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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은지

나이 : 29

전공 : 사회복지

출생지 : 전주

전화번호 : 010-4651-3188

E-mail : ednamodee@naver.com

Blog : ednamodee.blog.me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취미>

드라이브, 음악듣기, 계획세우기, 

혼자 영화보기, 산책하기, 자기계발서읽기

<특기>

낯선사람과 친해지기, 상담하기

다른사람 옷 골라주기, 요리, 요가

마사지해주기, 낯선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성격>

긍정적, 사교적, 이해심 아주많음, 진취적, 열정적

<좋아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 물건을 구경하는것 

건강식품, 새로운 물건 체험해보는것

운전하기,  그림그리기, 코미디

<싫어하는 것>

공포영화, 할일이 없는 상황, 가만히 앉아있는 것

어색한하고 냉랭한 분위기

<자격증 & 능력>

<경력사항>

워드자격증 1급, 2급 취득

사회복지사2급 취득

운전면허증 취득

토익 800

Photoshop GQT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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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출시된 클로렐라 플레티넘의 
타정된 모양을 본떠 심볼을 형상화함으로써 
대상만이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을 부각시
키고자 하였음. 또한 기존에 웰라이프가 가
지고 있는 로고의 느낌은 갖고 있지만, 더 
깔끔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윤고딕 폰트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웰라이프 로고에서 보
여졌던 원소의 스펙트럼 형상화를 직선의 형
태로 변형시켜 심플함을 더함.
 전반적으로 바른 먹거리만을 연구해온 대상
의 이미지에 맞게 제품들이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심플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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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타입

영문타입

검정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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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신설동  대상빌딩

Tel 02-251-3188

Fax 02-438-5939

Web  http://www.w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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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Wellif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신설동) 대상빌딩

Tel 02-251-3188

Fax 02-438-5939

Web http://www.w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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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신설동  대상빌딩

Tel 02-251-3188

Fax 02-438-5939

Web  http://www.wel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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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클로렐라를 
강조하기 위해 타블렛과 비슷한 색상과 깔
끔한 느낌의 흰색을 주조색으로 활용하여 
심플한 느낌을 강조하였음.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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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클로렐라 타블렛 모양을 중심으로 대상만
의 이미지를 강조하였음.
부드러운 파스텔 색감과 심플함을 강조한 
블랙과 화이트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갖도
록 4가지 종류의 종이백을 디자인했음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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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대상웰라이프의 녹즙제품에서 사용된 재
료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웰라이프만
의 건강하고 즐거운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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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Concept

기존에 있는 뉴케어 프로틴퍼펙트의 디자
인이 제품의 우수성에 비해 떨어진다고 판
단되어 새로 디자인 해보았음. 건강함과 웰
라이프만의 우수한 재료를 강조하는데 초
점을 맞춤

Product Design 1



Concept

대상웰라이프의 녹즙제품에서 사용된 재
료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하여, 건강하고 즐
거운 제품만을 만드는 웰라이프의 의도에 
맞는 진짜 100% 석류즙과 블루베리즙을 
디자인 하였음
일러스트적인 느낌과 색감을 강조하기 위하
여 매쉬로 작업하였음

BI PageProduct Design 2



Other Work

 Bookcover

&Magazine

Typhography
& Collage

Calandar

Poster

& Web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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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graphy

타이포그라피 "라따뚜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중를 소재로 타이포
그라피를 하였음. 주인공인 레미의 표정과 
영화의 소재인 요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요리
재료들과 파리를 배경으로 화려함을 강조함

Typography



Typography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중를 소재로 타이포
그라피를 하였음. 주인공인 레미의 표정과 
영화의 소재인 요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요리
재료들과 파리를 배경으로 화려함을 강조함

Collage 

콜라주 

도로위의 사물들을 김밥재료들로 만들고, 
이 모든 재료들을 아이가 먹으려는 상상. 주
변의 건물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군것질들로 
만들고, 이 모든걸 먹으려는 찰나 누군가가 
물을 부으려는 위험한 상황을 재밌고 화려
하게 포현해보고자 하였음.



Typography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중를 소재로 타이포
그라피를 하였음. 주인공인 레미의 표정과 
영화의 소재인 요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요리
재료들과 파리를 배경으로 화려함을 강조함탁상달력 디자인

평상시 좋아하던 패턴과 첫 이니셜로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하여 심플함을 강조하였음. 매
월 다른 느낌과 다채로운 색상을 조화롭게 
배치하였고, 매달 나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명언들을 함께 배치하여 온전히 나
를 위한 달력을 만들어보았음

Calendar 







Typography

북커버 디자인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이끌리는 책제목을 발
견하고 구매하게 되었음. 지금의 내 상황과
도 비슷하지만, 기존의 책표지 디자인이 아
쉬운 느낌이 들어 다수가 공감갈 수 있는 디
자인으로 재 디자인해보았음

Book Cover







Magazine



Poster 1



Typography

유실물에 관한 메트로 포스터

남자가 여행가방을 두고 내려 난처한 상황을   
표현함으로써 포스터 그림만을 보고도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Poster 2



TypographyWeb Banner

<블로그 스킨> <학원 광고>



Web Banner

<카페스킨>

<앱 심볼1> <앱 심볼2> <앱 심볼3>



캐릭터 디자인

1. 밝고 재미있는 표정의 여자아이를 표현함 

2. 평소 좋아하는 토끼를 감정이 풍부한 귀
여운 토끼로 캐릭터로 만들어 보았음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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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중를 소재로 타이포
그라피를 하였음. 주인공인 레미의 표정과 
영화의 소재인 요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요리
재료들과 파리를 배경으로 화려함을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