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 셋팅. 

프로젝트는 메시와 텍스처 셋으로 만들어 집니다. 

가장 먼저 메시 데이터를 불러 오겠습니다. 

 

File > New 를 선택 하면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 셋업 팝업이 열립니다. 

1. 메시 불러오기. 



 

 

맥스 또는 마야 에서 FBX 로 저장 한 데이터 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고 

UV 의 비파괴 보정기능을 적용 할 때는 프로젝트 셋팅에서 메시를 다시 불러 옵니다. 

 



2. 텍스처 불러오기. 

 

ADD 버튼을 눌러 관련 텍스처를 모두 임포트 하세요. 

 

 

 

 

 

 

 

 

 

 

참고 

외부 프로그램에서 작성 된 추가 텍스처의 네이밍에 주의 하세요. 

페인터에서는 $filename_$데이터타입$.png 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도큐먼트 추가 텍스처 슬롯 지정

을 해 줍니다. 

만약 네이밍 규칙이 다르다면 수동으로 등록 해 줘도 됩니다. 

예> sphere_normal.png 는 노말맵 슬롯에 자동 등록 될 수 있지만 sphere_n.png 는 자동으로 등록 



3. Document Settings. 

가장 먼저 도큐먼트 셋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도큐먼트 셋팅의 세부 가테고리를 살펴 보겠습니다. 

Size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 될 텍스처 사이즈를 결정 합니다. 

 

작업 도중에도 이 사이즈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변경은 전체 워크스페이스에서 처리 되는 모든 텍스처의 사이즈를 변경 시킵니다. 



페인터 1.0 버전에서는 최대 4096 까지 지원 하고 있다. 

다만 4096 사이즈에서는 고급사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페인터 1.5 또는 페인터 2.0 에서는 더욱 개선 될 예정

이다. 

 

Channels 

 

리스트를 보면 기본 프로젝트에는 위와 같이 4개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Height 는 노말맵 페인팅 처리와 연결 됩니다. 

 

 

 

 

 

 

 

 

참고 

Unsigned Formats 

양수의 값 만을 갖는 format을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Signed Formats 은 양수와 음수의 값을 갖습니다. 

sRGB8 :  1996 년에 미국의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HP가 협력하여 만든 모니터 및 프린터 표준 

RGB 색 공간. 각 체널 당 8비트. 

L32F : 32 bit Luminance format (Float) 

높이 맵의 경우 광대역 정보를 저장 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체널 32 비트 정보로 구성 되며 0 부터 254 

보다 정밀 한 Float (소수값) 데이터 타입을 취하고 있다. 

L8 : 8 bit Luminance format (Int) 

http://ko.wikipedia.org/wiki/1996%EB%85%84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
http://ko.wikipedia.org/wiki/%EB%A7%88%EC%9D%B4%ED%81%AC%EB%A1%9C%EC%86%8C%ED%94%84%ED%8A%B8
http://ko.wikipedia.org/wiki/%ED%9C%B4%EB%A0%9B_%ED%8C%A9%EC%BB%A4%EB%93%9C
http://ko.wikipedia.org/wiki/%EC%83%89_%EA%B3%B5%EA%B0%84


 

체널의 추가. 

 

체널 레벨 우측의 + 버튼을 클릭 하여 체널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사용 하는 게임엔진에 따라 쉐이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체널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예로 들어 마모셋 엔진에서 최종 렌더링을 할 경우 Specular 와 Glossiness 를 추가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페인터의 쉐이더 역시 마모셋과 가장 유사한 쉐이더를 선택 해야 합니다. 

GLSL 쉐이더 언어로 쉐이더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맵의 수동 등록. 

추가맵이 자동으로 등록 되지 않았을 경우 Select map 을 클릭 하여 textures 에 등록 된 데이터를 각 슬롯에 지

정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추가 등록하기. 

신규 도큐먼트 생성 시 비트맵 텍스처를 불러 오지 않았다면 File > Import image 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임포트 된 데이터는 Shelf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Undo stack 

기록 된 작업 히스토리를 펼쳐 볼 수있고 그 단계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 하면(바 자체가 버튼입니다.) 

 

참고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파일 접미어 네이밍 규칙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부터 출력 될 수 있는 기본

적인 설정값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정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 할 경우 파일 접미어 만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트가 드롭다운 됩니다. 

여기서 해당 히스토리로 롤백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를 닫는 방법은 바로 하단의 Material 버튼을 다시 클릭 해 주면 됩니다. 

 



 

위 참조그림을 보면 노말맵이 적용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elect normal map 이 비어 있습니다. 

Select normal map 을 클릭 하고 기본적으로 제작 된 노말 맵을 추가 해 봅니다. 



 

Cymorai_normal 을 찾아 클릭 합니다. 



 

비어 있는 노말맵 슬롯에 cymorai_normal 맵이 등록 되었고 뷰포트 에서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부터... 

ID map 

섭스턴스 디자이너에서 베이커를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또는 포토샵 에서 수작업으로 또는 맥스

에서 메트리얼 ID 엘리먼트 렌더링으로 작성 될 수 있습니다. 

메모 포함[le1]: 월드 스페이스 데이터의 활용도 따로 

언급 할 것. 



이 ID 맵은 작성자가 원하는 부분의 마스킹 영역으로 정의 되어 집니다. 

(참조 : http://www.youtube.com/watch?v=POW0BOAeCDA ) 

 

Ambient occlusion  

맵은 차폐공간에 의해 발생 하는 어두운 부분의 정보 입니다. 

햇볓이 강할수록 이 차폐맵은 극명해 지고 햇볓이 약할 수록 차폐맵의 대비는 낮아 집니다. 

예로 들어서 낮에 햇볓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방안의 벽 모서리 특히 광원의 입사각의 각도와 대부분 

가장 극명하게 대비 하고 있는 천정 모서리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참조 : http://http.developer.nvidia.com/GPUGems/gpugems_ch17.html ) 

 

Cuvature map 

꺽인 곡률을 계산하여 그 값을 그라데이션 정보로 저장 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웨어링 표현등의 작업에 손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http://wiki.polycount.com/CurvatureMap ) 

 

World spcace normal map 

메시 데이터의 노말정보를 글로벌 월드 스페이스 공간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된 데이터 입니다. 

고정 프레임에서 오브젝트 노멀을 포함 합니다.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NzLlucpQvXU ) 

 

Position map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포지션 맵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섭스턴스 디자이너에서 Baker 를 통해서 작성 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입니다. 

이 데이터는 메시의 오브젝트 좌표 데이터를 그레이값을 기준으로 그라데이션화 하여 저장 한 정보 라

고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메시의 Top to Bottom 이나 Bottom to Top 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http://forum.allegorithmic.com/index.php?topic=480.0 ) 

메모 포함[le2]: 과학적 용어 자체로만 이해하기는 애

매함. 

오쿨루더를 통해 만들어 지는 차폐와 실제 드리워 지

는 그림자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심플하게 

이해 하는게 좋음. 

메모 포함[le3]:  따로 포지션 맵 셈플 영상으로 대체 

http://www.youtube.com/watch?v=POW0BOAeCDA
http://http.developer.nvidia.com/GPUGems/gpugems_ch17.html
http://wiki.polycount.com/CurvatureMap
https://www.youtube.com/watch?v=NzLlucpQvXU
http://forum.allegorithmic.com/index.php?topic=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