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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LAN D

B.I CHEESE ON THE DISH

치즈 온 더 디쉬

영화 포스터 DISTRICT 9 사진전 NICK KNIGHT

리플릿 목차 리플릿 카림 라시드 디자인 잡지 여백

앨범커버 KDA



B.I [치즈온더디쉬] 치즈전문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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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요리전문 레스토랑 

[Cheese On The Dish]는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B.I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접시는 식욕을 돋우는 빨간색, 

치즈는 치즈하면 떠오르는 색상인

노란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빨간색의 접시위에 노란색 치즈를 

올려 SNS에 이미지를 올리고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리플릿 [치즈온더디쉬] 브랜드 리플릿

기획의도

식욕을 돋우고 고급스러운 색상인 와인색을

주로 사용하고 치즈의 종류와 제작과정 그리고 

주 메뉴들을 간단하게 표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포스터

기획의도
실제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디스트릭트6를 배경으로

차별받던 흑인들을 외계인으로 빚대어 만들어진 SF영화로 인간과 외계인이

손을 맞대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명도대비로 강하게 나타내었습니다



포스터

기획의도
기존의 디자인, 패션쇼들을 좋아하지

않던 닉나이트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닉나이트의 생각과 일치하는 장애가

있지만 아름다운 모델을 주인공으로

전시회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

.



CD앨범 자켓 [KDA] 가상아이돌그룹

기획의도

가상의 아이돌 그룹인 KDA를 대상으로 마름모 

모양의 프레임 밖으로 나오게 배치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보라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파워가 느껴지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리플릿 [목차] 브랜드 리플릿

기획의도

차의 이미지와 목차가 추구하는 건강, 만남, 휴식에 

어울리는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그에 맞는 

이미지들을 추가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리플릿 [카림라시드] 전시회 리플릿

기획의도

세계3대 디자이너 카림라시드의 전시회를 대상으로 

카림라시드가 좋아했던 색상인 핑크색과 그가 디자인한 제품, 

스케치를 이용하여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잡지 [여백] 디자인 잡지

기획의도

여백이라는 디자인잡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3호에는 집에서 보는 전시회의 느낌을

주기위해 따듯한 색상사용하여 편집하였습니다. 

4호에서는 창문을 단순화한 사각형만을 이용하여 

잡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잡지 [여백] 디자인 잡지

기획의도

영화포스터 속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만든 내지 작업으로 영화 장르별

특색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구분

하여 편집 하였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를 배경으로 사용하여

벽보 포스터 느낌을 주었습니다.



잡지 [여백] 디자인 잡지

기획의도

이탈리아 사진작가[Giuseppe Colarusso]의

작품들인 쓰기불편하게 생긴 물건들을 대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들을 모아 잡지를

제작 하였습니다.



파사드&인테리어 [PLAN.D] 디톡스전문점

가상의 브랜드 디톡스 전문점인 PLAN.D를 3D MAX와 포토샵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외부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부는 자연의 색상과 목재, 그리고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 휴식공간임을

강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기획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