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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RD
-Corporate Identity
 제작자의 이름 "형준"에서 "형통할 형"자를 따서 만든 CI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명함이다. 한자는 글
자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디자인 회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판단돼 사용했
다. CI는 활력, 성과, 적극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황색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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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
-Resume
 주제에는 주황색, 내용에는 흰색을 사용했다. 나의 정보를 파랑, 초록, 빨강, 보라색으로 정리했다.  
간략한 정보와 세부정보를 선으로 분리했고 이력란 배경에 아이콘을 넣어 경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성장과정을 표로 나타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book cover
-Harvard's 4:30A.M.
  황혼때 하늘이 잠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표지 색으로 사용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크기를 최대한 확대했다. 도형을 이용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리했다.

2D GRAPHIC  03



check card
-W(wild) Series 
 개인의 스타일을 동물에 반영하여 각자의 개성에 맞게 카드 종류를 선택 할 수 있게 했다.
동물의 가죽을 배경으로 한 "W"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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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flyer
-Gymnasium
 헬스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넣어 헬스에 대
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해당 헬스장을 떠올렸을 때 생각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넣었다. 위치, 
쿠폰, 영업시간, 전화번호 등을 넣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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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Swiss Hotel Guide
 어행에서 느낄 수 있는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삼각형을 사용했다. 페이지 마다 각 지역에 해당하
는 호텔을 넣었다. 간단한 설명과 등급, 주소, 이름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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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hure



magazine
-Maxim
수지를 표지모델로 사용했고 잡지내용을 요약하여 놓았다. 뒷면엔 갤럭시 핸드폰과 맞는 배경을 넣
어 핸드폰 광고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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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sign
- work book
 각 국가마다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이콘을 넣어 제목과 어울리는 배경을 만들었다. 빨간 테두리 박
스로 가시성을 높였다. 서점에 꽂혀있을 자습서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책등에 간단한 
정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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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Rolls_Royce
롤스 로이스하면 떠오르는 단어인 안락함, 명예, 억만장자 등의 단어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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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esign
-Pamphlet
 록키의 창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전쟁인 만큼 알파벳 A에 끝을 로키의 창 끝부분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포화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위해 거친 텍스처를 사용했고 Outer glow, Satin 등과 같
은 여러 효과를 주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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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jacket
-Block B
 영어 "Block"에는 벽돌이라는 의미도 있어 알파벳 B를 벽돌로 표현했다. 힙랍, 랩을 장르로 하는 그
룹의 사차원적인 음악 세계와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색상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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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September
 가을하면 떠오르는 색상과 꽃을 넣어 만든 달력이다. 색으로 주말이 언제인지 알게 했다. 각 요일을 
한번씩만 사용해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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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work
-Point Of Purchase
 고품질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든 pop다. 
검은색 바탕과 금색 테두리로 그라네 누아의 로고 특징을 적용했다. 글자 크기로 주제가 눈에 띄게
하고 굵기로 핵심 내용을 강조했다. 이미지를 넣어 한눈에 정보가 전달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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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work
-Advertising Poster
 배경을 거칠게 하여 분쇄된 원두를 표현했다. 더치커피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했고 글자 크
기와 색감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원두에서 한방울씩 떨어지는 방울로 만들어지는 더치커피를 이미
지로 나타냈다. 선에 그림자 효과를 주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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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Roject
-Coffee Shop Logo
 더치카페를 주제로 한 로스터리 카페의 로고를 제작했다. 해당 로고는 물방울과 원두를 합친 모양
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치기계에 있는 스프링 모양의 관을 사선으로 표현하여 만들었다. 프랑스어로 
그라네 누아는 검은 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로스팅 된 원두를 나타내고자 했으며 이와 같은 의미
에서 배경색도 검은색으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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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ROject
-Package
 앞면엔 원두의 생산 지역의 이름과 지역 배경을 넣었다. 테두리에 해당 국가와 어울리는 색상을 넣
었다. 옆면과 뒷면에 제품의 정보를 넣었다. 특히 뒷면에는 커피의 맛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도형을 그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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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ROject
-Label
 더치커피를 병입해서 팔기위한 라벨 디자인이다. 고급 로스터리 카페인 만큼 와인라벨과 같은 느낌
으로 제작했다. 카페 로고와 사용한 커피 원두의 종류, 용량 등을 간단하게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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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ROject
-Business Card
 사업을 확장 할 계획을 가진 카페이므로 개인 명함을 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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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ROject
-Application
 로고를 텀블러, 유리창, 앞치마 등에 적용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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