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대학교 자소서 경진대회 

레주메팩토리 활용가이드 



[ 큐알 코드로 서정대학교 자소서 경진대회 과정 접속하기]  

핸드폰 카메라 또는 큐알코드 확인 프로그램(네이버 등)을  
활성화 하여 큐알코드를 인식합니다.    

< 과정 접속하기> 

[과정 접속 큐알코드]  [네이버 큐알코드]  



[ 과정 URL로 서정대학교 자소서 경진대회 과정 접속하기]  

아래의 주소를 인터넷 주소 입력 창에 입력 합니다.  

< 과정 접속하기> 

https://tuney.kr/Dn5Bii 

[과정 접속URL]  

https://tuney.kr/Dn5Bii


과정 접속 후 아래의 화면이 로딩 되면  
자신의 학교, 본인 해당 과정명을 확인 후 [참여하기/신규가입] 버튼 클릭! 

< 과정참여 하기> 

[서정대학교 자소서 경진대회 과정 참여하기]  

유아교육,응급구조,간호는 해당 과정을 선택! 

그 외 학과는 일반기업을 선택! 



과정 선택 시, 템플릿 상세보기의 [자소서 활용하기 영상] 내용 확인! 

< 과정참여 하기> 

[서정대학교 자소서 경진대회 과정 참여영상 확인하기]  

각 템플릿과 영상은                        항목 내 [기타활용] 카테고리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학과, 제출예정일 기입. 

< 회원가입 하기> 

[레주메팩토리 회원가입]  

*희망전공 
 - 현재 학과 기입 
 
*제출 예정일   
 - 최종 제출예정일 선택 

정보 기입 시 핸드폰, 이메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 회원가입 완료> 

[레주메팩토리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 후 아래와 같이 자소서 작성 목록 화면이 나오면  
레주메팩토리 회원가입 및 경진대회 과정 등록 완료! 

[ 회원 가입완료 후 연동 화면]  



[ 레주메팩토리 메인 페이지 접속하기]  

* 회원 가입 후 재 접속하여 작성할 경우 접속 방법! 

< 레주메팩토리 로그인 (재 접속하기) > 

[메인페이지 큐알코드]  

http://www.resumefactory.co.kr/ 

레주메팩토리 

[메인 URL]  

3. 레주메팩토리 검색 접속 

[포털 검색]  

1. 메인 페이지 큐알코드 접속 2. 메인 페이지 URL 접속 

레주메팩토리 접속 후 로그인 하여                         항목 클릭! 등록한 자소서 작성!  

http://www.resumefactory.co.kr/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작성 목록에 등록된 자기소개서 템플릿 확인, 템플릿 클릭! 

[과정 및 자기소개서 등록 후 자소서 작성 목록화면]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하기]  

작성 할 자소서 항목 선택 후 클릭! 

[자소서 템플릿 선택 후 화면]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항목 선택 후 작성 중 화면]  

*질문을 차분히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빈 공간에 작성 합니다. 

내용 작성은 이곳에!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항목별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하기! 

*예시와 TIP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합니다.  

[작성 Tip] 

[작성 예시]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하기! 

*템플릿에 첨부되어 있는 영상을 적극 활용합니다.  

[자소서 작성 설명영상] [직무설명 영상]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항목별 작성하기]  

현재 작성중인 내용을 저장만 하고 싶다면 파란색 저장 버튼 클릭!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항목별 작성하기]  

모든 항목 작성 후 빨간색 작성완료 버튼 클릭!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내용 수정하기1. 질문 항목에서 수정하기]  
작성한 내용을 질문 항목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 하고 싶다면 
화면 하단에 인터뷰 새로 작성하기 검은 버튼 클릭!  

[저장, 작성 완료 화면] 



< 자소서 작성하기> 

[자소서 작성내용 수정하기2. 작성완료 화면에서 수정하기]  

작성 완료화면에서 바로 수정 및 저장 하고 싶다면  현재  화면에서 내용 수정 후  
화면 하단에 파란색 저장 버튼 클릭!   

이 화면에서 바로 수정 후 저장 



< 자소서 작성완료> 

[최종 저장 화면] 

[자소서 작성완료하기]  

점검 사항 및 평가 항목에 모두 확인 체크 후 첨삭요청 클릭!  



< 자소서 작성 확인> 

[내 자소서 작성 확인 및 참가신청 확인 하기]  

메인 페이지에서 자소서작성 클릭!  

첨삭현황에 [첨삭전] 으로 변경 되어 있으면 참가신청 완료! 
반드시 4항목 모두 작성완료, 첨삭전 으로 변경되어 있어야 참가 신청이 완료 됩니다!!! 

[자소서 작성 목록 화면] 



< 레주메팩토리 사용 궁금사항 문의 하기> 

[카카오 채널로 문의 하기]  

자소서 작성 중 레주메팩토리 사용관련 문의사항은 카카오채널 톡으로 문의! 

카카오톡 채널 채팅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 드립니다.  

[레주메팩토리 채널 채팅 큐알코드로 문의] [카카오톡에서 직접 검색 후 채팅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