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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사용툴

공공기관포스터의 특색에 따라 
개성있는 디자인 보다는 포멀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유 상징마크 안에 대전을 대
표하는 장소 이미지를 넣어 도
시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만들었
습니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텍스트는 많이 넣지 않았습니

다.

공공기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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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사용툴

공익 
포스터

Ai

상황과 장소별, 구체적인 폭력
예시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나타
냈습니다.

가운데에는 우는 아이를 배치
해 언어폭력에 상처받는 상황
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스스로 생활속의 언어 폭력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넣음
으로써 문제의식을 갖게 하였
습니다. 



작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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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포스터

아동예방접종이라는 내용에 어
울리게 연한 분홍을 메인컬러
로 정했고, 상단 부분에 일러스
트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하단에는 중요 정보를 넣어 눈
에 잘 띌수 있게 배치하였고, 
활짝웃고 있는 아이사진을 넣
어서 예방접종이 곧 아이를 위
한 것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
로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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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툴

광고 
포스터

AiPs

도심을 달리는 소나타를 나타
내기 위해 도심 야경이미지와 
합성하였습니다.반짝이는 도심
의 화려함과 소나타의 스피디
함을 광선으로 표현하였습니
다.

하단부분에는 소나타의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사진과 일러
스트로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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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포스터

Ai

(왼)각종 할인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그림으로 나타냄. 홍보당
시 계절감을 고려하여 푸른색
으로 디자인하였고, 와이파이
와 계기판 모양으로 빠르고 안
정적인 통신임을 강조하였습니
다.

(오)통신비 절감방법을 알기쉽
게 그림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회사 메인 컬러를 사용하여 멀
리서도 해당 통신회사임을 알
수 있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리플릿
디자인 사용툴

AiPs

작품설명 왼) 간단히 피부타입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넣었고, 
각 라인별로 연상되는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오)일러스트를 많이 넣어서 동
화적인 느낌을 많이 주었고, 톡
톡튀는20대 여성용 화장품의 
특색을 잘 살리려 노력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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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디자인

AiPs

신제품을 부각 시키기 위해 포
스터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바
탕색도 은은하게 디자인하였
고,   하단에는 이벤트 행사 부
분으로 만들어 채웠습니다. 

입간판은 이벤트 행사와 각종 
제휴 카드 정보를 인지시킬수 
있게 디자인 했으며, 상단 가운
데 부분에 해당 매장 로고를 넣
어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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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뱀
을 표지 가운데에 넣었고, 배경
인 마을을 뱀 몸에 감듯이 표현
하였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해서 메인 컬러를 녹색
으로 디자인하였고, 앞 표지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어 뒷표
지는 비교적 깔끔하게 디자인 
하였습니다.  

책표지
디자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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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표지
디자인

음울한 책 내용에 맞춰서 어두운 
색상으로 만들었고, 책 날개에는 
저자의 다른 책과 간단한 저자 이
력을 넣었습니다.
뒷표지색상과 띠지 색상을 맞추
어 통일감이 있도록 디자인 하였
습니다. 

목차 디자인은 책의 주인공의 심
리를 잘 보여주는 그림을 흑백으
로 처리하여 목차 양 옆에 위치시
켜 책의 무드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게 만들었습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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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현수막광고

Ai

소아과 개원 홍보 현수막과 전단
지여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
한 기린과 코끼리 등을 넣어서 디
자인 하였습니다. 단시간에 사람
들의 시선을 끌어야 하는 현수막
과 전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이
고 자세한 정보를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만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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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디자인

여행정보와 해당 이미지를
같은 숫자로 표기하여 한눈에 보
기쉽게 만들었습니다. 여백을 많
이 주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
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텍스트는 정보전달이라는 핵심에 
맞게 넣으려 노력했으며, 이미지
는 프라하의 장소를 가장 잘 느
낄 수 있는 사진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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