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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 VR·AR 3D콘셉트디자인(SOOC)

영 문 : VR·AR 3D Concept Design(SOOC)

담당교수 이정선

소속 VR전공

1. 수업개요 및 특성
이 과정에서는 VR.AR의 콘셉트기획을 시각화하는 단계인 컨셉 디자인을 15주에 걸쳐 함께 공부하게 된다. 그림 초보자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드로잉과 간단한 포토샾 페인팅으로 시각언어에 대해 조명해볼 것이다.

2. 수업목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지식 중심의 맞춤형 교안으로 학습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교안자료를 개발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써 효과적인 내용전달과 이해를 돕는 것

이 그 핵심이다. 

3. 수업 유의사항
개인 페인팅 툴 필요 (타블렛, 포토샵)

4. 수업의 관련자료(교재, 참고문헌, 기자재)
타블렛, 포토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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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계  획  서



■주차별 세부계획

주 제목 학습내용

1 스케치 워밍업
스케치의 기초인 선과 덩어리 대해서 접근해보고 연

습해본다.

2  스케치 워밍업2 다양한 스케치 접근법에 대해 배워본다.

3
기초

디지털 페인팅1

기본적인 포토샾 페인팅을 위한 툴을 익히고  기본 

도형을 렌더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앞서 스케치한 

디자인을 채색해본다.

4
기초

디지털 페인팅2

기본적인 포토샾 페인팅을 위한 툴을 익히고  기본 

도형을 렌더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기본도형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본다.

5

기초

디지털 페인팅3_하드엣지,

소프트엣지

기본도형 페인팅의 심화학습.

6

기초

디지털 페인팅4_책 

채색하기

기본도형을 렌더 하는 방법을 배우며, 앞서 디자인한

 책을 페인팅 하는 방법을 배워본다. 

7
실루엣 디자인1

_칼 디자인

도형의 시각언어에 대해 배우고 

칼 디자인에 적용키는 과정을 배워본다. 

8

기초

디지털 페인팅5

_칼 채색하기

앞서 디자인한 칼을 밸류디자인/컬러디자인/렌더하기/효과

넣기의 순서로 채색을 디자인해나가는 방법을 

심화 학습한다. 

9
실루엣 디자인2

_캐릭터 디자인

실루엣 디자인의 심화 학습으로 컨셉을 정한뒤 자료

찾기에서부터 컨셉에 맞는 실루엣을 도출하여 캐릭

터를 섬세하게 다듬는 과정까지 함께 디자인한다.  

10

기초

디지털 페인팅6

_캐릭터채색

캐릭터 스케치를 포토샵으로 불러와 스케치를 정리

하는 방법에서부터 캐릭터 페인팅까지 그 과정을 배

워본다.

11 투시의 기초1
투시도법에 대해 이해하고 투시그리드를 그리는 방

법을 학습하고 그에 맞게 오브젝트를 그려본다. 

12 투시의 기초2
배경에 필요한 건물을 실루엣디자인에서부터 라인드

로잉까지 투시에 맞게 디자인해보자.

13

기초

디지털 페인팅7

_판자, 나무 채색

커스터마이징 된 브러쉬만드는 법에 대해 접근해보고 

배경에 들어갈수 있는 나무를 디자인해보고 채색해본다.

14

기초

디지털 페인팅8

_건물 채색

디자인한 건물을 페인팅해보자.

15 타이틀 디자인
자신이 만드는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타이틀 디자인

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