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티클 브러쉬. 

 

파티클 브러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지 해야 할 부분은 모든 파티클 브러시는 통일 된 parameter 기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파티클 브러시는 팝콘FX 파티클 툴에서 대부분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페인터 안에서 추가속성을 설정 하기

는 어렵죠. 

파티클 브러시의 물리적 처리. 

파티클 브러시는 두 개의 큰 노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파티클을 발생 시키는 에미터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파티클의 에미터로부터 발생 한 입자가 표면에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Receiver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노드는 파티클 FX 에서 스크립팅 되어 만들어저 온 것으로서 추가 하기 위해서는 파티클 FX 에서 작

업을 해 와야 합니다. 

다만 빌트인 으로 제공 되는 파티클 노드 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작업이 가능 합니다. 

 

팝콘 FX 살펴보기.(프리뷰) 

 



설치 사이트. 

http://www.popcornfx.com/ 

설치 후 첫번 째 셈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팝콘FX 사용법은 따로 배우도록 하고요~ 

http://www.popcornfx.com/samples/ 

 

작성 한 파티클이 완성 됬다면 File > Import particles 를 호출 하여 파티클을 로드 합니다. 



 

저는 도큐먼트에 PopcornFX 라는 폴더를 만들어 셈플 프로젝트를 저장 하였습니다. 

해당 폴더 하위의 Particles 폴더로 가서 .pkfx 파일을 로드 합니다. 

파티클 FX 에 대해서는 뒤에서 디테일 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일반 브러시로 페인팅을 할 때 매번 마스크를 사용 해서 작업 하는 것도 참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100 퍼센트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영역페인팅을 할 수 있는 파티클 브러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채워 주는 fill 파티클 브러시를 선택 합니다.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셈플 메시 위에서 페인팅을 해 봅니다. 

 



 

페인팅 영역이 체워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켑쳐 하느라 팬을 오래 누르고 있어서 입자가 넘쳤습니다. ) 

파티클 브러시의 사이즈가 크면 입자의 질량이 높아 져서 얇은 영역을 넘어 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란 사각박스 참조) 

 

 

파티클 브러시의 사이즈를 줄여서 테스트 해 본 결과. (노란 사각 박스 참조 ) 



 

MaxDeriveAngle 을 기본값 18 에서 90 이상으로 올려봤습니다. 이 값은 추정각도의 최대치를 인식 합니다. 

 

 

MaxDeriveAngle 에 90을 넘었을 때의 예. 

 



 

MaxDeriveAngle 이 30도 일 때의 예 로서 메시의 꺽임앵글이 30도를 넘어가는 최대추정각도에서 파티클 입자는 

멈추게 됩니다. 

즉 어떤 일정 부분을 채울 때 메시의 곡률의 어느정도 파악 하고 작업 한다면 (그래서 추정입니다.) 좀 더 효율적

인 페인팅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Fill 파티클 브러시로 색을 채운 예. 

 

 

 

 

 

참고 

Fill 파티클이 완전하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른 상황 에서 적절히 사용 하면 됩니다. 

예시는 파티클의 기능등의 설명을 위한 예시로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