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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 3D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기본적인 특징, 사용 환경, 인터페이스(Interface)와 함께 다양한 기술과 

함께 로봇 팔의 시뮬레이터 개발 구현까지 연구하였다. 컴퓨터 내에서와는 다르게 안드로이드, 아이폰 게임에서, 필요 없이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최적의 제작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니티 3D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

해서 가상 세계이지만 간단하게 실제 세계와 비슷한 상황의 로봇 팔 시뮬레이터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키워드: Keyword : 유니티3d(unity 3d), 메카님(Mechanim), 시뮬레이터(Simulator), 로봇 팔(Robot Arm)

I. 서 론

유니티 3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게임 개발과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유니티3D는 다양한 플랫폼 지원으로 

인해 PC, IOS, 안드로이드  등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 게임엔진의 기초적

인 특징, 기술, 조작 방법을 토대로 로봇 팔의 시뮬레이터를 모델

링과 메카님, IK서비스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제작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II. 관련 연구

1. 관련연구

1.1 국내 동향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 결

과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다른 콘텐츠 산업은 4분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미비한 반면, 게임 산업을 포함한 몇몇 사업의 

증가율은 32.5%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허나, 종사자 수는 

0.6% 증가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유망산업임에도 불구,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의 문제점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개발자 보다는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교육환경

의 부재에 있을 수 있다[1]. 

III. 본 론

1. 유니티3D의 기능 

유니티3D는 기본 모델링 프로그램과 다르게 다양한 특징들을 

함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는 지형과 물리구현, 프

로그래밍이 있다.
1) 지형 : 유니티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이다. 편리성과 빠

른 속도를 자랑한다. 손쉬운 지형 툴을 가지졌으며, 나무, 숲, 
바위 등 기본적인 지형요소와 함께 타일 텍스쳐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2) 물리구현 : 추돌과 관절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구부려

지는 소프트 바디, 스크립팅이 필요없이 힘과 토크에 반응하

는 리지드 바디를 구현할 수 있다.
3) 프로그래밍 : 서로 호환 가능한 세 가지 스크립팅 언어를 지

원한다. 다양한 오픈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내장 프로파일러

를 가지고 있어 문제점 색출과 최적화 검사 작업을 실시간으

로 할 수 있다[2].

2. 유니티3D의 기술 연구

2.1 중력과 충돌법칙

시뮬레이터 구현 전에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중력과 충돌에 대

해 언급하겠다. 모든 사물을에는 중력과 충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연산들과 계산이 들어

가는데, 앞서 유니티3D의 기능에서 언급했던 물리구현의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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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과 충돌법칙은 간단한 조작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  시뮬레이터

유니티3D에선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본 저자는 Maya에서 로봇 팔을 

제작하여 유니티 Project scene에 가져왔다. 5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 팔을 제작하였다. 가장 아래 베이스에는 좌우 360도 회전, 나
머지 관절들에는 상하 180도 제어를 하는 회전을 주기 위한 모델

링이다. 중력과 충돌을 입력했을 때, 물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땅

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닥이 없다면 시뮬레이션 상에서 물체는 끝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리지드 바디의 속성 중, Is 
Kinematic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 본 속성은 관절의 운동을 처

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로봇 시뮬레이

터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움직임과 IK 스크립트를 제작하여 넣

어주면 된다. 로봇 팔은 5개의 관절을 토대로 제작하였다. 로봇 팔

은 다  리가 없기 때문에 180, 360도 회전만을 이용하여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하다. 관절마다 회전각을 주어 필요한 회전을 넣은 후 

상하관계를 토대로 넣어주었다. 위 과정까지 완성함으로서 1차적

인 움직임의 구현은 완성된 상태이다. 완전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역기구학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셋 스

토어에는 유니티 유저들이 자신의 연구를 위해 올려놓은 일종의 

오픈소스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IK 서비스를 받아서 응

용한다면 문제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델에 대입할 수 있다. 제작해

둔 관절을 토대로 늘려주어 IK 서비스와 연동을 시키면 시뮬레이

터에서의 로봇 팔이 완성된다. 그림1의 흰색 물체는 로봇 팔의 관

절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IK 제어 관절이다. 저자는 IK관절들을 

180도 회전이 필요한 가장 상위 관절부터 하위 관절까지 연결시

켜 주었다.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로봇 팔의 모델에 맞

도록 수정하여 주었다.

그림 304. 유니티3D의 IK 관절 설정 

Fig 1.IK joint Set-up in Unity3D  

IV. 결 론

위의 내용과 같이 유니티3D를 통해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기술, 
에셋 스토어를 이해한다면, 모델링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요소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멀티 플렛폼 기

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만든 시뮬레이터를 다양한 기기로 이동이 

가능하다. 로봇 팔 시뮬레이터를 제작해 보았지만, 유니티에서는 

어떠한 모델이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유니티 

3D의 발전을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
양대비 최적화된 유니티3D를 잘 사용한다면 게임 컨텐츠 산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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