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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게임에서 캐릭터가 점프 하는 중 플레이어가 스킬을 사용하면, 모든 물체가 정지 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다. Unity Engine에 내장 된 중력을 사용하면, 플레이어가 스킬을 사용 할 때 Rigid Body 속성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스킬 사용으로 인한 움직임정지를 해제 할 때 물체의 이전 속력이 사라져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 계산을 통해 시간 값에 따른 중력 값을 대입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속력이 매우 커 타일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프레임 위치 계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정하는 방법과 수학 계산식을 통해 

속력을 계산했을 때의 문제점 보완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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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Fig. 1. 기대한 결과 Fig. 2. 실제 결과

위의 그림은 플레이어가 오른 쪽으로 가면서 점프 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그림이며 1번은 점프를 시작했을 때, 2번은 스킬을 사용 

했을 때, 3번은 스킬 사용이 끝나고 속력이 돌아왔을 때의 위치를 

각각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움직임을 제한 할 때 Rigid Body의 Gravity Scale과 Constraints으

로 잠시 움직임을 멈춰 그림1)의 결과를 기대 했지만. 다시 움직임을 

활성화 할 때 그림2)와 같이 이전의 속력이 사라져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수학식으로 시간에 따른 속력 값을 도출해 물체의 

움직임을 프로젝트 구현을 통해 살펴보고, 이 문제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II. Preliminaries

수학식으로 시간에 따른 속력 값을 도출해 물체의 움직임을 구현하

였을 때, 프레임 이동의 문제점과 기본 중력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로 프레임 이동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Fig. 3. 한 프레임 전 Fig. 4. 한 프레임 후

위 그림 속 Plane은 (0, 0) 물체는 (0, 5)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다. 

(중력 -10p/s2, 시간 1/50s, 물체 속력 (0, -500)p/s) 한 프레임 후의 

위치를 계산 해보면 dy = 500p/s * 1/50s 로 dy = 10p이며 위치는 

(0, -5)가 된다. 프레임 이동은 값에 의한 이동 즉, 공간 이동이므로 

Plane 과 충돌하지 않고 그림4)와 같이 (0, 5)에서 (0, -5) 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이 예시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속력이 매우 클 경우 

다른 물체를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본 중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정해진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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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물체를 Rigid Body의 Constraints 기능을 사용해 물체가 

잠시 멈추게 하면 해당 축의 속력이 0이 되어 그림 2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현상을 처리하려면 속성 값들을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기능을 해제 할 때 다시 값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코드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Fig. 5. 적용 코드

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Engine 내장 기능인 Ray Cast를 

사용 했다. 해당 방향에 물체가 맞았을 시 맞은 지점, 위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바닥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다음 프레임 위치를 계산해서 다음 프레임 위치가 바닥을 지나쳤을 

때 이를 보정해주는 처리를 하면 프레임 이동에 대한 예외 사항처리와 

중력 계산 조건을 만들 수 있다.

Ray Cast를 통해 닿은 지점과 같거나 더 내려갔을 때 바닥에 

닿았다고 체크를 하며 아닐 경우 계산식을 vf = vi + at를 사용해 

Y 축의 속력을 계산하여 물체 속력에 대입하며 최종적으로 현재 

Scene의 시간(0~1)을  곱해 최종 속도를 넣게 된다. 위와 같은 처리로 

인해 물체가 딸에 닿아 있는 경우 중력에 의한 Y 축 속력 계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력이 -5000f/s 이지만 프레임 보정을 

통해 바닥을 통과하여 지나가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Y 축 계산 멈추기 전/후

본 프로젝트에 이를 적용하여 스킬을 쓴 시점에 Y 축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IV. Conclusions

기본 물리엔진을 쓰지 않는 만큼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쓸 필요 없는 기능들을 덜어낼 수 있어 코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처리해 주어야 

하는 데, 다양한 효과 구현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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