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힘과 마찰력 등 물리 역할 실험에 필요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힘과 무중력 현상을 이용하여 공을 발사시키고 간단한 게임으로 응용할 수 

있다.

◾ 힘 가하기 명령어를 활용해 본다.

◾ 마찰력을 설정해 본다.

◾ 완전탄성 충돌을 만들어 본다.

◾ 힘 가하기 명령어를 이용하여 공을 발사해 본다. 

◾ 간단한 슈팅 게임을 창작해 본다.

학습 목표

03 슈팅 게임 만들어 보기

실습 개요



3.1 힘 가하기 명령어

◾ 도구 명령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힘 가하기 명령어를 사용하면 물체를 

밀거나 회전시킬 수 있다. 실제 사람이 손으로 힘을 주어서 밀거나 회전시

키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되며, 가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다.

힘 가하기 명령어



◾ 힘 가하기:

  절대 좌표계 X축, Y축, Z축의 방향에 대해 힘을 가할 수 있다. 
힘의 단위인 N (뉴톤) 단위를 사용한다.

◾ 상대적인 힘 가하기:

  대상 물체의 좌표계 X축, Y축, Z축의 방향에 대해 힘을 가할 수 있다. 
힘의 단위인 N (뉴톤) 단위를 사용한다.

◾ 회전력 가하기:

  절대 좌표계 X축, Y축, Z축의 방향에 대해 토크힘을 가할 수 있다.
힘의 단위인 N (뉴톤) 단위를 사용한다.

◾ 상대적인 회전력 가하기:

  대상 물체의 좌표계 X축, Y축, Z축의 방향에 대해 토크힘을 가할 
수 있다. 힘의 단위인 N (뉴톤) 단위를 사용한다.



◾ 바닥판 위에 올려진 상자에 힘을 가해서 상자가 앞쪽으로 발사되도록 하려

고 한다. 먼저, 바닥판과 박스 모양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실험 환경 구성하기



◾ 프로그램 실행 후, 1초 후에 박스에 힘을 가하기 위해 1000 밀리초를 기다

리는 명령어를 추가한다.

◾ 도구 명령어 그룹에 있는 힘 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다.

박스에 힘 가하기



◾ 힘 가하기 명령어에 있는 값의 단위는 힘의 단위인 N(뉴톤) 단위이다.

◾ 힘 가하기의 대상 이름이 박스의 이름인 cb1 인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초 후에 상자가 앞으로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힘 가하기 속성값에서 힘의 값을 변경하거나 다른 축의 힘의 값을 변경하

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예측해 보고 비교해 본다.

실습



3.2 마찰력 실험하기

 

◾ 3D 오브젝트에는 마찰력을 설정할 수 있다. 마찰력은 2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 운동 마찰력 – 움직일 때 적용되는 마찰력 

(0.0 ~ 1.0 사이의 값을 가짐)

: 정치 마찰력 – 정지해 있을 때 적용되는 마찰력 

(0.0 ~ 1.0 사이의 값을 가짐)

: 마찰력 값이 0이면 마찰이 없는 것이며, 값이 1이면 마찰이 가장 

큰 경우임

◾ 이전 활동에서 작성한 코드에서 박스 모양에 다음과 같이 운동마찰력과 정

지마찰력 옵션을 추가해 준 후, 힘 가하기 값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준다.

◾ 코드를 실행하면 1초 후에 상자가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 상자에는 마찰이 

없지만, 아직 바닥판에는 마찰력이 적용되어 있어, 상자가 조금만 움직이고 

멈추게 된다.

마찰력 설정하기





◾ 상자에 힘을 가했을 때, 상자가 계속 움직이도록 하려면 바닥판의 마찰력도 

없앨 필요가 있다. 바닥판에 마찰력을 적용하려면 바닥판에 위치고정 옵션

도 같이 추가되어야 한다. 기존 코드에서 바닥판 추가하기 명령어에 아래

와 같이 옵션을 추가한 후, 코드를 실행시켜 본다.

바닥판의 마찰력 없애기



◾ 코드를 실행하면, 상자가 바닥판 위를 계속 이동하게 된다.



3.3 두 개의 상자 충돌시키기

 

◾ 2개의 상자를 서로 충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자를 더 추가한 

후, 각각 X축으로 3m와 –3m 위치로 설정한다.

실험 환경 구성하기



◾ 기존 코드 아래 쪽에 다음과 같이 1초가 경과된 후, 각각의 상자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 보는 명령어를 추가해 준다.

◾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1초 후에 두 개의 상자가 서로 충돌하게 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 2개의 상자는 서로 충돌을 하기는 하지만 상자에 탄성이 없기 때문에 상자

가 서로 튕기지 않고 충돌 지점 부근에 머무르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 2개의 상자에 각각 탄성을 옵션을 추가하여 충돌시킬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예측해 보자.

완전 탄성 충돌 만들기





3.4 조이스틱 버튼으로 공 발사하기

 

◾ VR 공간에서 생성되는 3D 오브젝트는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 

이름이 중복되게 되면, 오브젝트가 가상 공간상에 생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 생성된 오브젝트에 힘을 가하려면 오브젝트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수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

◾ 아래의 코드는 함수에서 공 모양을 생성할 때, 함수가 호출될 때 마다 숫자

를 1씩 증가시키고, 이 숫자를 공의 이름에 대입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변

수 선언과 숫자를 증가시켜 주는 수식은 수식 명령어를 사용하여 입력해 

준다.

공 생성 함수



 ◾ 위의 코드에서 함수 f1()이 호출될 때 마다 전역변수 a의 값은 1씩 증가하

며, 공의 이름은 s1, s2, s3 ... 와 같이 이름이 겹치지 않게 생성된다.

 ◾ 생성된 공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공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함수에서 생

성된 공의 이름은 s{a}처럼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힘 가하기 명령어

에도 동일하게 이름을 지정해 준다.

생성된 공에 힘 가하기



 



◾ 조이스틱의 오른쪽 버튼 이벤트에 함수 f1을 호출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오

른쪽 버튼이 눌려졌을 때, 공이 발사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조이스틱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 후, 옵션에서 오른쪽버튼 

클릭함수 옵션을 추가해 준다.

조이스틱 버튼으로 공 발사하기



◾ 코드를 실행한 후,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

는지 관찰해 보자.



3.5 카메라 방향으로 공 발사하기

 

◾ 이전 활동의 예제를 실행하면 공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발사되고 공의 

발사 각도를 실행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 이번에는 공의 발사 방향을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항상 발사되도록 

힘 가하기 값을 수정해 본다.

◾ 힘 가하기 명령어는 인수를 3개 또는 1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예제

에서는 인수를 3개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인수를 1개만 지정할 경우에는 

힘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적용되게 된다.

힘 가하기 함수

힘 가하기 (0, 500, 500)
Y축으로 500N, Z축으로 500N의 힘이 가해진
다.

힘 가하기 (5000)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5000N의 힘이 가
해진다.



◾ 함수 f1()에 있는 힘 가하기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후 다시, 코드

를 실행시켜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관찰해 보자.

◾ 힘가하기 명령어에서 Y축과 Z축은 값을 완전히 지워 주어야 한다.



3.6 슈팅 게임 만들기

 

◾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을 발사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공간 상에 장

애물들을 배치해 놓게 되면 간단한 슈팅게임이 된다.

◾ 장애물은 떠 있으면서 충돌 후, 튕겨져 나가야 하므로 무중력 상태의 박스 

도형으로 생성을 한다.

무중력 장애물 만들기



◾ 아래의 코드는 전방 위쪽 공간에 하나의 박스를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 예

를 보여 준다.



◾ 코드를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본다.



▶ 무중력으로 떠 있는 장애물을 원하는 위치에 더 추가해 본다.

▶ 반복문과 랜덤 함수를 이용하여 많은 수의 장애물을 자동으로 생성시켜 보

자.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