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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ep to the World

Jina, a junior in high school, got an interesting 
2 학 년

assignment for her class. It was to explore a job 
과 제 . . .

that she is interested in and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job through a job search and interviews 

with people in the field. 

As Jina was curious about what a barista does, she 

decided to learn more about the job. As a first step, 

she looked for job ads on the Internet and found an 

example as follows.

Position: Barista

Company: Brown House

Location: Mapo, Seoul

We are looking for a talented barista who is 

outgoing and committed to providing excellent 
e x t r o v e r t devoted, dedicated

service.

Responsibilities

• Assist barista training sessions

• Prepare and serve beverages by following the 
음 료 수

company standards
규 정

Qualifications

• Minimum 1 year work experience in the same field

• Ability to communicate professionally 
능 숙 하 게 . .

Interested? Please send a resume to 
이 력 서

brownh@abc.com

세상을 향한 첫걸음

고등학교 2학년인 지나는 수업 시간에 흥미로운 과

제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제는 그녀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인터

뷰해서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다. 

지나는 바리스타가 하는 일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찾아보았

고,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냈다.

직종: 바리스타

회사: 브라운 하우스

위치: 마포, 서울

우리는 외향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바리스타를 찾고 있습니

다.

하는 일

• 바리스타 교육 분야 보조 업무

• 회사 규정에 따라 음료를 제조하고 서빙하는 업무

자격

• 같은 분야에서 최소 1년의 경험이 있는 분

•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

관심 있으신가요? brownh@abc.com으로 이력

서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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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finishing the job search, Jina wrote down the 

following in the notebook.

• Different jobs require different qualifications and 
자 격

responsibilities.

• Applicants should write a resume.
지 원 자 이 력 서 . .

As the next step, Jina contacted Mr. Park for an 
연 락 했 다

interview. He graduated from the same high school 

as Jina's and is now working as a barista in a well-

known cafe in Seoul. 

She wanted to ask him about how to write a resume, 

as well as ask about his experiences as a barista. 

One Friday afternoon, Jina visited Mr. Park's office 

and interviewed him for an hour. 

After listening to his life experiences as a barista, 

she continued the interview by asking questions 

about how to prepare a resume.

Jina: It seems that most jobs require applicants to 

write a resume. Can you tell me what it is?

= The most jobs seem to require applicants to write a 

resume.

번역

직업 찾기를 끝낸 후에, 지나는 공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 다른 직업들은 다른 자격과 책임을 요구한다.

• 지원자들은 반드시 이력서를 써야 한다.

 

다음으로 지나는 인터뷰를 위해 박 선배에게 연락

했다. 그는 지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는 서울의 잘 알려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바리스타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

력서 쓰는 법에 대해 묻기를 원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지나는 박 선배가 일하는 곳을 방문하여 1시

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의 바리스타로서의 인생 경험을 듣고 난 후, 그녀

는 어떻게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

하면서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력서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

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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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ark: A resume is like a summary of your life 

introducing yourself to your future employer.

Jina: What kind of information is included in a 

resume?

Mr. Park: You need to include your contact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phone number, and 

e-mail. Also, you should write your education history, 

work experiences, and other skills relevant to the 
능 력

job.

Jina: Can you tell me some examples?

Mr. Park: Sure. In my case, I went to a culinary 
요 리 의 . . .

school in the USA to get special barista training after 

high school. This two-year training is a part of my 
years(X)

education history.
학 력

Jina: Did you also have any work experience?

Mr. Park: While studying there, I got a part-time 

job at a cafe near  the school and I could practice 
nearly (X)

my barista skills there. This belongs to my work 

experience. I wrote these things in my resume 

because they are good evidence that I am qualified 
동 격

for the barista position.

번역

박 선배: 이력서는 미래의 고용주에게 스스로 네 인

생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요약문 같은 거야.

지나: 이력서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

어야 하나요?

박 선배: 너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

은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써야 해.또한, 학력 사항

과 경력, 그 일과 관련된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도 

써야 해.

지나: 몇 가지 예를 말해 줄 수 있나요?

박 선배: 물론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리스타 특별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에 갔어. 2년 간의 교육이 나의 학력 

사항의 일부야.

지나: 그럼 일을 한 경험도 있나요?

박 선배: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 근처 카페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리스타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어. 이 아르바이트가 나의 경력에 포함되는 

거야. 그 경력들은 내가 바리스타 직업에 자격을 갖

췄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나

의 이력서에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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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 How do I write them?  I mean, is a resume like 

a letter or an essay?

Mr. Park: Nope. A resume has its own format. For 

example, you write the contact information at the top 

of the paper followed by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s.

There are many styles for writing a resume.  But it's 

important to use a simple format and concise 
s i m p l e . .

language to make your resume eye-catching and 

easy to read.

Jina: I see. Is there anything else I should 

remember?

Mr. Park: Oh, don't forget to proofread your resume 
proofreading(X)

before sending it.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on your future boss, you must allow no mistakes in 

your resume.

• forget / regret / remember + ing(과거) / to do(미래)

So, read it very carefully. Also, ask your family or 

friends to read it for you to find any mistakes in your 

resume.

Jina: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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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지나: 그것들을 어떻게 쓰나요? 그러니까 이력서는 편지의 형식인

가요 아니면 에세이의 형식인가요?

박 선배: 아니야. 이력서는 그것만의 형식이 있어. 예를 들면, 연락

처를 이력서의 맨 위에 쓰고 다음에 학력 사항과 경력을 기재하면 

돼.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는 많은 스타일이 있어. 하지만, 간단한 형식

과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서 네 이력서를 눈에 띄고 읽기 쉽게 만드

는 것이 중요해.

지나: 알겠어요.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다른 것들도 있나요?

박 선배: 오, 이력서를 보내기 전에 교정을 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 미래의 너의 상사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력서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 주의해서 이력서를 읽어 봐.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잘

못된 부분을 찾아 내기 위해 네 이력서를 읽어봐 달라고 부탁해 봐.

지나: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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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ark: And when sending a resume, people 

usually write a short letter or e-mail with the resume. 

It's called a cover letter.

Jina: Hmm. There are so many things to remember. 

It seems very difficult to apply for a job. 
지 원 하 다

Mr. Park: Yes, it is. But don't worry too much. As 

long as you have a clear goal and take things one 

step at a time, you'll make it fine. As for me, I had a 

dream of becoming a barista in high school and now 

I am enjoying the job I've dreamed of.

Jina: Thank you so much. I've learned so much from 

your story today.

Mr. Park: It's my pleasure. Good luck on your 

assignment. When Jina was leaving, Mr. Park gave 

her a copy of his resume as a sample. 

Thanks to Mr. Park, Jina could finish her assignment 

successfully. By doing the assignment, Jina has 

learn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clear direction 

for the future and working toward it step by step.

번역

박 선배: 그리고 이력서를 보낼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력서와 함께 짧은 글이나 이메일을 써. 이것을 자

기소개서라고 하지.

지나: 음.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일자리를 지

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박 선배: 그래,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명확한 목표

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할 수 있어. 나 같

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바리스타가 되기를 꿈꿨

고 지금 내가 꿈꾸던 직업을 즐기고 있잖아.

지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박 선배: 천만에. 너의 과제가 잘 되기를 바랄게. 지

나가 떠날 때, 박 선배는 그의 이력서 복사본을 샘

플로 주었다. 

박 선배 덕분에 지나는 과제를 잘 마칠 수 있었다. 

과제를 하면서, 지나는 미래를 향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

의 중요성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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