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D 오브젝트 물체를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다.

◾ 물체의 회전과 조명을 다룰 수 있다.

◾ 부모와 자식으로 연결된 복합 형태의 물체를 개발해 본다.

◾ 생성된 물체를 회전시켜 본다.

◾ 하늘과 조명을 제어해 본다.

◾ 태양계 및 지구와 달 환경을 구성하고 공전과 자전을 구현해 본다. 

학습 목표

07 태양계 모형 만들기

실습 개요



7.1 공전 축과 공전

◾ 태양계에서 공전축과 공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일단 눈에 보이는 형태

로 먼저 구현해 볼 예정이다.

◾ 다음과 같이 박스 모양을 하나 추가한다.

◾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모양을 X축으로 3m 떨어진 위치에 추가한다. 

공전 축 추가하기



◾ 두 번째 박스를 첫 번째 박스의 자식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박스의 

옵션에서 부모 오브젝트를 추가한 후, 부모 오브젝트 이름으로 첫 번째 박

스의 이름은 cb1으로 지정해 준다.

 

◾ 위의 예에서 공전축은 첫 번째 박스인 cb1이다. 두 번째 박스 cb2는 부모

인 cb1의 자식으로서 부모 오브젝트 cb1을 회전시키면 같이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 다음과 같이 반복 실행을 위해 loop 함수를 추가해 준다.

공전 축 회전시키기



◾ loop 함수 내부에 도구 명령어 그룹에 있는 회전시키기 명령어를 추가한 

후, 적용 대상을 cb1으로 지정해 준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두 개의 박스가 서로 묶여서 하나인 것처럼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회전 방향을 반대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회전시키기의 Y축 값을 – 값

으로 수정해 준다.

회전 방향 바꾸기



7.2 자전 시키기

◾ 두 번째 박스는 첫 번째 박스의 자식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독자적으로 회

전이 가능하다.

◾ 다음과 같이 도구 명령어 그룹에 있는 회전시키기 명령어를 하나 더 추가

한 후,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박스인 cb2에 대해 회전을 적용시킨다.

자전 시키기



◾ 코드를 실행시키면 두 번째 박스는 첫 번째 박스의 회전에 따라 공전을 하

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는 곳을 볼 수 있다.



7.3 공전 축 숨기기

◾ 이전 활동에서는 공전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전축을 눈에 보이는 박스를 

적용하였다. 실제 태양계 실습에서는 공전축이 눈에 보여서는 않되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이 박스 오브젝트 대신에 빈 오브젝트로 대체하여 실행해 본

다.

 

빈 오브젝트 추가하기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식 오브젝트만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7.4 하늘 종류 및 밝기 설정하기

◾ 새파일을 생성한다.

◾ 태양계를 우주를 배경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경 하늘을 변경하고, 어

둡게 설정해 주어야 한다.

◾ 먼저 환경 명령어 그룹에 있는 하늘 설정하기 명령어를 추가해 준다.

하늘 설정하기



◾ 옵션에서 하늘 종류를 추가한 후, 선택창에서 1번 항목을 선택한다.

은하수 배경 선택하기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은하수로 배경이 변경된다.

◾ 기본 조명 상태가 밝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옵션에서 밝

기 옵션을 추가한 후, 밝기를 수정해야 한다.

어둡게 조명 설정하기



◾ 밝기 값을 20, 20, 20, 255로 수정해 준다.



7.5 태양 추가하기

◾ 태양계 행성 추가하기 그룹에서 태양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다.

태양 추가하기



7.6 지구 공전축과 지구 추가하기

◾ 빈오브젝트 추가하기 명령어를 이용하여 지구 공전축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지구 공전축 추가하기



◾ 태양계 행성 추가하기 그룹에 있는 지구 추가하기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지구 추가하기



◾ 지구의 옵션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 준다. 

◾ 기본 조명이 어둡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을 제외하고는 다른 행성을 

어둡게 보인다.



7.7 태양으로부터의 조명 추가하기

◾ 이론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뻗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 위

치에 모든 공간으로 빛이 뻗어 나가는 포인트라이트를 추가해 주어야 한

다.

◾ 포인트라이트 추가하기 명령어는 환경 명령어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포인트라이트 추가하기



◾ 포인트라이트의 옵션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 준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지구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된다.



7.8 지구 공전 및 자전 시키기

◾ 지구를 공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loop 함수를 추가한 후, 지구의 공전

축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명령어를 추가한다.

지구 공전 시키기



◾ 회전 시키기의 적용 대상을 earth_center로 지정해 준다.



◾ 지구를 자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loop 함수에 지구 자신을 회전시키는 

명령어를 추가한다.

지구 자전 시키기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7.9 지구 공전 궤도 그리기

◾ 트레일 추가하기 명령어를 공전하는 행성에 추가하면 움직이는 궤적을 선

으로 그려준다.

◾ 태양계 행성 추가하기 명령어 그룹에 있는 트레일 추가하기 명령어를 다음

과 같이 지구 아래에 추가해 준다.

트레인 궤적 그리기



◾ 트레일의 옵션에서 부모 오브젝트를 추가한 후, 부모오브젝트를 earth로 

지정해 준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지구 공전 궤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7.10 달의 공전축과 달 추가하기

◾ 빈 오브젝트 명령어를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달의 공전축을 지

구의 중심에 자식으로 연결한다.

달 공전축 추가하기



◾ 달을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옵션을 설정한다.

달 추가하기





◾ 달을 공전시키기 위해 loop 함수내에 다음과 같이 달의 공전축을 회전시키

는 명령어를 추가한다.

달 공전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