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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brado' 는 스페인어로 붉을 켠, 밝은, 조명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A.D Lab'은 [alumbrado design laboratory]의 줄임말로서 조명디자인 연구소를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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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lighting is the most 

important in design area 

as interior and exterior. 

Introduce to you 

the A.D Lab. Your best 

partner & lighting design 

laboratory which is high 

quality of design, high effect 

of your space and devote 

ourselves to output.

실내외를 아울러 빛의 가치는 

그 어느 디자인 요소보다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완성

미와 기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파

트너, 조명설계스튜디오 A.D Lab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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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D Lab + LIGHT
Light cut into the darkness. 

And besides, it leads to create space 

through consciousnes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D Lab follows 

the role change of light. Based on 

various techniques and experiences, 

we design illumination environment 

that use light in a better way.

빛은 과거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에서, 

기술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 공간을 

창조하는 주도적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D Lab은 이러한 빛의 변화에 발맞추어 

빛을 다뤄왔습니다. A.D Lab은 축척된 기술력과

조명적 감각을 토대로 하여, 우리 가까이에 있는 

빛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명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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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D Lab + SERVICE
A.D Lab is lighting design group, 

lighting professional gathering 

that communicate with light. 

We fulfill diverse duties with interior 

designer and architect. In addition, 

we have ability to control all of lighting 

design part: in landscape illumination, 

interior light, media facade, 

or whatever. We offer lighting design 

service, according with design intention 

including performance and direction.

A.D Lab은 빛 전문가들이 모여 빛으로 소통하는 

디자인 그룹입니다. 우리는 인테리어, 

건축디자이너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관조명, 인테리어 조명,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조명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성능, 연출 모든면에서 디자인 의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조명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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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D Lab + VALUE
A.D Lab deals with the light. Light is 

a vital space element that infuse 

the space with brightness as well as 

a basic role that brighten space. 

Thus, A.D Lab seeks the value that 

make appropriate light depend on user’

s demand and space purpose. 

We supply a flexible service that design 

perfect-fitting light for specific space.

A.D Lab의 빛은 다릅니다.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원초적 역할뿐만 아니라 실내외 공간에 

숨을 불어넣는 중요한 공간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 공간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A.D Lab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상업, 호텔, 업무 공간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공간의 특성에 

꼭 들어맞는 빛을 담아내기 위한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관조명, 인테리어 조명,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조명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성능, 연출 모든면에서 디자인 의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조명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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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호텔은 숙박과 외식, 

레저생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매력적이고 

환대하는 분위기와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조명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연출을 추구합니다.

업무공간은 실내에서 

필요한 작업조도를 

충족하면서, 균일한 밝기로 

눈부심 없는 쾌적한 공간을 

구현하여 효율적 업무가 

가능한 조명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업공간은 공간의 컨셉과 

용도에 따라 조도가 

다르게 요구되며, 더불어 

다양한 장식적 아이템이 

조화롭게 놓여지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공간으로서 계획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하는 요소로서 조명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D Lab은 기능적, 

장식적 조명기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더욱 

편안한 주거환경을 완성합니다.

HOTEL  LIGHTING

OFFICE LIGHTING

RETAIL LIGHTING

LIVING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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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적 

특성을 살린 

조명연출 계획을 통해 

건축미를 극대화시켜,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A.D Lab은 미디어파사드 

전문가로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원하는 연출을 

구현해드립니다. 

조경, 조형물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하며, 

공간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는 조경조명 연출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환경을 조성합니다.

신도시 개발, 

야간경관 정비사업시에, 

조명연출의 기본방향이 될 

통합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명가이드라인을 개발합니다.

ARCHITECTURAL LIGHTING

MEDIAFACADE

LANDSCAPE LIGHTING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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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T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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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WALKERHILL HOTEL 
그랜드 워커힐 호텔

LOCATION     Seoul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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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SHINHWA WORLD CASINO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LOCATION     Jeju
USE     Hotel Casino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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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DA CASINO 
라마다 호텔 카지노

LOCATION     Jeju
USE     Hotel Casino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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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Jeju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4

GRAbEL HOTEL 
그라벨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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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스위트 디럭스 트윈

디럭스 패밀리 디럭스 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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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 HOTEL
오라 호텔

LOCATION     Incheon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5 

★ 201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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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 HOTEL
bMW KIDS DRIvING CENTER
파라다이스 호텔 bmw 키즈 드라이빙 센터
LOCATION    Busan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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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RN HOTEL   
더본 호텔 (백종원 쉐프) 

LOCATION     Jeju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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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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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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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Incheonstay Hotel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6

INCHEON STAy HOTEL
인천 스테이 호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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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UNG HOTEL
유성 호텔

LOCATION     daejeon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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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 HOTEL   
엔트라 호텔 

LOCATION     Seoul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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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Busan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8

A STI HOTEL
아스티 호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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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Busan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7

IbIS AMbASSADOR HOTEL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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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T  A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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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MALL LIbRARy
별마당 도서관

LOCATION     Seoul
USE     Library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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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NULANG
모던놀랑

LOCATION     Seoul
USE     restaurant
COmpLETION d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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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 DOOR , SEOUL
데블스 도어, 서울

LOCATION     Seoul
USE     pub
COmpLETION d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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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 DOOR, bUSAN 
데블스 도어, 부산

LOCATION     Busan
USE     pub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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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S DOOR, HANAM 
데블스 도어, 하남

LOCATION     Hanam
USE     pub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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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Jinju
USE     Showroom
COmpLETION dATE     2015

Mercedes-benz, Jinju
벤츠 전시장, 진주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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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Changwon
벤츠 전시장, 창원

LOCATION     Changwon
USE     Showroom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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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SHINWHA WORLD DUTy FREE
신화역사공원 면세점

LOCATION     Jeju
USE     duty Free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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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Store
애플 스토어

LOCATION     Seoul
USE     Showroom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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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HIN SECURITIES HEADQUARTERS
대신증권 본사  

LOCATION     Seoul
USE     Head office 
COmpLETION dATE     20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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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Incheon
USE     Branch office 
COmpLETION dATE     2017

DAISHIN SECURITIES bRANCH 
대신증권 지점(도곡, 대전, 남인천, 창원, 동대구, 여의도, 반포, 명동, 군산, 수지,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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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JU bANK 
광주 은행

LOCATION     Kwangju
USE     Head office
COmpLETION d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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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bUILDING 
에이스 빌딩

LOCATION     daejeon
USE     Show room
COmpLETION d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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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T   
삼성물산

LOCATION     Seoul
USE     Head office
COmpLETION dAT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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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OK LG CNS 
마곡 LG CNS 

LOCATION     Seoul
USE     office
COmpLETION dA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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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DREAMpLUS 
한화 드림플러스

LOCATION    Seoul
USE     Office
COmpLETION dATE     201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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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C A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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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eoul
USE     Square
COmpLETION dATE     2018

K-pOp  SQUARE
K-POP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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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eoul
USE    rooftop Lounge
COmpLETION dATE     2017

132

vISTA WALKERHILL SKyyARD
비스타 워커힐 스카이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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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RO TOWER 
종로타워

LOCATION     Seoul
USE     Office
COmpLETION dA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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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10 HOTEL 
탑스텐 호텔

LOCATION     Gangneung
USE     Hotel
COmpLETION dAT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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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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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eoul
USE     Science Center
COmpLETION dATE     2017

140

SEOUL SCIENCE CENTER
서울 시립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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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O MUSEUM 
명인명장 한수 전시장

LOCATION     Seoul
USE     museum
COmpLETION dA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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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eoul
USE     museum
COmpLETION dATE     2016

148

GyEONGbOKGUNG STATION MUSEUM
경복궁역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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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Busan
USE     Aquarium
COmpLETION dATE     2017

bUSAN AQUARIUM
부산 아쿠아리움



PROCESS
VE 

VE작업은 제공된 Lighting Package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명 전문가들이 

정확한 디자인과 낮은 가격 뿐만 아니라, 납기에 문제가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 

가격적인 면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계안, 다양한 요구사항, 납기가 모두 완벽하게 맞아 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설계자, 그리고 제조사로서의 사업을 병행하면서, 

발주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계획한 납기 이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디자인 가격 납기

당신의 디자인목표에 적합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가요?

적절하게 낮은 가격이 가능
한가요?

시공현장에서 원하는 납기에
 문제가 없나요? 

\

VE는 단순하게 금액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파트별로 디자이너들, 건축가들, 발주처들 그리고 시공업체들과 함께 하는 작업으로서, 

각각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효율적인 

설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조명기구에 대한 절감안을 만들어내고, 간결한 디자인과 

손쉬운 설치까지 고려하여 추가적인 절감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저희가 

시행하는 VE작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VE [value engineering] 가치 공학
원가절감과 제품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법

VE 
LIGHTING DESIGN

DRAWING
SPECCIFICATION
DETAIL
MAINTANENCE
TIME SCHEDULE

LIGHTING 
DESIGN
PACKAGE

AD LAB
ANALYSIS

ALTERNATIVE
DESIGN
PACKAGE

PROJECT
SUPERVISING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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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CONCEPT 
DESIGN

기획설계

사업환경 분석/건축인테리어 
등의 설계자료 분석
빛의 사례를 통한 디자인구상 
및 조명디자인계획

1
SCHEMATIC 
DESIGN

기본설계

조명디자인 상세계획, 
조명기구 사양서, 조도, 
휘도 시뮬레이션 분석

2
DETAIL 
DESIGN

실시설계

최종 조명배치도, 
조명기구 설치상세도
조명기구 제작도 작업

3
LIGHTING FIXTURE 
SUPPLY

조명기구 제작 및 납품

현장 스케줄에 따라 
조명기구 품질과 납기의 
엄격한 관리

4
SUPERVISING & 
AIMING

현장감리 및 에이밍

조명계획의 충실한 구현을 위하여 
설치감리 및 조명기구 에이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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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IST

애플 스토어  apple store

신화역사공원 롯데 면세점  shin-hwa duty free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shin-hwa casino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ramada casino

제주 더본 호텔 중식당  the born hotel china restaurant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coex byulmadang library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키즈 드라이빙센터  busan paradise kids driving center

이마트 데이즈 매장  emart daize 

HOTEL

수원 라마다호텔  ramada hotel

제주그라벨호텔  grabel hotel

인천 오라호텔  ara hotel

그랜드엠버서더호텔  grand ambassador hotel

제주 도두호텔  dodoo hotel

부산 아스티호텔  asti hotel

제주 라메르호텔  lamer hotel

송도 홀리데이호텔  holiday hotel

부산 이비스엠버서더호텔  ibis ambassador hotel

제주 더본호텔  the born hotel

파르나스호텔  parnas hotel

유성호텔  yu seong hotel

송도 센트럴호텔  central hotel

오크우드 호텔  oakwood hotel

힐튼호텔  millennium hilton hotel

영등포 롯지호텔  lodge hotel

RETAIL

신세계 데블스도어 반포  devil's door _banpo 

신세계 데블스도어 하남  devil's door_hanam

신세계 데블스도어 센텀  devil's door_centum

중식당 모던눌랑  modernnulang house

인천공항 아워홈  ourhome

진주 벤츠매장  benz motor shop

창원 벤츠매장  benz motor shop

익산닛산전시장  nissan motor shop

청담동 K gallery  k gallery

에스케이 씨앤씨  sk c&c

고등법원 대강당  high court of justice

레이크사이드 클럽  lakeside club

블루마운틴 클럽  bluemountain club

AJ 가족신사옥  aj family company B/D

신사동 설화수 플러그쉽 스토어  sulwhashoo flagship store 

워커힐 카지노  walkerhill casino

현대다이모스  hyundai dymos

현대자동차사옥 헤어숍  hair shop in hyundai motors head office

수원 AK프라자 에스프레소 바  espresso bar

영등포 위더스 웨딩홀  withus wedding hall

분당AK프라자 쥬스바  juice bar

분당AK프라자 마테네  matene

엘본 더 테이블 카페  Elbon the table

카타르 타워몰(쇼핑몰)  tawar mall

카타르 시티센터 쇼핑몰  marina twin shopping mall

신화역사공원 중식당  shin-hwa china restaurant



155155군산세빌스호텔  sevils hotel

도하 스튜디오M호텔  studie m hotel, doha

정동진 선크루즈 호텔  suncruze hotel

인천 스테이호텔  inchen stay hotel

엔트라 호텔  entra hotel

워커힐 호텔  walkerhill hotel 

파티오7 호텔  patio7 hotel

제주 교원호텔  kyowon hotel

OFFICE

광주은행 본점  head office of kwangju bank 

에이스 사옥  ace head office

군인공제회관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BNK 본점  head office of bnk bank 

I 오피스  I office

금호아시아나 오피스  head office of kumho asiana 

대웅제약 오피스  daewoong head office

도곡동 삼성물산  samsungcnt head office

블리자드 오피스  bllizard office

카카오 오피스  kakao office

쿠팡 신사옥  Cupang  office

LG CNS EBS 오피스  LG CNS EBS office

대신증권 사옥  daishin office

송도 경신전선 사옥  kyoung-shin office

우신빌딩  wooshin B/D

울산 현대자동차 오피스  hyundai motors head office

혜성빌딩  haeseong B/D

한화 디펜스  han-wha  defence office

아워홈 지수원  ourhome zisuwon

하남 미사 오피스  hanam misa office

클리오 사옥  clio office

미래에셋  오피스  miraeasset office 

ETC

부민병원 미디어파사드  bumin hospital

여의도 침례교회  yeouido baptist church

용산아이파크옥상 풋살장  futsal stadium

임실치즈테마파크  imsil chesse theme park

건대 스타시티  starcity tower

과천경마장 렛츠런파크  let's run park

신림 봉천간 터널  shinrim tunnel

인천대학교 복지관  community relief center of incheon univ.

아셈타워 미디어폴  aseme tower 

서울과학관  seoul science museum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official residence of prime minister

화성 동탄 집단 에너지 시설  hwa seong group energy facility

수입리 세컨하우스  second house

군인공제회관 미디어폴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굿모닝병원  goodmorning hospital

야스카와전기 공장  yaskawa factory

이화여대 부속병원  eumc_ewha univ. medical center

카자흐스탄 에너지홀  kawakhstan energy hall

한국예탁결제원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Qatar world-cup stadium

카타르 와코드주유소  wacode petrol station

카타르 SSWI 프로젝트  sswi project

필리핀 가로등교체사업  streetlight changing business

사우디 jaddah 병원  jaddah hospital

러시아 루자공장  ruja factory

카타르 알자지 타워  aljazi tower

카타르 비바 타워  viva bahriya tower

서산솔라벤처단지  seo-san solar venture complex

창원 체육센터 수영장  chang-won sports center

청담동 원에이치 빌라  cheong dam one H villa

성북동 VIP 주택  seong-buk VIP residence 

원주 성모마리아학교  saint maria church

수원법원 종합청사   suwon court

경복궁 메트로 미술관  metro museum

부산 아쿠아리움  busan aquarium

자생 한방병원  jaseang hospital 

홍천 블루마운틴 연수원  bluemountain condominium

부산 LCT 레지던스  LCT residence   

서울 혁신파크 실내조명  seoul innovationpark

종로타워 경관조명  jong-ro tower façade 

코엑스 K POP 광장  coex K POP square

워커힐 스카이야드  walkerhill skyyard

세종시 금강노을 C3-1 블록 경관조명  sejong C3-1 block

강릉 탑스텐 호텔 경관조명  TOPS10 hotel

부산 LCT 경관조명  LCT façade

울산 타워 더 모스트 경관조명  tower the mos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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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fice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31, 서울숲 M타워 906호
Factory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8번길 중앙이노테크 3층
Tel   02 6951 2357        Fax   070 4369 3342

906, 31, Ttukseom-ro 1-gil, Seongdong-gu, Seoul 
04778, Republic of Korea 
http://www.ad-lab.co.kr

ASTRO 별, 천체 + ON 켜다.
아스트론은 A.D Lab 상표 고유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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