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폴리오 콘셉트는 새싹입니다. 저는 직장은 끝없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새싹으로 정했습니다.



8월달력[일러스트] 3월달력[포토샵]

3월 봄 이미지를 소년과 합성하여서 성장하는 봄을 표현했습니

다. 푸른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배경은 회색을 사용했습니다. 
8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요트,물,파도,비키니 등이 숫자8에서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색채도 파란색 계통

을 사용해서 시원한 이미지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문 디자인에서 문은 moon 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달을 뜻하는 이유는 sign 디자인 화사로 설정했

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빛나는 간판을 만든다는 뜻으로 문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달에 

이미지를 보이게 문을 옆으로 D를 반달 모양처럼 만들었습니다. 색깔 또한 밤과 달에서 따와서 감

색과 흰색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문디자인-ci



독도를 일본이 빼앗으려 하는 걸 알리고 싶어서 japan은 포탄 korea와 dodok라는 타이포로 독도 

섬을 표현해 독도를 일본이 침범한다는 걸 이미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물결은 korea

로만 표현을 해 한국 해역이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한글을 사용 안 하고 영어로만 표현했습니다.

독도- 타이포 포스터



홈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주 타깃이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캐릭

터로 합성하여 아기자기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색깔도 원색을 사용해 눈에 잘 들어

오게 만들었습니다. 

Hone- 영화 팜플렛



빈지노 노래 아쿠아맨은 어장관리를 당하는 자신을 가사에 담은 곡으로 위트 있는 가사가 최대한 케이스에도 표현됐으

면 좋겠다 생각하고 만화 아쿠아맨이 여자 허리 위에 있는 어항에 갇혀있어서 어장관리를 당하는 남자를 표현했습니다. 

색감은 빈지노의 노래가 시끄러운 노래가 아닌 잔잔한 노래여서 색감 또한 연한 파스텔톤 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빈지노 - CD디자인



보안 설정이 안 돼있는 공유기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가 쉽게 이루어진다

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공유기를 강태공과 합성하고 개인 정보 타이포를 물고기로 표현해 공유기

가 월척을 낚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문구 또한 월척이다!라는 문구만 크게 사용하여서 궁금증을 

유발하여 밑에 설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 - 공익포스터



몸짱 사진을 절반 크기로 배치하여 운동에 관심이나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눈에 한 번에 들

어오게 최대한 크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글은 이미지에 어울리게 배치하여서 

사진에 눈이 간 사람들이 글을 한 번쯤 읽게 만들었습니다. 

헬스클럽 - 전단지



배너 디자인이어서 최대한 레브르 샴푸의 제품 소개와 장검을 간단하고 쉽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

니다. 색깔은 레브르 회사에서 사용하는 색깔을 사용해서 아는 사람들도 한 번 더 보게 만드는 배

너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레브르-배너디자인



독도 패키지는 외국 사람들에게 우선 독도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막걸리, 김 

우리나라 수출제품 브랜드 이름을 독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우선 

독도라는 단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고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걸 알리면 훨

씬 쉽게 각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라벨 무늬 또한 우리나라 

경복궁 처마 무늬를 착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독도 글씨는 섬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획이 

다 하늘로 솟으게 만들어 섬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독도홍보 - 패키지디자인



검사버튼 삭제버튼 플라이, 대디, 플라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하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 못 또한 구름으로 만들어 하늘과 어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

늘에 날리는 노란 넥타이는 이 책에 주인공이 평번한 회사원에서 달라지는 걸 표현했습니다.

Fly Daddy Fly - 책표지  



파리바게뜨 3단 리플릿은 1번째 면을 파리바게뜨 로고를 따라 사선으로 만들고 색은 파리바게뜨 

로고에 파란색과 흰색을 사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파리바게트 - 3단리플렛   



GQ가 남성잡지라는 걸 생각해 글씨체는 투박한 고딕체를 많이 활용했고 12월을 생각해 크리스마

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붉은색을 사용했습니다. 뒤표지 광고도 남성잡지를 생각해서 차량 광고를 사

용했습니다.

GQ-잡지디자인



아디다스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겉표지도 낡은 종이 모양을 사용하

였고 로고 또한 손으로 그린듯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촌스러

워질 수 있어서 사진을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하게 배치하였습니다.

아디다스- 브로슈어  





슈퍼마리오의 상징인 수염과 모자를 투명판에 인쇄하여서 사람들이 부채

로도 쓰고 얼굴에 맞추어서 장난스러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재미있고 아

기자기한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슈퍼마리오 - 프로모션

착용샷

앞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