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4  해외인턴 이력서 작성요령

1단계 공통이력서 : ‘공지사항’ 및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통이력서 : 국가·기관의 특성에 맞춰 영어 혹은 해당국의 언어로 작성

2단계 잡 스포이즈 온라인 이력서 : 개인회원 가입 → 이력서 등록

□ 개인정보 : 지원자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이메일 등)을 꼼꼼히 기재



□ 학력사항 : 지원자의 학력사항 입력

(Tip)‘해외인턴 지원사업’지원자격은‘만 34세 이하의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

(Tip) 나머지 입력사항(희망구직 정보·부가정보 등) 역시 희망사항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 추가사항

① 자기소개서 : 필요에 따라 작성도 가능하며,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함.

② 파일첨부 : 하기의 3가지 파일을 필수첨부할 것

순번 첨부서류 파일명 양식

1 이력서 Zip 파일 해외인턴_지원자이름.zip(docx)

2 기관신청현황 Excel 파일 기관신청현황_지원자이름.xls

3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Zip 파일 해외인턴_증빙서류_지원자이름.zip

☞ (Case 1) 직무 위주로 작성한 공통이력서 1개만으로 중복지원할 경우

→ 공통이력서를 첨부

☞ (Case 2) 국가 및 기관의 특성에 맞춰 다수의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  

→ 전체 파일을 압축(Zip)하여 첨부

3단계 제출 : 채용공고별로 클릭하여 제출



붙임 2  해외인턴 이력서 작성 관련 FAQ

Q. 이력서 1개만으로 다수의 국가와 기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수 기관에 제출할 공통이력서라고 해서 간혹 국문으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영사무국에서는 별도의 이력서 번역을 

제공하지 않으니 영어로 작성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해외인턴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국가와 기업의 특성에 맞춰 이력서를 여러 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약 5개의 기업에 제출하기 위한 5개의 이력서를 작성하셨다면,

JOB SPOIS 온라인 이력서의 <첨부파일>에 모든 이력서를 압축(Zip)하신 후

일괄 제출해주세요. 이 때, 이력서 파일명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통

일해 주시면 좋습니다. (ex. 해외인턴_이력서_지원자명_지원국가_지원기업.docx)

Q. 잡 스포이즈에 이력서 첨부·등록까지 했는데, 접수된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업별 채용공고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개별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업별 채용공고는 ‘테마채용관’ 내 

‘2018 해외인턴’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기관지원현황(EXCEL) 파일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지원자 1명이 이력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지원현황’ 파일을 활용해 개인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이력서 누락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종 합격시, 지원현황에 기재한 순서대로 기업에 

배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니 순서와 상관없이 이력서 제출한 기업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Q. 이력서를 제출한지 5일이 지났는데, 열람이 안 된 것 같아요. 맞게  

   제출한 것이 맞을까요? 

이력서 열람 및 제출확인은 서류접수 마감 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서류접수

기간 중에는 열람이 뜨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