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직위

전공분야

연구실

전화

이메일

학력 1990 KAIST 산업디자인, 학사 (BS)

1993 KAIST 산업디자인, 석사 (MS)

1997 New York University,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 Programs(ITP), 석사 (MPS)

2013  KAIST 산업디자인, 박사 (Ph.D in Design)

경력

교내활동

2013-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정교수

2008

2011.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2008-201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공주임

2006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USA 파견교수

2002-200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1997-2002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사. 겸임교수

1997-1999 우송대학부설 뉴미디어 디자인센터/실장 및 강의 전담 교수

1992-1993 서울산업대학교, 동덕여대 시간강사

1999-2002 ㈜네타워크 CEO 및 Creative Director (웹/통합브랜드, 디자인 전문 기업)

1996-1997 Time Inc. New York, USA, Pathfinder Web/3D Designer

1990-1991 대우전자시스템사업부Smart Kitchen 제품/인테리어/시스템 디자이너

2012 IST(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운영위원

2011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미래디자인 연구분과 연구위원

2011 미술대학 통합창의 연계전공 CCDC 준비위원회 조직위원장

201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외협력실장 

2011 서울대학교 경력관리위원회 운영위원

2010 서울대학교 정보화위원회 운영위원

2009- 2011

2009- 2011

서울대학교 입시위원회 입시관리위원

서울대학교 홍보처, 서울대학교 웹사이트 개편/웹 접근성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연계전공 글로벌창의교육사업(IDEA)단장. 
통합창의프로그램 주임교수,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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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활동

자문/심사활동 

2013-2015   CHI 2015 유치 준비 부위원장

2012-2014

2012 

   한국 HCI학회 부회장

2010-2013 한국디자인경영학회 (KIDM) 홍보섭외 부회장, 좌장

2010 한국 HCI학회 (HCIK) 상임이사 

2010-2012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KCGS) 부회장

2010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KIPFA) 최고위원

2009-2010 한국 HCI학회 2010 공동 조직위원장

200 한국 HCI학회 2010 디자인분야 학술 위원, 한국 HCII 좌장

2009- 디지털디자인학회 이사

2004- 2012 IDCC/ 국제디자인문화컨퍼런스 주관, 기획, 진행, 사회

2008-2009 세계디자인학회(IASDR 2009) 조직위원

2008-2011 인포디자인학회 이사

2007 KEER200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ansei Engineering and 
Emotion Research) 좌장

2005 한국디자인학회(KSDS) 상임이사 2004-2011 좌장

2004 디지털디자인학회(2009~) 
ADADA(Asia Digital Art and Design Association), 인포디자인학회(KSID)      
기초조형학회(2011~), HCI(Human Computer Interface) 논문 심사 위원

2003 IASDR, ADADA, HCII, DRS, Asia Journal of Design 국제논문 심사위원

2003-2005 한국 HCI학회 조직위원, 디자인 전시 위원

2003 인간공학학회, SIGUI 운영위원

1998-1999

1998

KAID(한국산업디자인협회) InterDesign 99 Seoul 추진위원

KAID(Korean Association of Industrial Designers) 정회원

1998-2001 Korea Computer Art Association(KCAA) 멀티미디어분과 위원장

1995-1997 New York Siggraph/Alias User Group 회원

1992-1993 한국 컴퓨터 그래픽 협의회(KICOG) 간사

융복합디자인학회 (Society of Design Convergence)부회장  

 
 

2013-2015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위원

2013-3014 

2013-2014

   한국연구재단 융복합 CP Board 자문 및 심사위원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심사위원

2012 한국진흥연구재단 융복합 부분 심사위원

2011-2012 삼성전자 DMC연구소 자문교수

2011 서울대학교 홍보처, 서울대학교 웹사이트 개편/웹 접근성  자문위원

2011 삼성전자 GDI 심사

2008-201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영 자문 위원회 위원

2008-2010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

200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가지식포털 명칭공모전 심사위원

2008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 평가 주제 전문가 심사위원

2007 조선일보광고대상 심사위원

2007-2008 GD마크, KIDP주관 심사위원

2005 삼천리 50주년 행사 아이덴티티 심사 및 자문위원

서울디자인재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브랜드 포지셔닝 및 
통합마케팅부분 품질관리위원 및 자문위원

 

 
 

2015.08      2014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 인공물의 진화, 학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8      2014 Brain Fusion Program 예술 창의성과 공학 창의성 간의 내적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책임

2014.12      2014 예술체육분야(ASK) 사업모형 개발연구, 학진, 덕성여자대학교,   

 한국,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2014.12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 에너지 IoT 서비스 개발  

 , 부산대학교 한국, 책임

2014.11      LG KIZ ON 차기 UX 기획, LG전자, 한국, 책임

2014.08      신개념 TV UX 시나리오, 삼성전자, 한국, 책임

2014.08      Sustainable Urban life, 한국 임프레스미디어, 책임,  ISBN 

2014.07      차별화 Wearable Device 용도 및 Form factor 발굴, 삼성전자, 한국 

2014.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KDRI, 책임

2013.10      인공물의 진화패턴 사회변화를 읽는 새로운 창, 한국 SNU Brain Fusion 

2013.09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해 인문학적으로 유용한 신체 동작 선정,   

 삼성종기원, 한국, KDRI, 책임

2013.07       Body 인식을 활용한 DTV UX 시나리오 발굴, 삼성전자, 한국, KDRI, 책임

2013.08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을 활용한 혁신적인 Multi-Modal 제스처 Interaction  

 , 현대모비스, KDRI, 책임 

2012.12      통합창의디자인 01: 사용자 경험이 융합 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서울대학교, 챕터저자, ISBN 978-89-93941-48-7  93630

2011.12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시그포럼, 2,   

 이종윤, 윤주현 

2012.09     Intercontinental Hotel, Visual Identity Development & Customer   

 Experience Design for InterContinental Hotel , KDRI, 책임

2012.09     스마트카,홈에서의 안전한 Fluid Experience를 위한 모바일폰 시나리오  

 제안, Samsung Electronics , KDRI, 책임

2012.08     G-market, Gmarket 웹사이트 사용성 및 브랜드 평가 제안, KDRI, 책임

2012.08 Samsung SDS AMERICA, Service Design of Que Management for   

 Chase Bank, KDRI, 책임

2012.00      SKT, 그린아이티 : 디자인과 IT 기술을 잇는 서스테이너블 정보 그래픽   

 디자인, 임프레스 미디어, 책임, ISBN 978-89-87225-54-8 13300

2011.06      UX DESIGN 기본교육과정, LG electronics  디자인경영센터, 챕터 저자

2011.12       서울대 법대 넥타이 디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책임 

2012.07      삼성생명, Samsung Life Insurance Leaflet Design Project, 책임

2012.03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원, 국회의원 투표 성향 기반 인적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KDRI, 책임

2012.01     현대자동차, 차량내 유용한 제스처 Use Case 발굴 및 User Interaction  

 Design 제안, KDRI, 책임

2011.11      서울대학교 예술,디자인중심 융합심화교육방법과 시스템 대안에 대한   

 연구, KDRI, 책임

2011.11      삼성전자, 차량 내  interaction 제안 및 시나리오발굴, KDRI, 책임

2011.06      제오스페이스 smartplus를 위한 참여형 미래기반 인트라넷 UX 제안,   

 KDRI, 책임, ISBN 978-89-91056-37-4 93630

2011.05      LG 곤지암 리조트 customer insight에 따른 전략적 서비스 디자인 제안,  

 KDRI, 책임,  ISBN 978-89-91056-38-1 93630 

2011        KT Olleh.com 웹디자인 프로토타입개발 

2011.04      소셜 커머스 서비스 BI 및 프로토타입 개발, KDRI,책임, 

 ISBN 978-89-91056-39-8 93630

2011.02      DDP명소화를 위한 기본 콘텐츠 기획, 서울디자인재단, 책임

2010.12      Siggraph Asia 2010 Showcase book, Korea Siggaph

2010.11      디자인산업 현재와 미래, KIDP, 챕터저자, pp.1-69

2010.10      Creativity Enhanced Methods in interaction Design, Transdisciplinary  

 "Creativity", VSMM, 워크샵 진행자, pp.46-66

2010.09      UX 조직의 프로세스와 동향 분석을 통한 자동차 UX디자인 대응 전략, 

2010 AEES 심포지엄, 현대자동차 NGV, 세미나, pp. 3-70

2010.04      Integrated User Experience Design (for QOOK UI/GUI standardization)  

 KDRI, 책임, ISBN 978-89-91056-33-69

2010.04      QOOK DI/ PUI,GUI Manual, 브랜드 통합프로젝트  KDRI, GUI 부분책임

2010.06      디자인백서 2009 선행연구_제 9장 디자인국제교류, 문화관광부,   

 챕터저자, ISBN 9788996523406 

2010.05      미술대학 입시 면접 매뉴얼 개발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동저자,  

 책임 : 윤동천 

2010.03      special theme1_행동을 바꾸는 디자인의 힘_사회 혁신 디자인, Asia   

 Design Journal, KDRI, special theme 기고, pp.40-45, 

 ISBN 1738-3838 (저널)

2010.04      Web Korea 2010 Annual, 웹어워드위원회, 공동, p.40, p.62, 

 ISBN 978-89-87225-51-7

2010.02      Alex VG 응용 모바일 폰을 위한 터치 인터페이스 디자인, KDRI, 책임,   

 ISBN 978-89-91056-34-3 93

2009.07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rend, KDRI,  책임, 

 ISBN 978-89-91056-23-7

2008.07      mPOS Envisioning new business, 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 책임, 

 ISBN 978-89-91056-70-1

2008.01      KT Mega TV Next Generation UI, KDRI, 책임, 

 ISBN 978-89-91056-28-2

2008.01      U life UI Design,유비커터스 공간을 위한 감성인터랙션 디자인 - Series1  

 ,KDRI, 책임, ISBN 978-89-91056-27-5

2008.05      U life UI Design,유비커터스 공간을 위한 감성인터랙션 디자인 - Series2  

  KDRI, 책임, ISBN 978-89-91056-29-9

2007.12      모바일웹폰개발을 위한 모바일 인터넷기술 및 서비스 트랜드 예측,   

 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 책임, ISBN 978-89-91056-24-4

2007.06      KETEP Brand Identity Manual, 한국에너지자원기획평가원, 책임 

2007.12      다이나믹 인터랙션 (Information Interaction Design Process Boo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ISBN 978_89_91056_21_3

2007.09      감성GUI평가프레임|Emotioanl GUI Evaluation Fram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ISBN 978-89-91056-21-3

2005.10      영상회의 시스템의 identity구축 및 User interface의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2005.05      감성시대의 유저인터페이스의 현위치와 전문가들의 연구사례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책임, ISBN 89-91056-13-4

2004.11      한중일 모바일폰 비교분석을 통한 디자인 동향과 사용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동

2004.02      디지털시대의 비쥬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역사적 조명,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책임, ISBN 89-910-5600-893630

2002.10     미술대 박사학위 신설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동, 

 책임 : 권영걸

2002.08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용설명서 개선에 관한 연구_identity 확립과 사용성  

 개선을 중심으로, 삼성디자인 경영센타 , (주) 네타워크, 책임

2002.08      Digital Appliances Manual Style Guide ver.1.0, 삼성디자인 경영센타,  

 (주)네타워크, 책임

2001.11      7C4I 기준에 입각한 LG 텔레콤의 전사 웹사이트의 분석 및 평가, LG  

 텔레콤,(주)네타워크, 책임

2001.11      다양한 디자인요소의 통합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례,   

 NiiS디자인연구소, (주)네타워크, 책임

2001.10      온,오프라인 통합 아이덴티티 확장을 위한 전략 및 프로토타입, SK   

 C&C,(주)네타워크, 책임

2001.09      네타워크의 웹 스타일 가이드의 모형 구축, NiiS디자인연구소,    

 (주)네타워크, 책임

2001.09      디지털 시대가 원하는 통합 아이덴티티_변화하는 미디어, 변신하는 웹   

 디자이너, 윤디자인, (주)네타워크, 책임, 공동, pp. 1~138 

2001.04      스틸엔닷컴 steel-n.com의 디자인 전략 보고서_다국어 사이트 제작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 중심으로, 포스코, 액트시스템,(주)네타워크, 책임

2000.12     포레스트코리아 Forestkorea.org 제작에 관한 최종 보고서_integrated   

 identity 요소를 중심으로, 유한킴벌리, (주) 네타워크, 책임

1998.08     디지털 환경의 디자인 프로세스 모형개발과 영향요소 분석_   

 정보전달제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도시보행자 안내시스템 디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연구원

1989      한국 컴퓨터아트 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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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활동

연구실적/저서

2004-2010   Web Design Korea, 임프레스, Web of the Month 심사위원 최고위원

2003 

2001-2001 

   국회예산정책처 로고,심벌마크 응모작 심사위원

2000.10.22 컴퓨터 아트협회 주최 캐릭터 공모전 심사위원장

1999-2000 국제 컴퓨터아트대전 멀티미디어부분 심사위원

1999-2000 나래 & Company, 하이홈, LGTelecom 자문위원

1998.09.25 한국통신/SBS/전자신문 주최 한국인터넷대상 (디자인부분) 심사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 Designdb.com/edesignacademy.com 자문위원  

 
 

2015.08      2014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 인공물의 진화, 학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8      2014 Brain Fusion Program 예술 창의성과 공학 창의성 간의 내적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책임

2014.12      2014 예술체육분야(ASK) 사업모형 개발연구, 학진, 덕성여자대학교,   

 한국,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2014.12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 에너지 IoT 서비스 개발  

 , 부산대학교 한국, 책임

2014.11      LG KIZ ON 차기 UX 기획, LG전자, 한국, 책임

2014.08      신개념 TV UX 시나리오, 삼성전자, 한국, 책임

2014.08      Sustainable Urban life, 한국 임프레스미디어, 책임,  ISBN 

2014.07      차별화 Wearable Device 용도 및 Form factor 발굴, 삼성전자, 한국 

2014.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KDRI, 책임

2013.10      인공물의 진화패턴 사회변화를 읽는 새로운 창, 한국 SNU Brain Fusion 

2013.09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해 인문학적으로 유용한 신체 동작 선정,   

 삼성종기원, 한국, KDRI, 책임

2013.07       Body 인식을 활용한 DTV UX 시나리오 발굴, 삼성전자, 한국, KDRI, 책임

2013.08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을 활용한 혁신적인 Multi-Modal 제스처 Interaction  

 , 현대모비스, KDRI, 책임 

2012.12      통합창의디자인 01: 사용자 경험이 융합 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서울대학교, 챕터저자, ISBN 978-89-93941-48-7  93630

2011.12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시그포럼, 2,   

 이종윤, 윤주현 

2012.09     Intercontinental Hotel, Visual Identity Development & Customer   

 Experience Design for InterContinental Hotel , KDRI, 책임

2012.09     스마트카,홈에서의 안전한 Fluid Experience를 위한 모바일폰 시나리오  

 제안, Samsung Electronics , KDRI, 책임

2012.08     G-market, Gmarket 웹사이트 사용성 및 브랜드 평가 제안, KDRI, 책임

2012.08 Samsung SDS AMERICA, Service Design of Que Management for   

 Chase Bank, KDRI, 책임

2012.00      SKT, 그린아이티 : 디자인과 IT 기술을 잇는 서스테이너블 정보 그래픽   

 디자인, 임프레스 미디어, 책임, ISBN 978-89-87225-54-8 13300

2011.06      UX DESIGN 기본교육과정, LG electronics  디자인경영센터, 챕터 저자

2011.12       서울대 법대 넥타이 디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책임 

2012.07      삼성생명, Samsung Life Insurance Leaflet Design Project, 책임

2012.03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원, 국회의원 투표 성향 기반 인적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KDRI, 책임

2012.01     현대자동차, 차량내 유용한 제스처 Use Case 발굴 및 User Interaction  

 Design 제안, KDRI, 책임

2011.11      서울대학교 예술,디자인중심 융합심화교육방법과 시스템 대안에 대한   

 연구, KDRI, 책임

2011.11      삼성전자, 차량 내  interaction 제안 및 시나리오발굴, KDRI, 책임

2011.06      제오스페이스 smartplus를 위한 참여형 미래기반 인트라넷 UX 제안,   

 KDRI, 책임, ISBN 978-89-91056-37-4 93630

2011.05      LG 곤지암 리조트 customer insight에 따른 전략적 서비스 디자인 제안,  

 KDRI, 책임,  ISBN 978-89-91056-38-1 93630 

2011        KT Olleh.com 웹디자인 프로토타입개발 

2011.04      소셜 커머스 서비스 BI 및 프로토타입 개발, KDRI,책임, 

 ISBN 978-89-91056-39-8 93630

2011.02      DDP명소화를 위한 기본 콘텐츠 기획, 서울디자인재단, 책임

2010.12      Siggraph Asia 2010 Showcase book, Korea Siggaph

2010.11      디자인산업 현재와 미래, KIDP, 챕터저자, pp.1-69

2010.10      Creativity Enhanced Methods in interaction Design, Transdisciplinary  

 "Creativity", VSMM, 워크샵 진행자, pp.46-66

2010.09      UX 조직의 프로세스와 동향 분석을 통한 자동차 UX디자인 대응 전략, 

2010 AEES 심포지엄, 현대자동차 NGV, 세미나, pp. 3-70

2010.04      Integrated User Experience Design (for QOOK UI/GUI standardization)  

 KDRI, 책임, ISBN 978-89-91056-33-69

2010.04      QOOK DI/ PUI,GUI Manual, 브랜드 통합프로젝트  KDRI, GUI 부분책임

2010.06      디자인백서 2009 선행연구_제 9장 디자인국제교류, 문화관광부,   

 챕터저자, ISBN 9788996523406 

2010.05      미술대학 입시 면접 매뉴얼 개발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동저자,  

 책임 : 윤동천 

2010.03      special theme1_행동을 바꾸는 디자인의 힘_사회 혁신 디자인, Asia   

 Design Journal, KDRI, special theme 기고, pp.40-45, 

 ISBN 1738-3838 (저널)

2010.04      Web Korea 2010 Annual, 웹어워드위원회, 공동, p.40, p.62, 

 ISBN 978-89-87225-51-7

2010.02      Alex VG 응용 모바일 폰을 위한 터치 인터페이스 디자인, KDRI, 책임,   

 ISBN 978-89-91056-34-3 93

2009.07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rend, KDRI,  책임, 

 ISBN 978-89-91056-23-7

2008.07      mPOS Envisioning new business, 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 책임, 

 ISBN 978-89-91056-70-1

2008.01      KT Mega TV Next Generation UI, KDRI, 책임, 

 ISBN 978-89-91056-28-2

2008.01      U life UI Design,유비커터스 공간을 위한 감성인터랙션 디자인 - Series1  

 ,KDRI, 책임, ISBN 978-89-91056-27-5

2008.05      U life UI Design,유비커터스 공간을 위한 감성인터랙션 디자인 - Series2  

  KDRI, 책임, ISBN 978-89-91056-29-9

2007.12      모바일웹폰개발을 위한 모바일 인터넷기술 및 서비스 트랜드 예측,   

 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 책임, ISBN 978-89-91056-24-4

2007.06      KETEP Brand Identity Manual, 한국에너지자원기획평가원, 책임 

2007.12      다이나믹 인터랙션 (Information Interaction Design Process Boo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ISBN 978_89_91056_21_3

2007.09      감성GUI평가프레임|Emotioanl GUI Evaluation Fram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ISBN 978-89-91056-21-3

2005.10      영상회의 시스템의 identity구축 및 User interface의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2005.05      감성시대의 유저인터페이스의 현위치와 전문가들의 연구사례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책임, ISBN 89-91056-13-4

2004.11      한중일 모바일폰 비교분석을 통한 디자인 동향과 사용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동

2004.02      디지털시대의 비쥬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역사적 조명,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책임, ISBN 89-910-5600-893630

2002.10     미술대 박사학위 신설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동, 

 책임 : 권영걸

2002.08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용설명서 개선에 관한 연구_identity 확립과 사용성  

 개선을 중심으로, 삼성디자인 경영센타 , (주) 네타워크, 책임

2002.08      Digital Appliances Manual Style Guide ver.1.0, 삼성디자인 경영센타,  

 (주)네타워크, 책임

2001.11      7C4I 기준에 입각한 LG 텔레콤의 전사 웹사이트의 분석 및 평가, LG  

 텔레콤,(주)네타워크, 책임

2001.11      다양한 디자인요소의 통합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례,   

 NiiS디자인연구소, (주)네타워크, 책임

2001.10      온,오프라인 통합 아이덴티티 확장을 위한 전략 및 프로토타입, SK   

 C&C,(주)네타워크, 책임

2001.09      네타워크의 웹 스타일 가이드의 모형 구축, NiiS디자인연구소,    

 (주)네타워크, 책임

2001.09      디지털 시대가 원하는 통합 아이덴티티_변화하는 미디어, 변신하는 웹   

 디자이너, 윤디자인, (주)네타워크, 책임, 공동, pp. 1~138 

2001.04      스틸엔닷컴 steel-n.com의 디자인 전략 보고서_다국어 사이트 제작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 중심으로, 포스코, 액트시스템,(주)네타워크, 책임

2000.12     포레스트코리아 Forestkorea.org 제작에 관한 최종 보고서_integrated   

 identity 요소를 중심으로, 유한킴벌리, (주) 네타워크, 책임

1998.08     디지털 환경의 디자인 프로세스 모형개발과 영향요소 분석_   

 정보전달제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도시보행자 안내시스템 디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연구원

1989      한국 컴퓨터아트 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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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2014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 인공물의 진화, 학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8      2014 Brain Fusion Program 예술 창의성과 공학 창의성 간의 내적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책임

2014.12      2014 예술체육분야(ASK) 사업모형 개발연구, 학진, 덕성여자대학교,   

 한국,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2014.12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 에너지 IoT 서비스 개발  

 , 부산대학교 한국, 책임

2014.11      LG KIZ ON 차기 UX 기획, LG전자, 한국, 책임

2014.08      신개념 TV UX 시나리오, 삼성전자, 한국, 책임

2014.08      Sustainable Urban life, 한국 임프레스미디어, 책임,  ISBN 

2014.07      차별화 Wearable Device 용도 및 Form factor 발굴, 삼성전자, 한국 

2014.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KDRI, 책임

2013.10      인공물의 진화패턴 사회변화를 읽는 새로운 창, 한국 SNU Brain Fusion 

2013.09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해 인문학적으로 유용한 신체 동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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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챕터저자, ISBN 978-89-93941-48-7  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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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     포레스트코리아 Forestkorea.org 제작에 관한 최종 보고서_integrated   

 identity 요소를 중심으로, 유한킴벌리, (주) 네타워크, 책임

1998.08     디지털 환경의 디자인 프로세스 모형개발과 영향요소 분석_   

 정보전달제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도시보행자 안내시스템 디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연구원

1989      한국 컴퓨터아트 작품집

2014.12.12 SK Creative Challenge 최우수상 수상 - BIKON (이 구, 김소영, 박윤모,  

 조명국, 이회준)지도, 통합개발스튜디오 수업 결과물, HCI KOREA 2015  

2014.12.12 SK Creative Challenge 우수상 수상 - Green Stcick (송기서, 양미소,   

 안승호, 강지현, 김지웅) 지도, 통합개발스튜디오 수업 결과물, 

 HCI KOREA 2015  

2014.11 제 4회 CCDC 2014  금상 수상 - EZU (이제호, 김혜원, 양지영, 이은섭,  

 반규성, 한재석,  김민영 지도) 지도, 제 4회 CCDC 2014

2013.11.25 국가발전기여 장관표창장 수상-창의적 ICT 정보확산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활동을 실천한 공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실천유공 표창장 3908호

2013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4 ‘2013년을 빛낸 세계명사’ 선정,  

 Marquis Who’s Who

2014.02.14 SK Creative Challenge 대상 수상,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이쿵(이범진, 안예슬, 오세봉, 정혜리, 황윤식, 유소현) 지도,  

 통합개발스튜디오 수업 결과물. HCI KOREA 2014 

2011  User Friendly - best student paper 장엽지도 

2010.12.01 과학일러스트공모전 1등 - 윤영원 지도, 동아 사이언스, 수상

2010.12.01 과학일러스트공모전 2등 - 서유경, 변지민 지도, 동아 사이언스, 수상

2010.12.01 과학일러스트공모전 3등 - 권송천 지도, 동아 사이언스, 수상

2009.08.10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 Print Communications, 

 Semifinalist 윤영원 지도, Adobe Inc, 수상

2009.07.07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Illustration, Print Communication,  

 Semifinalist 박혜빈 지도, Adobe Inc ,수상

2007.10.20 KSDS대학생 학술대회 우수논문 지도교수상, 한국디자인학회, 수상

2007 과학발명대회 대통령상. 지도(고등학생 부분), 청소년발명경진대회, 수상

2007 Adobe Communication 부분 Finalist 수상 지도, Adobe Inc, 수상

2004 KSDS 대학생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지도, 한국디자인학회, 수상

2004 대통령상, 바지 옷걸이 지도, 청소년발명경진대회, 수상

수상경력

전시경력 2014.12.12-12.14 SK Creative Challenge Exhibition, 교외, HCI Korea 2015,   

 그랜드힐튼 컨벤션홀, 한국

2014.10.26-11.21 Urban Media Design Exhibition, 국제전시, Cornell University,    

 미국

2014.09.25-09.30 Smart City Expo 2014, 국제전시, Tsinghua University, 중국

2014.06.29-07.02 International Urban Media 3rd Exhibition, 국제전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2014.02.12-02.14 SK Creative Challenge Exhibition, 교외, HCI Korea 2014,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한국

2013.11.02-11.08 Garth Walker: 아프리카의 AID퇴치를 위한 계몽 포스터 전시 기획,   

 교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2013.06.08 Cumlus 2013 Kalmar - ‘Without Effort to Reduc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참여, 국제전시, Cumulus, 스웨덴 Pukeberg

2013.09.26-10.03 2013 Beijing Design Week, 국제전시, 중국 베이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Intermedia Lab

2013.06 2013 2nd International Urban Media Design Exhibition, 국제전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Intermedia Lab. (Sponsored by ICD SNU), 

2012.06 2012 1st International Urban Media Design Exhibition, 국제전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Intermedia Lab. (Sponsored by ICD SNU)

2011.06 Information Interaction Design 과제전, 교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2010.12 대학 Lab. 초대전 : Intermedia Lab. 연구동향 전시, 국제전시,   

 Sigraph Asia 2010, Sigraph Asia, 한국 COEX

2010.10 2010 그린+유(Green+You) 국제 환경 포스터 전시회, 국제전시,  

 두성인더페이퍼, 한국

2010.09 Shanghai Cumulus 2010 - Cumulus 20th Anniversary Exhibition  

 국제전시, Cumulus, Tongji university, 중국 상하이

2010.06 Info Design 과제전, 교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한국

2008.06 Sight in sight  : Mpos- Envisioning new Business, 교내, 

 BK사업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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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2014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 인공물의 진화, 학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8      2014 Brain Fusion Program 예술 창의성과 공학 창의성 간의 내적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 공동연구원

2015.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책임

2014.12      2014 예술체육분야(ASK) 사업모형 개발연구, 학진, 덕성여자대학교,   

 한국, 공동연구원 자문위원

2014.12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 에너지 IoT 서비스 개발  

 , 부산대학교 한국, 책임

2014.11      LG KIZ ON 차기 UX 기획, LG전자, 한국, 책임

2014.08      신개념 TV UX 시나리오, 삼성전자, 한국, 책임

2014.08      Sustainable Urban life, 한국 임프레스미디어, 책임,  ISBN 

2014.07      차별화 Wearable Device 용도 및 Form factor 발굴, 삼성전자, 한국 

2014.05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한국, KDRI, 책임

2013.10      인공물의 진화패턴 사회변화를 읽는 새로운 창, 한국 SNU Brain Fusion 

2013.09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해 인문학적으로 유용한 신체 동작 선정,   

 삼성종기원, 한국, KDRI, 책임

2013.07       Body 인식을 활용한 DTV UX 시나리오 발굴, 삼성전자, 한국, KDRI, 책임

2013.08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을 활용한 혁신적인 Multi-Modal 제스처 Interaction  

 , 현대모비스, KDRI, 책임 

2012.12      통합창의디자인 01: 사용자 경험이 융합 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서울대학교, 챕터저자, ISBN 978-89-93941-48-7  93630

2011.12      역할 이론을 활용한 아바타의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시그포럼, 2,   

 이종윤, 윤주현 

2012.09     Intercontinental Hotel, Visual Identity Development & Customer   

 Experience Design for InterContinental Hotel , KDRI, 책임

2012.09     스마트카,홈에서의 안전한 Fluid Experience를 위한 모바일폰 시나리오  

 제안, Samsung Electronics , KDRI, 책임

2012.08     G-market, Gmarket 웹사이트 사용성 및 브랜드 평가 제안, KDRI, 책임

2012.08 Samsung SDS AMERICA, Service Design of Que Management for   

 Chase Bank, KDRI, 책임

2012.00      SKT, 그린아이티 : 디자인과 IT 기술을 잇는 서스테이너블 정보 그래픽   

 디자인, 임프레스 미디어, 책임, ISBN 978-89-87225-54-8 13300

2011.06      UX DESIGN 기본교육과정, LG electronics  디자인경영센터, 챕터 저자

2011.12       서울대 법대 넥타이 디자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책임 

2012.07      삼성생명, Samsung Life Insurance Leaflet Design Project, 책임

2012.03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원, 국회의원 투표 성향 기반 인적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KDRI, 책임

2012.01     현대자동차, 차량내 유용한 제스처 Use Case 발굴 및 User Interaction  

 Design 제안, KDRI, 책임

2011.11      서울대학교 예술,디자인중심 융합심화교육방법과 시스템 대안에 대한   

 연구, KDRI, 책임

2011.11      삼성전자, 차량 내  interaction 제안 및 시나리오발굴, KDRI, 책임

2011.06      제오스페이스 smartplus를 위한 참여형 미래기반 인트라넷 UX 제안,   

 KDRI, 책임, ISBN 978-89-91056-37-4 93630

2011.05      LG 곤지암 리조트 customer insight에 따른 전략적 서비스 디자인 제안,  

 KDRI, 책임,  ISBN 978-89-91056-38-1 93630 

2011        KT Olleh.com 웹디자인 프로토타입개발 

2011.04      소셜 커머스 서비스 BI 및 프로토타입 개발, KDRI,책임, 

 ISBN 978-89-91056-39-8 93630

2011.02      DDP명소화를 위한 기본 콘텐츠 기획, 서울디자인재단, 책임

2010.12      Siggraph Asia 2010 Showcase book, Korea Siggaph

2010.11      디자인산업 현재와 미래, KIDP, 챕터저자, pp.1-69

2010.10      Creativity Enhanced Methods in interaction Design, Transdisciplinary  

 "Creativity", VSMM, 워크샵 진행자, pp.46-66

2010.09      UX 조직의 프로세스와 동향 분석을 통한 자동차 UX디자인 대응 전략, 

2010 AEES 심포지엄, 현대자동차 NGV, 세미나, pp. 3-70

2010.04      Integrated User Experience Design (for QOOK UI/GUI standardization)  

 KDRI, 책임, ISBN 978-89-91056-33-69

2010.04      QOOK DI/ PUI,GUI Manual, 브랜드 통합프로젝트  KDRI, GUI 부분책임

2010.06      디자인백서 2009 선행연구_제 9장 디자인국제교류, 문화관광부,   

 챕터저자, ISBN 9788996523406 

2010.05      미술대학 입시 면접 매뉴얼 개발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동저자,  

 책임 : 윤동천 

2010.03      special theme1_행동을 바꾸는 디자인의 힘_사회 혁신 디자인, Asia   

 Design Journal, KDRI, special theme 기고, pp.40-45, 

 ISBN 1738-3838 (저널)

2010.04      Web Korea 2010 Annual, 웹어워드위원회, 공동, p.40, p.62, 

 ISBN 978-89-87225-51-7

2010.02      Alex VG 응용 모바일 폰을 위한 터치 인터페이스 디자인, KDRI, 책임,   

 ISBN 978-89-91056-34-3 93

2009.07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rend, KDRI,  책임, 

 ISBN 978-89-91056-23-7

2008.07      mPOS Envisioning new business, 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 책임, 

 ISBN 978-89-91056-70-1

2008.01      KT Mega TV Next Generation UI, KDRI, 책임, 

 ISBN 978-89-91056-28-2

2008.01      U life UI Design,유비커터스 공간을 위한 감성인터랙션 디자인 - Series1  

 ,KDRI, 책임, ISBN 978-89-91056-27-5

2008.05      U life UI Design,유비커터스 공간을 위한 감성인터랙션 디자인 - Series2  

  KDRI, 책임, ISBN 978-89-91056-29-9

2007.12      모바일웹폰개발을 위한 모바일 인터넷기술 및 서비스 트랜드 예측,   

 미래문화디자인사업단, 책임, ISBN 978-89-91056-24-4

2007.06      KETEP Brand Identity Manual, 한국에너지자원기획평가원, 책임 

2007.12      다이나믹 인터랙션 (Information Interaction Design Process Boo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ISBN 978_89_91056_21_3

2007.09      감성GUI평가프레임|Emotioanl GUI Evaluation Fram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ISBN 978-89-91056-21-3

2005.10      영상회의 시스템의 identity구축 및 User interface의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책임

2005.05      감성시대의 유저인터페이스의 현위치와 전문가들의 연구사례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책임, ISBN 89-91056-13-4

2004.11      한중일 모바일폰 비교분석을 통한 디자인 동향과 사용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동

2004.02      디지털시대의 비쥬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역사적 조명,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책임, ISBN 89-910-5600-893630

2002.10     미술대 박사학위 신설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동, 

 책임 : 권영걸

2002.08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용설명서 개선에 관한 연구_identity 확립과 사용성  

 개선을 중심으로, 삼성디자인 경영센타 , (주) 네타워크, 책임

2002.08      Digital Appliances Manual Style Guide ver.1.0, 삼성디자인 경영센타,  

 (주)네타워크, 책임

2001.11      7C4I 기준에 입각한 LG 텔레콤의 전사 웹사이트의 분석 및 평가, LG  

 텔레콤,(주)네타워크, 책임

2001.11      다양한 디자인요소의 통합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례,   

 NiiS디자인연구소, (주)네타워크, 책임

2001.10      온,오프라인 통합 아이덴티티 확장을 위한 전략 및 프로토타입, SK   

 C&C,(주)네타워크, 책임

2001.09      네타워크의 웹 스타일 가이드의 모형 구축, NiiS디자인연구소,    

 (주)네타워크, 책임

2001.09      디지털 시대가 원하는 통합 아이덴티티_변화하는 미디어, 변신하는 웹   

 디자이너, 윤디자인, (주)네타워크, 책임, 공동, pp. 1~138 

2001.04      스틸엔닷컴 steel-n.com의 디자인 전략 보고서_다국어 사이트 제작을   

 위한 스타일 가이드 중심으로, 포스코, 액트시스템,(주)네타워크, 책임

2000.12     포레스트코리아 Forestkorea.org 제작에 관한 최종 보고서_integrated   

 identity 요소를 중심으로, 유한킴벌리, (주) 네타워크, 책임

1998.08     디지털 환경의 디자인 프로세스 모형개발과 영향요소 분석_   

 정보전달제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연구소,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창조적 가로환경 디자인 연구개발_대전직할시 중앙로 광고물 및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보고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

1991.09      도시보행자 안내시스템 디자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공동연구원

1989      한국 컴퓨터아트 작품집

2014.12.12 SK Creative Challenge 최우수상 수상 - BIKON (이 구, 김소영, 박윤모,  

 조명국, 이회준)지도, 통합개발스튜디오 수업 결과물, HCI KOREA 2015  

2014.12.12 SK Creative Challenge 우수상 수상 - Green Stcick (송기서, 양미소,   

 안승호, 강지현, 김지웅) 지도, 통합개발스튜디오 수업 결과물, 

 HCI KOREA 2015  

2014.11 제 4회 CCDC 2014  금상 수상 - EZU (이제호, 김혜원, 양지영, 이은섭,  

 반규성, 한재석,  김민영 지도) 지도, 제 4회 CCDC 2014

2013.11.25 국가발전기여 장관표창장 수상-창의적 ICT 정보확산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활동을 실천한 공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실천유공 표창장 3908호

2013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4 ‘2013년을 빛낸 세계명사’ 선정,  

 Marquis Who’s Who

2014.02.14 SK Creative Challenge 대상 수상,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아이쿵(이범진, 안예슬, 오세봉, 정혜리, 황윤식, 유소현) 지도,  

 통합개발스튜디오 수업 결과물. HCI KOREA 2014 

2011  User Friendly - best student paper 장엽지도 

2010.12.01 과학일러스트공모전 1등 - 윤영원 지도, 동아 사이언스, 수상

2010.12.01 과학일러스트공모전 2등 - 서유경, 변지민 지도, 동아 사이언스, 수상

2010.12.01 과학일러스트공모전 3등 - 권송천 지도, 동아 사이언스, 수상

2009.08.10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 Print Communications, 

 Semifinalist 윤영원 지도, Adobe Inc, 수상

2009.07.07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Illustration, Print Communication,  

 Semifinalist 박혜빈 지도, Adobe Inc ,수상

2007.10.20 KSDS대학생 학술대회 우수논문 지도교수상, 한국디자인학회, 수상

2007 과학발명대회 대통령상. 지도(고등학생 부분), 청소년발명경진대회, 수상

2007 Adobe Communication 부분 Finalist 수상 지도, Adobe Inc, 수상

2004 KSDS 대학생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지도, 한국디자인학회, 수상

2004 대통령상, 바지 옷걸이 지도, 청소년발명경진대회, 수상

2014.12.12-12.14 SK Creative Challenge Exhibition, 교외, HCI Korea 2015,   

 그랜드힐튼 컨벤션홀, 한국

2014.10.26-11.21 Urban Media Design Exhibition, 국제전시, Cornell University,    

 미국

2014.09.25-09.30 Smart City Expo 2014, 국제전시, Tsinghua University, 중국

2014.06.29-07.02 International Urban Media 3rd Exhibition, 국제전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2014.02.12-02.14 SK Creative Challenge Exhibition, 교외, HCI Korea 2014,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 한국

2013.11.02-11.08 Garth Walker: 아프리카의 AID퇴치를 위한 계몽 포스터 전시 기획,   

 교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2013.06.08 Cumlus 2013 Kalmar - ‘Without Effort to Reduc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참여, 국제전시, Cumulus, 스웨덴 Pukeberg

2013.09.26-10.03 2013 Beijing Design Week, 국제전시, 중국 베이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Intermedia Lab

2013.06 2013 2nd International Urban Media Design Exhibition, 국제전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Intermedia Lab. (Sponsored by ICD SNU), 

2012.06 2012 1st International Urban Media Design Exhibition, 국제전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Intermedia Lab. (Sponsored by ICD SNU)

2011.06 Information Interaction Design 과제전, 교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2010.12 대학 Lab. 초대전 : Intermedia Lab. 연구동향 전시, 국제전시,   

 Sigraph Asia 2010, Sigraph Asia, 한국 COEX

2010.10 2010 그린+유(Green+You) 국제 환경 포스터 전시회, 국제전시,  

 두성인더페이퍼, 한국

2010.09 Shanghai Cumulus 2010 - Cumulus 20th Anniversary Exhibition  

 국제전시, Cumulus, Tongji university, 중국 상하이

2010.06 Info Design 과제전, 교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한국

2008.06 Sight in sight  : Mpos- Envisioning new Business, 교내, 

 BK사업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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