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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2010년,재태유일한국종합 IT디자인에이젼시로법인설립

통합마케팅수행가능한한태디자이너및 리서치&마케터 다수

400여업체의태국및한국고객사와파트너사

온라인마케팅 / 디자인/IT/수출입지원업력 10년간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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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네트워크



44

회사소개 / 조직구성

주요인력요약

성명 직위 경력기간

최랑
년도창업

경력 년

정한기
년입사

경력 년

주안나
년입사

경력 년

년창업

경력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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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대표자 이력

한) 프로브디자인
마케팅총괄

바이럴마케팅
중국 하이어 / 해태제과 / 연세우유 등

태) COA
마케팅총괄

한-태간컴퓨터수입및
태국현지판매

태) designM
대표이사

온오프라인마케팅툴제작
웹사이트/ 브로셔/ 카탈로그/ 홍보영상등

전자상거래사이트개발및운영

태) Trading 
design
대표이사

한국중소기업제품수입및위탁판매
선글라스/ 의료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식품/ 화장품

CHOI, RANG / 최랑

인니) MIA company 
공동대표

인도네시아지사설립
무역/ 광고/ 웹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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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 회사연혁

태국 법인 designM 설립

무역 전문기업 Trading design(자회사) 설립

태국 지역전문가 선정(KOTRA)

자체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개발 서비스 시작(온라인 결제 시스템 탑재)

한국 중소기업 컨설팅 및 수출입 대행 서비스 시작

LAZADA 등 태국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밴더 등록

Red cube 社와 MOU 및 동·서남 아시아 독점계약(모바일게임 퍼블리싱)

Real media works 社와 MOU 및 동·서남 아시아 독점계약 (가상현실 교육용 컨텐츠)

재태국한인회 / 한태상공회의소 정회원(법인) 등록

Yescall 社 DUBU+ 웹빌더 라이선스 아세안 총판계약 및 런칭

아산시 청년 무역인 양성 태국 협력업체 선정

수출친구맺기 태국 수행사 선정

전라북도 비즈니스 컨벤션 태국 협력사 선정

한태 제1차 정부조달수출컨소시엄 태국 수행사 선정

전남테크노파크 해외 비즈니스센터 선정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Innovation Hub (Start-up) 와 MOU

구글 쇼핑 아시아 파트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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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_수출지원

태국 내 금융, 제조업, 서비스업, 미용,식품,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확보 (사외이사)

KOTRA, 한태상공회의소, 지자체와 연계된 중소기업 시장개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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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8

시장개척단/ 무역사절단 (그룹행사)

기업투자상담회/ 세미나

비즈니스설명회

해외전시회기획

전시부스디자인및 설치

전시회 통・번역 코디네이터

바이어매칭및 상담주선

수출입 〮물류 〮창고 서비스

(제품/라이선스/소프트웨어)

각종인증 및 허가대행

(태국 식약청및 TISI등)

제품또는 서비스디자인 현지화

Visual Identity 정립

컨텐츠현지어 번역및 컨텐츠제작

Web/Gift/ 디자인및 제작

온〮오프라인광고대행/마케팅툴제작

(구글/페이스북/포털사이트/SNS 광고, 

팝업스토어/빌보드/잡지광고/웹사이트)

1사 사절단/ 

바이어초대/바이어샌딩

바이어 발굴및 미팅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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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남아 공동마케팅(중소기업진흥공단)

* 일시: 2019. 12. 19
• 장소: Grand centre point terminal21 (방콕)
• 주최: 중소기업진흥공단 / 주관: 비즈웰, 디자인엠
• 실적: 상담수 및 상담액 83건, 1,052천불 / 계약추진: 916천불 / 현장MOU 50천불, 현장 실거래 86천불 등
• 해당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직접 참여하였음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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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 수산식품 무역사절단(경상남도, 경남무역)

• 일시: 2019.10.22
• 장소: 방콕 그랜드 쉐라톤 스쿰빗
• 주최:경상남도, 경남무역 / 주관: 디자인엠
• 주요바이어: SAHA Group, The Mall Group등 대형 전문 유통사 및 Jidubang, Prothai 등 한국식품 유통사 등
• 실적: 상담수 및 상담액 57건, 1,714천불 / MOU 250 천불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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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 수산식품 무역사절단(경상남도, 경남무역)

기관방문 (K-fish 수협중앙회 방콕수출지원센터)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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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태국 방콕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부산,경남,제주 테크노파크)

* 일시: 2019. 09.04
* 장소: 방콕 홀리데이인 스쿰빗
• 주최: 세계한인무역협회 방콕지회, 부산TP,경남TP,제주TP/ 주관: 디자인엠
* 주요바이어: SAHA Group, The Mall Group등 대형 전문 유통사 및 중견기업, 한인기업 등
• 실적: 상담수 및 상담액 91건, 11,053천불 / 계약추진: 7,894천불 / MOU 3,080 천불
• 다음날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상담, 실계약 및 MOU 추가 달성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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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태국 방콕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기업방문)

The mall 그룹의 Gourmet market 방문하여 식품 담당자와 미팅 및 견학(식품분야)

태국 제1국영통신기업인 CAT telecom Public company 방문하여 데이터센터 견학 및 제품소개, 수출상담 등

상담회장에서만의 수출상담이 아닌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수출상담은 물론 시장조사 및 경쟁제품 확인하는 성과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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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

* 일시: 2019. 06.18
* 장소: 방콕 터미널21 그란데 스쿰빗
* 주최: 경상남도, 경남무역
* 주요바이어: SAHA Group, The Mall Group, Aeon group 등 대형 전문 유통사 및 중견기업, 한인기업 등
* 실적: 상담수 및 상담액 65건, 5010천불 / 계약추진: 3360천불 / MOU 1000 천불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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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상남도- 태국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수출협약 100만불 달성)

SAHA Group-신화당제과 PUDAGE유한회사- 인덕식품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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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04. 08
* 장소: 방콕 노보텔 플론칫
* 주최: 경상남도, 경남무역
* 내용: 경남 딸기조합과 태국 한풍이엔씨의 딸기 외 2개품목 230만불 수출협약MOU 주선

2019 경상남도(진주) 수출 협약식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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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달청 수출 컨소시엄

■일시 : 2018.08.30
■장소 : Swissôtel Le Concorde Bangkok
■주최 : 한국 조달청
■대상 : 한국중소(조달)기업 및 태국 현지 바이어 23개 社

l 진행내용 l
한국 중소기업과 태국 현지 바이어의 비즈니스 매칭

- 참가한국 기업에 적합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초청
- 태국 농림부 초청
- 통역원 및 번역
- 세미나 인쇄물 지원
- 온라인 광고를 통한 행사홍보
- 행사 진행요원 지원

l 실적 l
상담건수 및 상담액 64건 29,010천불/ 계약추진 3,200천불

l 후속조치 l
바이어 한국 직접방문(18.10월) 및 MOU체결

사업영역 / 컨벤션 (무역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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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Expo 2019

* 일시 및 장소: 2019.11.29~12.10 / IMPACT ARENA 
* 참가제품: Smart Appliance 社 의 걸리버 카스타터
• 방콕에서 개최된 Motor Expo 직접참가 (디자인엠이 직접 수입하여 제품판매 및 부스 인테리어 디자인 )
• 해당전시회는 매년 개최되는 대표 자동차 전시회로, 태국 내 자동차 관련 메이져 기업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태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편(36번째 전시회)
•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 사전추첨을 통해 부스가 판매되었으며, 참가기업 중 한국기업 단독참가는 유일함
• 해당행사를 통해 도요타, 현대자동차(태국법인) 등의 기업과 제품테스트 및 견적을 요청받아 관련사항 논의중에

있음

사업영역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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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air Bangkok 2019

* 일시 및 장소: 2019.06.19~21/ BITEC BANGKOK
* 참가기업: 삼진튜브 社
* 주력제품: 열수축 튜브
• 방콕에서 개최된 M Fair 전시회 참가 서포트
• (부스 인테리어 디자인 및 프린팅, 통역, 미팅주선 등)
• 특히 해당전시회는 사전에 참관업체와 상담 스케쥴을 잡아 따로 마련된 부스에서 수출상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시회 종료 후 개별적으로 바이어를 직접 방문하는 1인 사절단으로 운영

사업영역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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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 THAILAND 2018 BEYOND BEAUTY 2016 

* 일시: 2016.09.22~24
* 참가기업: 수설 社
* 주력제품: 화장품
* 방콕에서 개최된 BEYOND BEAUTY 전시회 참가 서포트
(부스 인테리어 디자인 및 통역, 미팅주선 등)
* 30만불 수출계약 달성

* 일시: 2018.05.16~19
* 참가기업: 삼진튜브 社
* 주력제품: 열수축 튜브
* 방콕에서 개최된 SUBCON THAILAND 전시회 참가
서포트(부스 인테리어 디자인 및 프린팅, 통역, 미팅주선 등)
* 100여건 상담 및 견적서 요청으로 샘플 발송 등 지속적인
수출판로 개척

사업영역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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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9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바이어 초청

* 일시: 2019. 06. 13
* 장소: 전북 전주
* 주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태국 뷰티 바이어 한국 초청하여 수출 상담

A&J Beauty Product. Co.,ltd 사 대표는 태국내
수입 화장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으며(40년이상)
자체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몰 운영 및 FB live, 
유투브 컨텐츠 평균 조회수 4만건, 태국내 광고, 
TV출연등 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유명인사

뷰티,화장품 뿐 아니라 식품, 건강식품,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고 한국외에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있어 새롭고 트랜디한
제품을 찾고 있음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국내 수출상담회 초청)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국내 수출상담회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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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 일시: 2018. 12. 06
* 장소: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
* 주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Start-up 교수 외 Marinescape (Thailand) Co., Ltd. CEO 방문 및 스타트업 기업 상담
(현재 태국에 합작법인 설립 및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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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3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 일시: 2018. 09. 17
* 장소: 전북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 주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태국 보안/LED/전기 전문 기업 초청 및 수출

상담

(왼쪽부터)
Marvel Technology.co.,ltd 대표
Mavel Group은 욕실/전기전자부품/태양열관련
제품 등을 수입 또는 생산하고 있으며 태국 내
관공서, 프렌차이즈, 콘도, 쇼핑몰, 공항등이 주
고객사

Phoenixlite 대표
태국 LED 제조 및 수입판매
콘도, 프렌차이즈 등이 주 고객사

JES CQ TEC company 대표
태국 내 CCTV, Digital Security product 수입 및
총판
(LG,Samsung,IDIS,Koditec 등 취급하고 있으며
태국 BTS,Bangkok Bank,PTT 등이 주 고객사 )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초청)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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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바이어 초청

* 일시: 2018. 03. 29
* 장소: 전북 전주시
* 주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태국 식품전문 유통기업 SAHAPAT 社 등

초청 및 수출상담

SAHA Group은 태국 내 유통
전문기업으로, 뷰티,화장품.가정용품,의류, 
식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음
유망제품의 경우 Lawson108 편의점을

통해 파일럿 테스트가 가능하고, 한번
입점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경쟁제품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 등 꾸준히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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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on International 사 성원건설산업 방문

* 일시: 2018. 10. 23
* 장소: 경남 김해시

2018.08 방콕에서 진행한 조달청
수출컨소시엄의 후속 사업으로, 수출상담회 후
태국의 Lymon international 사가 한국의
성원건설산업을 방문

Lymon 사는 가드레일을 생산하는 업체로
성원건설의 롤링베이어의 롤링부분 수입을
원하고 있어 수출가능성을 타진하고
생산공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함

방문을 통해 40,000불 수출상담 진행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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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Picon사 성원건설산업 방문

* 일시: 2018. 10. 11
* 장소: 경남 김해시

2018.08월 진행한 조달청 수출컨소시엄의
후속 사업으로, 수출 상담회 후 태국의 Thai 
Picon 사가 한국의 성원건설산업을 방문

Thai Picon사는 공장 방문을 통해 성원건설의
기술을 이전하여 Thai Picon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및 태국시장에 공급하는 방향
논의

방문을 통해 300만불의 수출상담이 진행됨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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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Picon사 일원테크 방문

* 일시: 2018. 10. 12
* 장소: 천안시 소재한 일원테크 관계사

2018.06 방콕에서 진행한 조달청
수출컨소시엄의 후속 사업으로, 수출 상담회
후 태국의 Thai Piconl 사가 한국의
일원테크를 방문

일원테크의 주력제품은 교량이음장치 이며, 
Thai Picon사가 태국에서 철도레일
조달공사를 하고있으므로 일원테크의 제품을
함께 납품하는것을 논의함
현재 관련하여 조인트벤처 설립을 고려하고
있음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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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07. 22~25
* 장소: 태국 방콕에 위치한 게임 퍼블리싱 회사 및 인터넷 카페 방문

한국 기업 맥스틸은 자체 R&D팀과 디자인팀을 보유한 게이밍기어 제조 전문기업으로, 
프로게임단을 운영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 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태국 내 게임퍼블리싱 회사 Play with / True media solution/ KGG IT(유통채널) 와
현대식 인터넷카페 lode star 를 방문하여 마케팅방안 및 판매방안 논의, 샘플전달

해당제품은 디자인엠에서 직접 수입하여 KGG IT에 입점 및 판매되었음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태국 1인1사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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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06. 22~24
* 장소: 자동차 또는 가전 관련업체

삼진튜브는 방콕 BITEC에서 개최한 M Fair 
전시회 참가후 전시회에서 상담한 바이어를
직접 방문하여 심도깊은 수출논의 진행
하였음

주요미팅사: Sharp / Toshiba / LSP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태국 1인1사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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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07. 22~25
* 장소: 태국 방콕, 논타부리 등에 위치한 관련기업 8개사 방문

한국 기업 캠스텍 은 전원방식의 미립자분무기 개발 및 제조업체로, 최근 싱가폴, 대만, 
중국 등과 수출논의중에 있으며 태국의 경우 기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소량의
수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태국 시장조사 및 새로운 바이어 발굴을 위해 태국 방문
해당제품은 방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쟁 제품이 태국에 유통되고 있기도
해서 파워툴, 농기구, 방역제품을 취급하는 훌세일러를 발굴하여 미팅 진행
특히 파워툴을 취급하는 YHM Group의 경우 디자인엠의 고객사로 친분이 있으며, 
해당제품군의 태국 동향이나 가격적인 조언, 미팅이후에도 제품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로 함
바이어중 태국 보건복지부에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이 있어 성능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태국 1인1사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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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09. 16~17
* 장소: 태국 방콕, 빠툼타니 등에 위치한 관련기업 4개사 방문

한국 기업 사이버메딕 은 재활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중국, 홍콩, 인도에 수출중이며
최근 동남아 시장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이라 태국 의료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태국 방문
사이버메딕 제품은 재활운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태국 내 재활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미팅 진행
태국 의료기기의 경우 진단의료기기가 주를 이루며 해당제품을 취급하는 바이어가
많지 않은편이라 국영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활센터에 입찰이 가능한 바이어 위주로
발굴하였음
현장판매를 통한 샘플테스트 및 추후 노동부 산하 산업재활센터에 납품하기로
계약하는등의 성과를 거둠

사업영역 / Business Trip (태국 1인1사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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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06. 13
* 장소: 태국 라용
주식회사 하도 는 교반기 전문기업으로 태국 라용 SCG사와

협업 및 교육을 함께 진행하였음

사업영역 / Business Trip (기술이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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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9. 09.23 
• 장소: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 태국 국영은행(Thai Government Saving Bank)의 IoT 및 보안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한 한국 비즈니스 트립 시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 미팅 주선

사업영역 / Business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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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 수출입 지원(FDA취득)

*현재식품수입허가및창고보유



35

사업영역 / 수출입 지원(FDA취득에 따른 제품 스티커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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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TILL 게이밍기어(마우스, 키보드 등) 수입 진행을 위한 절차

사업영역 / 수출입 지원(태국 소비자보호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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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 

사업영역 / 수출지원(현지어 번역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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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 / 수출지원(현지어 번역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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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 / 수출지원(현지어 번역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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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 / 수출지원(현지어 번역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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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 마케팅 및 광고(IT and Software)

온-오프라인 광고플랫폼과 파트너십을 통한 광고효과 극대화

ASEAN 게임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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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U+ 웹사이트빌더 솔루션 ASEAN 런칭(www.th.dubuplus.com)

- Yesscall은 한국내 홈페이지 및 온라인광고 전문업체로서 DUBU+는 HTML5기반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이 가능한 빌더 솔루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ASEAN지역 기술이전 및 번역 등
현지화하였음. 라이선스 판매 및 추가 모듈 업데이트가 가능함

- 해당 서비스는 구글 검색결과 노출에 최적화 되어있어 광고에 적합
- 해당 웹빌더 런칭을 통해 현재 태국내 100여개의 웹사이트 제작 하여 마케팅에 활용중
- Google 쇼핑 아시아 파트너 선정

사업영역 / 마케팅 및 광고(IT an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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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U+ 를 통해 제작된 대표 웹사이트

사업영역 / 마케팅 및 광고(IT an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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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 마케팅 및 광고(IT and Software)

* KTO 한국관광공사 태국 FACEBOOK / INSTAGRAM
* 월간 게시물 기획 및 포스팅
* 월간 보고서 작성
* 이벤트 진행 및 페이스북 부스팅

KTO(한국관공공사) SNS 관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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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 마케팅 및 광고(IT and Software)

구글 키워드광고 대행

* 태국 키워드 선정 및 광고문구 작성
* 광고생성
* 주간 / 월간 리포트 작성
* 광고문구, 키워드 수정 등 효율적인 광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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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 마케팅 및 광고(IT and Software)

온라인 광고

* 온라인 매체별 담당자와 컨텍포인트
* 매체별 광고 시간대에 따른 모니터링 및 관리
* 매체별 리포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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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태유일 10년차 마케팅/디자인 회사 운영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로 형성한 다양한 업종의 태국 네트워크

특장점 / 태국 내 네트워크 보유

Food & Distribution IT & Security

Construction & InteriorIndustry

Machinery &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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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고의 대학인
chulalongkorn university는
Thailand 4.0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
교육 및 산업발전 도모 목적의 Siam 
innovation district를 구축하고 산하
Start-up 지원센터인
Cu Innovation Hub를 통해 새로운
기업가와 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디자인엠-Cu Innovation Hub MOU를
통해
한국과 태국 스타트업 기업간의 교류 및
한국 스타트업기업의 태국진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

특장점 / 태국 내 네트워크 보유

한국-태국 스타트업 기업간 교류및 상호협력을 위한
CU INNOVATION HUB-DesignM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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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한 번역 및 통역경험 5년 이상의 인력풀 보유
- 전시회 〮 상담회 경험 다수
- 그 외 1사 사절단, 기술이전교육 등 가능

· 

특장점 / 수출지원(통·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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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 수출지원활동

전남지역 우수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해외비즈니스센터 선정

역할: 기업수요 맞춤형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활동, 
한국 기업의 해외 사무공간 지원, 현지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공동협력체계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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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을
위한 MOU계약 체결

한국의 RED CUBE 社 와 동남아시아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을 위한 MOU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개발된
우수한 모바일 게임을 태국에 소개하고 퍼블리싱 진행

가상현실 교육컨텐츠 동〮서남아시아 수출

한국의 Real Media Works 社 와 가상현실
교육컨텐츠 독점계약 및 현지화 지원

그외 / 수출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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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내 게이밍 기어 바이어 및 유통업체 발굴
* 제품 수입관련 핸들링 및 브랜딩
* 태국 도매상 납품 및 PC방 제휴 등 진행 중
* 추후 인도네시아, 홍콩 등으로 확장판매 예정

MAXTILL 게이밍 기어 아세안 판로개척

* 일시: 2018.02~04
* 수행내용: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등 해외 판로 개척활동 및
청년무역인재 양성을 위한 「아산시 해외시장
개척단」사업 유치 및 수출활동 지원

아산시 청년무역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그 외 / 수출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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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8/02000

00000AKR20170428108700371.HTML?input=1195m

사업영역 /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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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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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

B.I /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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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DESIGN

&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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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rquethailand.com/%E0%B8%82%E0%B9%88%E0%B8%B2%E0%B8%A7%E0
%B8%AA%E0%B8%94-hyundai-mou-rajapruek-institute-foundation/

https://www.torquethailand.com/%E0%B8%82%E0%B9%88%E0%B8%B2%E0%B8%A7%E0%B8%AA%E0%B8%94-hyundai-mou-rajapruek-institute-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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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HOOTING

&

E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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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meo.com/226534457

Video Shooting

https://vimeo.com/2265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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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hooting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5&v=LUr95AP-U7k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5&v=LUr95AP-U7k


92

https://vimeo.com/163820643

Video Shooting

https://vimeo.com/1638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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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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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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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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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디자인 / Space Experience

2018 KOREAN SEAFOOD & BBQ AT SUKHUMVI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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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디자인 / Space Experience

2018 KOREAN SEAFOOD & BBQ AT SUKHUMVI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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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디자인 / Space Experience

2018 KOREAN SEAFOOD & BBQ AT SUKHUMVI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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