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M]
MV
정기고 "warm"

포스티노 "Speechless"
NCT "the origin"

말보 "Moon Shine"

샤이니�종현 Shinee Jonghyun "하루의�끝"
퍼플레인 "King must die"
퍼플레인 "Waking up"
H-유진 "무명"

뮤지 "그대를�알기�전에�내�모습으로"

J soul brothers / Tosaka Hiroomi "wasted love"
티파니 Girls Generation "heartbreak hotel"
GMost "go away"

뮤지 Muzie "신도림"
뮤지 Muzie "아가씨"

EXO 첸 & 헤이즈 "썸타"
Charli VCV "boys"

피터팬�컴플렉스 "����"

슈퍼주니어�규현 Super Junior Gyuhyun "멀어지던�날"
Red Velvet 웬디 & 에릭남 "봄인가봐"
박재범 Jay Park "yacht"

공민지 Minzy �ne� "super woman"
피터팬�컴플랙스 "����"
솔비 "princess maker"
솔비 "눈물이�빗물되어"

소녀시대�윤아 "덕수궁�돌담길의�봄"

EXO D.O & 유영진 "Tell me (what is love)"
허영지 "추억시계"

phe.reds "smile"

보아 "music is wonderful"
임슬옹 "그순간"

J-Min "집앞에서"
이든 "��"

이든 "good night"
솔비 "Blackswan"

솔비 "눈물이�빛물되어"
YB "꽃비"

YB global single "Cigarette Girl"
윤미래 "Because of you"
김범수 "서툰�시"

바다 & 려욱 "comic"

[CF]
���� Louis Vuitton fashion show in Seoul / video executive producer
SK Telecom "�" 캠퍼스

SK Telecom "�" 영순위�여행

UNIQLO CF "우도환�심리스다운"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Giverny CF "전소미�밀착�커버�파운데이션"
Giverny CF "전소미�립스틱"
Acwell CF "ioi 김세정�폼"

Metrocity ����SS fashion ﬁlm
KIA K� "Social Din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캠페인"
메낙트라�백신 "이동국"

[SHORT FILM]
쿠쿠루쿠쿠
한성여관

거의�온�것�같은데

[VARIETY SHOW]
제시카 &크리스탈�시즌 �

[POSTER]

뮤지컬 "시카고 ����"
뮤지컬 "빌리�엘리엇"

Monsta X ���� 콘서트�포스터
GOD ���� 콘서트�포스터
YB 콘서트 "딴판"

뮤지컬 "렛미인 ����"
뮤지컬 "렛미인 ����"
뮤지컬 "레드 ����"
뮤지컬 "레드 ����"
뮤지컬 "원스"

윤도현�콘서트 "노래하는�윤도현"
YB & 바비킴�콘서트 "동시상영"
YB & 박정현�콘서트 "그해겨울"

김제동�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시즌 �"
영화 "Seoul Searching"

[PHOTOGRAPHY]
SK Telecom "0"
Hyundai motors
KIA motors
LG Electronics
Resurrection
Tetra Pak
Menactra
Cresyn
Phiaton
Affinatas / Parfait
vilavilafactory

[MAGAZINE]
GQ
Arena Homme+
Oh Boy!
Big Issue
Vogue Girl
F.OUND
Muine
Ceci
OUI the Archive
Eloquence
10/100
Maison
MMA USA
Ironman Magazine
Notch
LUPE
ZERO ONE

[LECTURE]
BMW Korea 미니�도미닉�연사�초청�강연
MCM 초청�강연

Adobe Photoshop best of max 컨퍼런스�한국�대표�초청
Adobe Photoshop best of max 서울�연사�초청�강연
홍익대학교�조소과

숙명�여자대학교�시각디자인과
여주대학교�사진영상학과

[ALBUM JACKET]
퍼플레인 "waking up"
정기고 "warm"
박봄 "봄"

김재중 "애요"

소녀시대�윤아 "덕수궁�돌담길의�봄"
레드벨벳�웬디 & 에릭남 "봄인가봐"

JYJ XIA (준수) 싱글 "uncommited"
피터팬�컴플렉스 "����"

피터팬�컴플렉스 "새벽에�든�생각"
한희준�미국�솔로앨범

KIXS 싱글앨범 “기어갈게요”
Monsta X �집

Hello Stranger “안녕의�시작”
레이디스코드 �집 “나쁜여자”
J-Most “get away”

윤도현 “노래하는�윤도현”
솔비 “눈물이�빗물되어"

YB �집 “Reel Impulse”
J-Min "집앞에서"
뮤지 “신도림”

뮤지 “걔소리야”

뮤지 “그대를�알기�전에�내�모습으로”
강우 "나�이대로"

김태우�정규앨범 "T-Road"
김태우�싱글앨범 “둘이면”
정동하�정규앨범 “Begin”

정동하 “그대�밖은�위험해”

Jay 싱글앨범 “My Everything"

Human Race 싱글앨범 “흰수염고래”

[TV APPEARANCE]
SBS “동상이몽” ���� 한고은�편

MBC "나혼자�산다" ���� 이수경�편

MBC "나혼자�산다" ���� 전현무달력제작편MBC “나혼자�산다" ���� 전현무달력제작편
EBS 표준 FM “책처럼�음악처럼, 정동하�입니다”
고정�게스트

ADOBE "맛있는�포토샵"

피키캐스트�예능 “남자세끼"
ICON TV

유튜브�스튜디오�룰루랄라 “라떼월드”

[EXHIBITION]
2020

가나아트센터 Art Pandemic Project 단체전
2019

토마갤러리�현대사진영상학회�국제�사진전�단체전

한국패션사진작가협회�단체전 Canon Gallery Seoul
2018

한국패션사진작가협회�단체전 Canon Gallery Seoul
MCM Kunst Project #�� 초대�개인전
Kunsthalle 초대�단체전

가나아트센터�인사동�초대�단체전
2017

청담 CGV gallery STA 초대�개인전
2015

Los Angeles “NuSpace” 초대�개인전
2014

홍콩�대사관�초청�타임스퀘어�초대�개인전

[MODEL]
샌디스크�코리아
현대�아이오닉

Adobe Photo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