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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애니메이션, 영상 또는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서 캐릭터 및 오브젝트에 텍스쳐(texture)를 삽입하

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물체를 정교하

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물체의 속성과 특징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물체 또는 캐릭터의 고유한 재질감 세이딩

(shading)만으로는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 예를 들

어, 상처, 녹슨 표현, 때 묻은 표현 등 세부적인 표현

들을 보완하기 위한 텍스쳐 표현이 중요하다. 지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지만 특히 극사실주의 표현

을 위한 CG라이팅, 매핑을 이용한 질감 처리, 실제 

동물의 움직임과 가상 생물들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있는 고급 애니메이션 기술, 작품의 특성에 맞게 작

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CG 전문 하우스 툴(House Tool)

개발 등이 시급하다[1].

사진과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화질은 

좋아지고 래퍼런스 자료도 많아졌지만 정작 텍스쳐

을 삽입하여 보여주는 3D 소프트웨어에서는 텍스쳐

를 적용시키는 과정에 아직도 불편한 점들이 많다.

특히 텍스쳐를 적용한 후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 시 

컴퓨터마다 드라이브 경로 및 저장 경로 설정이 달라

져 기존의 텍스쳐 경로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D 소프웨어인 Maya, 3Ds

Max에서는 효과적 작업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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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etting 설정이 주어지고, 마야의 File Path

Editor, 그리고 3ds Max에서의 Photometric Path

Editor등이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경로를 재설정해줘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으며 텍스쳐 파일마다 저장 위치가 다를 

경우 작업자들이 일일이 경로들을 지정해 줘야 하는 

문제점 등 불편한 점들이 많다. 실제로 많은 메이져

급 회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전체 

시스템을 경로에 맞춰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

트웨어 플러그인 툴들을 개발 및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회사와 상호 협력하여 제작을 하는 경우, 각 업

체의 여건 상 경로 설정 및 파일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쉽고 간단하

게 해결할 수 있는 텍스쳐 경로 설정 툴인 Song

Repath 툴을 개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

다. 곧, 많은 작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의도한 최

대의 결과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텍스쳐 경로 설정 

툴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이 개발한 텍스쳐 재설정 툴인 

SongRepath와 마야에 내제된 File Path Editor, 시중

에 많이 쓰고 있는 Genie, 그리고 He Texture Path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SongRepath의 유용성을 입증하

고자 한다. Genie, 그리고 He Texture Path 제품들은 

세계적으로 CG 프러그인 다운이 활발한 Highend

3D 웹사이트에서 텍스쳐 경로 지정 툴 중 보편적으

로 많이 알려진 플러그인들이다. 3D 관련 테크닉, 툴 

및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들은 Hig-

hend 3D, Learning-Maya, Digital Tutors, 3Dcafe,

Gnomon, Maya3d.dk이다[2].

2. 본  론

2.1 기존 툴들의 알고리즘

He Texture Path는 마야의 Mel 스크립트를 사용

하여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경로를 새롭게 입력한 경

로로 바꾸어 파일들을 찾아내는 방식이다[3]. Genie

는 파이썬 언어로 제작된 툴로서 파이썬 os.walk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4]. os.walk 방식[5]은 지정한 

상위 폴더에서 하위로 추적하여 파일들을 찾기에 유

용하다. Fig. 1에서의 번호는 os.walk 방식을 적용하

여 파일을 추적하여 찾아내는 순서이다.

이때  2배에서 20배나 더 빠른 처리 속도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os.walk 대신에 os.scandir 기능이 

있다[6]. 그러나, os.scandir는 파이썬 3.5 버전에 사

용되어지며 파이썬 2.7 버전으로 제공하는 마야 소프

트웨어에는 적합하지 않다[7].

마야의 File Path Editor는 He Texture Path 방식

과 Genie의 상의에서 하의로 탐색하여 찾아내는 방

식 두 가지 기능 다 가지고 있다.

2.2 SongRepath의 알고리즘 

여기에서 개발한 툴인 SongRepath는 “텍스쳐 파

일들이 작업자가 열어서 작업하고 있는 씬(scene) 파

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근접한 위치에 존재한

다.”는 점을 참작하여 개발한 툴이다.

Fig. 1. Searching directory tree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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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은 이러한 역추적 방식 알고리즘을 적용

한 도표이고, Fig. 2(b)은 역추적 방식을 파이썬 스크

립트로 표현한 일부분이다.

역추적 방식의 원리는 작업자가 열어 놓은 씬

(scene)을 마야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cmds.file

(query=True, sceneName=True)[8]을 적용하여 추

적한 후, 그 위치에서부터 os.walk을 적용한다. 찾는 

파일이 그 위치에 없으면 상위 폴더로 이동하여 추적

하고 이미 검색한 폴더나 파일들은 추적해야할 폴더 

리스트에서 제외(remove)하는 방식이다.

2.3 기존 툴과의 비교 분석

이 논문에서는 새로이 개발한 텍스쳐 재설정 툴인 

SongRepath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야

에 내제된 File Path Editor, 시중에 많이 쓰고 있는 

Genie, 그리고 He Texture Path를 비교 분석함으로

써 SongRepath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들의 비교 분석 기준은 작동 방식 및 편리성,

사용자가 의도한 결과 값들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총 단계, 텍스쳐 파일 개수의 확인 여부, 경로가 재설

정된 파일의 확인 여부, 찾을 수 없는 파일 확인 여부,

경로 재설정이 필요 없는 파일 표시 여부, 에러 및 

문제, 결과 처리 진행 중 Cancel 가능 여부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직접 업체를 통하여 받

은 프로젝트 중 경로 설정이 잘못된 Mrs Austin 프

로젝트를 각각의 SongRepath, he_texturesFile, Genie,

Maya-File Path Editor 툴들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Mrs. Austin이라는 아프리카 

(a)

(b)

Fig. 2. SongRepath Tool. (a) Searching directory tree Bottom-up, (b) SongRepath python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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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소재로 한 3D 텍스쳐링 라이팅 프로젝트이다.

이때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Maya 2015이고, 총 텍

스쳐 수는 60개, 모델링 수는 351개이다.

분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여러 툴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텍

스쳐 경로명이 바뀌어 찾을 수 없는 경우 회색으로 

처리되었다. 예컨대, Fig. 3(a)는 책상, 책, 사람, 눈,

옷 등의 모델링들이 텍스쳐 경로명이 바뀌어 찾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Viewport 2.0에서 본 

Maya scene의 한 장면으로 텍스쳐가 필요 없는 

Phong 세이더를 적용한 목걸이 이외의 모든 모델링

들은 텍스쳐가 입혀져 있지 않았다.

Fig. 3(b)는 SongRepath툴로 텍스쳐를 적용한 상

태를 나타낸다. 얼굴이 붉게 나오는 것은 skin shader

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최종 랜더 장면은 Fig. 3(c)

와 같다.

각각의 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1 he_texturesFilePath

Fig. 4에서 경로명을 직접 입력 또는 New Path

버튼으로 실행하여 Mrs. Austin 프로젝트 파일들을 

설정하여 찾을 수 있다.

- 장점 :

∙번잡하지 않다. UI창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 단점 :

∙텍스쳐 파일의 개수, 새로 바뀐 경로의 개수, 찾

지 못한 파일의 개수가 표현 되지 않아 실행 후에도 

파일들을 다 찾았는지 파일 몇 개가 설정되었는지 

등의 불편함이 있다

∙텍스쳐 파일들이 한 폴더에 들어 있지 않고 각

각 전혀 다른 폴더 위치에 있을시 새로운 경로 설정

을 일일이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Fig. 3. (a) Mrs. Austin project before directory path not corrected, (b) after applying SongRepath tool and (c) is 

the final render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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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Texture Path Genie

Genie툴을 활용하여 Mrs. Austin 프로젝트를 진

행해보았다. 경로 설정툴은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oot path for search 텍스쳐가 존재하는 경로

로 설정을 해준 후, 그 아래에 Display Texture Paths

를 클릭한 후, 그 아래의 Fix Texture Paths 버튼을 

실행하여 텍스쳐들을 찾아준다.

- 장점 :

∙설정한 경로 하위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탐색

하여 찾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파일 경로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 Fig. 5에서처럼 Display Texture Paths 버튼을 

실행하여 문제가 되는 텍스쳐 파일들을 미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텍스쳐 파일의 경로 및 파일명을 UI를 통해 쉽

게 확인 할 수 있고 UI에 있는 텍스쳐 파일명을 클릭

하여 선택할 수 있다. he_texturesFilePath에 비하여 

창에서 찾은 텍스쳐들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찾은 파

일 못 찾은 파일들의 식별이 가능하다.

∙네임스페이스로 표기된 파일들까지도 찾아준다.

- 단점 :

∙최종 새로운 경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3번

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여야 한다. 처음에 

browse 버튼을 실행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Display

Texture Paths를 실행, 마지막으로 Fix Texture

Paths 버튼을 실행한다.

∙경로 설정한 위치 외에 다른 곳에 텍스쳐 파일

이 있는 경우 경로를 인식 못한다. Fig. 5에서 Root

path를 sourceimages 폴더로 설정하였기에 그 하위 

폴더들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은 찾아내도 Textures

폴더라던지 다른 영역에 있는 파일들은 찾지 못하여 

회색으로 표현된다.

∙재설정된 파일 개수, 새로운 경로로 찾을 수 없

는 파일 개수 그리고 재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파일 

개수 등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개수를 새는데 어

Fig. 4. he_texturesFilePath.

Fig. 5. Texture Path Ge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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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이 있다.

2.3.3 Maya File Path Editor

Maya 소프트웨어 자체에 있는 File Path Editor를 

Mrs. Austin 프로젝트에 적용 활용해 보았다. File

Path Editor를 작동하면 기존의 다른 툴들과 비교했

을 시 오류가 적고 경로 위치 설정을 정확히만 한다

면 연산 속도도 빨라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옵션이 

많고 기능을 설정할 것들이 많아 사용하기에는 복잡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 장점 :

∙기능과 옵션들이 많다

∙ File Path Editor UI에서 경로 및 텍스쳐 파일명

을 볼 수 있다

∙네임스페이스(이름을 구별하고 식별하기 위하

여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9])로 표기된 파일들까지도 

찾아준다.

- 단점 :

∙텍스쳐 재설정 실행을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파일들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File Path Editor를 열고 Repath Files

버튼을 실행, Repath창을 연후 Browse버튼으로 상

위 폴더 지정, Search Subdirectories for Files을 체

크하여 하위 폴더 탐색 기능 추가, 그리고 다시 파일

들을 선택한 후 Repath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해야 

한다

∙새롭게 재설정된 파일과 찾지 못하여 해결하지 

못한 파일들은 녹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되지만 기존

에 존재하여 재설정이 필요 없는 파일들에 대한 표시

가 없다.

∙개수 파악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재설정된 파일 

개수 및 찾을 수 없는 파일 개수는 File Path Editor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기존에 존재하여 재설정

이 필요 없는 파일 개수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존재한 

파일 개수를 세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경로 설정 시, 상위 경로 폴더로 지정할 

때에 폴더 또는 파일이 많을 경우 텍스쳐 파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File Path Editor에서 Repath 버튼 실행하여 처

리하는 도중에 처리 진행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

으나 중간에 처리 작업 중단을 할 수가 없다.

2.3.4 SongRepath

마지막으로 SongRepath툴을 Mrs. Austin 프로젝

Fig. 6. Maya File Path Editor.

Fig. 7. SongRepath cancel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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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적용해보았다. Fig. 8에서와 같이 SongRepath

창을 열고 Repath missing files 버튼을 실행하면,

File Texture Window창이 열리며 새로운 경로로 수

정된 파일, 찾지 못한 파일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여 

바뀌지 않은 파일들이 각각 파랑, 빨강 그리고 회색

으로 나타난다. Fig. 8에서 빨강으로 표시된 텍스쳐는

업체에서 받지 못한 존재하지 않은 파일들을 뜻한다.

- 장점 :

∙순서대로 진행하는 절차 없이 단순하다. 파일 

경로 재설정을 위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된다.

∙ Fig. 7에서처럼 처리 과정 중에 처리 중단을 할 

수 있다. 키보드의 Delete버튼으로 작업을 중단 할 

수 있다. 또한 처리 진행 과정 중 몇 개의 파일이 완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총 60개의 텍스쳐 

파일 중 5개가 완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 Fig. 8 우측 상단에 있는 File Texture Window

창에서 텍스쳐 파일명 및 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네임스페이스(이름을 구별하고 식별하기 위하

여 기호를 부여하는 방식[8])로 표기된 파일들까지도 

찾아준다.

∙새로운 경로로 설정한 파일, 찾지 못한 파일 뿐

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여 재설정이 필요 없는 파일

(Original Path)도 식별이 가능하다.

∙총 파일 개수, 재설정 파일 개수 그리고 찾을 

수 없는 파일 개수를 보여준다.

- 단점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쳐 파일들이 작

업자가 열어서 작업하고 있는 씬(scene) 파일에서 많

이 벗어나지 않는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참작

Fig. 8. SongRepath tool.

Fig. 9. Example of Genie Tool Error. Can not find some of image files which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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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한 툴인 까닭에, 텍스쳐 파일이 만일 멀리 

벗어난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다. 그 이외에는 특히 문제되는 것이 

없어 Mrs. Austin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다음 연구에서 보

완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한 툴들 관련 장단점은 Table 1 표와 같다.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Table 2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① 작동 방식 및 편리성: he_texturesFilePath 같

은 경우는 정확하게 새로운 경로에 있는 파일 위치를 

지정해주어야 한다. 파일이 그 외의 경로에 있을 경

우 찾아내지를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Genie 그리고 

Maya-File Path Editor는 정확한 파일이 있는 경로

뿐만 아니라 파일이 속해 있는 상위 폴더 어디든지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 폴더 설정 시 하위에 

탐색할 폴더 및 파일 수가 많을 경우 탐색하는데 시

간이 현저히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SongRepath는 

작업하는 씬(scene)에서부터 추적해 나가기에 존재

하는 파일 위치 또는 상위 폴더 지정 없이도 탐색이 

가능하다.

② 파일들이 존재하는 새로운 경로로 다시 설정하

기 위한 툴들의 총 진행 단계: he_texturesFilePath는 

새로운 경로 지정 그리고 처리의 두 단계를 거친다.

Genie는 새로운 경로 지정, 씬(scene)안에 존재하는 

텍스쳐 확인, 그리고 최종 처리의 3 단계를 거친다.

Table 1.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exture Path Tools 

Advantages Disadvantages

he_texturesFile Path Simplified User Interface
Need to address exact file directory

where file exists

Genie
Easily distinguish between existing and

non-existing files from User Interface
Can not find files out of set directory

Maya-File Path Editor Many options and functions
Complicated process

Can not cancel while proceeding

SongRepath Intuitive and simplified
Sometimes, need more time to search

files

Table 2. Compare the usefulness of Texture Path Tool 

he_texturesFile

Path
Genie Maya-File Path Editor SongRepath

Operation and

convenience

Need to insert

replace String

Need to set up where

the file exists

Need to set up where

the file exists
Nothing to set

Steps for results 2 Steps 3 Steps 5 Steps 1 Step

Checking number

of Texture files
X X O O

Checking numbers

of new paths
X O O O

Checking numbers

of files not found
X O O O

Checking numbers

of path not changed
X X X O

Errors or problems
Not working on

namespace

Errors happen on some

complicated scene
No Errors found No Errors found

Availability of

Cancelation while

proceeding the result

X X X O

X indicates function not available, O indicates function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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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의 File Path Editor는 Repath Files 버튼 실행 

후 Repath 창 열기, 새로운 경로 지정, 하위 영역까지 

탐색하기 위해 Search Subdirectories for Files를 체

크하고, 다시 File Path Editor 창에서 찾고자 하는 

파일 선택, 마지막으로 Repath 실행버튼으로 처리하

는 것으로 총 5단계를 거친다.

SongRepath는 실행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처리,

한 단계를 거친다.

③ 텍스쳐 파일 개수의 확인 여부: 작업하는 프로

젝트 씬(scene)에서 총 몇 개의 텍스쳐 파일이 사용

되며 적용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e_tex-

turesFilePath나 Genie같은 경우는 확인이 불가하고 

마야의 File Path Editor 그리고 SongRepath는 창에

서 총 텍스쳐 파일의 개수 확인이 가능하다.

④ 경로가 재설정된 파일의 확인 여부: 총 몇 개의 

파일들이 새로운 경로로 변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경로로 변환된 파일들의 개수를 및 경

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he_texturesFilePath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툴에서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찾을 수 없는 파일 확인 여부: 텍스쳐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파일 명이 바뀐 경우 찾을 수 없는 

파일로 인식한다. 몇 개의 파일이 없거나 문제가 되

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he_texturesFile

Path를 제외하고는 모든 툴에서 찾을 수 없는 파일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⑥ 경로 재설정 필요 없는 파일 표시 여부: 텍스쳐 

파일중 기존의 경로 위치에 있을 경우를 뜻한다. 몇 

개의 파일이 새로운 경로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뀌

지 않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 SongRepath툴에서

만 확인할 수 있다.

⑦ 에러 및 문제: he_texturesFilePath는 새로운 

경로에 파일이 있는 경우라도 텍스쳐 노드에 네임스

페이스가 있을 경우 찾지를 못하는 문제 발생하며,

Genie는 특정한 복잡한 폴더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

에서는 파일이 존재하더라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Fig. 9는 Mrs. Austin 프로젝트 작업 시 텍스쳐 

파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로들을 찾지 못

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녹색은 찾은 텍스쳐, 회색은 

새로운 경로에 존재하나  Genie툴로는 찾지 못한 문

제점을 드러낸다. 마야의 File Path Editor 및 Song

Repath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⑧ 결과 처리 진행 중 Cancel 가능 여부: 검색해야 

하는 폴더 및 파일 수가 많아 툴들 처리 진행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he_texturesFilePath, Genie, 그리

고 마야의 File Path Editor 같은 경우는 검색 및 처리 

진행 시간이 길어질 경우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기

다리거나 강제 종료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SongRepath 툴

에서는 progress 진행 창을 추가하여 검색 진행 과정 

중 키보드의 Cancel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작업 진행

을 중단할 수 있으며 몇 개의 파일이 검색되었고 남

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개발로 제작을 위

한 소프트웨어들은 사용하기 편리해지고 계속 발전

하고 있다. 그러나  3D 애니메이션 및 영상 작업은 

파트별로 나누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통일된 텍스

쳐 경로 설정이 필수적이며 회사와 회사가 협력하여 

작업 할 경우에도 저장한 텍스쳐 경로 위치를 맞춰줘

야 한다. 경로 설정을 항상 맞춰줘야 문제가 없지만 

다른 작업자들과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요인으로 경로를 잘 맞추지 못하여 애를 먹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작업자 누

구든지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게 인식을 못하는 파일 

경로를 자동으로 맞춰 주는 SongRepath툴을 개발하

여 시중에 많이 사용하는 다른 텍스쳐 경로 설정 툴

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각 툴마다의 장단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버튼 클릭 

하나로 새로운 위치의 경로로 파일들을 찾아 맞춰주

는 SongRepath 툴의 장점들이 돋보였다. 또한, Song

Repath 툴은 검색 처리 진행 중에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툴들과는 차별화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SongRepath 툴의 사용은 

작업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저자가 개발한 툴인 Song

Repath와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의 툴을 비

교 검토한 것이어서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에 대한 

검증은 빠져 있다. 만약 사용자들의 평가를 통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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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된다면 좀 더 객관화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

을 것이다. 이 실험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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