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롤러코스터 명령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나만의 레일을 설계할 수 있다.

◾ 기본 롤러코스터 레일을 구현해 본다.

◾ 카메라를 열차에 연결시켜 본다.

◾ 다양한 모양의 레일을 구현한다.

◾ 열차에 힘을 가해 속도에 변화를 가한다. 

학습 목표

08 롤러코스터 만들기

실습 개요



8.1 롤러코스터 기본 명령어

◾ 롤러코스터 만들기는 아래의 4개의 명령어로 진행된다. 아래와 같이 4개의 

명령어를 순서대로 추가한다.

롤러코스터의 명령어 구조



◾ 롤러코스터는 두번 째 명령어인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를 원하는 만큼 반복

적으로 추가하여 원하는 형태의 레일을 만드는 방식이다.

◾ 레일 추가하기에 개수 옵션을 추가해 본다.

레일 추가하기



8.2 내리막 코스 만들기

◾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에 다음과 같이 옵션을 추가하여 10개의 레일 조각 

각각에 대해 –3도 씩 단계적으로 기울어 지도록 설정한다.

내리막 각도 만들기



◾ 내리막 상태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를 하 나 더 추가

하여 다음과 같이 옵션을 설정한다.

내리막 코스 만들기



◾ 레일의 방향이 화면 뒤쪽이기 때문에 앞에서 잘 보이질 않는다. 이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레일의 방향을 90도로 회전시키면 옆 모양을 볼 수 있게 된

다. 또한 레일을 위쪽으로 높게 이동시킨다.

레일 옆으로 회전시키기



◾ 레일 위의 열차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열차를 따라가면서 화면을 회전시

키기가 상당히 번거롭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카메라가 열차를 계속 따

라가도록 설정해 주면 된다.

◾ 환경 명령어 그룹에 있는 카메라 설정하기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카메라 설정하기



◾ 카메라가 일정 거리에서 열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옵션을 지

정한다.



◾ 카메라가 계속 열차를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3 오르막 코스 만들기

◾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옵션을 추가하여 20개의 

레일 조각 각각에 대해 3도 씩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도록 설정한다.

오르막 각도 만들기





◾ 다음과 같이 60개 갯수의 직선 경로를 추가한다.

직선 경로 추가하기





8.4 원형 코스 만들기

◾ 이전 활동에서 마지막에 추가했던 60개의 레일 개수를 40으로 수정한다.

직선 경로 수정하기





◾ 오르막 경로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다.

수평으로 만들기





◾ 살짝 아래로 기울어 지도록 10개의 레일을 추가한다,

아래로 약간 기울이기



◾ 레일 끝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게 된다.



◾ 옆으로 회전하는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옆으로 회전하기





8.5 롤러코스터 탑승 체험하기

◾ 실제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상태로 화면을 바라보도록 카메라를 열차에 자

식으로 연결시켜 보자. 카메라 설정하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카메라 설정 수정하기





8.6 나선형 코스 만들기

◾ 레일 끝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시 수평으로 만들

어 준다. 이전 명령과 대칭으로 실행해 주면 된다.

직선 경로 수정하기



◾ 레일을 옆으로 나선형으로 만들어 주려면 다음과 같이 옵션을 지정한다.

옆으로 기울이기





8.7 열차에 힘 가하기

◾ 열차가 오르막을 넘지 못할 경우, 레일 추가하기에 힘가하기 옵션을 지정하

여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

◾ 맨 처음 열차가 출발할 때 더 빠른 속도록 출발하도록 다음과 같이 힘가하

기 옵션을 맨 처음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에 추가한다.

오르막 올라가기



◾ 힘 가하기 옵션은 다른 레일 추가하기 명령어에도 추가할 수 있다. 이 옵션

이 적용될 경우, 가속도가 발생하게 된다.

◾ 자신만의 롤러코스터 트랙을 설계해 본다.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