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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글 조은주 한문 趙恩珠 영문 Cho Eunju 

생년월일 1991.05.02 연 령 만    26  세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11, 106동 1102호 

연락처 031.823.2668 H.P 010.2557.2668 E-MAIL qutipet@nate.com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공 소재지 학  점 

송현 고등학교  2007년 3월 ~ 2010년 2월  의정부 / 

상명 대학교(4년제) 2010년 3월 ~ 2016년 2월 수학교육과 서울 3.52/4.5 

상명 대학교(4년제) 2013년 9월 ~ 2016년 2월 금융경제학과 서울 3.52/4.5 

 

경력사항 

회사명 기간 담당부서 업무내용 퇴사사유 

한화생명 2015.11 ~ 현재 TRI 영업 

[직위 : 영업팀장] 

1. 보험 영업 

고객의 니즈에 맞춰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제공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 

 

2. 팀원 관리 

팀원 별 고객 상담 일정 관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 

 

3. 신입 교육 

영업에 대한 경계, 두려움을 완

화시키고 재무설계에 대한 기초

이론 교육 

 

4. 시장 개척 

개인사업자, 법인시장으로 발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연구 

다양한 금융업 

종사 희망 



UNITI Bank 
2014.04 ~ 2015.03 

~ 
Accounting 

[직위 : 인턴] 

1. 월별, 분기별 회계 감사 보고서 

작성 

은행 내 존재하는 계좌별 사용

내역에 따른 Corporate Report 

작성 

 

2. 경리업무 

월말 사원들 비용 영수 처리 

물품 주문/관리/비용 처리 

회계문서 scan, 문서 보관 

 

3. CD/Interest Check 발행 

월별 발행 check 관리, 입력 

계약 만료 

 

자격사항  능력사항 

자격 명 취 득 일 자 발급 기 관 

 

Computer Skill 

AFPK 2014.04 FPSB Word 상 

워드프로세서 1급 2003 한국상공회의소 Excel 상 

   Power Point 상 

 

 

 

 

 

 

 

 

 

 

 

 

 

 

위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1월   17 일   지원자    조은주    (Sign) 

 



자자    기기    소소    개개    서서 

 

 

성장과정 

어렸을 때부터 그림이나 웹툰, 캘리그라피, 팝아트, 요리 등 관찰하고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 들을 좋아했습

니다. 부모님께서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셨고 직업도 예술관련 분야 셔서 그런지 모방한 것을 토대로 창의적

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구상하는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능숙하며 더 나아가 자료를 정리하고 책으로 엮어 내거나 파일로 만들어 내는 것들도 흥미롭

게 해내곤 했습니다. 내손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것에 흥미가 많고 보람을 느낍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수학/금융/재무/회계/영업/영업관리/영업지원/교육 등의 분야들을 경험해왔고 자연히 이 

분야에 재능을 녹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개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월해 능력을 인정받는 환경에

서 일해 왔습니다. 또한 이 분야 업무를 경험하면서 늘 적성과 맞다고 생각했고 좀더 발전시켜 더 높은 수

준의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욕심냈습니다.  

 

성격 및 장단점 

어렸을 때부터 분석력이나 답안 도출이 뛰어나 대학에서 수학분야를 전공했고 우연한 기회로 재무 설계 

관련 강의를 듣고 경제학을 부전공하면서 금융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일할 때에는 

꼼꼼하고 업무순서를 잘 구성하는 성격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후 영업/영업관리 분야를 경험하며 

체계화된 자료나 공식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제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잘 녹일 수 있어 

재밌게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요점 파악을 중요시하며 과정을 단축시키고  생산성 도출의 

확률을 높이는 과정에 능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들여 분석하는 부분에 익숙하다보니 순발력을 

요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속도에 

있어서 둔감한 부분이 있으나 상황에 맞춰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 일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려 항상 긴장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및 업무강점 

입사초반부터 타고난 성향이 영업부분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자하는 욕심이 컸습니다. 기존 선배님들의 영업방식과는 다른 자신만의 영업스킬

을 고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증

권사 등을 돌아다니며 현 금융시장 트렌드를 공부하고 자료로써 정리, 분석하여 고객에게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후배 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등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팀장으로써 영업관리/지원 업무를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했던 업무 철칙은  영업사원들의 현장

에서의 고충에 최대한 귀 기울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 또한 영업을 하며 팀장으로 승진한 만큼 그들

에게 맞춤 서포트를  진행하여 더 나은 영업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제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  분위기, 사내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 직

무에 속해있기 때문에 사기짐작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려 노력했습니다. 팀원들을 관리함에  있어 팀장으로

써 지식적인 부분도 보충하려 매번 신경 썼고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영업현장에서 팀원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사 후 포부 

다양한 업무 내용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며 추후 좀더 깊이 있는 이론공부와 

체계화된 개인의 역량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존의 경험들은 고객을 직접 만나 오로지 자산에 관련된 분야에

서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들이었습니다. 귀사에서는 좀더 확장된 금융 재무 분야에서 기존의 경험을 녹

여내어 애널리스트로써 분석력을 경험하고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수학과 금융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회계, 

보험 컨설팅 경력을 통해 쌓은 분석력과 사람을 대하는 영업적 스킬,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력은 분명 귀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Cho, Eun Ju 
1102, 106 Yonghyeon-ro 111, Uiseongbu-si, Gyeonggido, Korea of Republic   
T: 010.2557. 2668] 
E: qutipet@nate.com 

CV 

 

 

 

Objective Financial Analysis and Consulting Position with future opportunity for advancement. 

Summary Extensive financial experience across diverse business management and support. Comfortable 
dealing with complex mathematics analysis and strategic planning to create environment of 
achievement. 
Unique combination of training in accounting, finance, and management 

Experience Sales Manager, Hanwha Insurance 
Seoul, Korea of Republic — Nov. 2015 - Present 

Prepare the personal financial portfolio for client and sometimes ask for payment of insurance to 
company. 
Progress team meeting every morning for catching the situation of team members and support 
financial business of them.  
Progress seminar for asset management and provide some reference to attendance. 

 
Accomplishments 

• Create some frame of financial plan for new employee 
• Systematize a year-end tax adjustment asset management for client. 
• Map out the concept of financial products for portfolio management. 

 
Intern, UNITI BANK, Accounting Dep. 
Orange County, CA — Apr. 2014 – Mar. 2015 

Issue the checks for every week and send to the customer. 
Gather CD interest check for one month, input at data processing system, arrange and credit 
general ledger card.  

 
Accomplishments 

• Pass the every quarter, annual audit of the U.S 
• Have all of check paper in writing and arrange completely. 

Education Sang Myeong University 
Mathematics Education(Major) — Mar. 2010 – Feb. 2016  

Financial Economics(Minor) — Sep. 2013 – Feb. 2016  

Etiam cursus suscipit enim. Nulla facilisi. Integer eleifend diam eu diam. Donec dapibus enim 
sollicitudin nulla. Nam hendrerit. Nunc id nisi. Curabitur sed neque. Pellentesque placerat 
consequat pede. 

Skills • Microsoft Office Specialist – Word/Excel/PowerPoint 

• Strong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strategic financial job intelligibility 

• Get a Financial license –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Apr. 2014) 

References Available upon requ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