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신규/기존

1 신진건축가 양근보 남 근보양 앤 파트너스 신규

2 신진건축가 이중희 남 투엠투건축사사무소 신규

3 신진건축가 김현대 남 이화여자대학교 신규

4 신진건축가 최창규 남 로에건축 신규

5 신진건축가 이근식 남 LKSA건축사사무소 신규

6 신진건축가 김수영 남 건축사사무소 숨비 신규

7 신진건축가 이주영 여 G/O Architecture 신규

8 신진건축가 이유정 여 YL Architecture 신규

9 신진건축가 최연웅 남 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 신규

10 신진건축가 이용주 남
이용주 건축

스튜디오
신규

11 신진건축가
크리스티안

슈바이쳐
남

supa

건축사무소
신규

12 신진건축가 유종수 남
(주)코어건축사사무소

(CoRe architects)
신규

13 신진건축가 우준승 남 레스건축 신규

14 신진건축가 이지영 여 청주대학교 신규

15 신진건축가 유경동 남
이이케이 건축사사무소

(eek ARCHITECTS)
신규

16 신진건축가 구선주 여 구우건축사사무소 신규

17 신진건축가 석정호 남 HOGA Architecture 신규

18 신진건축가 전상규 남
보편적인

건축사사무소
신규

19 신진건축가 최정우 남 주)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신규

20 신진건축가 전병헌 남
더사이트

건축사사무소
신규

21 신진건축가 이상훈 남 이상훈건축연구소 신규

22 신진건축가 송하엽 남 중앙대학교 신규

23 신진건축가 채순화 여
건축사사무소

유피이엠
신규

24 신진건축가 임근풍 남 에이아이엠 신규

25 신진건축가 박종훈 남  ㈜비컨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신규

26 신진건축가 신현보 남
디자인밴드요앞

건축사사무소
신규

27 신진건축가 노영자 여 건축사사무소 LIM 신규

28 신진건축가 남정민 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규

29 신진건축가 장영철 남 WISE Architecture 신규

30 신진건축가 김선현 여 디림 건축사사무소 신규(연임)

31 신진건축가 하태석 남 스케일 주식회사 신규(연임)

서울시 공공건축가 선정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신규/기존

32 신진건축가 박진아 여 한양대학교 신규(연임)

33 신진건축가 강인철 남 ㈜가아 건축사사무소 신규(연임)

34 중진건축가 홍경식 남 ㈜서울건축 신규

35 중진건축가 변정석 남 ㈜라온종합건축사사무소 신규

36 중진건축가 차성민 남
㈜씨오에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신규

37 중진건축가 강승희 남 ㈜노바건축사사무소 신규

38 중진건축가 이성석 남 하우제건축사사무소 신규

39 중진건축가 현상훈 남 201건축사사무소 신규

40 중진건축가 제니퍼리 여 OBRA Architects 신규

41 중진건축가 이은영 남 명지대학교 신규

42 중진건축가 윤태권 남
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
신규

43 중진건축가 오종수 남 ㈜앤드건축사사무소 신규

44 중진건축가 김동희 남 건축사사무소 테이디디에이치 신규

45 중진건축가 김기중 남 ㈜건축사사무소 2105 기존

46 중진건축가 서상하 남 키오스크피오피 건축 기존

47 중진건축가 김인철 남 ㈜아르키움 건축사사무소 신규(연임)

48 중진건축가 윤희진 남 경기대학교 신규(연임)

49 중진건축가 김병윤 남 대전대학교 신규(연임)

50 중진건축가 이선영 여 서울시립대학교 신규(연임)

51 중진건축가 김효만 남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신규(연임)

52 중진건축가 윤승현 남 ㈜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신규(연임)

53 중진건축가 최종천 남 ㈜제이앤제이 건축사사무소 신규(연임)

54 중진건축가 박연심 여 건축사사무소 장원 신규(연임)

55 중진건축가 한만원 남 HNS 건축사사무소 신규(연임)

56 중진건축가 박제유 남 ㈜제이유 건축 신규(연임)

57 중진건축가 신동재 남 ㈜다울 건축사사무소 신규(연임)

58 MP 주대관 남 ㈜엑토종합건축사사무소 신규

59 MP 정광호 남 삼육대학교 신규

60 MP 홍성용 남 건축사사무소 NCS lab 신규

61 MP 김우영 남 성균관대학교 신규(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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