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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비자가 컴퓨터는 물론 각종 자기기를 구매하는데 있어 UI(User Interface)  UX(User eXperience)가 매우 

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터치스크린이나 각종 센서들이 탑재되고 있는 자기기에서 볼 수 있듯이 HW의 

부신 발 과 함께 더불어 UI의 다양성도 확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 에 부응하기 해 게임에서 많이 사

용되는 물리엔진을 UI에 용시켜 보았다. 여러 물리엔진들 에 본 연구에 합한 Box2D를 채택하여  UI에서 응용

할 수 있는 10가지 모듈을 제시하 으며 활용할 수 있는 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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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블록 다이어그램

1. 서  론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각종 센서들의 탑재가 늘어나고 이

를 활용하는 방식도 다양해 지면서 UI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망이다. 시장 조사기  ABI 리서치에 따르면 ‘모바

일 디바이스 UI 보고서’를 통해 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에 따라 터치스크린 이후 차기 UI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고 지 하고 있다[1]. 터치스크린의 키보드를 탈피한 UI 명

이 모바일 시장에만 국한 되지 않고 그 장은  다른 

디지털 제품으로도 확  되어 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생

된 달라진 IT환경이 ‘사람-기계’간의 소통을 한 신 인 

UI를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시장의 트 드와 미래의 망에 

응하여 각종 자제품의 터치스크린과 각종 센서들을 이

용해 UI의 효과를 극 화하고 다양성을 부여하기 한 것

이다. 좀 더 직 이고, 감성 이며, 사실감 있는 UI를 

해 물리엔진을 용시켰다. 이 연구는 UI 제작과정의 필요

에 따라 응용할 수 있도록 10가지 모듈을 연구했다. 그리고 

모듈이 UI에서 실제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2장은 련된 연구와 본 연구를 한 특정 물리엔진

의 채택 배경에 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는 10개의 모듈과 

함께 실험의 진행에 하여 소개한다. 4장에서는 기 효과

를 정리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낸다.

2. 련 연구

2.1. 물리엔진의 개요

  물리엔진은 일반 으로 게임에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부분의 물리엔진들이 게임을 목 으로 만들어졌고, 기존에 

있는 물리엔진 참고 서 이나 문헌들 역시 게임을 기 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게임에 용되는 물리엔진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물리엔진은 여러 게임에 

용될 수 있는 공통의 물리 연

산 코드이다[2]. 별도의 라이

러리로 구성되며 [그림2]와 같

이 애 리 이션과 그래픽 API 

( : OpenGL, DirectX) 사이의 

미들웨어이다. 물리엔진은 기본

으로 역학시뮬 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게임에서 물리 엔진

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시간 물

리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서이다. 실시간이 아닌 일반 인 시뮬 이션은 통상 오

라인 시뮬 이션이라 한다. 여기서 실시간이란 인간이 화면

으로부터 상호 작용감을 느끼는 속도인 15-72fps 범 를 말

하며[3], 례 으로 게임 화면의 갱신 속도인 30fps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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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istance Joint

한다. 따라서 실시간 물리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서는 

오 라인과는 다른 근방법이 요구된다. 이것을 실시간 물

리 기술이라 정의한다. 즉, 물리엔진의 목표는 시뮬 이션의 

정확성이 아닌 시각 으로 효과 인 물리기반 애니메이션을 

추구한다.

2.2 물리엔진 비교분석

  물리엔진은 방 한 양의 수학  물리  지식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새로 구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훌륭한 물리엔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 후 하

나를 채택하 다[4,5]. 물리엔진 계에서는 하복 사의 하복 엔

진과 AEGIA 사의 PhysX 엔진(일명 NovodeX) 등이 리 채

택되어 쓰인다. 하지만 본 연구는 PC용이 목 이 아니라 각종 

자기기에서 UI의 다양한 효과를 내기 함이기 때문에 물리

엔진을 채택하는데 4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근하 다. 

첫 째, 랫폼에 독립 이어야 한다. 둘 째, 임베디드 시스템에 

합 여부를 고려하 다. 셋 째, 2D 용 물리엔진을 우선시 하

다. 마지막으로 오 소스를 고려하 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성능 역시 검증된 Box2D를 본 연구를 해 

채택하 다. Box2D는 랫폼 의존도가 상 으로 낮고, 가

벼운 편이여서 임베디드 시스템에도 합하다. 한 2D 용

의 오 소스 물리엔진이다. zlib license를 용하고 있어 제품

화 할 경우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역시 없다[6]. Box2D는 다른 

오 소스 물리엔진들에 비해 비교  매뉴얼과 같은 문서도 잘 

정리 되어 있다[7].

3. UI의 다양한 효과를 한 10가지 모듈

  물리엔진은 자연계의 물리 상을 흉내 내는 로그램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범 가 크다. 따라서 이 물리엔진을 

어떻게 하면 효과 으로 UI에 용시킬 수 있을지 알기 

하여  Box2D 물리엔진을 활용하여 UI 디자인과 효과에 응

용할 수 있는 10가지 모듈을 살펴보았다.

3.1. World, Static Body, Dynamic Body

  첫 번째 모듈은 물리엔진의 가장 기본 이며 모든 모듈

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을 심으로 구성했다. 먼  물리법칙

의 용을 받아 가상으로 시뮬 이션 해 주는 세상을 만들

어야 한다. 이러한 가상의 세상, 즉 World를 구성하 다. 물

리 세계를 만들기 해서 Box2D에게 세 가지 정보를 알려

다. (1) 얼마만큼 큰 세계인지, (2) 어느 정도의 력을 가

지고 있는지, (3) Sleep을 사용할지 여부가 세 가지 정보에 

해당한다. (1)은 Box2D에서 제공하는 경계박스(Boundary 

box)로 정의해야 한다. 여기서 요한 부분은 Box2D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pixel 단 는 사용하지 않는다. 물

리엔진은 실제 상황을 시뮬 이션 하는 로그램이기 때문

에 단 도 실제 사용하는 단 를 사용한다. Box2D는 미터, 

킬로그램, 를 기  단 로 사용한다. Box2D에서는 략 

30pixel을 1m로 처리한다. 경계박스는 어도 화면보다는 

커야 한다. 우리 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아니므로 경계박스는  실제 사용하는 화면보다 조  크

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 (2) 력은 Box2D가 제공하는 

벡터형식으로 지정해 다. 벡터는 방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료구조로 아래 코드에서 x값에 0, y값에 10을  경우 Y

축으로 10m의 힘을 갖는 력이 생기게 된다. 즉, 화면상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10미터(300픽셀)가 된다. (3) Sleep은 

물리엔진의 계산 효율을 높이고자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물

체를 시뮬 이션에서 제외시킬지를 결정한다. Box2D에서 

물체는 내부 으로 시뮬 이션을 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에 보려면 shape을 만들어서 물체에 붙여

줘야 한다. 여기까지는 물리엔진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우리

가 진짜로 에 볼 그래픽 이미지는  따로 여기에 붙여줘

야 한다. 정  물체(Static Body)와 동  물체(Dynamic 

Body)의 차이 은 <표 1>과 같다.

<표 1>

정  물체 동  물체

도 상 없음 있음

질량 없음 있음

디버그 모드 

표시 (기본값)
녹색 테두리

흰 테두리(계산하지 않는 

경우 빨간 테두리)

3.2. Mouse Joint, 그래픽 객체 붙이기, 충돌 체크

  Mouse Joint의 연동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마우스 

스가 일어나면 그 좌표에 물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물체가 있다면 그곳에 마우스 조인트를 추가한다. (3) 드래

그 하는 동안 마우스 조인트와 물체를 연결해 놓는다. (4) 

마우스 릴리즈가 일어나면 조인트를 제거한다. ( 상 물체

는 물리엔진의 세계로 던져진다.)

  물리엔진 안의 물체는 shape+body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철 하게 물리엔진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다른 그래픽 객체

가 없다면 실제로 화면에 표시 되지 않는다. 사용자 그래픽 객

체는 body의 userData에 할당해 다. 그리고 Update() 메소

드에서 실제 userData에 할당된 그래픽 객체의 x,y,rotation 

값을 실제 body의 움직임과 동기화 시켜 다. Box2D에서 각 

물체의 충돌 이벤트를 받기 해 b2ContactListener를 world

에 등록 해 다. 그리고 상속받아서 실제로 사용할 메소드들

(Add, Persist, Remove, Result)을 override 해서 사용한다. 먼

 b2ContactListener를 상속받은 ContactListener를 만든다. 

CustomContactPoint 라는 자료구조를 만들어서, 그 곳에 각 

정보를 두었다. 충돌이 일어날 때 마다 하나의 

CustomContactPoint 클래스를 만들고, 그 곳에 방  일어난 

충돌 데이터를 기록, 그리고 ContactListener 배열에 추가하게 

된다. 그리고 동작을 해서 Add 메소드가 호출 될 수 있도록 

world에 등록해 주어야 한다. 충돌 정보를 활용하려면, 매 시

간 단 마다 그 정보를 활용하고, 제거해 주어야 한다. 활용은 

역시 update() 메소드에서 처리해 주면 된다.

3.3. Distance Joint

  Distance Joint는 두 body 사이를 일

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다. 즉, 

body1과 body2가 있다면 두 body를 어

떠한 길이의 물체로 연결해 두었다고 생

각하면 된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두 개의 body를 만든다. (2) 

b2DistanceJointDef 에 각종 정보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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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ulley Joint

[그림 6]

Prismatic Joint

[그림 7]

Gear Joint

ApplyForce(force:b2Vec2, point:b2Vec2):void;

ApplyTorque(torque:Number):void;

ApplyImpulse(impulse:b2Vec2, point:b2Vec2):void;

[그림 4]

Revolute Joint

록한다. (3) world의 CreateJoint 팩토리를 통해 

b2DistanceJoint를 만든다.

3.4. Revolute Joint

  Revolute Joint는 Distance Joint와 달리 

두 body 사이에 간격이 없다. 하나의 body

가 다른 body를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두 개

의 body를 만든다. (2) 

b2RevoluteJointDef 에 각종 정보를 등록

한다. (3) world의 CreateJoint 팩토리를 

통해 b2RevoluteJoint를 만든다.

3.5. Pulley Joint

  Pulley Joint는 도르래를 

구 하는 조인트이다. 두 

개의 body는 각각 고정 장

치에 매달려있고 body1 - 

고정 장치1 - 고정 장치2 - 

body2 가 로 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각각의 치, 

body가 고정 장치로부터 늘어날 수 있는 최  길이, body1과 

body2의 늘어나는 비율 등을 설정할 수 있다. Pulley 조인트의 

기 인자로 body1, body2, groundAnchor1, groundAnchor2, 

body1 anchor, body2 anchor, ratio 가 들어간다. body1, 

body2 는 연결할 물체, groundAnchor1, 2 는 그 body 들이 매

달릴 world 상의 좌표, body anchor 는 groundAnchor 와 

body를 연결할 지 이다. 그리고 ratio 는 body1 과 body2 사

이의 늘어남 비율이다

3.6. Circle, Polygon

  사각형 이외에 Box2D에서 생성할 수 있는 body는 원과 

다각형이다. 원은 b2CircleDef를 이용해 정의된다. 치를 

잡아주는 것은 사각형을 만들 때와 동일하고, radius(반지

름) 값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다각형은 b2PolygonDef를 통

해 만들어진다. 여기에 다각형을 이루는 들을 vertices에 

추가해 주면 된다. 이 때, 만들고자 하는 다각형의  개수

를 vertexCount에 설정해 다. 이 은 최  8개로 제한되

고 있지만 b2Settings의 b2_maxPolyVertices를 수정하면 바

꿀 수 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수정해서 사용하

는 것을 권장한다. 다각형을 정의하는 은 Z축을 기 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한, 다각형은 convex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 져야 한다. Box2D에서 자동으로 

마지막 과 시작 을 이어주기 때문에, 마지막 은 시작

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3.7. Prismatic Joint

  Prismatic Joint는 Revolute 

Joint와 비슷하다. Revolute Joint

가 회  운동이라고 한다면, 

Prismatic Joint는 직선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특정한 방향(1 자유도)으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

면 된다. 먼 , 움직일 수 있는 역을 제한한다. 엘리베이터를 

구 한다고 할 때, 최상층과 최하층을 벗어나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제한을 해  수 있는 변수를 

b2PrismaticJointDef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인트를 기화 

할 때 연 될 두 body와 기 , 축을 설정 해 다. 여기서 

축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에 한 정보이다. 

(1,0)이라면 좌우 이동을, (0,1)이라면 상하 이동만이 가능하다.

3.8. Gear Joint

  Gear Joint는 다른 조인트들과 달리 기존 조인트들의 결합

으로 만들어진다. Gear Joint는 

Ground에 고정된 두 개의 body를 필

요로 한다. 그리고 이 body들은 

Revolute Joint나 Prismatic 조인트로 

각각 Ground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이 body들을 Gear Joint에 

연 시킨다. Gear Joint도 

b2GearJointDef의 ratio를 이용하여 

Pulley Joint처럼 두 body 간의 동작 

비율을 조정해  수 있다.

3.9. Motor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터, 바로 그 자체이다. 모터는 Prismatic Joint와 

Revolute Joint에서만 용할 수 있다. Prismatic Joint에 모터

를 달면 피스톤(직선)운동을 하게 되고 Revolute Joint에 모터

를 달면 회 운동을 하게 된다. 두 조인트에 모터를 용할 때 

사용법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Prismatic Joint는 

속도의 단 가 들어가고 Revolute Joint에는 토크의 단 가 들

어가게 된다. 

3.10. Move

  물체를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움직이게 한다. 실제로 터

치화면을 갖춘 자기기도 키패드가 함께 달린 기종도 있으니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어 구 하 다. 물리법칙이 지배하고 있

는 곳에서 x나 y 좌표를 맘 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 원하는 

치로 움직이게 하거나 바로 이동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Box2D가 내부 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body의 치

를 바로 변경하고자 하면 b2Body 클래스의 SetXForm() 메소

드를 이용하면 된다. 키보드로 body에 향을 주거나 인

인 충돌, 토크, 힘을 body에 용시키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

은 메소드를 이용하면 된다.

4. 물리엔진과 UI의 만남

  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이용하면 UI에 다양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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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듈2를 응용한 Gallery

1페이지

[그림 9]

2페이지

[그림 11]

1-2 페이지 사이

[그림 10]

1페이지

[그림 12]

1-2페이지 사이

[그림 13]

2페이지

[그림 14]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모듈1을 통해 물리 인 

시뮬 이션이 가능한 공간을 창출하고, 젯이나 메뉴버튼

에 물리 이고 직 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모듈1을 바탕으로 모듈2를 활용하여 [그림 8]와 같이 

사진 갤러리로 응용해봤다.

일단, 물리법칙을 용 받는 가상의 world를 구성하고 

Static Body로 물체가 world를 벗어나지 않도록 좌우상하에 

경계를 만든다. 다음으로 Dynamic Body들을 생성한 후, 

body의 shape 에 사진들을 붙인다. Mouse Joint를 용

하여 사진들을 던지거나 움직일 수 있다. 한, 마우스 포인

터가 사진 에 있을 경우 칼라를 입힌 원본 사진이 약간 

확  되어 보이는 이벤트를 용했다.

  모듈6을 통해서는 반듯한 네모박스 이외에 원이나 다양한 

형태의 다각형 body를 만들어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정교

한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형과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림 9,10,11]과 같이 요즘 휴 폰에서 많

이 볼 수 있는 i-motion 효과  하나를 구 해봤다. 여러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구성 된 경우 넘기는 터치 속도에 따

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힘이 약해서 다시 원래 화면

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말한다.

  원리는 일단 물리법칙이 용되는 가상의 world에 삼각

형 세 개를 Static Body로 생성하여서 산등성이 같은 경사

를 갖는 바닥을 구성한다. 그리고 원을 Dynamic Body로 

생성하고, Mouse Joint를 용하여 움직이도록 한다. 움직

이게 될 화면은 Dynamic Body의 x좌표 값만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2,13,14]에서 

볼 수 있듯이 네모난 이미지를 통해 테스트를 해보았다.

  그밖에도 모듈3을 응용할 경우 시계에 붙어있는 시계추

를 보다 사실 으로 표 할 수 있다. 자동차에 붙어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를 표  할 수도 있다. 모듈4의 경우 자동

차와 바퀴의 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는 문에 붙어있

는 손잡이도 가능하다. 모듈5를 통해서는 도르래를 구 할 

수 있다. 모듈7을 응용하는 로는 직선운동을 하는 자동차 

엔진의 피스톤이나 상하 운동만을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겠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10가지 모듈을 사용하

면 UI에 매우 다양한 효과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물리엔진  하나인 Box2D를 사용하여 

UI 효과의 다양화를 제시하 다. 물리엔진은 기존에 주로 

게임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터

치화면과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하여 직 이고 감성

인 UI  UX의 요성이 두되었다. 그래서 물리엔진을 

용하여 이러한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시도를 해보았

다.

  Box2D를 사용하여 로그램 내의 오 젝트를 상으로 

질량, 속도, 마찰, 유체 항 등의 수치를 이용하여 뉴턴역학 

모델을 시뮬 이트하는 10가지 모듈을 구 하 다. 이 10가

지 모듈을 이용하여 UI를 표 하는데 자연계의 물리 상을 

흉내냄으로써 더욱 사실 이고 사용자들에게 색다른 UI를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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