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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71, Korea 

Education 

04/2004 – 

06/2005 – 02/2006 

09/2002 – 09/2003 

04/2002 – 09/2002 

09/2001 – 09/2002  

일본 도쿄 동경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 연구원 프로그램  
영국 런던 Saints Martin 연구생 
네덜란드 Dutch Environmental Architecture 연구생 프로그램 
영국 런던 첼시대학교 대학원 Design for the envirnoment 석사 취득 

Exhibition 

07/2003 

09/2006 

08/2008 

05/2011 

제1회 개인전 ‘악의 꽃’, 아트사이드 갤러리, 한국 
제2회 개인전 ‘환생’, 청계천, 한국 (청계천 복원 1주년 기념 일환 서울시 주최) 
제3회 개인전 ‘형연’ ,다산쯔 798 예술구, 베이징, 중국 
제4회 개인전 ‘화해’ , 갤러리 압생트, 한국  

Solo exhibition 

2014 

2013 

2011 

2011 

2011 

2011 

2010 

2010 

2010 

2009 

2009 

2009 

2008 

2008 

2008 

2006 

2003 

2002 

2001 

‘Artist in Glenfiddich’, 스코틀랜드 

‘A3; Art and Architecture’, 블루스퀘어, 한국 

‘제48회 대종상시상식’, 세종문화회관, 한국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2’ 인천시청, 한국 
‘The Earth 展’ , 성북구립미술관, 한국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한국 
‘2010 Korea Tomorrow’, SETEC, 한국 
‘세라믹 아트 & 테크놀로지 전’, AT센터, 한국 
‘The Art of Progress - new Audi A8 런칭쇼’, 올림픽공원, 한국 
‘6.25전쟁 60주년기념  평화염원<범국민 한마당>’, 청계천, 한국  
Janet Oh Gallery, 한국 
‘7 things I want to know about arts’ , 이천아트홀, 한국  
‘신 국립과학관 개관전’, 신국립과학관, 한국 
‘2008부산 비엔날레’ , 부산, 한국 
‘주중한국대사관저 개관전’  ,베이징, 중국  
‘중국미술대전-Chinese art today’,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꿈꾸는 오브제’ , 금호미술관 한국 
‘첼시 아트 & 디자인’ , 만레사 거리, 런던, 영국 
‘차용된 공간 타임 바운드’(Architecture Foundation), 런던, 영국 

Group exhibition 

Awards 

2012 

2002 

It Award – 환경&공간디자인 부문 수상, 한국  
첼시대학대학원 우수졸업상, 영국   

Architecture 

2013 

2012 

2011 

2010 

2007 

2009 

2009 

2007 

2007 

2006 

2006 

2006 

2006 

2006 

2006 

2005 

2005 

2004 

2004 

2004 

블루스퀘어 전관 리노베이션 설계 중 
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NEMO 설계  
서해도시가스 사택 설계중 
반포 K씨주택 리노베이션 
작가 미술관 설계 
일본 MORI ART CENTER 2월 전시, planning architect 
청담동 ‘에버원메디컬몰’ 외관설계 
패션 컬렉션 스토어 ’팀블룸2’ 설계 
성북동 H씨 주택 설계 및 감리 
성균관대학교 미술관 리노베이션 설계 
패션 컬렉션 스토어‘팀블룸’설계  
발해 음향 사옥 리노베이션 기획 설계 
작가 B씨 연희동 주택 건축 허가 및 설계 
갤러리 사간설계  
서울올림픽미술관(SOMA) 리노베이션 설계  
하이샹샹 호텔 설계, 상하이, 중국 
스페이스 이음 리노베이션 설계, 베이징, 중국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관 설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관 리노베이션 설계 
갤러리 아트사이드 리노베이션 설계 
          

H lab. 소장 
한국건축가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상임위원 
수색 복합문화공간 서울시 자문위원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출강 
서울시 금천구 ‘아트팩토리’ 자문위원 
서울시 신당 ‘창작아케이드 조성’ 자문위원 

currently 

currently  

Currently 

 

Past 

Past 

past 

Collected 

2003 

2005 

2008 

2008 

2009 

대한교과서 ‘악의 꽃’ 
하나은행 ‘환생’ 
신국립과학관 ‘나래쇠북’ 
부산비엔날레 ‘형연’ 
LIGNEX1 ‘엄마의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