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기 간 시간 내용

사회봉사 한국과학 창의재단 2014.8 ~ 2014.11 48 밴드관련 악기 교육 및 공연

인턴쉽 모빌씨앤씨 2016.7 ~ 2017.1 - BizMOB Platform SI/SM

외국어
언어구분 본인 평가 언어구분 본인 평가

영어 상 (중) 하 일본어 상 (중) 하

이 력 서

성 명

 (한글)  조 용진 생년월일 1992.10.15

 (한자)  趙 龍鎭 Git https://github.com/drake-jin 

 (영문)  Cho, YongJin E-mail dydwls121200@gmail.com

핸드폰 010-5596-6935 집전화 02-2213-6935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206-71호 청재빌라 505호

대학교 가천대학교(성남 캠퍼스) 전공 컴퓨터 미디어 융합

프로

젝트

프로젝트명 기간 (1개월 이상)

1 이메일 토렌트 자동 제어 프로그램 2017.2 ~ 2017.3

2 스마트 도어락 관리 시스템 2016.2 ~ 2016.11

3 (스프링 교육) 그룹웨어 2016.4 ~ 2016.6

4 자바 소켓 채팅 프로그램 2015.9 ~ 2015.11

5 베르만 쇼핑몰 워드프레스 기반 설치 및 운영 2015.9 ~ 2015.11

6 휴렉스 승마기구 이벤트 웹페이지 및 서버 제작 2015.8 ~ 2015.9

7 가천대학교 학사관련 커뮤니티 재 구축 2015.7 ~ 2015.9

8 스마트폰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 메뉴 제작 2015.5 ~ 2015.6

9 불우이웃을 위한 기증물품 쇼핑몰 제작 2015.3 ~ 2015.6

10 야구 정보 및 경기 일정 관련 제공 웹 사이트 2014.9 ~ 2014.12

논문/

작품/

대회

논문/작품/공모전 명(수상) 발표일 발표/출품 기관

스마트 도어락 관리 시스템(우수상) 2016.12.7 한이음공모/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6 소프트웨어 보안 경진 대회 2016.9.6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 
메뉴 런쳐 UI/UX 설계(우수논문상)

2015.11.12 융복합지식학술대회

스마트폰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UX설계

2015.10.29 인터넷정보학회

제1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2015.5.31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조도, 온 습도 센서를 이용한 자동 제어 커튼 2014.9.19
2014 가천대학교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장학구분 수여기관 금액(원) 수여학기

장학금

경진대회 참가 장려금 가천대학교 150.000 3 - 1
성적 우수 가천대학교 1,338,000 3 - 2

학과맞춤형(ACE) 가천대학교 1,300,000 3 - 2
S/W 종합 경진 설계대회 가천대학교 800,000 4 - 1

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평점 희망진로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3.44 2.64 2.77 3.83 4.03 4.11 3.65 4 3.58 개발자(데이터 저장 및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