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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2017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인포그래픽 1~5호
[서울연구원]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국립민속박물관] 개띠전 홍보물 
[경기도박물관] ‘2018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 〈오! 경기의 천년여행〉 도록

2018 [서울연구원]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2
[커피매거진] 커피바리스타 계간지
[국립과천과학관] 교육안내 브로슈어
[경희캠퍼스열린예배] 10주년 기념 사진집
[중소기업중앙회] 사례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리플릿
[대전시청] 결산보고서 
[특수교육원] 교과서

2019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 상담 활동지
[서울하수도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안내 브로슈어
[UN난민기구] 후원안내서 
[이니텍] 브로슈어 2종
[신한은행] 금융생활 보고서
[커피매거진] 커피바리스타 계간지_봄호
[아산나눔재단] MARU180 5주년 성과지표 자료집
[아우리] 이벤트 페이지 디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엠블럼
[궁능유적본부] PPT 
[금성출판사] 도록 및 평전 표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포럼 홍보물
[서울연구원]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보고서

2020 [플랫폼 플레이스] 룩북 
[해양수산부] 신고포상금 포스터, 리플릿
[강북구치매안심센터] 홍보 리플릿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차보고서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리플릿
[한국해양학위원회] 60주년 자료집
[서울연구원] 한 눈에 보는 서울 2020
[서울연구원] 2024 서울행복플랜 표지
[아우리] 이벤트 페이지 디자인

2021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브로슈어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서울가족학교 리플렛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리플렛 
[유네스코] 평화열전 쓰기 공모전 포스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도전! 꼬마농부
[청양군청] 2020 알기쉬운 청양군 살림살이



서울서베이는 서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도시지표 체계입니다. 
일 년간의 수집된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그래픽과 그래프로 엮어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국문과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
한 눈에 보는 서울 
2017
165 X 250  |  118 페이지  |   양장제본



영문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7년 무술년 
개띠해를 맞이해서 〈공존과 동행, 개〉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인간의 오랜 
친구인 개를 주제한 이 전시를,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공존해 살아가고 
있는 개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포스터와 
홍보물로 디자인했습니다. 리플릿은 
팝업 형식으로 전시해서 사용할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띠전 홍보물 
포스터  |  리플릿







오경기라는 화자를 통해 천년의 경기 
역사를 살펴보는 형식의 도록을 
디자인했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오!경기의 천년여행〉 

도록
215 X 280  |  160페이지  |  무선제본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발간한 
100회의 서울인포그래픽스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2〉를 
발간했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컨텐츠를 
인포그래픽과 데이터로 디자인했습니다. 

 

서울연구원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2〉

220 X 280  |  228페이지  |  양장제본







100만 커피 바리스타의 권리와 의무,
능력 성장, 자기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사)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에서 발간하는
비영리 전문 매거진입니다.

 

(사)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COFFEE BARISTA 
매거진
205 X 275  |  64페이지  |  무선제본







국립과천과학관
교육안내 가이드
150X 210  |  30페이지  |  무선제본





10개 조합의 공동사업 성공기를 책의 
형태로 엮어 낸 사례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함께가는 길, 

함께 만드는 미래〉
150 X 225  |  118페이지  |  무선제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 라이브러리 
사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 안내 
가이드를 디자인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LIBRARY GUIDE
148 X 210  |  4단 리플릿 





50+세대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플랜을 
계획하기 위한 상담 메뉴얼북을 
디자인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상담 메뉴얼북
210 X 297  |  22페이지  |  단면출력





서울하수도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도를 테마로 한 과학관으로써 
하수도의 역사와 과학을 알리고자 
2017년 개관하였습니다.
하수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깨끗하고 대중적인 이미지의 2019년 
프로그램 안내서를 디자인했습니다.

서울하수도과학관
2019년 
교육프로그램 안내
148 X 210  |  십자접지 리플릿







UN난민기구 후원을 시작한 
후원자들을 위한 웰컴팩 후원 안내서를 
디자인했습니다.

UN난민기구
후원안내서
190 X 248  |  20페이지  |  무선제본





아산나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MARU180이 5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성과지표를 한곳에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MARU180의 
5년간의 기록과 MARU180을 경험한 
청년 창업가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MARU180
5주년기념 성과지표 
자료집
210 X 210  |  88페이지  |  무선제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리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디자인
1600 X 190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리
뉴스레터 신청 리플릿

 
110 X 260



포스터, 초청장,자료집, 배너, 현수막 등
행사전반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메인 비주얼은 서울시를 표현한 
그래픽으로 서울 25개 지역의 지형적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다양한 그래픽들이 서로 퍼져나가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2019 시니어일자리포럼
포스터 420 X 594
초청장 190 X 260
배너 600 X 1800
자료집 297 X 210  |  178페이지  |  무선제본













서울시는 시 정책성과를 시민의 행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행복지표 마련해, 시민 체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형 행복지표를 구축하였습니다. 10가지 행복 지표를 기준으로 이 시대,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표지는 서울의 지도를 배경으로 10가지 
지표를 아이콘으로 시각화하여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단행본의 형식과 내용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내지는 10가지 지표를 다른 컬러로 구성하여 변별력을 높였으며 다양한 그래픽과 그래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울연구원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170 X 260  |  98페이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셀렉트숍, 플랫폼 플레이스의 2020년 스프링-썸머 룩북을 디자인했습니다.
두 남녀의 하루를 담은 컨셉의 룩북을 다양한 컬러와 경쾌한 레이아웃으로 표현했습니다.

 

PLATFORM PLACE
플랫폼플레이스 저널 2020 SS
263 X 385  |  16페이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수산자원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아이콘을 통해 포스터의 주제를 밀도있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고포상금 포스터, 리플릿 
530 X 760
A4 3단 리플릿







강북구치매안심센터
8단 리플릿
100 X 210  |  8단 리플릿

지혜로운 노년을 함께하는 
강북구치매안심센터에서 리플릿을 
디자인했습니다. 표지는 다양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며, 친근하고 
친밀하고 밝은 이미지와 레아이웃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AR
210 X 270  |  142페이지  |  무선제본

연차보고서로서의 신뢰감을 주기위해 
네이비와 금별색으로 조합하였고,
ART=ARKO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타이포그래피 표지입니다.
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기쉽고 
변별력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리플릿
500 X 210  |  5단 리플릿

문화재돌봄사업의 엠블럼을 이용하여
디자인된 리플릿입니다. 
다양한 문화재를 라인 그래픽으로 
보여주며 푸른색 문을 열어 리플릿을 볼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한국해양학위원회
60주년 자료집
152 X 225  |  162페이지  |  양장제본

국내 해양학 관련 정책 수립과 정보 
공유에 힘쓰고 있는 한국해양학위원회의 
60주년 기념 자료집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표지는 한국해양학위원회가 걸어온 
60년의 숫자를 타이포그래피로 풀어낸 
디자인입니다. 연구하고 조사하는 
활동들을 타이포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았습니다.







서울연구원
한 눈에 보는 서울 2020
152 X 225  |  162페이지  |  양장제본

2015, 2017년에 이어 2020년 
〈한 눈에 보는 서울〉을 세번째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이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고민하다 ‘서울’이라는 
타이포를 가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공간 안에 다양한 생활 형태를 
보여주는 캐릭터들을 통해 〈한 눈에 보는 
서울〉이 보여주는 메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내지는 기존의 방향대로 그래픽과 
그래프들을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국문은 그린컬러, 영문은 블루컬러를 메인 
컬러로 설정해 변별력을 주었습니다.



영문판







서울연구원
2024 서울행복플랜
표지디자인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브로슈어
220 X 280  |  42페이지  |  무선제본

공익과 법률을 상징하는 곧게 뻗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서로 직조되어 
LAW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규칙적이며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공익법률센터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서울가족학교 리플렛
150 X 210  |  12페이지

서울가족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그래픽들이 자연스러운 
스토링텔링이 되어 전면에 보여주는 
컨셉의 리플렛입니다.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리플렛 
210 X 297  |  3단 리플렛

1인가구를 형상화 하는 집 라인그래픽을 
메인으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플렛입니다.





유네스코
평화열전 쓰기 공모전 포스터
210 X 297

유네스코에서 개최하는 ‘평화 열전 쓰기 
공모전’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다양한 평화의 
이미지를 서정적인 느낌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타이틀을 세로로 배치해서 
주목성을 높였습니다.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도전! 꼬마농부
182 X 257

아이들의 식생활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가이드북을 디자인했습니다. 표지는 
컷아웃을 이용하여 다양한 과일, 채소를 
오브제로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컬러는 원색적이고 경쾌한 톤을 
사용했습니다.  내지는 내용을 도와주는 
다양한 캐릭터들로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청양군청
2020 알기쉬운 청양군 살림살이
210 X 297

네이비와 엘로우 컬러만 사용하여 
심플하고 명확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청양군의 살림내용을 다양한 그래픽으로 
표현하였고 최대한 단순하면서 알기쉽게 
디자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www.credo-design.com bambor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