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브러시 심화. 

다양한 알파 템플릿을 하나의 브러시로 관리 하며 상황에 따라 텍스처의 해상도를 변경 할 수도 있고 단일 브러

시 모드 또는 아래 그림과 같은 Radial 형태의 반복적 브러시로 동적 변경 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사용자 브러시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자는 총 46 가지의 템플릿을 데이터화 했습니다만 예제에서는 5개 내외의 템플릿을 갖는 브러시로만 구성 하

겠습니다. 

 

 

제작목표. 

1. 5개 이상의 템플릿이 변경 될 수 있어야 한다. 

2. 템플릿은 단독 브러시 모드와 레디알 브러시 모드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 해야 하며 온 오프 할 수 있어

야 한다. 

3. 레디알 모드상태에서 각 브러시 유닛의 사이즈 설정이 가능 해야 한다. 

 

이 전 쳅터에서 뎁스맵을 사용 하여 알파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몇 가지 브러시 소스 유닛을 추가 할 예정 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 할 몇 가지 소스 이미지 입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생성 합니다. 

 

준비 된 브러시 소스를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로 불러 옵니다. 

Size Mode 는 Absolute(절대값) 으로 설정 하고 가로 세로는 256 으로 각각 설정 합니다. 

아웃풋은 일단 height 로 설정 하였습니다. 

 

 

참고 

지브러시에서 Grab 으로 저장 할 때 알파도 저장 한 후 뎁스 소스의 알파체널에 합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브러시로 활용 할 때 뷰에서 브러시 마스크 알파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파일은 Link 가 아닌 import 로 불러 옵니다. 

 

 

리소스 리스트에 임포트 되었습니다. 

링크와는 달리 임포트는 sbsar 파일에 텍스처가 함께 저장 됩니다. 

브러시를 공유 하거나 다른 컴퓨터에서도 같이 활용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

리 차원에서도 임포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리소스들을 클릭 하여 드레그 한 후 그래프 창에 등록 합니다. 

처음 생성 된 그래프는 리소스 등록을 할 메인그래프가 될 것입니

다. 

이제 실제 스위치 기능을 수행 할 서브 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합니다. 

서브 그래프는 인스턴스 그래프로 활용 될 것입니다. 

 

 

 

 

 

 

 



 

처음 만든 그래프 이름을 InderstrialBrush 로 이름을 바꾸고 두 번째로 만든 그래프를 SwitchBrush 로 변경 합니

다. 

SwitchBrush 는 잠깐 언급 했듯이 공용 인스턴스 그래프로 사용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심화 학습의 꽃 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브러시 교체는 간단하게 if 문을 사용해서 노드 프로그래밍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심화 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노드 프로그래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SwitchBrush 그래프를 오픈 합니다.  

 

블렌드 노드를 하나 만들고 Color Image Input 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첨 만든 인풋을 하나 복사 합니다. 

Background 

Foreground 



이제 두 개의 인풋이 만들어 졌습니다. 

Input 은 블렌드 노드의 Background 에 input_1 은 블렌드 노드 Foreground 에 연결 합니다. 

 

 

블렌드의 합성 속성은 switch 입니다. 

 

그리고 노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Opacity 의 function 버튼을 클릭 하여 Empty function 을 하나 만들어 줍

니다. 

 

SwitchBrush 에 브러시 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integer 값으로 루트 인스펙터에 만들어 줘야 합니다. 

 

Add a new input tweak 으로 인풋 파라메터를 하나 만듭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되어 있는 Float1 값을 Integer1 로 변경 합니다. 

 

 

UI 적으로 슬라이더 보다는 네이밍이 보이는 드롭다운 리스트로 보는 것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드

롭 다운 리스트로 변경 합니다. 

 

  

Value 에서 처음 시작 되는 값이 0 인 것을 1로 바꿔 주고 순서대로 Value 를 맞춰 줍니다. 

그림과 같이 꼭 1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후에 노드 프로그래밍을 짤 때 뺄셈을 사용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Input 의 이름을 switch 로 변경 합니다. 

그림과 같이 Value 값을 셋팅 합니다. 



Add item 버튼을 클릭 하여 위로부터 Value index 를 0 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설정 합니다. 

String 으로 표시 될 문자는 임의로 설정 하시면 됩니다. 

필자는 brush 1 부터 brush 5 까지 설정 하였습니다. 

기억 하셔야 할 것이 Value 의 index 는 int 타입 이고 Opacity 의 Value 타입은 float 입니다. 

그럼 이제 노드 프로그래밍을 시작 할 차례 입니다. 

 

Empty function 을 하나 만든 후 다시 Edit 버튼을 클릭 하여 노드 프로그래밍 창을 오픈 합니다. 

 

 

Int 타입의 Value 값을 받아 와야 함으로 Get Integer 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Get Integer 노드가 만들어 졌다면 Variables/Get Integer 를 이 전에 만들었던 switch 로 설정 합니다. 

 

 

 

Int 타입으로 Value 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float 형으로 변환 해 줍니다. 

 



Get Integer 노드(Int) 를 To Float 에 연결 합니다. 

 

 

 

 

 

 

 

 

Constant Float 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미리 언급 했듯이 if 문을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if 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드 프로그래밍의 특성을 살려서 Subtract(뺄셈) 을 활용 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블렌딩은 이미 만들었고 첫 번째 int 타입의 Value 는 0 이라는 것에 주목 하시기 바랍니다. 

 

Operator 에서 Subtraction 을 선택 하여 노드를 추가 합니다. 



 

Subtraction 의 A 연결부에 Get integer 값으로부터 변환 된 Float 값을 연결 하고 B 연결부에 Float 을 연결 합

니다. 

이 뜻은 현재 input_1 이 Opacity 값이 0 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input 만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Subtraction 의 동작구조 설명. 

처음 들어 온 Value 값은 1 입니다. 1 에서 float 값 1을 빼면 0 입니다. 

이 0 값이 Opacity 에 전달 되기 때문에 블렌더(스위치타입)의 Opacity 를 0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input_1 이 아니라 input 이 출력 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노드들도 마찬 가지 입니다. 

다음 블렌드 노드의 Opacity 도 이와 마찬가지로 노드프로그래밍을 복사 하여 붙혀 넣기 합니다. 

그리고 Float 값만 Get Integer 로 들어 오는 Value 값으로 설정 해서 무조건 0 값을 만들면 됩니다. 

위의 루틴은 전체 브러시 리스트에서 선택 된 브러시 리스트의 Value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브러시 리스트를 선택 했느냐에 따라서만 해당 노드가 반영 되는 구조 입니다. 

 

일단 위와 같이 기본 노드 프로그래밍이 완료 되었다면 다시 SwitchBrush 그래프로 돌아 옵니다. 

이제 나머지 브러시 프리셋도 블렌드를 확장 하여 연결 합니다. 



 

Brush 1 번과 Brush 2 번 그리고 Brush 3 번까지의 연결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위 그림 중 표시 된 순번째의 blend 노드를 선택 한 후 Opacity 에서 Edit function 하여 노드 프로그래밍 그래프

로 이동 합니다. 

 

두 번째 blend 노드 의 Opacity 의 노드프로그래밍 그래프 입니다. 여기서 Float 값을 2로 바꾸어 줍니다. 

위에서도 설명 했듯이 Get Integer 로 들어 오는 Value 가 여기서는 2 이기 때문에 2 에서 2를 빼야 0 이 되기 

때문에 Float 을 2로 지정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똑 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째 브러시 프리셋의 blend 까지 만들어서 연결 합니다.(총 블렌드 노드는 4

개 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인풋은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브러시 스위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동작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해 봅니다. 

 

동작 테스트를 위한 최종 셋팅. 

InderstrialBrush 그래프를 오픈 합니다. 

 

SwitchBrush 는 이제 기능을 수행 하는 인스턴스가 되었습니다. 

InderstrialBrush 그래프 안으로 드래그 하

여 추가 합니다. 



 

  

SwitchBrush 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개의 브러시 프리셋을 순서대로 SwitchBrush 의 입력포트에 연결 합니다. 

 

 

SwitchBrush 로 만들어 진 Instance 노드를 클릭 하여 인스펙트를 보면 Switch 브러시 리스트가 나타 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 하여 브러시를 변경 해 봅니다. 

모두 잘 동작 하면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비정상적 동작의 경우 예제를 다시 꼼꼼히 살펴 봐 주십시오.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을 삽입 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