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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3D art make-up design process by reproducing

real objects through preliminary digital drawing with Photoshop (Photo Shop CS4.0, Adobe,

USA) and using special make-up that has never been done previously, and produce

creative problem solving plan to make concrete expanding thoughts and ideas. As for this

study method, this study was composed of preliminary study, literature study by book

examination and positive study on design process that performed preparatory work and

reproduced real objects. Real case study by art make-up design process can improve

effective design expressing ability by utilizing special make-up, diversify techniques, extend

expression areas by materials, and create unique design. In addition, preliminary work by

digital drawing, a process to predict real object work in advance, could reduce time and

cost while improving work skill for work production, raise design accuracy and make easy

the modification of idea.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activate digital make-up by various

digital techniques including Photo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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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현대사회는 산업과 함께 컴퓨터 기술이 확대IT ,

발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현실감 넘치는 영,

상 이미지를 재현하고 실재와 허상의 유기적인 관계

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디.

지털 기법을 활용한 디지털 분장‘ FX (digital FX

으로 특정 캐릭터를 창조 변형하여 특수make-up)' ,

한 시각적 효과와 입체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디지털 작업을 통한 사전 시안계획서를 작성해‘ ’

실물 작품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어 제작 시

시행착오나 비용 시간 등이 절감되었다 이러한 사, .

전 시안작업은 특수 분장뿐만 아니라 아트 메이크업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아트 메이크업은 작가의.

주제의식과 창의적인 감각 세련된 기술 독창적인, ,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디지털 드로잉을,

통한 사전작업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지면을 활용한

작업에서의 표현능력에 구애를 받지 않는 새롭고 다

양한 디자인표현과 무한한 아이디어 창출 시각적,

체험에 의한 창조적인 표현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여기에서 창조적인 표현은 창의적인 아이디.

어 발상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을 모색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현실적 이미지로 구,

체화 시키는 디자인 과정 즉 디자인 프로세스,

가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아트 메(process) .

이크업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회화적 기법 에,

어브러시 기법 오브제를 활용한 기법 등 아이디어,

발상에 의한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보다 테크닉

과 표현기법 위주로 진행되었고 또한 컴퓨터 그래,

픽 관련연구로 몇몇 연구들이1)2)3)4)등이 있으나 아,

트 메이크업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사전 작업 사례

는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포토샵을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의 사전 시안 작

업을 통한 실물 재현과 그동안 선행되지 않았던 특

수 분장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으로 디자인 프3D

로세스를 제시하여 독창적인 디자인 창출을 모색하

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드로잉 기법의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하여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디지털 메이,

크업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및 단행본 고찰에 의한 문헌

연구와 디지털 드로잉 사전 작업을 통한 실제 작품

을 재현한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실증연구로 이루

어졌으며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트, . ,

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 디지털 기법 특수 분장, , ,

관련 학위 논문 및 전문서적고찰로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았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원리를 정의하였다, .

둘째 디지털과 컴퓨터 그래픽 및 특수 분장을 통한,

작품적용사례를 연구 조사하였다 셋째 아트, . , 3D

메이크업의 작품 재현을 위한 디지털 드로잉으로는

을 활용하였으며 아트Adobe photoshop CS 4.0 ,

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에 필요한 작품의 모티프

추출을 위해 아트관련서적의 이미지사진과(motif)

색채 이미지 사진으로 분류하여 선정하였고 색채 표

기는 먼셀 컨버젼 을 사용(munsell conversion)2011

하였다 넷째 사전 시안 후 상반신 위주의 안면 작. ,

업을 바탕으로 특수 분장을 이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으로 재현하였으며 특수 분장으로는 보철분장,

기법으로 핫 폼 을(prosthetics make-up) (hot foam)

사용하여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로 부각시키고자 하

였다.

이론적 배경.Ⅱ

1.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Art Make-up Design)

인체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아트 메이크업은 신체

를 대상으로 와 를 접목시켜 기존의‘art’ ‘make-up’

메이크업의 정형화된 아름다움추구에서 벗어나 작품

을 통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무언의 메시지 전달 역

할과 함께 인간의 본능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5)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트 메이크업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전달 표현 능력을 필요로‘ ’

하는 분야로 자신의 생각 과 그것을 표현할 수(idea)

있는 기술 이 갖추어져야 하며 기초 조형(technique)

요소인 점 선 면에 의한 입체적인 형태와 다양한, ,

색채배색 및 혼합에 의한 조화로운 이미지 표현으로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트 메이크업은 표현대상과 범위를 기준으로 크

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얼굴을 중심으로 하

는 페이스페인팅 토털 스타일링(face painting),

을 요구하는 상반신 위주의(total styling) (décollet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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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메이크업 인체를 미적(fantasy Make-up),

표현도구로 채색을 가하고 디자인하는 바디 페인팅

으로 나눌 수 있다 인체의 형태 선(body painting) . ,

의 변화 색의 적절한 활용 다양한 소재에 의해 이, ,

루어지는 아트 메이크업은 다양한 디자인 을(design)

통하여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디자인은 창의적인 것을 이미지로 창출하기 위한 실

체화 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아트 메이크( ) ,實體化

업 또한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작업으

로 일정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세우는 일

련의 행위 개념으로서 디자인의 개념과 유사하( )行爲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자인은 모든 조형 활.

동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며 도안 밑그림 의도적, ,

계획 및 설계 구상 착상 등의 넓( ), ( ), ( )設計 構想 着想

은 의미의 조형계획을 말하고,6) 효과적인 해결방법

을 제공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문제해결 방법이자 가

치 있는 결과물을 의미한다.7)

디자인을 이루는 조형적 요소에는 선 면(line),

형 색채 질감 으로(plane), (shape), (color), (texture)

선은 디자인의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직선 수직 수( ,

평 사선 과 곡선 원 쌍곡선 파상선 와선 자유곡, ) ( , , , ,

선 이 주로 사용되며 길이 굵기 방향 율동 운동) , , , , ,

감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 발상표현의 시

작이라 할 수 있다 면은 입체를 구성하고 형은 모. ,

양을 뜻하며 색채는 색채자체가 가지는 이미지의,

보편성과 느낌을 만드는 감성적 요소로 작용되고,

질감은 물체의 조성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을 통해 형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물체의

표면 질(surface quality)8)을 일컫는다 이러한 조형.

요소에 의해 이뤄지는 디자인은 아이디어에서 스케

치와 레이아웃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콘셉트

가 분명하여야 하고 창조적이면서 주제와(concept) ,

연관성을 갖는 디자인특성을 찾아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활용성을 검토한다.

아트 메이크업에 있어 디자인은 작가가 표현하고

자 하는 주제를 선정 한 후 그것을 표현하기위한 주

제와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여 아이디어스케치 과정,

을 거친 사전작업을 통해 실제작품으로 제작되어진

다 또한 아트 메이크업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중요.

한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의 골격 및 구조를 이해해

야 하고 신체의 프로포션 즉 비율 조, (proportion) , ,

화 균형을 생각해야하며 주제에 맞는 디자인을 하,

여야 하고 형 색채 질감에 의한 조형요소와 그 외, , ,

표현기법 에어브러시 스펀지 브러시 및 재료 채색( , , ) (

재료 장식재료 오브제 활용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 , )

현하여야 한다.9)

이처럼 디자인은 명확한 목적을 지닌 활동으로 공

통되는 기본 목표는 간단히 미 와 기능 의‘ ( ) ( )’美 技能

합일 이라 할 수 있다 미와 기능을 통합하는( ) .合一

것이 디자인의 목표이며 미 와 용 의 두 가지, ( ) ( )美 用

가치를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기술적 프로세스가 디

자인이다.10)

디자인 프로세스 개념 및1) (Design Process)

필요성

디자인은 많은 종류의 정보를 조작하고 이를 종합

해서 하나의 일관된 생각으로 만들어 실체화하는 고

도로 조직화된 정신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

한 정신적 과정은 문제해결 과정 또는 디자인 프‘ ’ ‘

로세스라 설명된다’ .11) 즉 디자인 프로세스란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디자인의 문제가 제시되고 난 후 디자인이 최

종 완성 될 때 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 해결을 근간으로 하는 창의

적 사고과정이며 그 과정은 단계적인 사고를 유도함

으로서 디자인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과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12)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제를

인식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알고 단계

적인 창조적 사고과정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

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문제해결과정은 지식의 본질.

속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

으며 우연한 발상과 모방 작업에서 벗어나 체계적,

인 시각적 디자인 과정을 통하여 아이디어의 의사전

달과 함께 시각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창조적 과

정인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

서 창조적인 사고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주며 자신의 개성과 적성 및 능력을 발견, ‘ ’ ‘ ’ ‘ ’

하고13) 어떤 특정 문제를 조직적으로 정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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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좋은 결과와 많은 시간 자원을 절감시킬 수 있,

다 따라서 디자인을 함에 있어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이디어 발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에 있어 필,

요한 과정인 것이다 그 외 디자인 프로세스의 필요.

성을 그림 과 같이 종합적으로 재정리< 1> 14)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디자인 프로세스의 필요성< 1>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 및 디자인2)

원리(Design Principle)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해보면 표<

김수석1: 15) 이선영, 16)재정리 에서와 같이 학자들의>

의견이 상이한 것 같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형,

식으로든 디자인 문제의 분석을 행하고 있는 세 단

계 문제해결 프로세스로써 일치를 나타나고 있다.

즉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의 이해 단계 해결안, ‘ ’, ‘

의 종합 해결안의 평가 세 단계의 유사한 개념에’, ‘ ’

서 출발하여 디자인 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

표 디자인 프로세스 비교 재정리< 1>

L. Bruce her Christofa
Jones M. Asimov Harold

Whewell
Alex F
Osborne

문제의 이해 프로그래밍
데이터 수집 분석 문제상황의

분석
문제인식
준비

방침의 결정
준비

해결안의 종합
분석
종합
전개

종합 해결안의
종합

분석
종합

분석
아이디어창출

온존

해결안의 평가 전달
평가 평가 해결안의

이행
평가
제출

종합
평가

로 변형되어 적용17)되어지며 그 진행과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전개 될

수 있다.

아트 메이크업을 함에 있어 디자인 프로세스는 앞

에서 제시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디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의 이해 과정. ‘ ’

에서는 문제제기로 목표설정 및 자료조사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설정 방향 제시로 콘셉트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관찰력과 상상력 이해력. ,

이 요구된다 두 번째 해결안의 종합은 문제 해결. ‘ ’

방안을 모색하고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적

인 형태나 이미지로 표현한다.18) 이에 아이디어생성

과 해결안 도출 실행과정의 수행력 응용력 통합능, , ,

력 표현력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

해결안 평가에서는 작품 마무리로 객관성 판단력‘ ’ , ,

비교 분석력 등이 요구된다 그림 에서는 표. < 2> <

의 세 단계 프로세스를 토대로 아트 메이크업 디1>

자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따라서 아트 메이크업 또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토대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창출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위해,

서 디자인 요소인 형 색채 질감에 의한 조형요소, ,

의 이해와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하는 디자인 원리를

파악하여 구성의 형식을 발견 나아가 디자인 과정,

에 영향을 줄 새로운 조형언어를 터득해야 한다. 다

음은 아트 메이크업 중에서 디자인 조형요소와 디자

인 원리에 근거한 작품들을 그림 과 같이 살펴< 3>

보았다 그림. < 3-A>19)에서는 디자인 요소인 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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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색채 재질 등을 질서 있게 정리 조절하여 조화, , ,

와 아름다움을 창출20)하는 통일 의 원리를 활‘ (unity)’

용한 것으로 색과 형의 조화를 이루로 있다 그림. <

3-B>21)는 좌우나 상하에서 동등한 평형감각을 유지

하여 형태와 색채 재질의 조합에 의한 평형감과 안,

정감22)을 나타내는 균형 의 원리를 활용하‘ (balance)’

여 대칭구조에 의한 형태와 색채의 안정된 시각적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는 강한 대비나. < 3-C>

분리 특정 부위를 과장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

는 강조 의 원리를 활용하여 눈을 크게‘ (emphasis)’

부각시켜 강한 명도대립으로 디자인하였다 율동. ‘

그림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 정리< 2>

통일A. , 2009
-colorfuleyes睛形, p.75.

균형B. , 2008
- mgpin,金秋牧歌 p.25.

강조C. , 2009
-colorfuleyes 睛形,p.25

율동D. , 2009
-colorfuleyes睛形,p.132.

그림 디자인 원리를 이용한 아트메이크업< 3>

은 반복된 미와 생동감을 부여하는 리듬감(rhythm)’

으로 그림 에서는 선과 오브제를 활용한 율< 3-D>

동미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디자인원리를 이해한.

다면 미적인 가치와 체계적인 디자인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드로잉 기법2. (Digital Drawing

Technique)

아트 메이크업의 디지털 드로잉‘ (digital drawing)’

은 인물의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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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과 같은 소프트웨어 를 활용한 그림(software)

방식의 페인팅 과 리터칭 기법(painting) (retouching)

이라 하겠다.

포토샵은 미국 어도비 사가 개발한 그래픽(adobe)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로 컴퓨터로 입력된 화상에 대

하여 다양한 편집과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23)

으로 디자인에 가장 널리 사용되며 보급률이 높아

일반화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

다.24) 포토샵은 크게 메뉴 툴 박스 팔레트로 구성, ,

되어 있는데 아트 메이크업의 디지털 드로잉을 구현

하기에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기능과 방법을 살펴보

면 표 와 같다< 2> .

이와 같이 포토샵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은

표< 2> 포토샵기능 사용 설명

기 능 도구 및 사용설명

형태(shape)

브러시 툴

(brush tool)

다양한 붓을 선택하여 자유로운 드로잉이 가능하며 옵션 바

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색 및 질감 효과를 줄(option bar)

수 있다.

스탬프 툴

(stamp tool)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다른 작업 이미지 창에 복제하는

도구이다.

닷지툴(dodge

번 툴tool) /

(burn tool)

닷지 툴은 드래그 한 부위를 다른 영역보다 밝게 번 툴은(drag) ,

드래그 한 영역을 어둡게 만든다.

브러시도구 중 에어브러시(airbrush)를 선택하여 원하는 형태를 드로잉한 후 반복되

는 패턴은 스탬프 툴로 복제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닷지 툴과 번 툴로 음영 및 하이

라이트(highlight)를 주어 입체감을 살린다.

레이어(layers)

포토샵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다 배경처리 사진이나 그림 합성 선택 툴. , ,

을 활용한 복제 등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은 기능으로 팝업 메뉴(marquee tool) ,

에서 머지다운 이나 플랫 이미지 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merge down) (flatten image)

여 레이어 끼리 합치는 기능으로 사용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한 이미지위에 다른 사진이나 형태를 추가 복제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되어진다, .

변 형

(transform)

트랜스폼의 기능 중 스케일 은 선택영역 또는 레이어 크기를 변경하고 로테(scale) ,

이트 는 형태의 회전 플립 호리존탈 은 이미지 왜곡 플립 버(rotate) , (flip horizontal) ,

티컬 은 반대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 폼 기능은 양쪽을(flip vertical) .

대칭으로 디자인 하였을 때 복제하여 다른 반대방향에 입히는 과정으로 쉽게 디자

인을 해나갈 수 있다.

보정 및(revision)

복제(copy)

힐링 브러시 툴

(healing brush

tool)

픽셀 음영과 색상을 비교하여 거친 부분을 마모시켜 주는(pixel)

보정기능으로 피부표현 시 잡티나 상처들을 깨끗하게 제거시켜준

다.

올가미 툴

(lasso tool)

사각 원형 선택 툴로 이미지 영역을 선택하여 절단 복제 등을, ,

할 수 있어 다른 이미지를 생성시키거나 합성시키는 과정으로도

쓰인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적용과 수정 변형이 자유로우며,

결과물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의도에 부합하는 정확

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어 거기에 따른 투자비용

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

특수 분장을 활용한 기법3. 3D

컴퓨터와 첨단통신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새

로운 산업형태와 생활문화를 형성하면서 컴퓨터 기

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사회 문화적 변화를 낳아가

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는 인간의 일상, (technology)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예술 및 문

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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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미국 헐리웃에서 특수한 시각적 효과를 내는

특수 분장 기술로 활용되어지면서 다양한 특수효과

의 최첨단 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수 분장은 영어로 또는‘special effects’ ‘special

이라고 하며 의 줄인 말로make-up’ special effects

라고도 한다 특수 분장은 일반 분장과는 달리‘SFX’ .

배우의 얼굴과 신체에 인위적인 변형 및 보강을 통

하여 배우를 특정 인물 등 외모 변화를 주기 위한

분장25)으로 분장사의 기술과 기계적 물리적 역할들,

이 혼용되어 상호 융합된 특수한 효과의 분장을 말

한다 특수 효과 분장은 광학적 효과. (optical

와 물리적 효과 메이크업effects) (physical effects),

효과 사운드 효과(makeup effects), (sound effects)

로 분류된바 있으나26) 디지털 특수효과의 등장으로,

프로덕션 단계에 사용되던 기계적 효과(production)

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사용(post production)

하는 디지털 특수효과로 분류되었다.27)

특수 분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배우의 외모나 특

징 성격을 극중 인물에 맞게 변화시키는 캐릭터, ‘

메이크업 과 모델의 전체얼굴’(character make-up)

을 변형시키거나 신체의 모든 부위 또는 얼굴 일부

분의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해 제작물28)을 만드는

보철분장 이 있다 보철분장‘ ’(prosthetics make-up) .

은 그림< 4-A>29)와 같은 특수 분장의 기초 작업인

동시에 원하는 형상을 자유자제로 만들어낼 수 있

다 애니메트로닉스 는 과. ‘ ’(animatronics) ‘animation’

A. Mr.roboto, 2006
-the winston effect, the art
and history of stan winston

studio, p. 40

B. Jurassic park, 2006
-the winston effect, the art
and history of stan winston
studio, pp.214-215

C. The lord of the rings
-http//blog.naver.

com/noteelus?Redirect=Log&lo
gNo=50000314046

그림 특수 분장 작품< 4>

 

의 합성어로 보철분장과 특수효과의 물electronics’ ,

리적 기법에 해당하는 메카닉 기술과의(mechanic)

혼합 기법30)을 말한다 이는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전.

기 전자 제어방법을 사용하는데 처음 사용은, 1924

년 러시아 영화 앨리타 로봇들의 반란< , aelita; the

에서 시작되었으며 년에revolt of the robots> 1933

발표한 킹콩 이 대표적이다< > .31) 이후 컴퓨터 그래픽

스 를 연계한 특수효과가(computer graphics: CG)

더해져 주라기 공원 의 티라노사우루스 그림< > < 4-B>

와 같은 작업의 형태가 이뤄졌으며 그 외 블록, SF

버스터 등 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blockbuster)

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분장FX (digital FX

이다 디지털 분장은 컴퓨터 그래픽make- up) . ‘ FX ’

이 년 이후 합성된 이미지 창조를 위해 사1950 3D

용되어오면서32) 스타워즈 이후에 컴퓨터 그래픽< >

스를 이용한 영화가 성행하였고 터미네이터< 2>,

반지의 제왕 의 그림< > < 4-C>33)와 같은 영상작업과

함께 영화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다 디지털 분. FX

장은 물체의 형상 색채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이,

미지를 변환시키는 디지털 화상 작업으로 캐릭터를,

생성하고 변화 수정 합성하는 창조적 영상과정을, ,

말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변화와 자유로운 동작. ,

와 실사가 합성된 실감나는 장면 차원 애니메CG , 3

이션 등이 탄생하게 되면서 세기 영화의 미래와21

발전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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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드로잉과 특수 분장을 활용.Ⅲ

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3D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를 토대로 독창적

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작품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

음 표 표 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3>< 4>

세분화하였다 첫 번째는 문제의 이해과정으로 준비.

단계의 작품주제와 해설 단계이고 두 번째는 해결,

안의 종합으로 모티프 이미지 색채 이미지 구도법, , ,

표 작품< 3> [ 1]

문제의 이해 준비 단계1) -

작품 주제 머메이드(1) : (mermaid)

작품 해설 생명력 있는 세포의 형태는 밀집을 이루면서 단절과 연속 등의 반복 불규칙 통일감을(2) : , ,
이루면서 각양각색으로 변화하고 운동한다 이러한 미의 형식을 발견하여 바다 속에 사는 전설 속의.
생물인 인어의 이미지를 터키그린 블루 퍼플 의 컬러로 오묘하고 신비스러(turkey green), (blue), (purple)
운 바다와도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해결안의 종합 전개 단계2) -

모티프 이미지(1) 색채 이미지(2)

사실적 이미지 도식화 이미지⟶

⟶
그림 모티프 형태< 5> , 2004,
-haeckel’s art forms from nature, p. 3534)

그림 모티프 컬러색채< 6> ,
2009, -the art of avatar, p.

7735)

1.99G/8.65/9.03

9.51BG/7.30/7.25

7.13PB/4.20/23.12

.93P/4.61/24.68

9.10BG/0.77/12.65

구도 법 양쪽이 대칭인 삼각형 구도로 안정감과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3) :

디자인 원리 좌우 동등한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균형 의 원리로 색감의 균형과 형태의(4) : ‘ ’
변화로 나타내었다

해결안의 평가 실행 단계3) -

시안 작업(1)

디지털 드로잉을 위한 모델의①
정면사진을 찍는다.

② 툴박스 의 브러시 툴(tool box)
기능 중 에어브러시를 선택하여
색채 팔레트에서 원하는 컬러를 클
릭 후 그라데이션 한다(gradation)

작게 그려놓은 형태의 디자인③
을 스탬프 툴로 복사하면서 드로
잉하고 닷지 툴로 음영을 준다.

디자인 원리를 활용한 전개단계이다 디자인 프로세.

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모티프 설정과

정은 사실적 이미지를 도식화로 재구성하여 드로잉

을 보다 쉽게 구성해나갔으며 색채 이미지 설정은,

주제이미지와 상관성 있는 컬러 사진으로 색 값은,

포토샵과 먼셀 컨버젼 에 의해 추출되어 컬러2011

팔레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도는 시각적 중심을. ,

찾고 미적 질서에 맞게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디자, ,

인 원리는 디자인 조형요소를 파악한 미적 원리로



신원선 신세영 /‧ 디지털 드로잉 기법과 특수 분장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3D

139

구성하였다 세 번째 해결안의 평가는 디지털 드로.

잉을 통한 시안 작업과정을 포토샵의 사용방법과 디

자인 과정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어브러시로 계속하여 형태④
를 그리고 레이어를 머지 다운하
여 이미지를 하나의 형태로 합친
후 스머지 툴로 수정 보완한다, .

메뉴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하여⑤
디자인한 형태를 자유자재로 움직
인 후 에어브러시로 형태를 마무리
하며 컬러를 변화시켜 완성한다.

시안 완성 단계⑥

완성 단계4)

작품 제작 과정

모델의 얼굴 형상을 만들기 위해 알지네이트 로(alginate)①

얼굴의 본을 떠서 석고를 이용한 음각과 양각의 틀(mold)

작업을 한다 이후 디자인시안 작업에 따른 찰흙 모델링 유. (

토 작업으로 양각 틀에 모형작업을 하고 피스작업은 따로)

분리시킨다.

찰흙 모델링 작업이 끝난 후 석고를 이용한 음각의 틀을②

떠서 핫 폼으로 작업할 석고 모형을 만들고 피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석고 제작한다.

음각의 석고 틀에 바③

셀린을 발라 핫 폼과

분리가 잘 되도록 해주

고 이후 음각 틀에 핫

폼을 부은 다음 재빨리

양각의 틀을 얹어 눌러

고정 한 후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난 후 파④

우더를 뿌리며 양각

과 음각의 석고 틀과

핫 폼을 분리시켜 떼

어낸다.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작품 완성 단계를

특수 분장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으로 완성시켰3D

다 실제작품 결과로는 표 표 와 같다.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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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작품< 4> [ 2]

문제 이해 준비 단계1) -

작품 주제 판타지(1) : (fantasy)

작품 해설 자연계의 형태는 자기형성에 의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2) : .

환상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퍼플 와인 블루의 컬러와 자연의 불규칙적인 형태로 매치시켜 화, (wine),

려하고도 매혹적인 아트 메이크업으로 완성시키고자 하였다.

해결안의 종합 전개 단계2) -

모티프 이미지(1) 색채 이미지(2)

사실적 이미지 도식화 이미지⟶

그림 모티프 형태< 7> 2009

the art of avatar. p. 43

그림 모티프 컬러< 8>

색채2009

the art of avatar. p. 44

.60GY/9.37/6.02

6.37RP/7.05/10.25

3.40P/4.87/26.04

.07P/3.75/24.39

1.51RP/3.12/23.82

구도 법 사선 방향의 유동성과 역동성을 자아내는 대각선 구도를 단조롭지 않고 생동감(3) :

있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디자인 원리 반복된 패턴 색감에 의한 조화를 비대칭 균형 과 통일감 으로 표현하였다(4) : , ‘ ’ ‘ ’ .

만들어진 핫 폼을 컬러링 하는데 있어 알코올베⑤

이스 물감 아크릴물감과 프로제이드 를, (pros aide)

섞어 사용한다.

컬러링 한 핫 폼을⑥

얼굴부터 프로제이드를

사용하여 붙여나간다.

폼을 붙인 후에 베이스

와 아이섀도를 메이크

업 해준다.

주제에 맞는 이⑦

미지를 연출 하고

자 헤어에 에어브

러시로 컬러링해주

고 작품을 완성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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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안의 평가 실행 단계3) -

시안 작업(1)

콘셉트 에 맞는 헤어를(concept)①

연출하여 인물의 사진을 찍는다.

툴박스의 브러시 기능 중 에어②

브러시를 선택하여 아이섀도를 그

라데이션 한 후 펜슬 툴로(pencil)

형태를 그린다.

스탬프 툴로 디자인한 이미③

지를 복사하여 컬러를 바꿔주

고 힐링 브러시 닷지 툴로 하, ,

이라이트와 음영을 준다.

레이어를 머지 다운하여 이미지④

를 합쳐 하나의 형태로 만든 후 스

머지 툴로 수정 보완한다, .

메뉴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하여⑤

원하는 형태로 움직인 후 에어브

러시를 이용하여 컬러를 변화시켜

완성한다. 시안 완성 단계⑥

완성 단계4)

작품 제작 과정

핫 폼을 이용한 불규칙한 직선적 형태와 작은 원형①

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먼저 찰흙인 유토를 이용하여

간단한 모티프 형태를 만든 후 음각 틀을 떠낸다 이후.

음각 틀에 바셀린을 칠한 후 핫 폼을 부어 표면을 평

평하게 만들어준다 건조 후 파우더를 뿌리면서 살살.

떼어내어 분리시킨다.

만들어진 핫 폼을 프로제이드와 아크릴 물감을 섞어②

컬러링을 하고 화려함을 더해주고자 글리터젤

을 입힌다 헤드 피스 는 한지를(glittergel) . (head piece)

이용하여 모형을 만들고 아크릴로 컬러링을 한 후 염

색된 시폰 으로 감싸주어 모형을 탄탄하게 지(chiffon)

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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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피부 톤에 맞춰③

베이스 처리를 한 후 아이

섀도를 그라데이션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난 뒤 만

들어진 핫 폼을 프로제이

드를 사용하여 붙인다.

핫 폼 붙일 곳을④

상반신까지 스케치

하여 얼굴부터 자

연스럽게 붙여 나

간다.

헤드 피스와 핫 폼⑤

을 자연스럽게 연출

하여 디자인을 완성

해 나간다.

마무리로 콘셉트⑥

에 맞게 전체적인

컬러링을 하면서

작품을 완성시킨다.

결 론IV.

작가의 주제의식과 독창성 창조성을 요구하는 아,

트 메이크업은 창의적인 감각과 독특한 표현 기술을

요구함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능력을 키울 수

있는 디자인 과정 즉 디자인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확산

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창출하고자 기존의 아트메이크업 테크,

닉인 브러시나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평면 작업이 아

닌 특수 분장의 입체효과를 활용한 작업을 통하3D

여 독창적인 디자인의 표현과 재료에 의한 표현 영

역의 확대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었다 또, .

한 디지털 드로잉을 통한 디자인 사전 작업은 작가

의 작품 의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작

품 제작 시 작업의 숙련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으며 포토샵의 다양한 툴의 사용으로 디자인의 다,

양한 표현방법이 가능하고 디자인의 정확성과 아이

디어의 수정 변형이 용이하였으며 영구 보존이 가,

능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포토샵을 활용한.

디지털 메이크업은 사실적 표현에서의 한계점을 극

복하여 그래픽 특성의 기법 연출을 통한 디지털 이

미지 효과로써의 전시 기능의 예술적 영역으로 더욱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방법을 제시함

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의 이해와 디자인교육의 가능

성을 나타냈고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프로세스 전개,

과정에 따른 실제사례연구를 통하여 특수 분장을 통

한 효과적인 디자인 표현 능력 향상 및 기법의 다양

화와 포토샵을 이용한 디지털 메이크업의 무한한 가

능성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포토샵 활용을 위해 포토샵

사용에 대한 숙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특수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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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에 있어 오랜 시간에 걸친 작업과 제작과정의

번거로움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포토샵 사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한다면 섬세하고 자유로운 도구 사용으

로 원하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며 특수 분장,

의 입체적인 효과에 의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향후 아트 메이크업에 있어 활용가치는 높

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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