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직위

전공분야

연구실

전화

이메일

학력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1980-1981 영국 Saint Martin’s School of Art 대학원 졸업

1981 영국 British Film Institute Summer School  수료 

1981-1982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s’ College 대학원 졸업

경력 1982-1984 KBS 보도본부 특집국 프로듀서

1985-1991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사진예술학과 교수

백명진 白 明 鎭  Baek, Myung-Jin

교수,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Visual Design) 

시각, 영상디자인 전공

49-206

02-880-7520

bmj@snu.ac.kr 

1989-1991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장

1991-1993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2000.3.-2001.2.  영국 Kingston 대학교 초빙교수

2002-200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장

2006-200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장

1994- 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연구실적 1982    KBS 특집 월요기획 ‘ 컴퓨터가 세상을 바꾼다 “ 기획 제작

1983     KBS 특집 ‘ 알빈 토플러 와의 대화 ’ 기획제작

1988   서울 올림픽대회 홍보 다큐멘타리 ‘ Seoul's Festival for Mankind' 제작

1989    제 17회 밀라노트리엔날레 서울시관 멀티쇼 ‘서울,서울사람’ 제작

1993   대전 엑스포 한국통신관 멀티비전 ‘ 인간, 정보 통신의 융합 ’ 제작

1996    서울대학교 홍보 비디오 ‘겨레와 함께 미래로 ’ 제작

1997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CD Rom 제작

1999    한국토목학회 CI제작

1999   한국도시설계학회 CI 제작

2000    제 11회 세계식품과학기술대회 이벤트 아이덴티티 제작

2001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CI

2001    ADC ( Asia Design Conference) 2001 이벤트 아이덴티티 디자인

2002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작물유전체 기능연구 사업단 아이덴티티 디자인

2002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UI 제작



연구실적 200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CI 디자인

2004     한국식품과학학회 / KosFost CI디자인

2004    서울대학교 학생 기숙사 관악사 CI 디자인

2004    분당 SK 인텔리지 주상 복합 상가 사인시스템 및 색채 환경 계획

2004   대한 건축학회 학회지 표지 디자인

2004    국제학술대회 ‘ The Power of Motion Graphics ’ 포스터 제작

2004   서울대학교 역사 연구소 아이덴티티 디자인

200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표지 디자인

2004   서울시 야간경관 조명 디자인 기술 자문/ 이온디자인

2005    서울시 청계천 복원을 위한 문화의 벽 도자벽화 ‘ 기억의 저편 ’ 제작

2005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디자인

2005    서울대학교 중앙전산원 개원 30주년 기념 Event Identity 제작

2005   Photo Image ' Mind Scope ‘ 3 mins, Color, Video ' 제작

20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작

2005   서울대학교 CAB ‘맑은 손맛’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2005    한국국악학회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작

200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 100주년 기념 이벤트 디자인

2005    Seojin IMC Identity Design

2006   2006 Pan Pacific Conference

   Advances in Pulp and Paper Sciences & Technologies 이벤트디자인

2006   한국산림과학교육 10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이벤트디자인

2006    서울대학교 통계 다이어그램 ‘About Us ' 기획 제작

2006   서울대학교 미술관 아이덴티티디자인

2006    서울대학교 CAB 학술대회 포스터디자인

2006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디자인

2006    헤븐랜드 골프클럽 아이덴티티디자인

2006   한국증권학회 학회지 디자인

2006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공식 포스터 디자인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원 현상설계 공모 포스터 제작

2007    LG AD 옥외광고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안

2008   한국 금융학회 학회지 디자인

2008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HumEc CI 디자인

2008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SNU Law CI디자인

2008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SNU Law 뉴스레터 <정의의 종>, 법학대학원요람 디자인

2008   전국농학계 대학장 협의회 CI 디자인

2008    목촌법률상 엠블렘디자인

2008   미실란 (주) CI 디자인

2008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추계 학술대회 포스터디자인

2008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토론회 ‘ 수변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 포스터디자인

2008    국제개발협력학회 KAIDEC CI 디자인

2008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CI 디자인

2008    서울대학교 CAB 학술대회 포스터 및 학회지 디자인



연구실적 200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곰팡이연구소 CEFP CI 디자인

200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CI 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CI 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Asia Center CI 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Haedong Japan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CI 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 표지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CI 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 디자인

2009   구미컨트리컬럽 CI 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이 보배! 쌀사랑’산학연관 심포지움 포스터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엠블렘 및 슬로건 제작

2009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개교 40주년 기념 공식 포스터 2종 제작

2009   서울대학교 홋카이도 대학 공동 심포지움 ‘Forest Policies and Carbon Market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포스터 및 초청장 디자인

2009    한국도시설계학회 국제 심포지움 ‘Urban Design Asia 2009 Urban Sustainability 

in Asia' 포스터 및 이벤트 디자인

200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포스터디자인

2009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국가상징거리 명칭공모’ 홍보 포스터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농업생물 신소재연구소 학술대회 ‘ Nitrogen Catsabolism ' 포스터디자인

2009    안동시 농업 기술센터 세계콩전승과학관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관 CI 디자인

2009   ‘2010년 서울대학교 카렌다’ 디자인   

2009   서울대학교 CAB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심포지움 포스터 디자인

2009    서울시 국가상징거리조성 종합계획 학술/디자인 부분 연구

2010   도시설계학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도심재생 정책세미나’ 프로그램 디자인

2010    도시설계학회 창립 10주년 앰블렘 디자인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웹사이트디자인

2010    서울대학교 영상백서 2010년판 제작

2010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브로슈어 디자인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홈페이지 디자인

2010   한국국토도시학회 춘.추계학술대회 포스터 ,학술지 표지디자인

2010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 auri 심포지움 포스터 디자인

-현행제도 안에서 우리 공동 주택 디자인 혁신은 가능한가

-위기의 건축시장 기회의 산업으로

-호화청사,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10주년 기념 포스터디자인

2010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브로슈어 디자인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심포지움 포스터 디자인

-도시설계 학회 10년, 도약 20년, 분야 30년 심포지움

-서울 국제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시재생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보전 및 재생을 위한 심포지움



연구실적 2010   서울대학교 캘린더디자인 2011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캘린더 디자인 2011

2010   서울대학교 Vision & Change 브로셔디자인

2010    경상북도 종가 문장디자인 12종 개발

2010   네이버 N Drive I Pad 용 UI System 개발연구

2010    한국 도시설계학회 주관 포스터 ‘4대문안역사문화도시재생을 위한 심포지움’외 3종

2010   서울대 기숙사 글로벌하우스 사인시스템 디자인

2010    결제전산원 CI 디자인

2011   경상북도 문장디자인 40종 개발

2011    국토해양부 사대강사업 EI( Environmental Identity Design )

2011   국방부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사립학교 한민고등학교 아이덴티티 디자인

2011    서울대학교 평창 첨단 바이오 연구단지 아이덴티티 디자인

2011   제 1회 AURI 건축도시포럼 초청장 및 포스터 디자인

2011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정책포럼” 브로슈어 및 포스터 디자인

2011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정책포럼” 브로슈어 및 포스터 디자인

2012    한국식물병리학회 컨퍼런스 포스터디자인

2012   도시설계학회 춘계,추계 포스터디자인

2012    한국도시설계사 단행본 표지디자인

2012   AAACU 포스터디자인

   2012   AFoCO CI

2012    산림청 식목일 기념포스터디자인

20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요행사 PR media 제작

2012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지 표지디자인

2013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추계학술대회 포스터디자인

2013    경북종가 명품화사업 디자인 및 30종가 문장디자인

2013   목재문화진흥회 CI 및 인증마크디자인

2013    대구시 아양기찻길 재생 환경디자인 및 CI제작

201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CI 디자인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학회지 디자인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디자인

2014    아양기찻길 독일 Red dot Award 수상

2014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 포스터 디자인

2014    IDCC국제학술대회 ‘Design Beyond Image’총괄기획

2014   국학진흥원 주최 종가 포럼 학술대회 ‘종가,위상을 위한 창조적 선택’

2014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I 제작

2015   경북종가 문장 인장 디자인 20종 개발

2015    산림청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이벤트 엠블렘 디자인

2015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 포스터 디자인

사회경력 1988   서울올림픽대회 개폐회식 자문위원

1993    대전엑스포 홍보위원회 자문위원

1995   공보처 해외홍보영상물 제작 자문위원



1997   산업자원부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선정 심사위원

1997    97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애니메이션 공모전 예선 심사위원

1999   대종상영화제 심사위원

1999    제 3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

1999   서울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

2000    문화관광부 ‘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 영상부문 위원

2001    문화관광부 Culture Identity 영상물 제작 자문위원

2001    월드컵대회 문화행사 자문위원

2002    서울시 ‘ 미디어시티 서울 2002 ’ 전시운영 자문위원

2002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 전시전문위원회 위원

2003   한국은행 홍보영상물 제작 자문위원

2003    서울시 청계천 교량아이디어 국제현상공모 심사위원

2004    서울시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2005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엠블렘 심사위원

2005   한국능률협회 마케팅.디자인 부문 심사위원

2005     서울시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

2005   경찰청 창경 60주년 엠블렘 선정 심사위원

2008     SONY Korea 대학생광고대상 심사위원장

2009    대구시 동구청 아양철교 디자인 심사위원장

   2009    서울대학교 병원 홍보 자문위원

2009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디자인 자문위원

2009    ‘2014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자문위원’

2009     서울대학교 발전 공로상 선정위원

2009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 GI 자문심사위원

2009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개발 디자인 자문위원

2009    소니코리아 대학생광고대상 심사위원장

2009     서울시 국가상징거리조성 종합계획 학술/디자인 연구위원

2010   경상북도 종가 문장·인장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 책임연구원

201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사회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