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 17년차 웹디자인,그래픽디자인,편집디자인,쇼핑몰, 상품페이지 디자인, 기획전 디
자인, 장애인

유혜인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1973년 (51세/만 49세) 여

smileyoo0521@nate.com

010-4222-4416

010-4222-4416

(576-806) 전북 김제시 요촌동

학력사항

대학교(4년) 졸업

경력사항

경력 16년 4개월

희망연봉

면접 후 결정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전국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

학력 최종학력 대학교4년졸업

2003.03 ~ 2005.02 편입/
졸업

한양사이버대학교 (서울) 디지털 디자인학과 4.47 / 4.5

논문&졸업작품 [학위논문]

[졸업작품]

생각은 손으로, 디자인은 마음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디자인학과 제 1회 졸업작품전)

1992.03 ~ 1994.06 중퇴 건국대학교(서울) (서울) 가정관리학과 -

1990.03 ~ 1992.03 졸업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과계열 -

경력 총 16년4개월

2021.08 ~ 2022.05
(10개월)

경성문화사 대리 - -

담당업무 공공기관 웹진, 카드뉴스 및 각종 sns 컨텐츠 제작

2017.11 ~ 2021.11
(4년 1개월)

이지솔 디자인 / 임시직/프리랜서 경기 3,000만원

담당업무 웹사이트 제작, 유지보수 관리

퇴사사유 경영악화

2020.03 ~ 2021.11
(1년 9개월)

디자인앤라이프스토리 임시직/프리랜서 - -

담당업무 상세페이지, 인쇄물, 제품 패키지, 몰관리 등등



퇴사사유 계약만료

2020.12 ~ 2021.08
(9개월)

농업회사법인동고동락㈜ 과장 (실장) - -

담당업무 상세페이지, 인쇄물, 제품 패키지, 몰관리 등등

퇴사사유 계약만료

2016.06 ~ 2017.11
(1년 6개월)

신왕에프엔비 디자인팀 / 임시직/프리랜서 강원 -

담당업무 쇼핑몰 제작 및 관리, 오픈마켓 관리, 상세페이지와 인쇄물 디자인 일체 제작 및 관리

퇴사사유 계약만료

2015.05 ~ 2016.05
(1년 1개월)

문화서적 웹관리 / 임시직/프리랜서 전북 -

담당업무 쇼핑몰 제작 및 관리. 홍보인쇄물 제작

퇴사사유 경영악화

2011.02 ~ 2015.05
(4년 4개월)

새한 데이타 시스템 웹디자인팀 / 임시직/프리랜
서 / 4년차

기타 -

담당업무 홈페이지 제작, 업체 웹디자인 유지 보수 관리

웹 에이전시로 홈페이지 시안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과 거래처의 디자인 유지보수 관리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02 ~ 2010.09
(8개월)

코코제니(원목가구 쇼핑몰) E-biz 팀 / 과장 / 1년차 경기 2,640만원

담당업무 웹디자인 및 디자인 총괄

자체 쇼핑몰 제작 및 관리, 제품 상세이미지 제작 및 종합몰 관리, 기획전 제작 및 등록,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품 디자인, 각종

브로슈어, 팜플렛, 명함디자인 등등과 자료 관리 및 총괄책임 진행

퇴사사유 개인사정

2008.10 ~ 2010.02
(1년 5개월)

대진하이랙 (가구쇼핑몰) 온라인 사업부 / 과장 (팀장) / 2
년차

경기 2,280만원

담당업무 웹디자인, 광고물디자인, 편집디자인, 제품 패키지디자인, 제품디자인, 온라인관리, 시장조사

자체 쇼핑몰 제작 및 관리, 제품 상세이미지 제작 및 종합몰 관리, 기획전 제작 및 등록, 제품 패키지 디자인, 제품 디자인, 자료

관리 및 총괄책임 진행

퇴사사유 근무조건

2007.11 ~ 2008.08
(10개월)

치클포토 (온라인 인화 서비스) 온라인 사업부 / 대리 / 1년차 경기 1,800만원

담당업무 웹디자인, 컨텐츠 디자인

온라인 사업부 구축, 상세이미지 디자인, 쇼핑몰 구축, 제품 컨텐츠 제작, 제품 패키지 제작 등 각종 디자인

퇴사사유 경영악화

2007.01 ~ 2007.07
(7개월)

금호축산 (축산물) 온라인 사업부 / 대리 / 1년차 경기 1,680만원

담당업무 웹디자인, 편집디자인, 광고물 디자인

온라인 사업 구축, 제품상세이미지, 제품 패키지 제작, 카달로그 제작, 제품촬영 및 각종 디자인업무 수행

퇴사사유 재충전으로 국내 여행 계획 실현

2006.01 ~ 2006.12
(12개월)

지앤비 콜렉션 (가방쇼핑몰) 온라인 사업부 / 주임 / 1년차 경기 1,600만원



파일 구분 파일명

[자기소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 http://smileyoo0521.cafe24.com/

연락처 : 010-****-****

저는 1973년도 5월생으로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를 믿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음에서 벗어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부를 잘하여 언제나 전교 10등 안에 들었었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격도 원만하고 낙천적이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척 좋았고 인기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윌슨병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발병하여 건강이 악화하여 도저히 학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퇴하고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약 2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거의 식물인간의 상태로 회생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

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퇴원 이후 삶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투철한 신앙심과 기도,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자기관리로 병을 이겨내어

놀랍도록 회복하여 현재는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회복하였습니다. 

건강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만큼 좋아졌지만 건강했을 때의 상태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현재 이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여 지

방에서 2000년부터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게 되었고 잠깐 맥 편집 일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암발병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경기도로 이사하여

웹디자인을 배웠습니다. 2002년 결국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스스로 자립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늦게나마 다시 배움의 길을 선택하여 저의 건강상태와 실정에 맞는 온라인대학교

를 편입하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디자인학과 4년 과정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였고 편입 이후 줄곧 좋은 성적으로 공부하여 졸업 시엔 4.5만

점에 평점 4.47점의 성적으로 수석의 영광을 차지하며 졸업했습니다. 

늦게 얻은 건강과 배움을 찾은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자신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병으로 인한 마비로 왼손이 부자유스럽고 왼쪽 안면 마비 등으로 혀가 어눌하여 의사소통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듣는 데는 이

상이 없고 이해력도 높아서 일을 성취하고 해결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나 다른 사람이 저의 말을 알아듣는 게 좀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

다. 하지만 컴퓨터의 자판을 이용하면 이 또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는 주로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달받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일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퇴원 당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보행 가능하고 사고하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각종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

램을 능숙히 다룰 수 있으며 사이버 대학에 편입 후 3년 내내 한 번도 과수석을 놓치지 않을 만큼 맡은 일에는 열정과 성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일

을 합니다.. 

담당업무 상세페이지 디자인(가방/악세서리), 기획전 디자인, 제품촬영

퇴사사유 근무조건

2000.01 ~ 2000.07
(7개월)

전남전화번호부 편집부 / 사원 / 1년차 전남 1,200만원

담당업무 편집보조(전화번호부 편집, 광고 디자인)

퇴사사유 이사

포트폴리오/기타문서

기타 http://smileyoo0521.cafe24.com/

자기소개서

http://smileyoo0521.cafe24.com/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 http://smileyoo0521.cafe24.com/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 작업물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제작 홈페이지 50여개(쇼핑몰포함)/인쇄물디자인 60여개/업종별 오픈마켓 상세페이지관련 200여개에 달합니다)

누구보다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일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는 결혼하여 전북 김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작업으로는 

제품 상세페이지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html, 드림위버), 

기획전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html, 드림위버) 및 기획전 등록, 

홈페이지제작(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쉬, html, 드림위버), 

쇼핑몰 기획 및 제작(메이크샵, 카페 24, 고도몰 솔루션 구동 및 제작가능) 

Sns 광고 배너 및 바이럴 마케팅 배너

편집디자인(IBM 포토샵, 일러스트 작업 위주, 맥은 못 다룹니다), 

동영상편집(소니베가스), 

제품사진촬영(중상급수준. 수동카메라 경험 있음) & 편집 및 보정(상급수준)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경험이 많아서 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확립시킨다거나 기반을 다지는 능력이 있고 특히 기

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느 한 작업을 맡겼을 때 그것을 기획하는 작업에서부터 준비하고 진행, 완성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과 종합쇼핑몰(디앤샵, 지에스 이샵, cj몰, 롯데홈쇼핑, 신세계몰 등등)관리경험 있으며 쇼핑몰(자체쇼핑몰, 카

페 24쇼핑몰, 메이크샵 쇼핑몰, 고도몰)관리경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재직당시 제품박스디자인, 스티커디자인, 플랑카드디자인 팜플렛, 브로셔 등을 일임하여 전담했던 경험도 있고 알바로도 발주를 받아서 작업

하였으며 근무했던 회사에서 웹디자인 일 이외에 제품과 회사의 브로셔, 리플렛, 팜플렛 작업을 늘 겸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조명박스와 dslr 디카를 보유하고 있어 소품류는 직접 촬영하여 상세페이지 제작가능합니다.

성격은 소탈하고 검소하며 배우는 것을 즐겨 합니다. 

영화나 이미지 프로그램 등등 제 작업에 필요한 자료 모으는 것이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결혼후 전북 김제시에 거주함에 따라 재택근무로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업체의 홈페이지제작 및 유지보수 및 관리와 전반적인 쇼핑몰관리 및 리뉴얼 작업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 상세페이지 디자인 및 관리/쇼핑몰 기획 및 제작/고급 상품기술서 디자인/각종 기획전 디자인/광고디자인/카달로그 및 제품 패

키지 디자인 등등에 자신있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이트온 메신저 smileyoo0521@nate.com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ID smileyoo0521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연락처 : 010-****-****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 http://smiley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