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게임&평생교육원 겨울방학 특강 강의계획서
포토샵 – 기초
1강
(1/6)

도구 및 툴패널과 그 주요 기능
파일의 생성,create new, open, save, exit명령들의 옵션과 기능

2강
(1/8)

영역선택, 이동도구 및 복제
modify/save selection 기능
color range로 색상 선택, 영역지정
transform, distort, content-aware, puppet warp, perspective warp

3강
(1/10)

이미지색상 보정
channel mixer, selective color, match color, replace color
color lookup, invert, posterize, threshold, desaturate, gradient map, HDR

4강
(1/13)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
알파채널을 이용하여 빛 효과

5강
(1/15)

adjustment layer를 이용한 특정 색상을 복원
기본 드로잉 도구인 브러쉬, 연필, 지우개, 아트히스토리브러쉬 사용법

6강
(1/17)

필터 종류 알아보기 filter gallery, lens correction, liquify

* 본 강좌는 포토샵 초,중급 과정이며 Photoshop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강 가능 합니다.

동영상제작(프리미어-영상편집의 기초와 실무)
1강
(1/6)

영상 편집 이해하기
프리미어 프로 CC 2019 시작하기

2강
(1/8)

영상 효과 만들기
이펙트 설정하기 → Effect Controls 패널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만들기 → Position
크기가 변하는 애니메이션 만들기 → Scale

3강
(1/10)

색상 보정하기
Black & White로 흑백 영상 만들기
Brightness & Contrast로 명도와 대비 조절하기
Color Balance (HLS)로 색조, 채도, 밝기 조절하기

4강
(1/13)

문자와 자막 활용하기
Title 관련 패널 알아두기 → Title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타이틀 애니메이션 만들기

5강
(1/15)

블러 효과 적용하기-Blur
Corner Pin을 이용해 영상 왜곡하기
고급 합성 기술 익히기

6강
(1/17)

VR 영상 편집하기
1 360°로 촬영된 영상 불러오기
2 Program Monitor 패널에서 VR 모드 실행하기
3 VR 영상 출력하기-Video Is VR
4 유튜브에 VR 영상 업로드하기

* 본 강좌는 동영상제작 초급 과정이며 Premiere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강 가능 합니다.

모션그래픽(애프터이펙트-기초부터 Semi프로젝트까지)
1강
(2/3)

Key Animation / Distort-Transform / Color Correction

2강
(2/5)

Parents Animation / Puppet pin Tool

3강
(2/7)

3D Compositing / 3D Lighting / Wiggler / Expression

4강
(2/10)

Live Action Compositing
Convert Audio to Keyframes / Mask

5강
(2/12)

Effects / Simulation-Form / Distort-Offset / Sequence import

6강
(2/14)

Motion Tracking / CC Particle World

* 본 강좌는 모션그래픽 초,중급 과정이며 After Effect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강 가능

합니다.

3D 캐릭터모델링&애니메이션

1강
(2/3)

-Maya 사용 환경
-Using the Hypergraph/Connecting Nodes with the Node Editor
-Creating Node Hierarchies in the Outliner/Displaying Options in the
Outliner
-The Channel Box/The Attribute Editor/Working with Shader Nodes in the
Hypershade
-Creating a New Project /Editing and Changing Projects

2강
(2/5)

-노드(Node)와 속성(Attribute)/좌표계(World, Object, Local)의 이해
-그룹(Group)과 페어런트(Parent)/패널(Panel) 뷰
-레이아웃(Layout)의 전환, 피벗(Pivot)의 위치 변경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
메뉴들

3강
(2/7)

-넙스 모델링의 기본 메뉴들, 섭디비전 모델링의 기본 메뉴들
-스켈레톤 만들기 및 구성, Joint Chain
-스켈레톤 계층구조, 조인트 및 bone이동, 회전, 스케일링.

4강
(2/10)

-오브젝트에 매트리얼 적용하기, 서페이스 매트리얼(Surface Material)
-볼륨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트리얼 (Volumetric/ Displacement Materials)
-하이퍼셰이드(Hypershade)/조인트의 로컬 축 방향, 스켈레톤 미러링하기
-IK 및 FK 애니메이션 블렌드(Blend)

5강
(2/12)

-스켈레톤(Skeleton) 사용하기, 스킨(Skin)하기
-디폼 효과 사용하기(Creating Deformation Effects)
-오브젝트 구속하기(Constraining Objects)

6강
(2/14)

-시뮬레이션 베이킹하기(Baking Simulation), -지오메트리 캐시(Geometry
Cache)
-LI(Local illumination)와 GI(Global illumination)
-라이트 기본 메뉴와 편집기
-오브젝트 구속하기(Constraining Objects),
-Lighting, Shading, Batch Render

* 본 강좌는 3D 캐릭터모델링/애니메이션 초,중급 과정이며 MAYA를 처음 배우는 학생도 수강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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