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공간....
최적화 충돌 스페이스따라 다름


심플 스페이스
페쉬 스페이스
커드 트리 스테이스
광체 물리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 오브젝트
크기 질량 위치 등등등
기하구조
광체와 기하구조는 한몸 광체를 만들고 기하구조를 만들고 둘을 합한다,
물리적인 현상만 다룸 힘이나 속도같은것을 측정
기하구조는 형태를 담고 있다.
구 상자 원통 컴플렉스 오브젝트 토끼
형태에 따라서 붙있이는건 다름
충돌을 계산하는데 쓰임
렌더링을 할때 표현할때 쓰임 광체와 기하구조를 붙임
관절
복잡한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바퀴와차체는 경첩 2을 이용
ODE에서 지원하는 관절은 여러가지
접촉점은....접촉관절로 표현 한점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 생기는 모는 접촉점은 관절구룹에 다 넣는다
오브젝트들을 생성하는 함수들은 ID를 리턴
5가지 아이디의 데이터 스트럭트를 이해하면 좋음
comm.h를 열면
백터3는 dreal의 배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인자 규칙
벡터에 대한 셋함수
겟함수 회전할 행렬을 얻어넴
주고 받는 
샛함수에선 펙터 혹은 x,yz값 별개
ODE 시뮬레이션
동혁학 월드를 생성한다
동역학 월드 안에 강체들을 생성
모든 강체들의 상태를 설정
동역학 월드 안에 관절들을 생성
강체에 관절을 부착
모든 관절들의 매개변수들을 설정
필요하면 충돌월드와 충돌 기하 구조 오브젝트들을 생성
접척 관절들을 보관함 한개의 관절 구룹을 생성한다
출돌을 감지할수있는 충돌스페이스 기하구조를 만들어 광체와 연결해야지 가능
접촉관절들로 관리를 함
접촉관절을 만듬
그런다음 루프를 돌림 힘의 방적식을 실행함
루프 안에서는 광체들이 원레 힘이 있었다 왜부에서 힘을 적용
변환된 힘과 매계변수를 받아 검사 
에너지 변경 진행방향의 변경들을 적용
충돌에 따른 접촉관절을 제거 
함수의 콜그래프 함수의 흐름을 보면
매인함수에서 시작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짐
1. 콜백함수를 설정 (호출) 이벤트를 생길때 불려질 함수들을 만들어서 그 함수의 포인터를 연결시킴 컴엔드 신 리어콜백 스타드 등등의 함수 모두 콜백함수.......
포인터에 설정 
2. 월드를 생성 
3. 시물레이션 호출 함수를 실행

콜백함수 포인터 설정
콜백함수의 포인터들을 멤버로 같는 스트럭쳐를 멤버 데이터가 버전 스타트 스텝 등이 있음
스타트는 처음 테스트 예제를 시작할때 처음 시작됨 스텝함수는 신룹에 함수가 있는데 아까 루푸를 돌때마다 한번씩 불림
커멘드함수는 키입력을 처리하는 함수
스타트 시물레이션 룹 등등함수를 만들어야하지만 테스트 예제마다 다 만들어저있고 바꿀게 별로 없음 이해하고 붙여놓기 하면되지만 월드부분에서는 머리를 굴려야함
멤버 데이터가 함수의 포인터 
시물레이션 룩함수
이러한 함수의 포인터들을 만들어 함수에 연결
월드를 만들고 충돌검사 만듬
평면도 만들고 원통과 위치 구의 광체와 구의 위치등을 생성
3번째 단계가 시물레이션 루프를 실행
메인함수는 3가지 호출 월드생성 시물레이션을 함
중요한것은 시뮬레이션 루프를 하는게 중요
메인은 세단게
시물레이션은 복잡
SD시물레이션을 들어가보면 
win32의 API가 들어가있음 차이점은 멀티쓰레드가 나와서 쓰레드가 콜하게 만듬
멀티 쓰레드함수가 콜되면서 
스타트함수가 콜
메번 루프암에는 ...
시물레이션 룩합수 안에는 리어콜백이 됨.....
쓰레드을 만들고 쓰레드 함수를 렌더링 스레드함수를 보면 이함수 내에 화면에 보여질때는 스왑버퍼를 해야함 화면에 보여줄 버퍼가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버퍼를 생성하다 스왑함
스텝함수를 매번 호출
시물레이션 룹함수를 보면 리어 콜벡을 면결 reacallbeck함수를 호출 출돌이 일어났으면 접촉관절에 집어놓고 힘을 계산
스타트 함수는 카메라의 위치와 좌표계의 위치를 결정
setcamera의 함수는 카메라와 좌표계를 바꿈
셋카메라의 함수를 모면 오픈쥐엘의 함수가 나옴
좌표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것에 따라 달라짐 좌표계는 머리속에 이해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못함
HPR에 대해서 원레 오픈지월은 화면이 XY평면 Z축은 화면밖으로 나오는 방법 z축을 하늘로 옮겨야 함 
좌표계를 회전함므로써 원하는 위치로 설정할수 있음
피치와 롤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롤링은 영 피치는 조금 변화는데 중효한건 z축을 기준으로 x를 회전시키면 y축을 기준으로 45도 회전 이걸 이해햐야 기하구조를 만들어 위치를 시키고 회전을 시키고 할때 왜 이렇게 회전이되는지 이해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