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ume
- 2019

윤태웅

Education

Yoon, Tae Woong

건국대학교

2012.03 - 2019.08

산업디자인과
Web

grizzle.co.kr

Lk

linkedin.com/in/taewoongyoon

In

instagram.com/bb._.grizzle

Git

github.com/bb-grizzle

Be

behance.net/grizzle_bb

- UX / UI 디자인 디자인 수업 이수
- 내부 강의 홍보 포스터, 명함 등 시각적 요소 디자인

Experience
스튜디오 그리즐

2019.7 -

개인사업
- 웹, 앱 등 UI 디자인 작업행 진행
- 웹 개발 작업 진행

파인디지털 / 인턴

2016.07 - 2016.08

모바일사업본부
- 네비게이션 GUI시안 제작과 디자인 가이드 작업을 통해 개발자와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무를 경험함.
- 개인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여 네비게이션 GUI를 기획 및 발표

Activity
Mash-Up

2017.09 - Current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IT 동아리 / 부단장
- 4회의 해커톤을 통해 개발자와 협업하여 프로젝트 진행.
- 동아리 부단장을 맡으며 동아리 운영, 기획, 동아리 원을 관리하며 리더쉽 함양.
- 디자인 팀 과 브랜딩 팀을 함께 참여하며 sns 컨텐츠 제작, 행사를 위한 웹,
포스터 등을 제작.

the Moment of-

2018.01 - 2018.11

2018년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 학과 졸업전시 준비 위원회 / 위원장
Contact

- 졸업전시 준비 위원회장을 맡으며 졸업 준비 팀 운영 및 관리를 하면서 리더십과
책임감 함양.

+82 10 3603 4925

- 웹을 이용하여 졸업전시 포스터를 인터텍티브 웹 포스터로 제작을 진행.

grizzle.bb@gmail.com
Seoul, Republic of Korea

D-semicolon[D;]

2018.02 - Current

디자이너의 코딩 동아리
- 프로그래밍을 독학하며 깊은 이해와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 동아리 창립.
- 웹 프로그래밍을 강의를 진행하며 부족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동아리 원들은

Competence
UI Design
Interaction Design
Prototyping
3D Modeling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운영.
- 로고, 웹사이트 등 동아리 브랜딩 컨셉 제작.

Design Fever

2017.01 - Current

인터랙션 디자인 동아리

-

- processing, p5.js등 을 이용하여 인터렉션 디자인 및 구현 능력을 습득.

Front-end Develop / Web

- 인터렉션을 이용한 전시 ‘당기다 전’ 기획 및 진행

Tae Woong,
Yoon
윤태웅

Educ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2012.03 - 2019.08

Industrial Design
- Completion of UX / UI design classes.
- Design of visual elements such as promotional posters and business cards

Web

grizzle.co.kr

Lk

linkedin.com/in/taewoongyoon

In

instagram.com/bb._.grizzle

Git

github.com/bb-grizzle

Be

behance.net/grizzle_bb

for internal lectures.

Experience
Studio Grizzle

2019.7 -

Sole Proprietorship
- UI design work such as web and app
- Develop web

FineDegital / Intern

2016.07 - 2016.08

Mobile Business Division
- Design GUI of navigation with guide lines to develop projects and
experience hands-on experience.
- Plans and announces the navigation GUI through personal project work.

Activity
Mash-Up

2017.09 - Current

IT Club with Developers and Designers / Assistant Director
- Work with developers to execute projects through 4 hackathons.
- Increase leadership through running club as assistant director.
- Join the design team and branding team to create SNS content, web for
events, posters, etc.

the Moment of-

2018.01 - 2018.11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2018 Graduation Exhibition / Chair
Contact

- Training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while managing and managing the
preparation team as head of the exhibition preparation committee.

+82 10 3603 4925

- Make interaction web poster, the graduation exhibition poster

grizzle.bb@gmail.com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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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 Current

Designer’s Coding Club
- The club was founded to self-taught programming and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and a clear understanding.

Competence

- Create club branding concepts such as logos and websites.

UI Design
Interaction Design

Design Fever

Prototyping

Design Interaction Club

3D Modeling
Front-end Develop / Web

2017.01 - Current

- Gain the ability to design and implement interconnections using processing, p5.js, etc.
- Planning and exhibiting exhibition 'Before pulling' using i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