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패키지는 유기농 재료의 사용을 부각 시키고자
숲으로 배경을 디자인 하였고, 연어, 오리고기, 양고기 등 
주재료가 가지는 이미지를 색으로 다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간식 패키지는 손그림으로 그린것 같은 패키지로 
100% hand grade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료패키지는 유기농 재료의 사용을 부각 시키고자
숲으로 배경을 디자인 하였고, 연어, 오리고기, 양고기 등 
주재료가 가지는 이미지를 색으로 다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간식 패키지는 손그림으로 그린것 같은 패키지로 
100% hand grade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를 갖은 캔들브랜드를 표현

하고자 파스텔톤의 색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브랜드 로고는 플라밍고의 

"밍고" 를 따서 제작하였습니다. 캔들이 가지는 편안한 이미지를 표현하

고자 부드러운 곡선의 필기체로 제작하였습니다.

TYPE 1 은 심플하면서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TYPE 2 

는 플라밍고를 붓으로 그린듯한 느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LOGO SIGNITURE

LOGO + SIGNITURE

TYPE 1 TYPE 2

CI DESIGN



CI APLICATION



CI DESIGN

- 명함 & 쿠폰



3D DESIGN



패키지가 열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스티커를 밍고 브랜드에 어울리게

파스텔톤의 색의 네가지 색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CI DESIGN

- 스티커 & 쇼핑백



WEBPAGE & APP DESIGN



사료패키지는 유기농 재료의 사용을 부각 시키고자
숲으로 배경을 디자인 하였고, 연어, 오리고기, 양고기 등 
주재료가 가지는 이미지를 색으로 다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간식 패키지는 손그림으로 그린것 같은 패키지로 
100% hand grade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WEBPAGE DESIGN



사료패키지는 유기농 재료의 사용을 부각 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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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패키지는 손그림으로 그린것 같은 패키지로 
100% hand grade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APP DESIGN



PATTERN DESIGN

캔들제품 이외에 다양한 생활용품에 적용시킬 

패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 밍고 ' 라는 브랜드

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아기자기하고 여성스

러운면을 부각하고자하였고 

기존 플라밍고 시그니쳐를 캐릭터화 시켰습니

다. 플라밍고 뿐 아니라 왕관과 다양한 색을 지

닌 풀잎을 같이 패턴화하여 시각적으로 심심하

지 않은 패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PATTERN DESIGN



사료패키지는 유기농 재료의 사용을 부각 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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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hand grade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PACKAGE DESIGN

사료패키지는 유기농 재료의 사용을 부각 시키고자 숲으로 배경을 

디자인 하였고, 연어, 오리고기, 양고기 등 주재료가 가지는 이미지를 

색으로 다르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간식 패키지는 손그림으로 그린것 

같은 패키지로 100% hand grade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PACKAGE DESIGN



PACKAGE DESIGN





현대카드 X 슈퍼콘서트
키비쥬얼
현대카드에서 주최하는 슈퍼콘서트 시리즈 중 '폴매카트니' 콘서트 포스터 디자
인과 티켓, 배너, 티켓부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장르가 락이기 때문에 강렬하고 평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소장가치가 
있는 포스터를 만들고자 디자인하였습니다.

KEYVISUAL DESIGN



KEYVISUAL DESIGN





경복궁 사계 리플렛
경복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계절의 모습을 국내 관광객뿐아니라 해외 관
광객들에게 알리고자 경복궁 관광 리플렛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의 테마를 
잡아 리플렛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사계절의 리플렛을 다 모으고 싶은 충
동이 들도록 디자인하고자 하였습니다.

LEAFLET DESIGN



LEAFLET DESIGN



대림미술관 브로슈어
대림미술관의 도심속의 미술관이라는 이미지와 마치 집을 연상케하는 건물이라
는 독특한 요소를 브로슈어에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또한 대림미술관의 젊은 감
각을 표현하고자 YELLOW색상을 중점으로 썼고 심플하지만 대림미술관을 보여
줄 만한 브로슈어를 디자인하였습니다.

BROCHURES DESIGN



BROCHURES DESIGN





기존 북커버 디자인보다 밝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고, 어린아이
가 크레파스로 그린듯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색감을 사용해서 디자인하였고, 글씨도 직접 디자인하였습니다.

BOOKCOVER DESIGN





달력의 주제를 '디저트' 로 구상하여 달마다 어울리는 디저트를 일러스트로 표현
하여 일러스트 느낌이 많이 나타나는 달력을 디자인하였습니다.

CALENDAR DESIGN 1

2016
Happy New Year

with sweet dessert calendal



CALENDAL DESIGN 1



2016 CALENDAR

My RuRu's life
동화책같은 달력을 만들고자 구상하였고, '루루' 라는 강아지를 주요 캐릭터로 삼
아 매달 달라지는 '루루' 의 모습을 디자인하였습니다.

CALENDAL DESIGN 2



CALENDAL DESIGN 2





도로교통안전 포스터
과속을 하면 할수록 속도계의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모습을 통해 과속은 가족들의 
불행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디자인하였습니다.

POSTER DESIGN



POSTER DESIGN

제주도니 홍보 포스터
제주도의 청정지역에서 자란 한국 돼지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자연적인 분위기를 위해 초록색을 주
조색으로 썼으며 한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한지로 배경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 포스터
지하철에서 지켜야하는 주요 에티켓 5가지를 포스티잇에 적어 ' 언제나 
잊지 않고 지키자 ' 라는 의미를 담은 포스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POSTER DESIGN

잊지 말고 기억해요!

모두를 위한
에티켓!!



'문라이즈킹덤' 영화포스터
영화 ' 문라이즈킹덤 ' 의 포스터를 다시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하여 리디자인 하였습니다. 흔히 영화
포스터는 집으로 가져와도 다시 버리게 되어 소장가치가 있어 인테리어 소픔으로도 활용 가능한 영
화포스터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TYPOGRAPHY 



플라밍고 스티커
아트박스, 텐비아텐, 1300K 등과 같은 펜시전문점에서 파는 스티커패키지를 
디자인 하였습니다. 다이어리나 여러 소지품에 붙였을때 독특한 느낌을 주
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STICKER DESIGN



핸드크림 패키지
핸드크림을 바를때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길을 끌만
한 디자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튤립향이 나는 핸드크림으
로 정해 핸드크림의 주 디자인을 튤립이 바람을 날리는 듯한 
디자인으로 해보았습니다.

PACKAGE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