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테리어 모델링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다.

◾ 가상 실내 환경을 VR로 구현할 수 있다.

◾ 인테리어 모델링 명령어를 추가해 본다.

◾ 실내 VR 환경을 설계해 본다.

◾ 방과 책상 등을 3D 오브젝트로 구성해 본다. 

◾ 휴머노이드 로봇을 추가해 본 후, 동작을 제어해 본다. 

학습 목표

05 실내 인테리어 환경 만들기

실습 개요



5.1 인테리어 모델 추가하기

◾ 왼쪽 명령어 그룹중, 모델 추가하기 그룹에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 추가하기 

명령어가 있다. 이 중에서 본 활동에서는 인테리어 모델에 대해 살펴본다. 

◾ 먼저 인테리어 모델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다.

인테리어 모델



◾ 옵션에서 인테리어 종류를 추가한다.



◾ 다른 인테리어 종류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속성에서 다른 인테리어 종

를 선택할 수 있다.

 

인테리어 모델 변경하기



◾ 인테리어 종류 목록에는 맨 앞에 일련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앞

에서 추가한 베이지색 의자의 모델 번호는 51번이다. 모델 종류 대신에 모

델 번호로 추가를 해도 동일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델 번호로 선택하기



5.2 바닥 환경 만들기

◾ 인테리어 모델 종류 중에서 바닥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본다. 먼저 다

음과 같이 130번 항목을 (나무 바닥)을 선택해 보자.

바닥 모델 선택하기





◾ 크기 옵션을 이용하여 바닥의 크기를 X축과 Z축으로 각각 2배씩 키워보자.

 

◾ 바닥이 커지긴 했지만, 마루의 나무 무늬까지 확대가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옵션에서 재질 채움 비율을 이용해야 한다.

바닥 크기 키우기



◾ 재질 채움 비율은 사진이나 그림을 몇 개를 채울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다. 기본 값은 가로, 세로로 1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나의 그림만 채워

진다. 이 값을 만약, 각각 2, 2로 설정한다면, 가로 세로 각각 2개씩 채워

진다.

◾ 일단, 마루 바닥의 크기를 2배 키웠기 때문에, 무늬가 가로, 세로로 각각 2

개씩 채워지도록 다음과 같이 재질 채움 비율을 수정한다.

재질 채움 비율



◾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면, 마루 무늬가 이전의 크기로 채워져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5.3 벽 만들기

◾ 벽은 문을 추가할 수 있는 벽과 발코니, 창문이 포함된 벽, 그리고 그냥 벽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 새로운 인테리어 모델링 명령어를 추가한 후, 인테리어 모델 종류를 다음과 

같이 292번 항목으로 선택한다.

벽 종류



◾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예상과는 달리 벽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벽의 

뒷면은 3D 화면에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 벽이 그려지게 하려면, 벽을 180도 회전시키면 된다.

◾ 벽을 Y축으로 180도 회전시켜 보자.



◾ 벽이 정상적으로 보인다.



◾ 벽의 위치를 Z축으로 다음과 같이 이동 시킨다.

벽 위치 조정



◾ 기존 벽을 복사한 후,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도 배치한다.

벽 복사하기





5.5 테이블 추가하기

◾ 다음과 같이 방 가운데에 테이블을 추가해 보자. (258번 항목을 추가한다)

테이블 추가하기







5.6 의자 배치하기

◾ 다음과 같이 테이블 주변에 의자를 추가해 보자. (52번 항목을 추가한다)

의자 추가하기



◾ 각 인테리어 소품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두 번째 의자는 

색상이 변경되었다.





5.7 꽃병 추가하기

◾ 다음과 같이 테이블 위에 꽃병을 추가해 보자. (133번 항목을 추가한다)

꽃병 추가하기



◾ 꽃병의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 준다.



◾ 창문과 발코니 등 기타 인테리어에 필요한 소품을 공간에 추가해 본다.

실습



5.8 춤추는 로봇 추가하기

◾ 로봇 그룹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추가하기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해 

준다.

휴머노이드 로봇추가하기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로봇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된다. 이 이유는 바닥판에 충돌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맨 처음 추가했던 바닥 모델에 충돌체 기능 가지기 

옵션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



◾ 맨 처음 추가했던 바닥 모델에 다음과 같이 충돌체 기능 가지기 옵션을 추

가한다. 

충돌체 기능 가지지 옵션



◾ 춤추고 있는 로봇의 동작을 다른 동작으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로봇 

애니메이션 명령어를 추가해 준다.

. 

로봇 동작 바꾸기



◾ 로봇의 애니메이션 동작을 PowerDown으로 변경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