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즐 2

미술로 풀어보는
펒퍼즐 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기

캐릭터

9만

가마

벽을 흙이나 벽돌로 쌓아  도자기나 기와를 굽는 시설
로,  토기나 도자기를 구워냈던 가마의 유적을  가마터 
혹은 '도요지'라고 함.  가마는 아궁이와 굴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료로 불을떼어 높은 온도를 낼 수 
있음

가산혼합

캐리커쳐

만화나 소설, 연극 등에 등장
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으
로  기업이나 단체, 
행사, 제품 등의 특성을 소비
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만든 
시각적 상징물

시각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특징을 포착해 

풍자해서 그리는 그림 을
말하는대요, 그리고자 하
는 사람의 특징을 많이 

과장시켜 그리곤 함

색광을 더할수록 
점점 더 밝아져서 

명도와 채도가
높아지는 
빛의 혼합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는 이념으로 현대 디자인
에 큰 영향을 준 조형학교로, 
1919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하여 
독일 바이마르에 설립

바우하우스 포스터

알리고 싶은 내용을 
상징적인 그림과 간단
한 글귀로 표현하고 
눈에 띄는 곳에 붙여서
 알리는 그림을 말함. 

그 종류에는
문화포스터
계몽포스터
상업포스터
관광포스터 등이 있음

무채색
붉다, 푸르다, 누렇다 등
의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유채색'을 제외한 흰색, 
회색, 검정색을 '무채색 
이라고 함.

유채색 

채도대비

똑같은 주황이라도 
빨간 바탕에서는 실제보다 더 탁해 보이고

회색 바탕에서는 더 맑고 깨끗해 보이는 것과 
같이, 주변 색에 의해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색의 대비 (채도 : 맑고 깨끗하고 선명한 정도)

무대디자인

무대의 공간적인 조형 구성으로
무대장치, 의상, 조명 등을 
총체적으로 디자인 하는 것 

스펙트럼

빛을 프리즘 등의 도구로 색깔에 따라 
분해해서 살펴보는 것 

스펙트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영상확인
https://tv.naver.com/v/5637790

텍스타일

직물이나 옷감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오늘날 직물뿐만 아니라 편직물, 펠트, 

부직포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

명도

색은 세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붉다, 푸르다, 누렇
다라고 구분 되는 속성인 색
상,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나
타내는 명도, 맑고 깨끗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 이렇
게 세가지임



본문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한글 글꼴로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은 서체.
붓글씨체를 활자체로 정리하여 만들어진 서체
로 오래보고 있어도 눈의 피로도가 낮고 그 느낌
이 우아하여서 본문체로 많이 쓰임

명조체 화각공예

유리공예

유리를 재료로 하여 조형미를 갖춘 각종 공산품
을 만드는 공예. 대체로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유
리가 보석과 같은 귀중품의 일종으로서 팔찌, 
목걸이 등 장신구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의식
기(儀式器)와 사리(舍利)장치로서도 사용됨

토기
점토로 만든 후, 유약을 입히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구워 낸 그릇으로, 원시
적인 도자기는 흙을 빚어 모양을 만들
고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직접적으로 
구워내는 방식이었다. 이런 그릇은 내
구성의 문제로 차츰 사라지고 '가마'가 
생기면서 고온으로 구워내는 도기 또
는 자기를 만들게 됨.

화각공예는 나전칠기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왕실 공예로, 아주 특이한 
공예임. 소의 뿔을 얇게 종이장 처럼 펼쳐서 뒷
면에 오색찬란한 단청 안료로 갖가지 문양을 그
리고 채색하여 만들고자 하는 목기물 표면에 장
식하여 만드는 공예

클릭하여 영상보기

클릭하여 영상보기

유리공예 영상보기

픽토그램

빠른 정보의 전달을 위해 
문자의 역할을 대신해 형
태를 간략하게 그려서 나
타낸 그림문자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1661&docId=2447076&categoryId=51663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1661&docId=2447076&categoryId=51663
https://www.youtube.com/watch?v=SU0RLkJqOsw
https://www.youtube.com/watch?v=SU0RLkJqO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