 자주 등장하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Job Lesson

성장 과정, 장〮단점, 지원동기…
항목마다 전략도 다르다
항목별 자기소개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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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서:『뽑히는 취업』(신길자, 서울문화사)



19NEWSLETTER   vol.112

인생을 하나로 꿰는 테마를 설정하자
성장 과정 

내 인생을 한마디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가치관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내 인생의 테마를 정하
자.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를 두 개 이상 쓰자. 
대학생이라면 10대와 20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씩 골
라 넣는 것이 좋다. 너무 어렸을 때 이야기는 흥미를 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가치관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
물이나 사물을 떠올려도 좋다. 

근거와 에피소드를 곁들이자  
성격의 장〮단점 

나의 대표적인 장점을 떠올려보자. 그중에서 지원하는 
회사 또는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한두 개 골라 장
점이 생긴 배경을 짧게 적으면 좋다. 장점이 표현되는 구
체적인 사례를 곁들이거나 근거를 짧게 이어서 적으면 
더 효과적이다. 나의 장점이 회사생활을 할 때 어떤 도움
을 줄 수 있는지까지 언급한다면 금상첨화다. 
단점은 부족한 점이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걸 선택하자. 
장점과 마찬가지로 단점을 인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
고, 이를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사례를 들어 구
체적으로 쓰자. 이어서 단점을 고치기 위해 입사 후에도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선택’과 ‘집중’을 기억하자!
학창시절

학창시절은 직무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다.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이에 집중하고, 전공 분야나 
대외 활동으로 나누어 함께 소개해 보자. 전공 지식이 중
요한 직무에 지원한다면 전공을 공부하며 어떤 직업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공을 잘하거나 좋아하는 이유가 드
러나는 에피소드를 포함해도 좋다. 

지식 No, 견해 Ok! 
특정 이슈에 관한 견해 

특정 이슈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신문이나 인터넷에
서 찾은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하며 답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은 도울 뿐, 지원자의 견해가 주가 되어야 한다. 이슈
에 관한 자기 생각,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자. 이때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준다면 효과 만점이다.  

“Why?”에 명확하게 답하기  
지원동기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이자, 취업 준비생
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항목이다. 기업과 직무를 철
저히 분석할수록 지원동기를 잘 쓸 수 있다. 왜 우리 업종
인지, 왜 우리 회사인지, 왜 이 직무인지 등등 회사가 묻
는 ‘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회
사의 미래상과 지원자가 추구하는 미래의 목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여주자. 기업의 시장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자신의 역량으로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풀어주면 좋다.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작성하자   
입사 후 포부

한 인사담당자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입
사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게 아쉽다”고 했다. 
포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까? 우선 회사의 비전, 중장기 목표부터 살피자. 회사의 
개선점이나 좋은 점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이를 바탕
으로 단기(3년), 중기(5년), 장기(10년)로 구분해 작성하
거나 인성적인 면과 성과적인 면으로 나눠서 글을 전개
해 보자. 여기에 지원자의 경험을 보태면 더할 나위 없다. 
신문기사나 책만 읽기보다는 회사의 매장을 방문한다거
나 경쟁사의 상품을 구입해 사용해 보는 등 현실적인 경
험을 바탕으로 포부를 밝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