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진 (Yujin Oh) 

학력 

2017 년 – 2019 년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Penn State University) 

 실기 미술 석사. 세부 전공: 뉴미디어/다중 매체 디지털 아트 

 미술 작품 웹사이트 YOSTUDIO: https://www.yujinohdesign.com/ 

 2019 년  5 월 졸업  

 

2010 년 – 2017 년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그래픽 디자인 학사. 컴퓨터 과학 부전공   

2017 년 5 월 졸업 

 

그래픽 디자인 경력 

일리노이 어바나 섐페인 그래픽 디자인 학사 기간 

 2014 년 8 월. – 2017.5 월  

  프로젝트: 책 편집 디자인, 잡지 표지 디자인, 글자체 개발, 정보 그래픽 디자인,   

  로고 디자인, 건강 관련 모바일 앱 구상과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앱 기능 디자인, 학습  

  활동 디자인, 아이패드 게임 디자인, 보드 게임 디자인, 티비 프로그램 BigBang   

     Theory 홍보 영상과 티비 채널 Syfy 홍보 영상 제작.  

  앱+게임 디자인 링크: https://www.yujinohdesign.com/publications 
 

실무 디자인 경험  

데일리 일라이나이 신문사  

 2016 년 1 월 –  2016 년 4 월   

 편집 디자이너 

 임무: 매일 출판되는 스포츠 뉴스, 칼럼 란, 지역 뉴스, 광고 란에 들어가는 글과 그림을  

         중요 순서도에 따라 배치. 인디자인 사용.  

 

전시 기획 

큐레이터 워크샵 수업 수료: 미술 전시 기획, 작가 조사, 여러 작가. 작품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전시 공간 구상, 작품 배치를 위한 공간  모델 창작, 전시 팜플렛 창작,  

        작가 작품 운반 비용, 전시 기간 중 작품 관리 비용 책정,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 사용, 수료: 2019 년 1 월 – 5 월,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디자인+미술 전시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졸러 갤러리  

 -Vulnerability Café (취약성 까페): 관객 참여,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 털어놓으면 작가가 답변을 

           이용해 잡지 꼴라쥬 제작하여 올림, 꼴라쥬는 티셔츠/  

           수건에 인쇄하여 자신의 취약성에 대답을 올린 당사자에게  

           배송, 인터넷 아트. 2019 년.      

            작품 사진 링크:  
             https://yujinoh.wixsite.com/vulnerabilitycafe 

             
 -Wearing Age(나이 입기): 행위 예술, 노인 복지센터에서의 노화 관련된 경험을 인터뷰한  

          녹음 기록을 이용하여 만든 인터넷 아트. 2019 년 

                    작품 사진 링크:  
            https://www.yujinohdesign.com/copy-of-untitled 

          작품 링크:  
            https://www.wearingage.com/ 

 

 -Decision: 운전자와 보행자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무인자동차의 윤리적 선택을  

       관객이 좌우하게 하는 작품. 여러 인물 프로파일 제안, 관객 참여, 행위예술.   

       2018 년. 작품 사진 링크:  https://www.yujinohdesign.com/decision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 링크 갤러리 

https://www.yujinohdesign.com/
https://www.yujinohdesign.com/publications
https://yujinoh.wixsite.com/vulnerabilitycafe
https://www.yujinohdesign.com/copy-of-untitled
https://www.wearingage.com/
https://www.yujinohdesign.com/decision


 -HappyMe: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앱 HappyMe 기능 재현, 컴퓨터   

        게임 HappyMe 기능 재현 비디오,  관객 참가 미술 요소 (거울, 메세지 꽃 여러  

        송이), 2017 년 

        해피미 게임 비디오 링크 1: https://youtu.be/mPqoXxRvL70 

        해피미 게임 비디오 링크 2: https://youtu.be/EEiC11EqYm8 

        해피미 만달라 기능 링크: https://youtu.be/BpU1jM9JHfw 

        해피미 기분 추적 기능 링크: https://youtu.be/ZfZoIOnvTZM 

 

소프트웨어 능력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에프터이펙츠, 프리미어프로  

프로세싱 (시각 디자인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아도비 엑스디: 앱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구성 + 스토리 보드 작 

웹디자인 (HTML, CSS) 

 

미술 교육 경력 

Children’s Courtyard (칠드란스 코트야드: 미국 유아 교육 재단) 
2020 년 1 월 – 2020 년 2 월  

 직위: 주임 교사  
 임무: 학생들의 발달과정 학습.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하여 공간 능력 발달을 위한 학습 활동  

         만들어 지도 

Penn State University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2019 년 8 월 – 12 월   

겸임 교수 (Adjunct Faculty)   

지도 수업: 애니메이션 기초 (ART 302: Fundamentals of Animation) 

임무: 교육 자료 편집,추가 교육 활동 구상, 미술 비평 이끌기, 채점, 소리 제작과 그림  

         제작 상담 

 

2019 년 1 월 –  2019 년 4 월 

주임 강사 

지도 수업: 뉴미디어 스튜디오 (ART 315:New Media Studio) 

임무:  영상 제작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예시 제작, 교실 강의, 미술 비평 이끌기, 채점,  

          소리 제작 상담과 그림 제작 상담 

 

2018 년 8 월 –  2018 년 12 월  

  주임 강사 

  지도 수업: 디지털 포트폴리오 기초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마이크로 소프트 파워 포인터 사용. 

임무: 교육 자료 제작, 교실 강의, 미술 비평 이끌기, 채점, 소리 제작 상담과 그림 제작  

         상담 

 

2018 년 1 월 – 2018 년 4 월   

  수업 조교 

  지도 수업: 미술 연구의 기초 (ART 10: Introduction to Visual Studies) 
  임무:기존 미술과 서양 미술사 교육 자료 편집,추가 교육 활동 제작, 비평 이끌기, 채점,  

          미술 비평 작문 상담과 미술 제작 상담 
   

  지도 수업: 뉴미디어 스튜디오 (ART 315:New Media Studio) 

  지도 수업: 시각 자각 연구소 (ART 204: Realization Studio)  
임무: 기존 영상 미술 교육 자료로 강의,추가 교육 활동 제작, 교실 강의, 비평 이끌기,  

      채점, 소리 제작 상담과 그림 제작 상담 

   

써클 오브 프렌즈 노인 복지 기관 (미국 노인 복지 기관)  

 2015 년 1 월 – 2015 년 4 월   

 미술 자원봉사 강사  

https://youtu.be/mPqoXxRvL70
https://youtu.be/BpU1jM9JHfw


 수행 임무: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4 개월간 종이접기 창작 활동  

       구상과 지도   

자격증 

발급기관: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Online Teaching Certificate 온라인 강의 자격증  

2019 년 9 월 수료 

 
발급기관: Frontline (프론트라인) 
교사 훈련 자격증 세트- 포함 항목: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학습, 상태에 따라 과제 조율해서 지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 지도, 지적장애 있는 학생 지도 

2020 년 9 월 수료  

 

수상 기록 

발급 기관: Penn State University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2017 년: 석사과정 학비 면제 + 우수 선발 장학생 기금  

Funds for Excellence in Graduate Recruiting (FEGR) +Graduate Teaching Assistantship (G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