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소개
Unity 인증
3D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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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Unity 3D 아티스트는 Unity 엔진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3D 아트를 구현하는 데 집중합니다. 3D 아티스트는
시각적 에셋을 Unity로 가져와 게임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월드"를 채우며, 시각적
정보 레이어를 추가 또는 조작하여 창조적인 프로젝트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3D 아티스트는 오브젝트, 캐릭터 및 환경에 차별화된 스타일과
분위기를 능숙하게 적용하는 전문가입니다. 3D 모델에 머티리얼과 셰이더를
적용하고, 3D 환경을 설정 및 관리하고, 카메라를 설정 및 제어하고, 씬에 조명을
설정하고, 파티클 효과를 사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예술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Unity 인증 3D 아티스트는 초급부터 중급 레벨의 아티스트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학생을 위한 전문 인증 시험입니다. 본 인증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향후 지원할 회사에 본인이 다음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예술적인 기술과 테크니컬한
기술을 함께 이용하여 디자인 에셋을 완전히 현실화할 수 있음

•

창조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나면서도 작업의 기술적인 면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많은 테크 팀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 진행 가능

•

실시간 3D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디자인(look and feel)"을 구현할 수
있으며, 2D 아트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오브젝트 움직임을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
•

3D 아티스트

•

3D 제너럴리스트

•

게임 아티스트

•

레벨 디자이너

•

환경 아티스트

•

3D 시각화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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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본 시험에 응시하는 대상은 게임, 디자인 시각화 또는 Unity 엔진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실시간 3D 아티스트로서의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을
준비가 된 아티스트입니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게임 아트, 컴퓨터 그래픽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 3D 모델링 분야에서 대학 교육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했거나 업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개별 학습자, 이미 첫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초급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개인의 이력과 상관없이 아티스트는 단독 및 협업팀(cross-functional
team, CFT)의 일원으로서 Unity로 3D 오브젝트 및 환경을 구현하여 완전한
프로토타입 또는 데모 릴을 완성해 본 실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티스트는
Unity로 기술을 테스트 및 평가하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에
응시합니다.
필수 지식:
•

Unity로 빌드된 비디오 게임 또는 기타 실시간 3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3D
아트 및 환경 구현에 대한 실무 경험

•

PC, 모바일 디바이스 및 XR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Unity로 3D 오브젝트와
환경을 임포트하고, 설정하고, 조명을 연출해 본 경험

•

초기 개념 설계부터 완성까지 진행하는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경험

•

3D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 UI 프로토타이핑 경험

•

애니메이션 및 2D 렌더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Unity 프로그래밍 워크플로 및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설계 문서 및 버전 관리와 같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에 대한 이해

•

게임 개발 또는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시각화와 같은 기타 실시간 3D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

참고: 이 인증 시험은 Unity 버전 2017.3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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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3D 오브젝트 렌더링
•

3D 에셋을 Unity로 임포트하는 데 적절한 임포트 설정 선택

•

임포트된 3D 에셋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

오브젝트에 머티리얼을 추가하고 고급 머티리얼 설정을 사용하여 원하는 효과
구현

•

머티리얼에 텍스처를 추가하고 고급 텍스처 설정을 사용하여 원하는 효과 구현

•

원하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Unity 스탠다드 셰이더 설정 조작

•

원하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한 카메라 속성 조정

•

씬을 최적화하기 위한 디테일 수준(LOD) 그룹 및 오브젝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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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및 환경 디자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

오디오 에셋 구현을 위한 스크립트 결정

•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스화, 삭제 및 관리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 파악

•

Unity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스크립트 결정

성능 및 플랫폼 최적화
•

Unity 프로파일러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오류 및 성능 문제 검증

•

특정 빌드 플랫폼 및/또는 하드웨어 설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 파악

•

XR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UI 어포던스 및 최적화 결정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팀 작업
•

Unity 콜라보레이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버전 관리의 사용 및 영향과
관련된 개념 파악

•

Unity 프로파일러 및 기존의 디버깅 및 테스트 기법 등 개발자 테스트와, 개발자
테스트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시연

•

모듈성, 가독성 및 재사용성을 위해 스크립트를 구조화하는 기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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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험 주제
핵심 인터랙션 프로그래밍
•

게임 오브젝트(GameObject)와 환경의 동작 및 인터랙션 구현

•

입력 및 컨트롤 구현 방법 파악

•

카메라 뷰 및 이동 구현 방법 파악

아트 파이프라인 작업
•

머티리얼, 텍스처 및 셰이더에 대한 이해—Unity 렌더링 API

•

조명에 대한 이해—Unity 조명 API

•

2D 및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Unity 애니메이션 API

•

파티클 시스템에 대한 이해—Unity 파티클 API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
•

메뉴 시스템, UI 내비게이션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흐름

•

캐릭터 크리에이터, 인벤토리, 스토어프론트 및 인앱 구매(IAP)와 같이
사용자가 제어하는 커스터마이징

•

Unity 애널리틱스와 같은 툴을 활용하여 스코어링, 레벨링 및 게임 내 결제 등
사용자의 진행도 관리 기능 구현

•

HUD, 미니맵, 광고 등의 2D 오버레이 구현

•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및 검색

•

네트워킹 및 멀티플레이어 기능의 가치 및 영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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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및 환경 디자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

오디오 에셋 구현을 위한 스크립트 결정

•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트화, 해체 및 관리를 위한 방법 파악

•

Unity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스크립트 결정

성능 및 플랫폼 최적화
•

Unity 프로파일러와 같은 툴을 사용하여 오류 및 성능 문제 검증

•

특정 빌드 플랫폼 및/또는 하드웨어 설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 파악

•

XR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UI 어포던스 및 최적화 결정

소프트웨어 개발 팀 작업
•

버전 관리: Unity 콜라보레이트와 같은 툴의 사용 및 영향

•

테스트 및 테스트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미치는 영향

•

모듈성, 가독성 및 재사용성을 위해 스크립트를 구조화하는 기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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