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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OOK



WECOOK

Client : Nutrigram 
Brand design : WECOOK DSL. 
Type : Product 
Assignment : Brand Identity, Package Design, Photo 
Year : 2019



뉴트리그램
통합브랜딩 (브랜드 로고 및 제품 패키지 개발) 

WECOOK

BRIEF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명확한 확립 없이 제품만으로 고객과
의 친밀한 소통을 통해 브랜드를 디벨롭 시키고 있었음 

SOLUTION 

‘식품회사’ 라는 단편적인 방향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브랜
드’로서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뉴트리그램만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BRAND LOGO

CONCEPT

TYPOGRAPHY COLOR PALETTE

저울의 눈금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로고, 

마치 저울의 작은 눈금까지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신경쓰듯 
‘단 몇 그램의 차이’도 놓치지 않고 고객에게 필요한 영양성분
을 제공하는 기업임을 표현한다

MAIN COLOR 
PANTONE 2309C 

C2  M8  Y15  K0  

SUB COLOR 
PANTONE 4645C 

C33  M45  Y56  K0  

POINT COLOR 
PANTONE 2448C 

C3  M65  Y55  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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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DESIGN

Ver1.0 



PACKAGE DESIGN

Ver2.0 



WECOOK

Client : UNDERLINE 
Brand design : WECOOK DSL. 
Type : Delivery store 
Assignment : Naming, Brand Identity, Package Design, Photo 
Year : 2020



언더라인
통합브랜딩 (브랜드 로고 및 제품 패키지 개발) 

WECOOK

BRIEF 

1인 가구 직장내 혼밥 등, 샐러드를 즐겨먹는 환경이 마련
되고 있다. 1인가구가 신선한 야채를 직접 손질하여 먹기 
번거로운게 사실이다. 혼자 건강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샐러드 도시락 브랜드를 런칭하고자 한다.

SOLUTION 

남녀 모두와 혼밥족을 겨냥하여 ‘매일 다양한 추가 토핑으
로 푸짐한 샐러드’ 브랜드의 이미지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BRAND LOGO

CONCEPT

COLOR PALETTE

물속에서 적정 온도로 오랜 시간동안 조리하는 공법에서 
이미지를 따와 물속에 담긴 진공팩의 모습을 형상화 하
였으며, 명료한 장체의 산세리프체를 활용하여 직선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MAIN COLOR 
R251 G240 B0 

C8  M0  Y88  K0  

SUB COLOR 
R173 G207 B62 

C41  M0  Y86  K0  

SUB COLOR 
R234 G86 B26 

C0  M77  Y94  K0  









WECOOK

Client : Butai 
Brand design : WECOOK DSL. 
Type : Restaurant 
Assignment : Naming, Brand Identity, Package Design, Space 
Year : 2020



부타이
통합브랜딩 (브랜딩, 공간디자인) 

WECOOK

BRIEF 

음식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이 가득한 푸드메이커는 위쿡을 
통해 고객을 직접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SOLUTION 

위쿡을 통해 검증 된 ‘푸드메이커’들이 모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BRAND LOGO

CONCEPT

부타이는 ‘무대’라는 뜻의 일본어로  

일식 기반의 푸드메이커들의 꿈이 실현 될것이다. 

모던재패니즘 컨셉의 디자인 무드를 가져간다. 

MAIN COLOR 
Black

SUB COLOR 
White  

POINT COLOR 
R164 G30 B34 

C23  M100  Y100  K18  

TYPOGRAPHY COLOR PALETTE

뽆�칾큲�읺팒
�훊펊핺삖흖엖큲�앟쭎�핂
많빦삲않잖짢칺팒핞������������!���?��	
�<>\^_









WECOOK

Client : Dansang 
Brand design : WECOOK DSL. 
Type : Restaurant 
Assignment : Naming, Brand Identity, Package Design, Space 
Year : 2020



단상
통합브랜딩 (브랜딩, 공간디자인) 

WECOOK

BRIEF 

한식 기반 푸드메이커들의 공간으로 집에서 손쉽게 접하지 
못하고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한식으로 구성된 공간을 만
들었다.

SOLUTION 

한식 기반 푸드메이커들의 공간으로 한옥의 기본 구조를 
갖춘 공간에 북유럽 조명과 빈티지 가구들로 멋을 더하여 
흔하고 뻔한 공간보다는 따뜻하지만 조금은 새로운 공간을 
이향하였다.



MAIN COLOR 

PANTONE 7523C 

C45  M75  Y70  K0  

SUB COLOR 

PANTONE 482C 

C10  M15  Y30  K0  

SUB COLOR 

PANTONE 434C 

C17  M15  Y17  K0  

MAIN COLOR 

PANTONE 7613C 

C37  M63  Y60  K0  

BRAND LOGO

CONCEPT

한식 푸드메이커들의 무대인 단상. 식당에서의 무대는 손
님앞에 놓이게 되는 그릇이 될 것 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릇이 가진 곡선을 로고타입에 적용하여 
단상만의 워드마크를 제작하였습니다.

TYPOGRAPHY COLOR PALETTE

뽆�칾큲�읺팒
�훊펊핺삖흖엖큲�앟쭎�핂
많빦삲않잖짢칺팒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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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OOK

Client : Chit Chat 
Brand design : WECOOK DSL. 
Type : wine & brunch cafe 
Assignment : Naming, Brand Identity, Package Design, Space 
Year : 2020



칫챗
통합브랜딩 (브랜딩, 공간디자인) 

WECOOK

BRIEF 

기존의 그로서리 카페로 운영되고있던 공간을  

와인과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리뉴얼을 진행하
였다.

SOLUTION 

“chit chat”은 작고 가벼운 이야기를 존중하는 Wine & 
Brunch Cafe이다. 오고가는 작은 대화속에 즐거운 경험
이 쭉 이어지도록 브랜드 이미지를 녹여내었다.



MAIN COLOR 

C21  M78  Y86  K11  

SUB COLOR 

C7  M20  Y19  K0  

BRAND LOGO

CONCEPT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요소이면서 대화를 적는 글에
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내기도 하며, 어떤 식의 
계산을 다른 계산보다 먼저 할 것을 요구할 때 쓰는 부호(). 

사소한 잡담, 중요한 이야기를 비롯한 모든 대화들이 칫챗 
공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있다.

TYPOGRAPHY COLOR PALETTE

산돌고딕 네오3

About Matters that don’t matter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의 중요함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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