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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Vessel
____/10 Idea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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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Mark =

Criteria for your ﬁnished Clay Vessel:
Clay skills
Strength, balance and surface ﬁnish

Quality of Carving
Complexity, quality, fullness, and craft

Daily Clean-up Habits
Cleaning table & ﬂoor to be streak-free

Building your vessel step by step

1. Develop your idea ﬁrst!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하십시오 !

2. Divide your clay into four pieces: one for a
base, two for coils, and one for everything
else and for emergencies.
점토를 4 개의 조각으로 나눕니다 :
하나는베이스 , 코일은 2 개, 다른 모든 것과 비상
사태에 대해 나눕니다 .

3. Make the bottom: a disc of clay that is 1-1.5
cm thick and 7-10 cm in diameter. Store any
leftovers in your bag.
바닥을 만드십시오 : 두께가 1-1.5cm, 직경이
7-10cm 인 점토 디스크. 남은 음식을 가방에
보관하십시오 .

7. Stretch the coils by spreading your ﬁngers
while rolling.
굴러가는 동안 손가락을 뿌려 코일을 늘립니다 .

8. Smear your coils together using only one
ﬁnger or one thumb.
손가락 하나 또는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코일을 함께 부드럽게합니다 .

9. Don’t pinch on either side because you will
make your pot very dry and thin.
냄비를 매우 건조하고 얇게 만들기 때문에
양쪽에 꼬집지 마십시오 .

13. Add a foot by attaching a coil.
코일을 부착하여 발을 추가하십시오 .

14. Scribe and then trim the lip.
서기관을 다음 입술을 잘라냅니다 .

15. Coat your pot with white slip. Let it dry
and add coats until there are no streaks.
냄비를 하얀 슬립으로 코팅하십시오 . 줄무늬가
없을 때까지 건조시키고 코트를 추가하십시오 .

4. Keep it fairly rough because smoothing it
will dry it out.
스무딩이 건조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유지하십시오 .

5. Make a series of coils that are about
1-1.5cm thick.
약 1-1.5cm 두께의 일련의 코일을 만드십시오 .

6. Remember that you are not squeezing the
coils. Work quickly!
코일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빨리 일하십시오 !

10. Smooth the inside with your ﬁngers. If
you can’t reach, it is OK.
손가락으로 내부를 부드럽게하십시오 . 도달 할
수 없으면 괜찮습니다 .

11. Shape your vessel by paddling it with a
wooden spoon or stick.
나무로 된 숟가락이나 스틱으로 얕은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

12. Shave it with a knife. Then smooth it with
a metal/plastic/silicone rib.
칼로 면도하십시오 . 그런 다음
금속/플라스틱 /실리콘 리브로
부드럽게하십시오 .

16. Do a very light rough sketch of your
drawing on your pot.
냄비에 드로잉의 매우 가벼운 거친
스케치를하십시오 .

17. Take a sharpened pencil and carve
through the slip into the brown clay.
날카롭게 연필을 가지고 미끄러짐을 통해 갈색
점토로 조각하십시오 .

18. Finally, carve your name on the bottom.
마지막으로 , 당신의 이름을 바닥에
조각하십시오 .

Clay vessel project evaluation
تقييم مشروع سفينة الطين
Clay chombo mradi tathmini
黏土容器项目评估
Clay sasakyang-dagat proyekto pagsusuri
Argila avaliação do projeto vaso
माटो पोत परियोजना मल्
ू यांकन
Clay nirxandina projeya hacetekî
Arcilla evaluación de proyectos buque
클레이 선박 프로젝트 평가

Clay qiimaynta mashruuca weel
Tongefäß Projektbewertung
粘土容器のプロジェクト評価
Thẩm định dự án tàu Clay
ดิ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ผลโครงการเรือ
 کشتیClay ارزیابی پروژه
Оцінка проекту Clay судна
د خټو د واټر پروژې ارزونه

Clay skills: The strength, balance, and surface finish of your clay vessel
 واالنتهاء من السطح من وعاء الطين الخاص بك، والتوازن، قوة:مهارات الطين
Ujuzi Clay: nguvu, usawa, na kumaliza uso wa udongo chombo yako
克莱技能：力量，平衡，和表面的粘土容器的光洁度
Kasanayan Clay: Ang lakas, balanse, at ibabaw tapusin ng iyong clay sasakyang-dagat
Habilidades de barro: A força, equilíbrio e acabamento de superfície do seu vaso de barro
माटो कौशल: बल, ब्यालेन्स समाप्त भएको, र आफ्नो माटो पोत को सतह
Zanîna Clay: The hêza, balance, û finish surface of firaxeke ji heriyê te
Habilidades arcilla: La fuerza, el equilibrio y acabado de la superficie de la vasija de barro
클레이 기술 : 당신의 점토 용기의 힘, 균형, 및 표면 처리
Xirfadaha Clay, Xoog, dheelitirka, oo ku dhameysatay ayaa dusha markabka dhoobo aad
Ton Fähigkeiten: Die Stärke, Balance und Oberflächenbeschaffenheit des Tongefäß
クレイスキル：強さ、バランス、そしてあなたの粘土容器の表面仕上げ
Kỹ năng Clay: Sức mạnh, cân bằng, và hoàn thiện bề mặt của tàu đất sét của bạn
ท ักษะดิน: ความแข็งแรงสมดุลและพืน
้ ผิวของเรือดินของคุณ
 تعادل و سطح سطحی از رگ های رس خود را، قدرت:مهارت های خاکستری
Навички глини: сила, баланс та поверхнева обробка вашого глиняного судна
 او سطح پای ستاسو د خټو کڅوړه، ستاسو د خټو بیلګې:د خټو مهارتونه

Quality of carving: The complexity, quality, fullness, and craft of the patterns and line drawing on your vessel
 والحرف من أنماط وخط الرسم على السفينة الخاصة بك، واالمتالء، والجودة، تعقيد:جودة نحت
Ubora wa carving: utata, ubora, ukamilifu, na biashara ya mifumo na line kuchora kwenye chombo yako
雕刻的质量：
复杂性，质量，丰满度和图案的工艺和线路上的船只图纸
Kalidad ng mga larawang inukit: Ang pagiging kumplikado, kalidad, kapunuan, at katusuhan ng mga pattern at pagguhit ng linya sa iyong sasakyang-dagat
Qualidade de escultura: A complexidade, qualidade, plenitude e artesanato dos padrões e desenho de linha em seu navio
को नक्काशी गण
ु स्तर: द जटिलता, गण
ु स्तर, पर्ण
ू तामा र ढाँचाको शिल्प र रे खा आफ्नो पोत मा चित्रकला
Quality ji carving: Tevlihevî, bi qelîte, tijetiya, û craft ya qalibên û xeta li ser hacetekî te
La calidad de la talla de: La complejidad, la calidad, la plenitud, y el oficio de los patrones y la línea sobre la base de su embarcación
조각의 품질 : 복잡성, 품질, 충만, 그리고 패턴의 공예 줄은 선박에 그리기
Tayada xardho: murugsan, oo tayo leh, buuxnaantiisa, iyo farsamo ee nidaamyada iyo line barbaro on your weel
Qualität des Schnitzen: Die Komplexität, Qualität, Fülle und Handwerk des Musters und Strichzeichnung auf dem Schiff
彫刻の品質：複雑さ、品質、膨満感、そしてあなたの血管のパターンや線画のクラフト
Chất lượng khắc: Sự phức tạp, chất lượng, đầy đặn, và thủ công của các mô hình và đường vẽ trên tàu của bạn
คุณภาพของการแกะสล ัก: ความซับซ ้อนทีม
่ ค
ี ณ
ุ ภาพความสมบูรณ์และงานฝี มือของรูปแบบและสายการวาดภาพบนเรือของคุณ
 و ساخت الگوهای و طراحی خط بر روی کشتی شما، کامل، کیفیت، پیچیدگی:کیفیت حکاکی
Якість різьблення: складність, якість, повнота, та ремесло зразків та лінійний малюнок на вашому судні
 او د نمونو او کرښې رسماتو کې د نمونو او کرښې رسماتو د نمونو او کرښې رسماتو کې، کیفیت، پیچلتیا، پیچلتیا:د نقاشۍ کیفیت

Daily clean-up habits: Cleaning your table and floor so it is clean and has no streaks
 تنظيف الجدول الخاص بك واألرضية بحيث أنها نظيفة وليس لديها الشرائط:عادات التنظيف اليومية
Kila siku safi-up tabia: Kusafisha meza yako na sakafu hivyo ni safi na haina Streaks
每日清理习惯：
清洁您的桌子和地板所以是干净的，没有任何条纹
Araw-araw na paglilinis gawi: Paglilinis ng iyong talahanayan at sahig kaya ay malinis at walang streaks
Diários de limpeza hábitos: Limpeza sua mesa e no chão por isso é limpo e não tem estrias
दै निक सफा-बानी: आफ्नो तालिका र तल्ला सफाई यसलाई सफा छ र कुनै streaks छ त
Xûyên Daily paqij-up: Cleaning maseyê û di qata xwe de, da ku ew paqij e û tu xêzên
Hábitos diarios de limpieza: Limpieza de la mesa y el suelo por lo que es limpio y tiene, sin rayas
매일 청소 습관 : 그것은 깨끗하고 더 줄무늬가 없습니다 귀하의 테이블 및 바닥 청소
Caadooyinka Daily nadiif-up: Nadiifinta miiska iyo dabaqa si kaasu waa daahir oo uu leeyahay oo xariijimo no
Täglich Aufräum Gewohnheiten: Reinigung Tisch und Boden, damit es sauber ist und keine Schlieren
毎日のクリーンアップの習慣：それはきれいで、何の筋を持っていないので、あなたのテーブルや床の清掃
Daily dọn dẹp thói quen: Làm sạch bàn và sàn nhà của bạn để nó sạch sẽ và không có vệt
้ ของคุณให ้สะอาดและมีลายเส ้น
้ นิส ัยประจำว ัน: ทำความสะอาดโต๊ะและชัน
สะอาดขึน
 تمیز کردن جدول و کف خود را به طوری که تمیز است و هیچ رگه ای ندارد:عادات تمیز کردن روزانه
Щоденні звички очищення: очищення таблиці та підлоги, щоб він чистий і не має смуг
ورځنۍ پاکول

Marcella Hartling, Fall 2020

Gabriel LeBlanc, Fall 2020
Keifer Schella, Fall 2020

Olivier Berube-MacInnis, Fall 2020

Jasper Billingsley, Fall 2020

DJ Johnson, Fall 2020
Luca-Salomé Sillack, Fall 2020
Agustina Lasarte Villar, Fall 2020

Jiwon Jang, Fall 2020

Esmé Bellefeuille, Fall 2020

Andrew Santiago, Fall 2021

These pages are from:
Simpson, Kitto, and Sodeotka,
The Japanese Pottery Book, Revised Edition, 2014

Idea generation
Lily Kungl’s clay vessel

Historical Patterns from around the world

Mi’qmaq

Maliseet
Art Nouveau

Celtic
China

Egypt

Ghana

China

Ghana

Greece

India

Japan

Navajo

Mali

Pakistan

Roman

Paciﬁc Northwest Coast

Persia

William Morris (Arts and Crafts)

Turkmenistan

Islamic pattern
Persia
Syrian

Persia

Islamic calligraphy

Islamic pattern

Idea Development 아이디어 개발
Name 이름:
1

Number of words
단어 수

2

→ _____ ÷ 3
→ _____ ÷ 3

= _____%
= _____%

Number of better sketches → _____ ⨉ 4%
더 나은 스케치 수
→ ⨉ 4%

= _____%
= _____%

Select the best and join together ideas
최고를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결합한다

= _____%
= _____%

maximum of 10 images
최대 10개의 이미지

= _____%
= _____%

max of 10 thumbnails
최대 10개의 미리 보기

= _____%
= _____%

great quality or better
품질이 좋든 좋든

Thumbnail compositions
섬네일 구성
_____ thumbnails x 8%
_____ 썸네일 x 8%

5

circled = ▢ 5%
동그라미 = ▢ 5%
linked = ▢ 5%
연결됨 = ▢ 5%

Print reference images
참조 이미지 인쇄
_____ images x 5%
_____ 영상 x 5%

4

= _____%
= _____%

Number of simple sketches → _____ ⨉ 2%
단순 스케치 수
→ _____ 2%

Circle the best ideas
최고의 아이디어에 동그라미 쳐라
Link into groups of ideas
아이디어 그룹으로 연결

3

maximum of 50% 최대 50%

Generate ideas 아이디어 생성

Rough copy
러프 카피
_____ drawing x 25%
_____ 도면 x 25%

Total 합계

= _____%

NOTE: If you simply copy a picture from the internet, your mark drops to 25%.
참고: 인터넷에서 사진을 복사하기만 하면 25%로 떨어진다

Generate ideas!
아이디어 생성!
Use lists, a web map, or simple drawings to come up with a LOT of ideas! If you already have an idea in
mind, choose that as your central theme and expand upon it. Let your ideas wander - one idea leads to
another. Drawings can be details of source images, diﬀerent viewpoints, textures, technical experiments,
etc.
사용 목록 웹 지도, 또는 단순 그림 아이디어가 많은을 위해! 만약 당신이 이미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네 중심적인
테마로서 부연이 선택하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배회하고 있다. 하나는 생각 다른으로 이어지자. 소스 이미지, 다른
관점, 질감, 기술적 실험 등의 도면 될 수 있어 세부 사항

Adding up points for ideas 아이디어에 대한 포인트 추가
Number of words
단어 수
→ _____ ÷ 3 = _____%

Number of simple sketches
단순 스케치 수
→ _____ ⨉ 2% = _____%

Number of better sketches
더 나은 스케치 수
→ _____ ⨉ 4% = _____%

Select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고르다
Draw circles or squares around your best ideas
최상의 아이디어가 주위를 원이나 사각형을 그리세요.

☐ You have selected the best 3-7 ideas = 5%
당신은=가장 좋은 작업 아이디어 5%을 선택했다.

Link the best into groups
최상의 것을 그룹으로 연결
Draw dashed or coloured lines to link your best ideas
into groups that could work well together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룹으로
연결하기 위해 파싱 또는 컬러 라인을 그리십시오
☐ You have joined the best ideas with lines = 5%
선 = 5%로 최고의 아이디어에 참여하셨습니다.

Print references
참조 인쇄

Number of reference photos/참고사진 수 → _____ ⨉ 5% = _____%

●

Print SIX reference images so you can accurately observe the challenging parts of your artwork. Taking your
and using own photographs is preferred, but image searches are also ﬁne.
6개의 참조 이미지를 인쇄하여 미술품의 도전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고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지 검색도 괜찮다.

●

Do not simply copy a picture that you ﬁnd. The idea is to edit and combine source images to create your
own artwork. If you simply copy a picture, you are plagiarizing and will earn a zero for your idea generation
and any criteria involving creativity in your ﬁnal artwork.
단순히 찾은 사진을 복사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디어는 원본 이미지를 편집하고 결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그림을 베끼는다면, 당신은 표절이고 당신의 아이디어 세대와 당신의 마지막 작품에서 창조성과
관련된 모든 기준을 위해 25%를 벌게 될 것이다.

●

Up to half of your pictures may be of drawings, paintings, or other artworks of others to use as inspiration.
The other images must be realistic photographs.
당신의 그림의 절반까지 영감을 주기 위해 그림, 그림 또는 다른 예술 작품일 수 있다. 다른 이미지들은 사실적인
사진들이어야 한다.

●

You must hand in the printed copy of the images to earn the marks.
당신은 점수를 얻으려면 이미지의 인쇄본을 제출해야 한다.

Thumbnail compositions
섬네일 구성
●

Create TWO or more thumbnail drawings anywhere in the idea development section.
어디서든 아이디어 개발 섹션의 도면 썸네일 두 개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These should be based on combinations of ideas that you can up with. Include your background.
이것들은 당신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의 조합에 기초해야 한다. 배경을 포함시키십시오

●

Experiment with unusual angles, viewpoints, and arrangements to help make your artwork stand out.
여러분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이한 각도, 관점, 배치로 실험해 보십시오.

●

Draw a frame around your thumbnails to show the edges of the artwork.
그림의 가장자리를 보여주기 위해 엄지 손톱 주위에 액자를 그려라.

Adding up points for THUMBNAIL drawings
축소판 그림의 점 추가

Examples of ROUGH drawings
대략적인 도면의 예

Number of thumbnail drawings
썸네일 도면 수 → ⨉ 8% = _____%

Rough drawing
대략적인 도면 → 최대 25% = _____%

Rough drawing
거친도면
●

Take the best ideas from your thumbnails and combine them into an improved rough copy.
엄지손톱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취해서 그것들을 개선된 거친 복사본으로 결합하라.

●

Use this to work out the bugs and improve your skills before you start the real thing.
실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사용하여 버그를 해결하고 기술을 향상시키십시오.

●

If you are using colour, use paint or coloured pencil to show your colour scheme.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페인트 또는 색연필을 사용하여 색상을 표시하십시오.

●

Draw in a frame to show the outer edges of your artwork.
그림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보여주기 위해 액자를 그려라.

●

Remember to choose a non-central composition.
중심적이지 않은 작곡을 선택하는 것을 기억하라.

Art Vocabulary - 어휘
Analogous colours
유사 색상

groups of colours that are next to each other on the colour wheel
컬러 휠에 서로 옆에 색상 그룹

Background
배경

the part of an artwork that is far away
멀리 작품의 일부

Blending
혼합

mixing from light to dark
광 혼합에서 진한

Blurring details
세부 사항을 흐리게

making small things have less detail so they seem far away
그들은 멀리 떨어져 보일 수 있도록 작은 일이 덜 상세를 만들기

Brainstorming
브레인 스토밍

coming up with a large number of ideas
아이디어의 많은 수의 함께 올라오고

Brushstroke
붓 자국

the mark made by the bristles of a brush in painting
그림에서 브러시의 강모에 의해 마크

Central composition
중앙 구성

an arrangement whe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n the middle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배열

Colour composition
컬러 구성

the arrangement of colours in an artwork
작품의 색상 배열

Colour scheme
색상

the choice of colours in an artwork
작품의 색상 선택

Colour mixing
색상 혼합

adding two or more colours together
두 개 이상의 색상을 추가

Colour wheel
컬러 휠

a circle of coloured sections that shows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ours
색상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색 부분의 원

Complementary colours
보색

colours that are opposites on the colour wheel
컬러 휠에 정반대 색상

Composition
구성

the arrangement of things in an artwork
작품에서 사물의 배치

Contour drawing
윤곽 그리기

drawing the edges and outlines
가장자리와 윤곽 그리기

Contrast
대조

the difference between the lights and darks
빛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

Cool colours
멋진 색상

colours that are calm and soothing, such as blues and greens
같은 청색과 녹색으로 조용하고 진정 있습니다 색상,

Creativity
창의성

ideas that are useful, unique, and insightful
유용 독특한 통찰력있는 아이디어

Cropping
자르기

cutting off part of a picture
화상의 부분 절단하는

Cross-hatching
크로스 해칭

drawing using close parallel lines that cross each other at an angle
각도로 서로 교차 근접 평행선을 이용한 드로잉

Cyan
시안

a greenish-blue colour that is one of the colour primaries
색상 예비 선거의 하나 인 녹색 - 청색

Decreasing contrast

making the range between the lights and darks smaller so that things look muddier
and far away
빛과 어두운 부분 사이의 범위를 만드는 작은 그 일을 muddier과 멀리 보이는
그래서

감소 대비
Depth
깊이

the sense that some things are near and others are far away
몇 가지 근처에있는 다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

Detail
세부 묘사

small, important parts of a drawing
도면의 작은, 중요한 부분

Dry brush painting
드라이 브러시 그림

creating scratchy brush strokes using a brush that is mostly dry
대부분 건조 브러시를 사용하여 마구 브러시 스트로크를 만들

Dull colours
둔한 색상

colours that are weak, and not very vivid
약한, 매우 선명하지 않은 색상

Foreground
전경

the part of an artwork that is biggest and closest
가장 크고 가장 가까운 작품의 일부

Hatching
부화

drawing using close parallel lines
근접 평행선을 이용한 드로잉

Idea development
아이디어 개발

a process that is used to create useful, insightful, and unique ideas
유용한 통찰력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Increasing contrast

making the range between the lights and darks bigger so that things look more
intense and close up
그 일을 더 강렬한 모습과 가까이 있도록 조명과 큰 어두운 부분 사이의 범위를
만들기

증가 대비
Insightful
통찰력

something that shows deep thinking
뭔가 보여줍니다 깊은 생각

Intense colours
강렬한 색상

colours that are strong and very vivid
강력하고 매우 선명한 있습니다 색상

Magenta
마젠타

a reddish purple (hot pink) that is one of the colour primaries
색상 예비 선거의 하나 인 붉은 보라색 (핫 핑크)

Modelling
모델링

making things 3D using blending
만드는 일 3D 사용하여 블렌딩

Negative space
음의 공간

the shape of the space between the things you would normally look at (the positive
space)
당신이 일반적으로 (긍정적 공간)에서 볼 것 것들 사이의 공간의 형태

Non-central composition
비 중앙 구성

an arrangement whe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in the middle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없는 배열

Positive space
긍정적 공간

the contour of the things you would normally look at
당신이 일반적으로 볼 것이 사물의 윤곽

Primary colour
원색

a colour that cannot be mixed using other colours: cyan, yellow, and magenta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혼합 할 수없는 색상 : 노란색 시안, 마젠타

Reference images
참조 이미지

photographs used to look at so you can make a better artwork
당신이 더 나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을보고 사용

Rotating
회전

turning a picture to a new angle
새로운 각도로 사진을 회전

Secondary colour
보조 색상

a colour that is created by mixing two primary colours: red, green, and blue
두 가지 기본 색상을 혼합하여 만든 색상 : 적색, 녹색, 청색

Shading
농담

drawing with white, black, and greys
흰색, 검은 색과 회색으로 그리기

Sharpening details
세부 사항을 선명

making small things have more detail so they seem close up
그들이 가까이 보일 수 있도록 작은 일들이 자세한 내용을 한 만들기

Smoothness
매끄러움

drawing cleanly, with no bumps
어떤 범프 깨끗하게 그리기

Split complementary colour scheme a colour scheme using one base colour, and two colours on either side of the
complementary
분할 보완 색 구성표
상보의 양쪽에 하나의 기본 컬러와 두 개의 색상을 이용한 배색
Square colour scheme
광장 색상

a colour scheme in which colours are balanced around the colour wheel in the shape
of a square
색상이 사각형의 형태로 컬러 휠 주위에 균형 된 색 구성표

Stippling
점묘

drawing using small dots
드로잉 작은 도트를 사용

Texture
조직

drawing that looks the same as what it feels like
그게 어떤 느낌인지와 같은 모양 그리기

Thumbnail drawings
축소판 그림

small drawings that are used to develop the composition of an artwork
작품의 조성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도면

Triad colour scheme
트라이어드 색상

a colour scheme in which colours are balanced around the colour wheel in the shape
of a triangle
색 삼각형의 형태로 컬러 휠 주위에 균형 된 색 구성표

Unique
독특한

something that is rare, or one-of-a-kind
희귀, 또는 한 종류의 뭔가

Warm colours
난색

colours that are suggestive of heat or passion: yellows, oranges, and reds
열이나 열정의 암시 색상 : 노랑, 오렌지, 및 빨강

Web-mapping
웹 매핑

linking together ideas into a web
웹에 함께 아이디어를 연결

Wet-on-wet painting
습식 습식에 그림

adding paint to an already wet painting surface
이미 젖은 페인트 표면에 페인트를 추가

Zooming in/zooming out
/ 확대 축소

making a picture seem closer (zoom in) or further away (zoom out)
사진은 더 멀리 (줌인) 가까이 보이거나 만들기 (축소)

Hannah Makhoul, Fall 2021
Heeeun Kim, Fall 2021

Hugh Sullivan, Fall 2021

Erin Vorontsova, Fall 2021
Miho Du, Fall 2021
Leo Mark, Spring 2022

Elgin Wilson, Fall 2021

Sasha Fillmore, Fall 2021

Adia Parr, Fall 2021

Arsel Duli, Fall 2021

Nate Chin, Fall 2021

Grace Audain, Fall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