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상 공간에서 분자의 운동 모형을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

다.

◾ 분자구조를 VR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다.

◾ 분자 입자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설계해 본다.

◾ 분자의 운동을 제어해 본다.

◾ 분자구조를 VR 공간상에 표시한다. 

◾ 분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학습 목표

04 분자 운동 모형 만들기 및 분자구조

실습 개요



4.1 분자구조 추가하기

◾ VR 코딩 편집에는 총 22개의 분자구조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와 같

이 분자구조 명령어 그룹에 있는 분자구조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해 본

다.

분자구조 추가하기



◾ 옵션에서 분자구조를 추가한다.

◾ 코드를 실행하면 물분자 구조를 볼 수 있다.



◾ 속성창에서 다른 분자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분자구조 선택하기







4.2 분자구조에 이름 추가하기

◾ 3D 공간상에 문자 정보를 표하려면 추가 도형 명령어 그룹에 있는 문자열  

표시하기 명령어를 이용한다.

문자열 표시하기 명령어 추가하기



◾ 여러 분자 모델을 추가한 후, 각각 이름을 표시해 본다.

실습



4.3 브라운 운동 실험 환경 만들기

◾ 1827년에 영국의 식물학자 R. Brown이 수중에 분산된 꽃가루 입자를 현

미경으로 관찰하던 중, 입자가 불규칙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입자의 브라운 운동의 원인은 주위의 매질인 기체 분자나 액체 분자의 열

운동에 의한 충돌로 기인한다.

◾ 먼저 분자들을 담을 수 있는 큰 상자가 필요하다. 총 6개의 얇은 박스모양

을 추가하여 사각 용기를 만들어 본다.

브라운 운동이란?

사각 용기 설계하기



◾ 새파일을 클릭한다.

◾ 먼저 위쪽 벽과 바닥벽을 추가해 보자. 박스 모양의 이름을 각각 up과 

bottom으로 수정한다.

위쪽 벽면 추가하기



◾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본다.



◾ 앞쪽 벽과 뒤쪽 벽을 추가해 보자. 박스 모양의 이름을 각각 front와 back

으로 수정한다.

앞쪽과 뒷쪽 벽면 추가하기





◾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추가해 보자. 박스 모양의 이름을 각각 left와 right

로 수정한다.

좌우 벽면 추가하기





4.4 조이스틱 버튼으로 분자 생성하기

 

◾ 조이스틱의 오른쪽 버튼이 눌려질 때 마다 분자 입자를 하나씩 생성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수식명령어와 함수 명령어를 사용하여 함수를 틀을 작

성해 본다. 기존 프로그램 아래 쪽에 아래의 코드를 추가한다.

분자 생성하기 함수



◾ 변수 a는 분자 입자의 이름에 사용된다.

◾ 생성되는 분자는 용기 내 임의의 위치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 생성되는 위치를 랜덤하게 하기 위해 위치 변수에 랜덤함수로 값을 사용하

였다.



◾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맨 아래에 조이스틱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 후, 

옵션에서 오른쪽버튼 클릭함수 옵션을 추가해 준다.

조이스틱 버튼 연결하기



◾ 코드를 실행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임의의 위치

에 공 모양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5 분자 운동시키기

 

◾ 생성된 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자에 힘을 가해야 한다. 힘 가하기 명

령어를 새로 함수 안에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힘 값에 수식을 대입한다.

분자 입자에 힘 가하기



◾ 힘 가하기 각 축에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값을 입력해 준다.

◾ 변수 x, y, z에는 임의의 값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값을 위치 외에도 힘

을 가할 때에도 사용하고 있다. 

◾ 코드를 실행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분자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

게 될 것이다.

X축 {x * 100}
Y축 {y * 100}
Z축 {z * 100}



▶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더 느리게 하려면 어느 부분의 값을 수정해야 하

는 지 생각해 보고 값을 수정해 본다.

▶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어느 부분의 값을 수정해야 하

는 지 생각해 보고 값을 수정해 본다.

▶ 생성되는 분자의 크기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수정해 본다.

실습



4.6 공 대신에 물 분자구조로 대체하기

 

◾ 기존 예제에서는 공을 생성하였다. 이번에는 공 대신에 물 분자구조가 생성

되어 브라운 운동을 하도록 수정해 보자.

◾ 기존 예제에서 공모양 생성하기 명령어를 삭제한 후, 분자구조 추가하기 명

령어를 대신 추가한다.

물분자 생성하기



◾ 다른 분자 구조에 대해서도 실험해 본다.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