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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nd Profile

권건하

1984 2.28

Mobile 010-2977-2688

Email zkfwkfn44@hanmail.net 

Add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길 87 동광빌라 A 301

학위 

2007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서양화) 졸업   

2002 명덕여고 졸업

특이사항

2015 정부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I)

사용가능 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페인터

수강 

2015 3.9 ~ 7.3  그린컴퓨터아카데미 국가직무표준(NCS)과정 

2014 4.7 ~ 6.17  입필디지털일러스트 단과과정    

2012 ~ 2013  서울북인스티튜트 출판인전문인력양성과정

경력

2013 ~ 2015  편집디자인 프리랜서     

2013 2.28  서울북인스티튜트 교육 발표회 

2008 4.7 ~ 20  개인전 <Contemplation>   

2006 11.7 ~ 13  숙명여대 회화과 21회 졸업전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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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lation Identity Design Menual 

마크형 로고의 조형적 특징

조합형 로고의 조형적 특징

(주) 호원식품

2012년 강원도 속초 대포농공단지에 위치한 김치, 

소머리 곰탕, 편육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기업 특징

• 2002년 신설된 기업으로 자연친화적 식품을 생산

함

• 위생적인 생산시설, 가정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물

량 공급이 가능한 루트를 확보한 중소기업

생산 제품

김치, 소미러 곰탕(OEM), 소머리 편육 등

주요 공급처

학교, 식당, 가정

CI 제작시기

2012년 4 ~ 6월

<디자인 목표>

• HOWON의 첫 글자 'H'를 상징으로 사용

• 자연주의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느낌

<컨셉 : '자연' '청정' '친근'>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청정'한 생산 

시설을 거쳐 가정의 식탁까지 만든 '친근'한 엄마의 

손맛

<작업 과정>

회사 내 사람들의 의견 취합 ▷ 1차 시안 디자인 

개발 ▷ 1차 투표로 3가지 시안 도출  ▷ 1차 시안 

디자인 개발 ▷ 2차 투표로 최종 마크형 로고 디자

인 결정

<디자인 참여도> 

약 80%. 1차 디자인 시안 개발부터 최종 마크형 로

고까지 작업

최소 크기규정

그리드 및 공간규정

• 흰색 바탕에 흰색 로고 사용 금지

• 종이나 배경이 기본 로고 색상과 명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 특수인쇄나 흰색 로고로 사용 

• K = 0 의 배경 사용시 백색로고 사용

• 흑백 인쇄시 K = 54 ~ 100 사이로 명도 조절을 하여 로고의 명시성을 살릴것 

CMYK 인쇄

C = 83

M = 14

Y = 76

K = 3

RGB 웹

R = 79

G = 136

B = 96

흑백

K = 54 ~ 100

특수인쇄

Gold 

: PANTONE 8644 C 2

Silver 

: PANTONE 8340 C 2

1. CI 디자인

(주) 호원식품 

HOWON FOOD Corporate Identity Design

도톰한 Berlin Sans FB Demi Bold 서체를 사용하여 원거리 가시성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조합형 로고는 

매체 표현시 마크와 글씨를 함께 조합하여 적용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연주의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전달 하기 위

해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손으로 그린듯한 획 

H 이니셜로 자연주의적인 식품회사를 상징하였습니

다. 녹색 로고를 기본으로 하되 바탕이 어두워 명시

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흰색 로고를 사용합니다.

색상규정

색상 금지규정

16 unit

16 unit

3.5 unit

3.5 unit

3.5 unit

44 unit

15 unit

3 unit

3 unit

3 unit

46.5 unit

16 unit

3.5 unit

3.5 unit

3 unit

7mm 7mm

6 mm



Cooperlation Identity Design Menual 

마크형 로고의 조형적 특징 글씨형 로고의 조형적 특징

(주) 트립티

커피 판매를 통해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

민들의 재활을 돕고, 공정무역을 통해 3세계 취약

계층에게 점차적인 지속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

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9년 선립 된 소기업체

주요 활동

• 국내 이주민산재쉼터 운영 지원

• 무역 커피 관련 공익사업 및 해외사업

• 사회취약계층 바리스타 교육 및 창업 컨설팅  

• 국내외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주 수입처 및 사회활동 지역

네팔, 동티모르, 멕시코, 베트남, 치앙마이 등지

주요 취급 물품            

공정무역 생두, 원두, 더치커피, 잎, 티백 이외의 기

타 공정무역 제품 

<기존 트립티 CI 로고>

<디자인 목표> 

• 단순 커피 판매를 넘어 국내외 일자리 창출과 사

회적 이주문화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 상징

• 공정무역 기업으로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상

징적 일러스트 사용

•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브

랜드로 변화

<컨셉 : '공정' '상생' '행복'>

양 옆의 무게가 공평한 상태의 천칭을 모티브로 하

여 제품의 품질과 제작 과정의 '공정함'을 지키고, 

커피 수입국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나누

어 서로 살 수 있는 '상생'을 추구하여 커피를 만드

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사람 모두의 '행복'을 느

끼게 하는 브랜드

최소 크기규정

그리드 및 공간규정

• 마크타입 로고와 글씨타입 로고의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경우 금지

• 종이나 배경이 기본 로고 색상과 명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 특수인쇄나 백색 음화로 사용 

• K=0의 배경 사용시 특수인쇄나 백색음화 사용

• 흑백 인쇄시 K = 60~100 사이로 명도 조절을 하여 로고의 명시성을 살릴것 

앰블램

36 unit3 unit 3 unit

7 unit

2 unit

2 unit

24 unit

18 unit

18 unit

3.5 unit

2.5 unit

2 unit

3 unit

36 unit3 unit 3 unit

7 unit

2 unit

2 unit

CMYK 인쇄

C = 0

M = 83

Y = 92

K = 47

RGB 웹

R = 115

G = 49

B = 28

별색

PANTONE P 42－8 U

흑백

K = 60 ~ 100

특수인쇄

Gold : PANTONE 871 C

Silver : PANTONE 877 C

5mm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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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 리디자인

(주) 트립티 

TRIPTI Fair Trade Coffee & Leaf Tea Corporate Identity

로고타입은 Bell MT 서체를 기본으로 완성 하였습니

다. 굵은 세로획에 비해 가로방향의 세리프가 얇아 

마크형 로고와 잘 어울리는 조형성을 고려하였습니

다.

커피 원산지인 네팔, 동티모르, 멕시코의 단순하지만 

화려한 무늬와 색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크형 로고

는 매체 표현시 글씨타입 마크와 함께 조합하여 적

용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색상규정

색상 금지규정



인쇄 홍보물
Publicity Booklet Design



▶ 연극

▶ 포스터 / 리플렛 / 티켓 / 베너 / 현수막 / SNS

▶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페인터 

20년만에 만난 장애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장 이야기 입니다. 

작품을 의뢰한 극단의 실제 배우들의 얼굴을 촬

영하여 작업 소스를 만들고 페인터로 일러스트를 

그린 후 포토샵과 인디자인을 사용하여 이미지 

보정과 타이포그라피를 구현하였습니다.

1. 연극 <너는 나다>

Publicity Booklet Design



인터파크

페이스북

대학로 문화게시판

Publicity Booklet Design



▶ 연극경연대회

▶ 포스터 / 초대장 / 티켓 / 

 베너 / 현수막

▶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페인터

10분 연극 경연대회 홍보물 입

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갈고 닦

은 솜씨를 10분의 짧은 시간 

안에 무대의 정상에서 보여주

는 모습을 표현 하였습니다. 

포토샵에서 종이 이미지를 사

용하여 이미지 소스들을 만들

고 인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구성하였습니다.

2. 연극경연대회 <10분의 열정>

Publicity Booklet Design



서울아트마켓 부스

Publicity Booklet Design



▶ 연극 축제

▶ 포스터 / 초대장 / 티켓 / 베너 / 현수막

▶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페인터

제2회 에이블연극축제 홍보물 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한 장애인들의 연극축제를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캐릭터를 만들고 얼굴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페인터로 캐릭터와 캘리그라피를 그리고 포토샵에서 색감 조정 후 인디자인에서 레이아

웃을 작업하였습니다. 

3. 제 2회 서울 에이블 연극축제

Publicity Booklet Design



포스터 B컷

Publicity Booklet Design



4. 인천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AS 센터

▶ 공공기관

▶ 리플렛

▶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페인터

인천광역시 복지관 산하에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AS 센터 소개 리플렛 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휴대하기 쉽도록 세로 사이즈를 작게 하였습니다. 스케치로 구도를 잡고 포토샵에

서 캐릭터들을 그려낸 뒤 인디자인에서 레이아웃과 타이포 작업을 하였습니다.   

Publicity Booklet Design



5. 기타

◀ 포스터, 리플렛 _ 장애인아카데미 모집 

▶ 명함 _ (주) 호원식품

▼ 명함 _ 매직홀릭

Publicity Booklet Design



책 표지 디자인
Book Cover Design



 

인체 Ⅰ,Ⅱ

스티븐 파커 

사이언스 북스 (255X309mm)

1. 표지 리디자인

Book Cover Design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장 폴 사르트르 

이학사 (140X210mm)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예담 (132x195mm)

Book Cover Design



불합격을 피하는 법

최규호 

법률저널 (150x244mm)

점자는 내친구

임안수

대구대학교출판부 (195x274mm)

Book Cover Design



 

2. 본문 리디자인

◀ 책 본문 _ 도리언그레이의 초상

▶ 책 본문 _ 기타

Book Cover Design



일러스트
Illustration



Illustration

1. 일러스트 



Illustration

2. 공모전 제출작, 외주



Illustration

3. 단행본 및 기타

단행본 <우리 민속의 유래>(2014. 도서출판 BMK)

장애인문화예술극회휠 캐릭터 '휘리'



Illustration

4. 어린이 동물 일러스트



저의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토폴리오의 내용은 모두 본인이 만들었음을 증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