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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디지털 기술의 응용이 TV나 영화 속에서 보급되

고 있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디지털 기

술 중 하나가 디지털 캐릭터 모델 제작이다. 디지털 케릭

터 모델의 제작방식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디지털 기술

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제작 방식이 고효율 

고품질의 제작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본문 역시 새로운 

제작방식을 제시하는데, 이전의 제작방식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효율이 높고 품질이 좋은 디지털 캐릭터를 제작

할 수 있다.

Ⅱ. 전체 과정과 모델 및 매핑 취득

  그림1은 사실적인 얼굴의 모델링과 텍스쳐를 렌더링하

는 전체 과정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주로 두 가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Photo Scan의 

Agisoft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대량의 그림 소재

가 만드는 많지만 정돈되지 않은 디지털기술 모델과 정

밀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은 모델 텍스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Topology의 Wrap3 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photo Scan으로 얻은 모델과 

텍스처를 처리하여 규격에 맞는 캐릭터 모델과 텍스처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는 모델과 텍스처의 수

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얻는다.

▶▶ 그림 1. 제작방법의 흐름

Ⅲ. 실제 제작의 상세 과정

1. 초기 준비

  본 연구는 얼굴 모델과 텍스처를 얻기 위한 설비를 사

용한다. 장소는 자연광에서 조작하고, 촬영 장비는 수동 

초점으로 55mm에 고정한 캐논 5D DSLR 카메라를 사용

한다.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친 뒤에 카메라가 매 18도

마다 한 번 촬영하여 한 바퀴를 돌 때마다 20장의 사진

을 찍는다. 상, 중, 하 세 각도에서 모두 60장의 사진을 

찍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데, 20장보다 적으면 모델이 필

요로 하는 정확도를 만족시킬 수 없고, 반대로 20장보다 

많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효율이 낮아진다. 

한 그룹의 사진 촬영이 완성된 후에 사진을 선별하여 

Agisoft 프로그램에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한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한 장의 텍스처를 만든다. 그림2

은 사진 그룹이 Agisoft 도구에서 모델과 텍스처를 생성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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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실감 있는 디지털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3D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에 하나이다. 특히 얼굴의 특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얼굴포착기술이 점점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본문에서도 Photo Scan의 얼굴포착으로 고품질의 디지털 캐릭터 모델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이 높아서 이 작업 과정이 고품질의 디지털 캐릭터 모델

을 얻는 데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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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진 소재 정렬    (b)밀집된 점 조직

(c)모델링 및 텍스처  (d)파일 출력

▶▶ 그림 2. 모델 및 텍스처의 획득 과정

  Photo Scan을 통해 정밀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모델의 UV와 텍스처가 그림 3(a)와 같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UV 수정과 텍스처가 필요하다.

(a)Photo Scan 출력파일

(b)최종 출력파일

▶▶ 그림 3. 모델&텍스처 처리과정

2. 모델 처리

  그림 3(a)는 Photo Scan으로 스캔한 디지털모델로, 앞
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불규칙한 경계선이 있고, 후두
부와 귀 주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결함을 모두 처
리해야 하는데, 먼저 Zbrush 도구로 수정을 한다. 깨끗
하게 정리된 다변형의 수는 약 230만 개가 된다. 하지만 
정리 후의 정밀 모델의 배선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모델
을 Wrap3에서 토폴로지를 진행해야 한다. 그림 Wrap3
에서 모델을 최적화한 후에 대략 4,400개의 면으로 수치
를 낮추고 배선이 규칙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림 
3(b)는 최종적으로 얻은 모형과 UV이다.

3. 텍스처의 처리

  그림 3(a)는 Photo Scan이 스캔한 텍스처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텍스처 무늬가 잘 남아 있어도 깨진다. 
이 때는 최적화한 모델과 Photo Scan으로 스캔하여 얻은 
고정밀 모델을 다시 Wrap3에 불러와서 한 데 겹치고, 고
정밀 모델의 텍스처를 베이킹하여 배선이 규칙적인 모델
로 만들고 텍스처를 만든다. 
  하지만 이 때 최적화한 모델의 UV 이용률이 낮고 이

마와 머리카락 부분의 텍스처 때문에 더욱 최적화할 필
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최적화하여 그림 3(b)의 모델, 
텍스처 및 UV의 모양으로 만든다.
  더 나아가 모델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더욱 사실적
이어야 하고, Photoshop과 큐겨노를 사용하여 
Displacement, Specular, Roughness, AO, Normal, 
Subsurface color 여섯 장의 텍스처를 제작해야 한다.

▶▶ 그림 4. 텍스처 (4096*4096)&테스트

4. 비교

  이전의 제작방법은 수동으로 모델링을 만들고 많은 시
간을 사용하고 품질이 보증되지 못하다. 하지만 Photo 
Scan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그룹을 처리하
고 모델을 얻는다. 그리고 한 그룹의 텍스처를 얻을 수 
있다. 이후에 Wrap 3 베이킹을 통해 완성된 텍스처를 얻
을 수 있고, 토폴로지 모델에서 Wrap 3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토폴로지를 하여 더욱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품질을 보증한다. 

Ⅳ. 결론

  전체적으로 말해서 본문은 Photo Scan의 얼굴 캡처를 
통해 고품질의 사실적 디지털 인물 모델과 텍스처를 얻
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Agisoft, Zbrush, Wrap3, 
Maya, Photoshop 등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지만, 
주로 활용하는 것은 Agisoft와 Wrap3이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이번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것은 많은 제작시간을 단축시키고, 제작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최종 렌더링의 품질도 보증한다. 
이는 본문이 소개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욱 유리
한 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본문은 디지털 캐릭터의 실
시간 렌더링과 애니메이션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을 구
축하였고, 다음 작업에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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