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Concept

Creative Concept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MINAG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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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CT ME

EDUCATION

SKILLS

Illustrator

Photoshop

InDesign

Powerpoint

EXPERIENCE

수택고등학교 NCS 시각디자인

2011.02 2015.07

2015.02

ing

건국대글로컬캠퍼스

동화미디어콘텐츠학과

신문방송학과

INTEREST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인문과학대학 학생회 차장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인문과학대학 학생회 정보통신국장
제 4회 방송통신 이용자 콘텐츠 공모전 지면광고 장려상 수상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 부회장
건국 뉴프런티어 18기 (동유럽: 이탈리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캄보디아 봉사활동
충주세계무술 축제 기획부 봉사활동 
경기도 광주 소개 일본위안부역사관 나눔의 집 건립기금 후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업부 봉사활동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자원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장려상 수상
GTQ Photoshop 1급
(주) 롤웍스 키즈매거진 아망 인턴 (8월 ~ 11월)
강남 그린컴퓨터아카데미 NCS 시각(광고편집)디자인 수료

Food
음식Calligraphy

캘리그라피

Photo
사진

010.2564.3027

caje327@naver.com

m_hbear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2-6

동화라는 한 단어는 수많은 세계를 만듭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험에서 만나는 애정과 감동과 성장! 끊이없이 이어나가는 세계.

제가 서있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고 만들겠습니다.19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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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캘리그래피 엽서 제작

4가지 버전
2015
당신의 2015년을 응원합니다
생일축하해요(Happy birth day)
토닥토닥 힘을내요

 

Calligraphy



2014년 캘리그래피 엽서 제작

크리스마스 버젼 및 그 외 작업
사진촬영 및 제작 : 김민화
장소: 조금느린카페(충주), 협재해수욕장(제주도) 





2PIZZASCHOOL





리디자인 의도
저렴한 가격과 품질높은 피자스쿨의 장점은
크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보다 떨어져 좀 더 
피자스쿨을 상징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
한 브랜드로 이끌기 위해 리디자인 함

 C.I. 
피자스쿨을 의미하는 피자모양을 작게 얹히고 
네모 상자로 피자스쿨 단어를 감싸 안정감을 주
어 깔끔한 로고로 제작

PRODUCTS
본래에 없던 유니폼 제작 및 차량 업그레이드

SKETCH

Redesign 
PIZZASCHOOL C.I.

유니폼

색상 BLACK & WHITE

피자스쿨 차량



단면 디자인



NEW Concept

Creative Concept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Creative Concept
: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의도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SKETCH

Picnic products



Creative Concept
피자스쿨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입히고
TAKE-OUT 전문점인 만큼 포장박스를
소비자들이 들기 쉬운 형태로 구성

BOX design

PIZZASCHOOL

PIZZASCHOOL

PIZZ
ASCH

OOL

PIZZ
ASCH

OOL

Sketch



Creative Concept
피자스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피자스쿨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

SIZE
 3단 리플렛 (430*430mm)

Leaflet



PIZZA SCHOOL Poster



Creative Concept
새롭게 변한 피자스쿨의 로고를 알리기 위한 목
적의 문구를 재미있고 간단하게 표현하여 소비
자들이 한 눈에 읽을 수 있도록 제작

SIZE
600*1800mm 

FONT
나눔명조체   

 

X Banner



PIZZA SCHOOL
NEW Web & Ap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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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SHOpPING MALL



NEW Concept

Creative Concept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MINAGOME Web
Design Shopping mall



MINAGOME APP
Design Shopping mall



C.I.
'MINAGOME'은 별명을 디자인화 시켜
MINA의 M을 곰의 뒷머리 새겨 꼬리와 함께
귀여우면서도 눈에 익힐 수 있게 제작

Creative Concept
디자인문구부터 디지털, 취미, 패션잡화 등 직
접 디자인한 제품 및 타 제품을 한 곳에 모은 디
자인 쇼핑몰

MINAGOME



NEW DESIGN

Creative Concept
MINAGOME에서 제작한 수박, 아이스크림, 레
몬, 햄버거 등 일러스트 그림을 가지고 엽서, 편
지지, 핸드폰케이스, 다이어리, 에코백 등을 제
작하여 단독으로 판매할 MINAGOME의 상품  

 





NEW Concept

Creative Concept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POST CARD
LETTER PAPER



NEW Concept

Creative Concept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NEW Concept

Creative Concept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Creative Concept
MINAGOME에서 제품을 사게 될 시 주는 상품
으로 스티커와 핀(배찌)와 포장박스를 제작

Detail shot

MINAGOME
PRODUCTS



4AND 
MANY OTHERS



NEW Concept

Creative Concept

 "우리 피크닉 가자"

TAKE-OUT 전문점이라는 장점을 살려
피크닉 디자인 용품을 구성

멀리 떨어진 산과 바다를 찾는 야외 캠핑이 아닌 
근교에서 즐기는 도심형 캠핑이 인기를 얻고 있
는 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운 피크닉 용품보다 
가까운 공원에 부담없이 피크닉을 다녀올 수 있
는 초점을 맞춤

 

Matro commercial
오늘도 당신은 지키셨습니까?
Illustrator / Photoshop



Typography
MICKEY MOUSE
Illustrator / Photoshop



<끌림> 이병률 지음

겉표지
캘리그래피와 끌림의 내용 중 나오는 고양이에 
대한 짧은 글귀 및 베네치아에서 직접 찍은 고
양이 사진으로 디자인

뒷표지
"하루 한번 힘이 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병률 작가의 글귀를 그림과 함께 디자인

캘리그래피

BOOK COVER



BOOK COVER

<컬러풀> 모리 에토 지음 

겉표지
한 가지 색으로만 보려는 인간의 모습 속 빛을 
나타내 갖가지 색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부여하여 캘리그래피와 함께 디자인

뒷표지
깔끔하게 간단한 책 소개 글 귀를 넣어 디자인

캘리그래피



2016 CALENDAR



Creative Concept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려 
엽서느낌을 주는 컨셉으로 책상 위에 한장씩 꽂
아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줌 

2016 CALENDAR



제 4회 방송통신 이용자 콘텐츠
지면광고 장려상 수상
Photoshop

(주) 한국 필립모리스 흡연에티켓
지면광고 참가
Photoshop



아망은 우리나라 유일 베이비 키즈패션/라이프스타일매거진으로 최대 구독부수를 자랑하며 국내외 신개념 키즈매거진으
로 다양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이 곳에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인턴생활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홍보 및 마케팅, 촬영보조, 에디터까지 아망의 전반적인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AMAGN(키즈매거진) 인턴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