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직위

전공분야

연구실

전화

이메일

학력 2004

1994

1985

 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과 박사과정

일본 쯔꾸바대학교 생산미술학과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졸업

경력

단행본

1999-2004

1985-1997

국민대학교 조교수

대우전자(주) 차장

2013

2010

2005

- 인터랙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효용적 사용자 멘탈모델의 추출 및 시각화 기법, 

  기초조형학회 

- 한국전통공간디자인의 고고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유학에서 나타나는 심성구조 및 특성, 감성과학회

2013

2007

- 한국디자인의 새벽 : 김정자,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한국디자인의 새벽 : 민철홍,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한국디자인의 새벽 : 부수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User Interface, Automobile, KDRI

- Package of the Future, KDRI

 

논문

2014

2013

2011

2010

2007

2005

- 전기자동차 인테리어 컨셉 개발, 현대기아자동차

- Health & Wellbeing in Car 2020, 르노삼성자동차

- 차세대 모바일 단말기 디자인 연구, 삼성전자

- Virtual Personal Assistant, 르노삼성자동차

- 차세대 모바일 단말기 컨셉디자인 연구, 삼성전자

- ICT Device Accessory 디자인 개발, SK네트웍스

- User Experience for Cars in 2020, 르노삼성자동차

- Fluidic Driving Interactive System, 현대기아자동차

- Interaction between Physical and Digital worlds, 현대기아자동차

- 강남대로 거리조성 디자인 (마스터플래너), 강남구

- 서울상징개발 마스터플랜, 서울특별시

- 서울시 보행자 및 사설안내표지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특별시

주요 프로젝트

박 영 목 朴 永 穆  Park, YeongMog

교수, 연계전공 통합창의디자인전공주임

제품디자인, User Interface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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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학술발표

- 드로잉의 세계, 세계의 드로잉, 서울대학교 미술관 (단체전)

- 주역과 색, 서울대학교 삼원전시실 (개인전)

2010

2009

2008

2005

2009

- 기계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설계, 한국디자인학회

-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 커뮤니케이션 특성변화, 한국디자인학회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소통원활도 리서치 방법 개발, 한국디자인학회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이내믹 인포메이션 아키텍쳐 설계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 Human Centered Network Usage and Future Management, IASDR

- Development of Color (Light) System Using the Theory of 

  Mathematics and Logics from the Book of Changes, IASDR

- 승용차 인터페이스의 인터랙션 체계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 ‘한류(韓流)’로부터 디자인 ‘한류(韓類)’로, 한국디자인학회

- 유학의 관점으로 본 Identity, ID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