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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희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1983년 (41세/만 39세) 여

is_js_love@naver.com 010-8941-1163 -

(05089)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핵심역량 기술영업, 무역, 마케팅

기획, 웹기획, 영업관리

무역, 품질관리, 생산관리

학력사항

대학교(4년) 졸업

경력사항

경력 13년 8개월

희망연봉

8,000~9,000만원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아시아·중동전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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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최종학력 대학교4년졸업

2003.03 ~ 2007.02 졸업 세종대학교 (서울) 기계공학과 3.09 / 4.5

1999.03 ~ 2002.02 졸업 순천여자고등학교 이과계열 -

경력 총 13년8개월 [해외근무]미국 2년

2021.08 ~ 2021.11
(4개월)

루켄테크놀러지스 영업부 / 프로 경기 -

담당업무 미국 인텔 SK Test Socket 개발 및 Supplier 등록, LG Display 설비 장비 부품 납품, SK LPDDR5 Test Socket 영업

퇴사사유 계약만료

2021.02 ~ 2021.11
(10개월)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컨텐츠 모니터링
단 (팀원) / 1년차

- -

담당업무 웹사이트 컨텐츠 모니터링 및 개선제안

퇴사사유 계약만료

2015.05 ~ 2018.12
(3년 8개월)

땡큐10021문화교류재단 연구원 - -

담당업무 웹사이트 기획, 국내 및 국제회의 참관, 기획, 화장품 및 한국상품 중국 수출,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기획, 봉

사단 기획, Beijing 290 개국 NGO 행사참관 및 재단 수장 국내 초청 행사

2018.06 ~ 2018.08
(3개월)

SONGUO MOTORS 대리 중국 5,000만원

담당업무 전기자동차 전장 CAN(Controller Area Network)설계, 차체공장 공정 품질관리, 신차 통관, 전시기획

퇴사사유 근무조건

https://pds3.saramin.co.kr/webfile/download_memberfile_security.php?appmode=slide_webview&file=person%2Fresume_filebox%2F202209%2F28%2Frix2lf_e5d4-1pxxhx9_resume_filebox.pptx&name2=Portfolio_Seohee_Park_22.09.26.pptx


2017.06 ~ 2017.08
(3개월)

RAPID PRECISION MANUFACTURI
NG

ADMIN / 인턴/수습 / 1년차 미국 45,000달러 
(약 5,872 만원)

담당업무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PO ADMIN, 재고관리, ERP관리,SHIPPING

퇴사사유 근무조건

2017.03 ~ 2017.05
(3개월)

SEBANG CHAIN VINA 무역부 / 과장 / 1년차 베트남 4,000만원

담당업무 수출입, 세관 통관 관리, 인보이스 관리, SGS Inspection 총괄

퇴사사유 업직종 전환

2016.12 ~ 2017.02
(3개월)

KOREAN MOTER SPARES 남아공 무역부 / 인턴/수습 / 1
년차

기타 -

담당업무 무역, 마케팅, ADMIN, 재고관리

퇴사사유 근무조건

2016.02 ~ 2016.11
(10개월)

국제지도자연합 주임연구원 / 1년차 서울 -

담당업무 연구조사 및 컨설팅 (Medical hotel 의료 관광, 해외 대학 국내 유치 및 홍보)

퇴사사유 업직종 전환

2013.02 ~ 2013.10
(9개월)

TBL Holdings 대리 / 1년차 서울 -

담당업무 Stanby LC 번역, AFA 유소년 축구단 기획, 축제 기획, 일반사무, 내방객 응대

2011.11 ~ 2012.04
(6개월)

㈜신신기계 해외영업부 / 사원 / 1년차 서울 3,000만원

담당업무 산업용 펌프 유량 양정 계산, 펌프 모델 선정, 견적, 해외영업

퇴사사유 개인사정

2011.01 ~ 2011.05
(5개월)

㈜지온메드 영업부 / 사원 / 1년차 서울 -

담당업무 식약청 의료기기 특허 신청, 경쟁사 시장조사

퇴사사유 근무조건

2008.07 ~ 2009.08
(1년 2개월)

캄보디아 ㈜ C&YOOKYOUNG 해외사업부 / 사원 / 1년차 해외 -

담당업무 무역사무, 바이어 상담, 건축자재 및 건설 중장비 수출입, 캄보디아 현지 벽돌생산 업체 크로커다일사와 공급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퇴사사유 근무조건

2007.03 ~ 2007.09
(7개월)

보라존 전략기획사업부 / 사원 / 1년차 서울 -

담당업무 Skylife MDP 전략기획팀 kidstalk talk어린이 영어교육방송 기획, 이벤트 기획, KT Qrator 서비스 제작 방안, 모니터링

업무

퇴사사유 근무조건

대외활동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2021.02 ~ 2021.11 사회활동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모니터링 / 컨텐츠 개선 제안 11월까지 완료

2021.02 ~ 2021.05 수행과제 Tensent Global Company Business Project(China)
완료

Exprive Medical Tourism For Chinese Senior 완료[감사패]

2021.04 ~ 2021.04 사회활동 에퀴코리아 / G-Fair 2021 G-Fair India 대한민국 우수상품 수출 통역 [우수상
담]

2018.09 ~ 2018.09 사회활동 국회의원 회관 / 여의도 포럼 나라의 길 국회회의

2019.09 ~ 2020.01 해외연수 일본 일본 프로그래밍 연수 JAVA, ORACLE

2017.04 ~ 2017.04 사회활동 Vietnam Customs Clearance Conference 베트남 현지 세관 국제회의

2016.11 ~ 2017.02 해외연수 남아프리카공화국 업무 마케팅,재고관리,무역

2016.02 ~ 2016.11 사회활동 국제지도자연합 국제비지니스 : 
해외 의료관광 메디컬 호텔 국내 유치 및 홍보 
해외 대학 국내 유치 및 홍보 
국제 Conference 참여

2016.11 ~ 2016.11 사회활동 KBS One Asia Music Festival Charity Concert 국내 소외계층 자선 기부 행사

2016.11 ~ 2016.11 사회활동 예술회관 GRAND Concert to help for adolescent head of family / 소
년소녀 가장 돕기 콘서트

2015.10 ~ 2015.10 사회활동 Diplomacy VIP Meeting Conference 국내외 국회 VIP 행사 [전 현직 국회의원 Diplomacy 잡지
발간 기념 행사]

2015.09 ~ 2015.09 사회활동 국회의원 회관 청년 해외진출 국회 회의 [안건 제안 및 발표]

2015.08 ~ 2015.08 사회활동 290 NGO Global Piece and Economy China Beiji
ng

290 NGO International Conference 
[290 NGO beijing 행사 참여 및 NGO 수석 국내초청 및
내빈객 행사 응대]

2011.05 ~ 2011.05 교육이수내역 아이뉴스 클라우드 비지니스의 이해와 활용

2008.04 ~ 2009.12 해외연수 캄보디아 업무 중장비 구매, 계약서 작성, 무역

2005.06 ~ 2005.07 교육이수내역 정부지원교육기관 CATIA V4 Basic designing and planning training.

2016.04 ~ 2016.04 수행과제 KOTRA 해외취업 지원부 Global Lubricant Market Survey

2016.10 ~ 2016.10 사회활동 한중경제협회 한중 경제 협회 국제 행사

2022.09 ~ 2022.09 사회활동 에퀴코리아 2022 KOREA 소싱 위크 DDP 말레이시아 수출 통역

2022.10 ~ 2022.10 사회활동 이비미팅 프로페셔널 2022 Global Bio Pharma Plaza 인도네시아 의약품 수출
통역

2022.10 ~ 2022.10 사회활동 이비미팅 프로페셔널 2022 뷰티 산업 엑스포 싱가폴 수출 통역

2022.11 ~ 2022.11 사회활동 블루핀 통역 2022 홍콩 Trade Meeting & IR One-on-One Business Mee
ting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2022.11 ~ 2022.11 사회활동 KITA(한국무역협회) 2022 Korea Grand Sourcing Fair 해외 마케팅 종합 대전

자격증/어학/수상내역

1993.10 수상내역/공모전 글짓기 공모전 우수상 교육청 -

2017.06 수상내역/공모전 2017 AR/VR 일자리 창출 공모전 전라남도청 -

2018.04 어학시험 OPIC 영어 intermediate Hi
gh급/PASS

2019.01 어학시험 IELTS 영어 5.5점/PASS

2020.05 어학시험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영어 130점/6급/PASS

2021.05 수상내역/공모전 Medical Tourism for Chinese Senior [감사패] Exprive -

보유기술

컴퓨터 / 상

OA

킥복싱 / 중

-

영어 / 상

-

프랑스어 / 중

-

중국어 / 하

-

일본어 / 하

-

수영 / 중



파일 구분 파일명

저의 강점은 언제나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창의력이 있다는 평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해

외취업에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미국 실리콘 밸리, 중국에 채용이 되어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 및 재고관리

ADMIN 업무를 하며 현지에 체류하며 외국인들과 직접 업무를 하며 경험을 쌓은 일 입니다. 자녀 교육을 최우선 과업으로 여기신 부모님 덕분에 만 3

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한글을 습득하고, 초등시절부터 각종 상장, 경시대회 수상 및 입시 명문고 입학 등 학업에 열정을 가지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

며 자랐습니다. 또한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며 다양한 방면으로의 경제 활동을 즐기고 항상 배

우려는 자세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해외로 나가서 업무를 하며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장래희망이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글

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세계를 무대로 3개 국어로 업무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

가 담당하였던 무역, 마케팅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경영관리 REPORT 자료를 수치화/지수화 하였으며, 각종 기계 부품들의 유통, 무역, 마케팅 및 기획

관리를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인공디스크의 개발과 식약청에 특허 신청 업무를 담당 하였으며 관

련 서적과 연구동향 등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며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다양한 기계 및 부품 장비 분야의 도

면 해독과 각종 부품의 제작 기법과 연구개발 동향을 습득 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며 성장하기 위하여 일본어와 중국어 공부를 시간

을 내서 함께 습득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받아왔으며 어떤 일이든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열정과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절 내내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왔으며 어린시절부터 교육청에서 각종 상

장들을 받아왔으며 2017년에는 공모전 <AR/VR 기술을 활용한 게임 산업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 경력이 겹치는 시기는 동시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주말, 일과 후> 

-

아이엘츠 / 5.5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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