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사회활동 및 경험

자격사항

성

명

력

서

조 혜원

생년월일

1995. 11. 19

주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39길 54,
103동 1604호(두류동, 삼정그린빌)

소

연 락 처

010-7274-7197

이 메 일

tsj02207@naver.com

학교명

재학기간

전공

기타

계명대학교

2014.03 - 2019.02

식품가공학

3.78/4.5

성서고등학교

2011.03 - 2014.02

인문계열

-

회사명

근무기간

업무내용

(주)달구지푸드

2018.12 - 2019.12

QC, 미생물 실험

(주)롯데시네마

2016.06 - 2018.08

고객 응대 및 식음료 판매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웹디자인(디지털 디자인) 신규구직자 양성과정

2020.03 - 2020.07

교육내용

교육기관

웹디자인 기초 및 웹표준 실무

그린컴퓨터디자인학원

사회활동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멘토와 꼬마친구들

2017.03 - 2017.12

다문화 학생 멘토링 봉사

맑음원 UCC 공모전

2014.04 - 2014.09

제품 홍보 UCC 제작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MOS Master

2015.08

YBM IT

POP 2급

2014.04

한국POP예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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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넌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방문자 수가 많은 블로그를 조사하면서 글과 그림의
가독성이 높은 구성으로 읽기가 편했고 게시글의 썸네일
이미지, 배너 이미지 등을 눈에 띄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긴 글을
읽기 귀찮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정보전달이 충분한 짧은 글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림 및 사진이 더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글과 그림을 짜임새있게
구축하는 것이 매력적이게 느껴졌으며 웹 디자이너라는
직종이 시각적 편의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코딩은 없었다
디자인 비전공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시작하기 전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전공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2
배로 해야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웹 디자인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수업 후 가정에서 1~2시간씩 복습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작업물과 내 작업물을 비교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 친구들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들을 찾아 메모하고
공부하였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자료조사와 꾸준한
복습을 병행하여 코딩 속도가 전보다 빨라져 결과물로
이어지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멀찌감치 뒤에서부터 시작하였지만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670시간의 훈련과정을 통해 익힌
그래픽 툴과 코딩 실력으로 팀 내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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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큼 잘해요
웹 반응형 구현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홈페이지의
반응형 레이아웃을 보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많은 홈페이지에서 반응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반응형이 안된 홈페이지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IT산업에 있어서 웹 반응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응형 웹 구현 역량을
높히기 위해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변형 및 수정하는 등을
연습하여 반응형 구현에 자신이 있으며 또 다양한 경험을
쌓아 반응형 구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코딩으로 웹 페이지를 구현하기 이전, 기본 업무에 더 충실히
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용자 타겟층을 선정하여 그에 맞는 콘셉트와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하고 사용성이 높고 일관성이 있는 웹 페이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디자인 업무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상사와 팀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변화가 빠른
업종이고 변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필요한 지식과 트렌드를 조사하여 웹과 디자인 제작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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