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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Korea Dynamo user group  

(한국 다이나모 유저 그룹 소개)  
최용성 
Autodesk Korea 
 
박정근/상상진화, 김희란/프리랜서, 조원호/상상진화 

이우림/DL E&C, 유은상/한양대학교, 손용석/Precon E&C 
 

 

설명 

Korea Dynamo user group 이 생긴지 1 년 6 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과 새롭게 구성된 

운영진에 대한 소개를 위한 세션입니다. 각 각의 운영진이 관심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시면, 

Dynamo 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 년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 된 

Dynamo Live 방송을 리뷰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 

박정근 / (주)상상진화 

•    현) (주)상상진화 기술연구소 

Autodesk API 및 Dynamo 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 방법과 문제해결 방법에 대하여 공유합니다. 

 

김희란 / 프리랜서 디자이너 

학습 목표 

• Korea Dynamo user group 의 운영진과 활동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Dynamo 의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활용 방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Dynamo 학습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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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Autodesk Fusion360/Dynamo Expert Elite 

Dynamo user group 및 유튜브에서 “패턴 및 형상 디자인, 퓨전 360 연동 사용” 에 관한 내용을 

맡고 있습니다. 

 

조원호/ (주)상상진화 

•    현) (주)상상진화 기술연구소 

Dynamo 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Generative Design 및 자동화 정보를 연구 및 

공유합니다. 

 

이우림 / DL E&C 

•   현) DL E&C 주택 BIM 팀 

Dynamo user group 및 유튜브에서 "건설 및 MEP 모델링 자동화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내용을 맡고 있습니다. 

 

유은상/ Hanyang University SBCML 

•    현) Hanyang University ERICA, M.S. course 

Dynamo user group 및 유튜브에서 “기초, Tips and Trick”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손용석 / 프리콘이앤씨 

•   현) 프리콘이앤씨 기술연구소 

Dynamo, grasshopper 를 이용한 모델링 자동화 및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코디네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용성/ Autodesk 

•  현) Autodesk Korea AEC T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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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desk Korea Dynamo Guidebook 제작 

• Autodesk & 정림 건축 BIM guidebook 제작 

Dynamo user group 및 유튜브에서 “건축 모델링 및 도면 자동화”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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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제목  
Korea Dynamo User Group 의 활동 내용과 매주 진행 Dynamo live 방송의 리뷰를 통하여 Dynamo 를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세요.  

 

Dynamo User group 소개 
새롭게 구성된 Dynamo user group 의 활동 이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참여하고, 함께 스터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Dynamo 활용 방법 

 
 
현재, 7 인으로 구성된 운영진들의 다이나모 활용 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아이템에 따라서 운영진에게 스터디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과 함께 스터디를 

공유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