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수  
TAXU LEE 

   

교육    

2010. 3 - 2018. 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사 
5년제 건축학 인증 (KAAB) 

   

업무 경력   

2018. 4 -   서울시립대학교 세운캠퍼스 매니저 
세운캠퍼스 운영 및 관리, 연구 참여, 기술공유세미나, 수업 보조,  주최 행사, 포럼, 전시 
진행 및 보조, 세운협업지원센터 업무  
 

2017. 12 -   건축 사진 작가 
건축 사진, 영상, vr 촬영  
 

2016. 4 - 6  코어 건축  l  인턴 
전시물 제작, 모형 재료 테스트 및 제작, 현상 패널 작업, 건축사진 촬영 보조 

  obba / i-arc / zip partners / karo archtects / kyung-gan / arco 등 ㅣ  파트타임 
다이어그램, 현상설계 작업, 모형제작, 전시물 제작, 전시 스텝 

   

프로젝트 경험   

2018.12 -   디지털트윈세운 ㅣ 서울산업진흥원 2018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지원사업 ㅣ  
DTS 컨소시엄(네이버시스템, 서울시립대, 이노팸, 휴네이처, 슬로워크) ㅣ 참여연구원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인벤토리 플랫폼 개발 
세운상가 입면 촬영, 공간정보 아카이빙, 연구행정 

2019. 5  도시재생 모니터링을 위한 건물 입면 매핑ㅣ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ㅣ 함상우, 전일서, 
이택수, 이임평 
도시재생 입면 변화 기록 

2018. 5 - 12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영상기반 도시 변화 모니터링 기초연구 ㅣ 2018 서울시립대 
시정연구 지원사업ㅣ서울시립대 건축학부 황지은ㅣ연구 보조 
입면변화 기록, 영상취득 

2018. 3 - 8  Micheal Joo - absentialis ㅣ RealDMZ l 세운캠퍼스, 테크캡슐 
realdmz project 마이클주 제작과정 다큐멘팅, 3D 프린팅, 전시물 제작 보조 
작품 설치 - 철원평화문화광장 / 영상, 제작 과정 전시 - 아트선재센터  

   

전시   

2019. 7 - 8  Shifting Ground _ 벨기에 주재 한국문화원 ㅣ 팩토리 콜렉티브 ㅣ참여작가 
믐믐 - 세운상가 입면 파노라마 영상 
디지털트윈세운 스캔 데이터 시각화 및 프로젝트 설명 

2017. 12  다시세운 다시보기 _ 세운상가 ㅣ 서울시립대 건축학부ㅣ이택수, 배현종(VoRi lab&studio) 
다시세운다시보기 
믐믐 - 세운상가 입면 파노라마 영상 

2013. 1 - 2  패액서연 _ 서울시립대학교 경농관ㅣ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학생 자치모임ㅣ참여 작가 
DMZ stadium - 비무장지대 안에 축구경기장 설계 제안 



 

   

사진 ㅣ 3D 스캔   

건축 사진  다수의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물 촬영 
core, utaa, richue, atelier17, samuso hyojadong, moreless, how 등 30여개 건축물 
 
잡지 및 출판물 사진 기재 
space, wide ar, magazine brique, 정림 건축신문(넥스토피아,  등장하는 건축가들) 등 
 

3D 스캔  세운상가 ㅣ  이택수    2019 . 3 -  
세운베이스먼트, 세운상가 3층 보행데크, 세운상가 중정, 을지로 작업장 등 
  

  개포 주공 나무산책 _  재개발 아파트단지 수목  아카이빙 ㅣ 이택수, 최희곤 _2019. 4-5 
개포 주공 1단지 공원부지 나무 3d 스캔 데이터 아카이빙 
 

  캠벨선교사주택, 영등포 대선제분 _건축우수자산 아카이빙ㅣ 황동욱, 이택수 _ 2019. 7-8 
건축우수자산 3D 스캔 및 영상화, 기획 - BARE  
 

  BAT _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제작물 확인 l  이택수, 최희곤 _ 2019. 8 
BAT가 로봇암으로 제작한 3차원 곡면의 스트로폼 몰드 3D 스캔.  

   

스킬   

  시각화 _  Adobe Suite (Photoshop, Lightroom, Illustrator, InDesign, Premiere) 
3D 모델링/ 캐드 _  rhino, grasshopper, autocad 
3D 스캔 _  Faro m70 (Faro Scene), Artec spider (Artec studio), Next engine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_  3d printer, laser cutter, robot arm(ABB)  

   

   

   

   

   

 
 
 
 
 
 
 

 

이름 이택수 
 
 

연락처 010 4158 9133 

이메일 taxu0330@gmail.com 

 taxul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