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강지은

인적사항

성명 : 강지은
나이/성별 : 1992.07 (만 27세) / 여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휴대전화 : 010 . 2789 . 9279
이메일 : zieunius@gmail.com

학력사항

2012.03 - 2014.08 계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 중퇴
2008.03 - 2011.02 한국삼육고등학교 졸업

이력

2018.12  현재

㈜플랜위너스 웹디자이너,퍼블리셔 근무

2016.12 - 2018.03 요거프레소 가맹점 운영
2014.08 - 2014.10 법무법인 혜안 근무 (사무보조)

교육이수

2018.07  2018.12 하이미디어학원 UI/UX 엔지니어링과정 수료
2015.03  2015.08 F1 Academy Fashion Stylist과정 수료
2014.12  2015.02 Coloz 펄스널컬러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

자격증

2018.12 웹디자인기능사

보유능력

HTML5 , CSS3 , JavaScript , jQuery , 그누보드 , 워드프레스,
Photoshop, illustlator , 파워포인트 , 워드 , 엑셀 등

준비된
퍼블리셔:
강지은
'무대', '영상', '스타일링', 그리고 '웹'.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또 기능구현을 모두 해내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
다. 무대디자인전공과 영상디자인전공에 재학하던 시절부터, 현재 웹디
자인과 퍼블리싱까지. 모두 기획, 디자인, 제작을 전부 제 손으로 해왔

성장과정

습니다.
그 중 웹은 저에게 더욱 즐겁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과 메세지를 표
현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동적 기능들을 통해

사용자와 더 가까이

서 교류하고 반응하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퍼
블리싱에 필요한 것 뿐 아니라 소통 능력도 꾸준히 연습해왔습니다. 그
동안 갈고 닦으며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간 UI/UX 엔지니어링 과정의 수업을 들으며 웹 디자인과 퍼블
리싱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HTML5, CSS5, JavaScript, jQuery 등 웹 표준을 준수하며 웹 접근성

직무역량

또한

당연히

고려한

동적

코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Photoshop,

Illustrator등을 이용한 디자인을 합니다.
저는 Premiere을 이용한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영상디자인을 전공
한 덕에 디자인에 대한 기획, 스토리보드 작성, 제작 등 전반적인 프로
젝트의 모든 분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로 기획부터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하는 기회를 얻었습니
다. 그동안 해 온 공부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또
구현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자신 있게 추진했습니다. 급

성격장단점

한 성격 때문에 팀원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지만, 빠른 손과 추진력
덕분에 다른 팀보다 양질의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었고, 팀원들에게 도
움이 되어 보람찼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정확성과 세심함을 놓치
지 않습니다. 저는 자타공인 신속,정확한 사람입니다.
친화력과 적응력, 제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단순히 사회생활의 적응뿐 아니라 직무에의 적응에도 자신 있습니다.
UI/UX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가장 빨리 배우며 스스로 많은 연구를 했

포부

습니다. 웹 표준에 맞는, 뿐만 아니라 유행에 맞는 발 빠른 웹 퍼블리
셔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디자인.퍼블리셔 업무보다 더 나아가 백엔드
개발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항상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발전해 나가겠
습니다.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웹 퍼블리셔, 강지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