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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작품 소개 

1)  이름(학번)  : 민주식 (2013720027) 
 

2)  작품 제목 : 트랜블(스마트 트랜스포머 테이블) 
 
3)  작품 내용 요약 : 1인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소형아파트, 오피스텔, 원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작품은 접이식 테이블로 접었을때는 얇은 선반형식이지만 앞의 도어를 펼치면 테이블로  
                        활용 할 수 있다. 
                        소형공간에 적합한 공간활용의 가구로 식탁, 테이블, 선반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하다. 
    
4) 작품의 개념도 

 
 
 
 
 
 
 
 
 
 
 

5) 작품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가) 접이식 테이블로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스마트 가구 
   나) 소형 주택에 적합 
   다) 테이블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접어서 보관 
   라) 식탁, 선반, 테이블 등 활용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1) 주제 설명 
 

 일본에서 특히 미니멀리즘 가구가 많이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미 경차나 소형주택이 많이 활성화 된것만해도 
 알수 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인가구의 증가와 소형주택, 원룸,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고 있는것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작은 공간에  큰 효유을 볼수 있는 공간활용 극대화 제품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생각한 제품이 트랜트포머 제품으로 ‘히든테이블’ 을 생각하였다. 
접었을때는 윗면에 선반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펼쳤을때는 식탁, 책상등 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다.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2)  현황조사 

이미지출처 : www.google.com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은 소형이지만 주방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배치하고 사용하기에는 
소형주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형주택에 공간활용이 좋은제품을 배치하면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가구제품의 
미니멀리즘, 빌트인등 많이 발전을 해오고있다.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3)  타사 제품, 해외 사례 조사 (1)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3)  타사 제품, 해외 사례 조사 (2)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4)  Sketch 

DETAIL A 

A 

220V 

Table Switch 

DC5V 1.5A 

스마트폰 무선 충전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5)  프리미팅 및 과제 피드백  

2016.10.09 
프리미팅  및 졸작 피드백 보완내용. 
 
1. 제품명 : 스마트 트렌스 테이블로 변경 

 
2. 사이즈의 미니멀화(W의 최소사이즈 변경) 
 
3. 디자인의 변화. 
     기존 테이블의 구조 및 디자인에 변화를 줄 것. 
 
4. 테이블 작동 구조 적용.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6)  Design and Drawing 

프리미팅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교수님의 피드백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에 작업한 스케치물의 사이즈를 슬림하게 변경하였으며, 재질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스마트제품에 적합한 스마트폰충전(USB, 무선)기능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붙박이방식으로 한면만 펼칠수 있던 테이블을 이동형, 양면테이블로 활용 가능하게 보완하였습니다. 



2. 졸업작품 주제와 내용 

6)  Design and Drawing 

 SMART 기능 
1. PUSH 스마트폰 USB 충전 기능 
2. PUSH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 
3. 상측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PUSH 



3. 일정 

1주차 
 

~08/30 

2주차 
 

~09/06 

3주차 
 

~09/13 

4주차 
 

~09/20 

5주차 
 

~09/27 

6주차 
 

~10/04 

7주차 
 

~10/11 

8주차 
 

~10/18 

9주차 
 

~10/25 

10주차 
 

~11/01 

11주차 
 

~11/08 

12주차 
 

~11/15 

13주차 
 

~11/22 

14주차 
 

~11/29 

졸전계획서 작성 / 제출 

사례조사 

컨셉 아이디어 진행 

졸전계획서 피드백 / 설계 수정 보완 

디자인 및 설계 

졸전과제제작 / 제출 

1)  작품 추진계획 및 진행 일정 



4. 판넬 초안 _ 2016.11.04 

Transformers Table 

제품의 
특징 및 설명 

상세 기능 



4. 판넬 2안 _ 2016.11.15 



4. 판넬 3안 _ 2016.11.18 



4. 판넬 4안 _ 2016.11.27 



4. 판넬 5안 _ 2016.11.28 



4. 판넬 6안 _ 2016.11.29 



한 학기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식  201372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