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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이 세 라
Lee se ra

소개  이세라

           1992년 4월 16일맇

           Mobile 010 6674 1416

           Email seraa0416@naver.com

           Ad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학력   14년 2월 용인송담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11년 2월 매탄고등학교 졸업

교육    2016년 10월 ~ 2017년 2월 

            ncs 시각 편집 디자인 정규과정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수료

자격증  한국생산성본부 GTQ1급

사용가능 프로그램 



chapter1. 사
계절 특징

- 잡지내지 (계절의 정의 및특징)

- 우표 (계절마다 피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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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내지 디자인

잡지내지에 사용한 일러스트 그림 
크레스파스 브러쉬를 이용하여 아기자기하고 단순하게 
꽃잎, 새, 꽃, 열기구, 돌, 단풍잎, 눈사람을 그렷습니다.



concept
일러스트를 이용한 잡지내지 
그리드를 이용하여 잡지내지 디자인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브러쉬를 사용하여 손그림을 그려 잡지내지를 디자인했습니다.

LEE SE RA portfolio

잡지내지 목업



LEE SE RA portfolio

LEE SE RA portfolio

우표 디자인

우표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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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월 마다 피는 꽃을 폴리곤아트로 표현 했습니다.
1월-카네이션 2월-동백꽃 3월-개나리 4월-벚꽃 5월-튤립 6월-장미꽃
7월-수련 8월-무궁화 9월-나팔꽃 10월-코스모스 11월-국화 12월-라벤더



chapter2. 사계절 패션

- 계절별 패션(잡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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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내지 디자인

concept
4단 그리드를 사용하여 사진 위주로 깔끔하게 봄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CommercialScript BT 폰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concept
4단 그리드를 사용하여 사진 위주로 깔끔하게 봄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FuturaBlack BT 폰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concept
5단 그리드 용하여 사진 위주로 여름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RNS Bobo Dylan 폰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concept
2단 그리드 용하여 사진 위주로 여름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꽃과 나뭇잎 이미지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concept
6단 그리드를 사용하여 사진 위주로 깔끔하게 가을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Broadway  폰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concept
6단 그리드를 사용하여 사진 위주로 깔끔하게 가을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BrushScript BT 폰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concept
9단 그리드와 6단 그리드를 사용하여 사진 위주로 겨울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HY견고딕  폰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줬습니다.

concept
4단 그리드 사용하여 사진 위주로 겨울에 맞는 컬러에 맞게 디자인 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느낌을 표현하여 사진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LEE SE RA portfolio

잡지내지 디자인



concept
계절에 어울리는 색상과 폰트, 그리드를  사용하려여 
패션 잡지 내지를 디자인했습니다.

LEE SE RA portfolio

잡지내지 목업



chapter3. 축
제

- 계절별 광고지

   봄  진해 벚꽃 군항제 축제

   여름  부산 바다 축제

   가을  서울 세계 불꽃 축제

   겨울   스키장



concept
일러스트 그림과 사진을이용하여 진해의 볼거리를 콜라주한 진
해 벚꽃 군항제 축제  광고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을 사용하여 봄의 느낌을 줬습니다.

concept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부산 바다 축제가 한눈에 들어오게 입체
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펜툴을 이용하여 바다에 어울리는 아기자
기한 그림을 그려넣어 광고지 입니다.

concept
포토샵을 사용하여 불꽃 축제의 아름다운 밤을 표현했습니다.
서울의 야경과 불꽃, 우주이미지를 합성하여 서울 세계 불꽃축
제에 맞는 광고지 입니다.

LEE SE RA portfolio

포스터 광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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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광고 목업



chapter4. 브랜드 런칭

화장품 브랜드

- ci

- 명함 디자인

- 앱 디자인

- 브랜드 광고

- 패키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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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 디자인 명함 디자인
시안

색상

최종 c i
4계절의 의미를 부여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4계절의 숫자 4사용 four seasons의 four를 사용

concept
20대 중 후반의 연령층을 위한 화장품 브랜드 런칭
숫자 4와 four seaeons 의 four를 사용하여 로고 선정
Luna 의 폰트를 사용하여 브랜드컨셉과 어울리며, 브랜드 로고보다 브랜드 이름에 더 눈
이 들어올 수 있는 폰트를 선정하였습니다.

C-8 M-10 Y-26 K-20

C-23 M-6 Y-0 K-0

C-8 M-17 Y-0 K-0

C-2.5 M-42 Y-60 K-0.5

C-25.5 M-23 Y-0.3 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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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디자인 목업 앱 디자인 목업
concept
브랜드 컨셉에 맞는 컬러를 사용한 앱 화장품광고를 크게 넣었으며, 깔끔
하고 브랜드 컨셉의 색이 잘 보일 수 있게 배경을 검정 색상을 넣었습니
다. 메이크업의 인기 화장품을 크게넣어 한눈에 들어오게 배치했습니다.

TOP^

^

END

concept
four makep 의 사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네가지 색을 선정하
여 깔끔한 느낌으로 명함을 디자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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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포스터

concept
브랜드의 봄 색상을 선정하여 봄꽃느낌 의 레이스로 화사하면서 싱
그러운 광고지를 제작했습니다. 

concept
브랜드의 가을 색상을 선정하여 단풍느낌의 레이스로  가을의 은은
한 분위기의 광고지를 제작했습니다. 

concept
브랜드의 여름 색상을 선정하여 야자수와 어울리는 레이스로 시원하
고 여름의 휴양지 느낌의 광고지를 제작했습니다.

concept
브랜드의  겨울 색상을 선정하여 눈꽃느낌의 레이스로 차갑고 크리
스마스의 분위기의 광고지를 제작했습니다.

색상

색상

색상

색상

C-8 M-10 Y-26 K-20

C-25 M-39 Y-48 K-1

C-26 M-19 Y-2 K-0

C-52 M-47 Y-7 K-7

C-31 M-0 Y-63 K-0

C-19 M-71 Y-77 K-3

C-28 M-9 Y-7 K-2

C-91 M-80 Y-18 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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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포스터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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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패키지



감 사 합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