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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물의 

요도 한 높아져 가고 있다. 그  마야를 이용한 3D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애 터이펙트를 사용한 작업의 효

율성  애 터이펙트의 특징, 활용 분야에 하여 연구

하 다.

Recently multimedia contents is more important because 

multimedia media environment improved. In this paper, 

we study that special effect apply technique using after 

effect system for Maya 3D modeling. The system is 

useful for development 3D contents. We discuss 

usefulness, distinctive feature and applying part. 

I. 서 론
애 터이펙트(After Effects)는 상 합성  모션 그래픽

과 시각효과를 한 필수 도구로 화에서의 특수 효과나 여

러 가지 상에 쓰이는 효과 등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D 로그램 동 상 제작에 많이 쓰이고 있는 강력한 상 합

성 로그램이다.  한 애 터이펙트는 일반 인 사진이나 그

림 등의 이미지로 동 상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툴로써 화

에서의 특수효과나 여러 가지 상에 쓰이는 효과 등을 만들 

수 있다. 포토샵의 이어 기능과 같이 동 상도 여러 겹으로 

첩시키는 막강한 화면 합성 기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타

임 코드(Time Code)에 따른 정확한 시간 편집과 애니메이션 

제작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애 터이펙트는 다양한 그래픽 

로그램들과의 연동도 가능하다. 본문에서는 마야 3D 콘텐츠 

제작에 있어 애 터이펙트[1]의 활용 분야  그에 따른 특징

에 하여 알아보았다.

Ⅱ. 애프터이펙트를 활용한 3D 콘텐츠 제작 
본론에서는 마야(Maya) 3D 콘텐츠(Contents) 제작에서의 

애 터이펙트의 구 과 애 터이펙트의 장·단   활용 분야

에 해서 연구하기로 한다.

1) "이 논문 는 서는 2007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31-D00429)

1. 애프터이펙트의 특징
애 터이펙트는 쉽게 말하면 2D(즉, 평면)를 기본으로 하는 

특수 효과 편집 로그램으로서, 화면상에 보이는 번개의 빛

기, SF 화에 주로 등장하는 섬검, 그리고 움직이는 타이틀 

등 부분의 상 이펙트 작업을 가능하게 해 다. 뿐만 아니

라 어도비사의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터(Illustrator), 

리미어(Premiere) 등과의 호환성 한 뛰어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로 하여  편리함을 제공해 다.

•오 지엘(OpenGL) 가속을 통한 실시간 더링

오 지엘은 2D  3D 그래픽 랜더링 속도를 가속화하기 

한 랫폼 체에 한 표 이다. 애 터이펙트에서는 오 지

엘을 지원함에 따라 2D  3D 콤포지트의 화면 더링시 속

도와 상호 작용이 크게 개선되었다. 조명  카메라 조정, 이

어 변형, 텍스트 이어 조작, 음  조정  타임 라인 스크립

시 거의 즉각 인 결과를 볼 수 있다. 마야의 경우 결과물을 

확인하기 해서는 더링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반면 애 터

이펙트의 경우는 모든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이것은 티클 시스템의 사용시 확연한 차

이를 볼 수 있다. 티클 시스템은 매우 작은 들의 역동 인 

움직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만큼 마야의 경우 더링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반면 애 터이펙트의 경우에

는 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효과 한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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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애니메이션

마야 3D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마야의 단 으로 꼽히는 것 

 하나는 텍스트 입력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애 터이펙트

의 경우 이러한 단 을 보안하기 하여 새로운 입력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창에 직  텍스트를 입력함으로써 단순하게 입

력  작성이 가능 해졌다. 한 애 터이펙트의 경우에는 단

일 문자, 단어 는  체를 애니메이션 할 수 있으며 텍스

트 이어 체를 한 단 로 하여 애니메이션이 가능 하다.

• 러근-인(Plug-in)의 활용

애 터이펙트의 장   하나는 러그-인을 통한 손쉬운 

작업에 있다. 마야의 티클 이펙트의 경우 하나의 효과를 주

기 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물론 마야 한 여러 

가지 러그-인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마야의 러그-인

은 모든 작업이 거의 완성된 애 터이펙트의 러그-인과 다

르게 러그-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동 인 면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상 합성에 의한 작업

애 터이펙트의 부분의 작업은 상 합성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마야 3D 콘텐츠 물 제작에 있어서도 마야에 의해서 1

차 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새로운 작업창을 추가하여 특수 

효과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추가

한 효과를 더링 하는데 있어서 마야 다이나믹의 경우 작업 

인 오 젝트와 다이나믹 둘 모두를 더링 하는데 반해 애

터이펙트는 차후 추가된 효과만을 더링 함으로써 더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 새로운 창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으로써 차후 수정 한 용이하다.

 오 젝트

 특수 효과
오 젝트

작업창1

마야 다이나믹

작업창1

애 터이펙트

특수효과

작업창2

▶▶ 그림 1. 영상합성 작업의 구동 

2. 마야를 이용한 3D 콘텐츠 제작
마야 3D 콘텐츠 제작은 오 젝트의 외형을 만드는 모델링 

과정을 거쳐 모델의 외형에 2D 텍스쳐(Texture)를 입히는 매

핑 과정, 라이트에 한 모델 표면의 반응과 컬러, 투명도, 그

리고 텍스쳐와 같은 디테일을 나타내는 쉐이딩 과정, 완성된 

모델과 카메라에 필요한 움직임을 부여하는 애니메이션, 화려

한 상  효과를 주기 한 다이나믹 과정, 장면을 이미지로 

화하는 과정인 더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게 완성된 

상에 애 터이펙트를 이용한 효과를 부여 후 상편집을 통

해 마야 3D 콘텐츠 물의 제작이 이루어진다[2].

모델링 매 핑 쉐이딩
애니메

이션

편 집
애 터

이펙

트

더링
다이

나믹

▶▶ 그림 2. 마야 3D 콘텐츠 제작 과정 

2.1 모델링

모델링은 3차원 좌표계에서 실세계나 가상의 물체의 모양을 

표 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이 존재한다. 와이어

임(Wire-frame) 모델에서는 물체의 형태를 와이어

임이라 불리는 선분들을 이용하여 표 하고, 다각형 표

(Polygon Surface) 모델은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간단한 

면을 기본 평면단 로 이용하여 3차원 물체의 외형을 표 한

다. 

▶▶ 그림 3. 다각형 표면을 이용한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Solid Modeling) 기법은 사면체, 육면체, 구, 

원통, 원뿔, 등과 같은 기본 인 3차원 객체들의 집합으로 원

하는 형태를 표 하므로 기계부품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를 표

하기에 하다[3].

2.2 매핑

매핑은 오 젝트 표면에 모델링만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섬

세함을 표 하기 해 사용 되는 것으로 일반 으로 매핑은 

모델의 표면에 그림 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림 4. 텍스쳐와 범프 맵 소스를 추가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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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림이나 이미지로 기하모델의 표면을 덮어 우는 것

을 텍스쳐 매핑(Texture Mapping)이라 한다. 한 모델 표면

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표 하기 한 특수한 형태의 텍스쳐 

매핑을 범 매핑(Bump)이라 한다[4].

2.3 쉐이딩

원의 치와 밝기에 따라 객체가 반사하는 빛의 양을 계

산하여 색상과 명암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라이트에 한 모델 

표면의 반응과 컬러, 투명도 그리고 텍스쳐와 같은 섬세함을 

나타낸다.

▶▶ 그림 5. 쉐이딩 처리한 모델링

2.4 애니메이션

3D 아티스트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색상을 이용하여 그

림을 그리는 신 움직임으로 묘사한다. 오 젝트를 움직이고, 

회 시키고, 계속해서 형태를 변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이런 동작은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거나 가속, 감속을 표 할 

수 가 있다. 이런 동작은 간혹 그것이 청 에게 이야기를 통해 

행동을 하거나 오 젝트가 탁자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사

실 인 사건을 모방하게 될 것이다. 애니메이트된 모델들의 동

작은 기계 인 특성에 따라 셋업 되어야 한다. 문이 열리거나 

서랍이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표 하기 해, 3D 아티스트는 

그 모델의 기술 인 면을 이해해야 한다[5].

2.5 다이나믹(Dynamic)

비, 불, 연기와 같은 자연  효과들은 통 인 서페스와 쉐

이더를 사용하여 만들기가 어렵다. 마야의 다이나믹은 이러한 

효과들뿐만 아니라 키 임으로 잡기 힘든 여러 가지 움직임

이나 효과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다[6].

▶▶ 그림 6. 다이나믹을 이용한 함포발사 장면

2.6 애 터이펙트의 활용 

애 터이펙트는 합성 작업  특수효과 작업 마스크나 키를 

이용한 Matte 작업과 3D나 2D 모델링과 실사와의 합성 작업, 

그리고 컬러 컬 션 작업 등과 같은 상과 특수 효과에 사용 

된다. 한 모션 그랙픽이라 하여 움직임과 그래픽 디자인 그

리고 사운드의 조합을 통해 사람의 의사를 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뮤직 비디오, 고, 화 타이틀 등과 같은 여러 분

야에서 사용 되어 지고 있다. 특히, 모션그래픽 분야에 있어서

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보자에서부터 문가 까지 개인용 

비디오에서 화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 가 매우 다양하다[7].

[표 1] 애프터이펙트의 장점 및 단점
분 류 애 터이펙트의 장   단

장 

 ·오 지엘을 통한 실시간 더링

 · 러그-인 사용에 의한 작업의 효율성

 ·새 작업창에서의 작업에 의한 차후 수정용이

 ·어도비사의 다른 로그램과의 연동성

단 
 · 상합성에 의한 부드럽지 못한 표

 · 러그-인 사용에 의한 표 의 한계

•타이틀 제작

애 터이펙트 사용 분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타이

틀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애 터이펙트는 새로운 근

방식의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도입으로 인하여 유연성 있는 타

이틀 디자인  애니메이션이 가능 해졌다.

▶▶ 그림 7. 애프터이펙틑을 사용한 타이틀 제작

• 상합성을 통한 특수 효과

애 터 이펙트는 완성된 상에 이어라는 개념을 이용하

여 새로운 작업창을 올려 화, 뮤직비디오, 고 등에서 볼 수 

있는 특수 효과를 표  할 수 있다. 그  하나가 마야의 다이

나믹에서 볼 수 있는 티클 시스템인데 애 터 이펙트 한 

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마야보다 좀 

더 수월하게 표 을 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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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영상합성을 이용한 특수효과

2.7 더링

3차원 그래픽스에 더링은 색상, 명암, 재질  그림자와 

같은 3차원 인 요소를 더하여 실감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로세서가 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더링 과정에서 우선 처리할 작업은 3차원 객체를 볼 때 가려

져서 보이지 않는 면(은면)을 제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쉐이

딩 과정, 텍스쳐 매핑 과정 등을 통해 원의 치에 따른 객

체의 그림자 표  등을 포함 한다[9].

▶▶ 그림 9. 렌더링 과정을 거친 완성 장면

Ⅲ. 결 론
마야 3D 콘텐츠 작업에 있어서 애 터이펙트는 여러 방면으

로 효율성을 제공 하고 있다. 한 애 터이펙트는 작업을 하

는데 있어서 부분의 작업이 상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과물의 완성도 면에서 하나의 작업 창에

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마야의 다이나믹보다는 낮은 편이

다. 이에 반해서 사용이 수월한 러그-인의 높은 보  실시간

으로 작업 확인이 가능한 빠른 더링 시간, 서로 다른 작업창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차후 수정의 용이성 등 효율성 

면에서는 마야의 다이나믹보다는 효율 이다. 앞으로 결과물 

추출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완성물 제작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애 터이펙트의 활용도는 높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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