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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bout

<아이즈샵>은 라이프스타일 샵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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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해 보지 않은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그려 봅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디테일을 고민하고,

소비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제공합니다.

eyesshop profile

“Imagine!”"상상해 봐요!"

eyesshop is a lifestyle store.

Try to imagine something you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We offer everyday essentials for a reasonable price.
Customer satisfaction is our top priority.

We offer more than just a product, through details that spark curiosity, 
using our products becomes a source of new inspiration.



Logo

두 개의 원형이 상하로 맞닿은 단순한 라인의

디자인은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아이즈샵의 '눈'을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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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ple line design where the 
two circles vertically touch each 
other symbolizes the “eye” of 
eyesshop, which looks at the world 
from a ne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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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graphy

비례와 공간의 균형을 최적으로 살려 가독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눈의 피로도를  최소로 한 

탄탄한 구도로 모던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AaBbCcDdEeFfGgHhIiJjKkLlMm
NnOoPpQqRrSsTtUuVvWwXxYyZz
1234567890.,:;"""/{?~!@#%&()<>[]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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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oPpQqRrSsTtUuVvWwXxYy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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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vide a modern image with
a solid composition that minimizes 
eye fatigue while improving
readability by optimally utilizing
the balance of proportion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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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Main
1

CMYK 0
RGB 255

White Gray

Main
2

Sub

CMYK 255
RGB 0

CMYK 0/0/0/20
RGB 220/221/221

Color

시선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3가지 색채를

활용해 브랜드 컬러 팔레트를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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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and color palette is finalized 
using only three colors of black, 
white and gray so that our
eyes and views could be fully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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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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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스 

양각陽刻을 의미하며, 

실용적인 디자인 및 용도를 가진 제품들을 출시하는

외향적인 성향의 라인입니다.

인타글리오

음각陰刻을 의미하며, 

편리한 사고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을

출시하는 내향적인 성향의 라인입니다.

Emboss

Intaglio

The Emboss line releases simple and inclusive products that are
practical in both design and use.

The Intaglio line releases bold and exciting products with
experimental designs that stray from convention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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