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비(Bae Sungtae)
인스타그램(@grim_b)에서 50만명의 팔로워에게 그림을 연재 중이다.
연재하던 그림과 글을 묶어 신혼의 일상을 담은 책 <구름 껴도 맑음>을 시작으로, 라디오 형식을 빌려 독자의 사연에
대해 작가가 그리고 말하는 <나의 빈칸을 채워줄래요>, 4컷 만화인 <오늘도 네가 좋아>, 책 속의 질문들을 채우는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를 출간했다.
책 이외에도 웹툰 연재, 광고,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 이케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여러 브랜드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연남동 <스튜디오그림비> 작업실(@studiogrimb_official)을 통해 상품 개발과 판매도 하고 있다.

광고,행사 등의 콜라보레이션
삼성전자, 넷플릭스, 이케아, 포스코, 현대자동차, 코카콜라, 삼성카드, 삼성페이, 이랜드, 오드리선, 아쿠아픽
서울우유, CJ, 맥스웰하우스, 동아제약, 줌인터넷, SKT, SK플래닛, Tmap택시, 스타필드, 미샤, 이니스프리
예스24, 국방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제주시 서울경찰, 네이버, 환경재단, 시흥시, 바른생각, 바이엘코리아
UN난민기구, 한국장애인재단, 어도비, 통계청, 등 다수

저서
2016 구름껴도맑음
2017 오늘도 네가 좋아
2018 나의빈칸을채워줄래요
2018 너의 모든 순간을 사랑해
2021 집사와 꽁냥꽁냥

연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연재
네이버 그라폴리오 <빈칸을 채우시오> 완결
저스툰 웹툰 <집사와 꽁냥꽁냥> 완결

온라인강의
클래스 101 <일상드로잉 클래스>

전시
2021년 삼청동 ODS 개인전
2021년 서울옥션 PRNT BAKERY 단체전
2021년 롯데 백화점 영등포점 비주얼
2020년 수원 AK플라자 <달콤한 말 한 마디> 개인전
2020년 강원대학교 어린이 병원 전시
2020년 무신사테라스 <CFC>
2019년 경주 한수원 더냥전 – Love like Cats
2019년 성수동 다락 <이리 와, 안아줄게> 개인전
2019년 한국만화박물관 <쓱쓱싹싹 만화공방전>
2019년 우이신설 보문역 <신혼의 일상>, <서울데이트> 개인전
2018년 롯데백화점 광복점, 청량리점 <구름껴도맑음> 개인전
2018년 송파구청 <구름껴도맑음> 개인전
2018년 고양 아람미술관<인생웹툰전>
2018년 용산 대원뮤지엄 더냥전

심사위원
2020년 환경재단, 오비맥주 물과 사람 공모전 심사위원
2020년 법무부 웹툰공모전 심사위원
2020년 국방부 슬로건 공모전 심사위원
2020년 국방부 캐릭터 공모전 심사위원
2020년 국방부 고마워요 우리국군 인스타툰 심사위원
2018년 제1회 국방부 일러스트 공모전 심사위원
2017년 와콤x그라폴리오 틴에이저 일러스트 스토리 창작자 육성 프로젝트 심사위원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캐릭터공모대전 심사위원

행사, 강연
2021년 로컬스티치 강연 4회
2020년 방배유스센터 강연
2020년 사단법인한국캐릭터 직업 강연
2020년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강좌
2020년 월드비전 꿈멘토, 꿈멘토 강연
2020년 SKT 그림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일상과 생각스케치 토크콘서트 강연
2020년 유튜브채널 <알성달성스쿨> 출연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상회 참여
2019년 대구웹툰캠퍼스<남들과 다른 나만의 빛나는 컨텐츠 만들기> 강연
2019년 신한카드 워라밸 클래스 강연
2019년 캉골 <플렉스유어셀프> 강연
2019년 부천만화축제 사인회
2018년 삼성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 강연
2018년 H애비뉴 북토크 강연
2018년 EBS고양이를 부탁해 출연
2018년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사랑과 이별에 서툰 사람들에게> 강연
2018년 이엔그룹 창창한 콘서트 강연
2018년 대림미술관 <선데이로맨스> 토크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