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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엘리사바(Elisava)대학원 Design & Public Space 석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학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조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강사

(주)액션서울 Creative Director, 대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강사

2003-2004 (주)이미지드롬 Art Director

서울대학교 디자인그룹 ‘아니다’멤버

Fou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Principles & Practices / ‘Exploring 

Creative Co Ownership In Design Collaboration Between Designer And Maker:

Autoethnography Research In The Garment District Of Seoul’ 공동발표 

네이버 디자인 콜로키움 19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 발표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 2018 <INVITED SPEAKERS SESSION> /  

‘복잡함에 대한 애착 Fetish about complexity’ 발표

미래 음식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 / 교내연구과제 

SNU-CU 서울대학교-일본치바대학 국제디자인워크숍 기획 및 진행 / 서울, 방산시장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CI 디자인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SNU-CU 서울대학교-일본치바대학 국제디자인워크숍 기획 및 진행 / 치바현, 이즈미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UI(University Identity) 발전 방향 연구 / 교내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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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CU 서울대학교-일본치바대학 국제디자인워크숍 기획 및 진행 / 서울대학교, 서울시 일대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 2018 포스터 및 이벤트 디자인 

푸르메재단 사회적 농업 비즈니스모델 기획 / 푸르메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I 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이버 쇼핑 소상공인 브랜드 디자인 연구 / 네이버 

전통시장활성화 TV프로그램 ‘SBS 배달컴퍼니’ 디자인디렉팅 및 출연 / SBS

서울의 도심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한 디자인교육 방법론 및 워크숍 프로그램개발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내아동보호캠페인 ‘한아이’의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서울의 도심제조업 정보제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디자이너스맵’ 기획 및 디자인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제주도의 지역활성화 브랜드 ‘해녀삼춘’ 기획 및 디자인 / 제주톳웰니스육성사업단

정관장 선물특화 브랜드 ‘다보록’의 기획 및 디자인 / 한국인삼공사

6차산업 혁신매장 사업계획 컨설팅 및 디자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아프리카 여아교육캠페인 ‘스쿨미’ 디지털 컬러링 캠페인 기획 및 디자인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프리카 여아교육캠페인 ‘스쿨미’ 기부를 위한 컬러링북 2종 출판과 수익금기부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현대백화점 식품관 브랜드 ‘현대식품관’ 네이밍 및 디자인 / 현대백화점

디지털기부를 위한 UX Design 방법론 및 워크숍 프로그램개발 / Naver Next,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NGO의 협업을 제안하는 Be-Cause 컨퍼런스 기획 및 진행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프리카 여아교육캠페인 ‘스쿨미’의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양지리 철새마을 주민주도형 지역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 철원군

프리미엄 냉장주스 ‘따옴’ 네이밍 및 디자인 / 빙그레

복합문화공간 ‘숨도’ 브랜드 기획 및 디자인 / 대한불교진흥원

Farmers Party 브랜드 기획, 디자인 및 홍보마케팅 / 봉화농원

스페인 공공미술프로젝트 ‘ID05’ 디자인 및 전시 아트디렉션 / Idensitat

서울시 금천예술공장 공간디자인 아트디렉션 /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디자인메이드designMADE’ 전시 아트디렉션 / 

한국디자인문화재단

Graphic Fashion / 2019 DDP 디자인페어 / DDP, 서울 / 기획

Paper Play / 놀이하는 아세안 / 아세안문화원, 부산 / Invitation 

Message from the old future / 2010 상하이엑스포 / 한국관, 상하이 / Invitation

Paper Garden / Save the earth / 금호미술관, 서울 / Invitation

Llum / Christmas in August /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 Invitation

SIM / 여미지 아트 비엔날레 / 여미지식물원, 제주 / Invitation

ComplexCity / Design Act / 모스크바 / Invitation

Space titled LOVE / ‘I-design’ / 금호미술관, 서울 / Invitation

ComplexCity, Seoul / Tent London, London Design Festival / Truman Brewery, 



런던 / Design F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