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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스튜디오 레퍼런스 



1

관심 분야

모션 그래픽

UI/UX

게임

먼저 레퍼런스 주제를 잡기에 앞서 내 자신을 생각했다.

딱히 하나에 정착하거나 파고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거의 0인 수준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내 작업 스타일, 

행동과 현재 관심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먼저 난 제목을 저렇게 쓸 정도로 솔직하면서도 가볍다. 

이렇듯이 나는  내 작업을 전체적으로 가볍고 좋게 말하

면 위트있는 분위기로 잡아갈 것이다.     

 

선호하는 분위기

무겁지 않는 

위트있는

졸업 스튜디오 방향
하 진짜 뭐하지?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4년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직 진로를 제대로 정한 것이 없다. 너무 막살고 말았다.

어찌어찌 관심 분야를 줄여보면 총 3가지로 모션 그래픽, 

ux/ui, 게임이 있다. 

  

3개 다 제대로 한적이 없다. 그 중 게임은 하기만 했지

만들어 본 적도 없다. 제일 해보고는 싶지만 한계치를  

알기에 저것을 중점적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1

모션 그래픽                UI/UX                   게임

졸업 스튜디오 방향
하 진짜 뭐하지?



그래서 대신 UI/UX 디자인을 게임처럼 만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인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하며 정보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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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그래픽                UI/UX                   게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졸업 스튜디오 방향
하 진짜 뭐하지?



2 레퍼런스
감정에 대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생활에서의 무기력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 극복으로는 자기 자신을 알아서 컨트롤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타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냐는 

의견이 종종 나오고있다.

 



2 레퍼런스
감정에 대하여

이러한 우울증 및 무기력증을 조금이나마 다스리기

위해서 시중으로 나오거나 아이디어 제안이 된 앱들.

종류가 자기 만족형이나 소통형으로 나뉘며 

또, 감성적으로 가거나 존버 메타, 일탈과 같이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2 레퍼런스
감정에 대하여

개인의 해결로 간다면 “무다”나 “감정 쓰레기통”처럼 재미있는 시각적 

요소를 넣어 그 재미 하나로 감정을 덜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싶다. 

개인적으로 가상의 약을 처방해주는 것으로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다.

그날의 기분에따라 주워진 키워드를 선택해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

의 가상의 약이 처방되어져 나오고 그 약은 그날의 기분을 대변해주며 

기록된다. 즉 알약으로 기록되는 감정 다이어리 이다. 

 

  

  

 



2 레퍼런스
감정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때 왼쪽과 같은 게임처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겨서 답하는 것도 재미있을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