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현

연락처 : 010-5284-6183

이메일 : 666456@naver.com

포트폴리오 링크 : https://www.suhyeonj.com
1.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저로 재직중입니다.

2. 영국 석사 과정, 독일 인턴십 중 다양한 해외기업과 프로젝트를 기획, 디자인 했습니다.
3. Figma, Protopie를 활용한 화면설계 및 풀사이클 디자인을 전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4.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백로그 관리 역량을 길렀습니다.

EDUCATION

Royal College of Art 런던, 영국

졸업

홍익대학교 서울, 한국

졸업

서비스디자인 / 석사 MA
산업 디자인 / 학사 BFA

EXPERIENCE

카카오 크러스트 유니버스 서울,한국
프로덕트 디자인 매니저

2021.09 - 재직중

블록체인 기반 NFT 서비스 기획 참여 및 디자인 전담

1. 초기 기획부터 알파/베타 개발 테스트 및 서비스 풀사이클 참여
2. Figma를 활용한 웹/앱 화면설계 및 사양서 제작
3. 서비스 리뉴얼을 위한 백로그 제작

카카오 서울,한국

글로벌인턴 (PM, 기획, UX/UI 디자인)

2021.06 - 2021.08

상황몰입형 스터디 서비스(위젯, 커뮤니티) 제작 기획 및 PM으로서 팀리딩

1. 상황몰입형 스터디 서비스(위젯, 커뮤니티) 제작 기획 및 PM으로서 팀리딩
2. 시장조사, 유저리서치를 통한 문제정의 및 솔루션 도출

3. Figma, Protopie를 활용한 프로덕트 제작 및 특허출원
4. 서비스 설명 위한IR Deck 전담 디자인

Mercedes-Benz AG 슈투트가르트, 독일

UX|UI 디자인 인턴

2020.05 - 2020.09

Drive-in Music Festival 을위한 UX|UI 제작

페스티벌 중 퍼포머와 팬, 팬과 팬사이의 인터렉션을 위한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
EQC모델 충전소 찾기 기능 개선을 위한 UT 및 서비스 기획

PROJECT

NHS (National Healthcare Service) 런던, 영국
학생 서비스 디자이너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위한 의료기록 보관 서비스

1. 유전자 검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
2. IR덱 작성 및 화면 설계를 통한 협력사 미팅 및 펀딩 성사

2020.09 - 2021.01

2020.01 - 2020.02

Lanchid LLC 뉴욕, 미국
웹디자인 인턴

트러플 제품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및 기획안 제작
2020.05 - 2020.09

Inhouse records 런던, 영국
학생 서비스 디자이너

출소자를 위한 음악 멘토링 서비스 기획 및 웹 제작
2018.12-2019.02

Lloyds bank 런던, 영국
학생 서비스 디자이너

영국 청/중년층을 위한 경제 계획 서비스

1. 영국 청/중년층을 위한 경제 계획 서비스 기획

2. 이해관계자(은행원, 고객, 정부관계자) 미팅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백로그 작성
3. 웹/앱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

2018.12-2019.02

Telephonica 런던, 영국
학생 서비스 디자이너

사내 교육 시스템 기획 및 웹디자인

AWARDS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2018.02.05

Pinup concept design award

2017.12.28

K-design award

2017.07.07

Reddot design award

2016.09.22

Gold, Winner 수상
Finalist수상

Winner 수상
Winner 수상

TOOLS

LANGUAGES

Figma
Axure
Sketch
Adobe XD

Protopie
Photoshop
Illustrator
InDesign

영어 (고급, IELTS 7)

독어 (초급)

영국, 런던 2년 거주 (석사과정)

Premiere
Rhinoceros
V-ray
MS Office
한국어 (모국어)

독일, 슈투트가르트 9개월 거주 (인턴십)

미국, 뉴욕 9개월 거주 (인턴십, 어학연수)

PORTFOLIO

https://www.suhyeonj.com

Keynote
Jira
Confluence
Sl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