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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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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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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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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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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책들 로고의 의미

기존에	로고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책을	상징하는	사각형에	'한글'	컨셉을	추가하여	로고를	리뉴얼했습니다.	
자음	ㅇ,	ㄹ,	ㅊ,	ㄷ	이	정사각형	구도로	자리잡고	그	한가운데	붉은색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열린책들'이	연결고리	
역할을하여	저자가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생명을	가지진다는	의미를	형상화	한	것	입니다.	전제적인	그리드를	정사각

형으로	유지하여	바르고	올곧은	회사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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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한 로고를 이용해 패키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내에서 쓰는 
서류, 파일, 노트, 명함 등을 로고에 
들어간 붉은 색을 메인으로 블랙과 
화이트를 조합하여 디자인 했습니다. 
블랙 배경에서 로고는 가운데 박스를 
붉은색으로 넣고, 붉은색 배경에서는 
블랙 박스를 넣음으로 두가지 로고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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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이용해 파주 출판단지 메인을 장식
하는 간판을 디자인 해보았습니다. 철로 된 
표면에 음각으로 로고를 파내어 그 안에 색
을 넣어서 로고를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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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책들이 출판사인 만큼 책에도 로고를 
넣어 보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책등에 아
래쪽에 박스안에 로고를 넣었고, 아래쪽 사
진은 커버가 두꺼운 책에서 로고 사용을 예
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각으로 로고를 
넣어 볼륨감을 주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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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디자인

열린책들 세계문학 어플을 리뉴얼 해보았
습니다. 각각의 박스는 터치했을 때 페이지 
이동이 됩니다. 건물 전경 사진을 누르면 
회사 소개, 오는 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
고, 전시장 사진을 누르면 미메시스 아트뮤
지엄 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이어지는 페이
지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들을 넣어 디자인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용이 많은 메뉴를 
두 부류로 나누어 사진들 속에서 눈에 띄면
서도 어울리는 색으로 디자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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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디자인

'키워드' 를 모티브로 홈페이지를 디자인 했
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상단에 정리된 박
스 안에 메뉴들을 넣었다면, 리뉴얼된 홈페
이지는 상단 메뉴가 자유롭게 흐트러져 있
습니다. 그중에서도 메인이 되는 메뉴들은 
색과 글씨 크기로 가독성을 높여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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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디자인

<한정판매 배너>
베르나르의 책 내용에 
어울리는 배경을 사용
하여 디자인했습니다. 

<기자단 배너>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
자단을 영화 어벤져스
의 영웅으로 비유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디자인 했습니다.

<지식 배너>
책 읽기를 권장하며 출
판사를 광고하는 배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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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에 들어간 ㅇ, ㄹ, ㅊ, ㄷ 을 이용해 리
플렛을 디자인 했습니다. 컬러역시 로고에 
들어간 붉은 색화 흰색을 썼고 어울리는 회
색을 조합해 전통적이고 역사깊은 열린책들
의 이미지를 표현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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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 디자인

로고에 들어간 ㅇ, ㄹ, ㅊ, ㄷ 을 이용해 
리플렛을 디자인 했습니다. 이 전 페이지 
리플렛은 성인 독자층을 위한 디자인이
라면 이 리플렛은 별천지 독자층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아이들을 겨냥해 밝은색과 
간단한 일러스트 요소로 재미를 주었습니
다.  



티 몬

티몬 상품프리뷰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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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메인 홈페이지와  상품 설명 페
이지를 리뉴얼 해보았습니다. 올리브영 로
고에 사용된 라이트 그린을 메인 컬러로 
양쪽 사이드에 넣어 산뜻한 이미지를 주는 
올리브영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향수 상품 
소개 페이지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켜주는 매체로 핑크로즈를 선택해 디자
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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