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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Message from the President

인사말

This year marks the seventh annual Graduate Exhibition of the SADI Product Design Department. Since its
inception in 2005, PD has been making history by providing education that is very close to the work field
of production design. Despite its relatively short eight–year history, it has already had extensive impact. PD
boasts an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of project-oriented education that combines academics and industry,
and it has strong cooperative ties with foreign schools and enterprises. Its students have entered numerous global competitions since 2006 and have won awards for over 100 designs, fueling their passion and
confidence ever more.

SADI 제품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전이 올해로 7회를 맞았습니다.
2005년 신설된 제품디자인학과는 다른 전공학과들에 비교해 짧은 기간이지만, 디자인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융합적인 특성을 반영한 교과 운영,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체계, 해외 학교 및 기업과의 활발한 연계 프로그램 등
은 8년간 빚어낸 제품디자인학과만의 전통입니다.

At the Graduate Exhibition, students unveil their efforts and show their confidence. This year, prospective
professional designers who are only one step from graduation will exhibit over 50 truly original works representing diverse ideas and the spirit of experimentation.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impresses upon you
what a quality education a SADI education really is. We ask you to take interest in the works shown to render
the students some well-deserved encouragement.

특히 2006년부터 지속된 국제 공모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학생들은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자극 받았고
현재까지 100여 점이 넘는 수상결과가 전해질 때마다 자신감을 부풀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졸업작품전은 이러한 노력과 자신감을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졸업을 앞둔 예비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정신을 70여 점의 작품에 담아SADI 교육의 현재를
평가 받고자 합니다.
작품 모두를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Kim, Young Jun
President
SADI학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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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인사말
2005년 개설된 사디 제품디자인학과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직접적으로 배우면서도 디자인 기초 교육에 더
욱 충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손과 몸으로 움직이며 생각하는 융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디자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
인, 브랜딩 디자인, 창업 교육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보강이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보강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와의 공동 수업 개설, 패션 디자
인학과와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 융복합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런 새로운 시
도 들에 여러 가지 시행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임니다만, 이러한 작은시도들이 모여 21세기형 새로운 디자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는 11월 27일 부터 12월 4일까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와 제품디자인학과가 동시에 졸업전시회를 개
최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더 통합적인 비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사디 제품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에서는 제품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UX 및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비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열정어린 도전과 다양한 시도들을 가감없이 지도하시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
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격려해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1월
sadi product design 학과장 이종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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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름
Gu, A Reum
guareum84@gmail.com
010-6569-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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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us
Acutrom
Vacuum lunch box
Zephyr
Herb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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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stroming Table

Presentaion Board

Flexus
미래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신개념 작업 데스크

Standby

Personal Work Desk

TRANSFORMABLE WORKSTATION

PRODUCT CONCEPT
플렉서스는 미래 오피스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데스크이다. 미래에는 보다 협동 작업, 다른 분야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창의적 사고 등이 일의 가치로 여겨질것 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작업 플랫폼과 열린 공간, 작아도 효율적인
공간, 일과 휴식의 경계가 없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

12

Future Office
System Innovatio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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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Flat, Borderless Space

Mutitasking

Flexus Workplace
플렉서스 오피스는 고정된 책상과 벽, 문이 없다. 미래에는 사람들은 필요한 시간에만 출퇴근하게 됨으로써 고정된
책상은 불필요한 공간만을 차지할 뿐이다. 완전 오픈된 공간과 이동성 데스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작
업 장소가 된다.

Flexus Workplace
어디서든지 개인작업과 팀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인 작업을 하다가 테이블로 변환시켜 팀작업을 할 수 있고
보드로 변환시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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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E A BALL AND ENJOY THE SCENT

graduation exhibition

ROLY–POLY
PLACE A BALL ANYWHERE AND TAP IT, TO
CREATE MORE SCENT

HOSE
WATER BALL

HERBVILLE

HERB BALL

Herbville
Product Design A

모듈형 허브 화분
허브는 바람을 좋아한다 : 허브를 쉽고 재미있게 기를 수 있는 화분

PRODUCT CONCEPT
허브는 흔들어야 향기가 난다. 구모양의 허브볼을 분리하여 흔들거나 책상에 두어 향을 즐길 수 있다. 일체화 된 수
록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다. 또한 지지대와 화분이 분리되는 구조로 인테리어에 어울리

WEIGHT
NON–WOVEN FABRIC

게 갯수와 모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물통과 화분

16

삼투압을 이용한 Self Wa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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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운동 장비를 장착

상하 회전 수압으로 운동

ACUTROM

Acutrom
Product Innovation Studio

수압식 운동/재활 기구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할 수 있다.

PRODUCT CONCEPT
나선형 운동을 하는 터빈이 물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물의 압력을
받는다. 이는 수력 발전을 거꾸고 적용한 것이며 이 압력을 이용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않고 연속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여성이나 노인을 위한 가벼운
운동이나 재활 치료등에 도움이 된다.

18

SUSTAINABLE DESIGN
실린더에 위쪽 아랫쪽에 확장 홀이 있으며 사용자는 원하는 운동 장비를
장착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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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부착된 게이지로 진공 상태를 확인한다.

VACUUM LUNCH BOX
진공 도시락통
도시락 통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주어 음식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펌프질을 하여 내부 공기를 뺀다.

각각 반찬통과 도시락 통 에 공기주입 버튼을
눌러 뚜껑을 연다.

작동원리

PRODUCT CONCEPT
기존 도시락 통이나 피크닉 가방은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여름 철이면 음식이 빨리 상해 무거운 미니 냉장고나 아이스 박스 등이
필요하다. 이 컨셉은 통조림같이 도시락통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주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음식을 보관 할 수 있게 해 준다.

20

Vacuum Lunch Box
Product Innovatio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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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
새로운 드라이빙 시스템을 적용한 워터 스쿠터
물속에서 수영하듯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새로운 재미를 준다.

PRODUCT CONCEPT
제퍼는 새로운 속도 조절 방법을 적용한 워터스쿠터이다. 팔을 모아 움츠리면 속도가 빨라지고 파워가 세진다. 반대
로 팔을 벌려 개방시키면 느려지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런 조작 방법은 사람들에게 물속에서 물의 흐름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보다 재미있고 스릴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것이다.

22

Zephyr
Concept Development Class

23

김민선

portfolio

product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김민선
Kim, Min Sun
alstjs16@gmail.com
010–9990–8277

24

SnD: Social Dress Room
Sign
Salt tape
Water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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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의 1대1일 맞춤 쇼핑 도우미

4. 옷에 관련된 정보 SNS 실시간 연결

SnD
Social dress room
모듈화된 제품의 확장으로, Home 내에 옷에 관련된 소셜 공간제공
PRODUCT CONCEPT
사용자가 옷을 보관하고 고르는 과정을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
는 제품 및 시스템. 모듈화된 제품의 연결로 집안내의 소셜 공간으로의 확장
되고,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Mirror Display 사용으로 사용자가 옷을 고르고
추천 받는 경험이 풍부 해 질 수 있다.

MAIN FUNTION

1. 날씨와 개인 정보에 따른 추천

26

2. 지인들과의 옷 정보 COMMUNICATION

27

김민선

product design

portfolio

graduation exhibition

SIGN
Smart robot vacuum
Users can control the robot vacuum cleaner’s route and review status of the cleaning process.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스마트한 로봇청소기
FEATURE & PUI
1. Dust bin
t’s seperated from body. the half of
dust bin is transparent for reconization
of dust .
2 Bottom side
Roller, side brush, main brush, body
wheel, dust bin, emergency power.
3 Full touch screen
touchable full screen, user can control
directly on the muchine by touch.
4 Power on/off
Physical user interface using full touch
screen , power on/ off function.

UI INFORMATION ARCHITECTURE

PRODUCT CONCEPT
집안구조가 등록되어 있는 Full
touch display를 통해, 직접 손으로
그려서 청소 루트를 설정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현재 청소진행
상태 및 로봇청소기의 위치를 스마
트 폰이나 스마트 TV 를 통해 손쉽
게 확인 할 수 있다. SIGN 은 좀 더
마음대로 청소를 시키고 그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니즈를 만족시켜주
고, 사용자에게 좀 더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해준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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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ATE
Let’s drink togother!
함께 물 마시는 내 친구
내가 마신 만큼 식물에게도 물을 줄 수 있어요!
SERVICE BLUEPRINT

UI DESIGN & USAGE SCENARIO

PRODUCT CONCEPT
우리 몸의 필수 요소인 물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다. 하지만 탄산이나 기타 다른 음료들 때문에 현
재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의 양의 권장량의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WATER MATE는 이런 아이들에게 적정
량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물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및 디자인이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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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Kim, Yeon Tae
blacqmosaic@gmail.com
010–9288–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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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UXI
SCATCH
LINE
CARVIS
EVE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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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UXI
Near future electronic bath & Home rest system

CONCEPT
XIUXI utilize and extend new space to beyond bathroom. It combine
with analog and digital. It organize cumbersome behavior pattern
and process. It intactly convey user’s emotion.

MAIN TARGET :
Home environment is a space that is used by a variety of user.
Particularly rest should be easy for anyone to enjoy the product than
difficult to recognize. Therefore the main target will be the UNIVERSAL design and functions.

AROMA CLOUD
Feel like in the cloud, aromatic and charmingly

ELECTRONIC BATH
Depending on users emotion reactive bath electronic

BACKGROUND
As the popularity of apartments grew, people are grow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single Family Homes and Villas. Also people want
to stay near by nature. Future environment is expected to become
popular a little spacious villa-style houses with those two facts. The
corner of the bathroom would take up much space, thereby strength
rest system. The outermost terrace will be indoor as become strong
individualism. For such a reason, shower system will locate interior
terrace because of reflect the people’s psychology what they want to
see outdoor.

SUB TARGET 1 :
30-40 women’s consumer culture with a strong aesthetic needs is
expected to be the largest .It is rising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Slow life culture.

SUB TARGET 2 :
Psychology of beauty is strongly applied to men recently.Thus set
up Sub-targets for a 20~40 men’s who wants to improve himself.

ANALYSIS DIAGRAM OF RELAXATION

XIUXI
Home rest system / System innovation
studi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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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APTIC
Provide various Haptic function by utilizing new technologies. Not only express Intaglio and relief but also feel and
adjust the water temperature change in advance.

Purchase the product with offer fixed amount server. Utilize house
network, powered server. If users wants to purchase additional
capacity, they can purchase that. Enter the access codes in cloud
server to control by automatically or manually which the products of
user want to additionally connect to network.

AUTO TEMPERATURE
The temperature is very important to keep continually.
By maintaining a low-temperature, water waste can be
prevented for the maintenance of temperature.

Consumable products such as bath salts standardized. And regularly produce new products for induction to steadily consumption.

TRANSPARENT DISPLAY
Maintain clear form of design through the transparent display. Therefore escape electronic devices form. Naturally,
it can connect and offer information to the user. That is in
charge of the visual elements.

FILM SPEAKER
Can listen to music through a speakers in the form of a
thin film.Sound creates through the film transmitted vibration. And it is thin and transparent, can escape in the form
of blunt speaker.

MOOD LIGHT
Soft floor lighting with Charmingly color that the user’s
emotion stimulate and give stability. According to people’s
emotions , bio-rhythm and health change the color.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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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CH

LINE

Smart portable monitor

New peeler with the best usability

CONCEPT
Monitors are always on top of the desk. The majority of people think monitor is for delivery of visual. But
people changed by a small mobile phone. In other word, users eagerly look forward to get experience
from monitor. Scatch motived the rabbit from Alice in Wonderland. Because it gives expansion of the new
space and new user experience. Most important technology is wireless transmission. Scatch monitor
requires reception and transmission. So Scatch owned UWB which possible the two kinds of technology.
It gives more entertainment more usability like playing online game with kids in the living room and take
it to kitchen to find recipes.

38

SCATCH
Smart portable monitor
Product Design B2 2012

CONCEPT
Redesigned by cheap and convenient product. That was peeler. Problems of function, shape, structure
and material occurred complementary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while using it.

graduation exhibition

LINE
New peeler with best usability
Product Redesign 2010

Improved grip feeling by using the elastic tension grip and designed uncomfortable sharp carver to easier
to use. Blade designed curved surface shape that able to peel potatoes cleanly.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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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VIS

EVERPORT

Service based product design for car

Mobile application for foreigner visitor

graduation exhibition

Everland is one of the largest amusement parks in South Korea.
Various large-scale land, animals and rides are Everland’s point
of attraction. But despite these attraction, Many foreign tourists
feel discomfort.
EVERPORT
Mobile application for foreigner visitor
Service innovation studio 2013

CONCEPT
Carvis promotes the child’s learning ability by simple communication in a car. It makes voluntary and fun
child’s education through the simple interaction for women in their 30’s driver with children i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It has right position to use that most safe and best to user. That located on steering wheel. Designed as a good size to control while driving.

40

SCATCH
Smart portable monitor
Product Design B2 2012

PAINPOINT
Services for foreigners seldom hard to find in Everland.Problems of
communication, information delivery and consumption are the lack of
a solution. Most foreigners do not understand the instructions. When
they buy food and goods during sightseeing Everland, they often use
body language.

CONCEPT
Offering the New experience, comfortable feeling, entertainment experience for foreigners are the biggest goal. To do that, need to solve
the most fundamental problems step by step. Everland Passport
moblie application is based on the points of exchange, communication, information transfer and trave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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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in screen, interpretation function is able to operate in real–time.
It Solved the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Minimizing unnecessary UI in the first screen. In the first screen minimizes unnecessary UI. Most frequently used camera and interpretation UI only set on the screen. The right sidebar designed considering
usability with other multiple menus. Sidebar provides quick operation
and convenient to users.

Through the service blue prints, the most suitable to meterialize
scenario for foreigners. Focused on core keywords, selection for
tourists is the most necessary functions. Thought to the role of
front stage and back stage. Research also is the skills needed to
function that consider possibility of implement.

Six core keywords of Everport were discovered with scenario.
Among them involved four kinds of the most necessary needs to
foreigners. Use the language interpretation function to foreigners,
solved the problem of the language barrier.Use a mobile payment
system, solved currency exchange problems. To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so that foreigners can enjoy Everland 200%. Finally, the
application itself records the tourism of foreigners so also has to
meet the needs for recording.

Mobile payment system reduce the burden of exchange charges and
payment can also easily. When approached at a distance by NFC technology, automatically connects with smartphone app and shows the
information. Also get the various information by direct search.Quickly
provide the journal with GPS function records the user’s path a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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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겸
Kim, Yoon Kyum
gimyosen@gmail.com
010–25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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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messenger
Tong tong
Duo-rum
Sequilibrium post system
Home zoo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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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MESSENGER
손으로 그린그림을 라떼아트로 만들어 주고, 커
플에게 전달 해주는 커피메이커. 매일 아침 ! 커
피향이 나는 따뜻한 메세지와 함께 당신의 연인
을 위한 바리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커피메신저에 넣은 시나몬가루를 Text Fresso
Module을 통해, 커피위에 그림을 그려주고,
Wi-Fi를 통해 멀리있는 연인의 커피메신저에도
메세지를 보내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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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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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RUM

위생적인 세탁을 위해 고안된 디자인솔루션으로서, 속옷이나 아이들의 옷은 윗칸에서! 일반세탁물은 아랫칸에서!
따로따로 세탁할 수 있다. 세탁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두개의 드럼을 통해 세탁조의 오염을 최소
화하고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세탁을 할 수 있다.

Dual Drum Washing machine

product design

STRUCTURE LAYOUT

graduation exhibition

STRUCTURE LAYOUT

Heating humid
Sub–drum
BLDC Motor
Main-drum
water hose (in)

BLDC direct MOTOR
BLDC direct MOTOR

Heating humid

Damper

Water hose(out)

Seperated Dual drum operate by BLDC Direct Motor. and New
Damper system reduce shock and noise.
New Damper system

GUI./ PUI
세탁기 사용시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조작이 편리하도록, Linear한 구조로 정보디스플레이와
조작컨트롤의 레이아웃을 만들었다. 조작컨트롤의 경우 기존 세탁기가 많은 버튼들로 인해 조작에
혼란을 주는 것에 착안하여, 기능, 메뉴의 이동과 선택을 한개의 조그다이얼과 previous, next 기능
을 하는 두개의 버튼으로 컨트롤 버튼의 갯수를 최소화 하고, G.U.I.와 컨트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
여 조작이 더욱 쉽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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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DRUM LAYOUT
듀얼드럼은 두개의 드럼이 각각 서로 분리되어 있어 더욱 위생적으로 세탁
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단에 있는 sub-drum을 이용하여 속옷이나 아기의
옷감 또는 하얀 와이셔츠등을 세탁하는데 탁월하다. 일반 옷과 따로 세탁이 필요한 세탁물( 아기옷,
속옷, 하얀셔츠, 걸레, 신발 등)을 분류하여 따로
세탁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적은 용량만을 세탁할 수 있어 물절약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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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ILIBRIUM POST SYSTEM
Home Security System for Equilibrium
내 집을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무인택배시스템
홈 시큐리티 시스템과 함께 연동되는 Standalone제품으로서 집을 비웠을 때, 일이 있어 직접 물건을 받아볼 수 없
을 때, 집에 혼자있어 택배물을 받기위해 현관문을 열기에는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무인택배기이다.
근미래 아파트 신축시 외부에서 집어넣은 택배물을 문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신개념
무인택배시스템이다.

SEQUILIBRIUM SY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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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TONG

HOME ZOO FRIENDS

graduation exhibition

SERVICE VALUE

Make it Valuable

지속가능한

진정성

가치소비

통 통 l 통할 통, 통 통
아이의 시야를 올려주어 엄마와 눈높이를 맞추고,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도와주는 잠망경 자전거.
소통하는 ‘통’이라는 뜻의 통통(TongTong)은 승용완구로서, 잠망경을 통해 엄마가 바라보는 눈높이까지 아이의 눈
높이를 올려주어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터 자신보다 높은곳에 대한 호기심과 그곳에 오르려
는 의지로 가득하다. 비록 어렸을 때는 뒷꿈치를 들거나 부모님이 안아주면
서 그 호기심을 채우지만 어른이되면 비행기, 우주선을 통해 더 높이 올라
가고자 한다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함은 인간의 본능이다’
CONCEPT
야생의 여러 동물들을 ‘Home Zoo’컨텐츠를 통해, 동물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만나, 교감하고 체험하며, 지역유기동물보호단체와 야생동물보호단체와 협력
을 통해 기부하는 새로운 Donation Platform을 위한, Home Edutainment Service.

BUSINESS PLATFORM
다친 야생동물 / 유기동물의 보호
Authentic Family Customer
사회적, 친환경, 생명존중, 기부, 진정성,
가치소비
집에서 실시간으로 동물원 동물확인.
야생동물을 가상으로 분양받아 증간현실로
즐기는 동물체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방생, 야생적응 훈련을
위한 인프라 제공
기부
동물보호단체

비용일부기부
컨텐츠 결연

동물원 기업

개인, 우리집

인지도 상승
서비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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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DETAIL
에버랜드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동물의 QR code를 찍어 가상입양/결연을 맺고, 기부를 통해 차별화된 오프라인 체험이 가능하고, ITO Appcessary 과
MD상품의 QR code, NFC로 컨텐츠에 접속이 가능하여 관심있는 동물들의 소식과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동물을 볼 수 있으며, 에버랜드에
가지않고도 증강현실을 통해 집에서도 동물들과 간접적으로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다.

graduation exhibition

APP CONTENTS SCENARIO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관심동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같은 동물과 결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간의 지
식과 정보들도 나눌 수 있다. 수익금의 일부는 가입자의 명의로 동물단체에 기부하여 의미와 가치를 상승시키고 브랜드와 기업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

USECASE

01.
케이스를 열고 제품을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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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케이스를 스마트폰과 결합한다

03.
스마트폰을 도킹한다

04.
책상위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나만의 가상동물
을 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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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경
Bak, Bo Kyeong
90thizk@gmail.com
010–64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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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WING
INNEAR
TURILL
AIR CAP
PLAY DEA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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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NCEPT
실제로 스프레이를 뿌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기존의 노즐과 똑같은 형
태로 디자인하고 작동 방식또한 기존의 스프레이와 동일하다. 여기에 취향
에 맞게 다양한 케이스를 씌워 휴대폰 고리나 악세사리로 들고다닐 수 있도
록 디자인 되었다.

Innovation Service Design
모두가 그라피티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그라피티는 불법이다. vs 그라피티는 표현의 자유다.

PHYSICAL INTERFACE

ACCESSORY

노즐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작동한다

MAIN CONCEPT
힙합 문화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그래피티. 불법, 전문적인 기술, 스프레이의 독한 성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
게 다가오지 못한 그래피티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FREWING
Innovation Service Design
11×33×11mm

스프레이 노즐 형태의 앱세서리를 휴대폰에 장착 시킨 후 앱을 실행시키면 가상으로 스프레이 뿌려 자유롭게 낙서
할 수 있다. 앱과 함께 카메라가 함께 실행되어, 캔버스(벽)의 좌표값을 읽어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현재 그려
지고 있는 그래피티의 형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노즐의 굵기, 종류, 색상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여 자
유롭게 낙서를 즐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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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CONCEPT

기본적으로 CMYK를 사용하고 노즐이 분사되기 전 과녘에 조준되는 듯한
심볼을 특징으로 총 두가지 타입의 로고 제작되었다.

AUGMENTED REALITY
가상으로 그려진 그래피티는 어플
내의 증강현실 기능을 통해 볼 수
있다. 알람을 통해 주변의 그래피티
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사진, 동영상
도 그래피티와 함께 남겨 증강현실
로 볼 수 있다.

UI DESIGN

FREWING
Innovation Service Design
Device: Galaxy S3
PUSH ALARAM
사용자가 알람을 설정하면 주변에 있는
그래피티,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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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주변의 그래피티를 위치, 아티스트, 랭
킹 목록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티스트
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활성화된다.

ARTIST GALLERY
갤러리에 날짜, 위치와 함께 그래피티
가 저장된다. 최근순으로 보여지며 다
른 아티스트는 즐겨찾기를 통해 정보확
인이 가능하다.

DETAIL INFORMATION/SHARE
그래피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를 네비게이션을
통해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며 SNS를 통
해 공유가 가능하다.

NAVIGATION
현재위치에서 설정한 그라피티까지의
경로와 거리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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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거나 과거의 경로를 탐색하여 같은 경로지만 다
른 이벤트를 즐길수 도 있다. 즐겨찾기를 통해 좋아하는 지점을 거쳐 다른
경로로 라이딩을 즐기거나, 간단한 글이나 사진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기
억할 수 있다.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주변 이벤트 검색 서비스

SEARCH
NEARBY EVENT
SERVICE DESIGN
FOR BIKE TRAVELER

EVENT RECOMMEND
추천 알람 설정 시 주변에 있는 이벤트를 실시
간으로 검색하여 알려준다.

NAVIGATION SETTING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한다. 이 때 주변 이벤트
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추천된 이벤트 경로로 방향을 바꾸면 새로운 경로로 안내된다.

CONCEPT
자전거를 탈 때 주변의 이벤트를 알람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벤트 내용과 장소, 기존 경로와의 거리를 확인한 후 알
람의 수신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벤트에 의해 추천되는 네비게이션을 따라 방향을 바꾸면 새로운 경로로 안내된
다. 자전거만 타기에 놓치기 쉬운, 공원에서의 벚꽃축제, 이름 모를 예술가의 버스킹, 무명작가의 길거리 전시회 등 특
별한 쉼터에서 잠시 쉬며 자전거 그 이상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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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AR
User Experience Design
Device: Galaxy S4

MENU
이벤트 탐색, 네비게이션, 추천경로, 도움말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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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ILL
Combination of fritter tende and grill

MAIN CONCEPT
뒤집개와 그릴이 합쳐진 형태. 뒤집개속에 열선이 내장되어 조리를 할 수있
다. 뒤집개로 사용 시 바닥면에 발열이 되어 음식을 앞뒤면으로 좀 더 빨리
조리할 수 있고, 손잡이를 잡고 누르면 스프링 똑딱이에 의해 집게처럼 벌려
져 뒤집개 사이에 음식을 넣고 미니 그릴로 사용할 수 있다.

TURILL
Inovation Product Design
325×90×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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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CAP
Combination of Air–cap and Glow stick
에어캡을 터트리듯 라이트캡을 누르면 형광빛이 발산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

graduation exhibition

PRINCIPLE
에어캡 안에 hydrogen peroxide(과산화 수소)가 차있는 얇은캡슐이 들어있고, 그 외부를 diphenyloxalate (디페닐
옥살레이트)가 감싸고 있다. 에어캡을 터트리듯 손가락으로 눌러 얇은 캡슐을 터트리면 과산화수소가 산화 디페닐과
만나 형광빛을 내뿜는다. 발열하지 않으며 인화성이 없으므로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녹색, 적색, 황색, 백색,
청색, 적외선 등 여러 타입이 있다. 6~8시간정도 발광한다.
Hydrogen Peroxide
Diphenyl Oxalate

에어캡을 터트리듯 손가락으로 눌러 얇은 캡슐을 터트리면 과산
화수소가 산화 디페닐과 만나 형광빛을 내뿜는다. 발열하지 않
으며 인화성이 없으므로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녹색, 적
색, 황색, 백색, 청색, 적외선 등 여러 타입이 있다. 6~8시간정
도 발광한다.

SCENARIO
비상시 글자와 사인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콘서트장
이나 클럼내에서 자신만의 특
별한 문장,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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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DEADMAN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Project
Leeum과 산학협력으로 진행한 과제 결과물. “시체놀이”라는 컨셉의 사람모
양 책갈피로 현재 리움아트샵에서 판매중이다. 얇은 실리콘소재를 사용하고
Deadman, Runner 총2개의 타입, 각3가지 컬러로 구성되어있다.

Deadman
silicon / 35×17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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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민
Park, Soon Min
sooon0902@gmail.com
010–509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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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c
Times square tag
The Spicicle
Smart home disp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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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SUCRIX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체와 일회성을 가진 캡슐들로 구
성되어있다. 캡슐을 본체에 돌려끼워 당기면, 액체가 캡슐안 얇은 플라스틱
막으로 차오르게 된다. 사용 후에는 캡슐만 버리고 본체는 지속적으로 사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사기 없이 캡슐만으로는 사
용할 수 없고, 사용된 주사기 캡슐은 사람의 힘으로 쉽게 빼낼 수 없는 구조
로 디자인 되어 주사기 재사용을 방지한다. 또한 캡슐안의 얇은 막은 진공상
태로 포장되어 약물을 뽑아 낼 때 공기 유입이 되지 않으므로 의료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ACKGROUND
인도의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해 에이즈와 말라리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인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환자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무면허 불법의사를 포함한 의료시설들의 일회용 주사기
의 반복적인 재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은 무려 65%에 달한
다. 그들이 주사기를 재활용 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다.
인도의 일회용 주사기의 반복적으로 재사용되어, 쉽게 환자들에게 질병에 노
출시킨다. 인도는 폐주사기를 재포장 하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 주사기를
쓰레기통에서 꺼내 모으면 키로그램당 12센트에 거래되기 때문에 인도의 부
모들은 돈을 벌기위해 아이들을 쓰레기장으로 보낸다. 이런 악 순환 때문에
폐주사기를 재포장하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
쓰레기장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오염된 날카로운 주사바늘에 찔려 질병에 노
출되고,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에 감염된다. 병 걸린 아이들을 고칠 돈이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길거리에 버리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해 인도에 에이즈와 말라리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값싸게 폐주사기를 수거한 회사는 이것들을 새로 포장을 해 병원이나 무면허
의료기관에 되팔고 오염된 주사기는 끊임없이 재사용되어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무서운 질병의 확산은 가속화되고 있다.

SUCRIX
슈크릭스
인도의 주사 재사용 문제로 인한 질병의 악순환에 대처하는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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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SHOWER MOUSE
멀리서도 세심하게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샤워기

1.
SUCRIX 본체 안 진공상태일때의 모습이다.
캡슐의 윗 뚜껑이 열려 얇은 플라스틱 막 안으
로 약물이 흡입된다.

1

2

2.
주사가 끝나고 나면 캡슐의 뚜껑이 캡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재사용을 방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USER SCENARIO
BACKGROUND
샤워기의 온도를 조절하려고 수전을 돌리면 갑자기 뜨거운물이 나와 화상을
입거나 갑자기 차가운물이 나와 놀란적이 많다. 만약 부엌에서 물이라도 사
용하면 간신히 마춰놓았던 물의 온도는 악마같이 차가워진다.
BENETFIT
1. 물의 온도를 약간만 조절가능해서 원하는 온도로 샤워를 즐길 수 있다.
2. 샴푸가 눈을 앞을 가려도 촉감만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3. 노인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일어날 필요없이 앉아서 물 조절
이 가능하다
1. 주사 캡슐을 꺼내 주사기에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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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기에 약물을 주입한다.

3. 주사 캡슐의 빨간테두리가 용량을 표시한다.

4. 환자에게 주사한다.

5. 주사 캡슐뚜껑이 주사기 안 푸셔에 의해 주사
기캡슐 안으로 밀려들어갔다.

SHOWER MOUSE는 물을 켜고 끄는건 물론, 물의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 할
수있다. 수전에서부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호수가 샤워기 까지 연결되
어있다 수전의 모양을 본따 디자인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

6. 캡슐만 버려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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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C
리움박물관 기념품

리움 박물관 기념품 프로젝트로,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아 평상시에는 인테
리어 요소로 도도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사용시에는 조명과 펜슬로 기능이
변화하는 실용성이 높은 제품이다.

FUNCTION
뒤집는 행동을 하면 기울기 센서가 작동해 불
이 켜진다.

잉크가 담겨져 글씨를 쓴다.

HIDE

NOVEL

GRACEFUL

COMPONENT

LED

Bettery LR4T*3

기울기센서 SW-200

TIMES SQUARE TAG
넓은 복합 쇼핑몰에서 현명하게 쇼핑을 도와주는 스마트한 앱
경방 타임 스퀘어는 많은 브랜드의 매장이 모여 있는 한국의 최대의 쇼핑
몰이다. TST는 기존의 좁은 의미의 타임 스퀘어몰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확대하여 구매자가 더욱 풍부한 MALLING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ERVICE 이다. 쇼핑을 즐기는 10~20대 여성의 패션생활에 자긍심이 될
서비스 로 관심물품의 정보와 위치를 알려주고, 쇼핑을 보다 여유롭게 즐기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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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의 쇼핑방식을 보면 원하는 옷을 고르면 바로 쇼핑을 마치는 남성
들과 달리 여성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사는것이 여성들의
쇼핑방식이다. 현대 여성들의 소비패턴이 예전보다 합리적이고 이벤트 참
여도가 높아졌다. 또한, 영화관 까페등 여가거리를 다양하게 즐기며 쇼핑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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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그를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해 my
tag list에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2. 매장에서는 사진찍기가 금지되어있고, 매장
들이 분리되어있어 비교하지 못했었으나, 태그
앱안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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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나쳐온 매장에서 내가 입었던 옷의 느낌을
다시 보고싶어 미리 찍어둔 전신샷에 옷을 매치
시켜 볼 수 있다. 매장 내 사진은 금지되어있는
매장에서 유용한 기능이다.

4. 태그리스트에 담은 옷을 스타일시스템이 분
석하여 고객 입맛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한다. 추
천된 옷은 홈화면에 표시되는데, 고객은 내가 찾
는 스타일의 옷의 위치를 알수 있어, 빠짐없이
비교분석 할 수 있고, 고객의 동선을 늘려 타임
스퀘어몰을 활성화 시킨다.

product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5. 내가 마음에 든 옷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
을 때에는 고객의 좌표와 매장의 좌표를 연결
해 타임스퀘어 전용증강현실, 일반지도로 안
내해준다.

6. 영수증과 택을 분실해 에프터 서비스를 소홀
하지 않도록 매장 바코드기기를 통해 구입내역
이 업로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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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SMART HOME DISPENSER
An Icicle-shaped spice jar using magnets.
사용자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한 홈 디스펜서

SMART HOME SHARING SYSTEM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나면 그 성분을 분석하
고 디스펜서에 개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변기의 물을 내리는 행동에서 지문을 채취해 각
데이터의 사용자가 누군지 구분한다.

1. 비타민 카트리지 장착함
2. 손가락을 올리면 개개인의 지문을 인식한다.

THE SPICICLE
An Icicle–shaped spice jar using magnets.
요리를 할 때 많은 식재료와 식도구들, 그릇들은 요리할 공간을 비좁게 한
다. Spicicle의 뚜껑부분에는 자석이 들어있어 선반 밑에 고정된 철판에 붙
어 보관되고, 쉽게 한 손으로 떼고 다시 붙일 수 있어 사용자에게 보다 쾌적
한 요리 환경을 제공한다.
SPICICLE을 사용하는 행동으로 마치 한 겨울 처마 밑 고드름을 따는 것 같
은 감성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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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ABLE SYSTEM
비타민을 섭취해야하는 종류와 양은 성별에 따
라 나이에 따라 상황에따라 직업에따라 다양하
게 세분화된다. 균형에 맞고 내 몸이 필요한 비
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FINGER-PRINT SCAN SENSOR
사용자가 물을 먹으려고 디스펜서를 누를 때 지
문을 채취한다 화장실에서 얻은 건강정보와 사
용자를 매치한다. 사용자의 건강과 상황에 맞는
비타민음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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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인
Yang, Seung In
artin01@naver.com
010–308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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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 service
Easy wall painting printer
Natural pose self camera
Food fresh checker
Warm steth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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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 service
리코 서비스 : 친환경 습관 홈 컨설팅 서비스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상담·관리 서비스

SERVICE CONCEPT
리코 서비스 (친환경 습관 홈 컨설팅 서비스)는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법의
행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진단 및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웹 사이트를 통해 친환경 생활 행동에 관한 간단한 사전 설문 조사와 함께 고객이 직접 신청하게 된다.
신청 접수 후, 상담사가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친환경 관련 모니터링 제품들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담사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진단하여 1:1 상담과 함께 맞춤형 교육프로그
램 서비스 (방문과 앱을 통해)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상담을 통해 고객의 행동에 변화, 발전이 보

자연, 집 안으로 들어오다
Service Innovation studioⅡ

SERVICE SCENARIO
1.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신청 및 설문조사
2. 상담사 1차 방문 (모니터링 제품 설치)
3. 1주일 후, 2차 방문 상담 및 교육
4. 일상생활 중, app을 통한 모니터링
5. 3차 방문, 상담 및 교육
6. 친환경 생활 실천에 따른 평가 및 보상

이면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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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서비스는 repeat eco lifestyle 의 약자로
‘친환경 생활을 반복하다’의 의미이다. 친환경
생활을 반복하여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re:co 서비스 app UI 디자인 일관된 서비스 경
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로고를 응용한 디자
인. 친환경 행동 지수와 그에 따른 혜택을 항상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모니터링 제품들 (전기, 물, 공기) 장기적으로 제품을 통한 행동 모니터링 방식에서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방식으로 변화 가능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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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WALL PAINTING PRINTER

Gadgets design
Product Innovation studio Ⅱ

페인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하나로, 원하는 패턴을 그대로

PRODUCT CONCEPT
페인트를 상도, 중도, 하도 순으로 (프라이머, 페인트, 바니쉬)를 바르기 위
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페인트를 바를 때도, 자신이
원하는 세밀한 이미지들을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니
즈들을 바탕으로 프라이머, 페인트, 바니쉬 소재가 프린터 카트리지 형식으
로 되어 있어 모드 설정에 따라 하나의 도구로 손쉽게 벽에 페인팅할 수 있
도록 구상하였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제품에 입
력하게 되면 내장된 고정밀 자유도 내비게이션 센서를 통해 페인트 롤러 칠
하듯 칠하면 벽에 데이터 그대로 프린팅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1.
원하는 이미지의 데이터를 제품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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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르게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해 프라이머 모드를
선택하여 칠하고 건조 시킨다

3.
페인트 이미지 모드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불러
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하듯이 자연스럽게 벽을
지나가면 프린팅이 된다

4.
바른 페인트를 건조한 후에 바니쉬 모드를 설정
하여, 페인팅 마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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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rodu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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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브 렌즈를 본체 카메라에서 분리해, 적당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4.
다양한 포즈로 편하게 사진 촬영을 한다 손을
길게 뻗으며 높이 들고 셀프 사진 촬영을 해 본
적 있나요?

NATURAL POSE SELF CAMERA
자연스러운 포즈의 셀프 사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팔 길이 이상의 거리를 다양한 각도와 포즈로 셀프 촬영 할 수 있는 카메라

1.
사진을 찍는다

2.
팔 길이에 제약받지 않은 자연스러운 포즈의
사진을 찍고 싶다

카메라 본체와 서브 렌즈와 화면 연동

PRODUCT CONCEPT
손을 길게 뻗으며 높이 들고 셀프 사진 촬영을 해 본 적 있나요?
이 제품은 다른 카메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팔 길이 거
리에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사진을 촬영하기를 원할 때 (자연스러운 포즈의
셀프 사진 등), 본체 카메라에 부착된 서브 카메라 렌즈를 담고 싶은 배경과
자신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적절히 먼 위치에 잘 설치해놓고 원격에서 사진 촬
영이 가능한 카메라이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인물 및 풍경 사
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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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product design
Product design A

BACKGROUND
손을 길게 뻗으며 높이 들고 셀프 사진 촬영을 해 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사진 촬영을 할 때 (특히 셀프 사진 촬영), 팔 길이 때문에 포즈의 제약을 받거나 오랜 시간 동안 팔을
들고 사진을 찍다 보니 팔이 아프다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 기존에 스스로 얼굴 모습 중심으로 셀프사진을 촬영
하는 것에서 탈피해 최근 자신의 자연스러움의 강조하는 다양한 모습의 셀프 사진을 촬영하기를 원하는 셀카 족들
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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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FRESH CHECKER

Recognition psychology
User-Centered design

음식의 신선도를 알려주는 스마트 밀폐용기

PRODUCT CONCEPT
용기에 음식을 넣고 보관하다 보면 음식의 신선도를 알고 싶을 때가 많고,
용기에 음식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 놓고서 잊어버려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냉장고 공간을 차지할 때가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음식의 신선도를 신선도 필름 센서 또는 후각 센서
를 통해 가시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밀폐용기를 디자인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음식들이 냉장고 공간을 의미 없이 차지하고 있는 상
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상한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배탈 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한다.

사용 시나리오

1.
용기에 음식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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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선도가 떨어지
게 된다

3.
음식의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용기 뚜껑에 있는
신선도 센서 또는 후각센서가 감지되어 링 모양
부분의 색이 변하게 된다 (Blue → Yellow)

4.
링의 색이 완전한 노란색이 되기 전에 먹지 못
한 용기에 있는 음식은 상했음을 인지하고 음
식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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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ign

양승인
Friendly medical devices for kids
Product Studio A1

graduation exhibition

WARM STETHOSCOPE
따뜻한 온도 상태로 환자를 진단하는 청진기

PRODUCT CONCEPT
의사가 진료하기 위해서는 청진기를 환자의 살에 대야 하는데 금속 재질인
청진기는 한여름에도 매우 차가워 환자들이 살에 닿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랜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차가운 청진기 때문에 깜짝 놀라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제품은 전원을 켜면 온도가 사람의 정상 체온인 36.5℃ 이상으로 항상
유지가 되는 청진기로, 환자들이 청진기로 진찰할 때, 느끼는 놀람과 불쾌
함을 없애고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이다.

사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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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변
Yeon, Jea Byun
yjb851220@gmail.com
010–2812–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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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Triton
Limbo
Breathing wall
Wall Integrated Air Cleaning Concept
Electrolux Design Lab 2013–3rd priz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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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감을 위해서 다양한 장소를 오가며 업무를
진행 합니다. GEN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모바일 기기의 충전 및 이동이 용
이한 가방과 대화면 사용이 가능한 디바이스로 구성 되어 있어 시간과 장소
에 상관없이 창의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GEN
Mobile Office System
CONCEPT
GEN은 우리의 미래의 오피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컨셉입니다.
미래의 오피스 라이프는 더욱 간편해지고 활동적으로 변화 할 것입니다. 모
든 업무 내용은 실시간으로 기업 클라우드에 업로딩 되어 시간과 장소에 상
관없이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 할 것 입니다. GEN은 대화면 플렉서블 스크린
과 프로젝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같
이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System Innovatio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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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ON
Oxygen Feeding Control
CONCEPT
TRITON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바다 탐험을 꿈꾸는 스킨 스쿠버들을 위한
산소 호흡기 컨셉 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연구중인 인공 아가미 기술을 기
반으로 산소통 없이 입에만 물고 있으면 물속에서 장시간 호흡할 수 있습니
다. 물고기 형상의 러기드한 제품으로 자유와 열정, 탐험 이라는 의미를 담
았습니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아주 미세한 기계장치를 연구하던 학자가 계발한 생
체모방 기술로 이 기술은 200 ㎛의 실 안에 또 구멍을 내 표면적을 넓혀 미
세한 조직을 통해 물 속에서 공기를 빨아 들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 됩니
다. TRITON의 양쪽 뿔은 표면적을 넓히는 비늘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안쪽에
호흡을 위한 실 다발이 채워져 있습니다.

TRITON은 물속에서 지상에서와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이중 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를 흡입 할 때는 윗쪽 밸브가 열리고 내 뱃을때는 아래쪽 밸
브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평상시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이 호흡이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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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변

LIMBO
Transformable Smartphone

product design

portfolio

림보는 다음 세대의 플렉서블 스마트폰 입니다. 림보는 다양한 소재와 유연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더 낳은 사용성
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주면서 기존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때의 장
점을 유지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 합니다. 손목 크래들의 사용으로 스마
트 폰을 스마트 워치와 같이 손목에 착용이 가능합니다. 손목 크래들은 다양
한 용도로 제작이 가능하여 자신의 용도에 맞게 크래들 교체가 가능합니다.

graduation exhibition

Body (T.P.U with hypolymer)
Flexible battery
Flexible display
Flexible PCB
PCB

Speaker (FFL)

Magnet

58.20mm

6.10mm

SCREEN
4.3” pixel resolution (276ppi)
WSVGA AMOLED
Corning flexible gorilla glass
DIMENSION
125.07x58.20x6.10 mm
CAMERAS
8MP (main), 1.3MP (front)

125.07mm

CONNECTIVITY
Wi-Fi, Bluetooth, 5G, wireless, charging
FEATURES
Android, GPS, gyroscope, accelerometer,
barometer, microphone, ambient light,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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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ING WALL
A Wall Integrated Air Cleaning System
Electrolux Design Lab 2013-3rd prize winner

CONCEPT
숨쉬는 벽은 통합적인 공기 청정 컨셉으로 사용자와 함께 호흡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컨셉입니다.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도시 사람들이 벽의 움직임과 컬러변화, 향기 등을 통해 자신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도
록 최고의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숨쉬는 벽은 미래적인 컨셉으로 스마트폰, 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
들과 연동하여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집안 분위기를 개인 스스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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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Lee, Su Bin
mint887@naver.com
010–8742–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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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education pascal
Ice-stone salad bowl
Saefty–pot
Alleragy–checker
Smelling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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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
텃밭을 활용한 자연 체험학습 서비스
엄마와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연 교육 서비스

EDUCATION LEVEL

EDUCATION CHARACTER

TOTAL 3 STEP

Let’s farming

Let’s gather in

Let’s cooking

PASCAL EDUCATION SCENARIO

선생님과 함께 텃밭 박스를
함께 만들어요

씨앗과 흙을 덮어요

거름을 주면서
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가 심은 과일을 수확합니다

내가 수확한 음식을 요리합니다

PASCAL
창의 교육이 인기를 얻으면서 체험학습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스칼이란 교육 프로그램은 멀리 체험학습을 신청 할 필요 없이 텃밭을 집안에서 기
르면서, 받는 교육이다. 디바이스를 통해 체험학습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힘든 부분은 디바이스를 통해 관리 받을 수 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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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
텃밭을 활용한 자연 체험학습 서비스

엄마와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연 교육 서비스

파스칼 마이크

파스칼 삽

파스칼 마이크
음식교육 단계에서 사용. 음식의 칼라를 카메
라가 인식하여 색깔이 바뀐다. 디바이스를 통해
자신이 생각나는 음을 입력하면 그음에 멎추어
자유롭게 노래 할 수 있다.
파스칼 삽
흙 산성도 인식기가 있어 토양의 상태에따라 파
스칼 표정을 확인 할수 있다.

파스칼 통합 패키지

PASCAL TABLET MENU
아이들과 어머니의 눈을 맞추어 캐릭터를 크게 구성하고있다. 특히 파스칼은 책을 여러개 받는 서비스가 아닌 동영상 앱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어려운 부분을 선생님에게 닿을 수 있다. 또한 다이어리 서비스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교육을통해 진행되었던 과정을 저장하여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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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 통합 패키지
텃밭과 스마트 앱이 함께하는 체험 교육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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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OT

Make fresh salad
안전한 냄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용성이 편한 냄비

아이스 샐러드 볼

1.
냄비 손잡이가 작아 불편하고 쉽게 표면에
데인다.

박물관 탐험 서비스를
신청, 디지털 가이드를
받는다

MAKE FRESH SALAD.
it’s look like a stone. it’s cooling salad bowl. So it keep fresh salad.

2.
냄비 장갑을 찾기 번거롭고 힘들다.

핸드폰과 디지털 가이드를
무선 연동 시킨다

탐험 루트를 선택하고
루트의 스팟별 미션을
전달 받는다

SAFETY POT

SCENARIO

Pots for the visually impaired. Because the blind do not see the eyes
are exposed to increased risk. Was designed the large handle.

김치 냉장고 또는 다른곳에 야채를 보관했을때 야채가 얼거나 쉽게 풀이 죽
는다. 샐러드나, 과일 담는 또는 관리 하는 그릇이 대부분 접시기 때문에 빨
리 먹지않으면 샐러드가 상하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을 넣어웰빙족들이 신선
하게 야채,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한다.
Master sheaf christina. she is blind person
1.전원버튼 부분을 살짝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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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a loves cooking

2.디스플레이에서 원도조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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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Y CHECKER
체질 측정기

알러지 usb는 자신의 측정한 내용
들이 기록 저장이 된다.
USB와 Smart phone의 연동으로
자신이 먹은 식단에 따른 체질 변화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도
바로 환자의 상태를 기록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Find out my healthy food

체질 측정기
ALLERGY - CHECKER by the Oriental medicine
한국 전통 방식의 한방 의학을 이용한 체질 체크기. 귀 밑부분의 맥박을 통
해, 체질을 측정하여, 알맞은 음식을 권해줘서 자신이 음식을 통해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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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GY CHECKER DEVICE
ALLERGY CHECKER USB

ALLERGY CHECKER
APP and USB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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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Cap

Menu USB

Smart Pad

USB and
Menu docking

SMELLING CAPTURE
기억하고싶은 음식의 향기를 저장
오감활용 향기 캡쳐 USB

CAPTURING SENARIO

Flavor and fragrance is captured When the chefs make food chef
made their assets to capture food flavor memories can be responsible.
쉐프들이 개발한 음식을 향을 기록하여 음식을 기억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Menu Device를 손님에게 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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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lling Capturing Usb를 꽂는다

Smelling Capturing Usb에서 메뉴의 향기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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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Lee, Yoo Rim
yoorim22@gmail.com
010–7122–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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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Valley Secret Map
Mom’s Touch
Baby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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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VALLEY SECRET MAP
비밀지도 위에 펼쳐지는 나의 로스트밸리

엄마, 자녀

APP

SNS

기념품

기존 추억 관리 방식
USER RESEARCH INSIGHTS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성인과 아이더라도 추억을 간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성인은 보여주기 위한 추억 관리로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경우 물질적인 것을 통해 추억을 간직한다.

클라우드서버

로스트밸리
인터랙티브
지도

로스트밸리
앨범열쇠
로스트밸리 인터랙티브 지도와 인형

SERVICE CONCEPT
로스트밸리는 스토리라인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이 스토리라인이 추후 에버랜드 전체에 정체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에버랜드 로스트밸리의 주 고객층인 어린 자녀가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스토리라인이 있는 장소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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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Secret Map
Service Innovation Studio
Tablet Interactive Map &
Animal Figures
60×30×20mm

제품 구매/등록

에버랜드

제품 구매/등록
로스트밸리 방문 전 혹은 방문 시작 후 앨범을 구매한다. 각각의 앨범에는
nfc기술로 사진 전송이 가능하며 디바이스를 인식해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
를 화면으로 보여준다.

앨범 보기
동물 인형이 지도 위를 돌아다니면 그 위에 적절한 인터랙션 반응이 나타나
며 흥미를 끈다. 그 중 특정 지역에 있는 사진이 보고싶을 때 인형으로 노크
하듯이 두번 두드리면 앨범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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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위에 있는 곳에서 먹은 후 상단 인덕션 부분에서 요리를 해 먹고 음식이 남을 경우 하단의 보
관함에 넣어 보관한다.

PRODUC CONCEPT
싱글족들의 니즈 중 가장 큰 것이 식사와 관련된 것이다. 혼자 밥 먹기싫어
서 혹은 귀찮아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
들의 속감정은 주방에서 많은시간을 보내는 가정주부들과 비슷하다. 그들
은 외로운 것이다.
가정주부는 내가 음식을 꼭 만들어야만 하는 의무와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싱글족의 경우 그러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식사를 하지
않고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
테이블 위에 있는 곳에서 먹은 후 상단 인덕션 부분에서 요리를 해 먹고
음식이 남을 경우 하단의 보관함에 넣어 보관한다.
인덕션이 사용되는 동안 모아진 찬 공기로 별도의 전력 소모없이 음식이 한
동안 차갑게 보관된다.

MOM’S TOUCH
비록 혼자 먹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관리해준 듯한 따뜻한 제품

mom’s touch
Product innovation studio
260×260×2000mm
인덕션이 사용되는 동안 모아진 찬 공기로 별도의 전력 소모없이 음식이 한동안 차갑게 보관된다.

124

125

이유림

product design

portfolio

Cradle

graduation exhibition

Baby Walker

Compact Packaging

BABY STEPS
흔들 침대와 보행기 두 개의 기능을 한 제품에 담아 사용기간을 늘린 합리적인 유아 제품.

PRODUCT CONCEPT
성장이 빠른 유아용품의 경우 사용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짧은 사용기간에 반해 가격은 매우 높은 것이 유아
용품의 특징이다. 그 중 엄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반면 가장 사기 꺼려하는 유아용품 중 하나가 바로 보행기이다.
보행기의 사용 기간은 약 두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보행기가 없이는 엄마의 행동에도 많은 제약이 생기고 아이
또한 이동반경이 좁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두 가지 제품의 기능성을 구조적으로 풀어 한
제품에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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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Steps
Product Design Studio B1
550×600×6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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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Lee, Jung Ho
010–9489–0462
gaonhan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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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Converter
Dear
Feel&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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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Heating System
PRODUCT CONCEPT
따뜻한 공기를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배출해 실내 공간의 온도를 빠르고 효
율적으로 상승시켜 온풍기 사용으로 인한 겨울철 전력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실내에 여러 명이 각각 다른 방향에 있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공기를 보내서 한 대의 온풍기로 여러 사람이 고르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2D VIEW & SIZE

graduation exhibition

STRUCTURE
회전축
좌우 회전시 축이 되는 부분
아래쪽은 서브 모터를 활용
쉽게 회전을 시킬 수 있다.

따듯한 공기

팬(Fan)
따듯한 공기를 앞으로
밀어내고 다시 뒤에
찬 공기를 안쪽으로
넣는다.

찬 공기

공기 흡입구
근처의 찬 공기를
안쪽으로 흡입

세라믹 코일
유입된 공기를 따듯하게
만들어준다

필터(filter)
내부로 유입되는 먼지를
걸러준다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온풍을 보내 짧은 시간에 공간의 온도를 높임

130

131

이정호

product design

portfolio

CONVERTER

graduation exhibition

USER SCENARIO

From sun to wind

1.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린다.

2.
후면의 흡착한을 이용하여 창에 고정한다.

3.
집광판에 태양열과 빛을 흡수해 전기를
발생한다.

4.
다양한 방향으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STRUCTURE
흡기구
배기구와 같은 선상에 있어 효과적으로 공기
를 빨아들인다.

조작 패널

배기구
유선적 바디와 맞는 배기구 라인

태양 집광/집열판
태양 열과 빛을 모두 전기로 전환하여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인다.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에는 내부의 축전지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태양
이 없는 저녁에는 모아둔 전기를 이용하여 가동
한다. 필요에 의해 전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축
전지를 충전한다.

PRODUCT CONCEPT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흡착판을 사용해 창문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씨써커 진공 흡착판
요트 운반에 사용되는 진공 흡착판으로 자전거
를 자동차에 메달고 240Km/s 이상 주행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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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Between Us

노인은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입력하고 손주들을 팔로워로 등록시킨다. 매일 하나의 주제가 노인에게 전송되고 노인
은 하루에 한 번 자신의 찍은 사진과 글을 한 장의 이미지를 포스팅하여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 있다. 노인은 앱세서
리를 통해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며 내장된 프로젝터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한다. 손주는 스마트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
를 이용한다.

서비스 시나리오 및 블루 프린트

PRODUCT CONCEPT
노인이 손주에게 자신의 지혜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앱과 앱세서리

DEVICE FEATURE
노인이 사용하는 앱세서리는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한다.
본체: 쉽게 글을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펜.
뚜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서비스 화면을 투사하는 프로젝터.
뚜껑의 핀을 돌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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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FLOW

Image index

SNS sharing

sadness
delight
surprise
happiness

Feeling

Temperature, Heart rate, Brain wave

FEEL&SHOOT
On Your Journey
SERVICE CONCEPT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 여행 중에 별도의 사진
을 찍을 필요없어 순간과 상황을 즐길 수 있다.
이마에서 뇌파를, 귀에서 체온과 심박수를 센싱하여 분석 후 입력된 알고리
즘을 통해 감정상태를 (exited, happiness, delight, sadness) 로 분류하고
감정이 변화하는 순간을 촬영한다.
촬영된 사진은 감정별 카테고리고 정리해주며 일상에서 또는 여행중 감정의
동선을 SNS로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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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하
Lee, Jong Ha
recusant87@gmail.com
010–2736-7663
svenik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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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
MORGAN
STERITUM
IX
GOUR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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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
Wireless Interactive Headphone with Digital Audio Player

BRIEF
‘Halo’ 는 무선 헤드폰과, 터치 디스플레이가 부착된 포터블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가 결합된 무선 인터렉티브 헤드폰이다. 클럽 DJ 및 헤드폰을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트렌디한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이다. 헤드폰과 오디오
플레이어의 직접적인 탈부착을 통해 무선임에도 불구하고 전파 간섭이나 주
파수 불일치 문제 등이 생기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음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아
모니터링용으로도 적합하다. 양 사이드의 원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어둠속에
서 다양한 비주얼 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사용자의 머리에 HALO(광륜)을
띄운다’ 라는 의미에서 HALO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HALO
Concept Developme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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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Smart Dining Table for Near
Future Home Kitchen System

BACKGROUND
A DJ is like a god in the club. While he is performing, everyone inside looks up to him, mimicks the gestures
of his, shouts his name out, and sings along with him. That’s why a good DJ should not only be good at
mixing the music but also be well dressed, look good, and use proper props to excite the audience. This
actually is beneficial for the crowd control. I focused on the fact that most of the DJs wear their monitoring
headphones while mixing their music. Since a headphone is always worn by the DJ and is easily seen from
far, wouldn’t it be exciting for the crowd if the DJ is wearing a flashy interactive headphone?
MORGAN
System Innovation Studio
142

BACKGROUND
근 미래에는 1-2인 규모의 소가족이 전체 가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
망이다. 가장 최초의 부엌이 집의 중심이었듯이, 이러한 작은 가정에서 부엌
은 단순히 음식과 관련된 공간이 아닌 거실과의 경계선을 허무는 집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스마트 테이블은 부엌에서 집 전체를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부엌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전들과 상호작용
하여 식사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보 습득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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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iagram

SMART & CONNECTED
테이블의 상단은 전면 터치 디스플레이로, 거실 및 부엌의 기기들과 연결 되어 서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테이블에 앉아 상호 연결된 기기들을 원격 제
어 하거나, 기기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체크할 수 있고, 가족구성원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PC나 스마트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나 PC에서 보이는 화면을 테이블로 전송하여, 식사를 할 때 사진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IT기기들의 클라우드 저장소 혹은 서
버 역할을 할 수 있어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 관리할 수 있다. 냉장고와 연결되어 냉장고 내부의 음식물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부족한 음식이나 재료를 주문할 수 있다. 냉장고 내부의 음식물을 기반으로 가능한 요리를 추천 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근 미래의 커넥티드
홈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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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dishes and small beverages can be stored inside the mobile fridge

Detachable Mobile Fridge
테이블 하단에는 이동이 가능한 세컨더리 냉장고가 부착되어 있다. 이 냉장
고는 반찬통 혹은 작은 부피의 음식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 냉장고로,
자주 꺼내먹는 반찬이나 음료 등을 주 냉장고에 가지 않고도 식탁에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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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TUM
Bacteria-free Drinking Tumbler

BRIEF
STERITUM 은 ‘살균하다’의 ‘Sterilize’와‘Tumbler’의 합성어로 텀블러 사용자
들의 위생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품이다. 음료를 마신 뒤 텀블러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이
러한 세균들은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
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단순
히 뜨거운 물을 채운 후 몇 번 흔들어서 버리는 행위로는 세균을 완벽히 박멸
할 순 없으며, 수세미와 주방세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번거롭다. STERITUM
은 이러한 문제를 제품 하단의 미니 UVC 살균기를 뚜껑 위치에 부착 시킴으
로써 간단하게 해결 해준다.

STERITUM
Person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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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Timelessly Designed Reference Level Earbud

BRIEF
하이엔드 레퍼런스급 오디오 기기들로 부터 영감을 받아 시간이 지나도 가
치를 잃지 않는 디자인을 목표로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스테인레스 스틸 소
재의 하우징을 통해 내구성을 강조하였고, 금속의 차가움을 강조하기 위해
단단하고 구조적인 느낌의 외관 디자인을 하였다. IX는 숫자 9의 로마식 표
기법으로, 숫자 9는 이어폰의 외형과 닮아 붙인 이름이다.

148

IX
Person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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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MATE
On The Spot Cooking and Dining
CONCEPT
바쁜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는 매번 집에서 요리해 먹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미리 반찬을 만들어서 용기에 보관하여 냉장고에
저장한다. 이렇게 준비된 반찬으로 식사하려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조리기기를 사용하고, 식탁에 옮기고, 남은 반찬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등 많은 행동이 발생한다. GOURMATE은 이러한 중복된 행동을 줄이고, 식탁에 앉아 바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매 식사 시 항상 먹는 반찬들
은 일반적으로 3-4종류인 점을 고려하여 반찬 보관 칸을 구성하였고, 각 칸에 저장된 음식을 먹을 만큼 그릇에 덜어 먹는다. 채소, 과일, 육류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음식물들은 특성별로 미리 세팅된 값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저장된다.

GOURMATE
Product Innovation Studio

4개의 칸 모두 음식물의 저장 및 조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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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냉/온장 및 맞춤식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내용물의 특성에 맞
춰 최적의 상태로 저장해준다.

제품 하단에서 쿡탑을 꺼낼 수 있어 육류 등을 구워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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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영
Jang, Jae Young
jjjjjang@msn.com
010–4241–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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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digital guide
Moteplay
D:icantor
Fit in
Taw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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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DIGITAL GUIDE
박물관 탐험을 위한 양방향 소통 디지털 가이드

서비스 시나리오 및 블루 프린트

박물관 탐험 서비스를
신청, 디지털 가이드를
받는다

핸드폰과 디지털 가이드를
무선 연동 시킨다

탐험 루트를 선택하고
루트의 스팟별 미션을
전달 받는다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
미션 임무를 수행한다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
도슨트에게 직접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미션을 모두 수행하고 탐험을 마
치면 루트에 있던 내용과 도슨트
와 주고 받았던 내용을 디지털
앨범 형태로 전달 받는다.

탐험하는 박물관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가이드.
핸드폰과 연동하여 아이들 학습과 연계된 컨텐츠 중심으로 된 스토리 라인을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탐험 미션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박물관 견학을 탐험하
듯 즐길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바로 도슨트와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 서비스가 완료되면 미션의 내용과 자신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디지털 앨범으
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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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EPLAY

국립 중앙 박물관 사용을 위한 양방향 디지털 가이드

미래 은행 업무용 이동형 투명 모니터

설골전도 이어폰 원리를 이용해 가이드 바가 이마에 닿으면 전시 설명과 미션을 들을 수 있다.

INTERACTION DIGITAL GUIDE
아이들이 목에 걸고 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손에 들어
오는 컴팩트한 사이즈,
아이들과 성인들 모두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는 컴포터블한 이미지의 형태에
박물관에서 탐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쌍원경을 모티브로 한 양
안의 카메라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다. 아이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목에
걸고 다니며 이마에 골전도 바가 닿으면 전시 설명 및 미션 수행 필요 내용
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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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이동형 모니터
미래 은행은 상담 및 상품 판매를 주 업무로 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
하는 상담업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 고객에게 더욱 편하고 이해가 빠
르게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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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은행 환경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단순업무는 대부분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은행은 특정 부류의 특정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변하게 되고 은행 내부에는 개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마치 고급 카페의 분위기로 개인 업무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은행 내부에 고객의 개인 업무 및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고객은 개인테이블에 신분을 인식 시키고
개인 업무 및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상담 업무를 위해서는 Teller를 호출하게 된다. 테이블로부터 고객
의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온 텔러는 상담용 moteplay를 가지고 고객의 테이블을 방문하게 된다.

미래 은행의 모습
미래 은행은 상담 및 상품 판매를 주 업무로 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
하는 상담업무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 고객에게 더욱 편하고 이해가 빠
르게 정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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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antor
디지털 와인 디캔터
와인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간편히 즐기다.
Dicantor 는 와인을 간편하지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간단히 와인병 입구에 장착하는 것 만으로 자신의
선호도에 맞는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와인의 온도 및 관리를 도와 줍니다.

Aeration
와인을 공기와 접촉 시키려 하는 경우에 디캔팅을 한다. 이를 디캔팅이라는 말 대신에 에어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런 목적의 디캔팅이 필요한 와인으로는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 거친 맛을 가진 숙성초기의 레드 와인들이다. 이러한
어린 와인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맛이 부드럽게 순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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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IN
Slim & Portable Air conditioner

전기 소자를 이용한 냉각 기술
펠티에 소자는 양면의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압이 가해지고 전류
가 흐르게 되면 소자의 한쪽면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반대쪽 면에서는 냉기
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자 한쪽면의 냉기를 이용하면 전원만으로
냉기를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이동이 가능한 에어커의 제안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에어컨
Fit in은 펠티에 소자를 사용한 에어컨 입니다. 기존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외부 냉각기 설치 문제나 에어컨을 고정 구조로 밖
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 소자인 펠티에를 이용할 경우 친
환경적일 뿐 아니라 공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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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리에서의 시연 및 프리젠테이션

일본 스기 컬렉션 2013. 미야자키 현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사람들을 한데 어울려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포장마차란 주제로 치뤄졌다.

Tawari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나무 포장 마차

타와리
타와리는 이동과 편리하고 보관이 효율적인 포장 마차 입니다. 여섯개의 의자는 타와리의 몸체에 모듈형태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포장 마차
를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성인 한명이면 포장 마차를 자유롭게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타와리란 이름은 직사각형 형태의 포장마차가 빌딩과 닮아 빌딩의
일본 발음인 타와에서 따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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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와리의 사용
타와리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 마차라기 보단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 문구류 등의 소품을 누구나 가지
고 나와 판매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데 섞여 즐거운 축제를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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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헌
Jung, Soo Hun
supersoohun@gmail.com
010–9197–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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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Project
Editorial Design
Information Design
Advertising
Interaction Design
Web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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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TAK
Portable outdoor speaker

PRODUCT CONCEPT
어느 장소에서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휴대용 아웃도어 스피커이다. 양쪽 스피커를 연결하는 실리콘 재
질의 케이블 속은 납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그 형상을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용
자는 케이블을 손잡이, 걸이, 발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휴대가 편리하고 어느 장소에서든 쉽게 음악을 즐
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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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MA
Salt shaker for reducing salt intake.

PRODUCT CONCEPT
저염식 생활을 돕기 위해 디자인된 소금통이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몸에 나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심
코 다량의 소금을 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금을 뿌리기 전에 자신이 얼마 만큼의 양을 넣게 될지 눈으로 확인한
후 소금을 뿌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저염식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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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NCEPT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된 카메라이다. 제품 내부에 내장된 롤링 밴드의 기능으로 머리,
팔, 발목 등에 착용하여 심한 운동 중에도 쉽게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3파트의 몸체를 연결하는 실리콘
힌지는 착용감을 강화하며, 신체에 착용하지 않을 때는 일자 형태를 유지하여 일반 컴팩트 카메라 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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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NCEPT
어느 장소에서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휴대용 아웃도어 스피커이
다. 양쪽 스피커를 연결하는 실리콘 재질의 케이블 속은 납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그 형상을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용
자는 케이블을 손잡이, 걸이, 발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하여 휴대가 편리
하고 어느 장소에서든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174

175

정수헌

176

portfolio

product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177

조연진

portfolio

product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조연진
Jo, Yeon Jin
yeonjin09@gmail.com
010–39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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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NIC CAPSULE
ECO-WASHING LOOP
BUTTON STA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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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NIC CAPSULE
Picnic capsule service to keep memories by remembering the
precious time in the park
피크닉 캡슐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기억해줘 추억으로 남겨주는
타임캡슐 서비스

CONCEPT
이 서비스는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로 공원에
서의 하루 하루의 기억을 저장해서 간직 할 수 있다. 공원에서 저장했던 추
억들은 서비스 기간이 지나고 나면 포토북으로 정리되어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공원을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추억의 장소로 만
들어 준다.

MAIN SERVICE PRODUCT
01. TIME TRAVELER

02. TIME CAPSULE

03. PHOTO BOOK

캐릭터 디바이스는 추억을 저장할 수 있는 매체
로 팔 부분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소리를 녹
음할 수 있다. 작은 디스플레이에는 데이터와 날
짜만 확인 가능하다.

타임캡슐은 캐릭터 디바이스로 만든 추억의 기
록이 저장되는 공간이다. 소중한 물건을 넣고,
정해진 기간과 데이터만큼을 보관할 수 있다.

서비스기간 내에 만들었던 정보들을 날짜 별로
정리하여 소리와 함께 재생되는 포토북으로 아
날로그의 사진이지만 생생하게 추억을 상기 시
킬 수 있다.

PICNIC CAPSULE
Service Design Project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01. 34×32×78mm
02. 72×72×134mm
03. 128×128×20mm

Descriptive Texts / 설명글

BACKGROUND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원을 찾지만 정작 공원에서
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했
던 시간들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억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타임캡슐
이라는 감성의 저장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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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기간내에 만들었던 정보들을 날짜
별로 정리하여 소리와 함께재생되는 포토북으
로 아날로그의

MOBILE APPLICATION
03. 메인 화면으로 공원이 맵으로 그려져 있고,
나의 현재위치를 표시해 준다.

05. 서비스기간내에 만들었던 정보들을 날짜
별로 정리하여 소리와 함께재생되는 포토북으
로 아날로그의

04. 인트로 화면으로 짧은 애니메이션이
보여진다.
05. 내 캐릭터를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남은
데이터와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다.
06. 오늘의 미션이 메세지 형식으로 전송되어
아이들이 공원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SERVICE FLOW

온라인으로 피크닉 캡슐 서비스를 신청한다.
데이터와 타임캡슐 서비스 기간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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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직접 패키지를 받거나 자택으로
배송 받는다.

타임캡슐을 설치 할 수 있는 메모리 존으로 이동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타임캡슐을 설치할
위치를 찾는다. 아이와 함께 추억이 담긴 물품을 넣고, 설치가 잘 완료된 것을 캐릭터 디바이스를
통해 확인한다.

마음껏 공원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긴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타임캡슐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간단한 미션 등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한다.

서비스기간이 끝나면 캐릭터 디바이스를
통해서 알림을 준다. 알림을 통해 타임캡슐을
개봉 한다.

추억이 담긴 앨범을 받는다. 포토북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있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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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IGNATURE

BRAND COLOR CONCEPT
PICNIC CAPSULE 은 직접적으로 서비스 컨셉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ICNIC CAPSULE 로고 타입을 중심으로 주
변에 다각형이 둘러져, 마치 캡슐이 보호하는 듯한 형상을 그린다. 확장성이
있는 심볼 형태로 심볼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CHARACTER STORY
총 네 가지의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스토리를 꾸며나갈 수 있다. 자신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는 내용이 메인 스토리이다.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다 타임 캡슐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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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여러 계절감에 어울리는 색상 중에서, 비비드하고 밝은 느낌을 주
는 색상 위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타임캡슐의 느낌과 동떨어지지 않는 느낌
을 주고자 블루계열의 칼라를 사용하여 기존의 우주의 느낌보다 친숙한 느
낌을 준다.

SERVICE COMPONENT
01. Target Map
02. Picnic Eco Bag
03. Picnic Mat
04. Character Device
05. Time Capsule
06. Garden Tr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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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WASHING LOOP
Efficient and eco–friendly dishwasher that does not use detergents at all.

친환경 식기세척기
세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척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식기세척기

BACKGROUND
과다한 세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균
번식이 쉬운 주방 도구의 번거롭고 비위생적인 세척 방법을 벗어나 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방식의 가사활동이 요구된다.
STRUCTURE & TECHNOLOGY
전기분해 기술을 이용하여 물 분자를 분해시켜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수소
를 이용하여 유해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때를 제거한다. 또 나노 스펀지
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다.

USER SCENARIO
01. 전원 버튼을 누르면 라이트가 들어오며 동
작준비가 된다. 물속에 담그면 세척모드가 작
동이 된다.
02. 물 분자가 분해되어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
킨다. 세척이 될수록 라이트 색이 진해져 세척
진행정도를 알아보기 쉽다.
03. 세척이 다 된 후에는 라이트가 깜박이고, 종
료 알림 벨이 울린다. 물속에서 꺼낸 ball을 충
전기에 올려놓는다.

CONCEPT
이 제품은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던 방식과, 큰 식기 세척기와 같은 기계가 있
어야만 세척이 가능하던 것을 벗어나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물속에 담가 놓으면 자동으로 유해 세균을 없애고 세척해준다. 적은양의
설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작은 크기로 보관이 쉽고, 이동이 간
편하여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WASHING LOOP를 통해 주방에서의 새
로운 세척, 살균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186

ECO WASHING LOOP
Senior Project / 시니어 프로젝트
95×95×173mm
187

조연진

product design

portfolio

graduation exhibition

BACKGROUND
단추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단추를 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 단추를 달기 위해서는 실, 바늘, 쪽 가위 등 많은 도구
들이 필요하다. 바느질 방법 또한 복잡해서 갑자기 단추가 떨어졌을 때, 빠르
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BENEFIT

STRUCTURE

BUTTON STAPLER
Stapler to put a button on without sewing.
버튼 스테이플러
바느질을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쉽게 단추를 달아주는 스테이플러
버튼 스테이플러를 통해서 여러 도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바느질을 한 번
에 해결 할 수 있다. 바늘에 찔릴 염려가 없어 바느질을 못하는 사람도 사용
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HOW TO USE

01. 실패 감기
제품 옆면의 버튼을 누르면 실감개가 돌아 원하
는 색상의 실을 감아 준다.

02. 실 간격 조절하기
다이얼을 통해 실 간격을 조절하면 앞쪽에 두
바늘 사이의 간격이 조절된다

03. 단추 고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들이 단추 위아래로 감겨 단추
를 옷감에 고정한다

CONCEPT
이 제품은 바느질의 복잡한 과정을 줄여주어 보다 쉽게 단추를 달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마치 스테이플러처럼 간편하게 단추와 옷감을 연결
해준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단추를 달 수 있고 번거롭게 바느질을 하
지 않아도 된다.
BUTTON STAPLER
Personal project / 개인작업
78×78×26mm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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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Choi, Sung Wook
revolte3@gmail.com
010–518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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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REDESIGN FOR SENIOR
Deepin–HMD swimming goggle
Bus stop for disabled person
Re–hear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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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REDESIGN FOR SENIOR
IPTV를 처음 사용하는 5060세대를 위한 EASY MODE
시니어가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IPTV 사용장벽을 낮추기 위한 UI 제안

UI DESIGN

MAIN CONCEPT
가정내 TV시청시간이 가장 긴 세대인 5060세대는 정작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IPTV 사용에
소극적이다. 이에 쉽고 간단한 메뉴구조와 UI 개선을 통해 IPTV를 처음 사용하는 5060세대도 쉽고 빠르게 IPTV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초보자 전용 메뉴‘ EASY MODE’를 기획 하였다. 사용자 인터뷰와 관찰조사를 통해
시니어 사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을 프로그램 썸네일 화면과 함께 EASY MODE에 배치하여 복잡한 메뉴 접근
없이 컨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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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MODE / QUICK MENU

나의 컨텐츠 함

개인화 컨텐츠 선택 화면

가족 추천 컨텐츠

1. EASY MODE / QUICK MENU
타겟유저의 취향이 고려된 추천 항목(가족추천, 추천 프로그램)과 나의 컨텐
츠, 선호 채널 등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개인화 항목을 배치하여 기존 컨텐츠
검색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하단에 해당 컨텐츠가 섬네일 형태로 제공되어
페이지 전환 없이 바로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2. 나의 컨텐츠 함
개인화 설정시 등록한 관심사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 관심사와
관련된 현재 방송중 채널과 편성표, VOD 컨텐츠를 정리해 제공하여 제한된
컨텐츠 만을 소비하는 타겟의 검색 편의성을 높인다.
3. 가족 추천 컨텐츠
디지털 기기 검색에 익숙한 가족 구성원이 컨텐츠를 검색해 주거나 추천해
주어 5060 세대가 검색 없이 쉽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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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IN–HMD SWIMMING GOGGLE
아이들을 위한 증강현실 수영고글
수영장에서도 가상의 바닷속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HMD 고글

graduation exhibition

PRODUCT CONCEPT
Deepin은 아이들이 실내 수영장에서도 가상의 바다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중용 HMD이다. 도시 밖을 벗어나기 힘든 어린아이들에게 증강현실을 통
해 구현된 심해의 바다 풍경과 다양한 생명체들을 간접체험 할 수 있게 해
주어 새로운 놀이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세계 곳곳의 다양한 바
다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가 새롭게 발견한 생물들을 수집하듯 모아
그 생물에 대해 집에 돌아와 학습할 수 있다.

REAL IMAG

+ AUGMENTED REALITY

USER SCENARIO

1. 실내 수영장에서 체험할 풍경을 선택한다.

2. 카메라를 통해 궁금한 바다생물을 수집한다.

3. 집에 돌아와 수집한 바다 생물에 대해 학습한다.

PRODUCT STRUCTURE

NEW ADVENTURE OF VIRTUAL SEA FOR KIDS

Deepin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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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 STOP DISABLED PERSON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한 버스 정류장 시스템 디자인

SERVICE CONCEPT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버스정류장 컨셉을 제안한다. 장애인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정차하
는 버스를 따라가는 불편없이 지정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키오스크를 마련해 장
애인이 버스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태깅으로 자신의 탑승정보를 해당 버스기사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또한
이 키오스크를 통해 개별적인 버스도착 알림방송을 제공, 비장애인들의 버스 도착 알림음과 뒤섞이지 않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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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TRUCTURE

RE–HEART MANAGER
심장 재활센터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
심장병 환자들의 심장재활 운동의 자가관리를 서포트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 디바이스

USER SCENARIO
SERVICE CONCEPT
심장 재활은 2차적인 심장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처방을 통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발병 이전으로 회복시키
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일상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Re-Heart Manager는 운동재활에 어려움을 겪는심장병
환자들이 병원의 심장재활 센터로 부터 어플리케이션과 심장박동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제공받아 좀더 쉬운 자가관
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자가 운
동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1.
자주타는 버스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을 태깅하거나 숫자키로 버스
번호를 누르면 해당 버스기사에게 탑승 알림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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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된 위치에서 기다리면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에서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도착 알림이 울린다.

3.
해당 버스가 장애인 지정구역 앞에 정차하면 안전하게 탑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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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CESS

INFORMATION ARCHITECTURE

DEVICE DESIGN

적정 심박수

APPLICATION MAIN PAGE

(1) 병원 처방 운동량이 앱에 저장된다

2. 환자 진료일정 관리

(2) 운동 종목 선택 시 몸상태에 따른 적정 운동
량을 추천한다.

3. 심장재활 관련 운동정보 제공

병원 운동 처방 내용, 몸 상태 진단 내용

운동시 적정 심박수와 운동량을 모니터링

(1) 앱을 통해 진료 날짜를 확인한다.

(2) 진료 당일 병원 진료가 있다는 푸시 알림
이 온다.

4. 운동내용 분석 및 코칭

운동량 및 심박수 히스토리 그래프 확인

(1) 운동 전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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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심박수 초과

USER SCENARIO
1. 운동 처방 및 적정 운동량 추천

병원 임상 운동사의 메시지,운동하기,
진료예정날짜, 날씨 야외 운동지수

graduation exhibition

(2) 앱에 추천된 필수 운동정보를 참고하며
운동을 진행한다.

(1) 심장 다이어리에 자신이 한 운동횟수, 운동
강도가 표시된다.

2) 앱에 저장된 환자의 운동기록을 병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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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Han, Joon Sung
jshan1019@gmail.com
010–887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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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energy run
Huro
Everland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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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 ENERGY RUN
나이키 마라톤 서비스 디자인
SERVICE CONCEPT
Nike Energy Run은 현재 나이키에서 주최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를 더 의미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기획한 서비스디
자인 및 그에따른 App, 하드웨어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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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ONCEPT
참가자들은 자신이 달리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저장하는 모듈을 지급받게 되고, 이를 통해 만들어
진 전기를 모아 전기가 필요한 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구조로 설계 하였습니다.

205

한준성

206

portfolio

product design

graduation exhibition

207

한준성

product design

portfolio

graduation exhibition

HURO
음성인식을 활용한 홈케어 로봇
CONCEPT
Huro는 고령1인 가구를 위한 홈 토탈케어 로봇입니다. Voice recognition
Agent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집안에 있는 다양한 디
바이스와 연동하여 보다 나은 홈 환경을 구성해 줍니다.

넫SPEAKER MOOD LIGHTS

INTERACTIVE EARS

DETAILS
집 안을 이리저리 이동하거나 기능을 수행할 때의 리액션으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팅을 활용하여 디스플
레이를 보지 않고도 어떤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지를 가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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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TRUCTURE
현재의 사회, 문화, 기술 트렌드를 리서치하여 분석하고 미래의 홈 환경을
예측하였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남는 사용자의 기록을 수집
하고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제품을 제안하
였고, 그와 연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구조 또한 설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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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nd Service Design Project
탑승한 어트렉션에 따른 동물레벨을 알려주는 디바이스
CONCEPT
에버랜드의 다양한 어트렉션의 위험도, 난이도를 분석하여 수치화시킨 자료를 이용객의 탑승정보와 매칭하여, 레벨
을 만들어 줍니다. 각 레벨의 단위는 먹이사슬의 고저에 따른 동물의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착용하고 있는 밴드티
켓을 에버랜드에 있는 의자, 키오스크에 태깅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레벨을 확인 할 수 있고, 퇴장 시 손목밴드 반납
과 함께 최종레벨의 동물과 같은 기념품(뱃지)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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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이용객이 에버랜드에 입장해서 퇴장 할 때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 되는 밴드티켓을 활용한 사운드&그래픽 인
터렉션, 하드웨어 디자인입니다. 반납 후에 받게 되는 동물 뱃지를 수집할 수 있고, 이 모든 기록은 에버랜드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조회하거나 공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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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alty
교수진

Product Design

Product Design

Product Design

이종호 학과장

김명중 교수

이산 교수

이정연 교수

Service Innovation Studio

Product CMF

Portfolio

Drawing Fundamentals

Queensland Univ. of Tech. 산업디자인 박사
Ohio State Univ. 산업디자인 석사
KAIST 산업디자인 학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업디자인 학사

SADI MDes 석사
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BFA in Communication Design)
SADI Communication Design 학과 졸업
Bellerbys College (GCSE/A-Level)

Columbia University 박사과정 수료

정상욱 교수

김영준 교수

Idea Visualization

3-Dimensional Design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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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연 교수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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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ing 기초

박영춘 교수
Product Design Innovation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경영학 박사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MBA 졸업
Philadelphia College of Art 산업디자인 학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 전공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 석사
서울산업대 공업디자인 학사

김용진 교수
Rendering Animation (Rhino)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학과 금속공예전공 석사
건국대학교 공예학과 학사

이용규 교수

이윤동 교수
System Innovation Studio
고려대학교 산업디자인 석사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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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교수

이윤우 교수

이의주 교수

Service Innovation

Design Presentation

Product Form Sketch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전공 석사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학사

심영신 교수

손종희 교수

Product Color Study

Scenario Based Design

배성미 교수

탁현규 교수

이문규 교수

Brand Management

전통조형에서 바라보는 디자인 감성

Design Marketing

홍익대 인문사회계열 광고홍보 학과 박사
홍익대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석사

김선주 교수

김원경 교수

Design Research

Advanced Design Sketch 1

오성택 교수

이천열 교수

Product Sketch

Materials & Processes

현상민 교수

노숙경 교수

서효정 교수

Product Concept2

UX Research

Digital Design
Digital Fashion Studio

안성훈 교수

김치영 교수

Engineering Design

UX Research

천동원 교수

김성룡 교수

Product Form Sketch

Product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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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진 교수
2-Dimensional Design
San Jose State Univ. 멀티미디어 석사 졸업 (‘02년)
Univ. of Illinois (UIUC) 그래픽디자인 학사 졸업 (‘95년)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졸업 (‘87년)

IDAS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석사
SADI Communication Design 졸업
서울여대 화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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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학과
제품 디자인 전공은 창의성과 전문적 디자인 능력을 겸비한 국제적 제품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프로젝트 중심의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이디어 발상과 표현에서 구체적인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디자인 경험
을 통해 창의적 발상 능력과 논리적 설득력 및 실무 응용능력을 기릅니다. 세계적인 정보, 통신업체로 급부상하는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교육 기반 공유, 전문 산학연계 등 최고의 제품 디자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ased on the strong support from Samsung Electronics, a global leading player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world–class environment for design education based on powerful infrastructure and a specialized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program. The
course aims to raise designers armed with global competitiveness based on creativity and ability through
education focused on systematic and intensive work–leve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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