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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사소개 

㈜베스트디자인연구소는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주 업무로 하며 인테리어 디자인과 밀접한 건

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및 보수 유지 

부문에 적극 동참하여 모름지기 인간을 위한 인간에 맞

는 휴먼디자인을 이루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인간에게 보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쾌적

한 생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실내디자인과 관련된 가

구, 조명,  제품, 디스플레이 및 CIP나 기타 산업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메니지먼트를 담당하는데 노력하

고 있다.  

건축과 실내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인테리어 사업 

관리를 총체적으로 이루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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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개요 

회    사    명 : ㈜베스트디자인연구소 

설립년월일 : 2005. 01. 25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1동 414-13번지 

전            화 : 062)232-0403 

팩            스 : 062)234-0405 

등            록 : 광주동 2005-01-04호 

사 업 종 류  : 업태 – 건설업,  종목 - 실내장식 

주요업무     1. 실내건축 설계 및 시공 

                     2. 건축 설계 및 시공 

                     3. C.I.P. 및 매뉴얼 디자인 

                     4. 디스플레이 

                     5. 환경디자인 

                     6.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업무조직   - 디자인실(인테리어디자인, 디스플레이) 

                   - 관리부 

                   - 영업부 

                   - 공사부 

                   - 기술부  



1-3 회사연혁 

*1986.04. 최선인테리어 개설 

*1988.06. 인테리어디자인 교육기관 신고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 제62호) 

*1996.11. 최선디자인연구소 개칭 및 사옥 신축이전(현 소재지) 

*1999.06.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 취득 

                 (등록번호 : 408-03-57580) 

*2005.01. 법인신설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법인사업자 : 408-81-65166) 

*2005.03. 전문건설업 면허취득 

                 (광주동 2005-0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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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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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est Design Group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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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최선희 

* 주요경력  

- 경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실내건축 전공  공학 박사 

- 조선대학교 동대학원 응용미술학과 졸업 (미술학 석사) 

- 현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공간디자인협회(KOSDA) 명예회장(초대회장 역임)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겸임교수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부위원장, 경관계획,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위원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환경분과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디자인자문위원회,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 

        대한민국문화디자인대전, 한국공간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수상 경력 

- 2011 광주여성희망포럼 건축분과위원장 공로패 (광주광역시장상)  

-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작품 출품 감사패 (광주광역시장상)  

- 2009 PIN UP DESIGN AWARDS 지자체특별상 GOLD수상 

- 청계천 주변개발 구상안 전국공모전 수상 (2003. 서울특별시장상) 

- 대한민국문화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수상 (1996~1999. 특선 이상 4회 연속) 

-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상 수상 (2006,공로상 수상) 

* 작품발표회 

- 2011 대한민국문화디자인대전, 한국공간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작품 출품  

- 2010 광주봄꽃박람회 “여인의 공간전” 출품 (2010. 김대중컨벤션센터) 

-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빛의 정원” 출품 (2010. 광주상무시민공원) 

-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미향의 향기”출품 (2009. 광주디자인센터) 

- 2008 한국공간디자인문화제 “공간과 도시”기획 및 전시 (2008. 구서울역사) 

-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남도디자인100선” 출품 (2007. 김대중컨벤션센터) 

- 창립10주년 기념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 합동 전시회” 출품(2005. 코리아디자인센터) 

-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전” 출품 (2005. 김대중컨벤션센터) 

- 2004 광주디자인프레-비엔날레 “시민을 위한 휴게 공간”제안 (2004. 광주비엔날레관) 

- 대한민국문화디자인대전 초대 · 추천작가 작품출품, 사)GJDS 회원전 출품 (1996~2009. 연 14회)  

-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 회원전 (‘95. ‘97. ‘03 ~ ‘09. KBS홀. 남봉갤러리. 남도예술회관,디자인센타) 

-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세션 출품 (2003. 2005.2006. 전남대학교, 숙명여대) 

- 초당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연구전 출품 (2002. 2003. 2006. 2008 목포문화예술회관)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미전 출품 (2001. 남도예술회관) 

- 제3회 개인전 (2002. 현대백화점 갤러리 ), 제4회 초대전 (2006. 광주디자인센터) 

- 제1회 개인전 (1993. 캠브리지 갤러리 초대전), 제2회 개인전 (1995. 뉴코아백화점 갤러리) 

* 방송 경력 

- 1986~1988년 CBS 광주방송 생방송 “부인 안녕하세요” 매주 출현 

- 1989~1990년 광주 MBC 문화방송 다수 출현 

- 1991~2007년 예향남도, 스튜디오 오늘, 남도무대, 토요마당, 정은아의 아이콘서트,  

                         열린남도, 명작초대 애니갤러리 등 다수 출현 및 인테리어디자인 자문위원 

- 2008 ~ 현재  각종 대형이벤트 방송 무대디자인 자문,  KBS 사랑 나눔 봉사대 환경시설팀장 역임 

• 신문경력 

- 광주일보(2001), 무등일보(2003) .  광남일보(2006) , 전남매일(2010)  칼럼 기고 



                                   테마란 사전적인 의미로 논지나  

                                 주제 등을 의미하거나 여기에서는  

                                 프로젝트(project)에 대한 주된 생각 

                                 을 의미한다.  

                                 아무리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을 만 

                                 들 수 있으며, 주변에서 보면 평범 

                                 한 테마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는 해결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인테리어디자인의 진행과정으로 보면 먼저 건축주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부응하기에 노력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시에만 따르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충분히 논의  

하고 검증하여 어떤 주제를 선정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치게 된다.  

이 책에는 13점의 작품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던 것을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함으로  

잘 정리된 사례를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집필하였다.  

<삼남문화사> 

* 저     서 

                                   이 책은 건축이나 실내건축을 전공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한 주체적인 인간의 체험에  

                                 밑바탕을 두고, 체험자의 의식 속에  

                                 형성 된 공간의 환경에 대한 안정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실제적으로 객관 

                                 적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간공학, 건축심리, 행동 

과학적인 이론들을 공간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을 살펴 

봄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먼저 이제까지 얻어진 공간디자인을 

위한 “인간공학”에 내용들이 실제로 건축 · 실내건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사례들의 흐름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행동, 인간공학에 대한 관심이 공간 

디자인의 기초 이론으로써 확고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도서출판국제> 

테마가 있는 공간 공간의 이해와 인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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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공간을 위한 설계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지나  

                                 문화의 시대로 장시간 체류할 것이 

                                 다. 즉,  21세기의 문화란 감성적 

                                 코드로 자리매김된 다양성을 추구 

                                 하며, 공간디자인 역시 감성적  

                                 발달에 민감하도록 구비 되어져야  

                                 한다.  

                                 공간디자인의 작업은 끊임없이  

                                 "無에서 有를, 有에서 無를 창조 

하는 작업"이므로 즉, 허허벌판과  같은 맨땅에 건물을 

지어야 하기도 하고, 골조만 덩그란 공간에 치장을 하 

기도 해야 한다. 또 어떤 때는 너저분한 건물이나 정리 

되지 않는 복잡한 공간을 철거하거나 부수고 새로 시 

작하거나 정리 정돈된 체계를 잡아주어 질서를 부여 

해 주어야 할 때도 있다. 

이 책은 이 모든 것이 설계 즉 디자인의 발상에서 시작 

되고 공학적이면서도 미학적 측면의 단계로 승화시켜 

야 하므로 끊임없는 고난의 연단이 필요로 하다는 취지 

에서 집필하였다. 

 <디자인이지> 

풍경이 있는 공간 

                                     인간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기거하는 모든 내외  

                                   공간은 자연을 통한 자연스런 풍경을  

                                   연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웅장한 건물에는 대리석, 마천석,  

                                   화강석 등을 가공해 무게를 더하고  

                                   현대적 빌딩에는 철강과 유리를 통해  

                                   첨단의 예리함과 투명성을 자랑한다.  

아름답고 편안한 내부공간에는 흙, 물, 꽃, 나무 등  

다양한 자연의 소재를 통해 친환경적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직접적 설치가 아니면 간접적 표현이라도 자연의  

이미지나 그림을 담아 연출해 보기도 하고, 여기에  

아름다운 중정이나 실내조경을 연출한다면 사뭇 친환경 

요소로 호흡하게 될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에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가장 이상적  

공간 연출은 자연을 담아낸 풍경이다.  

<디자인이지> 



* 주요 경력 

- 1979. 세종문화회관 건설본부 감리 

- 1989. 오실내건축 설립 

- 1990. 청와대 관저 및 본관 실내건축 및 감리 

- 1991.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 

- 1994. U.N. 한국대표부 관저 설계 및 자문위원 

- 1998.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3·4대 회장 엮임 

- 1999.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I.F.I 국제실내건축사 워크샵 Wing 고문 

            대한민국인테리어대전 심사위원장 

- 2000.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 연맹 (AIDIA) 초대회장 

            ASEM회의 실내디자인 자문위원 

- 2005. 현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 명예이사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명예이사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명예회장 

                 사)정보통신부 설계 심의위원 

                 대한주택공사 주택 자문위원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 연맹(AIDIA)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실내건축학과 학과장, 교수 

-2006. 현)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초대회장 

 

* 저         서  

- 실내디자인개론, 실내계획론, 실내디자인 방법론 

 

* 수        상 

- 1967. 제6회 신인예술상 예총회장상 수상 

- 1969. 건축가협회 제 1회 신인예술상 수상 

- 1975. 국전 건축부문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79. 서울특별시장 표창 (세종문화회관 건립) 

- 1991. 대통령 표창(청와대 본관, 관저 실내디자인설계) 

- 1992. 대한민국 인테리어대전 협회상 수상 

            (U.N. 한국대표부 관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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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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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졸업 (공학석사 · 박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Post-DOC.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장 

- 현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도시경관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주요 작품 

- 1998.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 1998. 중소기업 2연수원 

- 1999. 전남대학교 기숙사 7호관 

- 2001.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휴게소 실내디자인 설계 

- 2005.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고성 공룡나라휴게소 옥외공간 설계 

이 사 : 신 태양  



한글이 있는 풍경 

* 주요 경력 
- 사)한국디자인학회, 사)한국콘텐츠 학회 

- 사)한국미협,  사)디자인 트렌드연구 협회 회원 및 학회 회원 

- 사)광주·전남디자이너협회 회원 및 추천디자이너 

-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추천작가, 신 미술대전 초대디자이너 

- 한국디자인진흥협회, 서울산업디자인전람회 추천디자이너 

- 개인전 3회 (광주, 서울, 오스트리아) 

- 국제아테네갤러리 파리초대전, 국제 뉴 하모니 전 외 다수 

- 중소기업청 디자인 자문위원, 한국디자인진흥협회 운영위원 

- 2012년 해양엑스포 홍보자문위원, 방송 심의위원 

- 대한민국문화대전심사, 광주광역시기능경기대회 심사 

- 전라남도포스터디자인대전심사, 전국디지털아트공모전 심사  외 다수 

- 대한민국진흥협회 서울산업디자인 전람회 추천디자이너 

-2004. 2005.   

 

 

 

 

 

 

 

 

-수상 

- 2003. 2001.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시각디자인부문 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02. 한국 비쥬얼 디자인 대전 전국공모전 수상 

- 2000. 장성 홍길동 캐릭터 공모전 대상 수상 

- 현)조선이공대학 시각영상디자인과 교수 

 

시각디자인 자문위원 : 정 혜 원 교수 

1.회사현황 / Introduction 

 



* 공공 · 전시 공간  

-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작품설치 /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완도군 노화섬 바다이야기관 설계, 시공 / 2011. 전남 완도군  

- 장흥군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 전시계획, 설계 / 2011. 전남 장흥군  

- 고흥 거금생태숲  숲 환영소 전시계획, 설계 / 2011. 전남 고흥군 

- 광주역 관광안내소 실내디자인 설계 / 2011. 광주광역시 중흥동 

-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실내디자인 설계 / 2010. 전남 나주시 

- 광주광역시의회 홍보관 리모델링공사 / 2010. 광주광역시 치평동 

-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빛의 정원” / 2010 광주봄꽃박람회  “여인의 정원” 

- 동신대학교 88올림픽 기념 전시관/ 2010. 전남 나주시  

-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제안공모 당선작 / 2009. 전남 함평군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홍보부스 / 2009. 광주광역시 용봉동 

- 제 1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전시관(낙안읍성)  / 2008. 순천시 낙안읍 

-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역사전시관 / 2008. 광주광역시 봉선동 

- 주안교회 실내디자인 설계 / 2008.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 광주 제일교회 카페테리아 리노베이션 / 2007.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 2006 한국공간디자인전람회 초대전 / 2006.광주디자인센타 “고전과 현대”  

- 2004 광주디자인 프레비엔날레 참여 / 2004.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전시관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제안 

- 2002 최선희 인테리어 디자인전 / 2002. 

- 광주 제일교회 LOBBY&휴게라운지 / 2002.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 한국도로공사 관련사옥 및 고속도로휴게소  

- 한국도로공사 황전(상,하행선) 휴게소 및 주유소 신축공사 시공 / 2010 전라남도 순천시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신축사옥 인테리어디자인 설계·시공 / 2007 전라남도 담양군 

- 고창담양간 고속도로관리사무소 사옥 인테리어디자인설계 / 2006 전라남도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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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고성 공룡나라휴게소 (공원시설물) / 2005. 경상남도 고성군 

-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동백(상·하)휴게소 / 2004. 충청남도 서천군 

- 서해안고속도로 고창 고인돌(하)휴게소 / 2001. 전라북도 고창군 

- 서해안고속도로 대천(상)휴게소 / 2001. 충청남도 대천시 

 

*사무 · 의료 공간 

- 전남대학교 취업지원과 실내디자인 설계 · 시공 / 2011. 광주광역시 용봉동  

- 태봉초등학교 도서관 실내디자인 설계 / 2011. 광주광역시 용봉동  

- 남부소방서 실내디자인 설계 · 시공 / 2011. 광주광역시 소촌동 

- 광주대학교 멀티미미어 강의실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 2010. 광주광역시 진월동 

-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공간  메뉴얼 계획 · 설계  / 2010. 광주광역시 용봉동 

- 동신대학교 문화관광대학 모의호텔 실습실 실내디자인 / 2010. 전라남도 나주시 

- 동신대학교  정보전산센터 대강의실 리모델링공사  / 2010. 전라남도 나주시 

- 굿모닝통증클리닉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2010. 광주광역시 금호지구 

- 충장중학교 영어전용교실 시설공사/ 2009. 광주광역시 산수동 

- 호남대 신방과 복도 리모델링공사 / 2009. 광주광역시 서봉동 

- 전남대학교 (세미나실  ·스터디룸)리모델링공사 / 2009. 광주광역시 용봉동 

- 호남대(문화산업경영실습실 · 문화홍보기획실)리모델링 설계 · 시공 / 2008. 광주광역시 서봉동 

- 화인가정의학과의원 설계 · 시공 / 2007. 광주광역시 양산동 

- 김원치과병원 설계 · 시공/2006. 제주시 이도2동 

- 전대의대(학장실 · 동창회실 · 세미나실)리모델링 설계 · 시공 / 2005. 광주광역시 학동 

- 호인빌딩 신축 건축·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 2003. 광주광역시 풍향동 

- 건강미한의원 실내디자인 설계 / 2003. 광주광역시 화정동 

- 전라남도의회 의장실 및 부의장실 설계 ·시공 / 2002. 광주광역시 광산동 

- 나주대성N스쿨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 2001. 전남 나주시 중앙동 

- 이재선한의원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 2001. 광주광역시 쌍촌동 

- 이기영 이비인후과 빌딩 리모델링 설계 ·시공 / 2000. 전남 나주시 성북동 

- 부부산부인과 리모델링 설계 ·시공 / 1999. 광주광역시 진월동 

- 광양산부인과 설계 / 1999. 전남 광양시 

- 김재성치과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 1995. 전남 장성읍 

- 김원택치과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 1993. 광주광역시 화정동 

- 혜인성형외과 실내디자인 설계 ·시공 / 1992. 광주광역시 두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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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공간 

- 골든타이스파 (상무지구) / 2011. 광주광역시 치평동 

- 비올라 와인전문점(봉선동) / 2010. 광주광역시 봉선동 

- 들마루 오리전문점(상무지구) / 2008.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 변지유부틱 백화점 매장/ 2008. 광주광역시 대인동 

- 한남상사 설계 ·시공 / 2007.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순천 칼라힐아울렛 매장 인테리어디자인 설계 / 2006. 전남 순천시 

- 히딩크 PC텔 매뉴얼 디자인 설계 ·시공 / 2005. 광주광역시 문흥동  

- 매직플러스 매뉴얼디자인 설계 ·시공 / 2004. 광주광역시 학동 

-명성갈비 설계 ·시공 / 2003. 광주광역시 치평동 

-승지원 (한정식당) 리모델링 설계 ·시공 / 2002. 광주광역시 북동  

- 애니스킨케어  설계 ·시공 / 2001. 광주광역시 광산동 

- 윤뷰틱 웨딩샵 설계 ·시공 / 2000. 전남 순천시 

- 김석원갤러리 리모델링 설계 ·시공 / 2000. 광주광역시 북동 

- 브로드웨이 레스토랑 설계 ·시공 / 1999. 광주광역시 오치동 

- 목화웨딩프라자 설계 / 1998. 전남 고흥군 

- Cass&Hite 호프 전문점 설계 ·시공 / 1997. 광주광역시 봉선동 

- 영석웨딩타운 빌딩 실내디자인 설계 / 1997. 광주광역시 송정동 

- 아르누보 레스토랑 설계 ·시공 / 1996. 광주광역시 운남동 

- 동아예식장 설계 ·시공 / 1996. 전남 해남군 해남읍 

 

* 주거공간 

   대한주택공사 광주수완C10-1BL 3공구아파트건설공사 내장공사 / 2009. 광주광역시 

   ㈜ 진웅주택건설 “노블레스” 모델하우스 설계·시공 / 2003. 광주광역시 흑석동 

   ㈜ 유탑건설 “유탑하우스” 매뉴얼 디자인 설계 · 감리 / 2002. 광주광역시 주월동 

   ㈜ 제일건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설계 ·감리 / 1997. 광주광역시 수기동 

   ㈜ 라인건설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 1992. 광주광역시 화정동 

   ㈜ 우미주택 모델하우스 설계 ·시공 / 1989. 광주광역시 화정동 

 

- 금호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 시공 / 2009. 광주광역시 봉선동 

- 두산위브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 시공 (4type) / 2007. 광주광역시 계림동 

- 그린자이 아파트 화 11 설계 · 시공 (4type) / 2006.  광주광역시 양산동  

- O씨댁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 시공/2005. 광주광역시 봉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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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 Penthouse 설계 ·시공 / 2002. 전남 나주시 

- K씨댁 주택 리모델링 설계 ·시공 / 2001. 광주광역시 동명동 

- 변지유 패션빌딩 내부주택 설계 / 2000. 광주광역시 광산동 

- J씨댁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시공 / 1999. 광주광역시 운림동 

- SOHO 주택 건축 설계 ·시공 / 1996. 광주광역시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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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2-2 사무 · 의료공간 

2-3 상업공간 

2-4 주거공간 

2-5 초대 전시회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작품설치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완도군 노화섬 바다이야기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완도군 노화섬 바다이야기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완도군 노화섬 바다이야기관 



장흥군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 전시계획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장흥군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 전시계획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장흥군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 전시계획 



고흥 거금생태숲 숲 환영소 전시계획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고흥 거금생태숲 숲 환영소 전시계획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 빛의 정원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 빛의 정원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2010광주봄꽃박람회 – 여인의 공간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2010광주봄꽃박람회 – 여인의 공간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동신대학교 88올림픽 기념 전시관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동신대학교 88올림픽 기념 전시관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사인계획안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홍보관 및 조형물 계획안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일반음식관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명품음식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로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로비 / 판매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홍보 부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홍보 부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제1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전시관(낙안읍성)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제15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전시관(낙안읍성)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역사전시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사회복지법인 귀일원 역사전시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주안교회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한국도로공사  순천 황전(상행선) 휴게소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한국도로공사  순천 황전(하행선) 휴게소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 전경 · 옥상정원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 교통상황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고창담양간 고속도로관리사무소 사옥 인테리어디자인설계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고창담양간 고속도로관리사무소 사옥 인테리어디자인설계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 식당 · 본부장실 · 지사장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 대회의실 · 로비조형물 디자인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고성 공룡나라휴게소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휴게소 - 전경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휴게소 - 내부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휴게소 - 편의점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휴게소 – 남자 화장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휴게소 – 여자 화장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 (下)휴게소 - 전경 · 매장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 (下)휴게소 - 편의점 · 고객쉼터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고창고인돌 (下)휴게소 - 여자화장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上)휴게소 - 매장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上)휴게소 – 편의점 · 고객쉼터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上)휴게소 - 화장실 

2-1 공공 · 전시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광주제일교회 카페테리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광주제일교회 카페테리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광주제일교회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1 공공 · 전시공간 



문화관광대학 모의호텔 실습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문화관광대학 모의호텔 실습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문화관광대학 모의호텔 실습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문화관광대학 모의호텔 실습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정보전산센터 대강의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정보전산센터 대강의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굿모닝통증클리닉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굿모닝통증클리닉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굿모닝통증클리닉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굿모닝통증클리닉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화인가정의학과의원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화인가정의학과의원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김원치과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김원치과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이기영이비인후과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이기영 이비인후과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이재선 한의원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충장중학교 영어전용교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전남대 – 스터디룸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호남대 - 문화홍보기획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호남대 - 문화산업경영실습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전대의대 - 학장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전대의대 - 학장실 

2-2 사무 · 의료공간 



전대의대 - 동창회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전대의대 - 예방의학교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전대의대 - 세균학교실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나주대성N스쿨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나주대성N스쿨 

2-2 사무 · 의료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3 상업공간 

비올라 와인전문점 (봉선동)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3 상업공간 

비올라 와인전문점 (봉선동)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3 상업공간 

비올라 와인전문점 (봉선동)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3 상업공간 

비올라 와인전문점 (봉선동)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3 상업공간 

들마루 오리전문점 (상무지구)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3 상업공간 

들마루 오리전문점 (상무지구)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들마루 오리전문점 (상무지구)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들마루 오리전문점 (상무지구) 

2-3 상업공간 



히딩크 PC텔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히딩크 PC텔 



매직플러스 PC텔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매직플러스 PC텔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명성갈비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애니스킨케어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승지원(한정식당)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승지원(한정식당)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김석원 가구갤러리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브로드웨이 

2-3 상업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금호아파트 45평형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금호아파트 45평형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두산 위브 모델하우스 44평형대 A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두산 위브 모델하우스 44평형대 A 



두산 위브 모델하우스 44평형대 B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두산 위브 모델하우스 44평형대 B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두산 위브 모델하우스 34평형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두산 위브 모델하우스 34평형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양산동 그린자이 2단지 모델하우스 56평형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양산동 그린자이 2단지 모델하우스 56평형 



양산동 그린자이 2단지 모델하우스 42평형 A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양산동 그린자이 2단지 모델하우스 42평형 A 



양산동 그린자이 2단지 모델하우스 35평형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양산동 그린자이 2단지 모델하우스 35평형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양산동 그린자이 1단지 모델하우스 42평형 B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양산동 그린자이 1단지 모델하우스 42평형 B 



화정 금호 아파트 확장&리모델링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화정 금호 아파트 확장&리모델링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진웅 노블레스 모델하우스 

2-4 주거공간 



진웅 노블레스 모델하우스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진웅 노블레스 모델하우스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대한주택공사 광주수완C10-1BL3공구아파트건설공사 내장공사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L&S 펜트하우스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SOHO 주택 

2-4 주거공간 

2.주요공사실적 /  Work Reference-Interior Design 

 



2006 한국공간디자인협회 초대전/Exhibition 

‘고전과 현대’ 



2006 한국공간디자인협회 초대전/Exhibition 

‘고전과 현대’ 



2004 광주디자인 프레비엔날레/Exhibition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2002 최선희 인테리어 디자인전 / Exhibition 

‘공간의 사계와 오감’ 



2002 최선희 인테리어 디자인전 / Exhibition 

‘공간의 사계와 오감’ 

봄 

여름 



2002 최선희 인테리어 디자인전 / Exhibition 

‘공간의 사계와 오감’ 

가을 

겨울 





3.면허자격보유현황 / Licenses 

 3-1 사업자등록증 

 3-2 인감증명서 

 3-3 사용인감계 

 3-4 건설면허증 

 3-5 면허수첩 

 3-6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3-7 최선디자인 

 



3.면허자격 보유 현황 /  Licenses 

3-1 사업자등록증 



3-2 인감증명서 

3.면허자격 보유 현황 /  Licenses 



3-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사 용 명 판 

위 인감은 본인(당사)이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사
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당사)

이 질것을 활약합니다.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1동 414-13번지 

                     주)    베스트디자인연구소 

                    대표이사       최     선     희 

                                    귀하 

3.면허자격 보유 현황 /  Licenses 



3-4 건설면허증 

3.면허자격 보유 현황 /  Licenses 



3-5 면허수첩 

3.면허자격 보유 현황 /  Licenses 



3.면허자격 보유 현황 /  Licenses 

3-6 사업자등록증 



3-7 최선디자인 

3.면허자격 보유 현황 /  Licenses 



4.회사위치도 

4 회사위치도 

고속도로 

● 삼성홈플러스 

● 교육대학 

지산교회●    ●풍경     
●고등법원     

●동산초교     

 우
체
국
● 

지
산 

   청운 ● 

세탁소    

조선대학교 

무등 

파트호텔 
동명동 

동명 

사거리 

●지산 주요소 

     법원 

사거리 

법원  

정문 

산수 

오거리 

두암타운 

광주 대학교 

두암 

삼거리 

계림동 

금호아파트 

지산 

사거리 

서방 

사거리 

동광주I.C 

사마을금고●    

농협●    

이승채● 

사무소     

●365코너    

두암지구 

베스트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