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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사람 
2D보단 3D를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스케치를 좋아하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주관이 뚜렷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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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UN KYUNG 
010.3237.8908 

eunkyung08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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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terior Design 

서재공간 디자인 

휴식공간 디자인 

2011~2012 Work Experience  

입술 수납함 

2단 3단 4단 수납장 

더블 행거 

기타 소품들 

2008~2012 Graduation work 

Object air cleaner - 공기청정기 

Bicycle Support – 자전거 거치대 

Bookcase – 40대 서재공간을 위한 책장 

[공모전] – 유니버셜 디자인, 방음벽 디자인 

Photoshop, Auto CAD, Idea Sketch 

레스토랑 디자인 



Concept Images & Idea Sketch 

지루할 수 있는 서재공간을 재해석하여 
전경과 실용성을 더하여 공간에 활력을 부여한다. 

서재공간 디자인 

우드 휴식 창문 수납 

참고이미지 



Color Guideline & Material Guideline 

주조색 컬러 라인 

마감재 라인 

포인트색 컬러 라인 

서재공간 디자인 

전체적으로 따뜻하면서 내추럴 느낌을 가진 우드계열사용 밋밋할 수 있는 분위기에 vivid color 사용 

화이트 칼라도장 
패브릭 

유리 바닥재-우드 



Top View _평면도 

평면도 

전체적인 화이트 & 우드로 
모던한 느낌이 나도록 한다.  
액자 및 쿠션 등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간접조명을 달아 
은은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서재공간 디자인 

간접조명 1 

기본벽지_화이트 

벽지와 맞춰 구성한 화이트 의자 

수납구조로 되어있는 프레임 

간접조명 2 



Perspective view _투시도(1) 

지루할 수 있는 서재공간을 재해석하여 
전경과 실용성을 더하여 공간에 활력을 부여한다. 

투시도_1 

소파 아래에 밋밋할 수 있는 프레임 대신 
서랍을 구성하여 옷이나 소품들을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드와 어울리는 북유럽스타일의 액자배치와 
쿠션으로 방안의 생기를 부여하였다. 

서재공간 디자인 



Perspective view _투시도(2) 

지루할 수 있는 서재공간을 재해석하여 
전경과 실용성을 더하여 공간에 활력을 부여한다. 

투시도_2 

답답하고 따분할 수 있는 서재공간에 
넓은 창 프레임을 만들어 탁 트인 공간을 구성 
하였다. 
 
간접조명등 설치로 인해 어두운 상황에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밤 분위기 

서재공간 디자인 

저녁 야간뷰 



Concept Images & Idea Sketch 

휴식공간 디자인 

우드 휴식 선반 조명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정돈됨과 차분함을 중점으로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 



Color Guideline & Material Guideline 

주조색 컬러 라인 

마감재 라인 

포인트색 컬러 라인 

휴식공간 디자인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화이트와 눈에 피로가 가지 않는 우드 계열 사용. 쿠션 또는 벽지의 포인트로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룸. 

알루미늄 + 무광도장 
레자 

월넛 무늬목 바닥재-우드 



Top View _평면도 

평면도 

natural color 위주로 마감재를 사용하여 
차분한 느낌이 나도록 한다.  
공간을 길게 설계하여 일하는 공간이 아닌 
쉼터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었다. 
 

휴식공간 디자인 

간접조명 4EA  

포인트 벽지 

책&ACC선반장 

화이트 블라인드로  
자칫하면 어두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막음. 

메인조명 3EA 

무드조명등으로 더욱 분위기 있는 휴게공간을 구성. 



Perspective view _투시도(1) 

투시도_1 

식사 후 대화를 나누거나 하나의 카페처럼 
사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쉼터. 
휴식공간인 만큼 눈의 피로가 될 수 있는 
자극적인 색상은 배제하고 차분한 색상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휴식공간 디자인 

저녁 야간뷰 



Concept Images & Idea Sketch 

레스토랑 디자인 

대리석 고급스러움 웅장함 조명 

연회장 겸 레스토랑으로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concept으로 
디자인하여 웅장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Color Guideline & Material Guideline 

주조색 컬러 라인 

마감재 라인 

포인트색 컬러 라인 

레스토랑 디자인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화이트와 눈에 피로가 가지 않는 우드 계열 사용. 가구와 커튼으로 포인트를 줌으로서 깔끔하고 세련되게 함.  

대리석 

목재(테라스) 강화마루(바닥재) 



Top View _평면도 

평면도 

상업공간으로 레스토랑에 맞게 차분하면서도 
품격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함께 대화를 나누기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ㄷ’자 소파를 배치하여 맞은편 테이블과 
구분을 지었다. 

레스토랑 디자인 

야외 테라스 

인테리어 간접조명 

바닥재-창가 쪽은 우드로, 입구 쪽은 대리석으로 마감. 



Perspective view _투시도(1) 

투시도_1 

긴 테이블과 소파로 인해 가정에 볼 수 있는 주방 
배치로 편안한 식사공간을 제공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우드마감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바닥에 대리석마감을 사 
용하여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레스토랑 디자인 

저녁 야간뷰 















졸업작품 실사 











THANK YOU :-)  
010.3237.8908 

eunkyung08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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