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as Eastwood, Spring 2022

Quinton Gagnon, Spring 2022
Olivia Sullivan Newhook, Spring 2022

Airon Miko Ortega, Spring 2022

Sophia McCurdy, Spring 2022
Arrav Paix, Spring 2022

Estel Iscan-Insense, Spring 2022

Exam project
_____/10 Idea development (15%)
_____/10 Creativity/observation (15%)
Balance of realism and great ideas
_____/10 Materials technique (20%)
Shading, blending, proportion,
colour mixing
_____/10 Composition (20%)
Non-central, balanced,
colour scheme
_____/10 Chosen technique (20%)
Portraiture, depth, texture, pattern…
Jordan Daigle, Spring 2022

Max Stevenson, Spring 2022

_____/10 Peer feedback (10%)

Ava Sexton, Spring 2021

Kristy Salcedo, Spring 2021

Ava Sandler, Spring 2021

Eve Blacker, Spring 2021

Molly Dodge Austin, Spring 2021
Carli Wincey, Spring 2021

Axel Wirth Bulmer, Spring 2021

Ella Kim, Spring 2021

Maisie Hermogeno, Spring 2021

Arsel Duli, Fall 2021

Painting 그림

●

●
●
●

●

●

●

Complete, and with a fully-developed foreground and background. 그리고 완벽하게 개발 전경과 배경, 완료
Non-central composition. 비 중앙 구성.
Well-balanced with respect to texture, shape, line, light and dark, and colour.
텍스처에 대해, 도형, 선, 명암 및 색상 균형
If created in colour, the artwork should follow a specific balanced colour scheme.
컬러로 만든 경우, 작품은 특정 균형 색 구성표를 따라야합니다

Effective use of contour, detail, and proportion.
윤곽선, 디테일 및 비율의 효과적인 사용.
Shading with smoothness, and blending.
부드러움과 쉐이딩, 블렌딩.
Rich darks with good contrast.
대비가 좋은 풍부한 어둠.

Well-balanced in three dimensions.
균형 잡힌 3 차원.
Balance of form, texture, and pattern.
폼, 텍스처 및 패턴의 균형.질감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Well-balanced weight in the hand.
손에 균형 잡힌 무게.

Strong and durable construction.
견고하고 내구성있는 구조.
Well-crafted surface quality:
well-smoothed and clean textures.
잘 만들어진 표면 품질 : 잘
부드럽게하고 깨끗한 텍스처
Great handfeel. 손에 좋은 느낌.

...or Patterned/drawn surface texture
또는 패턴이있는 / 그려진 표면 텍스처
● Detailed, accurate, and life-like.
상세하고 정확하며 실물과
비슷합니다.
● Based on observation or image research.
관찰 또는 이미지 조사를 바탕으로
● Complex and beautiful pattern.
복잡 하 고 아름 다운 패턴입니다.
● A high quality variety of different kinds
of pattern and drawing. 다양한 종류의
패턴과 드로잉의 고품질 다양성.

Portraiture 초상화…
● Detailed, accurate, and life-like.
상세하고 정확하며 실물과
비슷합니다.
● Based on observation.
관찰을 바탕으로

●

●

●

●

●

●

Clay 점토

This project is your final exam, worth 20% of your final mark. It is due at the end of the last class before regular written exams. It must be done independently in the art classroom unless I specifically give you
permission to work outside of class. I encourage you to ask me if you want to try something not listed here.
이 프로젝트는 귀하의 최종 시험으로 최종 점수의 20 %에 해당합니다. 최종 시험이 끝나기 전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실 밖에서 일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미술 교실에서 독립적으로해야합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나에게 묻기 바랍니다.

10% - Peer feedback Give specific, detail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others in your class.
또래 의견 클래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개선을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안을

20% - Your chosen criteria Sense of depth 깊이 감…
...or Portraiture 또는 초상화
선택한 기준
● Use changes in contrast and detail to create a sense of depth.
● Detailed, accurate, and life-like.
콘트라스트와 디테일의 변화를 사용하여 깊이 감을
상세하고 정확하며 실물과
느껴보십시오.
비슷합니다.
● Consider using two-point perspective to emphasize this.
● Based on observation.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2 점 관점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을 바탕으로
고려하십시오.
● If using colour, use warm, intense colours for near things, and ...or Texture 또는 질감
cool, dull colours for far away.
● Detailed, accurate, and life-life.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물건에 따뜻하고
상세하고 정확하며 평생 동안.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고 차가운 지루한 색상은 멀리
● Based on observation.
사용하십시오.
관찰을 바탕으로
● A high quality variety of different kinds
of textures.
텍스처의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다양성.

20% - Composition
작문

20% - Materials technique
재료 기술

15% - Thoughtful, unusual, unexpected, unique, original ideas expressed through thoughtful observation of the visual qualities of the real world.
Creativity/observation 사려는 특별한 예기치 않은, 독특한, 독창적 인 아이디어는 현실 세계의 시각적 특성의 사려 깊은 관찰을 통해 표현
독창성 / 관찰력

15% - Idea development Use the same criteria as the idea development graphic organizers.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개발 그래픽 구성 도우미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십시오.

Drawing 그림

Exam Project Evaluation Criteria 시험 프로젝트 평가 기준

Development of Charlotte Cameron’s exam project

Development of Somin Park’s exam project

Evelyn N, Fall 2020

Theo MacDonald, Fall 2020

Jiwon Jang, Fall 2020

Curt Sarmiento, Fall 2020

Kim Mago, Fall 2020

Kahmya McAlpine, Fall 2020

Claire Smith, Fall 2020

Rebecca Regan, Fal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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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images
최대 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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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vier Nuñez De La Luz, Fall 2019

Kitana Gray, Fall 2019

Ian Porter, Fall 2019

Somin Park, Fall 2019
Alayza Grant, Fall 2019

Lungta Boyce, Fall 2019

Mercy Olugu, Fall 2019

Julia Honigman, Fal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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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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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giving feedback
Name of artist:

시험 프로젝트 동료 의견
의견을 제공하는 사람 :
아티스트 이름 :

Quality of observation

관측 품질

Quality of drawing/painting technique

드로잉 / 페인팅 기술의 품질

Clay Technique

점토 기법

Portraiture

초상화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ir level of detail improve?
세부 수준 및 방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개선 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ir proportion (shapes and sizes) improve?
그들의 비율 (모양과 크기)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개선 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ir overall observation improve?
전반적인 관찰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개선 될 수 있는가?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y improve their use of contour, detail, and proportion?
윤곽선, 디테일 및 비율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improve their smoothness and blending from light to dark?
빛과 어둠의 부드러움과 혼합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개선 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mix and/or apply their paint more carefully or complexly?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페인트를 더 조심스럽게 또는 복잡하게 혼합하고 도포 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ir brushstrokes, pencil lines be more interesting or expressive?
그들의 붓놀림과 연필 줄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더 재미 있고 표현력이 좋을까요?
How and where can they create more effective textures?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더 효과적인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ghts and darks in their work?
그들의 작업에서 조명과 어둠의 품질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ensure that their project is strong and stable?
예술가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프로젝트가 강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improve the smoothness or texture of the surface quality?
예술가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표면 품질의 부드러움이나 질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improve how the clay object feels in the hand?
점토 물체가 어떻게 손에 느껴지는지 예술가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개선 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carving?
예술가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조각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make their portrait more detailed, realistic, and lifelike?
아티스트는 어떻게 자세하고 현실적이며 생생한 초상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observation?
예술가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관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improve specific parts of the face?
예술가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얼굴의 특정 부분을 개선 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show specific parts of their subject’s personality?
예술가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들의 주제의 성격의 특정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Composition

구성

Sense of depth

깊이 감

Pattern and design

패턴 및 디자인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y add more to make the artwork feel more complete?
어떻게 그리고 어디는 작품의 느낌이 더 완벽하게 더 추가 할 수 있습니까?
What and where does the artist have to improve the fullness of the background or foreground?
예술가는 배경과 전경의 충만 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해야합니까?
What and where do they have to do things to ensure will finish on time?
제 시간에 끝나기 위해 무엇을해야합니까?
What and where do they have to do things to ensure that their composition is non-central?
그들의 구성이 중심이 아닌 것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디에서해야합니까?
What and where do they have to do things to ensure that their composition is well-balanced with respect to
texture, shape, line, light and dark, and colour?
질감, 모양, 선, 밝고 어두운 색상 및 색상과 관련하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해야합니까?
How and where should they change their colours to match their colour scheme?
색상 구성표와 일치하도록 색상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변경해야합니까?
How well-balanced is the project three-dimensionally (if a 3D project)?
3D 프로젝트 인 경우 3D 프로젝트의 균형이 얼마나 좋은가?
How well-balanced does the object feel in the hand when held and handled (if a 3D project)?
3D 프로젝트 인 경우 보유하고 처리 할 때 손에 물체가 얼마나 잘 균형 잡습니까?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use converging lines, single or two-point perspective better?
아티스트는 수렴형 라인, 단일 또는 2 점 투시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use warm and cool colours to create a better sense of depth?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사용하여 더 좋은 깊이 감을 만드는 방법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use high and low intensity colours to create a better sense of depth?
더 높고 낮은 강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더 좋은 깊이 감을 만드는 방법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use high and low contrast to create a better sense of depth?
더 높고 낮은 대비를 사용하여 더 좋은 깊이 감을 만드는 방법과 장소는 어디에서?
How and where can they use high and low detail to create a better sense of depth?
더 높고 낮은 디테일을 사용하여 더 좋은 깊이 감을 만드는 방법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create more detailed, accurate, and life-like patterns?
예술가는 어떻게, 어디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며 실제와 같은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base their patterns and design in observation and image research?
관찰과 이미지 연구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패턴과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create more complex and beautiful designs and patterns?
어떻게 그리고 어디는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create a wider variety of patterns and designs?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Texture

조직

Consider:
중히 여기다:
How and where can the artist create more detailed, accurate, and life-like textures?
예술가는 어떻게, 어디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며 실물과 같은 질감을 만들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observe realistic textures more closely to improve their artwork?
미술 작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실감있는 질감을 더 자세히 관찰 할 수있는 방법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use a wider variety of textures?
어떻게 다양한 텍스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How and where can they improve the quality of the textures in a specific area?
특정 영역에서 텍스처의 품질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Be specific: say WHERE it is, and WHAT they should DO / WHAT is going well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 그것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해야하는지 / 잘되어 가고 있는지
말하십시오.
Example: 예:

“You can make the texture in his hair better by observing the shapes of the lights and darks“
"빛과 어둠의 모습을 관찰하여 머리카락의 질감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You should answer any six questions in this assignment.
이 과제에서 6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합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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