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en Hub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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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37-6786
19931 Briarcliﬀ, Detroit MI 48221

개요
경험있는 지도자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뛰어난 혁신적인 성능을 기록했다.

채용 회사 연혁
8 / 2008 - 현재

웨인 주립 대학교
수석 이사, 학술 및 핵심 애플 리케이션, 컴퓨팅 및 정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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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핵심 애플 리케이션 부서 사용자와 다른 엔터 프라이즈 시스템의 핵심 서비스를 providng
하여 전체 대학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Similar
그룹의 학습
관리 지원 팀,
Resumes
응용 프로그램 기술 지원, 웹 서비스 캠퍼스 파이프라인 포털 중앙 대학교 웹 서버와 모든 메시징
및 WayneConnect 이메일, 방송 메시징 및 단일 로그온을 포함한 디렉토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에
대한 구성됩니다 기능. 이 위치에 직접적으로 최고 정보 책임자에게보고합니다.
및 제공의 전반적인 임무를 향해 직접 부서를 리드하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교육 및 학습의 대학의
핵심 기능을 사용할 신청하셔야합니다.

8 / 2006 - 8 / 2008

웨인

캠퍼스 이해 관계자와 중앙 제공하는 학술 및 핵심 애플 리케이션의 최대 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포함한 리드와 직접 부서 지원 및 개발 활동.
기술 이니셔티브 및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및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 드를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직접 구현. 이러한 활동을 지원 확인, 분할, 그리고 대학의 전략적 목표 부서별.
디트로이트, 미시건
주립 대학교

감독의 IT, 엔터 프라이즈 애플 리케이션, 컴퓨팅 및 정보 기술
관리자 기술 전문가 그룹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집중했다. 수상 경력 방송 메시징 시스템
개발 리드 팀. 학습 환경 관리 시스템이 성장의 안정성 향상을위한 책임을.
5/1999-8/2006

웨인 주립 대학교

디트로이트, 미시건

고객 서비스 부서, 컴퓨팅 및 정보 기술

8/1991- 5 / 1999

리드 응용 기술 분석
선두 그룹의 개발 및 Computing.wayne.edu 웹 사이트의 지원에 대한 책임, kb.wayne.edu
기술 자료 및 기타 고객 서비스 애플 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의 리더십과 기술 방향을
제공.
애플 리케이션 기술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홍보 및 유지 보수의 IT 기업 전반에 걸쳐 요청을 서비스를 추적하기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입
니다.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 및 프레 젠 테이션을 제공하는 구제 수단 및 ARS는 CallTracker의
주제 문제에 전문성을 사용자 지정 기본 실시 PHP는 ARS의 시스템에 웹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24 시간 연중 무휴 시스템의 가용성과 지속적인 솔라리스와 유닉스 지원을 담당한다.
원격 액세스 코디 네이터, 수석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가
및 지원 리소스를 WSU 전화 접속을위한 운영 - 서비스 협정. C &의 IT 고위 관리, 캠퍼스와 함께
안정적인 원격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인력 및 훈장 네트웍스, Inc의 협력. Successfuls
프로젝트에 700 모뎀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윈저, 온타리오 캐나다 년 기본 모뎀 풀을 확장이 포
함되어있습니다., 개발 관리, 감독하고 C &의 IT Internet Toolkit에서 CD - ROM과 인터넷 WSU
소프트웨어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있는 컬렉션을 유지, 교직원.
앤아버, 미시간 주
미시간 대학교
학부 연구 기회 프로그램, 대학 문학 과학 예술

프로그램 코디 네이터
개발, 구현, 평가 원호 및 프로그램의 650 교수진과 1000 학부 학생 간의 연구 협력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있습니다. 25-30 피어 학생 고문 직원을 포함한 일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교직원
수첩을 포함한 모든 내부 및 외부 출판물의 생산 관리 학생 참가자, 그리고 매년 연구 심포지엄
2000 참가자 참석했다. 시스템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설계 사무실을 역임 컴퓨터 네트
워크, 웹 사이트, 학생 및 교직원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교직원 및 학생 참가자에 대한 자
동화된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유지했다.
수석 피어 어드바이저
학업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직원 주니어 도움을 줬지요. 전자 메일 계정을 포함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유지하기위한 책임을. 프로그램 로고, 문구, 판촉 문학, 월간 뉴스 레터에 대한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연구 조교, 미술의 역사
설계 및 사진 물론 역사에 대한 대화형 교육용 컴퓨터의 모듈을 개발했다. 및 스크립트를 써놓 설계
그래픽 모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IBM의 지역 프로그램 그룹에 응용 프로그램 사용을 시연했다.
실버 스프링, 메릴랜드
5 / 1994 - 8 / 1994 벤처 작품, Inc의
관리 인턴
관리 인턴으로서 경제 발전 전략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컨설팅 회

사뿐만 아니라 약자로, 포춘 500 대 경영 컨설팅 서비스 업체. 시립 고객과 기업에 대한 창업 계
획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개념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 고객.

체험 학습
2001

웨인 주립 대학교

디트로이트, 미시건

대학 도서관 및 정보 과학
LIS를 6010, 소개 정보 기술
도서관과 정보 과학 교육 과정의 핵심 과정을 가르 쳤어요. 핵심 정보 기술 개념의 개요와 함께,
표준 및 프로토콜. 인터넷을 통한 물론 웹사이트 및 administed 시험 개발 30 명 제공.

교육
1994

미시간 대학교

앤아버, 미시간 주

정치 학사의 과학
2000

웨인 주립 대학교

디트로이트, 미시건

마스터의 도서관 및 정보 과학 (MLIS)의
2009

웨인 주립 대학교

디트로이트, 미시건

석사의 비즈니스 Admistration (MBA 과정)의

간행물
"컴퓨터에 침입 방지 오픈 컴퓨팅 환경이다."도서관 및 아카이브 보안, 16 (2), 2001

보증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2005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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