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발전하는 장환민입니다.

장환민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기간 구분 기관/장소 내용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1995년 (27세/만 26세) 남 구직중

zopq95@naver.com

010-5870-7617

010-5870-7617

(430-83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학력사항

대학교(4년) 졸업

경력사항

신입

희망연봉

회사내규에 따름

희망근무지/근무형태

아시아·중동 인도네시아
계약직, 인턴직, 해외취업

포트폴리오

-

학력 최종학력 대학교4년졸업

2014.03 ~ 2021.08 졸업 한경대학교 (경기) 행정학과 3.4 / 4.5

경력 신입

대외활동

2019.02 ~ 2019.10 동아리 연심 / 효도르 시니어 케어센터 양로원 봉사활동 그 외 농촌 지원 봉사 등

자격증/어학/수상내역

2019.12 자격증/면허증 무역영어1급 대한상공회의소 최종합격

2021.08 어학시험 TOEIC 영어 820점/PASS

2021.09 어학시험 OPIC 영어 intermediate Hi
gh급/PASS

2021.06 어학시험 JPT 일본어 800점/PASS

2018.08 어학시험 JLPT 일본어 2급/PASS

2019.11 수상내역/공모전 학술제 발표대회 우수상 한경대학교 -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성장과정 과 장단점 ]

20살 때 저는 어떠한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고 그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21살에 군대에 입대하면서 제 인생의 전환

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선임과 동기들을 만나 운동을 배우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배워 이후 대학교 학생회, 각종 서빙, 공사장 아

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목표를 찾아 달성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동료와 상급자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사람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첫 만남에서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다

른 사람의 말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대화의 주인공이라 생

각하고 잘 경청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요점에 공감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편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의

견을 경청하여 요점을 찾아내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우수상에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 ]

대학교 2학년 학생회 시절 저는 일정 관리와 시설 관리하는 역할로 학교가 개강하기 전에 학생회 임원들과 같이 각종 행사의 일정과 이에 따른 예산안

을 계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입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각종 SNS나 블로그를 이용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 의견 수렴하

여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학기 중에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유동적으로 운용하였습니

다.

자동차용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에서 수입해오는 각종 현대, 벤츠, 아우디 등의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및 수리 공구들의 수량과

서류를 확인하는 보조 작업과 물품들의 출고 예상 순위대로 창고에 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효율적인 방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이후 포부]

" 나만의 노하우를 가진 영업 전무가가 되겠습니다 "

1. 각종 아르바이트와 대외 활동을 통해 배운 서비스 마인드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현지인과 언어 교류를 통한 언어적 역량을 이용하여 꾸준한 시장

조사와 소통을 하면서 기존 고객들의 니즈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부에서의 적응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 팀원들과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팀원이 어

려울 때 거리낌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보유기술

인도네시아어 / 일상 대화 가능

현재 인터넷 강의 및 인도네시아 사람과 언어 교환

자기소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