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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CONCEP

포트폴리오 컨셉은 스케치북, 드로잉북 컨셉으로 정했습니다.
그림이나 물감을 오래 다뤄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과 디자인을 결합시켜 

플러스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난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수채화적인 느낌을 많이 냈습니다.

  



1. CI / CARD[ info graphic ]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식을 찾다 게임에서
주로 쓰이는 '캐릭터 소개창'의 형식을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캐릭터를 소개하듯 저의 능력치와 취미 특기, 경력까지 넣었습니다.
색감은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네이비와 화이트의 조합을

사용하였습니다.



CI

1. CI / CARD

BUSSINESS CARD

 ‘환’이라는 외자 이름을 보다 잘 활
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해 보았
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보단 
장난스럽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기 
위해 픽셀 아이콘을 추가하였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볼풀
공을 첨가하였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원색을 좋아하는 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CI라고 생각합니다. 

 ‘환’이라는 외자 이름을 보다 잘 활
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해 보았
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보단 
장난스럽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기 
위해 픽셀 아이콘을 추가하였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볼풀
공을 첨가하였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원색을 좋아하는 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CI라고 생각합니다. 

1. CI / CARD



2. COVER DESIGN

한희정의 ‘잔혹한 여행’ 이라는 앨범
의 커버를 디자인 했습니다. 정적이
고 몽환적이며 여린 느낌을 주기 위
해 파스텔톤의 핑크를 주로 사용했
습니다. 또 역광을 이용하여  극적인 
사운드와 대조적인 담담한 가사를 표

현해보고 싶었습니다. 

ALBUM COVER DESIGN

제목과 가수 이름은 손그림 같은
요소를 주기 위해 가장 위쪽의 가로
열을 연결했습니다. 또 목 뒤에 일렬
로 가수명을 나열함으로서 문신같은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3. AD DESIGN

'썸'이라는 공연을 주제로 공연 포스
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인디밴드라곤 
하지만 어쿠스틱 성향이 강하기 때

문에 포스터 또한 감성적인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타겟은 20대들
이 많이 갖는 '썸'이란 속성을 생각하
여 20대 초중반을 겨냥하였습니다. 

타이포 부분인 '썸'은 확실한 관계가 
아닌 흐릿한 관계로 그 우연이나 마
음들이 겹치며 생겨나는 관계라고 생
각했습니다. 그래서 흐릿한 색들이 

겹쳐 확실한 실루엣이 나오는 모습을 
내고 싶어서 썸이라는 글자의 레이어

를 겹쳐보았습니다. 

배경의 경우 얼굴을 뭉개는 형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썸'이라는 것은 누구
나 될 수 있으며 특정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얼굴 부분을 비워두어 특정성을 없앴
습니다.

POSTER DESIGN



4. BOOK DESIGN

이 책은 범죄 속에 깃들어 있는 인간
성, 전쟁과 인간사를 다룬 책입니다. 
처절한 느낌을 내기 위해 블루를 쓸
까도 했지만 처절한과 반대되는 인디
핑크색을 사용하여 괴리감을 주고 정
원의 이미지를 무채색으로 하여 ‘처절
한’에 걸맞게 이미지를 뽑았습니다. 
그와함께 총의 실루엣을 책등과 책 
표지의 가운데에 배치함으로서 전쟁
의 참혹함을 이미지화 하였습니다.



엘르를 만들기로 생각하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모델이 소녀시대였습니다. 20대 중후반
을 겨냥한 잡지이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여자들의 셀러브리티를 모델로 넣고 싶었고 

소녀시대 내의 셀러브리티인 티파니를 넣었습니다. 5월 표지이기 때문에 봄과 
여름사이의 청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색상을 산뜻하게 갔습니다. 후면광고는 직접 

제작한 로고의 향수를 넣었습니다. 주고객층이 20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5 . COVER DESIGN



6. LOGO DESIGN

FRESH 라는 향수의 로고
를 제작하였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겨냥하
고 만든 향수로서 향수 본
연의 독한 요소를 제외한 
순수한 원료의 향을 살린 
향수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순수 원료의 느낌
을 살리기 위하여 열대과일
의 나무의 사진을 사용하여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나
이대를 고려하여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로고 안쪽은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7. AD DESIGN 

영화 팜플렛을 만들게 되었는데 박
쥐의 원래 포스터는 박쥐 특유의 
범죄적이고 음울한 느낌이 없었다
고 생각했습니다.  치명적이고 위
험한 느낌을 내기 위해 전면 부분
을 자극적인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또 제목은 켈리그라피를 한 것 처
럼 번짐효과를 주어 영화에 자주 
노출되는 피 효과를 연상시키게 하
였습니다. 흡혈귀를 주제로 한 영
화이기 때문에 팜플렛 전면부의 색
감은 모노톤으로 나오게 했고 후면
부에는 박쥐의 류성희 미술감독이 
자주 쓰는 색감을 배치했습니다. 



'SOUND BERRY'라는 락페스티벌의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운
드 베리의 기업 색상인 버건디와 세룰리안 블루로 제작하려 했으나 너
무 어두운 탓에 조금 밝게 하늘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락페스티발
의 주요 대상인 '락'매니아들을 겨냥하여 앰프와 일렉기타의 실루엣을 
넣었고 장난감같은 재미난 느낌을 주기 위해 프라모델 조립 부품식으
로 만들어보았습니다.  

8. LEAFLET DESIGN



9. AD DESIGN

아이들 미술학원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
로 삼았기 때문에 파스텔 톤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고 일러
스트로 캐릭터를 그려넣었습니다. 손글씨같은 폰트를 이용해 

친숙함을 더했습니다.     



20대 키덜트 여성을 겨냥
하여 만든 일러스트 동화 
달력입니다. 동화적인 느
낌을 좋아하는 키덜트 족
을 겨냥하여 디즈니의 앨
리스와 오즈의마법사를 일
러스트로 제작해 넣었고 
겨울과 봄 달력은 포토샵
을 주로 이용하여 계절감
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10.CALENDAR DESIGN



지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4월
 대개봉

4월
 대개봉

지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4월
 대개봉4월

 대개봉

지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지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11. PROMOTION DESIGN

프로모션 디자인으로 영화 홍보물 부채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어벤저스'라는 영화의 히로인들인데 주요 타겟은 유아부터 
10대 후반까지로 생각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일러스트로 캐

릭터의 특징을 잡아 캐릭터화하였습니다. 



11. BANNER, POSTER 

BANNER

POSTER

토이 프리마켓이라는 주제
로 행사용 배너를 만들었
습니다. 주로 장난감과 인
형등을 주제로 하는 곳이
라 박스에 들어있는 레고
를 주제로 만들어보았습니
다. 

공익광고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마약근절을 위한 공익광고인데 
동화 앨리스를 이용하여 만들었습
니다. 동화의 인물을 이용함으로
서 괴리감과 경각심을 주고싶었습
니다.



아리따움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브
로슈어를 제작하였습니다. 20대 
중반층을 겨냥한 회장품 회사로 
표지는 심플하게 제작하였고 여름 
상품을 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
에 블루 색상을 주색으로 사용하
였습니다.

12. BROCHURE DESIGN



라이브 재즈 카페의 로고와 
프로모션을 디자인 했습니다. 
재즈를 대중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악기로 색소폰을 골랐
으며 색소폰을 부는 사람을 커
피잔 안에 넣어 커피와 재즈를 
결합시켰습니다.
 
 카페의 타켓 연령이 30대 중
반임을 고려하여 깔끔함과 고급
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
조합인 그레이와 옐로우를 골랐
습니다.  

13. BRAND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