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그래픽실습 1 수업계획서
교과목 학습목표
본 교과목은 컴퓨터그래픽 개발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3D 그래픽을
게임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3D 그래픽 저작도구를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게임 콘텐츠 개발 능력 향
상을 목표로 한다. 이에 컴퓨터그래픽 처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표적 3D 컴퓨터그래픽 저작도
구인 3ds Max를 활용하여 모델링, 맵핑, 애니메이션 등 기초 구현방법을 학습하고 게임상에서 응용과
정 전반을 경험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춘 게임그래픽 콘텐츠 개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 주교재: 3ds Max 게임 캐릭터 디자인, 김현 저, 이한디지털리(프리렉), 2016
● 부교재: OpenGL ES를 활용한 iOS 3D 프로그래밍, 에릭 벅 저, 황진호 역, 에이콘출판, 2014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1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질 강의내용 및 방법, 평가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한다. 질의시간을 통해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
시킨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게임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원화파트, 모델링 파트, 매핑 파트, 애
니메이션 파트 등 게임 컴퓨터그래픽을 위한 게임 제작 파트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3

3ds max의 기본 인터페이스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뷰포트 네비게이션, 오브
젝트 생성 및 변형을 위한 인터페이스 활용 방법을 학습하고 주어진 예제를 통
해 실습한다.

4

3ds max의 오브젝트 수정 및 재질,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고
3D 작업에 대한 워크 플로우를 설명하고 3ds max의 주요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고 최신 버전 3ds max의 새로운 기능 및 향상된 성능에 대해 살펴본다.

1

3D 렌더링의 기념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그래픽 프로세서로의 데이터 제공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도한 3D 장면의 기하학적 구현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3ds max의 게임 모델링을 위한 Edit Poly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버텍스, 엣지,
보더, 폴리곤, 엘리멘트의 개념과 선택방법을 실습한다.

3

3ds max의 게임 모델링을 위한 Edit Poly 리본메뉴의 Edit Geometry 항목을
살펴보고 주어진 예제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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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s max의 게임 모델링을 위한 Edit Poly 리본메뉴의 Vertices와 Edges 항목
을 살펴보고 주어진 예제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그리고 Polygons와 Element 항
목을 살펴보고 주어진 예제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1

1)강의주제: 그래픽 API 하드웨어 동작과 3ds max모델링의 활용
2)강의목표: 그래픽 API의 하드웨어 동작방식을 이해하고 3D 모델을 위한 과정
의 기초를 실습한다.
3)강의세부내용:
OpenGL을 통한 하드웨어 동작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코어 애니메이션이 그
려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도한 GLSView의 동작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손 모델링을 위한 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기본도형 생성 후 크기, 세그먼트 수
등을 수정 후 Edit Poly로의 변환을 실습한다.Edit Poly로 변환된 기본도형을 손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버텍스, 엣지, 폴리곤 이동 및 회전, 크기변환을 실습한다.

3

손가락 생성을 위해 Edit Poly 리본메뉴를 활용한 피지컬 모델링 방법을 설명
하고 손 형태에 맞는 모델링을 실습한다.

4

모델링 내용을 정리하고 뷰포트의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트 상에서 손 형
태가 올바르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실습한다.

1

테스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OpenGL을 통한 텍스처 구현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투명, 혼합, 멀티텍스처링, 텍스처 압축 방식에 대해 학습한
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3D 게임 매핑을 위한 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매핑을 위한 Material Editor 활
성화와 기본 쉐이딩 방법을 실습한다.

3

엑티브 뷰포트상의 Material과 Map Nod에 대해 설명하고 주어진 예제를 바
탕으로 쉐이딩 과정을 콤펙트 모드와 노드모드 상에서 실습한다.

4

재질표현을 위한 세부 쉐이딩 모드에 대해 설명하고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
한 재질표현에 필요한 기능을 실습한다. 매핑을 위한 Map 항목을 살펴보고 디
퓨즈와 범프, 오파시티 상에서의 이미지 매핑 방법에 대해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1

3D 공간과 오브젝트 쉐이드 구현을 위한 빛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주변, 산
란, 반사 등 빛의 종류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텍스처에 빛이 비추어지는 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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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 게임 매핑을 위한 UV의 개념을 이해하고 UVW Map 수정자를 이용한 매
핑 방법을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3

복잡한 오브젝트 맵핑으로 위한 Unwrap UVWs 기능을 소개하고 Seam 엣지
를 이용하여 물체를 제단하고 폴리곤 단위로 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4

펴진 오브젝트를 Edit UVWs 툴을 활용하여 이어붙여 평면상에 배치하는 방법
을 학습하고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Unwrap UVWs를 통해 평면상에 배치
된 입체 물체의 표면을 저장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위치에 그림을 그
려 오브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1

3D 공간상 관점전환의 개념 및 의미를 이해하고 깊이 렌더 버퍼에 대해 설명
한다. 또한 관점의 변환 방식과 지침, 원근법과 시각 절단체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기본 Geometry UV의 개념과 사용 예,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3

pelt UV의 의 개념과 사용 예,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
습한다.

4

학습한 3D 모델링 및 매핑 방법을 바탕으로 게임 오브젝트로 활용될 나무상
자 모델링을 실습한다. 학습한 3D 모델링 및 매핑 방법을 바탕으로 게임 오브젝
트로 활용될 나무상자 모델링에 매핑 과정을 실습한다.

1

3D 공간 장면상의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장면 내 동작과 데
이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색과 빛, 텍스처 애니메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3D 게임 캐릭터 제작을 위한 캐릭터 프로필 및 스토리텔링, 외형적 특성에 대
한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실습한다.

3

도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외형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검색 및 수집하고 정리한다.

4

정리된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러프 아이디어스케치를 실습한다. 러프 아이
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 뷰의 게임 모델링 파인&파
이널 아이디어스케치를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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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 주

2
3

중간고사

4

1

OpenGL상에서의 모델링 활용 형식에 대해 설명하고 모델링 파일의 읽기, 고
급 모델링 활용법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3D 모델링을 위한 아이디어스케치 이미지의 플랜세팅 방법을 학습하고 과제
로 제출한 아이디어스케치 스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3

기본도형을 바탕으로 얼굴모델링 과정을 학습학고 아이디어스케치 스켄 이미
지를 바탕으로 얼굴 형태 및 머리카락 모델링을 실습한다.

4

스플라인 모델링을 통한 속눈썹 만들기 과정을 학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스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속눈썹 모델링을 실습한다. 피지컬 모델링을 통한 치아 만들
기 과정을 학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스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속눈썹 모델링을
실습한다.

1

OpenGL상에서의 특수효과에 대한 개념 및 의미를 이해하고 이펙트 동작 방
식과 원리를 설명한다. 또한 스타이박스, 파티클, 빌보드 등의 구현결과를 예시
를 통해 확인하고 그 효과를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캐릭터 바디 모델링의 전반적 과정을 학습하고 주어진 예제를 바탕으로 실습
한다.

3

피지컬 모델링 방법을 통한 몸통 만들기 방법을 학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스
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몸통 만들기를 실습한다.

4

피지컬 모델링 방법을 통한 하체 만들기 방법을 학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스
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체 만들기를 실습한다. 그리고 상체 만들기 방법을 학
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스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체 만들기를 실습한다.

1

OpenGL상에서의 렌더링 최적화 개념 및 의미를 이해하고 렌더링 결과물의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버퍼복사나 상태변경 최소화 방안에 대해 학습
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컴퓨터 실습

2

캐릭터 의류 및 장신구 모델링의 전반적 과정을 학습하고 주어진 예제를 바탕
으로 실습한다.

3

피지컬 모델링 방법을 통한 상체갑옷 만들기 방법을 학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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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체갑옷 만들기를 실습한다.

4

피지컬 모델링 방법을 통한 하체갑옷 만들기 방법을 학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스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체갑옷 만들기를 실습한다. 장신구 만들기 방법을 학
습하고 아이디어스케치 스켄 이미지를 바탕으로 장신구 만들기를 실습한다.

1

3D 공간상의 지형구현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지형구현 방
안과 구현된 지형에 모델을 추가시 주의점을 설명한다. 또한 지형구현에 있어
최적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3D 모델링을 위한 Zbrush 툴을 이해하고 기본스컬핑, 마스크 적용, 알파맵 스
컬핑 방법을 학습하여 주어진 예제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3

헤어 스컬핑 및 노멀맵에 대해 설명하고 맵소스제작 및 적용방법을 학습하여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4

마모셋의 개념 및 사용 예를 설명하고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디뷰즈
맵 제작과정과 사용 예를 설명하고 주어진 예제를 통해 실습한다.

1

3D 그래픽 API를 통한 컴퓨터그래픽 구현을 위한 수학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
하고 행렬 디코딩, 사원법, 그래픽 수학이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본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실습

2

3D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깅과정에 대 설명하고 바이패드의 개념
에 대해 학습하여 바이패드 생성 및 크기 맞추기 과정을 실습한다.

3

생성된 바이패드를 바탕으로 Skin기능을 통한 오브젝트 연결 과정을 설명하고
캐릭터와 바이패드 연결과정을 실습한다.

4

캐릭터 오브젝트에 연결된 바이패드를 활용하여 뛰고 걷는 애니메이션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기본 아이들 및 움직임을 실습한다. 그리고공격 애니메이션 과정
에 대해 학습하고 풋스텝, 모션플로우, 믹서 모드 애니메이션을 실습한다.

1

3D 그래픽 API를 통한 컴퓨터그래픽 구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현된 그래픽의 정리방안 및 장치의 동작 확인에 대해 학습한
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컴퓨터 실습

2

3D 게임제작을 위한 캐릭터의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과정에 대해 학습하
고 조명을 위한 라이트와 3점 조명을 실습한다.

3

보다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한 스카이라이트의 생성 원링와 방법을 학습하고

제 12 주

제 13 주

제 1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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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트레이서 옵션을 활용한 렌더링 퀄리티 조정을 실습한다.
3ds max에 포함된 멘탈레이 렌더러의 기능과 성을, 활용방법을 학습하고 멘
탈레이를 활용한 최종 렌더세팅 과정을 실습한다. 프리 라이트 및 HDRI 세팅 방
법을 학습하고 배경화면 렌더링 과정을 실습한다. 또한 렌더 결과물 QC를 통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낸다.

4

제 15 주

1
2
3
4

기말고사

. 성적평가 방법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과제 물

30 %

20 %

출 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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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
10 %

합 계
100 %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