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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디자인은 단순한 멋부리기가 아니다

디자인은 깊은 생각의 반영이고 공간과 인간에 대한 배려다

<건축가 故 김수근>

에이폭스디자인은 디자인이란 미명하에 치장과 멋부리기로 시선을 
현혹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공간과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 깊은 생각의 반영이라는 건축가 고 김수근 선생님의 말씀에 
귀기울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까만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것 -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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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디자인 솔루션에서 개별적인 디자인 개발까지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디자인 서비스로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custom-made 서비스 방식임.

크게 5가지 Block으로 이루어지며 각 Block은 
브랜드개발, 사인&그래픽, 인테리어, 전시 및 미디어, 

환경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각각의 
sub-theme로 나누어져 패키지서비스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진다.

또한 개별적인 전문분야 서비스도 디자인 클러스터를 
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별도 연계 된다.

Suggestion

Brand Strategy
Trends Forecasting

브랜드 이미지 개발전략  l  상품개발 전략수립  l  Concept  l  Key word 

트랜드 조사분석  l  국,내외 관련분야 동향, 이슈조사

Visual Identity
Graphic & Signage
Character

Visual Identity Strategy + Facade planning + Signage planning
Visual Identity + Calligraphy + e-media + Construction
2D & 3D Visualizing + Motion Graphic + Goods Product

Environmental Apartment Special Design   |   Urban Environment   |   Street Furniture

Theme Showroom
Theme Showroom
Theme Showroom

“Hi-touch”  l  체험을 통한 감성마케팅

“Cultainment”  l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감성마케팅

“E-media & E-Live”  l  Digital Contents

Graphic & Signage

Brand Enhancement

Environment, etc.

Exhibition & Interactive





chief executive

KDA Group co., Ltd. 1998
Design Tomorrow co., Ltd., 2006  Partner

AFOX studio 2013 to Present, Chief executive

academic career

profesional career

projects

Yongin University Art Colledge Graphic Design, 1991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pace Design, 2007

포스코센터 환경디자인

인천국제공항 Signage & Graphics

중국 상해 포스프라자 환경디자인

한무컨벤션 C.I 및 Oakwood Hotel 사인설계

BEXCO 환경시설물 설계 및 시공

EXCO 환경시설물 설계 및 시공

국립중앙박물관 M.I 개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환경장식 및 사인설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홍보 디자인설계

강원랜드스키장 사인시스템 컨셉설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갤러리 특화설계, 전시.환경디자인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 전시관 설계 및 시공

주일 한국대사관 역사전시관 설계 및 시공

EG건설 아산테크노벨리 M/H 전시, 공간디자인

중흥건설 세종 프라디움 M/H 전시, 공간디자인

중흥건설 천안 불당 프라디움 M/H 전시, 공간디자인

제주 드림팰리스 M/H 전시, 공간디자인

EG건설 양산 물금 1,2차 M/H 전시, 공간디자인

EG건설 정관신도시 M/H 전시, 공간디자인

EG건설 세종3차 M/H 전시, 공간디자인

EG건설 김천혁신도시 M/H 전시, 공간디자인

EG건설 광주 선운지구 단지 사인시스템 제작, 설치

EG건설 시흥배곧 M/H 전시, 공간디자인

청하 고려인삼 박물관 설계 및 시공

청하 고려인삼 전시실 설계 및 시공

EG건설 원주기업도시 M/H 전시, 공간디자인

인삼캐릭터 진스패밀리 디자인 및 상품화

서울N호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및 사인시스템 설계

현대옥 콩나물 문화공간 설계 및 시공

현대옥 상암점 홍보공간 설계 및 시공

제주 플레이스호텔 사인시스템 제작, 설치

제주 대정 빌라드그리움 오피스텔 사인제작 및 설치

삼성동 EG 타워 사인시스템 디자인 제작, 설치

달콩발롱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매송휴게소 사인시스템 디자인

논현동 BB Urbanest 사인디자인 제작, 설치

SieMatic Showroom 사인디자인 및 제작, 설치

2019 Interior Design Korea Fair 참가

수원 망포도서관 사인시스템 디자인

2019 한-메콩 정상회의 특별전 전시디자인 감독

 대표이사  |  Kim youngwoo 
김 영 우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운영이사

사단법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