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로 풀어 보는

퍼즐 2



가로 1

 기업이나 단체, 행사, 제품 등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만든

 시각적 상징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만화나 소설, 연극 등에 등장하는 독특

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으로

엇, 야스오 형아~



세로 1

시각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특징을 포착해 

풍자해서 그리는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미지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pin/798966790131561894/



색광을 더할수록 점점 더 

밝아져서 명도와 채도가 

높아지는 빛의 혼합은? 

가로 2



세로 2

벽을 벽돌로 쌓아 

도자기나 기와를 굽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로 3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는 이념으로 

현대 디자인에 큰 영향을 준,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된 

국립조형학교의 이름은 무엇인가?



세로 4

알리고 싶은 내용을 

상징적인 그림과 간단한 

글귀로 표현하고 

눈에 띄는 곳에 붙여서

 알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가로 5

유채색을 제외한

흰색, 회색, 검정색을

일컫는 말은?



세로 6

똑같은 주황이라도 빨간 바탕에서는 실제보다 더 탁해 보이고

회색 바탕에서는 더 맑고 깨끗해 보이는 것과 같이, 주변 색에 

의해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색의 대비는 무엇인가?



무대의 공간적인 조형 구성으로, 무대장치, 

의상, 조명 등을 총체적으로

디자인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가?

가로 7



세로 9

프리즘을 통과한 빛/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빛을 프리즘 등의 도구로 색깔에 

따라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https://terms.naver.com/imageDetail.nhn?cid=60217&docId=4389882&imageUrl=https%3A%2F%2Fdbscthumb-phinf.pstatic.net%2F1779_000_1%2F20120322211556891_G70OK4VED.jpg%2Fbh2_1190_i1.jpg%3Ftype%3Dm4500_4500_fst_n%26wm%3DY&mode=entry&clickArea=relatedImage&categoryId=60217
http://


직물이나 옷감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오늘날 직물뿐만 아니라 편직물, 펠트, 부직포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은 무엇인가?

가로 8



색의 세가지 속성 중 하나로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로 10



본문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한글 글꼴로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은 서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로 10



쇠뿔을 얇게 펴서 채색 그림을 그린 후 목기물 

위에 붙여 장식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는 

무엇인가?

세로 11

클릭하여 영상보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1661&docId=2447076&categoryId=51663


유리를 재료로 하여 조형미를 

갖춘 각종 공산품을 만드는 

공예는?

가로 12

유리공예 영상보기

작품: Daniel Moe
http://moehotglass.com

https://www.youtube.com/watch?v=SU0RLkJqOsw


점토로 만든 후, 

유약을 입히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 낸 

그릇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로 14

신라토기의 한 부분
토우가 장식된 긴목항아리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kdc&logNo=22004271419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빠른 정보의 전달을 위해 문자의 역할을 대신해 

형태를 간략하게 그려서 나타낸 그림문자는?

가로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