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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1.26
010-4013-8604

q12qt@hanmail.net

   ducatIon
2015.03-2015.07 NCS시각디자인 수료

2005.03-2010.02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졸업

2002.03-2005.02 서일고등학교 졸업

   xPerIence
2013.06-2015.02 The PriNSToN review korea 

                         hrD 사업기획 관리 및 홍보마케팅

2010.01-2012.04 대전 시사영어학원  홍보마케팅&디자인

   IcenSe
2015.05 GTQ 포토샵 1급

   kIllS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기타(엑셀,PPT,워드,한글 등)

소연  
尹昭然윤

e

e

S

l



Beyond your
ImaginationPortfolio

YoonSoyeon
Beyond

SoyeonYoon

01
02
03
04
05

ontentS

agabang bI 
deSIgn Project

School
deSIgn Project

other Short 
deSIgnS 

SISa academY 
deSIgn Project

church 
deSIgn Project

c



Beyond your
ImaginationPortfolio

YoonSoyeon
Beyond

SoyeonYoon

01gabang
project

deSIgn

a
bI



Beyond
ImaginationSoyeon

Yoon

기존의 아가방 로고의 친근한 브랜드이미

지를 유지하면서 세련된 스타일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곡선으로 연결되어 흐르도록 표현

하였습니다. 제일 앞 a에 아기의 웃는 얼굴

을 표현하고 녹색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순

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였습

니다.  

coLor
           C=45 M=11 Y=94 K=0

           C=67 M=59 Y=56 K=6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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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의 로고가 돋보일 수 있도록 심플한 

문자간판과 로고를 응용하여 디자인한 도

어스티커로 매장을 구성하였습니다.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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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과 뒷면 각각 2가지 버전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2가지 버전의 디자인을 유연

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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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아가방 브랜드캐릭터를 아기를 지

켜주는 '아기요정 삼총사'로 새롭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엄마가 바라

고 지켜주고 싶은 아기의 세가지 '건강, 사

랑, 미소'를  상징하며 파스켈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

습니다.

coLor
           C=31 M=2 Y=58 K=0

           C=18 M=0 Y=48 K=0

           C=0 M=38 Y=27 K=0

           C=0 M=23 Y=15 K=0

           C=2 M=1 Y=55 K=0

           C=0 M=5 Y=30 K=0

           C=3 M=10 Y=10 K=0

SKetcH

brand
character

강이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요정입니다. 음악을 좋아
해서 악기 연주를 즐기고 활발한 성격으로 주변을 
즐겁게 합니다.

소이
아기가 언제나 밝은 햇살처럼 미소지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요정입니다. 별낚시를 하여 아기의 꿈에 
선물합니다.

랑이
아기가 항상 사랑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요정입니다. 인형을 좋아해서 항상 인형과 함께다
닙니다. 



Beyond
ImaginationSoyeon

Yoon

브랜드 캐릭터와 로고를 사용하여 아가방 

제품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패턴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아기제품에 어울리는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표현하

였습니다.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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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사용하여 아가방의 새로운 오가닉 

상품라인을 고안해보았습니다. 디자인한 

제품은 물티슈와 목욕용품이기 때문에 패

턴으로 아기제품다운 귀여움과 사랑스러

운 이미지를 주는 동시에 녹색을 사용하여 

건강함과 깨끗한  이미지를 함께  담았습

니다.

Patter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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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 라인으로 디자인한 물티슈와 목욕

용품 프로모션을 컨셉으로 베이비페어에

서 사용할 수 있는 부스를 디자인하였습니

다. 베이비페어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가

방의 친근하고 깨끗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

어줄 수 있도록  아가방의 브랜드 캐릭터와 

아가방 로고의 그린이미지를 강조하였습

니다.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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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아가방의 로고와 함께 사용하는 시그니처 

무늬입니다. 로고의 모티브가 된 아기캐릭

터와 임산부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아기용품과 브랜드캐릭터인 아기요정삼총

사의 상징캐릭터를  배열하여 구성하였습

니다. 쇼핑백등의 사각프레임에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반원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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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제품

을 선물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브랜드의 가

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제품을 담는 쇼핑

백과 포장박스는 시그니처 무늬에 골드색

상을 더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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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무늬의 골드라인을 사용하여 멤

버십카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펄이 은은

하게 들어간 하얀색 바탕에  골드라인 시

그니처무늬와 로고를 심플하게 적용하여 

' 갖고 싶은' ' 고급스러운' '세련된' '가치있

는' 멤버십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meberShIP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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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의 제품을 소개하는 카달로그로 전

체적으로 이미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큰  이미지컷에 먼저 눈길이 

가고 그 다음 제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도

록 레이아웃을 잡았으며 이미지속의 3가

지색을 이용하여  통일감을 주면서도 포인

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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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아가방 홈페이지의 메뉴바를 재배

치하여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5년 전통 대한민국 최초의 아기 브랜드

라는  점과 아이보리, 그린, 블루계열의 색

상을 사용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아기의 이

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아가방의 믿을 수 

있고 신뢰성있는  브랜드 가치를 홈페이지

에 표현하였습니다.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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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웹배

너를 디자인하였습니다. 탑배너, 팝업창, 

기획전, 이벤트페이지배너 등 각 배너가 알

리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구성하였습니

다.

web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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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로고와 어울리면서 현대 학교의 세

련된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래의 여러가지 시안 

중 국제학교 선생님들의 투표로 제일 위의 

시안이 확정되어 간판으로 제작하였습니

다. 확정된 간판디자인으로 각 강의실 명

패와 층별알림판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coLor
          C=25 M=38 Y=99 K=3  

SIg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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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문 디자인이기 때문에 불투명 시트지

와 문자커팅방식을 염두하여 시안을 잡았

습니다. 국제학교의 이름을 양 옆으로 펼

쳐놓은 것처럼 배치하여 문양처럼 보이도

록 하였고 매일 학생들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학교의 모토를  눈높이에 배치하여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o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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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소개하는 안내게시판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도록 빨간색을 사용하였습

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게시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notI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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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학생들과 학부모 및 외부 안내 브로슈어로 

학교의 이미지와 학생들의 모습을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안내 브

로슈어지만 내용을 많이 넣기 보다는 여백

이 있는  공간구성과 페이지마다 다른 레

이아웃으로 통일감이 있으면서 단조롭지 

않게 구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스텔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학생들의 꿈과 학교의 비전을  표

현하고자 하였습니다.

coLor
           C=35 M=0 Y=8 K=0

           C=14  M=2 Y=42 K=0

           C=18 M=25 Y=11 K=0

           C=0 M=42 Y=23 K=0

           C=9 M=14 Y=40 K=0

           C=27 M=0 Y=30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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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와 세트로 함께 제작된 리플렛입

니다. 브로슈어와 같은 색상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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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board

기존의 보통 교회와는 다르게 교회지만 '

교회의 느낌을 주지않는'  것에 중점을 두

었습니다.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로 모던하

고 심플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래의 여

러가지 시안 중 제일 위의 시안이 선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IMCHURCH

대한예수교장로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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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교회의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

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do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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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담고 있는 '변화' 라는 주제에서  그 변

화를 선택했을 때 '설렘' '기분 좋은 시작' 

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

자인 하였습니다.  

boo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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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재시리즈로 동일한 레이아웃에서 

각각 다른색으로 시리즈물을 표현하였습

니다. 라인일러스트와 먹물을 떨어트린 듯

한 느낌을 주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coLor
           C=19 M=42 Y=4 K=0

           C=6 M=50 Y=20 K=0

           C=41 M=9 Y=28 K=0

           C=5 M=55 Y=57 K=0

           C=0 M=30 Y=100 K=0

SKetcH

boo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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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한 67패턴' 이라는 교재의 핵심을 

'E-G' 로 표현하여 'E-G Book'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67패턴이라는 점을 강조하

여 67숫자로  E-G의 G를 표현하였습니다.

단색의 컬러를 사용하고 글자를 타이포그

래피처럼 표현하여 세련되고 흥미로운 영

어교재의 느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coLor
           C=15 M=95 Y=100 K=0

           C=56  M=0 Y=85 K=0

           C=48 M=16 Y=77 K=0

           C=85 M=53 Y=3 K=0

           C=36 M=53 Y=6 K=0

           C=11 M=15 Y=91 K=0

           C=3 M=53 Y=74 K=0

           C=65 M=71 Y=18 K=0

boo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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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스터디카페를 오픈하면서 전단

지와 쿠폰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에 손그림  느낌의  카페이미

지를 표현하였습니다.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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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문제로 인하여 앙상하게 마른아이의 

모습과 '왜'라는 글자를 강조하여 표지에

서부터 책의 메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

도록  리디자인 하였습니다.

boo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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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는 시간을 모래시계로 표현해보았

습니다. 한 달씩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은 모래시계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을 표

현하여 다음달로 한장씩 넘길 때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들과 지금도 모래시계 속

의 모래와 같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간

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시시키고자 하였

습니다.

달력표지는 모래시계, 시간, 계획, 시작에 

대한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하였고  모래

시계는 일러스트 3D로 만들었으며 그 안

에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래로 된 각 달

의 숫자를 표현하였습니다.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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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기준에 맞추

어 자신이 원하는 것 보다는 사회가 원하

는 모습으로 살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잃어

버린 창의성에 대한 주제로 디자인한 타이

포그래피입니다. creativity로 사람을 형

상화하고 글자마다 각각 다른 여러가지 색

상을 사용함으로 개성과 창의성을 나타

내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스펙으로 불리

는 여러가지 사회 기준을 밧줄로 표현하여 

creativity를 억누르고 있음을 표현하였습

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라는 글자로 

가위를 표현하여 사회에 맞추기보다는 자

신만의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메세지를 담

았습니다.

SKetcH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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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트로라는 컨셉으로 디자인 하였

습니다. 글로벌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지구

과 세계의 유명 건축물을 배치하고 그 옆

에 메트로 지하철이 지구를 감싸듯 앞쪽으

로 달려나오도록 표현하여 진취적이고 세

계적인 이미지의 메트로를 나타내었습니

다. 

SKetcH

metro PoSter



Beyond
ImaginationSoyeon

Yoon

일러스트 3D작업을 통하여 화장품 브

랜드를 구상해보았습니다. 매혹적인 아

름다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의미로 

Captivating Beauty롤 브랜드 이름을 정

하였습니다. 

SKetcH

3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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