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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를 이용한 가상 비눗방울 재현을 위한

물리 파라미터

Physical Parameters for Synthesis of 
Virtual Soap Bubbles using Straws

석윤지*, 진성아**

Yunji Seok*, Seongah Chin**

요 약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눗방울 생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물리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사용가능한 비눗방울 재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비눗방

울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세기로 바람을 부는지, 주변 환경의 조건은 어떤지에 따라 다양한 모형과 색상으

로 표현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비눗방울 생성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기반 파라미터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

해 비눗방울 생성 도구와 바람을 부는 지속시간에 따른 비눗방울의 모양과 렌더링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실

험하였다.

주요어 : 가상 비눗방울, 비누막, 비눗방울 모델링, 비눗방울 렌더링

Abstract As computer hardware and computer graphics technologies have developed in recent years, one can 
find research on the creation of bubbles.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soap bubbles that are modeled and 
rendered using actual physical parameters. The bubbles are expressed in a variety of models and colors 
depending on which tool is used, which strength is used, and the condition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 synthetic methods to create virtual soap bubbles  based on physical 
parameters derived from some straws such as  the bubbles' diameter over time and the number of bubbles when 
blowing. On the top of that, we will show a model of a soap bubble that can be usable in a virtual reality 
contents and optimized with render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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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확장이 예상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의 핵심 기술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소재와 장면

을 얼마나 실제에 근접하게 재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비눗방울은 얇은 비누막이 공기를 감싸고 있는 형태

로 매우 가벼워 작은 힘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2]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 다른 방울에 비해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버블 아트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3]. 컴퓨

터 그래픽스에서 비눗방울에 대한 연구는 비눗방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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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합쳐지는 모형이나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이용한 시

뮬레이션에 불과했으나 [4] 최근에는 Vortex Sheets를

이용하여 많은 비눗방울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를 사실

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5]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하

드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모션 인식을 이용해 비눗방울

의 생성과 터짐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6]. 또한 빛의

상쇄와 간섭에 의한 색의 변화까지 구현하기에 이르렀

다 [7]. 그러나 실제 측정된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 비눗

방울의 크기를 결정하거나 VR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리기반 비눗방울 모델링 및 렌더링에 관한 연구

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한 실제 측정값을 이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생성할

비눗방울의 크기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실제 콘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렌더

링 파라미터를 이용한 비눗방울 모형을 제시한다.

Ⅱ. 비눗방울의 지름

1. 비눗방울 지름 측정 실험

본 연구에서는 비눗방울의 모델링에 필요한 비눗방

울의 두께를 구하는 식과 표면장력의 원리에 대한 식에

사용되는 비눗방울의 지름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현재 부는 힘에 따른 비눗방울의 지름에 관한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

해서 비눗방울의 지름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표 1. 실험장비 정보 및 환경 정보

Table 1. Experimental equipment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도구명 상세 정보

카메라(DSLR) Canon EOS650D

빨대1(얇은 빨대)
길이 : 20.6cm

지름 : 0.7cm

빨대2(두꺼운 빨대)
길이 : 24.7cm

지름 : 1.1cm

온도 24∼26(C)

빛 205∼208(Lux)

카메라와 비눗방울

사이의 거리
180cm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 도구들의 정보와 실험 환

경 변수는 표 1 과 같다. 특히 비눗방울을 부는 도구는

한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가장 자주 쓰이는 도구

인 빨대를 선정하였다. 빨대는 지름 0.7cm인 얇은 빨대

와 지름 1.1cm인 굵은 빨대로 나누어서 실험하였다. 본

실험은 축척용 물체(100원 동전)를 고정하고 비눗방울

을 불면서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여 180cm 떨어진

지점의 카메라를 이용한 연속 촬영으로 비눗방울의 모

습을 촬영한다. 사진 촬영으로 얻어진 비눗방울을 축척

비율로 계산하여 각 샘플 비눗방울들의 지름을 측정하

고 시간을 기준으로 결과 값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비눗방울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 0∼1초 사이에 불어서 생성된 작

은 여러 개의 비눗방울과 두 번째, 2초 이상으로 불어

서 한 번에 하나의 큰 사이즈의 비눗방울과 작은 비눗

방울 0∼5개 정도가 생성된 경우로 나뉘어서 측정하였

다. 0∼1초의 경우에는 40개의 샘플 비눗방울의 평균적

인 사이즈와 비눗방울 사이즈의 최대, 최솟값을 구하고,

한번 불 때 생성되는 평균 물방울의 수를 측정한다. 2

초 이상인 경우에는 측정한 시간을 기재하여서 시간별

비눗방울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 후 각 시간대별로 정

리하여서 비눗방울의 지름이 변화하는 길이와 초당 증

가량을 계산한다.

2. 비눗방울 지름 측정 실험 결과 도출

1) 실험 1 (빨대1 : 얇은 빨대)

그림 1에서 첫 행은 0∼1초 사이의 촬영 결과이고

둘째 행은 2초 이후의 촬영 결과이다. 두 경우의 차이

를 확연히 알아볼 수 있다. 첫 행에서는 비눗방울의 크

기가 작고 비눗방울의 개수가 비교적 많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둘째 행에서는 비눗방울의 크기

가 좀 더 큰 반면에 생성되는 개수는 적게 나타났다.

그림 1. 얇은 빨대의 결과 사진

Figure. 1. Thin straw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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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초) 지름(mm) 초당 지름(mm)

3.0 86.0 28.4

3.2 87.6 27.7

3.4 88.0 26.3

3.5 87.4 25.1

3.7 93.4 25.0

4.5 94.7 21.2

4.8 113.9 23.8

5.3 106.8 20.1

5.4 103.1 19.2

6.1 116.8 19.1

7.5 120.2 16.1

9.6 127.4 13.3

9.7 135.6 14.0

13.0 141.4 10.9

14.7 152.6 10.4

얇은 빨대를 이용한 실험에서 0∼1초 사이의 비눗방

울의 지름은 평균은 19.10mm이고, 범위는 15∼25mm

사이로 나오는 것을 다음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얇은 빨대의 0∼1초 사이의 결과 값
Ttable 2. Thin straw results between 0 and 1 second

횟수
지름

(mm)
횟수

지름

(mm)
횟수

지름

(mm)
횟수

지름

(mm)

1 16.98 11 19.02 21 24.51 31 15.57

2 21.96 12 19.79 22 15.96 32 18.00

3 19.15 13 15.83 23 16.34 33 15.06

4 19.40 14 16.34 24 15.83 34 25.53

5 20.04 15 21.70 25 18.51 35 19.02

6 19.66 16 16.85 26 19.91 36 18.89

7 28.34 17 20.94 27 19.02 37 19.28

8 27.96 18 21.06 28 19.91 38 17.87

9 17.62 19 15.32 29 17.74 39 18.26

10 24.38 20 22.85 30 19.40 40 15.45

표 3. 얇은 빨대의 2초 이후의 결과 값

Table 3. Thin straw results after 2 seconds

얇은 빨대를 이용한 실험에서 2초 이후의 비눗방울

의 지름은 부는 초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그림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초 이후의 비눗방울의

지름은 최소 86mm에서 최대 152.6mm까지 증가한다.

또한, 비눗방울의 지름과는 반대로 부는 시간이 증가할

수록 초당 늘어나는 지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빨대를 부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지름

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즉, 빨대를 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동안은 증가하지만 충분히 비눗

방울이 커지면 증가되는 지름은 제한 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2. 얇은 빨대의 2초 이후 결과 데이터

(상 : 지름, 하 : 초당 지름)

Figure 2. Result data after 2 seconds of the thin straw

(Top : diameter, Bottom : diameter per second)

2) 실험 2 (빨대2 : 두꺼운 빨대)

그림 3은 실험 2의 결과 사진 중 일부이다. 위의 실

험 1과 같이 첫 행의 두 장은 0∼1초 사이의 촬영 결과

이고 둘째 행의 두 장은 2초 이후의 촬영 결과이다. 실

험 1에서의 사진 보다 비눗방울의 개수와 크기의 차이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두꺼운 빨대의 결과 사진

Figure. 3. Thick straw results

두꺼운 빨대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지름 값이 실험 1

의 얇은빨대보다 5mm 정도 더큰것을확인할 수있다.

0∼1초 사이의 비눗방울의 지름은 평균은 27.11mm이고,

범위는 20∼35mm 사이로 나오는것을다음표 4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범위 또한 얇은 빨대 보다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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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굵은 빨대의 0∼1초 사이의 결과 값
Table 4. Thick straw results between 0 and 1 second

횟수
지름

(mm)
횟수

지름

(mm)
횟수

지름

(mm)
횟수

지름

(mm)

1 29.23 11 28.47 21 31.02 31 29.11

2 23.49 12 32.30 22 30.74 32 26.55

3 32.81 13 24.51 23 28.85 33 33.70

4 28.04 14 29.23 24 35.49 34 20.81

5 28.60 15 26.55 25 23.23 35 28.72

6 21.70 16 33.70 26 24.26 36 25.15

7 23.87 17 26.30 27 30.13 37 30.13

8 25.28 18 27.70 28 31.91 38 24.26

9 30.77 19 30.51 29 24.64 39 26.68

10 27.57 20 20.68 30 32.68 40 33.45

두꺼운 빨대를 이용한 실험에서 2초 이후의 비눗방

울의 지름은 부는 초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그림 5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초 이후의 비눗방울의 지름

은 최소 90.1mm에서 최대 161.9mm까지 증가한다. 또

한, 비눗방울의 지름과는 반대로 부는 시간이 증가할수

록 초당 늘어나는 지름은 44.1mm에서 20.8mm로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소한다.

서로 비슷한 힘으로 불었을 때, 얇은 빨대가 더 입구

가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1회에 불리는

비눗방울의 수가 얇은 빨대는 평균 32.7개고 두꺼운 빨

대는 19.1개로 두꺼운 빨대보다 얇은 빨대에서의 비눗

방울 개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서는 두

빨대를 이용하여 1회에 불리는 비눗방울의 개수에 대한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두꺼운 빨대의 2초 이후의 결과 값

Table 5. Thick straw results after 2 seconds

시간(초) 지름(mm) 초당 지름(mm)

2.0 90.1 44.1

3.4 109.9 32.7

3.7 106.7 28.6

4.1 122.7 29.6

4.5 130.3 29.2

5.2 128.9 25.0

5.2 137.1 26.2

5.3 135.5 25.5

5.4 125.0 23.3

5.6 142.5 25.6

5.6 132.6 23.6

5.9 143.2 24.3

6.7 134.7 20.1

7.0 143.2 20.4

7.8 161.9 20.8

그림 5. 두꺼운 빨대의 2초 이후의 결과 데이터

(상 : 지름, 하 : 초당 지름)

Figure 5. Result data after 2 seconds of thick straw

(Top : diameter, Bottom : diameter per second)

표 6. 얇은 빨대와두꺼운 빨대의 0∼1초 사이로 불때 1회 평균
개수

Table 6. Thin straws and thick straws Average number of

times 1 to 0 seconds

실험 횟수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얇은 빨대의

비눗방울 수
23 23 28 29 31 33 35 36 40 49 32.7

굵은 빨대의

비눗방울 수
12 16 17 18 18 19 19 20 23 29 19.1

Ⅲ. 비눗방울의 렌더링 및 구현 결과

비눗방울을 렌더링하기 위한 파라미터로는 전체 투

명도(Opacity), Rim light, Texture partition이 있다. 이

중 전체 투명도(Opacity)는 계면활성제에 의한 비눗방

울의 농도 변화를 시각적 효과로 표현하며 빛의 위치에

따른 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Rim light는 보는 시

각과 빛의 위치,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비눗방울 테두리

의 스펙트럼이 표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눗방울을

보는 시점과 빛의 방향이 직선일 때 테두리는 점점 얇

아지게 된다. 그리고 Texture partition은 현실감을 표

현하는 최적의 Partition parameter 값을 찾기 위해 실

험을 하였다.

최근 치과치료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개발되었는데

4개 이상의 텍스쳐를 이용하여 렌더링한 사례가 보고되

었다 [8]. 본 연구에서도 텍스쳐 기반의 비눗방울의 렌

더링을 구현하였다. Unity의 Shader Forge를 이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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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최솟값 (0.5) 중간값 (2.5) 최댓값 (5.0)

Opa

city

Rim

light

최솟값 (0.5) 중간값 (2.5) 최댓값 (5.0)

Tex

ture

parti

tion

최솟값 (0.1) 중간값 (0.5) 최댓값 (1.0)

표 7. 비눗방울의 렌더링 파라미터

Table 7. Rendering parameters of soap bubbles

이 때, 비누막(Soap film)의 텍스쳐(Texture)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 7은 Unity에서 구현한 비눗방울의

렌더링이며 Unity 내에 있는 Directional Light의

Rotation 값은 X축 160, Y축 160, Z축 0으로 동일한 설

정을 사용하였다.

최솟값은 값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조절했으며 Rim light와 Texture partition은 전체투명

도(Opacity)가 최댓값 (5.0) 인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전체투명도(Opacity)와 Rim light는 중간값 (0.25)인 경

우로 설정했고 Texture partition은 (0.5)로 설정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눗방울의 모델링과 렌더링을 위한

파라미터 도출 모델을 제안하였다. 비누막의 크기는 도

구의 지름이 클수록 증가한다. 이는 도구의 지름이 클

수록 맺히는 비눗물의 양이 증가하여 생성 가능한 비눗

방울의 크기가 증가하고 동시에 통과하는 바람의 양이

많아져 비눗방울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비눗방울을 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

누막의 크기는 커지고 초당 증가량은 감소한다. 이는

비눗방울이 커질수록 지름이 증가하는데 필요한 분자

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VR 콘텐츠에

적용하면 단순한 비눗방울의 움직임이 아닌 사용자가

부는 방법에 따라 비눗방울의 크기가 변화하게 될 것이

고 시각적인 몰입감을 극대화해 줄 것이다. 또한, Unity

에 최적화된 렌더링 모델을 제안하여 파라미터에 따른

비눗방울의 변화를 관찰하여 조절 가능하여 Unity에서

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비눗방울을 불 때 바람의 세기가

항상 달라져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기 어려웠으므로 바

람세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렌더링 이미지는

텍스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그 때문에 적절한 이미

지를 구하지 않으면 비눗방울의 색을 다양하게 표현하

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한다면 사실적인

비눗방울 묘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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