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마스크와 지오메트리 데칼 

 Quick Mask. 

포토샵을 사용 했던 분이라면 이와 비슷한 마스크 모드를 보셨을 겁니다. 또는 지브러시에도 마스크 모드를 보셨

을 것입니다. 

퀵 마스크는 일시적으로 페인팅 할 곳등을 셀렉션 해 놓는 기능입니다. 

또는 제외 시켜 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살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T 키 입니다. 

 

T 키를 눌러 퀵마스크 편집 모드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T 키를 누르면 퀵마스크 사용 모드가 됩니다. 

퀵 마스크 모드(단축키 T)에서는 크게 마스크 편집과 마스크 모드 사용으로 나뉩니다. 



다만 마스크 편집 모드에서 마스크 영역을 지우려면 화이트 컬러로 다시 칠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컬러스와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브러시 컬러(그레이) 에서 슬라이더로 변경 하여 사용 해야 합니다. 

지우개 역시 퀵마스크 모드에서는 블랙영역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제 그럼 간단히 응용으로 브러시의 마스크는 화이트로 두고 지우개로 마스크를 만든다고 가정 하며  

단축키 1번과 2번으로 블랙 화이트 전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사용 상태에서 1번 키를 눌러 브러시로 돌아와서 페인팅을 해 봅니다. 

 

마스크 된 부분만 색이 먹지 않았습니다. 



퀵마스크 모드에서 지오메트리 데칼 사용. 

T 키를 눌러 퀵마스크 모드로 진입 합니다. 

그 상태에서 4 번키를 눌러 지오메트리 데칼을 활성화 합니다. 

  

우측 인스팩터에 지오메트리 데칼 옵션창이 나타났습니다. 

Selection 가테고리를 살펴 보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삼각형 단위 선택. 사각형 단위선택. 메시 엘리먼트 단위 선택 .UV 영역별 선택 입니다. 

Color 옵션에서 Black 과 White 로 변경 하면서 마스크 처리를 

합니다. 

 

 

 

 

 

 

 

 

 



 

엘리먼트 단위 선택으로 마스킹 한 상태입니다. 

 

 

참고 

Y 키로 마스크 모드를 빠저 나오면 기존의 퀵마스크는 초기화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반전은 단축키 I 입니다. 



 

마스크 인버트 적용 된 상태. 

 

응용 1. 

 



퀵 마스크 상태에서 레이어에 Mask 를 따로 만들고 1번 키를 눌러 브러시 모드로 돌아 옵니다. 

그 상태에서 백색으로 컬러를 설정 한 상태로 브러시 사이즈를 최대한 키운 상태로 Texture View 에서 채색을 해 

줍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저장 할 수도 있습니다. 

 

Copy Mask. 

 

저장 된 마스크는 Copy Mask 명령으로 다른 레이어 등에 복제 할 수 있습니다. 

 

 

질감이 있는 PBR 메트리얼을 사용 할 경우 Layer 보다는 Fill Layer 를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페인트 스트로크에 따라 Layer 의 경우 질감이 밀도나 스트로크 시 겹칭 등으로 원하는 질감 페인팅 결과가 나

오지 않는다. 

 

참고 

다만 Layer 상에 질감 페인팅을 할 때 Projection Mode (단축키 4) 를 사용 하여 페인팅 하면 일정하게 텍스

처를 페인팅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메트리얼에 사용 된 텍스처가 투영 된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모드 에서도 단축키 S 를 사용 하여 스텐실 페인팅에서 작업 했듯이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 합니다. 

 



 

S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스케일을 키우고 S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회

전 시켜서 페인팅을 해 봤습니다. 

 

화면을 돌려 가면서 메트리얼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메트리얼을 프로젝션으로 페인팅 한 후 두 번째 메트리얼을 멀티플라이 모

드로 변경 해 봤습니다. 

 

 

Ctrl + 3 으로 파티클 프로젝션 모드로 들어 갔습니다. 특별히 차이점은 없고 파티클 페인팅에 프로젝션 모드를 

합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