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직 명령어를 활용하여 동적으로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 반복문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

◾ 반복문과 문자출력 명령어를 이용하여 구구단을 출력해 본다.

◾ 랜덤 함수를 활용하여 임의의 값을 생성해 본다.

◾ 함수를 직접 생성해 본다.

◾ 조이스틱 기능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어해 본다. 

◾ 도미노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나만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창작해 본다.

학습 목표

02 가상현실에 코딩 접목하기

실습 개요



2.1 코딩 로직 명령어의 종류

◾ VR 코딩 편집기에서 왼쪽 위쪽에는 로직 구현에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다. 

아래는 로직 명령어들의 종류를 보여준다.

로직 명령어



: 증강현실모드 – 카메라 영상을 배경영상으로 처리한다.

: 혼합현실모드 – 카메라 영상을 입체 배경영상으로 처리한다.

: 수식명령어 – 변수 선언 및 일반적인 프로그램 수식을 입력한다.

: 문자라인출력 – 문자열을 한 줄씩 출력한다. 출력한 후 줄을 바꾼다.

: if – 조건을 비교한다.

: for – 반복문을 실행한다.

: while – 반복문을 실행한다.

: 함수 – 함수를 추가한다.



2.2 문자라인출력과 문자출력 명령어

 

◾ 문자라인 출력 명령어는 한줄씩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 문자라인 출력 명령어를 추가한 후, 속성값에서 “Hello”를 입력해 본다.

문자라인 출력



◾ 코드를 실행하면 화면에 Hello 라는 단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문자라인 출력 명령어를 추가하여 실행하면 줄을 바꾸어서 값

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문자 출력 명령어는 문자라인 출력 명령어와 달리 문자열을 출력한 후, 줄

을 바꾸지 않는다. 즉 옆으로 이어서 계속 값이 출력된다. 

▶ 화면에 “나의 이름은 홍길동 입니다”를 출력해 본다.

문자 출력

실습



2.3 변수와 자료형

 

◾ 프로그램에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변수는 수식 명령어를 이용하여 선언하며, 값을 읽어 오거나 변경할 수 있

다.

변수와 수식명령어



◾ 아래의 예는 수식명령어를 이용하여 변수를 선언한 후에 값을 출력해 본 

예를 보여준다.

◾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등 다양한 형식의 값이 

저장될 수 있다.

다양한 자료형의 변수



◾ 정수나 실수 등 숫자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들은 서로 더하거나 빼는 등 

4칙 연산 등을 적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있다.

◾ 문자열 변수는 서로 더하는 연산만 가능하며, 각 문자열이 더해져서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된다.

숫자 변수의 연산

문자열 변수의 연산



2.4 for 반복문

 

◾ for 반복문은 내부적으로 값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 아래의 경우는 반복문 안에서 변수 i가 사용되었으며, 변수 i가 0부터 시작

하여 9까지 1씩 증가하는 수식을 보여준다.

◾ 반복문 수식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다.

for 반복문



▶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

◾ for 반복문을 이용하여 구구단을 출력해 보다. 아래의 예는 구구단 7단을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실습

구구단 출력하기



2.5 반복문으로 공 생성하기

◾ while 반복문은 조건이 만족될 때 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 특징이다.

◾ 아래의 예는 무한히 반복하여 공을 생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 공이 이름이 자동으로 겹치지 않고 생성되도록 공의 이름을 지운 것에 유

의하기 바란다.

while 반복문으로 공 생성하기



 

◾ for 반복문은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공 100개를 

반복하여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공이 이름이 자동으로 겹치지 않고 생성되도록 공의 이름을 지운 것에 유

의하기 바란다.

for 반복문으로 공 생성하기



◾ 위의 for나 while 명령어는 해당 반복문이 끝날 때 까지 그 다음 명령어로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래의 예는 loop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으

로서 무한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while 명령어 보다는 loop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loop 함수로 반복하기



◾ 3D 오브젝트 명령어는 일반적인 로직 명령어 방식이 아닌 명령어와 옵션 

구조로 되어 있다.

◾ 3D 오브젝트는 반드시 이름을 가져야 하며 서로 겹쳐서는 안된다. 단, 이

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겹치지 않도록 이름이 추가된

다.

◾ 3D 오브젝트 이름과 옵션에는 문자열 값만 올 수 있다. 만약, 오브젝트 이

름과 옵션에 변수를 사용하여 값을 자동으로 지정해 주려면 수식이나 변수

를 {   }  로 감싸서 표기해 주어야 한다.

◾ 위의 코드를 실행하면 {a} 부분은 1로 대체가 되며, 따라서 공의 이름은 s1

이 되게 된다.

3D 오브젝트 명령어에서 변수 사용하기

   공모양 추가하기  sphere1
      위치: 0,  5,  0
      크기: 1,  1,  1

3D 오브젝트 명령어



◾ 옵션에도 수식 또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코드를 실행하면 공

의 위치나 크기 값이 변수에서 선언된 값으로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 위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 아래의 코드는 for 반복문에서 1씩 증가하는 변수를 생성되는 공의 위치에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위치 값 중 X축의 값이 {i} 로 표기되어 있으며, 

실제 실행시에는 각각 0, 1, 2 등의 값으로 대체가 된다.

for 반복문으로 위치 지정하기



◾ 로직 명령어에서 기다리기 명령어는 밀리초 단위로 실행을 지연시키는 기

능을 수행하며, 해당 시간 만큼 기다렸다가 그 다음 명령어가 실행되도록 

기능을 수행한다.

◾ 아래의 코드는 100개의 공을 한 번에 생성하지 않고 0.1초(100 밀리초)에 

한 개씩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기다리기 명령어를 추가한 후, 속성값

에서 값을 1000에서 100으로 수정한다.

기다리기 명령어



2.6 랜덤함수 활용하기

◾ 랜덤함수는 임의의 값을 발생시키는 함수이다. 함수의 괄호 안에 숫자값을 

입력하면 0 ~ 입력한 숫자값 사이의 값이 임의로 생성된다.

◾ 아래의 수식을 실행할 경우, 변수 a는 0에서 99사이의 임의의 숫자가 지정

되며, 100은 발생하지 않는다.

◾ 반복문을 활용하여 0 ~ 99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10개 생성시키는 예제는 

다음과 같다.

 

랜덤함수

a = random(100)



◾ 랜덤함수를 활용하면 임의의 위치 값을 생성하여 해당 위치에 공을 생성시

킬 수 있다.

◾ 랜덤함수의 괄호 안에는 인수로 시작값과 끝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시작값을 지정하게 되면 임의의 값은 (시작값) ~ (끝값 보다 1 작은 값) 사

이의 숫자가 임의로 생성된다. 시작값이 생략되면 시작값은 자동으로 0값

이 된다.

 

랜덤함수로 위치 지정하기

a = random(100)

b = random(0, 100)

c = random(50, 100)

d = random(-10, 10)

a에는 0 ~ 99 사이의 값이 저장된다.

b에는 0 ~ 99 사이의 값이 저장된다.

c에는 60 ~ 99 사이의 값이 저장된다.

d에는 –10 ~ 9 사이의 값이 저장된다.



◾ 아래의 예제는 X축, Y축, Z축에 대해 임의의 값을 생성한 후 공의 위치 옵

션에 이 변수 값을 적용한 예를 보여준다.

◾ 위의 코드에서 변수 x에는 –10 ~ 9 사이의 값이 임의로 저장되며, y에는 

0 ~ 19, z에는 –10 ~ 9 사이의 임의의 값이 저장된다.

◾ 위의 코드를 실행하면 마치 눈이 떨어지듯이 공이 임의의 공간에 배치되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앞의 활동에서 작성한 예제에서 공의 탄성 옵션을 제거하고 실행하면 어떠

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 보고 결과를 비교해 본다.

실습



2.7 함수 만들기

◾ VR 코딩 언어는 SPL (Simple Programming Language)라는 간단한 언

어와 C언어 문법을 지원한다. SPL은 기본적으로 C언어의 기본 규칙을 따

른다.

◾ 함수는 여러 명령어들의 집합으로서, 이 함수 이름을 호출해 주면 해당 함

수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실행되게 되어, 코드의 길이를 줄이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함수는 setup 함수와 loop 함수가 있다. 

setup 함수는 처음에 한번 만 실행되며, loop 함수는 무한히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이 두 함수는 프로세싱이나 아두이노의 코딩 방식과 동일하다.

나만의 함수



◾ 기본 제공되는 함수 외에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로직 명령어에서 함수 명령어를 드래그하여 추가하면 기본적인 함수의 틀

이 추가된다. 함수 블록 사이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추가하면 되며, 함수의 

이름은 속성값에서 변경할 수 있다.

◾ 위의 예에서 함수의 이름은 f1() 이며, 이름 앞에 void라는 표시가 있는 것

은 이 함수가 명령어 실행이 끝난 후, 따로 돌려주는 값이 없다는 의미이

다.



◾ 함수가 호출될 때 마다 공이 생성되도록 함수 안에 코드를 추가해 보자. 아

래의 예는 함수 안에 공 모양을 생성시키는 명령어를 추가한 예를 보여준

다.

◾ 위의 프로그램은 이 상태로 실행하면 아무런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loop 함수를 추가

하여 위에서 생성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해 보자.

함수에서 공 생성하기



◾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수식 명령어를 사용하며, 수식명령어 내용에 다

음과 같이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를 입력해 주면 된다.

f1()



2.8 조이스틱 버튼 활용하기

◾ VR 코딩 편집기는 실행시에 자동으로 조이스틱 버튼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 때 좌우 2개의 버튼은 카메라를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사

용되지만 해당 버튼을 클릭할 때에도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 조이스틱 버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코드에 조이스틱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해 주어야 한다. 이전 활동의 코드에서 loop 함수 코드를 제거하고 다

음과 같이 조이스틱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해 준다.

조이스틱 버튼



◾ 조이스틱 추가하기 명령어는 도구 명령어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 조이스틱 추가하기 명령어를 선택한 후, 오른쪽 옵션에서 두 번째에 옵션값

인 오른쪽 버튼 클릭함수 옵션을 추가해 준다.

◾ 위의 코드의 의미는 조이스틱에서 오른쪽 버튼이 클릭되면, f1() 함수를 실

행시키라는 의미이다.

◾ 코드를 실행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오른쪽 조이스틱 버튼을 클릭해 보자.



▶ 오른쪽 조이스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이 임의의 위치에 생성되도록 기능

을 수정해 본다.

실습



2.9 도미노 생성하기

◾ 바닥판 추가하기 명령어를 이용하여 도미노가 만들어질 바닥판을 생성해 

본다.

◾ 바닥판의 크기는 10, 1, 10으로 지정해 준다.

도미노 바닥판 만들기



◾ 이제 반복문을 이용하여 넘어지는 도미노 블록을 만들어 본다.

◾ for 반복문을 추가하고 반복문 영역 안에 박스모양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

가한다. 박스 모양의 이름이 자동 생성되도록 속성 값에서 이름을 지워준

다.

◾ 박스모양 추가하기 명령어에 크기 옵션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 준다. 

  

반복문으로 도미노 블록 만들기



◾ 박스모양 추가하기 명령어에 위치 옵션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 준다. 

◾ 상자가 넘어질 수 있도록 탄성 옵션을 추가해 준다. 

◾ 코드를 실행하여 상자가 잘 만들어 지는 지 확인해 본다.



 



◾ 상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5m 높이에서 공이 떨어지도록 공 모양을 추가해 

보자.

◾ 다음의 코드를 기존 프로그램 맨 아래에 추가해 본 후,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본다.

떨어지는 공 추가하기



▶ 도미노 블록의 개수를 더 증가시켜 본다.

▶ 도미노 블록의 방향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옵션이 필요할지 생각

해 보고 기능을 수정해 본다.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