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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 CI

고객은 왕이다 라는 뜻에서 M자를 왕관으로 만들었다.

RI 자는 눈에 잘 띄이게 하기 위해 빨간색을 넣어보았고

M자는 왕관답게 노랑색을 넣었다.



Tel.
Fax.
HP.
E-mail.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29*-* *****

032)000-0000
032)000-0000
010)0000-0000
limy*****@naver.com

moon ye lim„fi¿„ ‚†

명함

동그라미로 DESIGNER 자를 강조하였다.

초록색 계열은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색깔이여서
사람들이 볼때 편안함을 느끼도록 녹색(초록)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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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동그라미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끊임없이 회전하
기에 변화를 상징한다 하였다.
체크카드,신용카드도 끊임없이
무늬가 점점 세련되게 바뀌어서 그느낌을 동그
라미로 표현하였다.



라벨

자몽와인을 표현하기 위해
자몽이미지를 넣었다.

타겟은 남여이지만 여성에 더 가깝고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기위해 분홍색 와인을 선
택했다.



CD자켓CD자켓

저 토끼는 제이레빗의 듀엣여
성을 생각하여 그린거며

제이레빗 목소리 자체가 좀 
귀여우며 활발하고 높은톤 이
여서 분위기 자체를 
아기자기 하며 밝게 만들었
다.



영화포스터

코렐라인이란 영화/애니메이션 자체 분
위기가 좀 어두운 편이며 희망적 이라기 
보단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풍자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이여서 배경을 
어둡게 만들었다 . 



공익광고포스터

곰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고있는걸
표현하였다.



북커버



ROSES
DE

Chloe

ROSES
DE

Chloe

전개도 제작과 패키지

타겟은 20대 여성이며
딱 여성적의 이미지로 
분홍색이 어울릴거같아 분홍색 향
수와 분홍빛 상자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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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배너

축제행사배너 기간이 7~8월이라
여름 축제여서 파랑색을 많이 넣어
시원함을 표현하였다.



www.r

oyalgift.co.kr 
 로얄기프트 회사

www.royalgift.co.kr 
 로얄기프트 회사

프로모션

2015년 해가 양의 해라 양이생각
나여 양으로 하였고 .
귀엽게 꾸며 펜시용부채를 만들었
다.



Exclusive
10th  아시아
모델 어워즈
차승원·임시완
손호준·홍종현·수현
아시아를 사로잡은
올해의 K-모델

★
SNS

최신 업데이트
주말 플리 마켓
1인 크리에디터
유투버 스타

Cover Girl
아이유

CHEAP&CHIC
TRAVRLLER
 

*

실속있게,우아하게
    에디터 4인 동남아 여

 
*

고수들의 전 세계 여행 팁

원피스·점프슈트·오버올
 쎄씨 패션 클러버의 최고 쇼츠
 하얀 피부  vs  까만 피부
     모델들의 뷰티 배틀
 유승옥의 엔젤 보다 시크릿

   

Event

GET!
쎄시숍x인스타그

램
하루에 하나씩

신상 득템!

세상의
모든 쿠션을
사용해보다

2015
쿠션 위너

SWEET HEART
안재현·이기광

"우결"이종현&공승연
앤플라잉·씨엘씨

JU
N
E 2015

www.ceni.co.kr
cecimagazine
cecikorea
cecikoreatv
cecikore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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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SHIELD SUN PROTECTOR SPF 50+ PA+++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의
3중 기능성 선크림

UV 쉴드 선  프로텍터 SPF 50+ PA+++

ASIA
No.1
TREND
MAGAZINE

잡지ceci 6월 잡지이다 6월에는 바다
나 냇가로 많이 놀러가기에 앞표지
엔 여름 패션이고 뒷표지는 바다랑
썬크림을 넣어 더 여름스럽게 표현
하였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수플레 타입의
치즈케이크 사이에 달콤한 
꿀 젤리가 씹히는 순꿀치츠케이크

고소하고 바삭한 데니쉬 속에
달콤한 단팥앙금과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듬뿍!

자연치즈와 마스카포네크림치즈의
두 가지 마을 느낄 수있는 무스타타입의

더블치즈케이크
슬라이스치즈와 햄을 넣어 살짝

구운 토스트

정말 진한초콜렛맛을 느낄 수있는
뚜레쥬르 진한 초코케이크

벌집 모양의 부드러운 브리오쉬
빵 안에 꿀이 듬뿍 들어있는 제품
* 강원아카시아꿀

청정 유기농우유를 넣은 우유무스와
크림치즈무스가 어우러진 순수하고

담백한 우유무스

부드러운 하얀 빵속에 깨끗하고
진한 우유맛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치즈

및 순우유크림이 듬뿍

순꿀치즈케이크 더블 데니쉬
달콤한 초코칩이  씹히는 
진한 맛의 머핀

초코핍머핀

케이크속에순우유 빵속에 순치즈
크림치즈가 함유되어 한입 베어물면

고소한 치즈맛이 입안 가득한 
크림치즈머핀

크림치즈머핀

진한초코케이크 빵속에 순꿀
레드벌벳머핀속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들어있어 촉촉한 
머핀과 부드럽고 진한치즈

레드벨벗머핀

순치즈케이크 크로크무슈
상큼한 블루베리가 씹을때 더욱

새콤달콤한 블루베리머핀

블루베리머핀

대표 메일 : help_master@cj.net

팩스 02-6740-4349

고객센터 : 1577-0700

* CJ ONE 혜택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콜드스톤크리머리, 5%적립

●5% 적립 또는 제휴할인 후 0.5% 적립

 ●영수증 날짜 기준. 결제 당일에 한해 사후 적립 가능(기존 결제 취소 후 적립)

1,000포인트 이상 보유 시 10포인트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며, 뚜레쥬르에서는 1,000포인트 이상 보유시,
10포인트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포인트 사용시, 반드시 실물카드를 소지하셔야 하며, 10,000포인트 이상 사용시에는 
멤버십 카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야 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CJ ONE 홈페이지-나의 카드에서 입력/설정 가능)

기본 적립 포인트의 50% 또는 100% 추가 적립

매월 CJ ONE 제휴 브랜드를 4개 이용하시면, 
해당 월 총 적립 포인트의 50%를 보너스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예: 뚜레쥬르, CGV, 올리브영, 오쇼핑에서 한 달동안 총
 1,000 포인트 적립시, 익월에 500 포인트 추가 적립.)

 매월 CJ ONE 제휴 브랜드를 5개 이상 이용하시면,
 해당 월 총 적립 포인트의 100%를 보너스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예: 뚜레쥬르, CGV, 올리브영, 오쇼핑, 엠넷에서 한 달동안 총 
1,000 포인트 적립시, 익월에 1,000 포인트 추가 적립.) 

(1)

(2)

(3)

We Love Bread

*EVENT*

Event1.

Event2.

이벤트경품

이벤트 기간

당첨자 발표일

매일 먹기 좋은 “뚜레쥬르 순브레드”로 제안하는

나만의 건강한 한끼
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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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CF 공유하고
매일 먹기 좋은 “뚜레쥬르 순브레드” 받자!

잡지

Tous Lesjors 
뚜레쥬르의 best 빵 ( 케이크,빵,
머핀) 을 추천하는 리플렛이다
또한 CJ ONE 카드 혜택과 이벤트
에 관심이 있는 타겟도 생각하여 
넣어보았다,



브로셔 디자인

여의도를 가게되면 주로 가는 관광지를 골라서
소개글로 써 만든 브로셔이다.



WITH

03

아이덴티티 (심볼/로고)

광고디자인

POP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광고 포스터(COFFEE)



POP디자인 (COFFEE)



텀블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