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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SADI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전이 올해로 17회를 맞았습니다.
1995년 SADI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력과 철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체의 다양화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활용폭이 어느 때보다도 넓어진 지금, 학생들은 탄탄
하게 구성된 커리큘럼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위한 국제워크숍, 산학프로젝트 등을 적시적소에서 배움으로써 어떠
한 문제를 접하게 되더라도 순발력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책에 담은 100여 점의 작품들은 SADI에서 3년간의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
는 결과물이란 점에서 SADI의 현재를 평가 받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패기 넘치는 예비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정신이 담긴 작품을 통해 디자인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상
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SADI학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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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

Portfolios
Courses
—

Senior Project
Motion Graphics 1/2
Editorial Design
Digital Publishing
Advertising
Service Innovation Studio1/2
Media Design Studio
Information Graphics 1/2
Identity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communication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강진구
Kang, Jin Ku
topointonine@gmail.com
010–9123-9907

Editorial Design
Digital Publishing
Information Graphics
Interaction Design
Motion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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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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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ays to live

Friend–SHIP

구룡마을에서 살아가는 5가지 방법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지인 5명만 태울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graduation exhibition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휴대폰 주소록에는 약 200여 명의
지인들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정말 나와 친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부터 출발하였다.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전해 갈수록 점점 넓어져만 가는 인간관계의 실제 모습을
표현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주제를 고려하여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전체적으로
게임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였다.

Friend–SHIP
Interaction Design
960×640px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는 서로 다른 두 마을이 존재한다.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와 서울시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이 두 마을은 불과 20분 남짓한 거리를 두고 존재한다.

5 Ways to live
Information Graphics 2
65×205mm,10 pages

월드 맵

랭킹

상점

메일

자신이 등록한 5명의 배를 방문하여 내가
등록한 친구는 누구를 등록했는지 볼 수 있다.

전화 통화 횟수,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의 횟수를
기준으로 한 친구 순위를 볼 수 있다.

일정 연락횟수를 초과하면 쌓이게 되는
코인으로 친구의 캐릭터를 꾸며줄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설치한 지인들끼리 간단한
메세지를 포스팅 할 수 있다.

같은 행정구 내에 위치하였지만 이 두마을은 너무나 다른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 타워팰리스의 사람들은 초호화
주거생활을 누리는 반면 구룡마을의 사람들은 연탄이 떨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하고, 기반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싱크대가 곧 세면대고, 샤워장이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마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구룡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나타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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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ing
구조조정
구조조정: 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겉보기에 긍정적인 성격을 띄고 있지만, 단어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속성을
띄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중적 속성을 갖는다. 효율성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기업의 입장은
일방적인 성격을 띄는 사물들로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에 따라 생기는 네거티브 공간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펼쳤을 때는 한장의 포스터가 되고 접었을 때는 메일링이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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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ucturing : 구조조정
Editorial Design
420×59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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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Dissent
불찬성의 디자인
밀턴 글레이저 전시 도록

영국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가 아카이빙한 포스터를 모아놓은 전시
Design of Dissent 의 전시 도록작업과 그것을 디지털 퍼블리싱한 작업이다. 사회적 발언을 하는 포스터들과
밀턴글레이저와 스티븐 헬러의 인터뷰를 같이 배치하고 각 이미지들과 어울리는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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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Dissent
Editorial Design / Digital Publishing
295×375mm
1024×76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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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Syndrome

후쿠시마 신드롬

수산물 패키지 디자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로 국내 수산물 업계가 울상이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 수입에 관한 엄격한 방침을 두고 원산진 표기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여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지만 이미 굳어진 소비자들의 심리는
좀처럼 변하지를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여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심을 위해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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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KUSHIMA Syndrome
Information Graphics 2
297×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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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n Roll – Handsome Boy Modeling School

키네틱 타이포 그래피

권세영
Kwon, Sai Young
apurerhino@gmail.com
010–7113–8468

프로젝트 그룹 Handsome Boy Modeling School의 Rock’n Roll 의 가사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였다.
힙합계의 두 거장인 Grand Wizard Theodore 와 DJ Jazzy Jeff 가 힙합의 역사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에 힙합
멜로디를 입힌 노래이다. 두 사람의 억양과 말투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서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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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Identity Design
Editorial Design
Advertising

Rock’n Roll–
Handsome boy Modeling School
Motion Graphics 2
1280×7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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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WELL
Web service for Ending note
미래 장례문화 제안 및 연구
마지막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Farewell service
LOGO design /
My own ending Flower page image

본질을 잃어버린 현재의 장례문화

1. 형식적
누구의 장례식인 줄도 모른 채
방문하여 조의금만 내는
문화로 인해 무인 조의금
납부기라는 차가운 서비스가
생성되었다.

2. 낭비
화환의 수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3. 과시
황금으로 만든 수의 등
호화 상품들이 나와
가장 좋은 것으로 꾸며
재력을 과시하려 한다

4. 인맥관리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참석해 그를 기억하기보단
남은 사람들의 지인과
만남을 갖는다.

시장 상황 및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1. 사회구조 변화
현재 한국 사회는 독신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저출산,
개인주의적 사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연구 배경
본 프로젝트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10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처음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위해 축복하고, 그에 대한 기억을 추억하기보단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던 기억만 남는다. <바쁘고 시끄럽고 정신없다> 가 할아버지의 마지막에 대 장례식에 대한 나의
기억이다. 문득 죽음이란 오래전에 예정된 나의 마지막 모습인데, 왜 예고된 죽음이 찾아올 때면 남은 사람들이
경황없이 허둥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의 주인공 즉 죽음의 주 인공이 미리 준비하고
디자인한다면 훨씬 의미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연구의의
장례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적 시도를 통해 미래 가능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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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ending service Design
Senior Project
1280×800px

2. 가치관 변화
관계의 폭이 좁아지면서 점점
가족장, 친구장 등 소규모
장례의 선호 높아지는 중이다.

3. 장기 불황
오랜 불황으로 비싼 장례식
비용 및 조의급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4. 관심증가
웰빙에 이어 웰 다잉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웰다잉 페어가
열리는 등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젝트 목표
현재, 우리의 상황에 알맞은 장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바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장 나다운, 나만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 목표
밝은 컬러 사용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감성적인 접근
키워드
커스터 마이즈 / 정체성 / 소통 /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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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icon design

Menu Design
- 이미지와 구분 지어줄 수 있도록 심플하게 디자인해보았다.
- 시적인 설명을 이용해 죽음에 관한 콘텐츠에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보았다.

Main Page
Web & Application

매체 계획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도구이자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Personal Device를 이용하여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한다.

커뮤니케이션 대상
2030 Young Target : 디바이스 사용에 익숙하고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세대이고, 나아가
이 세대가 중년이 되었을 때 바른 장례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Own my ending service page

My Own Ending
- 나만의 장례를 준비하는 페이지로 매장 방법, 좋아하는 꽃 등을 골라 가장 나답게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 각각을 구성하는 콘텐츠가 메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 커스터마이즈 된 메뉴를 만들 수 있다.

서비스 컨셉
01. 다양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고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다.
02. 죽음을 두려운 것이 아닌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02. 준비할수록 멀어지는 죽음 >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와이어 프레임

Farewell analog service :
Private Book

Farewell service
Information Architecture
22

My Story
- 자신이 남긴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 혹은 영상으로 남기는
공간이다. 간단한 저작기능을 갖고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남긴 기록을 오프라인 책으로 제작
하여 기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나아가 죽음을 맞은 후 이 저작물이 초대/답 조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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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K Modern Art Gallery
아트선재 리브랜딩 제안

Logo & Symbol

Main color

Signage

Basic Application

아트선재는 1998년 설립 이후 15년 동안 변화 없이 아이덴티티 유지해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젊은 층의 문화
및 성향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변화에 맞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아트선재의 젊은 성격을 반영하여 FLASK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아이덴티티를 진행해 보았다. 로고에는 텍스처와
부분 절개를 이용하여 FLASK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설명했고, 볼드 한 서체 사용, 그라데이션 망점을 이용하여
지향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24

Opening Poster

Shopping Bag

Modern Art Gallery Identity Design
Identity Design
594×84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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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T

STRING Type

Murray Fredericks 전시도록 디자인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는 시대는 지났다

graduation exhibition

the SALT : Spine

the SALT : Spread 1

the SALT : Spread 2

Front side

호주 사진작가 Murray Fredericks는 지난 8년간 호주의 가장 크고 유명한 소금 평원인 Eyre에서 촬영을 했다.
완벽하게 평평한 지평선과 그 지평선을 만드는 소금이 거울이 되어 하늘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내어 경이롭고
황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가 담은 미니멀하고 황홀한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 넓고 긴 판형을 이용했고 내지
에서는 자연스러운 시각적 흐름과 동시에 고요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그의 작품을 전시관에서
보는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프레임을 이용하여 책을 구성했다.

26

Museum Book : Murray Fredericks
Editorial Design
285×395mm

Back side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이라는 단계를 밟기 위해 너도나도 스펙에 목매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 현실의 높은 벽과 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성공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는 시대는 지났다> 라는 카피를 만들고 구시대적 발상을 담을 상자와 그것을 꽁꽁 묶어버릴
노끈이라는 상징적 메타포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어둠 속에서 나와 팽팽하게 엉켜있는 노끈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String Type
Editorial Design
594×84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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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STICK MEN CARE

POST IT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매너

생각의 완성, 포스트잇

TV CF conti & Printed

Printed Set

챕스틱은 전체적으로 향과 색상이 같이 떠오르는 여성적인 상품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사용하기
꺼려질 수 있다. 그러나 챕스틱에는 남성을 타깃으로 한 <챕스틱 맨 케어> 등 그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다. 오늘날 남성 그루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자들의 입술 보호제 사용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쇄 광고에서는 신사를 상징하는 나비넥타이를 이용하여
<센스 있는 남자라면 챕스틱을 바른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고 같은 콘셉트로 TV CF를 진행해 보았다.

28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매너
Advertising
420×594mm

graduation exhibition

Elenator advertising

포스트잇은 모든 사람이 쉽게 메모하는 가장 편리한 도구이다.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많은 생각이 잘 정리가 된다는
콘셉트로 <생각의 완성, 포스트잇>이라는 카피를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명한 공식(E=mc2),
카피(Think different), 로고(I LOVE NY)를 이용하여 인쇄광고를 만들어 보았다. 이것들이 포스트잇을 통해
정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더하여 유명한 사람들도 포스트잇을 통해 생각을 정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인터렉션을 사용하여 복잡한 공식이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을 옥외광고로 만들어 보았다.

생각의 완성, 포스트 잇
Advertising
420×59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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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OJU CAMPAIGN

고백 Go Back, 처음 그때처럼!

Campaign Logo

김해인
Kim, Hae In
heniiii0@gmail.com
010–9555–2237

Senior Project
Identity Design
Information Design
Advertising

Promation Character

Campaign Promation Poster

Go Back Ladio Application

처음처럼 이 강조하고 있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함께 평소 전하지 못 했던 말을 처음처럼 이 부드럽게 풀어준다라는
감성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보았다. 평소 전하지 못한 말을 고백한다라는 콘셉트로 <고백 Go Back, 처음 그때처럼>
이라는 카피를 만들었고, 고백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백 라디오를 만들어 보았다. 이를 포스터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라디오를 통해 고백 사연을 접수하게 했다. 채택된 사연은 처음처럼 이 보내주는 고백 포차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때 촬영을 하고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TV CF와 TV CF와 옥외광고를
만들어 사용자와 함게 만들어 나가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0

고백 Go Back, 처음 그때처럼!
Advertising
420×59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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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Young–dong market ; Ways to revitalize local market
Exploring the value of Young-dong market and its story.
‘영동전통시장’ 가치 발견하기 프로젝트.
영동시장의 이야기와 공간을 통한 가치찾기.
01. 프로젝트 목표 ‘영동시장 가치를 통한 소통의 월활화’
시장에는 시간에 따른 이야기와 공간이 존재한다. 각각의 간판과 메뉴판 또
상인들이 진열하는 방식은 제각각 개성이 넘치고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있는 오브제이다. 그 것들의 가치를 찾고 재조명하여서
디자인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는것이 목표이다.
소통의 첫번째로 ‘상인’들이 자신의 삶이나 공간에 자부심을 가지고 상인들
끼리의 소통이 원활히 되는것이다. 이러한 소통을 방문자들에게 까지
이어가서 상인과 방문자들간의 조금 더 나은 서비스인 ‘정’이 오가길 원한다.

02. 프로젝트 방법
시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상인들과의 인터뷰와 교류, 관찰을 하고 그들의
스토리와 공간 등을 통해서 각 상인과 상점의 가치를 발견한다. 찾는 가치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그것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디자인하여서
기록보다 한 단계 나아가 상인과 방문자들에게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

03. 프로젝트 매체
1. 출판형 - 2. 축제형 - 3. 디지털형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매체를 3가지로 나누었다. ‘소통’을 위한 메인 매체는
영동시장 ‘출판형’으로 아날로그 매체이다. 디지털매체와 비교했을 때 제한
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상인들이 더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날로
그 매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치와 함께 시장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할
방법으로 ‘엽서, 지도, 신문’으로 매체의 크기를 확장시켜 나갔다.

프로젝트 배경
1년전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의 주민이 되면서 나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시장의 모습과 새벽 7시에 장사를 준비하시는 모습부터 밤 9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시장과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일 시장
골목을 지나고 새로운 가게들과 재미있는 시장 소식들을 접하며 강남대로 뒷
쪽 골목에 숨어 있는 영동시장이 낡고 뒤처진 장소가 아니라 지나간 세월만큼
이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관심으로부터 시작
하여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써 영동시장을 관찰하고 상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로 디자인함으로써 ‘소통’을 시작하였다.

영동전통시장
1. 강남구 논현동 1975년 개장.
2. 강남구 유일한 전통 재래시장.
3. 다양한 가게들이 장사중.
4. 강남대로 뒤에 숨어있는 시장.

‘축제형’에서는 출판형으로 제작된 디자인매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위한 캠페인을 계획 하였고, 캠페인과 시장을 홍보할 서브매체를
디자인하였다. ‘디지털형’은 서비스디자인스튜디오에서 시니어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영동시장 주변 강남인근 직장인들을 위한 ‘영동시장
둘레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영동전통시장’ 가치발견하기 프로젝트.
Senior Project
영동시장 이야기 패키지
(엽서, 지도, 신문,가방)

영동전통시장 ‘이야기 엽서, 이야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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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 ‘시장’과 ‘상인’들 인터뷰와 관찰.
7시떡집. 오뚜기수산. 상윤이네집 야채가게. 맛나반찬.
유성정육점. 할머니참기름. 엄마손 한식뷔페. 장생 건강원.

graduation exhibition

소통3. ‘방문자’들과 소통.
시장 상인들의 최대의 고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든 디자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영동시장 이야기 나눔’ 이라는 캠페인으로
‘방문자’들과 소통을 시도 하였다. 방문자들에게 ‘영동시장 이야기 패키지’를 나누어 주면서 ‘시장’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어 시장에서 장을 볼때 상점
의 특성을 알고 구매할 수 있고, 상인들과도 더 친근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동시장에서 특징있는 상점 이름이나 디스플레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상점
8군데를 선택하여서 상인들과의 인터뷰와 상점관찰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상인들에게 시장은 자신들의 삶이고 가족들과도 밀첩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나 공간이 평범한 일상이고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소통2. ‘상인’들과 소통.
찾은 가치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기록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디자인하였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하거나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하여
패턴을 만들어서 시장을 기록하고 디자인하였다. 그 이후 조금더 시장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있도록 하기위해서 모든 매체의 이미지
표현방법을 핸드드로잉과 추상적이지만 그 장소의 느낌이 날 수 있는 패턴
들을 디자인하였다.
영동전통시장 ‘이야기 나눔 캠페인’

또 ‘기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매체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평범한 이야기나 삶이 엽서와 지도로 디자인된 것을
보고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고 좋아하였다. 그래서
시장내에 상인들과 더 적극적이고 친근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영동전통시장 ‘이야기 신문’ / ‘이야기 가방’

결과. ‘가치를 통한 활성화의 가능성’
봄 부터 가을까지 ‘영동전통시장’ 주민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로써
시장상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디자인을 통해서
상인들이 자신들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서 시장내 상인과 상인이
또 상인과 방문자가 이전보다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방문자들이 ‘엽서’나 ‘지도’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게되면서 흥미있어하고 상인들과도 더 활발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동시장 가치발견’ 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설을 통한 현대화가 아니라 이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그로 디자인한 가치디자인을 통해서도 시장의 활성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영동전통시장 ‘이야기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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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Grocery Shop ‘THE DAILY BASKET’
A new type of marketing branding design for 2030 office workers in urban areas.
‘더 데일리 바스켓’
도시의 2030 회사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마켓 브랜딩 디자인.

Basic Application

Package Application

LUNCH TIME / DINNER TIME : 점심, 저녁 도시락
SINGLE TIME / FAMILE TIME : RTC (Ready to Cook)
FRESH / NECESSITY : 식료품, 공산품
Identity Basic System

일상생활이 바쁜 ‘2030’ 도시인들을 위해서 ‘시간’과
‘인원’에 따라 카테고리된 식료품과 음식재료 패키지,
소량의 선택된 브랜드를 통해 쉽고 간편한 쇼핑을
제안하는 새로운 얼반미니마켓이다. ‘Basket’의
형태로 로고의 형태를 만들고 스크립트체를 사용하여

현대적이지만 쉽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Yellow’를 메인칼라로 지정하고 6가지 서브칼라로
마켓의 카테고리를 나누었다. 지정한 카테고리 칼라를
패키지에 응용해서 빠르고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다.

DAILY BASKET BRADING
Brand Identity & Application

Market Poster Desig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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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AROUND SEOUL.
Travel Card package suggesting new ways for traveling Seoul with certain themes ‘FOOD&EXERCISE’, ‘ART & ART’

특정 테마로 새로운 서울 여행을 제안하는 여행카드 패키지.

Card Front / Back

Matching Card / Card Insid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소이지만 여행책자에 나와있는 기본정보를 보고 하는 여행이 아닌, 특정 테마를 가지고
장소와 다른장소를 연결시키고 그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정보를 줌으로써 서울여행의 특별함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카드 시리즈는 ‘ART & ART’ 와 ‘FOOD & EXERCISE’로 2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 각 테마의 장소를 각각
여행할 수도 있지만 두컨셉의 카드를 ‘정보양’에 따라 연결시켜서 발란스 있는 여행을 해볼수도 있다. ‘칼로리양’과
‘운동양’, ‘액수’의 정보와 각 카드배경의 패턴을 이용해서 두 동네의 카드를 쉽게 연결시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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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pecial Things To Do At A Hidden
Place, Seoul’ Trip Card Package
Information graphics 2

카드 디자인
카드 포멧으로 디자인하여서 사람들이 한 장씩 더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 앞면에는 그래픽과 키워드로 공간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먼저 쉽게 얻을 수 있고, 카드를 열었을때 텍스트를 통한 더
자세한 정보와 앞면에서 보았던 일러스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드 뒷면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그 장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전체카드를 패키지안에 들어있는 포스터에 위치에 맞게 놓은 후 자신이
여행할 수 있는 루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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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SE BACKPACK CAMPAIGN
‘TAKE A PICTURE OF YOUR BACK’ A campaign to indirect experience of INCASE BACK PACK using Media Pole
인케이스 백팩 캠페인
미디어폴을 이용한 인케이스백팩 간접체험 캠페인

STEP 1.
자신의 뒷 모습을 촬영.

STEP 2.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를 선택.

STEP 3.
가방의 패턴 선택. 저장. 전송

김현주
STEP 4.
핸드폰으로 가방을 맨 인케이스 페이지를 전송받는다.

STEP 4-2. 4-3
자신의 사진과 아티스트 정보, 자신이 맨 가방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Kim, Stephanie HyunJoo
yesidrawu@naver.com
010–4472–2434

Senior Project
Service Innovation Studio 2
Advertising
Media Design Studio

Campaign Mediapile Main

인케이스 백팩 캠페인을 통해서 ‘훌륭한 디자인을 통한 탁월한 경험’이라는 슬로건처럼 뛰어난 내구성과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한 트렌디한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국내 2030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케이스 백팩’ 인지도 확대가 캠페인 목표이다. 잡지광고와 지하철 옥외광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미디어폴을 이용한 뉴미디어광고를 연계해서 ‘매다’라는 간접경험을 컨셉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INCASE BACKPACK CAMPAIGN
Advertising

‘TAKE A PICTURE OF YOUR BACK’
키오스크로 자신의 뒷모습을 직접 찍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가방을 선택하고 합성해 봄으로써
‘매는’ 행위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가방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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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Me With You
Campaign that boosts adopting abandoned animals
나를 데려가 주세요
유기동물 재입양 장려 프로젝트

Senior Project 시작
한 해, 서울시에서만 25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다.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재입양되고 있는
유기동물은 매우 적으며, 재입양이 되지 못할 경우에 안락사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유기동물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재입양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

Take Me With You Media Flow
Senior Project

‘Take Me With You’전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유기동물 입양을 홍보하고 권장하는 것’이었다. 유기동물
들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내서 최종적으로는 유기동물센터의 아이들을 좋은 가정에 재입양 보내서 안락사를
피하고,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유기동물들을 재입양된 유기동물들의 빈자리에 데려와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와 유기동물 선진국인 독일을 비교했을 때, 독일의 유기동물 안락사가 0% 으나 한국의
경우는 24%였다. 반려동물의 1/4이나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고 싶었다.
프로젝트의 흐름을 계획할 때, 최근의 프로젝트 / 캠페인 진행 트렌드가 Hook > Boom > Share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배우고 시니어에도 응용했다. Boom 2의 Application 은 Service Innovation Studio 2 수업에서 진행을 했다.
Senior Project 와 Service Innovation Studio 2 수업을 함께 연계해서 하면서 전체적인 유저 서비스의 사소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도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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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 : 산책봉사 홍보 영상
산책홍보 영상은 실제로 산책봉사를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한강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을 했다. 전체 프로젝트의
메인 컬러인 Red 를 이용했다. 빨간 풍선과 Boom1 단계의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와
QR code 를 태그로 만들어서 풍선에 달았으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풍선을 나누어
주어서 웹사이트로 연계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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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Me With You 산행봉사 홍보 영상
Senior Project
1280×720px (02:00)

Boom 1 : Website
산책홍보에서 쓰인 풍선에는 태그가 달려있다. 그 태그에 써져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보고 PC, Tablet PC, Smart
Phone 등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며, QR code 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욱 쉽게 웹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지만 적당한 양의 중요한 정보와 따뜻한 느낌을
가진 일러스트로 사람들에게 유기동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 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유기동물 상황,
발견시 대처 상황 등을 필요한 링크와 함께 제공한다.

graduation exhibition

Take Me With You Website
Senior Project
1024×76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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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stick

1.

Advertisement for Chapstick
챕스틱
챕스틱 광고

2.

Boom 2 : Application
Boom 2 단계인 앱의 경우는 Service Innovation Studio 2 시간에 함께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다. 전체적인 앱의
흐름은 위의 도표와 같이 메뉴트리를 만들었고, 실제로 유기동물들의 입양의 확률이 높은 경우는 사람과 실제로
만날 때라고 한다. 한번이라도 더 직접 보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입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발견해서 실제로 사람과 유기동물들이 만나는 봉사활동 부분도 앱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며,
그 중 Hook 단계의 산책봉사를 봉사 중 메인으로 진행을 하였다. 또한, 앱을 통해서 입양이 어렵지 않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려했다. 유기동물들이 입양을 갔다가 파양되는 경우도 많은데, 각 유기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의
입양센터와 입양보호소에서는 제대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부족으로 주인과 유기동물 모두 상처를
받고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발견 후 앱의 입양안내 메뉴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46

1.
Take Me With You Application Menutree
Service Innovation Studio 2
2.
Take Me With You Application
Service Innovation Studio 2
1136×640px

Chapstick Newspaper Advertisement
Chapstick 브랜드를 주제로 지면광고를 진행했다. 챕스틱 외의 다른 입술보호제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인 장점이
아니라, 챕스틱만의 장점을 찾아서 진행을하였고, 찾아낸 챕스틱만의 장점은 ‘자연스러움’이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
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술보호제를 화장품처럼 뷰티쪽으로 풀어내었고, 타겟은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의 남여로
잡았다. 요즘의 뷰티 트렌드를 봤을 때, 너무 티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듯 안 한듯한 것이 인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오늘은 Chapstick 하나면 돼”라는 카피와 함께 지면광고를 작업했다. 왼쪽의 포스터는 여러
화장품이 많은 화장대에서 오직 챕스틱만을 담고있는 파우치가 보이게 했다. 오른쪽의 포스터에서는 깔끔한 흰색
바탕에 입술모양의 파우치가 있고, 그 안에는 오직 챕스틱만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작업을 했다.

Chapstick Newspaper Advertisement
Advertising
370×5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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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y Sleep
A Night Light Working Based on Weather
수면 라이트
날씨 데이터를 이용한 수면 라이트

Weather
Data

Smart
Phone

Red Bull 색다른 스포츠 대회 Media Flow
Advertising
420×594mm

Red Bull 색다른 스포츠 대회 Poster
Advertising
297×420mm

Red Bull Advertising
1024×768px

Red Bull 색다른 스포츠 대회 Game Rule
Advertising
1280×7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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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Bull 색다른 스포츠 대회
우리나라에서는 레드불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후원하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서 많은 사람들은 친근한 이미지의 다른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다. 이러한
점을 공략해서 대회이지만, 일상에서 자주 하는 행동들을 스포츠로 잡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SNS 페이지에서 대회 홍보, 지면광고, 메인 이벤트
페이지, 대회, 대회를 찍은 영상으로 TV CM 까지 내는 것으로 기획했다.

Arduino
Night Light

Cozy Sleep
Cozy Sleep 은 평소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면에 관한 주제로 작업을 해보았다. 기존에 수면용
라이트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쓰는데, 단순히 불빛이 나오거나, 몇몇의 도형 모양의 라이트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날씨 데이터를 끌어와서 실시간 날씨에 따라서 아두이노로 만든 라이트에
서 나오는 불빛의 색, 바람의 세기, 진동 등등의 효과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물론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수면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깨울 수도 있지만, 실시간 날씨에 따른 그런 요소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Cozy Sleep Application
Media Design Studio
1136×64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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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지
Nam, Su Zie
szndesign12@gmail.com
010–8565–5176

Chichen and Egg
Parallax Scrolling Web 으로 제작을해서 스크롤을 내리면 치킨들에 대한 정보가 일러스트와 약간의 텍스트로
설명이 된다. 또한 각 일러스트들의 움직임에 시간차를 둬서 그냥 재미없는 멈춰있는 일러스트가 아닌, 움직임이
있는 재밌는 웹을 만들어보고싶은 마음에 기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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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Media Design Studio
Interaction Design
Information Graphics 2
Advertising

Chichen and Egg
Media Design Studio
1024×2048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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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in Delight
Discovering a fun touchpoint at graduation exhibition
유쾌한 디자인 졸업전시
졸업전시의 유쾌한 터치포인트를 찾다

Card Shooter with Arduino / 카드슈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한 모습

Interactive Guide and Namecards / 인터랙티브 가이드와 명함

능동적인 디자인 졸업생의 명함
‘졸업전시’라는 행사는 학교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행사이기에 때로는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도,
때로는 졸업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기도 하는 긴장감이 팽배한 자리이다.

HOW IT WORKS
명함을 날리는 카드 슈터는 아두이노에 모션센서를 연결하여 150cm이내 움직임을 감지하고 명함을 내보내게 된다.

피해갈 수 없지만 유쾌하게 넘어서고 싶은 졸업전시에 대한 나만의 자세, 나아가서는 모두가 즐겼으면 하는 생각을
담아서 명함이 날아가는 유쾌한 졸업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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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IN DELIGHT
Senior Project
85×55 mm / namecard
1024×768px / interactive guide

DESIGN INTENTION
명함 디자인은 길바닥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수 명함’에서 차용해왔고, 본 작업물
의 더 자세한 정보와 프로젝트 배경, 제작 과정 등이 포함된 인터랙티브 가이드는 명함과는 다르게 색을 거의 쓰지
않고 제작하여 정보의 이해를 돕기 쉽도록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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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ramatic Life
Mobile application for adding special touch for one’s daily routine
나의 드라마틱한 일상
무료한 일상 속 약간의 특별함을 더해주는 앱 디자인

Loading Page, Activated Screen / 로딩화면, 설정실행화면

HOW TO USE
My Dramatic Life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 날씨의 조합을 설정하고 설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순간 지정한
음악을 재생시켜주는 일종의 알람 앱이다.

MY DRAMATIC LIFE
Media Design Studio
1280×720px

설정한 O.S.T.는 편집메뉴에서 수정 혹은 삭제할 수 있으며, 선택한 조건에 부합할 때마다 재생할 것인지 한 번만
재생할 것인지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왼쪽 위부터 메인화면 - 시간설정화면 - 장소설정화면 - 날씨설정화면 - 음악설정화면 - 설정확인화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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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s of This Year

Lost Homie

Characterized icon design with parallax web design

Homer Simpson tablet PC game application

올 해의 영향력있는 아이콘
인물의 특징을 나타낸 아이콘 디자인과 패럴랙스 웹 디자인

로스트 호미 플래시 게임
호머 심슨 태블릿 PC 게임 앱

Kevin Systrom(왼) - Wilfredo De Jesus(오) 의 웹 페이지

html Preview Page – Main Page

Sheryl Sandberg(왼) - Jenna Lyons(오) 의 웹 페이지

Homie Collecting Donuts – Homie Losing Energy by Touching the Cat

HOW TO LOOK
뉴욕 타임즈 선정 2013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7인을
아이콘으로 표현해 보았다. 이미지는 수평으로 패럴랙스
스크롤이 되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인물에 관한 정보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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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S OF THIS YEAR
Media Design Studio
900×550px

HOW TO PLAY
스테이지별 주어진 도넛의 수를 채우고 최종 목적지에서 마지 심슨을
만나야 한다. 고양이 등의 장애물에 닿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든다.
호머 심슨은 계속 달리게 되고, 점프를 할 때 화면을 터치하면 된다.

graduation exhibition

LOST HOMIE
Interaction Design
1024×76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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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L PEEK

graduation exhibition

REEL PEEK POSTER VER.
Information Graphics 2
900x1530 mm

Experience films with a simple look
영화 살짝 엿보기
영화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앱

Main Page, Pop-up, Play Mode / 메인화면, 팝업창, 재생모드

TARGET & SERVICE
타겟은 감성적인 욕구를 가진 영화 매니아이며, 영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주요 영화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지하도록 구성하였다. 장면이 연상되는 컬러와 모션 등을 통해 영화의 인상과 느낌을 앱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영화는 미국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1930년부터 가장 흥행한 두 작품을 선정했고, 영화 기본정보 및
스포일러성 트리비아도 제공한다.

REEL PEEK
Information Graphics 2
1920×1080px

애니메이션 영화가 주제인 포스터 버전 확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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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ir Smileage Campaign
Smile, let your dreams come true
대한항공 스마일리지 캠페인
꿈이 이루어지는 나의 스마일

박정환
John Bakhan
kellic.chuckes@gmail.com
010–9143–1828

Senior Project
Identity Design
Motion Graphics 1/2
Editorial Design
Digital Publishing

Interactive Print Ad., Online Promotion Website / 인터랙티브 인쇄광고, 온라인 프로모션 웹사이트

CAMPAIGN SCENARIO
웃는 얼굴을 인식하여 스마일리지를 생성하고 그 스마일리지를 기부하여 간절히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준다. 인쇄광고, TV CM,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하고 웹사이트가 허브의 역할을 한다. 절로 웃음
이 나는 기분좋은 여행의 꿈을 대한항공이 실현시켜주며 고객들과의 관계를 웃음으로 형성한다.

60

SMILEAGE CAMPAIGN
Advertising
210×297mm / print ad.
var. / responsiv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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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Ryhthm

한글서체 존리듬

John Rhythm Poster
Senior Project
1500×3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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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꼭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는 버릇이 있던 나는 이런 저런
기사들을 읽다가 ‘글꼴에도 복고 바람’ 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기사하나를
읽게 되었다. 사실‘복고’라는 문화코드는 이미 많은 곳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기에, 단순히‘복고’라는 이름을 걸 고 무언가를 디자인에
활용한다는 것이 내게는 새롭거나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 나온 ‘홍단’ 디자이너의 인터뷰상의 발언은 꽤나 흥미로
운 것이었다. 사라져가는 옛 글씨들을 수집해서 글꼴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달력을 만들 어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
트의 전체적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프로젝트가 디자인을 통해 무언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막상 시니어 주제를 ‘복고’ 서체라고 잡긴
하였으나 막연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일단
과거의 것들을 분류에 의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
나의 리서치 단계를 밟아 나가기로 결정을 하였다. 처음에 내가 세운
리서치 분야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였다. 첫 번째는 과거에 발행
된 잡지, 신문, 간행물, 만화를 중심으로 한 글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나는
주로 프린트를 목적으로 하는 인쇄 매체로 타이틀 서체 중심으로 형태적인
특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식품류인데 이는 과자와 같이 공산품
패키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상업적인 글자체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한 지역의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래된 간판 글씨체를 리서치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홍단’ 에서 서체를 만들기 위해 취하고 있던 방식
이라 그쪽 부분에서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장소
의 특색에 따라 변형되거나 편의에 의해 조절된 글자체를 경험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시기에 방송 된 프로그램 타이틀을 통해 글자체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송 매체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스크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뭔가 흥미로 운 글자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다.
특히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게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목적을 방송 타이틀에서도 독특한 서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 이 부분
에 대해 따로 분류를 두게 되었다.

5주차 - 7주차 (3월6일 - 3월26일)
물론 오래된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도 있었으나, 나는
실제 매체를 눈으로 확인하며 서체가 어떤 크기로, 어떻게 활용되었었나를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 후, 나는 한 주간 리서치를 통해 얻은 글자체를
모아서 프린트를 하고 대략적인 형태를 스케치 해보았다. 수집한 글자체는
일단 형태적인 흥미를 끄는 것에서 부터 그 당시의 시대상이 느껴지는
서체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리서치한 결과를 통해 나는 다양한 매체에서
드러나는 ‘복고’적인 느낌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지만, 서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분명한 기준에 의한 근거를 잡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처음 주제를 잡아갈 때 부터 생각하던 것은, 이 프로젝트
에서 글꼴은 단순히 ‘복고’ 를 컨셉으로 한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때문에 분명한 근거가 잡힌다면‘복고’가 주는 강한 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복고’ 자체를 잘 활용한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미 우리에게 ‘복고’ 는 하나의 사회 트렌드로 분류화되고
하나의 장으로 자리 잡고있어, 대중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문화’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레트로 문화는 근래에 들어 영화, 드라마, 음악과도 같은 일반
대중문화에서도 친숙 하게 소비되고 있다. 만약 내가 현대에 들어보지
못했던 ‘복고’ 서체의 모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사용자 자신이
다양한 글꼴에 대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체, 곧 대중문화코드에서
그 시작의 포인트를 얻으면 될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8주차 - 12주차 (3월27일 - 4월30일)
나는 다양한 매체 가운데 음반업계에서 활용되는 서체가 대중들의 친숙성
도 높으면서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포용할 소비자가 많은 공 간이라 생각하
였다. 이에 리서치 분야를 한정하여, 과거 음반시장 에서 사용된 글꼴을
조사하기 위해 리서치를 LP판으로 정하게된 다. 다양한 LP판을 조사하기
위해 나는 회현지하상가에 위치한 중고 LP판 판매점을 방문하였다. 조사
범위는 한정하지 않고 일단 형태적으로 독특하거나 특징이 있는 한글 글꼴
을 찾는데 우선을 두 었다. 여러 글꼴 가운데 나는 몇 가지를 선택하여
초성, 중성, 종성 의 형태를 스케치해 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최종 만들어야
하는 2,350자의 글자가 어떻게 나올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리서치와 스케치를 바탕으로 가장 형태적으로 흥미롭고 특징이 강한
‘트롯트’ 글자를 기반으로 나는 이번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작업은 처음부터 2,350자를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글자 가운데에서
도 먼저 작업을 해야할 글자 470자 정도를 우선 손으로 그려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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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이후 작업 및 정리
서체의 원도를 토대로 자리잡은 규칙은 자모음과 받침이 어느 조합에서든 동등한 비율을 가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탈네모꼴의 글자 형태는 아니지만, 조합규칙에서 그와 유사한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다. 폰트디자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나는 폰트디자이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작업해 왔던 원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서체 제작에 앞서 존리듬체의 조합규칙을 우선 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이번 서체 작업에 활용된
소프트웨어는 드리거와 폰트랩 프로그램이다. 존리듬체의 경우 초성과 종성의 형태는 거의 조합형태의 방법에
따라 차등이 없기 때문에 조합수가 적다. 그에 반하여 중성의 경우 초성이 쌍자음이거나, 중성이 쌍모음의 경우
글자 형 태의 폭이 넓어지거나 종성과 겹치어 글자의 가독수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
존리듬체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태인 쌍자음과 쌍모음, 쌍받침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글자는 거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글자이긴 하였지만, 이번 작업에서 시각적인 고민이 많이 되는 형태였다. 그 이유는 형태를 다른
글자 모양과 똑같이 유지하자니, 글자의 폭이 문제가 되어 전체적인 문장형태가 되었을 때 도드라지게 보였기 때문
이었다. 때문에 일반적인 자모음, 받침 조합의 비율에 맞추어 쌍자음, 쌍모음의 폭을 동일하게 가져오고 그 종성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문장이나 글에서 사용되었을 때, 글자가 눈에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디지털로
옮기는 과정에서, 폰트랩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중성의 위치를 수정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 드리거의 조합규칙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만들 어진 각각 글자의 형태는 생각보다 규칙의 방향과 달리 일일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종성의 위치 때문에 글자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글자 한자가
가지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한데 묶여 가독이 불가능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글자가 겹치는 것을 허용하는
글자형태도 발생하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확인하면서 존리듬체 글자를 완성해 나가게 되었다.
John Rhythm Booklet
Senior Design
140×210mm

John Rhythm Frame
Senior Project
420×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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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chin Kitchen

카테킨키친

젊음이 선사하는 건강한 가치를 중요한 관점으로 두는 카테킨키친. 브랜드는 2030세대의 젊은 감성을 읽어내고,
기존의 녹차가 가진 기 능성과 건강에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카테킨키친은 건강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재의 트렌드에 맞추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브랜드이다. 카테킨키친은 고객들이 한층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는 브랜드가 되는 것을 기업의 큰 과제로 삼고
있다. 카테킨키친은 세계3대 녹차 산지가운데,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의 시즈오카현의 녹차를 주 원료로 하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카테킨키친의 심볼타입은 건강을 담는 찻주전자를 모티브로 녹차의 건강함, 고객에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감성을
나타내고 있다. 캘리그라피로 주전자 형태 안에 쓰여진 카테킨키친의 브랜드명은 유연한 곡선의 흐름을 유지하며,
풍부하고 윤택한 삶의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신이 담겨 표현되어진 것이다.

Katechin Kitchen Applications
Ident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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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 Motion Graphics
존의 모션그래픽

communication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Changing Clothes Jump는 직접 촬영한 영상과 이미지 컷, 일러스트를 조합해보며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표현방법을 제시한 실험적인 프로젝트이다.
유니클로 CM은 ‘Life Wear’를 슬로건으로한 캠페인을 주제로 한다. 유니클로의 새로운 슬로건은 남녀구분 없이 젊은 트렌드를 반영하는 옷으로써 고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번 작업에서는 컬러와 활동적인 움직임 통해 유니클로의 감각을 강조해보고자 기획되었다. 기업 영상은 카테킨키친의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으로, 영상은 카테킨이라는 용어를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며, 건강한 차를 통해 고객과 만나고자 하는 브랜드를
일러스트와 모션을 통해 표현하였다. 2차 TVCM은 스니커즈광고로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라는 기존의 스니커즈 슬로건에서 배고픔이
라는 의미를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풀어내고자 하였다.

Changing Clothes Jump
Motion Graphics 1
1280×720px (00:45)

uniqlo TV Commercial
Motion Graphics 1
1280×720px (00:16)

Katechin Kitchen
Motion Graphics 2
1280×720px (00:51)

Snickers Commercial
Motion Graphics 2
1280×720px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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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sual Sociality
의사다큐멘터리 개별성 집단성

이번 책 작업은 사진작가 오형근이 군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작업했던 ‘중간인’ 전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컨셉은
독자가 도록 자체를 보며, 작가인 그가 담고자 하였던 군인으로써의 ‘중간인’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나는 본 것같은 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계급장의 형상이나, 모티프를 짐작 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그래픽을
통해 작가의 작업을 흥미롭게 바라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Indivisual Sociality Book
Editorial Design
220×28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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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Seo, Min Ji
seominji0226@gmail.com
010–8796–0476

Senior Project
Information Design 1/2
Interaction Design
Advertising

Indivisual Sociality
Digital Pub Digital Publishing
768×102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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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No technology can fill one’s emptness
공허함
공허함이란 어떠한 기술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Interactive guide / 시니어 영상을 소개하는 가이드

시니어 영상을 소개하는 인터렉티브 가이드이다. 영상과 디자인 방향을
상반되게 작업을 하였고 영상을 본 후 가이드를 보았을 때의 또 다른 느낌의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랬다. 가이드의 내용으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풀어나가는 과정, 프로젝트 진행 사진, 결과 등을 알 수 있다.
iPhone5 dispay / iPhone에 들어간 영상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공허함이란 내부 감정이 황폐해지고 외부자극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정신상
태를 말한다. 현대사회에서의 매체의 다양함과 기술의 발달로 공허한 시간은 줄어들어야 함이 마땅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기에 공허함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 어떤 기술로도 채워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영상은 디지털 매체와 의사소통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엔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닌 나혼자서 떠들고 있었던 것
뿐이였다’ 라는 내용으로 작업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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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Senior Project
1136×640px
1024×768px / Interactive guide

Interactive guide / 프로젝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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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CHONGOJUNG
서촌고정
서촌에서 옛날의 정을 느끼다

Seochon accordian book / 서촌 아코디언북

서촌은 상업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옛날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이다. 각각의 장소마다 서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작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서촌에 가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하나의 골목길을 따라서 이어나가는 컨셉처럼 아웃풋도 차곡차곡 펼쳐서 보는 아코디언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패턴들을 이용하여 위트있는 서촌을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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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CHONGOJUNG
Information Graphics1
10×10×420mm

서촌고정 확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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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Farm
런던 팜
런던 팜을 통해 알아보는 환경

메인페이지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정보 제시

유해한 곤충 등장

아이들 대상의 어플리케이션 게임
최근 환경의 영향으로 점점 온도가 북상함에 따라 과일의 재배지역 또한 북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도 열대과일이 자라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어린 아이들에게
환경의 문제를 인식시켜주고 직접 강수량, 온도, 풍량 들을 조절하여 많은 과일들을 수확할 수 있게 하고 기온의
변화에 따라 나무에 해가 되는 아이템들을 이용하여 위험도롤 알리고 좀 더 쉽고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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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FARM
Information Graphics2
1024×76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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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 Tree

SNICKERS, get away!!

빨간 나무
인터렉티브한 요소를 이용한 웹디자인

스니커즈 잡고 튀어라!! 캠페인
SNICKERS, 잡고 튀어라!!

graduation exhibition

Event Web Site / 이벤트를 위한 웹사이트

The Red Tree / 빨간 나무 웹사이트 디자인

숀탠의 빨간나무
유명한 삽화 작가이니 숀탠의 빨간나무라는 책을 아이들이 더 즐겁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고정되어 있는 돛단배가 스크롤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서 함께 상호관계속에서 인터렉티브한 요소들이 펼쳐진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한번에 읽기 쉬운 정도의 텍스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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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 Tree
Media Design Studio
960×9300px

캠페인 시나리오
스니커즈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을 한 뒤 첫번째 이벤트가 진행된다. 강남역 주변 5km이내에서 휴대폰 AR을
이용하여 스니커즈의 철자를 찾게 된다. 선착순으로 먼저 찾는 사람에게는 두번째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두번째 이벤트에서 착용할 핸드 스트랩과 행사 티셔츠를 받게된다. 두번째 이벤트 역시 AR을
이용한 스니커즈 꼬리잡기이다. 1m이내에 스니커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뺏을 수 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오랫동안 스니커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반경
10km이내에서 진행이 되고 빌딩에 숨거나 자동차 등을 이용할 경우 저절로 스니커즈는 랜덤으로 땅에 떨어지게 된다.

SNICKER, GET AWAY!!
Advertising
960×600px / Web site
1136×640px / iPhon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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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승재
Seol, Seung Jae
seolseungjae@gmail.com
010–7112–2323

Senior Project
Motion Graphic
Editorial Design
Media Design Studio

2차 이벤트, 지도를 이용하여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상대가 있는지 알 수 있다

2차 이벤트 설명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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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벤트 통과시 지급하는 핸드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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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Display
사운드 디스플레이
소리의 시각적 경험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
시니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에
흥미를 느껴 왔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았다. 초등학생 시절을 기억해
보면, 나는 항상 라이터 혹은 성냥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손에 잡히는
대로 온갖 물건들에 불을 붙여보며 어떻게 타오르는지, 어떤 색의 빛이
나는지를 살펴 보았고, 재가 되거나 녹아내리는 등의 형태 변화가 어떤식
으로 이루어지는지 관찰을 하는 것이 어린시절의 유일한 취미생활이었다.
자연스레 불을 붙였을 때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는 화약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종종 새로운 불꽃놀이용 화약을 찾아 다른 동네의 문방구
까지 원정을 떠나곤 하였다.
이처럼 기억을 되짚으며 관심이 있었던 사물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보니 라이터와 성냥, 화약 이외에도 크리스탈, 반짝이 카드, 고무동력기,
자석, 모터, 레이저 포인터 등등의 다양한 물건들에 흥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뜻 보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사물들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빛이 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어릴적부터 이어진 빛과 움직임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생 무렵 2줄의 텍스트
만 보이던 흑백화면에서 동영상이 지원되는 대형 컬러 화면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던 휴대폰 화면을 보며, ‘빛이 움직이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픽셀의 깜박임으로 이미지가 표현되는 디스플레이를
보며, 제어가 가능한 구성요소의 집합이라면 무엇이든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아닌 다른 감각
(청각)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나의 시니어 프로젝트인 사운드 디스플레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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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방향 인식
사람은 두 개의 귀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IATD(Inter-Aural Time Difference)
소리는 23-24도의 온도에서 344m/s 의 속도로 움직이며 1도가 올라갈 때
마다 0.6m/s씩 빨라진다. 만약 소리가 오른쪽에서 난다면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귀에 먼저 소리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왼쪽 귀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 뇌는 이 시간의 차이를 분석해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IAAD(Inter-Aural Amplitude Difference)
소리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소리의 크기는 제곱으로 작아진다. 그러므로
가까운 쪽에 있는 귀에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의 뇌는 이걸 분석하여
소리의 위치를 파악한다.
Difference in Frequency
고음은 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휘지 않지만, 저음을 방향성이 약하
기 때문에 벽이 있어도 잘 휘어서 전달이 된다. 만약 소리가 오른쪽에서
난다면, 오른쪽 귀에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만, 왼쪽 귀에 전달되기 위해서
는 머리를 돌아서 들어가야 한다. 이때 고음은 사라지고 저음만이 귀에 전달
되는데, 우리의 뇌는 이것을 분석하여 소리의 방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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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디스플레이
사운드 디스플레이는 이처럼 인간의 소리의 방향 인식 능력을 이용하여
공간안에서 경험하는 소리의 시각적 인식을 목표로 한다. 바닥 부터
2m50cm 높이까지 위치한 소형 스피커 49개(7X7)로 구성되며 하나하나의
스피커가 사운드 디스플레이의 픽셀이다.
프로세싱(Processing)을 이용하여 컨트롤러를 디자인하였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PC에 이식하여 입력 받은 정보를 아두이노(Arduino)에 전달
하여 사운드 디스플레이가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중이다.(예를
들어 컨트롤러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을 그렸다면, 역시 왼쪽
스피커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스피커까지 차례대로 소리가 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 되면 사용자가 사운드 디스플레이 앞에 서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면 공간상에서 소리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이미지를 듣거나, 혹은, 한명이 태블릿PC로 그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이미지를 추측 하는 등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운드 디스플레이의 가능성
소리의 방향을 주의깊게 집중하여 듣는 행동이 일상생활안에서 흔히
해보지 못했던 경험인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리를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복해서 소리를 들어 사운드 디스플레이에
어느정도 익숙해 진 후에는 어려움 없이 원, 사각형, 좌우이동, 상하이동
등의 간단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음의 높이, 소리의 길이,
소리와 소리 사이의 간격 등을 조절하며 다양한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더욱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지만, 청각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훨씬 예민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정확한
(고화질의) 디스플레이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각 장애인들에
게 서술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청각을 이용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이미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전달매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태블릿PC를 이용한 사운드 디스플레이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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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eographic

내셔널 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National Geographic를 홍보하는 모션 그래픽이다. 해가 뜨고 지는 자연
그대로의 평화로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정적인 움직임과 색상의 극적인
변화, 빛의 표현등을 통해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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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eographic
Motion Graphics 1
1280×7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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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a Cola

Archi Type

코카콜라

아키 타입

Coka Cola
코카콜라를 주제로 작업한 10초짜리 Intro 모션그래픽이다. ‘더운 여름
태양 아래에서 마시는 시원한 콜라 한잔’을 표현 하였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얼음의 형태가 나타나고, 얼음이 떨어지면서 기포가 나타난다. 기포가
음악에 맞춰 진동하면서 코카콜라의 로고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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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a Cola
Motion Graphics 1
1280×720px

Archi Type
“건축의 기본 요소는 벽과 공간, 빛과 그림자이다.”라는 문장을 표현한
서체이다. 빛이 없을 때에는 글자가 읽히지 않다가, 빛이 비춰지면 벽과
벽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에 의해 글자가 드러나도록 디자인 하였다.

graduation exhibition

Archi Type
Editorial Design
594×84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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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Art Application

랜드 아트 어플리케이션

오다혜
Oh, Da Hye
dahyeoh.92@gmail.com
010–2963–4333

Land Art Application
GPS를 이용하여 디지털 대지미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가 실제 공간 상에서 이동을
하며 원하는 곳에서 Anchor point를 찍어 형태를 만든 후 내부의 재질, 색상등을 선택하여 그림을 완성한다.
그린 그림은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린 작품들을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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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Identity Design
Media Design Studio
Motion Graphics

Land Art Application
Media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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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CE
흔적

Trace

Concept
흔적만으로 대상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음에도, 그를 알 수 있다.

THE TRACE : RING
Senior Project
1280×720px

Sub Concept
말이 없는 소통
Rationale Page
흔적(Trace)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형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이다. 처음에는 이런 흔적이 남기고 간, 어찌보면
하잘 것 없는 [자국이나 자취]가 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대체 [흔적]이라
는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고, 어떤 것을 불러 일으키는지 알고 싶었다.
여러가지 생각과 가설들을 세우다, 흔적에 대한 역 추적을 한다면 그것에
담겨진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례로, 한 일본
방송국에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다큐멘터리 중, 타인의 집에
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풀어보고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쓰레기는 특정 집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다. 그런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추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매일 가는 집 앞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 보다도 나에 대해 더 잘 안다는
글 또한 있다. 이런 예들은, 흔적에 대한 역 추적을 통해서 그 흔적을 담았던
사람과 단 한 마디의 말 없이도 그를 정확히 전달하고, 소통한다. 흔적은
명백한 나라는 대상의 증거물이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단순한 가설이 아님을 증명해줄 예들을 수집 한 뒤,
흔적이 되는 사물에 더 집중을 해 보았다. 마찬가지로 사물에 대해서도 역
추적을 해보았다. 그 결과, 사물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사건은 기억을
통해 그와 연결된 사람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사건에 의해 기억
되고, 사건은 사물에 의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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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흔적은 한 사람을 구성하는 [기억]이라는 이야기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말이 없는 소통이다. 이번 시니어 프로젝트에서는, [나]에 의해 기억
되는 [사물], [사물]에 의해서 기억되는 [나]를 통해 사람의 흔적과, 나아가
그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Project Explain
프로잭트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게 되는 사물들, 나와 결부되어
있는 사물들을 선정해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선정된 사물들에 대한 사건들
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사건들을 다시금 은유화 하여 영상으로 만든다.
직접적인 전달이 아닌 은유화는, 사건 안에 있는 조금 더 궁극적인 이유나
의미를 담게 된다. 다시말해, 사건과 기억에 대한 나열이 아닌,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자연스레 받아 들일 수 있게 한다.
은유화의 방식은 사물과 사건의 기억에서 오는 이미지나 느낌적인 면을
살려서 글로 정리를 하였다. 사물에 관한 영상을 보는 방식은, 사물을 직접
웹캠에 가져다 대면 컬러 디텍팅을 사용하여 사물을 인식하여 그에 따른
영상이 화면에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사물들은 [콜라, 핸드폰
(스마트폰), 빨간 머리, 스타킹, 커플링, 반스, 아이라인] 이다.
THE TRACE : SMART–PHONE
Senior Project
1280×7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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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GY WALK
지기 워크

Jiggy Walk Symbol Mark

Brand Launching Poster
841×1189mm

Multi Entertainment Brand : Jiggy Walk
YG Entertainment의 서브 브랜드인 [Jiggy Walk]는, 국내 외 인디 흑인 음악을 생산, 프로모션 및 배급 등을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이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입지가 좁은 흑인 음악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대중에게 흑인
음악을 가장 빠로고 정확하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네이밍을 할 때, [흑인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멋진 걸음]
이라는 의미로 네이밍을 하였다.

JIGGY WALK
Identity Design

Jiggy Walk의 심볼마크는 아프로 머리의 흑인 얼굴에서 모티베이션을 하여, 핸드 라이팅으로 디자인하였다.
흑인 음악이라는 장르가 주는 느낌이 다른 음악 장르보다는 더 자유롭고, 진취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Applicaations : Business to Business SET, Eco bag, Employee ID card, Badge SET, CD Envelope, Demo CD, Pen
96

97

오다혜

communication design

portfolio

PUB : PSYCHIC POWER

GODARD PUMKINS

초능력

고다르 펌킨스

Applicaations : Business to Business SET, Coster, Beer mat, Paper cup holder

Applicaations : Gig poster, Single album, Mini album

[초능력] 리브랜딩
한남동에 위치한, 문화 예술인들이 자주 모이는 펍 [초능력]을 리브랜딩
하였다. 개개인 이라는 작은 점들이 모여, [초능력]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만든다는 컨셉으로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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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IC POWER
Form&Communication2

Indie Band : Godard Pumkins
인디 밴드 [고다르 펌킨스]의 심볼마크와 포스터, 싱글 앨범, 미니 앨범을
디자인 하였다. 고다르 펌킨스의 음악은, 청춘의 음울한 그늘을 탈피하고자
애써 더 밝고, 더 흐트러진다. 그런 그들의 음악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그것이 컨셉이 되어 디자인 하였다.

graduation exhibition

GODARD PUMKINS
Package Design

99

오다혜

communication design

portfolio

graduation exhibition

TASTE TUNE
테이스트 튠

Start Page, Main Page

Music Recommendation
[Taste Tune]은 사용자의 취향과 최근 검색어, 그날의 날씨를 분석해서 음악을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가 최소 20개 정도의 곡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별점을 매기면, 그에 따라 사용자 취향을 분석하여 음악을
추천해준다.

TASTE TUNE
Midea Design Studio
640×1136px (for iPhone5 series)

단순히 추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같은 것이 있어, 사용자끼리 팔로우를 할 수 있고, 곡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볼 수도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이 지원하고 있다.

App pages : From the top left 1.Recommending list page 2.Tune explain page 3.My page 4.My page - My evaluation 5.Chart page 6.Tune play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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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GRAPHIC
모션 그래픽

윤영윤
Yoon, Young Yoon
boogier@naver.com
010–9930-5086

WAITING FOR GODOT
Motion Graphics 1
1280×720px

A-LAND
Motion Graphics 2
1280×720px

Waiting for Godot
Samuel Beckett의 희곡인 [Waiting for Godot]중 특정 부분의 대사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 하였다. 대사를 선택한 부분은 주인공인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가 오지 않는 고도를 언급하며, 우리는 그에게
묶여있는게 아니냐며 말하는 부분이다. 극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음악은
전혀 넣지 않았고, 정적과 배우들이 발화하는 대사를 넣었다.

A–LAND
신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편집샵 [A-LAND]의
브랜드 영상이다. 기존 A-LAND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엘리먼트를
사용하였다. 브랜드 자체가 젊고 팝한, 펑키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점을 살리고자, 빠른 화면 전환과 선명한 컬러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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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Editorial Design
Motion Graphics 1/2
Advertising
Media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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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ing Digit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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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념
디지털 가상공간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겨난 bit
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이다. 이 가상공간은 오로지 인간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웹하드나, 대용량 메일, 블로그같이 발전하고 개인화되며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디지털 가상공간은 사용자의 필요
이상으로 크고 넓어져 사용되지 않거나 버려지는 공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디지털 잉여공간의 재탄생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디지털 가상공간의 의미있는 변화

나는 이런 쓰이지 않거나 버려진 디지털 가상공간을 디지털 잉여공간이라고
정의하는데, 인간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가상공간이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쓸모없고, 버려졌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잉여’인것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잉여롭지 않기 위해 만든 공간이
되려 잉여로워지고 있다.

youtube 앱을 사용하지 않은지 5일

youtube 앱을 사용하지 않은지 10일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가상공간을 공간(space)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비교하면 어떨까? 우리가 살고있는 이 공간, 즉 자연은
디지털 가상공간과는 다르게 의미 없고 쓸모없는 잉여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조그만 빈 공간이라도 끊임없이 재생되고 창조하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다른 점은,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가상공간
은 잉여공간이 되지,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지 않아야 더 의미있고
아름다워진다.

프로젝트 목표
디지털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인 자연을 결합해 본다. 버려지거나 더이상
사용되지 않아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를 잃어버린 디지털 잉여공간의 데이터
를 수집하여, 자연의 자생알고리즘을 입힌다. 자세 설명을 덧붙이자면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의 사용빈도 수집하여 자연의 알고리즘을 대입시킨
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중 사용되지 않는 시점부터 그 공간에는 잡초가
자라고, 곤충이 몰려들어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

youtube 앱을 사용하지 않은지 20일

프로젝트 개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중 우리는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
설치한후 단한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은 어플 한두개쯤은 모두가 갖고 있을것이다. 나는 이런
사용되지않은 디지털 가상공간들을 조금은 더 의미있게 만들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시니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104

youtube 앱을 사용하지 않은지 40일

NATURALIZING DIGITAL SPACE
senior project
1920×1080px Galaxy S4
1280×800px Galaxy Tab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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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이룬 youtube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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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이룬 facebook 앱

이런 모든 과정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구현, 사용 가능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앱이 어느 정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앱을 클릭하여 들어간 창 또한 생태계가 펼쳐진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연은 사라지고 앱 본래 이미지로 돌아가게 된다.

생태계를 이룬 youtube앱을 실행시켰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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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Salt Font

Funky & Cocacola

소금서체 & 포스터
소금 결정을 이용한 서체제작 과 포스터

코카콜라 광고영상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if but salt be tainted by what shall it salt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하리오)
라는 문구를 통해 서체 제작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HOLYFONT SALT
editolial design
594×841mm

코카콜라 병뚜껑들이 음악에 맞춰 뒤집어진다. 병뚜껑의 앞면 뒷면 컬러차이를 이용하여 이퀄라이저 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음악은 funky 한 음악을 선택하였으며 코카콜라의 즐거움을 표현하려 하였다.

graduation exhibition

COCACOLA
Motion Graphic
1280×720px 00:15

Holy salt 서체는 소금 결정체의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어 결정속의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패턴과 모서리가 각이진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주제로 잡은 글귀가 성경이라는 점에서 구텐베르크 서체 를 기본 베이스로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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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ommercial AD

BullsOneshot

구글 기업광고 영상

불스원샷 잡지 광고

구글의 검색이 단순한 자료검색이 아닌 인간의 감정까지 찾아준다 라는 점
이 컨셉이다. 구글검색엔진을 통해 ‘love’라는 단어를 검색하였을 때 찾을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을 이용하여 구글이라는 브랜드를 감성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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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OMMERCIAL AD
Motion Graphic
1280×720px 00:15

불스원샷을 내차에 주입함으로 생기는 좋은 현상(연료절감, 성능향상, 환경
보호)을 이용하여 잡지광고를 제작하였다.

graduation exhibition

BULLS ONESHOT
Advertising
210×300mm 3 pages

불스원샷이 투명한 액체라는점과 검은엔진때를 제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 자동차의 엔진 때로 인하여 생기는 부정적인 텍스트들을 투명한
불스원샷이 씻어내 버리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111

윤영윤

communication design

portfolio

graduation exhibition

Interaction Pop up Book

인터랙션 팝업북

이상은
Lee, Sang Eun
Chorongson88@gmail.com
010–7110–5788

팝업북에 설치된 아두이노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날로그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를 합체시키는 것이다.
아두이노를 통해 화면의 영상과 팝업북이 서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
팝업북의 내용은 이솝우화인 해와 바람 이라는 동화를 정했다.

Senior Project
Identity Design
Advertising
Typography 2 / 4
Information Design

팝업북을 펼치는 모습
INTERACTION POP UP BOOK
Midea design studio
210×297×40mm

사용자가 팝업북을 펼치면 접혀있던 나무, 사람 등이 입체로 펼쳐지게 되며
모니터에서는 구름이 바람을 일으키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된다. 그러면 그에
맞춰 팝업북의 나무, 사람등은 진동모터, 팬모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바람이
부는듯이 흔들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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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COASTER
9 Step to your own Rollercoaster
노나코스터
9가지 키워드로 만들어지는 “나”의 롤러코스터

Web Site Mainpage‘ 9 steps to your own rollercoaster

STEP 1. Web Site GUI
웹 사이트 기반의 서비스
9가지의 키워드
답변의 변수에 따른 도면제작
콘텐츠 공유 서비스

STEP 2. 3D Modeling
3D 모델링 제작 서비스
3D 애니메이션 서비스
3D 1인칭 영상 서비스
3D 콘텐츠 공유 서비스

STEP 3. 3D Print Package
3D 프린팅 서비스
Package 제작 서비스
Package 제공 서비스

Nonacoaster Logo Nonacoaster란 9각형을 의
미하는 Nonagon과 롤러코스터의 합성어다. 9
가지 키워드로 진행되는 서비스 특징을 살려 제
작해보았다.

Web Site Mainpage‘ Top&Side view blueprint’

나를 표현하는 새로운 매체 나노코스터
SADI(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Communication Design학과 3학년 과정에서 진행되는 시니어 프로젝트로써
1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인생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를 선정. 롤러코스터와 접목시킨 새로운 디자인 서비스를
제시한다.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롤러코스터로 표현하며, 콘텐츠를 공유하며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매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가치를 지니는 서비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ONACOASTER
Brand Logo / Senior Project

STEP 1. NONACOASTER WEB SITE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롤러코스터의 2D 도면을 제작한다.
9가지의 키워드에 맞춰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방식. 항목에
따른 변수에 의해 각 파츠의 도면이 그려지게 된다.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사용자는 2D 도면을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Web Site Mainpage ‘3D print’

NONACOASTER
Web Site GUI / Senior Project
1400×1050ppi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세스를 메뉴 카테로리로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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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COASTER
STEP2. 3D CONTENT
노나코스터
2D 도면 기반 3D 모델링 및 1인칭 영상 제작 서비스

3D Movie ‘4 year’ 완만한 시작 구간

3D Modeling Preview Movie

3D Movie ‘16 year’ 방황기 시작 구간

3D Movie ‘20 year’ 입시 후 안정된 구간

STEP 2. 3D Modeling / 1인칭 무비
2D 도면을 기반으로 제작된 3D 모델링 / 친구와 공유가 가능한 나의 롤러
코스터 3D 영상
3D Modeling Preview

3D Modeling Side View

STEP 2. 3D MODELING
Step 1 에서 받는 2D 도면을 기반으로 3D 모델링를 제작한다.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롤러코스터를 체험할 수
있는 영상 및 튜토리얼 영상을 콘텐츠로 제공한다. 1인칭 영상 같은 경우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
해볼 수 있다는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제공 받은 3D 콘텐츠 역시 공유 서비스가 가능하다.

NONACOASTER
3D Modeling / Senior Project
500×15×25mm

NONACOASTER
3D Modeling / Senior Project
500×15×25mm

3D Movie‘ 25 year ’불안으로 뒤틀린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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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LOUD
Digital Content Provider
지클라우드
디지털 게이밍 퍼블리싱 기업

Gcloud
Basic application 2 / Identity design
Letter paper
Business card A
Membership card A
Membership card Bmbership card
Membership card

Gcloud Brand Identity
지 클라우드는 기존 ‘넷마블’의 디자인 본질을 리뉴얼한 프로젝트이다. 연구 결과 넷마블의 기업 시각과 사용자의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마블 콘텐츠의 경우 10대층을 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2030 성인층이 주를 이룬다. 기존 넷마블 로고에서 사용되는 공룡 캐릭터를 사용하는 대신 로켓형상의
그래픽을 제작하고 컬러 역시 기존 노란색에서 보라색과 민트색을 사용함으로써 2030 연령층에 어울리는 디자인
으로 리뉴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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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loud
Basic application 3 / Identity design
Letter paper
Note
Business card B
Pencil
Eraser

Gcloud
Basic application 3 / Identity design
Letter paper
Note
Business card B
Pencil
Eraser

119

이상은

communication design

portfolio

KURETAKE ZIG BRUSH

NEWSPAPER OF PIRATE

Let’s experience the lively ZIG

INTERNATIONAL PIRATE ISSUE

쿠레타케 붓펜 광고
붓끝의 생동감을 체험하라

해적신문
국제 해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는 주간 신문

타 브랜드와 다른 섬세한 퀄리티의 브러쉬
쿠레타케는 일본 유명 브러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모나미’기업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모나미 붓 펜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컨셉을 설정하였다. 가장 큰 차이점은 붓 끝의
퀄리티로써 쿠레타케 붓펜의 필모부분은 강한 내구성과 잉크 흡수율, 실제 붓모와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급 재료로 제작된다. 붓끝의 생동감, 동양화의 느낌을 접목시켜 광고로 제작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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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etake ZIG Pen
옥외 광고 / Advertising
297×420mm

국제 해적 문제
국제 해적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인쇄물. 국제적으로 해적문제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세계 경제
불안으로 강도높은 해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어업을 위해 먼 바다까지 나가는 국내 어업 종사자들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 해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해적신문을 제작하게 되었다. 해적신문은 기본적으로 인쇄
신문 형태이며 국내 어업종사자들을 타겟으로 한다. 일주일 간격으로 발간되며 일주일간의 해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graduation exhibition

해적신문
Social Issue / Typography 4
841×118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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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IL HIGHSCHOOL RANK
Entrance rate / School violence / Property / Art
잠실지구 고등학교 랭킹
합격률 / 학교 범죄 / 재산 / 예체능

이정민
Lee, Jung-Min
rambo_eye@naver.com
010–9566–4441

잠실지구에서 영향력 있는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지침서
이 프로젝트는 잠실지구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총 7곳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합격률 /
학교 범죄 / 재산 / 예체능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각 카테고리의 수치값으로 순위를 정하고 해당 학교가
어떤 성격의 학교인지 알아볼 수 있다. 영상, 카드 인쇄물, 포스터 총 3가지 결과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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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Information graphics
Editorial Design
Motion graphics

‘JAMSIL HIGH SCHOOL RANK’ 영상
Data visualization /
Information graphics 1/2
1280×720px / 300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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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ype of movie title sequence based on gestalt theory
게슈탈트이론에 기초한 영화 타이틀 시퀀스

Movie title sequence
Senior Project
841×1191px
1080×1920px

"구"로 표현할수 있는 영화들을 선정하여, "구"를 중심으로 주변환경의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여러가지 영화를 수용
자로 하여금 지각시키려 하였다. 움직임과 다른영화로의 전화과정에 게슈탈트 이론을 적용하였다. 영상이 계속 되는
동안 "구"에 대한 게슈탈트 이론의 형상과 배경의 반전으로 "구"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자극 시키도록 노력하였다.

Gestalt
유사성
완결성
근접성
공통성
연속성

Theory / 게슈탈트 이론
색,크기 등 어떤 성격이나 개성이 유사한 것끼리 무리를 이루어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것.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끼리 연관시켜 집단화하여 보는 것.
불완전한형을 완전한 형으로 지각하여 보는 것.
배열이나 성격이 같은 것끼리 집단화하여 보는 것.
물체나 선이 끊어져 있어도 원래 방향에 따라 연속된 것으로 보는 것.

Experiment / 실험
실험1 점이라고 할수 있는 기초도형을 그래픽 엘리먼트로 사용하여 포스터 제작. 그 위에 프로젝션맵
핑을 더하여, 점들의 움직임을 통해 게슈탈트 이론 집단화의 법칙 5가지를 보여준다.
실험2 점이라고 할수 있는 기초도형을 그래픽 엘리먼트로 사용하여 영화 타이틀 시퀀스를 제작 포스
터 형태의 스크린에 맵핑 시킨다. 구를 중심으로 주변환경들의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영화를 보여준다.
실험1

Background / 연구 주제 및 배경
뉴욕의 길거리. 수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 곳
에 한 남자가 걸어온다. 그옆에는 몇 명의 보디가
드와 자신을 따라다니는 촬영팀, 그리고 주변에는
그 남자를 찍는 파파라치들이 있다. 지나가던 사
람들이 하나둘씩 호기심에 남자를 주목하고 이내
수십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인 그에게 사람들은
싸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함께 찍기를 원한다.
인터뷰속에서는 그 남자를 TV에서 봤다는 이야
기도 나온다. 할리우드스타 혹은 유명셀러브리티
일까 궁금해지지만 단지 지극히 평범한 일반시민
이 미리 계획하여 만든 우스운 상황일 뿐이다.
거리의 악사가 길한켠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
지만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잠시도 시선을
두지 않고 자신의 바쁜걸음을 재촉할 뿐이다. 하

지만 이 악사는 사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그의 공연을 보기위해서는 매우 비싼 표값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 또한 한 방송사에서 재미를
위해 한 실험카메라이다.
재미있지만 한편으론 사람들을 즐겁게 풍자한것
같은 두 개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사람들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모습에
대해 흥미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
변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에 미치는 변화를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
고 응용,이용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그를 통
해 여러 검색경로를 통하여 '게슈탈트 이론' 을 접
하게 되었다.

Objectives / 연구 목적
디자인에서 수용자는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
는 정보를 일치하여 받아들이는 상호간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 때 올바른 심리적 반응을
유도하여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을하고자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수용자, 즉 인간은 보여지는 시
각화된 정보를 어떤방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이 게슈탈트이론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단순한 전체형태
를 먼저 지각하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부분을 지
각하는 것이라는 기본관점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
떻게 시각경험을 조직화하는가의 대한 시지각법
칙을 제시한 것이 게슈탈트 이론이다.

실험1

Expectation / 기대효과
게스탈트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면 구성과
형태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작업에 성공적인
확률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목적이 필요할 때 작업에서
있어서 문자, 사진, 그래픽 요소의 기본 구성요소
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게슈탈트 이론은 대중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
션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의 시각화 요소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가능하다. 영화 포스터
디자인은 문자와 그림으로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

Research Result / 실험결과
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종의 시각 전달
디자인 이므로 정보 전달과 인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효율적
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을 만족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슈탈트는
단편적이거나 세부적인 형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시각, 지각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형태를 표현하
는 것이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용한 개념이기
에 특히 영화 포스터 디자인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해 본다.

대상이 움직임을 가지게 되면 시선을 유인하고
주목성을 갖도록 할수 있으며 이것은 정보 전달에
큰도움이 된다. 움직임은 환경의 여러 조건 중에
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작업에 게슈탈트를 적용함으로써 비주얼에 대한
흥미를 증가시킬수 있어 시각적 재미와 주의력
향상을 도모할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을 볼수 있었다.

실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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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Chaplin & His Women

Fishing–Phishing

찰리 채플린

피싱

최고의 코메디 배우이자, 감독인 채플린의 삶을 그의 명언인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
는 컨셉을 가지고, 겉보기엔 화려한 삶을 살아온듯 보이지만, 웃을수만 없었던 삐에로 같은 그의 삶을 보여주었다.
채플린과 그의 여자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정보를 타임라인을 가지고 1900년도 초기의 신문형식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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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ie Chaplin Inforgraphic Poster
Information graphics
750×1400mm

"낚시를 하다"의 피싱과 "금융사기"의 피-싱이 발음이 같음을 이용하여 인포 그라픽 책을 디자인 하였다. 개그의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빈번히 우리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지만, 사람들의 인식속 피싱은 다른 사람이야
기일 뿐이다. 심각한 사회적 이슈지만 등한시하는 피싱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있다. 그래픽 요소로 실제
낚시 소품과 물고기를 사용하여 피싱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graduation exhibition

Phishing Inforgraphic Book
Information graphics
190×277×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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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pard Pairey’s workbook

Butterfly effect Typeface

쉐퍼드 페리이 작품집

나비효과체

Shepard pairey's workbook
Editorail Design
180×297×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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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y의 아트 디렉터 이자 스트릿 아티스트인 세퍼드 페리에의 전시도록을 디자인하였다. 표지와 디스플레이
서체는 거리에 스티커와 포스터를 붙이고 스텐실 작업을 하는 그의 작업방식을 살려 디자인하였고, 그의 메인컬러인
검정색과 빨강 흰색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프레임을 이용하여 그의 작업특징이
드러나 보일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Typeface Design Poster
Editorail Design
594×960mm

graduation exhibition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불러일으킬수있다.” 모든것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나비효과에서 착안하여, 디스플레이용 서체를 디자인 하였다. 같은 글자의 경우에도 앞에 오는 서체에 영향을 받아
세리프의 모양이 다르게 적용된다. 모든서체를 황금나선 그리드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서체가 씌어질때의
속공간을 고려하여 서체를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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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omplete me–The dark knight

Open Happiness–Coca cola

배트맨 다크나이트

행복을 열어요 - 코카콜라

Kinetic Typo Motion
Motion Graphics
1280×7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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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다크나이트에서 광기어린 조커 특유의 버릇과 행동, 그리고 그와 대비대는 배트맨의 모습을 키네틱 타이포
모션으로 표현하였다. “조커를 취조하는 베트맨, 계획적으로 잡혀온 조커, 이를 취조실안 CCTV를 통해 바라보는
경찰들” 이장면을 오래된 흑백티비의 컨셉으로 보여주었고,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성을 각자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지만 결국, 선이 악을, 악이 선을, 서로 존재하게 할수 밖에 없다는 모순을 표현하였다.

Logo Motion
Motion Graphics
1280×720px

graduation exhibition

뚜껑이 열리며 탄산이 빠져나오는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은 청량감과 갈증이 해결돼는 코카콜라를 떠올릴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뚜껑을 여는 즐거운 상상 이란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뚜껑이 열리며 나는 소리와
탄산기포가 올라오는 순간이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이미지를 사용하여 코카콜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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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Lee, Ji Won
jee2008momo@gmail.com
010–9234–9319

Senior Project
Identity Desing
Information Design

Nike–15" AD Motion
나이키
Motion Graphic AD
Motion Graphics
1280×54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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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를 우리나라 전통미술기법인 수묵담채화를 이용함으로써 한국적 감성을 담아 새로운
나이키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다. 운동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스포츠브랜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이어가되 인물의
특징적인 모습만 포착하여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수묵담채화만의 여백의 미가 느껴지도록 했다. 가야금을 튕길 때
나는 묵직하면서 탄력있는 소리로 순간적인 신체움직임을 극대화 하여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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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Design Artefact
A Graphic Design Artefact of the World in 48 Objects
그래픽 디자인 유물
세계 역사 속의 그래픽 디자인 유물들

Identity Design / Ornaments of
the Pharaoh

Pattern Design / Taj-Mahal

Communication Design / Quipu

Typography / Cyrillic Alphabet

Infographics / Normandy Invasion

Editorial Design / Papyrus of
Ani

Textile Design / Senate Cloth

Infographics / Slave-Ship

Identity Design / Hakenkreuz

노예무역선의 단면도는 노예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정보디자인으로 흑인들을 운반하는 관리자(노예무역종사자)들이 봤을 것으
로 생각된다. 단면도를 보면 당시 흑인 노예를 물건처럼 대하는 잔인한 사람
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예들은 작은 배에 되도록 많이 실리도록 일렬로
눕혀졌는데, 한 사람에게 주어진 너비는 고작 40센티미터 정도였다.

본래 하켄크로이츠는 게르만인이 청동기 시대부터 썼던 행운의 상징이었지
만 히틀러가 1920년 하켄크로이츠를 당의 상징적 문양으로서 당기와 완장
등에 넣어 사용해 오면서 그 뒤로는 나치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심벌
은 깃발, 완장, 훈장, 군모, 의복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새겨졌다. 히틀러
시절엔 기존의 로고와 함께 신성, 황제를 뜻하는 독수리가 하켄크로이치를
쥐고 있는 모습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Editorial Design / Code of Hammurabi

Typography / Hieroglyph

함무라비 법전은 2.44m 높이의 비석에 펜도 종이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물렁한 찰흙판에 끝이 뾰족한 나무로 글자를 새긴 쐐기 글자로 기록되어있
다. 비석에는 282항목의 법조문이 일정하게 나뉘어진 총 21개의 세로줄에
씌여져있다. 메소포타미아의 필경사들은 진흙이든, 여기서 보는 것 처럼
돌에 깍아서 새겨 넣은 경우든 분할된 공간(그리드) 안에 문자를 써 놓고
정면하게 획을 배열하는데 있어 가히 완벽한 경지와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고대 이집트 문자는 히에로그리프라 하며 상형 문자의 전형으로 이것이 시
나이 반도를 통해 시리아에 전해져서 뒷날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 이 히에로
그리프는 신전 또는 묘지의 벽면이나 비석에 많이 남아있다. 천체, 자연현상,
동식물, 신, 인간, 주거, 가구 등의 모양이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형태를
갖추어 고대 이집트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수백 종이나 만들어져 약 3000년
에 걸쳐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Infographics / Catalan Atlas

프로젝트 목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인간 역사를 그래픽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는 프로젝트로 역사 속 중요한 순간에 존재했던 유물,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픽디자인들을 찾아서 역사를 재조명해보았다. 그래픽 역사 책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유물들 중 사람들이 보지 못 했던 그래픽
디자인 부분을 발견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를 새롭게 보여주고자 했다.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세계사 정리와, 오브제 선정, 텍스트 정리 순으로 진행하였다. 역사 책을 읽고 중요했던 사조, 사건,
유물, 인물들에서 재미있는 시각적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메인 사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까지도 찾아보려 했다. 오브제를 선정할 때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래픽 디자인 오브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도 지금의 그래픽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오브제라고 생각되는 48
들도 선정했다. 역사적인 배경 사실과 시각적인 설명의 텍스트도 함께 정리하면서 최대한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정리하려 노력했다.
필립 맥스가 역사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를 서술했다면, 이 프로젝트는 그래픽 디자인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역사의 유물들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로 필립 맥스와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매체인 책의 정리는 큰 체계는 시간순으로 보여줌으로써 역사 책의 체계를
따르려 했고 그 안에 소 분류를 Typography, Infographics, Editorial Design, Identity Design, Communication Design, Pattern Design, Textile Design 등
그래픽 디자인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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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Design Artefact
Senior Project
841×1650mm

Book Cover

Book Inside

Book Inside2

Graphic Design Artefact
Senior Project
400×285×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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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는 48가지 오브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로로 긴 판형을 선택했고 짧은 텍스트가 들어가
는 페이지의 판형 사이즈를 작게해 빈 공간을 줄이면서 이미지 위주의 책으로 편집하고자 판형을 다르게 사용했다.
포스터는 프로젝트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오브제들을 골라서 콜라주 형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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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URIAN BRANDING
TOFU CAFE BRANDING FOR YOUNG VEGETERIANS
두부카페 브랜딩
젊은 채식주의자를 위한 두부카페 브랜딩

TOFURIAN BRANDING
Identity Design
Brand Identity / Application
Poster & Package

토푸리안 카페 & 레스토랑 브랜드 아이덴티티
TOFURIAN은 두부를 뜻하는 Tofu와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Vegetarian을
합친 합성어로 웰빙 두부 카페의 이름이다. 한국보다 음식 트렌드가 10년
정도 앞선 일본에서 두부 카페,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웰빙 카페가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채식주의자와 20-30대 젊은
이를 타깃으로 건강한 음식도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콘셉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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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디자인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로고에서는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컬러에서는 자연의 컬러를 사용했다. 그래픽 엘리먼트는 직접 그린 오브제
를 사용하였고 애플리케이션을 풀어낼 때에는 두부 패키지, 패키지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캐리어 등 두부 카페의 특성에 맞게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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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OT JUST A PROBLEM OF WHITE BEAR

graduation exhibition

It’s not just Problem
of White Bear
Information Design2

Relationship Between Global Warming and Human Conflict

841×1189mm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폭력성의 연관성에 대한 인포그래피

Information Summary

Information Legends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폭력성의 연관성에 대한 인포그래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폭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인포 그래피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들과 새로운 유형의 잠재된 폭력성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식수와 토지를 둘러싼 분쟁, 인종청소,
빈곤국에서 계속되는 내전, 끝없는 이어지는 난민들 등 이미 현실이 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이상기후는 자연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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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화적 문제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계급, 종교적 신념,
자연에 대한 문제에 작용하여 인간의 공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1차 정보는 가뭄 정도와 분쟁 정도를 물방울과 수류탄의 형태를
합친 유닛으로 표현하였고 2차 정보는 희생자 수와 분쟁 이유와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O2에 대한 정보를 담았고 3차 정보에는 나라별
CO2와 GDP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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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TTING&KNOTTING

뜨개방 리브랜딩 프로젝트

이진호
Lee, Jin Ho
leepd1012@gmail.com
010–4408–6848

KNITTING & KNOTTING BRAND IDENTITY
기존의 뜨개 방이라는 공간이 중년 여성 만의 공간이라는 편견을 바꾸고 뜨개질을 젊은이들의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뜨개방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바스커빌 서체를 변형해 로고타이프를
만들고 서체의 속공 간을 이용해 만든 뜨개의 유닛을 그래픽 엘리먼트 활용해 20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만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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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Advertising
Information Graphics
Media Design Studio

Knitting&Knotting
Form & Communication
Brand Identity /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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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in 30 seconds

graduation exhibition

이해 방법의 변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정보를 디지털화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 리하기 위하여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구조를
미디어 환경에 필연적으로 도입시켰다. 이는 아날로그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이해방식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다. 과거의 정보 전달자는 친절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리니어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정보
수용 자는 정보를 수동적인 태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 구조는 정보 수용 자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 이로써 사람들은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자로서
파편화된 정보의 간극들을 매꿔가며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Consideration of communication method through quality of media
30초로 보는 역사
매체 속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관한 고찰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등장으로 인한 적극적인 이해 방식

표현 방법의 변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즉발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더욱 빠르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갈구했다. 글자로 감정을 쓰고, 읽기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점차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음 단순화 표기법’은 이제 우리에겐 익숙하다.
이렇듯 글자를 의도적으로 분절시켜 표현하는 현상은 빠른 소통을 원하는
뉴미디어 시대 사람들의 Needs를 전적으로 충족시키며 나아가 점차 탈구
조화되는 그들의 사고 방식을 단적으로 옅볼 수 있다.
이미지를 통한 즉발적 표현

History in 30 seconds
Senior Project
1080×1920px

프로젝트 결과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직관적이고,
촉각적인 방향으로 그 방식을 진화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찾고
자 하는 컨텐츠를 이해하며, 즉발적으로 이미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Text는 이미지로 대치된 것
인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 결과물은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근거로
새로운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방대한 량
의 Text(History of God, History of Science 등)를 이미지를 통해 30초 내
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History in 30 Seconds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아카이브된 무수한 텍스트와 이미지 자료는 응용 프로그램 형식으
로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동일한 정보를 Text Communication
모드와 Image Communication 모드를 오가며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된다.

Abstract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 느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일. 말이나 글, 그 밖의 소리, 표정, 몸짓 따위로 이루어진다.’ 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부터 ‘하이퍼텍스트’로 통칭되는 현재의 뉴미디어 시대 까지
꾸준히 그 방법을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사전달 방식을 실천하게 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동영상 링크를 쉽게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답장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글자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보완한다. 이렇듯 과거에 기술적 한계에 부딪쳐
시도될 수 없었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자연스럽게 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으로부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Text Communic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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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단순화 표기 현상

Image Communic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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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320d ED Advertisement

BMW 320d ED Offline Promotion
인쇄광고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효과적일지 고려 해 보았다. 그러던 와중 ‘신세계 백화점, 남성전
문간 확장’에 관한 기사를 보았고, 신세계 백화점과 BMW가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가정 아래 이 작아진 명품들이
실제 매장에 디스플레이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다.

BMW 320d ED 광고
줄어든 유류비는 사고 싶었던 명품 구두를 더욱 만만하게 만든다.

BMW 320d ED 잡지 인쇄광고 ‘명품 수트편’

graduation exhibition

Offline Promotion
Advertising

BMW 320d ED 잡지 인쇄광고 ‘명품 시계편’

BMW 320d ED 오프라인 프로모션 ‘명품 신발 매장’

BMW 320d ED 잡지 인쇄광고 ‘명품 구두편’

BMW 320d ED Magazine Advertisement
BMW 320d Efficient Dynamics는 최고 연비 23.8km/L를 자랑하는 고효율성 차량이다. 한편, 최근 트렌드 분석가
들은 ‘명품을 구입할 때도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달리 말해, 3040세대의 남성들은 자신의
지위나 품격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은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그들의 ‘똑똑한 욕망’을 자극하고 싶었다. BMW 320d ED는 그들에게 “BMW의 이미지
(성공의 상징이면서도 역동적인)에 경제성을 더한다”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을거라 판단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Creative Concept은 이러했다. ‘줄어든 유류비는 사고싶었던 명품 시계를 더욱 만만하게 만든다’. 이러한
컨셉의 BMW 광고는 3편의 잡지 인쇄광고(시리즈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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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Advertisement
Advertising
297×210mm

BMW 320d ED 오프라인 프로모션 ‘명품 수트 매장’

BMW 320d ED 오프라인 프로모션 ‘명품 만년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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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stick Advertisement

Nike Global Race Campaign

챕스틱 신문 인쇄광고
당신의 가장 얇은 피부는 입술입니다

나이키 글로벌 레이스 캠페인

Description
우리에게 경고하 듯 ‘자외선’에 관련된 뉴스기사는 하루에 몇십개씩 인터넷에 올라온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입술도 피부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챕스틱에 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어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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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aper Advertisement
Advertising
370×510mm

Description
나이키 글로벌 레이스 캠페인의 컨셉은 ‘나이키 러닝 국가대항전’이다. 각 나라별로 국가대표를 선출하고, 대회
당일, 대표팀의 이동거리를 총합하여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린 국가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은 진행된다. 사람들
은 nikeglobalrace.com 홈페이지와 Nike Running+ App을 통해 국가별로 진행되는 경기 현황을 볼 수 있고,
자신이 응원하고픈 선수에게 SNS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또한 경기는 유투브로도 생중계되며 나라의 이름을
걸고 레이스에 참가한 선수들의 이야기는 추후 바이럴 영상으로 배포된다.

graduation exhibition

Campaign Planning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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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ezhda Alliluyeva

graduation exhibition

Information Design
Information Graphics
420×840mm

Femme de Stalin
나데즈다 알릴루예바
스탈린을 사랑한 비운의 여인

Description
나데즈다 알릴루예바는 스탈린의 두번째 아내이다. 스탈린을 만난 순간부터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이야기를
Digital Publishing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점차 불운해져감에 따라 예민해지는 나데즈다의 감정변화를 패턴과 모션을
통해 시각화하였고, 이 컨텐츠의 Second Media로는 전통 매체인 포스터가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Interactive
Media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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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esign
Information Graphics
1024×76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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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using face detection technology
표정 인식을 이용한 광고

이현행
Lee, Hyun Haing
2aiches@gmail.com
010–5673–9981
미백케어 치약 광고

표정 인식을 활용한 광고 예시

구취케어 치약 광고

Description
표정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매체에 새로운 광고 방식을 적용해본 프로젝트다. 웹캠을 통해 사람의 표정이
분석되고, 표정 변화에 따라 광고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노출되는 방식이다. 그 예로서 이를 드러내면 이가
반짝거리는 ‘미백 치약 광고’와, 입을 벌리면 입 안에서 ‘내 입냄새는 나만 모른다’라는 카피가 등장하는 ‘구취 케어
치약 광고’가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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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Interaction Design
Information Graphics
Advertising
Motion Graphics

Advertising using
face detection technology
Media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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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all your senses and Recall it
The next cloud service company based on human five senses
감각의 기록
인간의 오감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가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Rec.all 5 Senses Application
Rec.all / Senior Project
1080×1920px

Rec.all Logo / 렉콜 로고

감각의 클라우드
어떤것은 저절로 기억되고 또 어떤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다. 최근 TV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잊혀진 것들이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
신기한 것은 완전히 기억속에 지워졌던 노래가 흘러 나오면 당시의 상황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어느새 노래 가사가 머릿속에 재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때에 연관되었던 모든 감각들을 하나 둘씩 깨워 기억의 흐름속에 들어서게 한다. 삶을 살면서 인생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은 저장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는데, 내 몸과 감각은 모든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록한다. 매순간을 머리로, 가슴으로 저장하고
있다. 사진이 그렇고, 영상이 그렇다. 현재 우리는 원하는 순간을 다시 불러오는 방법에 있어 시각, 청각과 같은 특정 감각만을 사용하는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사진과 비디오를 통한 기억재생방식이다. 인간은 5개의 트랙,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반해 단 두가지 감각만을
의존하여 기억을 저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시청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도 기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순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불러 다시 한번 경험시켜주는 서비스가 나올일이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감각을 데이터화 시킨다면 우리의
삶도 크게 바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간들은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온라인상에 저장되고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순간의 감각이나 기타
정보들은 기록되지 않는다. 우리몸은 미디어 자체라고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몸이 느끼는 것 자체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 청각 할 것없이 <나>자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감각들이 동시에 저장되어 새로운 기록매체가 된다
면 어쩌면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Social Network Service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많은 광고캠페인이나 브랜드 경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은 시각과
청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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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콜 서비스
이 프로젝트에서는 1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모든 감각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일상을 기록하는 브랜딩을 만들어
서비스의 예상 시나리오를 기획해본다. Rec.all은 Record and Recall의 합성어로 한순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의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기억을 불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다. 즉 인간의 다섯가지 감각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공유하는 가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다.

Rec.all Branding Film
Rec.all / Senior Project
1920×108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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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Responsive Promotion
Rec.all / Senior Project
1920×1080px

graduation exhibition

Picodio
Picture + Audio
피코디오
사진 속 태그의 하모니

Experience
사용자가 렉콜을 이용할 때 크게 다섯가지 분류안에서 특징을 볼 수 있다.
Record (기록), Share (공유), Cloud (수집), Recall (기억재생), Life.
우리가 렉콜로 인해 체험할 수 있는 것들과 어떻게 삶이 변화할 것인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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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에 소리를 입히다
이 앱의 특징은 태그를 더욱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에 태그된 사람, 장소, 날씨 등 모든 것에
소리를 입힐 수 있다. 또 그 사진앨범을 꾸준히 아카이비 해주고 사진을 열때 설정된 오디오가 재생된다. 서로 다른
태그들이 설정한 순서대로 재생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재생될 수도 있다. 이 때 랜덤한 하모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울 것 같았다. 또 사진을 보지 않고 녹음된 오디오만 들어도 사진 속에 누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PICODIO
Application Design / Interaction Design
1080×19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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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of Currents

The Buzz City

Edison and Tesla fight over how to power the World

Annual Infographic report on correlation between urban heat island and insects

전류전쟁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전쟁을 표현한 인포그래픽

버즈시티, 서울: 매미의 메시지
연간 보고서, 도심열섬현상과 매미소리와의 상관관계

graduation exhibition

The War of Currents
Information Design / Information graphics
841×1350mm

에디슨 VS 테슬라
인류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명가고,
실용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에디슨의 그늘에 가려 천재였지만
빛을 발하지 못했던 테슬라를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길을 갔고, 한 목적을
이루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확연
하게 달라졌다. 동시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속에 그들의 발명 특허품들,
그리고 당시 둘의 미묘하고 대립적인 관계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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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경고음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매미소리. 특히 언제부터인지 말매미가 나타나
우리가 소음으로 여기는 60db를 훨씬 뛰어넘는 120db로 울며 도시를 마비
시킨다. 이미 여름의 불청객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진지 오래다. 그와 동시에
도시의 과도한 산업화, 에너지소비 등으로 도시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 현상을 도심열섬현상이라 불리는데 그로인해 대도시의 매미들은
더 목청껏 소리높여 울고 있고, 아열대성 외래종 벌레들이 서울을 위협한다.
누군가는 이를 자연의 습격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인류를
위해 소리높여 말하는 자연의 경고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The Buzz City
Information Design / Information graphics
148×297mm, 6255mm (Total Length)

서울의 도심지역의 최고기온을 조사본 결과 높은 빌딩이 많은 구가 상대적
으로 도심온도가 높았으며, 녹지대가 많을 수록 도심온도가 낮은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역 여의도와 가장 낮은 북악산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심최고온도, 도시소음, 매미소리를 인포그래픽
으로 표현했으며, 끊이지 않는 매미소리는 6255mm가 되는 책의 길이에서
그 소음의 양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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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stick Mencare

Letter of tears

챕스틱 맨케어 지면 광고

크리넥스 캠페인

챕스틱 맨케어
챕스틱 하나를 챙기는 것만으로 남자의 매너는 완성된다. 챕스틱과 배터리
를 결합한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그녀와 키스하기 전 남자의 자신감과
매너를 완충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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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stick Mencare
News Paper Advertisement / Advertising
264×370mm

눈물어린 진심을 전달하세요
언제나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해왔던 크리넥스. 이번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진심을 전달하기 어려워 한다.
점점 사라져가는 우체통과 크리넥스 박스를 결합해 사람들의 진심을 편지에
담아 전달해주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graduation exhibition

길거리에 크리넥스 우체통을 설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수
있도록 종이 한장을 준다. 사람들의 수많은 진심들이 크리넥스 박스에 담겨
전달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 한장이 뽑힌다. 또 다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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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cola Bigbang Theory
코카콜라 빅뱅이론 광고

이형석
Lee, Hyungsuk
mauve0415@gmail.com
010–9085–4527

Senior Project
Branding Design
Information Design
Editorial Design

하ㅗ

우주의 탄생은 코카콜라 때문이다?!
코카콜라의 탄산 기포 입자들이 광활한 우주에 떠다니는 영상이 재생되다
가 화면이 되감기가 된다. 우주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은 코카콜라 병.
다시 재생버튼이 눌려지고 코카콜라 병이 흔들리다가 마침내 펑하고 터진다.
코카콜라 빅뱅이론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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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cola Bigbang Theory
Cocacola Advertising / Motion Graphic
1280×7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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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der
Reading software for the dyslexic
더 리더
성인 난독증자들을 위한 리딩 소프트웨어

the.reader. GUI Design 메뉴

the.reader. GUI Design

연구 주제 및 배경
국제 난독증 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난독증은 정확하고 유창한 낱말재인에
어려움을 보이고 철자법과 해독능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라 했다. 또한
읽기 이해에서의 문제를 포함하며, 어휘와 배경 지식의 발달을 방해하는
읽기 경험의 감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의 난독증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난독증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선천성 난독증의 경우
10세 이전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알맞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많은 난독증자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고, 활동하는 성인 난독증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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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software for the dyslexic
Senior Project / 시니어 프로젝트

성인 난독증자를 위한 보조적 도구 '더 리더'
1. 난독증자를 위한 리딩 소프트웨어_사용자는 자신이 읽고자 하는
텍스트를 '더 리더'에 업로드시킨 후, 자신이 읽기에 편안하게 텍스트의
타입, 크기, 행간, 글줄길이, 글자와 배경의 색 등을 조정한다. 그렇게 자신
만의 설정을 마치면 본격적인 글읽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음성낭독기능을
통해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학습을 위한 메모 기능, 글자의
음소 분석을 위한 트리밍 기능 등이 있다. '더 리더'를 통해, 글읽기의 불편
함을 겪었던 난독증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난독증자를 위한 문구류_인쇄된 매체인 책, 잡지, 신문 등을 읽을 때
난독증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문구류이다. 읽고자 하는 구절을 다른
구절의 방해없이 집중력있게 읽게 해줄 수 있는 트리밍자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글줄수만큼 트리밍 구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빛에 민감한 난독증자의 경우, 함께 구성된 색깔별 받침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문제 해결
1.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유형과 잘 어울러질 때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Richard J. Riding, Stephen Rayner,1995) 원인도 증상도
특성도 다양한 난독증자에게는 자신에게 꼭 맞는 학습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보조기술의 사용 없이는 문자 기반의 인쇄물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내용을 디지털화하면 교재가 상호반응적이 되고,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E.A.Draffan, 2004) 난독증자의 경우, 인쇄물로 만들어진 책이나
신문 등의 텍스트를 읽는데 고충을 겪는다. 인쇄된 텍스트를 디지털화하여
사용자에 맞게 상호반응적인 읽기전용 툴을 만든다면 난독증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reader. 난독증자를 위한 문구류
165

이형석

communication design

portfolio

graduation exhibition

Mieux Français
French Food Market
뮤 프랑세
프렌치 푸드 마켓

다양한 뮤 프랑세의 어플리케이션들

프렌치 푸드 마켓, 뮤 프랑세
뮤 프랑세는 요리를 예술로써 승화시킨 본고장인 프랑스 요리만을 취급하는 푸드 마켓이다. 프랑스 요리뿐만
아니라, 프랑스산 향식료, 오일, 와인, 요리 도구, 레시피북 등 식음료와 관련된 프랑스만의 식문화를 향유하려 한다.

뮤 프랑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목업
Branding Design / 브랜딩 디자인
뮤 프랑세 가게 명함

뮤 프랑세의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컬러, 브랜드 전용 서체, 브랜드 전용 패턴, 브랜드 전용 그래픽
모티프들을 적절히 사용해 전체적으로 생기있고 깨끗한 브랜드의 느낌과
예술적이고 클래식한 뮤 프랑세만의 브랜드 정서를 전달하려 했다.

뮤 프랑세의 심볼은 프랑스의 랜드마크인 에펠탑과 약자인 'M', 'F'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프랑스의
고유컬러를 사용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프랑스의 고급스럽고 깊이있는 정서를 시각화했다. 브랜드 전용서체로써,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가라몬드와 푸르티거를 선택해 그 정서를 더 부각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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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LEE
The Story about Baduk player 'Joh Hoonhyun' and 'Lee Changho'.
조:이
스승과 제자로 만난 두 명의 천재 기사, 조훈현과 이창호. 그들이 남긴 바둑황금기의 기록들.

조:이 “두번째 이야기” 제 34기 국수전 도전5번기 제2국 기보의 커버와 내지모습

조:이 인포메이션 디자인 포스터&인포메이션 디자인 북
인포메이션 디자인 포스터: 스승과 제자로 만난 두 명의 천재 기사, 조훈현
과 이창호. 그들이 남긴 바둑 황금기의 기록들을 <국수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본다. <국수전>에서의 상대전적과 그들 각자의 라이벌들은 누구인지,
화려한 전적 뒤에 숨겨진 쓰라린 패배는 어떤 것들이였는지 말해준다.

조:이 인포메이션 디자인 북
Information Design / 인포메이션 디자인
280×200×25mm

조:이 인포메이션 디자인 포스터
Information Design / 인포메이션 디자인
860×1430mm

인포메이션 디자인 북: 조훈현과 이창호의 <국수전> 중요 대국 기보를 그들의
육성과 함께 파헤쳐 본다. 두 대국자를 좋아하고, 바둑 애호가들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바둑 기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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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 Bacon’s Workbook
Francis Bacon workbook's ordinary publish & Digital publish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집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집, 인쇄매체와 디지털 퍼블리쉬.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도록집 커버 정면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집
프란시스 베이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분해와 해체, 뒤틀림, 흩날림이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세계를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표현해보려 했다. 사용된 서체는
악치덴츠 그로테스크와 가라몬드, 스칼라가 있는데, 이들을 잘 운용하여
광적이고 우울한 그의 작품톤과 어울리는 작품 도록집을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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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 Bacon's workbook
Editorail Design / 편집 디자인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도록집 내지 디자인
195×260×20mm

Francis Bacon's workbook (D'pub)
Digital Publish / 디지털 퍼블리쉬
디지털 퍼블리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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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ngguek-gonggan Typeface
Tribute to Kim Swooguen’s Memory. Rest in Peace.
궁극공간체
건축가 김수근을 기리는 타입페이스 디자인.

이호영
Lee, Ho Young
hoingwow@naver.com
010–9168–2806

Senior Project
Motion graphics 1/2
Service innovation
Advertising
Identity design

Typeface Design
Editorial Design / 편집 디자인
궁극공간체 포스터 정면과 후면
594×841mm

궁극공간체
김수근의 건축철학과 건축물에서
부터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글자이
다. 포스터 앞면의 레이아웃은 ‘공간
사옥’의 ‘skip floor’를 차용해 디자인
했고, 뒷면은 글자가 만들어진 배경이
김수근의 건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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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새로운 아동학대 포스터 제안

특성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학대 가해자는 아동을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 정도로
여기거나 자신의 사회적 무능함을 아동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대 가해자 중 과거 자신도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70%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가 과거
의 기억으로부터의 대물림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아동학대의 현주소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주변에 아동학대를
목적한 경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에
는 우리나라 특유의 남의 가정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문화적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부산 여성가족 브리프 중 아동학대 연구 조사로는
아동학대에 인식이 낮으면 학대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피해 아동을 보호할 보호 기관 수는 너무 적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리 인력의 부족뿐 아니라 기관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호가 힘든 실정이다.

Child Abuse
Senior Design
420×594mm

연구 목적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신촌의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표면적으로 비친 언론의 모습은 오컬트 문화에 심취한 10대들의 우발적
범행이었다. 하지만 언론의 모습과는 달리 범죄심리분석관의 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유년기의 경험이 범죄로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유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아동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현주소와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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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이 학대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이 현저히 적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학대를 예방하자는 기부나 캠페인의 방향
으로 일들이 진행된다. 기관의 특성상 기부를 호소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거나 기부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일관되지 않은
개념과 디자인으로 의미전달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오프라인
을 통한 온라인 방문 시에도 통일성 없는 디자인과 많은 글로 정보전달을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번 시니어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의 변화 도출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특징
아동학대의 사전적 정의는 아동에게 폭행, 성적구박, 혹은 정서적인 손상
을 통한 상해를 가하거나 심리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아
이를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손상까지 포괄한
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이다. 발생률
을 통해 본 아동학대의 가해자로는 미혼모나 재혼가정과 같은 기타의 상황
을 제외하고 60%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조사된다. 이러한 아동 학대는
7~15세까지 인격이 형성되기 전의 연령대에서 많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16~18세에 접어들면 전체 나이의 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학대의 비율
이 현저히 줄어 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6~18세의 청소년이 되면 신체적
성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겪은 아동들은 반항, 충동,
공격성이나 과잉행동이 일반적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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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TOPIA
Service innovation

왼쪽 위 구역별 동물 안내화면- 세부 동물 설명 화면
왼쪽 아래 동물찾기 화면-퍼즐게임 안내화면- 퍼즐게임 화면

빛과 그림자
흔히 아동학대는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한다.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해결책으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시도 끝에 결과물은 포스터의 형식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포스터는 낮에는 일반적 포스터로서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지만 밤이 되면 그림자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포스터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스터를 실제
거리에 적용해 본 결과 낮에 포스터를 보고 가는 사람보다 그림자가 생기는 밤의 포스터에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자극적이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학대 포스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학대
포스터에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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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Abuse
Senior Design
420×594mm

아이들은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이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가길 바란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동물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 시 더 재밌는
관람을 도와준다.

ZOOTOPIA app
Service innovation
1920×108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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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Title sequence

Motion Graphic

Motion Graphic

아우디를 대표하는 것은 빛나는 네 개의 고리인‘Four silver rings’이다. 링을 모티브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Attempt, Understanding, Discovery, Innovation의 단어로 아우디만의 ‘기술의 진보’ 과정을 보여준다. ‘시도하여
이해하고 발견하는 혁신’이라는 의미를 담은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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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
Motion Graphic
1280×720px

동양의 사상에서 ‘원’은 상징적으로는 한정된 우주적 공간, 생명, 순환을 의미한다. 이 영상은 원들의 유기적 결합
을 통해 생각의 생성과 소멸을 표현하였다. 원들의 움직임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나타내며 수많은 생각들이
마침내 자신의 긍정적 삶의 모습으로 표출됨을 나타내었다.

graduation exhibition

Title Sequence
Motion Graphic
1280×7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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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netic motion

Rockstock

Motion Graphic

Identity design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 평화 대행진 속 마틴 루터 킹 연설의 일부를 키네틱 모션으로 제작했다.
연설 중 마틴 루터 킹 어투의 특징을 잡아내어 영상에 긴장감을 높였다.
끝 장면에서 청중의 박수 소리와 마틴 루터킹의 얼굴이 교차하며 인권운동가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켰다.

graduation exhibition

Kynetic motion
Motion Graphic
1280×720px

Rockstock
Identity design
841×118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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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stick
Advertising

장현수
Jang, Hyun Sue
matata9277@naver.com
010–2838–4634

남성들은 입술이 트게 되면 입술 보호제를 발라야겠다고 ‘생각’ 한다. 이 아이디어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입술에 대해 ‘생각’ 하는 상황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연결해 입술에 대한 생각의 결론은 결국 챕스틱이라는
메시지를 도출했다.

182

Senior Project
Information Design
Editorial Design
Identity Design
Advertising

Chapstick
Advertising
420×59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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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llustrated Guide to Traditional Korean Monsters
한국 요괴도감
288가지 한국 전통 요괴

Cover / 오침제본

Contents / 내지

연구배경
일상에서 접해왔던 다양한 문화중에서, 요괴에 대한 문화가 흥미롭다고 여겨져 관심을 가져왔었다. 요괴 문화에
관련된 콘텐츠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요괴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요괴는 대부분 처녀 귀신 이야기만 알려졌었고, 정돈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시니어 프로젝트로
한국 요괴를 선택하여 더 깊이 조사해보니 옛 서적에 배경을 둔 요괴자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떠돌
고 있거나 동방요괴를 소개하는 책자에서 중국, 일본 요괴와 함께 일부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국 전통요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An Illustrated Guide
to Traditional Korean monsters
Senior Project
160×220×25mm

연구의의, 가치
요괴는 민중의 삶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가치 있는 문화로,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이 묻어나 있는 중요한 자료이
다. 서체, 건축,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요괴 문화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따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은 잘 발달한 요괴 문화를 바탕으로
영화, 영상, 관광, 제품 등 다양한 분야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한국 요괴를 정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 삼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게 되어 더욱 풍요로운 문화가 발전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Contents / 요괴 삽화, 생김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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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ing / 프렌치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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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 Stay Experience via images
그림으로 체험하는 수덕사 산사 수행
앱을 통한 산사 수행 간접체험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산사 수행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어릴 적 절 수련회를 떠올리며 템플스테이 즉,
산사 수행에 대한 앱을 만들게 되었다. 절을 방문하기 전에 절의 역사,
자연환경,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앱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표현방법에서는 손맛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절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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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e Stay Experience via image
Information Graphics 2
Ipad application / 시작 페이지
200×134.7mm

Templae Stay Experience via image
Information Graphics 2
841×118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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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IBLI STUDIO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스튜디오 전시도록

Cover / 오침제본

원화를 보는듯한 느낌
지브리 스튜디오의 에니메이션 작업 스케치를 작업실에서 작가가 그린
원화를 보는듯한 느낌을 전달해 주려 노란빛이 도는 얇은 종이를 속지로
선택하였고 전통제본방식으로 제본하였다.

GHIBLI STUDIO
Editorial design
23.5×14.5×1.2mm

Contents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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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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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EUNG OMI
오형오미
길거리 빵 전문점

추억은 맛으로 기억한다
어릴 적 친구들과 나누어 먹던 길거리 빵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모습이 아쉽게 여겨져서 시작하게 된 오형오미는 붕어빵, 계란빵, 풀빵,
바나나빵, 국화빵 다섯 가지 모양의 빵을 판매하는 가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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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EUNG OMI
Ident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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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 of Calling the Happiness!
즐거움을 부르는 맛!
네스퀵 잡지 광고

조아라
Jo, Ara
j.ara8628@gmail.com
010–9194–8628

Senior Project
Identity Design
Editorial Design
Media Design Studio
Information Design

Taste of Calling the Happiness!
Advertising
210×297mm

흰색 우유가 갈색 우유로
흰 우유를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도 네스퀵을 탄 우유는 잘 먹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종이를 움직였
을 때 컬러가 변하게 하였다. 세 개
의 시리즈 광고물로 컵 안의 우유, 아
이의 입에 남은 우유 자국, 캐릭터의
모습의 색상이 변하는 재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광고를 표현하
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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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낯선 공간에서의 우연적 경험이 가
져오는 여행의 과정에서의 즐거움
알게하기

3.
즉흥 여행을 통해 일상으로부터 잠
깐이나마 벗어나게 하기

Spur–of–the–moment Travel Kit for Escaping the Mundane Everyday
일상탈출을 위한 즉흥여행 키트

프로젝트 목적
1.
내가 만들어 가는 여행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일상탈출을 도와주는 여행사
즉흥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만드는 대신, 여행사의 상품이 목적지가 정해진 비행기 표나 호텔 숙박권이
아닌 여행 키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는 서바이벌 키트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키트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여행사를 만드는 것이 이 시니어 프로젝트의
메인 아이디어이다.

kit simulation 1

프로젝트 발단
여행을 할 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블로그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후기와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알아본 후 여행을 떠난다. 별다른 계획 없이 떠났다 해도, 도착하면 인터넷을 통해 맛 집을
검색한다. 이는 여행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짜여 있는 패키지여행이나 그저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던 여행은 아닐 것이다. 친구들과 갑자기 밤바다가 보고 싶어 떠났던 날이 진짜 기억에 남는
여행일 것이다. 길을 잃어 헤매던 여행이라도 헤매다 우연히 만난 것들이 여행을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한다.
이처럼 여행이 대단한 노력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여행이라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잠깐이나마 일탈을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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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여행 키트
senior project
kit package & graphic design
280×200×80mm

kit simulation 2

키트 시뮬레이션
대상: 29세 직장생활 2년차 안 모 군
첫 번째 키트 시뮬레이션 대상으로는 직장인을 선택하였다. 평소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떠나고 싶어 하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일상 탈출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kit simulation 3

kit simulation 4

수정할 점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는 곳까지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정해 준다기보다는 어떠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탈과 어울릴 만한 물건들이 키트에 포함되어 조금 더 특별함이 느껴져야
프로젝트의 의도와 더 어울릴 것이라 생각되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
-물건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것이라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 했다.
-목적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이 키트가 관여하지 않는다.
즉흥 여행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가 그러했으나 목적지를 정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늘 하던
일상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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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을 도와주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탈출이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재미있는 이름의 여행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빠삐용이라는 영화 속 인물의 이름을 차용했다, 즉흥
여행 서포터라는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 캐릭터를 이용하기로 했고
빠삐용의 한국식 발음에서 용을 캐릭터화했다.

WAY 1. 버킷리스트
여행을 하면서 경험해야 할 버킷리스트를 미션카드로 제공한다.
1. 나만 아는 숨은 맛집 발견하기
2. 나와 같은 여행자와 우연히 만나 같이 여행해보기
3. 남의 눈 신경쓰지 않고 있는 힘껏 소리쳐 보기
4. 길가에 털썩 주저앉아 쉬어보기

kit graphic design_tag

WAY 2. 룰렛
복불복 룰렛을 돌려 나오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지하철,
버스 걷는 방법을 이용한다. 정거장 수, 환승횟수를 이용하여 여행자의
이동을 유도한다.

WAY 3. tag
item 들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적지 않고 넘버링을 하여 표기하고 그
이용방법의 예시들을 태그에 표기에 일반적인 물건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게 유도하였다.

kit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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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Y GO ROUND
personalized house wedding brand identity
매리 고 라운드
맞춤형 하우스 웨딩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poster
wine glass tag

candle box & match

stationary / 서식류

매리 고 라운드는 하우스 웨딩 브랜드로 집처럼 독립된 공간에서 공간, 예식 순서, 분위기 연출 등을 신랑, 신부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예식을 제공하는 브랜드이다. 행복한 결혼식을 만끽하기도 전에 주례사와 예식을 마치고,
서둘러 식장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의 예식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결혼식 본연의 의미를 살리는
예식을 지향한다.

MARRY GO ROUND
identity design

회전목마와 결혼을 합쳐 매리 고 라운드라는 브랜드 명을 지어 즐거운 결혼식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하고자
했고 회전목마의 곡선에서 모티브를 얻어 로고 디자인을 했다.

gif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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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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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TYPE
typeface folding poster design using CCTV screen

CCTV화면을 이용한 서체 및 폴딩 포스터 디자인

poster back / 포스터 뒷면

poster front / 포스터 앞면

24 hours CCTV in operation
‘24시간 CCTV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컨셉으로 CCTV 화면을 이용한 서체를 만들었다. 사건, 사고
현장의 장면, 혹은 같은 장소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담긴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서체를 살펴보는 재미를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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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는 우편으로 보내질 수 있는 형태로 접히며, 삼각 프레임은 조지 오웰의 1984 속 INGSOC에서 모티브를
얻어 (big brother is watching you) 주제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포스터가 펼쳐질 때는 카메라 렌즈가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감시라는 컨셉을 포스터를 열어보는 경험에서도 전달받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SURVEILLANCE FONT POSTER
folding poster
editorial design
594×84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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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IN THE POUCH APP
suggest skin care by weather

날씨에 따라 피부관리를 도와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obile app main page

weather in the pouch는 날씨에 따라 피부관리를 도와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알림 기능이 있어 선크림을 덧발라야 할 시간 혹은 날이
건조해지면 미스트나 립밤들을 바를 수 있도록 알려준다. 기본 날씨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위젯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 워치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워치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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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atch

widget

wearher in the pouch
media design studio
1920×1080px

weather page

forecast page

skin condition page

1. weather
오늘의 온도, 습도, 풍량, 자외선 등의
기본적인 날씨 정보를 볼 수 있고 오늘 날씨

2. forecast
시간대별 날씨정보와 일주일간의 기본적인
날씨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3. skin
피부관리를 위한 아이템들의 리스트와
관리가 필요한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

에 맞게 주의해야 하는 피부 관련 정보를 한
줄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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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o do at JONG–LO & HAN RIVER
10 special things to do at a hidden place, seoul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열 가지

최장윤
Choi, Jang Yun
jangyoon90@naver.com
010–8705–9796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을 통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는 정보디자인을
하였다. 아코디언 형태의 책을 펼칠 때마다 같은 모티브를 가진 종로와 한강의 서로 다른 행동들을 짝 지어
보여주며 전체를 펼쳤을 때는 종로와 한강의 지도를 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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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Design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folding poster
information graphics
1594×3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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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GUIDE BOOK FOR TOURISTS
Guide book about korean food culture and alcohol culture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우리나라 문화 가이드북
한국의 음식문화와 술문화에 대한 가이드북

프로젝트 목표
사용자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있었던 언어의 장벽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디자인한다.

Souvenir

Tourists at Insadong

프로젝트 배경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에 만났던 친구들이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언제부턴가 친구들은 나에게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들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고, 몇몇의 친구들은 작년 여름
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류열풍과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시대 라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게 된 계기였다. 작년,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고 싶다며 관광상품들이 많은 곳으로의 안
내를 부탁받았다. 인사동과 남대문에 친구들을 데려갔고 평소 관심이 없었
던 우리나라의 관광상품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친구들은 매번 물건을 집어
들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는 가격을
물어보았다. 대량생산된 관광상품들은 아무런 해설 기능을 갖추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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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Statistics

않았고, 비닐 속에 대충 포장되어 있어 고객에게서 호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친구들은 한국의 역사와 고궁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한국사람들은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평소에는 어딜 가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의 문화를 궁금해 하였다. 생각해보니 흔한 관광투어들은 외국인들을
남산과 명동같은 산업화된 곳에만 데려가고 있고 정작 우리의 문화는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아쉬움을 안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며 이것이 나의
친구들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안고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이미지 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나의 경험을 계기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실제적인 니즈를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문화관광상품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에 의해 결정되고,
유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의 주제, 개성, 차별화된 서비스 등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대문과 인사동에 마구 늘어져 있는
가치 없는 상품을 수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상품을
하나라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관광상품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관광 목적의 방문객들만이 관광상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문화교류 목적, 학술 목적,
예술교류는 물론 각종 이벤트 관련을 참가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들의
경우도 있다. 앞의 경우들과 관광을 접목시킨 상품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좁은 의미의 관광객들만 염두에 둔 관광상품이 주를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관광상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증가시키고
상품 경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소요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획한다면 관광객들의 체류 연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 조사 및 인터뷰
디자인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체와 컨텐츠를 정하기 위해 사용자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들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관광
상품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첫번째로는 너무 전통을 강조한
나머지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의견, 두번째는 현재
한국 관광상품들은 한국의 현대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악한 품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 실용성으로 관광객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국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관광상품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흥미로운 의견들이 많았는데, 한 일본인
관광객이 요즘 일본에는 ‘프티 유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문화를
배우고 공부하는 여행 상품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해주었다. 1주일 안팎에
한국 문화나 예술을 체험하고 배우는 관광상품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에 의견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이나 문화 체험 관광상품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
는 한국의 관광상품의 포장이 너무 아쉽다는 것이었다.

News About Translate Names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통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 1위는 쇼핑, 2위는 관광지 방문, 3위는 식도락 관광이라고 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했던점 1위는 언어소통 불만, 2위는 안내표지판
미흡이었다. 요즘에 한국 방문 관광객 반 이상이 방문한다는 마포에는 93%
가 단체관광객이 아닌 개별관광객이었다고 하는 흥미로운 자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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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리서치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타겟 리서치를 했다. 탐험관광객은 스스로 예약을
포함한 여행준비를 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관광객들과의 접촉을 피한다.
현지주민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고 어느정도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원한다.
현지해결형 관광객은 결정된 여정없이 현지 도착 후 목적지와 숙박시설을
결정한다. 비제도권 관광객은 개인 체험 관광객을 뜻하고 이들은 신기함을
추구한다. 상업화된 시설을 선호하지 않고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세 분류의 관광객들이 프로젝트의 타겟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컨텐츠 및 매체 계획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꼭 갖고다니는 가이드북으로 제작. 편이성이
용이하고 접하기 쉬운 매체이다. 휴대하기 쉬운 A5 사이즈로 제작. 종이로
된 가이드북 위에 마음껏 메모를 할 수도 있다.
음식문화 가이드북의 컨텐츠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음식은 식사대용부터 간식, 후식, 디저트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알기 힘든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술문화 가이드북의 컨텐츠는 여행객들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믹싱주의
종류들로 구성하였다. 총 15가지의 믹싱주에 관련된 정보, 만드는 방법
외에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Food Guide Book

결과
현재 다양한 한국 음식들과 술문화
분석을 바탕으로 Taste of Seoul
이라는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디자인하였다. 음식관련 정보, 문화
에 대한 가이드북과 술관련 정보,
문화에 대한 가이드북으로 총 두권
디자인하였다. 개별관광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화들
을 선별해 구성하였다. 가이드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의
문제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시각화에
대해 연구해볼 수 있었다.
Image Used In The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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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 BRAND IDENTITY
Design stationery brand
블랭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문구 브랜드

Logo

Color Palette

Shop Sign

Opening Poster

Make your own story
20-30대를 타겟으로 한 모나미의 세컨드 브랜드로 디자인 문구샵을 디자인 하였다. 기존 모나미의 넓은 타겟층
을 좁히고, 비쥬얼은 기존의 모나미에서 벗어나도록 작업하였다. 디자인 문구샵 뿐만 아니라 공방도 함께 운영하는
BLANK는 고객들에게 재미를 준다. 나만의 개성이 담긴 것을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가라
는 뜻에서 BLANK라는 이름을 지었다.

BRAND IDENTITY & APPLICATION
Identity Desig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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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BEST FOODS CALENDAR & RECIPE CARDS
Infographic poster and recipe cards for diet meals
2012 베스트 레시피 달력과 요리카드
인포그래픽 포스터와 다이어트 음식 요리카드

Cards Front

Card Detail Image

Cards Back

Analysis of best recipes
인터넷 포털사이트 키친부분에서 2012년 동안 매일 올라온 베스트 레시피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포스터이다.
좋아요가 눌린 횟수가 많은 레시피 일수록 부수적인 데코레이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인포그래픽 포스터의 2nd 미디어인 레시피 카드에는 영양소 정보들을 먼저 볼 수 있게 디자인했다. 레시피 카드는
달력의 특징을 살려 날짜를 넣어주었고, 앞면엔 재료들이 있다. 카드 뒷면에는 요리방법을 인포그래픽으로 디자인
하였다.

UNCONVENTIONAL CALENDAR &
2ND MEDIA
Information Graphics 2
1189×841mm (poster)
210×148mm (cards)

Infographic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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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Y TYPEFACE
Typeface folding poster
슬리피 타입페이스
접는 방식의 서체 포스터

Poster Back

Poster Front

Unapparent object
‘Sleep is the best meditation,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라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명언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타입페이스이다. Sleepy Typeface는 Helvetica Bold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체이다.
잠을 잘때나 명상을 할 때에는 모든 형태들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서체를 통해 표현하려 하였다. 각각의 알파벳을
벽에 붙인 후 카메라를 일정 높이, 일정 각도로 움직여 사진을 찍어 서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하였다.

TYPE PAST TIME
Editorial Design
594×841mm

Cov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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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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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UAL BOOK OF 10 GAMES IN THE PAST
Accordion folding manual book
홍제동에서 했던 10가지 놀이 설명서
아코디언 폴딩 형식의 메뉴얼 북

Manual Book Cover

하승아
Ha, Seongah
surutan87@naver.com
010–9156–5203

Senior Project
Editorial Design
Digital Publishing
Identity Design
Interaction Design

Manual Book Back

Manual Book Poster

Manual Book Inside

In the playground
어렸을적 살던 홍제동에서 했던 놀이들을 바탕으로 만든 작업물이다.
아코디언 폴딩 형식으로 순서대로 열게되면 놀이를 나타낸 인포그래픽과
놀이하는 방법이 나온다. 전체를 펼치게 되면 하나의 놀이터가 된다.

AFTER IMAGE
Information Graphics 1
297×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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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zed Digital Souvenir
Design, Print, Remind Your Trip.
여행의 물질적 기억: 개인화된 디지털 기념품
당신의 멋진 여행을 디자인, 출력하고 추억하세요.

PERSONALIZED DEGITAL SOUVENIR
Senior project / 시니어 프로젝트

프로젝트 연구 가치
순전히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이 프로젝트는
디자인에 있어서 연구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념품,
넓게는 사물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은 사람, 사물과 소통을
연구하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것과 같다. 또한 사물을
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볼 수 있으면, 사물을 통해 본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할 계기를 만들어 준다. 기념품이라는 객체를 통하여 우리는
주체를 발견 할 수 있다.

Korea Souvenir / 한국의 기념품

프로젝트 연구 배경
나의 취미는 관광 기념품 모으기이다. 언제나 어디론가 여행을 갈 때면
그곳에서의 즐거웠던 경험들의 흔적이 되어 줄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한다.
나는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물건을 통해 소유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매번 기념품을 살 때 마다 기념품 시장에의 안타까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기념품들을 구매하고 모으면서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념품은 인간의 생활에서 즐거운 여행경험과 관련하여 강력한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관광기념품이나 자신의 사진 속에서
현지의 고유하고 이색적인 문화와 의미 있는 접촉의 징표가 되는
물질적 상징물을 요구하게 된다. 이 물질적 상징물을 소유함으로써 인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담고 싶어하는 것인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먼저, 기념품의 사전적 의미와 종류, 기능을 알아보고, 현재 기념품
시장의 상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기념품의
의미를 재정의해보고 현대 생활과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념품을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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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의 현 상황과 문제점
한국에 있는 유명 관광지 근처의 기념품 가게들을 조사했을 때 현재
한국에서 기념품 시장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안 사자니 어딘가
섭섭하게 느껴지고 막상 지갑을 열어 사자니 뭔가 부족한 듯한’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기념품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념품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인사동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과 불국사 근처의 기념품
가게서 살 수 있는 기념품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품도
많이 있다. 그 것들은 효자손이나 하회탈 등과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념품
이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그 지역, 장소의 고유의 특성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요즘은 뉴욕의 공항과 도쿄의 공항에서 동일한 중국산
기념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 기념품 시장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 첫번째 문제는 ‘진짜’ 인 기념품
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손 쉽게 세계 어디의 물건이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집에서 주문하여 얻을 수 있다. 대량생산과 해외 배송 등과
같은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로 인해 어떤 한 장소에만 특별한, 특화된
기념품이라는 개념이 희미해 지고 있다. 또한, 중국산 기념품도 이 문제점의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판매업자들의 질이 낮고 싼 중국산 제품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서울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인사동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진 효자손을 구매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킨다. 둘째,
현재의 대부분의 기념품들은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실용적인 기념품도 있지만, 우리가 산 기념품들을 장식장에만
관상용으로 방치되어 있을 뿐, 소유 후의 기능이 없다. 장식장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을 뿐, 연장 선상에서 기념품의 다른 의미나 기능이 없는 것이다.

기념품의 재정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 것에는 기념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기념품의 정의에 대해 재정의 해보았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념품의 특성으로는 ‘상징성, 고유성, 진품성’이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특성만으로는 기념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기념품의
특성인 ‘상징성, 고유성, 진품성’에 ‘개인성’이라는 특성을 더 부여하였다.
개인성을 다른 말로 하면 ‘개성’이라하고,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말한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개개인 마다의 기억은 모두 다르다. 그 기억은 기억하는 사람의
삶과 문화적 배경, 성격 등과 어우러져 형성되는 오로지 개인만의 독특한
것이다. 그러니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물질적인 형태로 바꾼다면 그
형태는 같아질 수 없다. 그곳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여행지에서의 기념품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기억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사물일 뿐 기능으로서의
사물이 아닌, 삶에 큰 영향을 준 일종의 동반자로서의 사물이다. 기념품이라
는 것은 사람이 가장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나 장소 등을 기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물질적인 것이다. 기념품은 인간, 기억, 물질, 소유 등
인간이 가진 특성들이 아우러져 생겨난 것이며, 특별한 감정을 이끌어 내줄
수 있는 물건이다. 특별한 감정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개개인의 기억은 본인 이외에 다른 객체가 대신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물건은 다른 사람의 것과 같을 수
없다. 그 기억을 담은 물건은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순간, 그 장소 등의
특성이 살아난 ‘진짜’여야 한다.
셰리 터클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사물들』
우리는 흔히 사물을 실용적인 것이나 아름다운 것, 필수품이나 헛된
사치품으로 여긴다. 반면 사물을 정서적인 삶의 동반자라든가 상념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제로 생각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의미 있는 사물
(evocative objects)이라는 개념은 이런 두 개의 낯선 접근법을 합한 것으로
우리와 사물 사이에서 생각과 느낌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물들을 통해 어떤 생각을 떠올린다.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사물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기념품은 단순한
여행지의 특산품이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제이다.
기억의 물질적인 저장 기념품_ 3D프린팅
새롭게 정의한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3D프린팅과 RFID, Mobile network
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써 이용하고자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념품은 여행객이 자신의 모습이 들어간 기념품을 직접
디자인 할 수 있으며, 바로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을 할 수 있다. 출력된
기념품에는 여행객의 모습이 담긴 여행지에서의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여행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기념품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 있다.
제안한 새로운 기념품은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 3D 모델을
통해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되어진 기념품은 제작하는 개인의 삶과
생각, 성격을 반영하고, 제작 당시의 기분 상태와 시대적, 장소적 배경를
반영한다. 또한, 개인의 신체 특징을 적용한 기념품도 제작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된 기념품은 동일한 기념품이 나올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이는 첫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의에 의해 추가된 개인성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한다. 다음으로 여행객이 원하는 기능으로 출력된 기념품은 실생활에 사용

graduation exhibition

3D printing / 3D프린터 출력

Tangible memory 기념품의 3D모델

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타이캡슐처럼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기념품에 추억이 저장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이들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이로써 실용적이지 못하고,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해결된다.
Tangible memory의 서비스
새로운 기념품의 이름은 Tangible memory로 정해졌다. Tangible memory
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1. 만들고자 하는 관광지의 상징물 선택 한다.
2. 다양한 기념품의 기능 선택 가능하다.
3. 물체 혹은 사람(들)을 3D 스캐닝하여 3D 모델로 사용 가능하다
4. 스캔된 3D모델과 상징물의 모델을 결합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5. 기념품은 다양한 크기, 재료, 색깔을 선택 적용 가능하다.
6. 물체 혹은 사람(들)을 3d 스캐닝하여 3d 모델로 사용 가능하다.
7. 자신의 영상 혹은 사진, 메세지를 기념품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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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Flavin Work Book
빛의 작가: 댄 플라빈 전시 도록

책 표지

미국의 현대 미술 작가이자 미니멀 아티스트‘댄 플라빈의 전시도록.
‘댄 플라빈’은 형광등을 벽면에 설치하여 형광등에서 발하는 빛을 이용한 작업을 한다. 빛의 존재는 같은 공간 속에
서 다양한 공간의 모습을 표출해 낸다.‘댄 플라빈’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광등이라는 소재와 공간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빛과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진행한 작업이다. 형광등의 빛과 직선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전시도록과 작가의 작업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DAN FLAVIN WORK BOOK
Work Book / 에디토리얼
285×160×6mm

책 내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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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ngmiseoga Brand Identity
풍미서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Descriptive Texts / 설명글

Poster / 포스터

Basic system & Stationary / 기본 서식 디자인, 문구용품

중장년층의 남성들을 겨냥한 서점 및 서재가구 편집매장 브랜드인 ‘풍미서가’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였다.
남성들의 로망인 서재의 모든 부분을 표방한 곳입니다. 서재는 지적 사유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를 즐기는 곳이고,
주인의 취향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이자, 지식과 교양이 교류되는 사교 살롱입니다. 품격있는 서재에 적합한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빈티지 가구들을 선택하여 좀 더 질 높은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학적, 예술적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지식인, 신사들의 사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POUNGMISEOGA BRAND IDENTITY
Brand identity / 아이덴티티 디자인
594×841mm

Postcard & Record package / 엽서와 레코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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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ff Sniff Application
Sniff Sniff 어플리케이션

Faculty & Students

Mobile application ‘Sniff sniff’

“당신에게 온 메세지가 냄새로 변합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메세지나 이메일 등과 같은 언어적 소통 수단을 알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알림음이나 진동, 언어적
표시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 공감각을 통해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있는 것을 착안하여, 언어적
이해를 후각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를 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작업이다. 자신이 설정한 단어가 포함된 메세지나
특정한 사람에게서 오는 메세지가 전송되어 왔을 때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냄새가 난다. 인터렉티브란 어플리케이션
으로 냄새가 나는 기계와 동반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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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FF SNIFF INTERACTIVE APP
Mobile Application / 인터렉션 디자인
640×113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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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alty
교수진

Communication Design

Communication Design

Foundation

김정희 교수

김현미 교수

방주성 교수

이정연 교수

Form & Communication
Data Visualization
Information Graphics

Typography
Senior Project

Marketing

Drawing Fundamentals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 광고전공 석사

Columbia University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 학사

Pratt Institute 대학원 졸업 (서양화, 판화전공) 석사 (MFA)
서울대학교사범대학원 수료 (동양화 전공)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양화전공) 학사 (BFA)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예술학 박사
Parsons School of Design 석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학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석사,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사

한수희 교수

김영진 교수

노숙경 교수

김영준 교수

Graphic Form
Research & Presentation
Editorial Design

Interaction Design
Media Design

UX Research

3-Dimensional Design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학사

동경 고바다께 공방 수료
Boston University 조소과 석사
런던 첼시 컬리지 수학
서울대학교 조소과 학사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각디자인 석사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시각디자인 학사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석사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전공 학사

박경식 교수

민세희 교수

Senior Project

Senior Project

IDAS 석사
Milwaukee Institute of Art and Design, BFA
SADI Communication Design 졸업

Art Institute (컴퓨터그래픽/인터액티브미디어) 석사
Texas Christian University 학사

이완섭 교수

엄기혁 교수

Motion Graphics

Advertising

Parsons School of Design M.F.A
Design & Technology (Broadcast Design) 석사
Parsons School of Design A.A.S 졸 업
한양대학교 석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광고 홍보전공 석사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시각 디자인전공 학사

이용규 교수
김희정 교수

구지회 교수

Photography Basic

Graphic Form / Visible Signs2

김소연 교수

김문정 교수

Digital Design Lab

Asian Art

김지해 교수

이지은 교수

Digital Design Lab

Motion Graphics Basic
Digital Video

김명진 교수

구상권 교수

San Jose State Univ. 멀티미디어 석사 졸업(‘02년)
Univ. of Illinois (UIUC) 그래픽디자인 학사 졸업(‘95년)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졸업(‘87년)

신정원 교수
Digital Media Seminar

3D Design

윤원화 교수
Visual Design History

Drawing Fundamentals
Drawing Concepts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조형예술학)
뉴욕 School of Visual Arts /Fine Arts 석사 (MFA)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석사 (MF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BFA)

2-Dimensional Design

김치영 교수
UX Research

김한석 교수

이두남 교수

김시연 교수

Identity Design

Digital Publishing (D-Pub)

Package Design

이재민 교수
Form Giving

Design Esprit 대표
Otis / Parsons Communication Design, BFA

SADI Communication Design 졸업

구서영 교수
Package Design

황연희 교수
Design Marketing

서효정 교수
Digital Design
Digital Fashion Studio
IDAS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석사
SADI Communication Design 졸업
서울여대 화학과 학사

김진욱 교수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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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학생

강진구

권세영

김해인

서민지

설승재

오다혜

Kang, Jin Ku
topointonine@gmail.com
010–9123-9907

Kwon, Sai Young
apurerhino@gmail.com
010–7113–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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