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태클 전형 과제 작성 유의사항
최종제출 내용은 PDF 1개 파일로 통합 및 파일명 양식 준수 / 파일명 : 성명(휴대폰번호)
구분
1 개인정보

ex. 홍길동(01012345678)

내용
• 개인성명, 연락처, 사진(개인/단체사진), SNS 계정 등 제출물 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작성 불가
• 일반적으로 스펙 요소로 분류되는 내용 작성 불가

2 일반적 스펙

- 학력, 학교명, 학점, 어학성적, 보유 자격증, 수상내역(금상, 은상 등) 등
• 첨부한 이미지에 인쇄되어 있는 학교명, 공모전명 등 어떠한 형태로도 스펙 정보 작성 불가

• 전공명은 작성 가능
• 인턴, 타사재직 등 실무 수행경험, 공모전 수상 및 교육과정 수료 경험 작성 시,
- 기업명칭, 공모전명칭, 교육명칭 등 공식기관 및 행사명칭 작성 불가
- 직무관련 경험 및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
- 작성예시
작성 불가

3 직무경험

작성 가능

롯데백화점에서 인턴을 경험하였습니다.

국내 유통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대홍기획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여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플랜트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플랜트 산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웠습니다.

• 포트폴리오 내, 본인의 작업물의 텍스트 혹은 이미지 포함 시, 해당 기업 및 브랜드명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 필수(모자이크, 블러 처리 등)

4 기타사항

• 최종제출물 내에 별도 링크(URL) 기재를 통한 추가 내용은 평가 제외
• 학교명, 정당활동 등 블라인드 채용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메일(대학교 이메일 등) 사용 불가

※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미준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SPEC태클 전형 과제 작성 유의사항 [작성불가 예시]

롯데 ○ ○ ○ ○ SPEC태클

제출물 표지, 본문, 마지막 페이지 등 모든 페이지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절대 기입 불가

홍 길 동(90.00.00)
010-XXXX-XXXX

SPEC태클 전형 과제 작성 유의사항 [작성불가 예시]

수료증
성

명:

홍길동

소

속:

○○대학교

제출물 내 과거경험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① 개인 특정 정보
- 성명 / 연락처 / 학력정보

활동기간 : 2018.00.00 ~ 2018.00.00

위 사람은 롯데○○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② 활동정보
- 주관/주최 및 발급기관 정보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블라인드 처리 후 첨부 필수
2018년 00월 00일

롯데○○ 서포터즈 운영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