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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 유경

Birth  1995 09 18

License

GTQ포토샵

Skills

Illustrator
Photoshop
InDesign

PowerPoint

e Mail  zxdbrud@naver.com

Phone number  010 8486 0423

저의 포트폴리오 컨셉은 '지유경'입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작품과 사진들을 신문 형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A BOUT ME



A
In Vietnam D V E R T I S E M E N T

Instagram poster jeju webzine gravity jeans contest exhibit



투어 땅이라는 여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몰디브 여행이라는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스타그램의 페이지를 제작한후
원하는내용을 첨가했습니다

INSTAGRAM POSTER

use program

▶사진 두개를 사선으로 붙여 약간의 재미를 줌

▶해시태그를 통해 이벤트와 알리고자하는 내용
을 홍보 함

POSTER



가상의 여행잡지'green story'에서 나온 30대 직장인을 위한 
국내 여행지인 제주도를 선정하여 제주도 바다에서 할수있는 

스킨스쿠버를 주제로 웹진을 제작하였습니다
 

use program

▶브러쉬로 물고기를 그려 넣고 거북이와 불가사
리 물고기의 테두리 그려 재밌는 요소를 추가

▶커스텀 쉐이프를 이용해 물고기 모양을 넣어 심
심한 헤드라인에 효과를 줌

▶물튀김 효과를 이용해 좀더 활동적인 느낌을 추
가

JEJU WEBZINE
POSTER



10부터 20대의 남성 타깃으로
어떤한 몸매를 가졌더라도 입기만하면 무중력에서 입는듯한

무중력 핏 청바지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use program

▶바지의 탄생이라는 주제에 맞춰 바지에 아우
터글로우 효과를 주어 바지가 돋보일 수 있도
록 효과

▶R과J를 이어붙여 재밌는 요소를 추가

▶탄생이라는 주제에 맞게 바지가 탄생하는 입
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유리파편을 이용하여 
효과

GRAVITY JEAN
POSTER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주최한
공익광고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으로
부실공사를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름답고 맛있어보이지만
튼튼한 집은 될 수 없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use program

▶과자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동화적이고 재밌있게 
표현

▶바깥쪽에 어두운 그림자 효과를 주어
과자집이 더욱 눈에 띄게 함

CONTEST EXHIBIT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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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rd label credit card character diary cd cover

In Vietnam Vung Tau



나'를 표현한 명함 제작을 하였습니다.
명함의 컨셉의 '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양이를 이용

하여 저를 표현해 봤습니다

use program

▶심플하게 표현하고자 고양이의 실루엣을 그림

▶고양이 옆에 꽃을 그려넣고 점을 이용하여 그라
데이션을 주어 점점 퍼지는 느낌 줌

▶명함 뒷장의 고양이를 뒤집어서 심플하지만 개
성있는 느낌을 표현

BUSINESS CARD 
2D GRAPFIC



use program

▶성모마리아를 수채화느낌을 들도록 표현

▶꽃을 이용하여 성모마리아가 좀더 성스러운 느
낌이 들도록 표현

▶'HORY WATER'글씨체를 성모마리아의 성스러
운 느낌을 해치지 않는 글씨체를 사용

LABEL 
HOLY WATER라는 새로운 생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교인의 대상으로 '성수'라는 물병을 디자인 하였습니
다

2D GRAPFIC



현대카드에서 나온 여성들을 위한 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스타벅스 사쿠라 텀블러를 보고 영감을 받아

개나리 벚꽃 제비꽃 물망초를 컨셉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use program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하였고 채도는같지만 명
도를 다르게 하여 지루하지않게 표현

▶개나리꽃을 제작하여 꽃이 떨어지는 느낌을 표
현

▶꽃 만 있으면 약간의 심심함이 있어
명도를 다르게한 네모블럭이 떨어지게 제작

CREDIT CARD
2D GRAPFIC



실존하는 인물의 특징을 잡아 캐릭터 제작하였습니다
총 여섯가지의 컨셉에 맞춰 만들었습니다
머그컵 에코백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use program

▶표정에 디테일을 주어 다양한 곳에 활용할수있
게 디자인

▶캐릭터에 어울리는 타이포를 이용해   더 귀엽
고 사랑스런 느낌을 나타냄

▶캐릭터 마다 어울리는 포인트 컬러를 정해 단순
하지만 통일성 있는 캐릭터를 제작

CHARACTER
2D GRAPFIC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정신대 할머
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윤리적 소비 브랜드 '희움' 가죽 

다이어리를 제작하였습니다

use program

▶소녀상의 가슴에 피가 번지게하여 소녀들의 가슴
에 맺힌 상처를 표현

▶소녀의 눈에는 한방울에 눈물과 자신들이 당한 일
들을 말하지 못하는 서글픔을 표현

▶가죽텍스쳐를 사용하여 좀더 가죽다이어리의 느
낌이 나게 제작

DIARY
2D GRAPFIC



엑소 겨울 스페셜 앨범 'sing for you'를 앨범 자켓을 제작하
였습니다

use program

▶기존 엑소의 'sing for you'앨범과 같은 느낌으
로 우주에서 고래와 인간이 만나는 장면을 재 표
현

▶고래와 우주인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동화같은 
느낌을 표현

CD COVER
2D GRAPFIC



E
D I T O R I A L

lush Brochure magazine

Seopjikoji, Jeju Island



영국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 러쉬에서 판매순위와 한정
판매하는 제품과 여름철 피부를 케어해줄 제품들을 소개하

기 위하여 제작한 8p 브로슈어 내지입니다

use program

▶러쉬의 친환경 이미지를 표현하기위해 러쉬 워
시오프팩 에 나무가 피어오르는 이미지를 제작

▶실사만 사용하면 재미적인 요소가 떨어지는 느
낌이 들어 수채화느낌을 제품에 사용

▶러쉬에서 제작하는 브로슈어처럼 만들기 위해 
신문느낌이 나게 제작

LUSH BROCHURE 
Editorial Design



여성 패션잡지인 'ELLE'의 12월 잡지 커버를 제작하였습니
다  

use program

▶틸다 스위튼 화보를 이용해 지적이지무게감 있
게 표현

▶커버 앞장과 비슷한 느낌으로 흑백화보를 이용
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표현

▶흑백&옐로우가 메인컬러로 심심한 배경에 재미
를 더함

ELLE MAGAZINE 
Editorial Design



Ganghwado Island, night sea.

B
R A N D I N G

diana ci diana pop diana leaflet



Diana' 라는 가상의 주얼리 브랜드를 설정하여 CI 디자인을 
제작하였슨비다

다이애나는 달의 여신이라는 의미로 알파벳 'D'에 달의 모습
을 접목하여

로고와 심볼 디자인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의 여신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 계열의 컬러를 사

용하였습니다.

컬러칩로고 심볼

use program

DIANA CI
Brand Design



주얼리 브랜드 'DIANA' 브랜드를 홍보하는 POP를 제작하
였습니다  

달의 여신을 컨셉으로 신비스럽고 고급스런 느낌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use program

▶로고를 유리느낌으로 하여 차갑고 신비로운 느
낌을 줌

▶반짝이는 느낌을 더해 우주의 느낌을 더해줌

▶달의 여신이라는 컨셉으로 여신이 달에서 그네
를 타는 느낌으로 제작함

DIANA POP 
Brand Design



주얼리 브랜드 'DIANA'를 새로 제작하여 별자리 귀걸이를 
홍보하는 POP를 제작하였습니다

use program

▶포스터와는 다른 우주를 표현함

▶별자리를 배경과 어우러지게 합서하여 이질감 
없이 판매하는 귀걸이가 더 돋보이게 표현함

DIANA POP
Brand Design



주얼리 브랜드 'DIANA'를 새로 제작하여 별자리에 반지와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홍보하는 6P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

다

use program

▶pop 디자인의 별자리 컨셉에 맞춰
리플렛을 제작하여 리플렛 안쪽 중앙에 별자리를 
넣음

▶나의 별자리 라는 컨셉으로 나의 별자리 악세서
리를 다양하게 고르고 살펴볼수있도록 제작함

DIANA  LEAFLET
Brand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