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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산업디자인학과 B.F.A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졸업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즈 대학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소속) 

M.A. in Communication Design, Graphic Design 졸업 

現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2002-2007 홍디자인 이사 역임

1996-1998 삼성그룹 36기 제일기획 커뮤니케이션 아트팀 

네이버 디자인콜로키움 19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 –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네이버 디자인콜로키움 18 :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 계획 발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도시 문화예술 오픈아카데미 : 도시와 타이포그래피 - 플랫폼창동61

Mobile Talk 2017 Singapore - 싱가폴 국립디자인센터

Typojanchi City Text/ure 전시 강연 및 워크샵 / 싱가폴 Temasek Polytechnic 

도시 공간 속 한글의 가능성 - 국립한글박물관

제6회 집현전 학술대회: 한글의 무한한 확장성, 한글의 아름다움 - 한글구체시를 

중심으로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페이퍼로드 : 지적상상의 길 심포지엄 - 종이와 디자인이 만나 미래의 길을 열다 

- Session 3: 디자인타오 / 토론자: 칸타이킁, 하라켄야, 김경선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 401

2011 Tsinghua-DMI International Design Management Symposium, HongKong (공동발표) 

- A Proposal of Visual Tactics Driven Process (VTDP) for the Consistent Brand 

Value Communication / Hong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2010 한국기초조형학회 가을학술대회 (공동발표) 

- 한국종가의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통적 문장디자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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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상호교류의 해 기념 로고 디자인 / 문화체육관광부

아로마티카 패밀리 보습라인 패키지 디자인 연구 / 아로마티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UI / 의학교 120주년 엠블렘 디자인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상북도 종가 문장인장 디자인 개발 (5차) / 경상북도

2019 한-필리핀 상호교류의 해 기념 로고 디자인 / 문화체육관광부

라까사 호텔 광명 브랜드디자인 연구 / 라까사 호텔

네이버 소상공인 브랜드디자인 연구 / 네이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시각상징체계 연구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국제드론협회 CI 네이밍 / 디자인 자문 및 연구 / 중앙일보사

서울대학교 70주년 사사 표지디자인 / 서울대학교70주년 사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아이덴티티 디자인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서울 TBS(대중교통) 시각 정보 디자인 개발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UI개발 /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캠페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연구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국립중앙도서관 홍보물 디자인개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호암교수회관 케이터링 서비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경북 종가 문장, 인장 디자인 공동연구 3차 (최종) / 경상북도

서울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경상북도 종가문장을 활용한 명품화 사업개발 연구 / 경상북도

경북 종가 문장, 인장 디자인 공동연구 2차 / 경상북도

초당의 아침 패키지 디자인 연 구 / 강릉초당두부

경북 종가 문장, 인장 디자인 공동연구 1차 / 경상북도

삼성전자 2012 Mobile PC Keyword+Image Research Map 연구

홍진기 창조인상 BI 연구 / 중앙일보

2010 웅진 Cool-Green 캘린더 디자인 연구

경북 종가 문장, 인장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경상북도

문화유산국민신탁 시각상징 디자인개발 자문 / 문화유산국민신탁

진학사 광고를 위한 이미지표현 자문 연구 / 진학사

법률사무소 결 CI 리뉴얼 디자인 / 법률사무소 결

란스미어 한남 런칭 광고/ 공간그래픽 디자인 (제일모직)

2011 젊은 건축가상 도록 디자인 

565돌 한글날 시각상징 디자인 

제1회 파주북소리 포스터 디자인 

SK 행복나눔재단, 해피스쿨, 레스토랑 쌀과밀 시각상징 디자인 

564돌 한글날 시각상징 디자인 

경상북도 종가 문장디자인 연구 

홍진기창조인상 엠블렘 및 홍보물 디자인 

타이포그래피의 탄생 아트디렉션 (홍디자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학회지<글짜씨> / 전시명<시:시> 로고타입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조형_아카이브 紙 로고타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웅진 2010 쿨-그린 캘린더 (웅진홀딩스) 

2010 Typographic SNU 캘린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TEDx Seoul 포스터 (TEDx Seoul 조직위원회) 

공간사 +아키텍트 04 우규승 건축도록 (공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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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CI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문화유산국민신탁 CI (문화유산국민신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표지디자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창조와 융합 컨퍼런스 포스터 (한국디자인학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개교61주년 기념학술대회 포스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전시홍보물, 도록 및 전시그래픽 - 막스 베크만, 앤디 

워홀 展 (서울대학교 미술관) 

SADI 브로슈어 (SADI)

제일모직 란스미어 브랜드북 제작 (제일모직)

까사미아 스타일북 2 제작 (까사미아)

N서울타워 아트샵 프로젝트 - 티셔츠, 머그컵 (CJ N서울타워)

삼성에버랜드 30주년 기념 브로슈어 (삼성 에버랜드)

롯데 Avenuel Launching Promotion Kit / 뉴스레터 (롯데 애비뉴엘) 

한솔그룹 40주년 사사 (한솔그룹)

삼성미술관 Leeum 건축물 가이드북 / 뉴스레터 (삼성문화재단)

삼성전자 Annual Report (2002,2003) (삼성전자)

한화그룹 2004 Annual Report (한화그룹)

KT 2004 Annual Report (KT)

호텔신라 베이커리 아띠제 BI (호텔신라)

갤러리아 백화점 BI (갤러리아백화점) 

숭실대학교 UIP (숭실대학교)

LG e-shop 카탈로그 표지 포맷 (LG e-shop)

아모레퍼시픽 Annual Report (아모레퍼시픽) 

제1회 코리아 포스터비엔날레 Visual Identity (KIDP) 

서울여자대학교 브로슈어 (서울여자대학교) 

인사동 do ART CI / Visual Identity / Package (두아트) 

세인트필립 동물병원 CI / Package (세인트필립동물병원)

제일기획 사보 표지디자인 (1,2,3,4,5월) (제일기획)

호암상 브로슈어 및 홍보물 디자인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 VIP캘린더 디자인 (삼성생명)

서울세계불꽃축제2019 - 디자인 위크 전시참가 / 여의도공원 일대

<100개의 바람, 100인의 바램> 2017 한중일 아트 포스터 전 /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 갤러리,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 등 순회전

< AGI : I LOVE SEOUL >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6 VIDAK 정기회원전. 국제포스터디자인전 <나의 2016년> / 벽과나사이갤러리

브르노 그래픽 디자인 국제 비엔날레 2016 -스터디룸 / 체코 브루노 모라비안갤러리

일러스트레이션 페스타 2016 / 인더페이퍼갤러리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열한 번째 전시 <솜씨 good hands> / 인더페이퍼갤러리

2016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전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금, 한국! 공예, 패션, 그래픽 디자인 (2015-16 한불상호교류의 해 프랑스 

장식미술관 특별전) / 파리장식미술관 

<交,향>展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전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System 14 전시 / 베이징 월터놀 갤러리

한글가온길 프로젝트 / 세종문화회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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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정기회원전 / 갤러리 사각형

페이퍼로드:지적상상의 길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진달래도큐멘트04 : 풍경전 / 팔레 드 서울

제5회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정기회원전 / 명지대학교 뮤즈홀

제2회 타이포잔치2011 /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10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전시 - 시인 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전 /

한국디자인문화재단 갤러리 D+

드로잉의 세계, 세계의 드로잉 / 서울대학교 미술관

2009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장외전시 / 서울디자인스팟 

아름다운 한글 주련展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정기회원展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정기회원展 / IDAS 서울국제디자인프라자 

헤이리 판 페스티벌 -한글 타이포그래피 상상展 / 헤이리 갤러리 희원 

달의 힘 -디자인, 시간을 낚다 展 / 서울시청앞 서울광장 

NUCLEAR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정기회원展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중 한글의 꽃을 피우다 展 / COEX 인도양홀 

서울-도쿄 24시展 -vol.3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전시실 

진달래 도큐먼트 02 : Visual Poetry -視集금강산 / 일민미술관 

승리를 입자 -2006필승기원 붉은티셔츠展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도쿄 24시展 -vol.2 / 동경 DIC Color Square gallery 

한글을 입는다 -비닥한글티셔츠디자인 展 / 신촌 아트레온 갤러리

진달래 도큐먼트 01 -시나리오 / 출판전시

중국 북경국제설계박람회 / 북경 China World Trade Center 

서울-도쿄 24시展 -vol.1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전시실 

진달래 발展 / 한전프라자 갤러리 

기억하는 거울 展 -한국영화상영 100주년 기념전시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이미지.코리아 展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꿈꾸는 그라운드 展 -월드컵축구열차 프로젝트 / 서울시 지하철2호선 

그래픽디자인 아시아2019-가까운 곳에서 & 무명회의 공동기획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회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타이포잔치2015 - C( )T( ) / 문화역서울284

2010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전시 - 시인 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전 /

한국디자인문화재단 갤러리 D+

진달래 도큐먼트 02 : Visual Poetry -視集금강산 / 일민미술관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지 서평 -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소년을 응원하며 (글짜씨, 2017)

타이포그래피의 숲 (공동저서, 2010, 홍디자인)

소화전, 눈에 잘 띄고 사용법 알기 쉽고 기사內 인용 (중앙일보 10.4.19.자 21면) 

타이포그래피의 탄생 (로빈 도드, 2006, The Ilex Press, UK) 번역 (홍디자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위한 연구제안 기사內 인용 (중앙일보 10.1.1.자 20면) 

버내큘러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 -문자조형 SNU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연구처)

진달래도큐먼트# 03 - Sketch Book (김경선 외 10인 공저, 홍디자인)

진달래도큐먼트# 02 - Visual Poetry : 視集금강산 (김경선 외 12인 공저, 시지락)

진달래도큐먼트# 01 - 시나리오 (김경선 외 8인 공저, 시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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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프로젝트 2 (김경선 외 9인 공저, 안그라픽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레드닷 어워드 수상 : 쌀과밀 아이덴티티 디자인 

동아미술제 전시기획 공모 입상 

영국 D&AD 패키지디자인부문 입선 

International Annual Report Competition 금상 

영국 D&AD 환경적용그래픽디자인부문 입선 

제82회 뉴욕 ADCNY 실버메달, 특선, 입선 

한국디자인총연 / 월간디자인선정 코리아디자인어워드 

-영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부문상

삼성그룹 디자인상 동상 

문화체육부 주최 전국대학생 한글디자인 공모전 대상 - 문화부장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