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 자 디 자 인 ( 3학년 ) ::::::::::::::::::::

문자 디자인의 조건

1. 쉽게 구분되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판독성)

   예 : ‘가’ 인지 ‘기’ 인지 구별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

2. 글자가 균형이 잘 맞아 조화롭고 아름다워야 한다. (심미성)

3. 목적에 알맞아야 한다. (합목적성)

   예 : 어린이 방송프로에는 귀엽고 예쁜 글자체, 

       무서운 영화에는 괴기스러운 글자체, 

가로획

우리나라 글자에는 가

로획이 

훨씬 많은 경향이 있어

서,

가로획은 세로획 보다 

가늘게 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명조가 그렇다.

가로획의 수가 가장 많

은 글자 : 를

세로획

문자 디자인의 규칙

1. 모든 가로획은 굵기가 같다. 

2. 모든 세로획은 굵기가 같다.

(수업 중에는 가로획과 세로획이 혼동되므로 세로획은 ‘기둥’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3. 모든 가로획의 시작 부분은 같은 규칙으로  지킨다.

4. 모든 가로획의 끝 부분은 같은 규칙으로 지킨다.

5. 모든 세로획(기둥)의 시작 부분은 같은 규칙으로 지킨다.

6. 모든 세로획(기둥)의 끝부분은 같은 규칙으로 지킨다.

7. 정해 놓은 모양과 크기 안에 가득 채운다. 

 

      

  

 <고딕체의 특징>

1.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체이다.

2. 다른 장식이 없고 간단명료하여 쉽게 눈에 구분되고 빨

리 읽혀진다. -도로교통표지판이나 포스터에 많이 쓰인

다.

3. 다소 딱딱해 보인다.

  <명조체의 특징>

  1. 모양이 부드럽고 눈에 부담이 덜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활자체이다. - 교과서 안의 본문도 이 명

조체를 주로 사용한다.

  2. 붓글씨를 변형하여 만든 글자이다.



:::::::::::::::::::: 문 자 디 자 인 ( 3학년 ) ::::::::::::::::::::

실제 작업

1. 가로획과 기둥의 특징을 파악한다. 

2. 글자의 구조를 파악한다.

1 2 3

기, 녀, 재, 사, 그, 누, 듀,,, 귀,뇌,뒈,의,왜,화

4 5 6

균,눌,을,를,훅,통 안,책,믿,성,변,일,형,랑 밝,뷁,닭,

7

우리가 작업할 글자는 (완성된 모습)

문화 창조

붉은 시월  
흙, 붉,,

3. 단면 색지의 뒷면의 모눈을 참고하여 가로획과 기둥이 

될 획을 자른다.

  5mm

(가로획  : 나중에 크기에 맞추어 잘라 사용하게 된다.)

  8mm

(세로획(기둥) : 나중에 크기에 맞추어 잘라 사용하게 된다.)

기둥만들기 가로획 만들기

     .

  

화살표 방향으로 자르고, 조각을 덧붙여 필

요한 크기의 획을 만든다.

    

4. 8절지에 기본 위치와 크기를 정하여 칸을 그린다.

   연필로 아주 약하게 그려서 나중에 깨끗하게 지울 수 

있도록 한다.

창 조
정해진 칸 속에 들어가야 하는 획이 적은 

글자는 같은 크기로 디자인하면 훨씬 커 

보이게 되므로, 적당히 조절해 주어야 한다.

   밑금 친 부분에 글자의 본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 큰 칸까지 획의 연장부분이 들어간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는 반드시 적당한 여백을 남겨준다.

작업시간 : 2주 (이론 설명 포함 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