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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프로그램 



 국립현대 미술관 디자인
 National Museum of Mordern and Contemporary Art

로고 디자인 3

브로슈어 디자인 4

홈페이지&모바일 디자인 5

배너 디자인 6

책표지&벽면 디자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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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Main Color1       Sub Color1      Main Color2        
        ff000               b3b9a4            ffda00

 Sub Color2        Main Color3     Main Color2

       b6ef14             0061cd            009e00

*Font Arial / Bold / 72

국립현대 미술관 
LOGO Design    

 National Museum of Mordern and Contemporary Art
의 약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가
독성으로 고려하여, 모던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으로,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으로 구별하여 색
의 변화를 주었음 모던함과 심플함에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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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 미술관 
BROSHURE Design    

 National Museum of Mordern and Contemporary Art
의 약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가
독성으로 고려하여, 모던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으로,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으로 구별하여 색
의 변화를 주었음 모던함과 심플함에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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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 미술관 
HOMEPAGE Design    

 National Museum of Mordern and Contemporary Art
의 약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가
독성으로 고려하여, 모던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으로,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으로 구별하여 색
의 변화를 주었음 모던함과 심플함에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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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 미술관 
BANNER Design    

 National Museum of Mordern and Contemporary Art
의 약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가
독성으로 고려하여, 모던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으로,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으로 구별하여 색
의 변화를 주었음 모던함과 심플함에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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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 미술관 
BOOKCOVER&WALLDesign    
 National Museum of Mordern and Contemporary Art
의 약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가
독성으로 고려하여, 모던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으로, 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으로 구별하여 색
의 변화를 주었음 모던함과 심플함에 주안점을 둠.

 



 올리브영 디자인
 O l i v e Y o u n g

캘린더 디자인  9~10

홈페이지 디자인 11

스티커 디자인 12

배너 디자인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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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CALENDAR Design    

올리브영의 기존 로고를 사용. 그동안 알려진 올리브영의 
브랜드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그
대로 전달. 추가로 올리브영의 자연 친화적인 내면의 건강
함을 표현,  건강과 싱그러움의 상징인 올리브 열매를와 잎
사귀를 통해 모든 고객이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원
하는 철학 내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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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KALENDAR Design    

올리브영의 기존 로고를 사용. 그동안 알려진 올리브영의 
브랜드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그
대로 전달. 추가로 올리브영의 자연 친화적인 내면의 건강
함을 표현,  건강과 싱그러움의 상징인 올리브 열매를와 잎
사귀를 통해 모든 고객이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원
하는 철학 내포하였음.

 



Ps  Ai   Id   

올리브영
 HOMEPAGE Design    

올리브영의 기존 로고를 사용. 그동안 알려진 올리브영의 
브랜드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그
대로 전달. 추가로 올리브영의 자연 친화적인 내면의 건강
함을 표현,  건강과 싱그러움의 상징인 올리브 열매를와 잎
사귀를 통해 모든 고객이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원
하는 철학 내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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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STICKER Design    

올리브영의 기존 로고를 사용. 그동안 알려진 올리브영의 
브랜드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그
대로 전달. 추가로 올리브영의 자연 친화적인 내면의 건강
함을 표현,  건강과 싱그러움의 상징인 올리브 열매를와 잎
사귀를 통해 모든 고객이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원
하는 철학 내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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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BANNER Design    

올리브영의 기존 로고를 활용.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그대

로 전달. 올리브영의 자연 친화적인 내면의 건강함을 추가

하여, 대한민국 no.1 헬스&뷰티 스토어 의 배너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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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BANNER Design    

올리브영의 기존 로고를 활용.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그대

로 전달. 올리브영의 자연 친화적인 내면의 건강함을 추가

하여, 대한민국 no.1 헬스&뷰티 스토어 의 배너를 완성함.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