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1 당연직 주용태 남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2 시의원 김춘례 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시의원 김소영 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시의원 오한아 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공간·공공디자인 권영재 여 상지대학교 교수

6 공간·공공디자인 박현주 여 홍익대학교 교수

7 공간·공공디자인 유은미 여 세명대학교 교수

8 공간·공공디자인 정상희 여 ㈜아도크리에이션 대표

9 공간·공공디자인 최성호 남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0 공간·공공디자인 최인규 남 인제대학교 교수

11 산업디자인 김시찬 남 서정대학교 교수

12 산업디자인 차강희 남 홍익대학교 교수

13 산업디자인 김성곤 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4 색채 김선영 여 수원과학대 교수

15 색채 이종희 여 서일대학교 교수

16 색채 이석현 남 중앙대학교 교수

17 시각디자인 정진열 남 국민대학교 교수

18 시각디자인 최원아 여 동원대학교교수

19 시각디자인 김거수 남 홍익대학교 교수

20 시각디자인 조현미 여 백석대학교 교수

21 시각디자인 홍석일 남 연세대학교 교수

22 유니버설디자인 은덕수 남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23 유니버설디자인 김인겸 남 ㈜인큐브랜드 대표

24 유니버설디자인 전미자 여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25 유니버설디자인 변혜령 여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부소장

26 유니버설디자인 이상곤 남 (주)엔아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27 유니버설디자인 장영호 남 홍익대학교 교수

28 건축디자인 공순구 남 홍익대학교 교수

29 건축디자인 김동훈 남 홍익대학교 교수

30 건축디자인 여영호 남 고려대학교 교수

31 경관(환경)디자인 김현중 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32 경관(환경)디자인 장정화 여 스페이스 사이 대표

33 경관(환경)디자인 백향 여 ㈜이에이엔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34 경관(환경)디자인 장준호 남 안양대학교 교수

35 조경 김혜주 여 IL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36 조경 유송영 남 현대건설(주)건축사업본부 부장

37 조경 박경탁 남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38 서비스디자인 이성혜 여 ㈜팀인터페이스 대표

39 서비스디자인 구유리 여 홍익대학교 교수

40 서비스디자인 김남형 남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41 범죄학 최응렬 남 동국대학교 교수

42 범죄학 박준휘 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43 사회학 이윤경 여 도시문화연구소 담 소장

44 정책학 김진동 남 국민대학교 교수

45 구조 하상우 남 대신이엔지(주) 대표이사

46 구조 김원종 남 바탕색이엔지 이사

47 교통 이윤주 남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

48 조명 정미 여 이온에스엘디㈜ 대표

49 조명 홍승대 남 신안산대학교 교수

50 미디어 하준수 남 국민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