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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모델링
캐릭터 모델링의 기초로 되돌아가보자 by: Steffen Unger

점점 더 지브러쉬로 지오메트리를 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의 경향이, 간단하고 효과
적인 모델링 방법을 잊어가는듯 합니다. 기본 형태 만들기. 이건 컨셉을 따라가거나 요청에 의한 반복작업을 하기에
도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처음 시작할 때 형태가 확실하지 않으면 3D 다이나메쉬를 쓰기도 합니다만, 회사일은 이
미 디자인된 밀도있고 깔끔한 컨셉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저는 다이나메쉬가 이 목표에 가장 적합한 녀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의 모든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
만 이 절차적 작업은 제가 받은 원화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작업을 발전시킬 때, 전 보통 이 방법과 다이나메쉬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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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통 모델의 바깥쪽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그려나갑니다. 
이 옆쪽 화면은 몸통, 머리, 귀, 꼬리, 
그리고 다리같아 보이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기준점을 
많이 가지게 된거죠.

저는 이걸 실루엣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시작 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실루엣 말이죠. 저는 다른 클래식한 모델링
방법보다 선과 선을 잇는 모델링 방식과 박스 모델링방식 같은걸 좋아합니다. 박스 모델링은 보통 거슬러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박스를 잡고 그걸 나누고 형태를 잡아가는거죠. 선을 이어가는 방식은 토폴로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몇가지의 형태를 비교적 쉽게 잡아나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초기에 너무 많은 면을 쓰는걸로 걱정하고 싶지 않습
니다. 그저 큰 형태에 집중하면서, 대신 면과 선의 흐름을 신경써주세요. 
전 지금  Microsoft & Moon Studios Game의 “Ori and the Blind Forest”의 한 캐릭터 제작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 처음 만들어진 실루엣 옆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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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Johannes Figlhuber가 그린 Ori의 한 컨셉입니다. 몇가지는 작업도중 3D상에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결과는 이 컨셉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게 Ori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골랐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쉽게 실루엣을 읽어 낼 수 있어서 이 설명에 딱 들어맞네요.저는 대부분작업에 이 방법을 사
용했습니다. 헤일로랑 크라이시스의 모델들 심지어는 복잡하고 스타일리쉬해보이는 세틀러에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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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는 옆 화면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델의 경우 팔과 가능하면 뿔 정도가 되겠군요. 
하지만 이 예제에선 작업과정을 간결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자잘한건 무시한채로 진행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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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전체적으로 90도 각도로 중점적인 실루엣에 따라 깊이를 줍니다. 면을 따 가는 과정에선 약하게 기준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만, 아직 여기까지 해도 매우 간결한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
는 많은 실루엣들을 컨셉과 맞춰갈 수 있게 자유롭게 시도해 봅니다. 물론 이 방법은 3D 상에서 작업하는데도 무리
가 없죠. 이게 종종 2차원에서만 보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으로 가보죠.

이건 이 방법의 정말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턴 그저 조금씩 추가해 나가는것 밖에 없습니다.

이게 끝나면, 모든 부분에 뒷면과 최소 4방향이 모두 채워졌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합니다.
이 방법은 실루엣이 여전히 모델링 가능한 형태를 띄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형태는 유지되면서 어느 각도에서 보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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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betweens modell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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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든 부분을 4방향에서 정리합니다. 
연결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사이사이에 선을 추가하는 툴 같은걸 사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이 때, 필요하다면 뭐든 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면 분할을 쉽고 좋게 해줄 수 있도록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부터 디테일을 위해 세부적인 부분을 깎아나갑니다. 관절 사이를 연결하고, 아까 언급했던 뿔처럼 더 세
부적인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 면을 세분화 해 나갑니다. 여기까지 대부분의 조각들은 여전히 두번째 단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개의 선들로 시작해서 4방향 8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분화( Subdividing )는 관절 사이사이 연결을 더 확실하고 쉽게 만들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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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the founder and lead character artist at Airborn Studios, a small 
game art outsourcing company from Berlin, Germany. I joined the in-
dustry in 2001, starting as an environment artist, but quickly settling 
over to character art. After 5 years of working on the same project, it 
was time for a change, so I went freelancing. I had the chance to work 
on many more projects than I would have if I stayed inhouse. By now I 
have worked on nearly 50 game productions, though only around 50% 
of those became real products or will soon. I am very happy I chose 
this path, I got to work with giant studios on huge projects, but also on 
smaller ones with more creative freedom like Ori and the Blind Forest.

모든 방법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면서, 오래전 확립된 방법들은 점점 더 무시를 받게 되는것 
같습니다.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말이지요. 
따로 어디가서 배우는것 없이 깔끔한 모델링을 하고싶다면,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최근것을 보고 
그 방법을 따르는것 뿐입니다.

다이나메쉬, 좋기는 하지만, 컨셉을 따라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최고의 작업방식은 아닙니다. 3D 작업물은 반복 작업으로 부터 
만들어 집니다.  이 방법은, 집어넣고 잡아당기는걸로 수천개의 
폴리곤을 사용해서 굴곡을 만드는 과정과 비교했을때 형태의 
윤곽을 잡고, 폴리곤을 세분화( Subdividing )로 간단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만들기에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www.artstat ion.com/art ist/airbornstudios
Steffen Unger

About Me

Conclusion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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