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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대학(NYU)대학원, 박사(PH.D)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대학원, 산업디자인 석사(MID)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전공, 석사(MF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산업디자인 전공, 학사(BFA)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3년과제 책임연구원:

<과제명: 급진적 디자인: 동아시아 근대 그래픽디자인의 러시아 구성주의 수용과 변용>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과제 책임연구원

시인 김기림기념비(일본 도호쿠대) 디자인 책임연구원

서울시 씨네마테크 건립 국제지명공모 심사위원

서울대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과제 책임연구원

영국 브라이튼대 졸업전 심사위원 및 시상식 연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겸무연구원

서울대미술관 실무위원

서울대박물관 운영위원

서울대 주관 법무부특별교육프로그램 교육

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학자 연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설계전공위원회 위원

제1회 일맥아트프라이즈(ilmac Art Prize) 심사위원

고암 이응노생가미술관 건립 운영위원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자문위원

국회문화브랜드 경관조명건축소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영상문화학회 학술기획이사

한국최초 디자인전문비평지 <디자인문화비평>(안그라픽스) 창간 / 편집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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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 대학정책학회

공로상,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올해의 디자인상(저술부문:<21세기디자인문화탐사>), 월간디자인

Min-Soo Kim, 2003. "Mapping a Graphic Genome: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Designers", <Visible Language>,vol. 

37.2, 168-205.

Min-Soo Kim, 1999. "An Eccentric Reversible Reaction: Yi Sang's

Experimental Poetry in the 1930s and Its Meaning to Contemporary 

Design,"<Visible Language>, vol. 33.3, 196-235.

창작과 표현으로 본 북한선전화: 1950년대 이후 북한 선전화 양식의 형성과 변화“ 

<아시아 리뷰> 제11권 1호, 

“통일과 평화를 위한 문화예술 교과목 개발연구: 북한의 일상과 문화예술” 

<통일과 평화> 9집 제2호,   

“무능현실 전능예술의 역설: 오타쿠 문화와 무라카미 다카시로 본 일본”

<일본비평> 제5호    

“이상 시의 시공간 의식과 현대 디자인적 가상공간” <한국시학연구> 제26호

“(구)충남도청사 본관 문양도안의 상징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8권5호,       

외 다수      

이상 평 전: 모조근대의 살해자 이상의 삶과 예술 (그린비)

김민수의 문화사랑방 디자인사랑방 (그린비)

한국 도시 디자인탐사 (그린비)

 - 중국어번역판: 韓國城市设计』, trans. by 朴正俸, 周毅, Shanghai: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16.

 - 베트남어번역판:  Khám Phá Thiết kế đô thị Hàn Quốc, trans. by Pham Quynh 

Giang, HoChiMinh: NXB Văn hoá -  Văn nghệ, 2018.

필로디자인 (그린비)

김민수의 문화 디자인 (다우)

21세기 디자인문화 탐사 (솔)

모던디자인비평: 포스트모던 · 해체의 이해 (안그라픽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