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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박사 졸업

웹디자인전문회사 'ABLE Design' 창업 및 기획팀장

국군기무사령부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단 근무

가구회사 '동온하정" 창업 대표 (사업자등록 : 105-03-5914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조교

전시디자인 전문회사 ‘CAstudio' 창업, 공동대표

(주)CAplan으로 법인전환, 대표이사 역임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강사

전문건설면허(실내건축) 취득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강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초대작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부 아리수 약수터 초청작가

㈜ 롯데백화점 상임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에버랜드의 이미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트랙션 테마 구성 연구

複合機能空間의 機能單位 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미의 세계화를 위한 디자인요소 발굴 및 사례개발 연구

한국 전통공간의 조영원리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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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韓-中-日 선호이미지와 조형인자의 실용DB 구축, -BeSeTo-DDB 개발-

위상적(位相的) 색채 활용을 위한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Color Spotter V1.0'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RESONA" 음악적 음향정보를 활용한 공명공간 연구

학술발표, 주상복합 인텔리전트빌딩의 색채계획 및 디자인방법 연구

학술발표, 건축과 복식 사례를 통한 韓-中-日 전통 색채의 비교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하학적 공간조형 방법에 관한 연구

작품생산과 수용의 엔트로피에 관한 연구

학술지게재, 한-중-일 색채의 기호학적 비교분석과 색채공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1

학술지게재, 한-중-일 색채의 기호학적 비교분석과 색채공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2

단행본감수, 도서출판 비룡소, ‘색의 비밀’

Exhibition Method in Color Museums using Color Experience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Public and the Realm of Design

디지털대행자를 통한 가상과 실재의 혼성적 공간디자인 연구

: 모바일체험관 T-um을 중심으로

미디어 공간디자인 연구 : 공공공간의 집단미디어 환경을 중심으로

저서, 공간디자인의 언어, 날마다, ISBN 9788996075226

저서, 공간디자인하기 공간디자이너되기, 날마다, ISBN 9788996075271

미래 주거공간의 새로운 가치와 니즈에 기반한

LG하우시스 미래주택 디자인 컨셉개발 연구

두뇌한국21사업 <2단계 BK21사업 5차년도> 미래문화디자인 사업단 - 국고지원금

“군인자녀 기숙형 고등학교” 학교 운영 및 이미지통합(CI)연구 용역, 국방부

두뇌한국21사업 <2단계 BK21사업 6차년도> 미래문화디자인 사업단 - 국고지원금

두뇌한국21사업 <2단계 BK21사업 6차년도> 미래문화디자인 사업단 - 

대학대응자금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Space Identity Program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두뇌한국21사업 <2단계 BK21사업 7차년도> 미래문화디자인 사업단 - 

대학대응자금

유네스코 회관 정체성 확립 및 명소화 방안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장미와 카카오 접목을 통한 곡성 관광 활성화 연구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위한 기하학적 알고리즘 연구, 서울대학교

학술회의발표, ‘스마트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 제 24차 부산공간포럼

미술대학 공공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Becoming Innovators’전시 기획 및 실행

전시발표, Seoul National University X University of Tehran, 2017

2017년도 ‘한국-이란 문화교류의 해’ 기념 교류전

학술회의발표, 스마트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 심포지움, 부산공간포럼

학술회의발표,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생태공간 디자인방법 연구,

2017 공간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회의발표, A Research on Geometric Algorithm for Parametric Design,

The IAFOR International Conference

국내학술지논문,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현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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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매거진게재, 디지털 시대의 전시: 새로운 차원의 시점, 퍼블릭아트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증강현실을 이용한 글로벌 모터쇼 컨셉 및 디자인 개발

목동중학교 내부 및 외부 도장 색채디자인 계획용역, 서울시교육청

김기림 기념 시비 디자인 제작, 외교부

메이커스 센터 운영 확대 방안, 서울대학교 교내지원사업

Revisiting Modular Design in a Contemporary Sociotechnical Context,

The 4th NZAAR Internation Event Series on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Cities, Sustainability and Advanced Engineering

논문집논문, 사용자 참여 환경 색채계획 : 목동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발표논문집

학술지논문, Extension of the Concept of Urban Ecology by Interactive Media,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환경생태정보 전달을 위한 가상현실 사용자 경험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학술지논문,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박물관 전시공간 분석,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시흥시 문화예술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CES 2020 현대자동차관 전시디자인 미디어 연구용역

기아 자율주행 자동차의 외장 라이팅 UX연구, 기아자동차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설계 및 디자인

평창동 롯데아파트 색채계획 및 조형물 디자인조형물 디자인

‘AXIS’ 운전자와 차체에 대한 새로운 주행중력 제안

‘the Urban Pulse’ 테헤란 밸리의 장소성과 상징성 강화를 위한 개방공간 연구

평창동 롯데아파트 환경조형물 디자인

㈜한일사료 CIP 디자인 및 Brand 개발

디지털환경에서의 인간참여를 위한 Musical Instrument Interface 연구

‘Naming’, 디지털 Business Tool 연구, LG국제 공모전 입선

‘Co-Space’ 원심력을 이용한 인공중력 환경에서의 새로운 의미공간 연구

-JAD 실내디자인 공모전 특선 수상

미래 주거문화에서의 Digital Convergence 산학연구

(사)색채학회 Website 디자인 및 Event Identity 디자인

지역 문화를 반영한 가회동 미술관 디자인

‘The HighLine, The HeelingLine’ New York, Manhattan 폐고가철도 리모델링 제안

- Designing the highline competition 심사위원상 수상

서울대학병원 천주교 원목실 실내디자인

분당요한대성당 성체조배실 실내디자인

(주)아이레보 기업홍보관 및 자물쇠 박물관 전시기획 및 디자인

효성그룹 홍보관 전시설계

축산물 브랜드展 (주)한냉 전시관 설계

한국형 패밀리 레스토랑 ‘CHOPS’ 브랜드 디자인

BHC 브랜드 디자인 및 프로모션 기획

광복60주년 ‘아!어머니’ 展, 전시기획 및 설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명동 지구단위계발계획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분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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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 프로모션 기획

영흥화력발전소 홍보관 전시 설계

충무로역 영화테마 역사 설계

예술의 전당, ‘The Showroom’展

인천 한화 기념관 설계

LA E3 게임쇼 WEBZEN관 설계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민화전 기획, 디자인

Cheil Industries 반도체 홍보관 디자인

Samsung SDI Promotion Booth 디자인

성우리조트 야외 무대 설계

삼성 HAUZEN 논현동 전시장 설계 공모당선, 디자인, 시공

SK 이천연수원 설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초대작가(자전거보관대 디자인)

SK telecom 홍보관 디자인, 설계, 시공

2008 IDEA Design Award Silver Prize 수장, 작품명 : Pixwall

2008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약수터 기본디자인

2008 서울디자인 올림픽 전시부분 공모당선, 디자인, 설계

2008 SDO 자하디드, 패트릭마허 전시관 디자인, 설계, 시공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미디어 버스쉘터 공모당선, 디자인, 시공

인천세계도시축전 IUDC 표준 Digital Architecture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디자인, 시공

대구경북대학교병원 칠곡분원 색채계획 및 HIP 디자인 공모당선, 디자인

가락동 농수산물유통단지 개발 기획안, 기획 및 디자인

서울대공원 디자인갤러리 디자인 공모당선, 디자인, 시공

Yongjongdo Broadway Culture Complex 디자인

디자인 LH 산학연구, 대한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 디자인전략 산학연구

여수 세계엑스포 Silo 국제현상설계공모(출품명:The Gyro Shuttle) 당선

여수 세계엑스포 Big-O 국제현상설계공모(출품명:Smat biotop) 당선

개인전, ‘Data Fabrication for free customizing’ Beijing(중국), Kong gallery

개인전, ‘Data of plasticity’, Caelum Gallery, New York(미국)

China Telecomn Wireless Experience Zone Design Proposal

SK Innovation GT 전시관(SK 기술원, Daejeon) Remodelling Design Proposal

Triennale di Milano Design Museum(이탈리아) 초대전, 전시명 : Vitality

중국 Foshan WIOT 체험관 (广东省佛山市 物联网 体验馆,, Ge-ahn Foshan, China)

디자인,설계, 연출 총감독

LG국제공모전 수상 - 입선

Vision21 초대작가展 - 주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관

서울대학교 인화장학

JAD실내디자인 공모전 수상 - 특선

Designing the highline 국제 공모전 수상 - 심사위원상

‘2003년 베스트 디지털 디자이너 展’ 초대작가 (공간디자인부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초대작가 展

서울디자인 올림픽 전시분야 ‘Design Is Air’展 총괄 기획,디자인,시공

IDEA Design Award 수상 (Siver Prize, Environment Design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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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엑스포 Silo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

여수 세계엑스포 Big-O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

Reddot Design Award 수상(독일)

IF Desgin Award(독일)

IDEA Design Award 수상 (Gold Prize, Environment Design 분야)

개인전 ‘Data Fabrication for free customizing’, Beijing(중국), Kong Gallery

개인전 ‘Data of plasticity’, New York(미국), Caelum Gallery

Triennale di Milano Design Museum(이탈리아) 초대전, 전시명 : Vitality

Reddot Design Award (evemt design 분야) 수상(독일), 작품명: T.um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IF Communication Design Award 수상 (독일), 작품명 : T.um

Reddot Design Award 수상(독일)

Asia Architecture Award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