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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미술관 AddWorldScene s1
/SceneModel:PFR_Room_08
/Scale:5, 2, 5
/Position:0, -3, 0

AddCube box1
/Position:-5, 0, 10
/Scale:3, 3, 1
/Color:255, 255, 255, 255
/Texture:Painting_02
/Orientation:0, 0, 180

AddCube box2
/Position:0, 0, 10
/Scale:3, 3, 1
/Color:255, 255, 255, 255
/Texture:Painting_03
/Orientation:0, 0, 180

AddCube box3
/Position:5, 0, 10
/Scale:3, 3, 1
/Color:255, 255, 255, 255
/Texture:Painting_04
/Orientation:0, 0, 180

AddShootingObject s2
/OnRayCastHit:f1

SetCameraView
/Parent:s2
/Position:0, 0.5, 1

void f1()
{

box1.SetScale(3, 3, 1)
box2.SetScale(3, 3, 1)
box3.SetScale(3, 3, 1)
if (target == "box1")
{

box1.SetScale(5, 5, 1)
}

if (target == "box2")
{

box2.SetScale(5, 5, 1)
}

if (target == "box3")
{

box3.SetScale(5, 5, 1)
}

}

전체 스크립트 코드 입니다. 스크립트 모드로 한 후,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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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미술관

화면의 조이스틱 또는 키모드 A, W, S, D 및 방향키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이동시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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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으로 카메라 위치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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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카메라 위치 이동 방법

아래 코드는 일반적인 카메라 위치 이동과 보이는 방향 설정 방법입니다만, 본 예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카메라가 슈팅오브젝트에 자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이스틱 버튼이 클릭되면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본 예제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으며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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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제에서의 카메라 위치 이동 방법

아래 코드를 기존 코드 아래에 추가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카메라 설정하기 명령어
대신에 도구 명령어에 있는
위치 설정하기와 위치 바라보기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해당 명령어는 모든 오브젝트에
적용 가능하며, 위치를 이동시키고
바라보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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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제에서의 카메라 위치 이동 방법

왼쪽 조이스틱 버튼 클릭시 카메라가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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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제에서의 카메라 위치 이동 방법

AddWorldScene s1
/SceneModel:PFR_Room_08
/Scale:5, 2, 5
/Position:0, -3, 0

AddCube box1
/Position:-5, 0, 10
/Scale:3, 3, 1
/Color:255, 255, 255, 255
/Texture:Painting_02
/Orientation:0, 0, 180

AddCube box2
/Position:0, 0, 10
/Scale:3, 3, 1
/Color:255, 255, 255, 255
/Texture:Painting_03
/Orientation:0, 0, 180

AddCube box3
/Position:5, 0, 10
/Scale:3, 3, 1
/Color:255, 255, 255, 255
/Texture:Painting_04
/Orientation:0, 0, 180

AddShootingObject s2
/OnRayCastHit:f1

SetCameraView
/Parent:s2
/Position:0, 0.5, 1

void f1()
{

box1.SetScale(3, 3, 1)
box2.SetScale(3, 3, 1)
box3.SetScale(3, 3, 1)
if (target == "box1")
{

box1.SetScale(5, 5, 1)
}

if (target == "box2")
{

box2.SetScale(5, 5, 1)
}

if (target == "box3")
{

box3.SetScale(5, 5, 1)
}

}

void f2()
{

s2.SetPosition(0, 3, -10)
s2.LookAt(0, 0, 0)

}

AddJoystick
/OnLeftButtonClick:f2

전체 스크립트 코드 입니다. 스크립트 모드로 한 후,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