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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JBox2D 물리 엔진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구현

An Implementation of Mobile Game using JBox2D Physics Engine 

in Android Platform

황기태*

Kitae Hwang

요  약  물리엔진은 게임에 등장하는 객체들이 실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하는 게임 
엔진의 한 요소이다. 본 논문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JBox2D 물리 엔진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 그래픽 API를 이
용하여 작성한 모바일 게임의 구현 사례를 소개한다. 본 게임은 Crayon Physics로 알려진 PC 게임의 아이디어를 도입
하였다. 이 게임은 사용자 캐릭터와 목표 캐릭터 사이에는 길이 끊어진 상태로 시작되며, 사용자는 끊어진 길을 잇는 
다각형 물체를 만들어 사용자 캐릭터가 목표 캐릭터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 캐릭터가 목표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 그러나 캐릭터 및 물체는 중력 등의 물리적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게임 사용자가 물체의 
모양과 만드는 시점 등을 잘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PC에는 없지만 모바일 단말기에 있는 LCD 터치와 가속
도 센서 등의 다양한 입력 방식을 도입하였다. LCD 터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물체를 임의로 만들 수 있게 하였으
며, 단말기를 기울여서 가속도 센서를 작동시켜 물체나 사용자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Abstract  As a software component for computer game, the physics engine simulates objects' movement 
according to the laws of  physics. This paper introduces 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obile game on the 
Android platform, where we used JBox2D physics engine library and Android graphics APIs. We borrowed the 
key idea of this game from Crayon Physics which is known as a famous PC game. This game starts with no 
way from user character to destination character. The game user has to make a way to destination character 
from user character by creating polygon objects between them. The user wins when user character meets 
destination character. However, the game user has to decide the time to create objects and their shapes well 
because all objects in this game are governed by the laws of physics. As an important thing of this paper, we 
introduced into this game new input methods of LCD touch and sensors embedded in mobile devices but not in 
PCs. Game users can create objects by drawing polygons with LCD touch and move objects or characters 
according to sensor values from accelerator sensors by tilting the mobi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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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리 엔진[1,2,3]은 게임 엔진의 구성 요소로서 게임에 

등장하는 물체  캐릭터들이 실세계의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시뮬 이션하기 한 라이 러리

이다. 물리 엔진은 주로 마찰력, 탄성, 력, 충돌, 성을 

시뮬 이션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속의 가상 세계

를 실과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실감을 다. 

지 까지 물리 엔진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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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  소스로 제공되는 Box2D[4]에서 부터 Bullet[5], 

Chimpmunk physics engine[6], 무료 소스와 함께 제공되

는 Havok
[7], Newton Physics Engine[8] 등이 있다. 

Box2D는 2차원 공간의 물리 법칙을 시뮬 이션하는 오

 소스 물리 엔진으로 최근 연구자와 개발자들 사이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는 모바일용 새로운 물리 엔진을 개발

한 내용은 아니며 기존에 있던 Box2D 물리 엔진을 이용

하고 안드로이드 API로 그래픽을 처리한 모바일 용 게임

의 구  사례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2010년에 이루어진 

연구[10]를 확장하고 보다 구체 으로 정리한 것이다. 게임 

시나리오는 Crayon Physics[9]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정되

었다. 사용자 캐릭터와 목표 캐릭터는 공간 으로 끊어진 

양단에 놓여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자 캐릭터를 목표 캐

릭터의 치로 이동시키는 내용이다. 모바일 단말기의 특

성을 극 화하고자 LCD 터치와 센서를 사용자의 입력 수

단을 활용하 다. 사용자가 간단히 LCD 터치로 손가락을 

펜처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통해 력의 법

칙을 받는 선, 사각형, 오각형 등 다각형의 물체를 만들 

수 있게 하 으며, 가속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나 사용자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 즉 휴 폰을 기울이면 물체

가 기울여진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JBox2D의 물리 엔진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

고 3 장에서는 게임 설계에 해, 4장에서는 게임 구 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Box2D

가. 소개

Box2D[4]는 오  소스로 공개된 표 인 2차원 물리

엔진  하나이다. Box2D는 2006년 Erin Catto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기에는 C++언어 버 만 있었지만 최근

에는 자바 언어로 재 작성된 JBox2D  ActionScript, 

Python 등 다양한 언어로 포 되어 공개되어 있다. 

Box2D는 Crayon Physics Deluxe(2009), Rolando(2008), 

Fantastic Contraption(2009) 등 많은 게임에서 물리 엔진

으로 사용되고 있다.

Crayon Physics Deluxe는 Box2D를 이용한 표 인 

PC 게임으로서 Petri Purho가 2007년 8월 12일에 처음 

발표하 고, 2008년도 Independent Games Festival에서 

상을 받은 게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아이디어는 이 게

임을 토 로 하고 있으며 게임 구  시 자바 버 인 

JBox2D 라이버리를 사용하 다.

나. 구성

Box2D 물리엔진은 크게 역학(Dynamic) 부분, 충돌

(Collision) 부분, 공통(Common) 부분 등 3 부분으로 구

성된다. 역학 부분은 물리 법칙을 용받는 물체 정의  

역학 계를 정의하고, 충돌 부분에는 충돌 계산, 충돌 체

크 등 충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공통 부분은 물체의 

치를 나타내는 벡터, 행렬, 메모리 할당 등을 처리한다. 

Box2D 라이 러리는 게임 구성을 해 여러 객체들

을 제공한다. World, Shape, Body 등을 제공하며, 하나의 

물체를 표 하는 Body 객체는 힘에 의해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력, 마찰력, 반발력 등의 법칙을 용받는다. 

Body 객체는 하나 이상의 Shape 객체들로 구성된다.

1) World

가상세계에서 생성한 물체에 실세계와 같은 물리 

법칙이 용되는 역을 World라고 정의한다. 

2) Shape

물리 법칙을 용받는 캐릭터 혹은 물체의 모양을 구

성하는 기본(primitive) 객체를 Shape 이라고 정의한다. 

Shape의 종류는 단 3 가지로서 사각형, 원, 최  8개까지 

정 을 가진 다각형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Shape을 조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Shape이 만들어 진다.

Shape의 를 들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a)에는 사각

형, 원, 다각형의 Shape 들이 보이며 그림 1(b)에는 이들

을 연결하여 새로운 Shape을 만든 를 보여 다.

         (a) 사각형, 원, 다각형의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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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여러 개의 Shape으로 구성된 Shape의 

그림 1. Shape의 예
Fig. 1. Examples of Shapes

3) Body

게임 내의 가상 세계 물체로서 물리 법칙을 용받는 

객체를 Body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게임에서 가상 세계

는 Body 객체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Body 객체는 여러 개의 Shape 객체로 구성된다. Shape

은 Body 객체의 모양을 표 하는 객체이다.

다. Box2D의 객체들 사이의 관계

하나의 World는 여러 개의 Body 객체를 가지고 하나

의 Body는 여러 개의 Shape 객체를 가진다. 하나의 응용

로그램은 여러 개의 World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의 상

호 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게임을 구성하는 Box2D의 객체들간의 관계
Fig. 2. Relationship between Box2D objects

World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Body 인스턴스를 한 

개 가지는데 이것을 groundBody라고 부른다. ground 

Body는 물리법칙을 용받지 않는 Body 객체를 사용하

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Box2D는 물리  공간에 생겨 있는 객체들을 시뮬

이션 할 뿐이며 화면에 객체를 그리는 등의 그래픽 처리

를 수반하지 않는다.

라. Joint

Joint란 물리 엔진에서 물체의 운동 방식을 설정하는 

조건이다. 구체 으로 Body의 움직임에 한 제한 조건

이나 Body간의 연결 형태를 말한다. Joint로 연결된 

Body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Box2D에서 Joint

의 종류는 총 6 개로서 구성은 그림 3과 같으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 Distance Joint 사례

(b) Revolute Joint 사례

(c) Prismatic join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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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ear Joint 사례

(e) Pulley Joint 사례

그림 3. JBox2D의 Joint 종류 및 사례
Fig. 3. Types and Examples of JBox2D Joints

표 1. Joint의 종류
Table 1. Types of Joints

종류 설명

Distance Joint
두 물체 즉 두 Body 간에 거리를 일정

하기 유지시키는 Joint이다

Revolute Joint
anchor를 심으로 Body가 회 하도록 

설정된 Joint

Prismatic Joint 물체의 피스톤 운동을 표 하는 Joint

Gear Joint
기어(gear) 형태로 Body를 연결하는 

Joint

Pulley Joint 도르래 형식의 Joint

Mouse Joint

Body 객체가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Joint

III. 게임 설계

1. 게임 시나리오 및 기능

본 게임은 사용자 캐릭터와 목표 캐릭터 사이에 끊어

진 길을 계속 으로 만들어서 목표 캐릭터에 도달하도록 

하는 게임이다. 

게임 사용자가 끊어진 길을 만들기 해 LCD 상에서 

간단히 손가락을 펜처럼 사용하여 터치를 통해 원, 사각

형, 다각형을 자유롭게 그리면 된다. 이때 다각형이 만들

어 지며 사용자는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다각형을 만들어 

이들을 사용자 캐릭터와 목표 캐릭터 사이에 두고 사용

자 캐릭터가 다각형을 길처럼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 도형은 모두 물리 법칙을 용받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낙하하거나 회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빠

르게 캐릭터를 이동시키거나 한 곳에 물체를 만들어

야 한다. 혹은 만든 물체가 충돌하게 하여 캐릭터를 이동

시킬 수 있다. 

사용자 캐릭터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움직이도록 하

기 해서는 단말기를 기울여서 가속도 센서를 작동시키

거나 캐릭터 주변에 물체를 만들어 물체와 캐릭터를 충

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만일 사용자 캐릭터

가 떨어지게 되어 화면에서 사라지면 게임은 실패로 끝

나며 목표 캐릭터에 도달하면 게임은 성공하게 된다. 

이 게임의 총 스테이지는 5개로서 스테이지가 높아질

수록 사용자 캐릭터와 목표 캐릭터 사이에 끊어진 길을 

메우기 어렵도록 이들의 치를 설정한다. 

시나리오는 단순하지만 사용자 캐릭터나 사용자가 만

드는 모든 물체들이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게임 사

용자는 매우 실 인 느낌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된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배경 음악이 계속되며, 스테이

지 변환, 사용자 캐릭터가 목표에 도달하는 성공의 순간 

등에 효과음을 발생시킨다.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끄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

는 경우를 해 스테이지 진행 사항을 일로 장한다. 

2. 게임의 구조 설계

그림 4. 게임 프로그램의 구조
Fig. 4. Layered structure of gam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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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로그램은 그림 4와 같이 3 계층으로 설계되었

으며 물리 엔진으로는 Box2D의 자바 버 인 JBox2D를 

사용하 다.

가. 입력 계층

게임에 사용되는 사용자 입력은 오직 두 가지로서 사

용자의 LCD 터치와 가속도 센서로부터의 기울임 값이다.

Touch Manager 모듈은 LCD에 한 사용자의 터치 

정보를 리한다. 터치가 시작되어 사용자가 물체를 그

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터치 치를 계속 장하고 

LCD에서 손을 떼 터치가 종료하면 이 결과를 Game 

Manager 계층에 달하여 하나의 물체가 생성되었음을 

알린다. Sensor Manager 모듈은 가속도 센서를 모니터

링하고 일정 이상의 기울임이 되는 경우를 별하여 기

울임에 한 정보 즉 X 축에 한 단말기의 재 상태 값

을 Game Manager 모듈로 넘겨 다.

나. 게임 응용 계층

이 계층은 게임 시나리오를 구 하는 부분이다. Game 

Manager 모듈은 Touch Manger로부터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JBox2D를 호출하여 새로운 물체 즉 Body 객체를 생

성하고, Sensor Manger로부터 기울임 값을 기억하여 

Simulation Thread에 의해 시뮬 이션 되도록 한다. 사용자 

캐릭터 역시 하나의 물체 즉 JBox2D의 Body로 구 된다.

Simulation Thread는 자바 스 드로서 물리 법칙에 

의해 변화되는 물체의 이동  충돌을 계속 으로 시뮬

이션한다. 이를 해 그림 2와 같이 JBox2D의 World 

상에 만들어진 모든 Body를 스캔하며, 한 이 과정에서 

Graphics 처리 엔진을 호출하여 모든 물체를 그린다.

다. 물리 표현 계층

물리 계층은 JBox2D를 그 로 사용하여 게임에 등장

하는 모든 물체에 물리  법칙을 용하는 기능을 한다. 

Graphics 처리 엔진은 안드로이드의 Graphics API를 이

용하여 각 물체를 LCD 상에 그린다.

Ⅳ. 게임 구현

1. 구현 플랫폼

본 게임 소 트웨어는 안드로이드 2.1 랫폼에서 자

바 언어로 모두 작성되었으며, WVGA 864 디스 이, 

3MB의 장 장치, 가속도 센서, 터치 LCD를 탑재한 단

말기에서 구 되었다.

2. 런타임 객체 관계

본 게임의 런타임 시에 형성되는 객체들 사이의 계

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런타임 시 객체들의 관계
Fig. 5. Objects in run-time and their relationship

게임 로그램은 MultiPhysics 인스턴스에서부터 실

행을 시작한다. MultiPhysics는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

램의 구성 단 인 Activity를 상속받은 액티비티이다. 

MultiPhysics의 실행 기에 TouchManager 객체과 

SensorManger 객체, Stage1 인스턴스와 GameView 객

체를 생성한다. 스테이지가 증가할 때마다 Stage2 등의 

다른 객체가 생성된다. Stage1의 역할은  기에 World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Body 객체와 

Body를 구성하는 Shape 객체들을 생성하고 이들을 트리 

구조로 리한다. SimulationThread 스 드는 주기 으

로 반복하여 Stage1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게임 장면에 

등장하는 객체들의 움직임이 시뮬 이션되도록 한다. 

AndroidDraw 인스턴스는 JBox2D의 World, Body, 

Shape 들에 의해 사용되며 안드로이드 그래픽 API를 호

출하여 안드로이드의 뷰에 이들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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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게임의 주요 클래스
Table 2. Important classes in game program

클래스 명 수퍼클래스 설 명

Stage1

World, Body, Shape 객체

들을 만들고 게임을 진행

하는 클래스

Android

Draw

DebugDraw

(JBox2D에서 제공)

GameView에 World, Body, 

Shape을 그리는 클래스

Simulation

Thread
Thread

게임의 시간에 따른 계속

인 시뮬 이션을 해 

World와 Body 들의 움직

임 진행과 그리기를 반복

으로 호출하는 스 드

Multi

Physics
Activity

센서 리스 와 사운드, 각 

기능키의 기능 구

Game

View
SurfaceView

게임 그래픽이 

그려지는 뷰

3. LCD 터치와 물체 생성

하나의 물체는 JBox2D에서 정의된 하나의 Body로 구

하 다. 사용자가 LCD 상에서 터치된 상태로 물체의 

모양을 그리는 동안 좌표 값을 기억하 다가 터치를 끝

내는 순간 그림 6과 같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두께의 사

각형 Shape들로 Body를 만든다.

그림 6. 사용자의 LCD 터치에 의해 생성된 물체
Fig. 6. Example of an object created in run-time 

by LCD touch

그러므로 모든 물체의 외곽선은 사실 상 연결된 여러 

개의 작은 사각형 Shape 들로 구성된다. 본 게임에서는 

사각형 Shape만 사용한다.

4. 시뮬레이션 진행과 그래픽

JBox2D 라이 러리는 물체(Body), 물체의 모양

(Shape), 가상 세계(World) 등의 속성과 이들 객체들의 계

층 구조를 리하는 기능 외 물체의 충돌 등의 기능을 가

지고 있지만 스스로 스 드를 가지고 시뮬 이션을 진행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림 7과 같이 SimulationThread 

스 드를 작성하여 Stage1의 step() 메소드를 주기 으

로 호출하여 시물 이션이 진행되도록 하 다. step() 메

소드를 한 번 호출할 때마다 시뮬 이션의 한 스텝이 진

행된다.

그림 7. 게임의 스텝 진행 과정
Fig. 7. Running steps in game

한 스텝마다 물리  법칙에 따라 World의 모든 물체

의 움직임과 충돌을 탐지하고 치를 재조정한다. 이 결

과 각 스텝마다 진행된 각 물체의 모양 변화나 치 변화

를 그래픽으로 그려야 한다. 그러나 JBox2D는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게임 응용이 탑재된 그래픽 

장치와 독립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

다. 신 JBox2D는 DebugDraw 라는 추상 클래스를 정

의하고 있으며 게임 등 응용 로그램에서 그래픽 처리 

시 DebugDraw를 상속받아 그래픽 루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JBox2D에는 각 스텝마다 World, Body, 

Shape 등이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해 DebugDraw 타

입의 인스턴스를 응용 로그램으로부터 얻어 그림을 그

리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게임에서는 DebugDraw 클래스를 상속받아 

AndroidDraw 클래스를 작성하 다. World, Body,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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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들은 각 시뮬 이션 스텝마다 AndroidDraw 클래스

의 drawPolygon() 멤버를 호출한다. drawPolygon() 메소

드는 Android Graphics API를 호출하여 GameView에 그

림을 그린다.

5. 물체 삭제

물체의 삭제는 물체가 World의 경계선에 닿았을 때 일어

난다. 본 게임에서는 사용자 캐릭터나 사용자가 그린 물체가 

World의 경계선에 닿았을 때 일어난다. 물체 삭제는 삭제할 

Body 객체를 간단히 그림 2의 링크드 리스트에서 제거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JBox2D의 World.destroy Body() 메소드

를 사용하여 물체를 삭제한다.

6. 게임 스테이지별 초기 지형 생성

기 지형 역시 그래픽이 아니라 물리 법칙이 작용하

는 물체이다. 기 지형은 각 스테이지마다 다르다. 스테

이지 4의 를 들면 그림 8과 같이 Body와 pulley joint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8. 스테이지 4의 초기 지형
Fig. 8. Initial state of stage 4

바구니로 보이는 물체와 추(1t) 물체를 연결해서 사용

자 캐릭터가 바구니 물체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구니가 내려가면서 목표 캐릭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 되었다. 만일 사용자가 단말기를 당히 기울이게 

되면 가속도 센서가 작동하고 게임은 이를 반 하여 바

구니에 사용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된다.

7. 게임 시연

스테이지 1이 시작되면 그림 9에 왼쪽에 사용자 캐릭

터가 보인다. 오른쪽의 목표 캐릭터 사이에는 길이 끊어

져 있으며 사용자가 LCD 터치를 이용하여 선을 그으면 

선 모양의 물체가 생기고 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져서 

그림 10과 같이 다리가 놓여진다. 

그림 9. LCD 터치를 이용하여 물체 생성
Fig. 9. Creating objects using LCD touch

그림 10. 단말기를 기울여서 가속도 센서를 작동시켜 사용자 
캐릭터 움직이기

Fig. 10. Moving user character by tilting mobile 
device

그림 10은 단말기의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기 해 단말

기를 기울이는 화면이다. 단말기를 기울인 결과 목표 캐릭

터는 이어진 다리 같은 물체 로 력의 법칙을 받아 미

끄러지듯이 움직이고 결국 목표 캐릭터에 도달하게 된다.

그림 11. 스테이지 4에서 사용자 캐릭터를 pulley joint로 
연결된 바구니 Body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하강

Fig. 11. Safely falling down user character by 
using a bowl body connected pulley 
joint in st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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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았음

그림 11은 스테이지 4에서 구성된 pulley joint 기 지

형의 바구니 Body를 이용하여 사용자 캐릭터가 안 하

게 하강하는 모양이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물리 엔진의 이론 연구나 게임 이론에 한 

것이 아니며, Crayon Physics로 알려진 PC 게임의 아이

디어를 도입하여 LCD 터치와 가속도 센서 등의 모바일 

단말기 만의 특징을 활용하여 입력 형태를 다양화한 안

드로이드 모바일용 게임으로 새로 설계 구 된 게임 사

례를 소개한다.

본 게임에서 사용된 물리 엔진은 오  소스로 제공되

는 JBox2D 물리 엔진을 안드로이드에 그 로 이용하

다. 사용자가 LCD 터치를 이용하여 임의 로 그림을 그

려서 게임 속에 물체를 만들 수 있게 하 으며, 단말기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단말기를 기울

이거나 움직이면 이 작동을 인지하여 물체나 사용자 캐

릭터를 이동시키도록 하 다. 게임의 모든 그래픽은 안

드로이드 그래픽 API를 이용하여 처리하 다.

본 논문에서 구 된 게임은 시험  성격이 강한 것으

로 추후 모바일 단말기 만의 고유한 특징을 보다 가미하

고 물리 엔진의 성능을 측정하여 모바일 단말기 상에서 

물리 엔진을 이용하는 합한 게임 모델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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