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Paint Animation,

올인원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TVPaint Animation의 소개
1991년에 개발된 TVPaint Animation은
전통적인 비트맵을 기반으로 한 2D
애니메이션 제작용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내장 기능을 갖춰 밑그림부터
스토리보드, 배경 그림, 카메라 움직임과
특수 효과를 거쳐 애니메이션 작업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 제작의 모든
공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적은
비용과 높은 작업 효율성이 특징이다.
이 팜플렛은 TVPAINT ANIMATION11
프로페셔널 에디션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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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 애니메틱과 레이아웃
TVPaint Animation 11 프로페셔널 에디션은 프리프러덕션 과정을 쉽게 해주는 스토리보드 툴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레이아웃을 세우며, 다양한
노트(대화, 액션 등)를 첨가하고, 이동(트럭 인/아웃, 패닝 등)을 위한 카메라 위치를 잡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애니메틱을 만들기 위한 사운드트랙과 스토리보드를 맞추어 작성하고, 사운드에
따라 각 시퀀스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스토리보드 작성을 마친 후에는 이를 PDF로 출력하고, 레이아웃은 PSD로, 그리고 애니메틱은
AVI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으며, Share Manager를 사용한다면 로컬 네트워크에서 작업을 공유할
수 있다. TVPaint Animation은 The Foundry©사의 Flix와도 완벽하게 호환된다!
특수 효과
더욱 다양하고 유용해진 특수효과(FX) 기능도 갖추었다:
• 무빙 효과 (멀티플랜 카메라, 키프레이머 등)
• 색상 관리 (라인 색채 입히기, 색상 조정, 히스토그램 등)
• 산정된 효과 (파티클 제네레이터, 볼류메트릭 라이트, 렌즈 플레어 등)
• 키어스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모두 가능)
• 다양한 스타일 효과 (보더, 블러, 노이즈, 글로우 등)

컴퓨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전통적인 애니메이션과 최첨단 컴퓨터 기술의 장점을 결합하여 무한한 레이어와 타임라인,
디지털 라이트 테이블, 타프 구멍 맞추기 기능을 갖춘 스캔 클리너, 원클릭으로 즉시 재생할 수
있는 라인 테스트, 립싱크나 노트필기를 쉽게 해주는 타임라인 스트라이프 등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간편화시켜 사용자가 작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TVPaint Animation을 사용한다면 고전적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만화, 움직이는 그림,
로토스코프, 카툰 등 다양한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손으로 그린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디지털 브러쉬
다양한 브러시와 수많은 질감의 배경지를 제공하여 얇은 한지 위에 붓으로 그린 수묵화, 거울
위에 남긴 립스틱 자국, 어린아이가 칠판 위에 그려놓은 분필 낙서, 매혹적인 인상파 화풍, 여러
겹으로 채색한 듯한 수채화 등, 다채로운 느낌의 랜더링이 가능하다.
자신만의 도구 만들기 : TVPaint Animation은 직접 페이퍼와 브러시를 커스텀하고 추가할 수 있어
사용자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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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애니메이션을 뛰어 넘어서...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최근 스톱 모션, 3D애니메이션, 컷아웃과 벡터 기반의 애니메이션,
로토스코프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다. TVPaint Animation을
사용한다면 손으로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이 보다 간단해진다.
3D 애니메이 션 상 에 번 개 와 불 꽃 효 과 를 주 거 나 , C e lA ct i on© 을 통하여 다양한 오브제의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거나, 실사 장면에 손으로 그린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등 사용자의 상상력이
발휘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TVPaint Animation 11의 새로운 기능
TVPaint Animation 개발팀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더욱 성능이 우수하고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아래에서는 TVPaint Animation 11프로페셔널 에디션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의 일부를 소개한다.
채색과 질감의 랜더링을 고려한 새로운 레이어
이 새 레이어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채색을 할 수 있으며, 채색된 부분에 몇 번의 클릭으로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색채를 저장하고 명칭을 부여한 후 작성된 색인을 통해 컬러 라이브러리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새로운 워프 툴
새로운 워프 툴(메인 패널에서 이용 가능)을 사용하면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구부리거나 늘리는
등의 왜곡 작업도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재미있는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닌 소묘화의 아주 작은
결점조차도 순식간에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툴이 될 것이다
사용자에 맞게 개선된 인터페이스
TVPaint Animation 11에서는 «Orage(오라쥬)»라 명명된 새로운 디자인의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사용자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배경을 어둡게 하여 색에 집중할 수
있으며, 튀지 않는 디자인 아이콘을 사용하며, 고해상도 스크린에서는 인터페이스를 2~3배로
확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용자가 TVPaint Animation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최적화된 가이드라인
직선, 곡선, 다수의 소실점을 가진 투시도, 괘선, 참조 영상, TV 안전영역 윤곽 등의 툴을 사용하면
입체감과 원근법을 살린 소묘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 지원
참조 사진과 텍스처를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여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Ethel & Ernest’ directed by Roger Mainwood. A Lupus Films production
in association with Ethel & Ernest Productions, Melusine Productions
and Cloth Cat Animation
© Ethel & Ernest Productions Ltd 2017

Pig: The Dam Keeper Poems © Tonko House Inc., 2017

최소 사양 조건

Contact us

Windows Vista 이상

Mac OSX 10.7 이상

홈페이지:www.tvpaint.com

Linux Ubuntu 12.04, Debian 7, Fedora 19,

포럼:www.tvpaint.com/forum

RedHat Enterprise 5.

시험 버전 : www.tvpaint.com/demo

Dual Core 2 GHz CPU • 2기가 RAM

페이스북:facebook.com/tvpaint.developpement

하드 드라이브 여유 공간 10 기가 이상

트위터:twitter.com/TVPaintDev
전화번호:+33 387 173 598

주소: 45 Sente a My, 57000 Metz, France
이메일: tvpaint@tvpain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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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ng of the Sea» directed by Tomm Moore
Cartoon Saloon, Melusine Productions, Superprod, The Big Farm, Norlum

모든 저작권은 TVPaint Developpement에게 있습니다 – 1991-2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