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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COVER

CONCEPT

'The Parasol'은 여름을 주제로 한 사진집이면서 간단하
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여행책이 되기도 한
다.
보통 어딘가를 가고 싶어 질 때 뚜렷한 목적지가 있다
기보다는 고민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싶어 생각해 낸 책이다.
책의 내용은 감성적인 사진들로 가득하지만 그 장소
가 어딘지 적혀있다.
책의 커버는 여름 느낌이 나지만 색감이 다채롭기 바
라였다.
타이포 역시 그 느낌을 이어가는 영어 필기체를 사용
함으로써 분위기를 더 높여 준다.

'The Parasol'
Photobook X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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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GRAPHY

CONCEPT

'Cine  3:40Fin.'
Movie poster

오로지 타이포만 사용하여 만든 영화 홍보용 디자인 
포스터이다.
Cine 3:40 fin.이라는 타이틀은 프랑스어로 영화를 의
미하는 Cine 와 끝을 의미하는 Fin 의 합성어 로써, 모
든 영화가 시작과는 상관없이 끝나는 시간이 3:40분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시간은 이 영화를 상영하는 곳의 이벤트적인 의
미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 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의미는 없다.

타이포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이름이나, 명대사, 
노래 가사 등 영화를 상징 것들로만 채워 넣었다.
일본 영화에는 일본어와 한자를 사용하였고, 홍콩 영
화에는 중국어 간체와 번체를 사용하였다.

컬러는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용하여, 블루 계열의 밝
은 하늘색으로 그림을 눈에 띄게 하였고 타이포 역시 
한눈에 들어오게 검은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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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ONCEPT

치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가 아파도 치
과에 가지 않고 방치 두었다.
그렇게 되면 치아는 자연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 이중 고생을 하게 돼버린다.
치과가 친근하고 편한 곳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자문
으로 시작되었다.
앞니를 대표하는 동물인 비버(Beaver)를 캐릭터화 시
키고 상호를 '비버씨네 치과'로 하여 옆집 같은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대표적인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으로 깨끗한 분위기가 
치과를 연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Mr.Beaver's dental'
비버씨네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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