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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미지 왜곡 분야는 공학 및 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 응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미지 왜곡에 관
한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미지 왜곡의 예술적 표현에 대
한 미학적 해석을 살펴본다. 또한 자기력을 이용한 이미지 왜곡이 예술적 표현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 몰입요
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실제 Unity3D 엔진을 이용하여 구현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력 기반의 이미지 
왜곡이 예술적 표현의 이미지 왜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
한 창조적인 감성콘텐츠의 제작과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 예술적 감성 표현, 자기력, 사용자 몰입, 이미지 왜곡,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Abstract  The image distortion field has been studied and applied variously in the fields of engineering and 
art. This research is to express artistic sense by using the engineering technology on image distortion. In order 
to do this,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aesthetic interpretations on artistic expressions of image distortion. 
Then, it explains that image distortion using magnetic force can be an artistic expression method and includes 
user immersion elements. In addition, it demonstrates that image distortion can be used as an artistic emotional 
expression based on interactio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reative 
emotional contents through the convergence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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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학 분야에서 이미지 왜곡은 컴퓨터 그래픽스와 가

상 실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다. 엔비디아 VR(Virtual 

Reality) 해드셋은 학 즈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주

변을 바라보면 주변부가 심을 향해 둥 게 말려 들어

가 있는듯한 왜곡 상을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

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에서는  특수 상을 만들기 

해 이미지 블러링 등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왜곡된 차

량 번호 등의 이미지를 보정하는 등에 사용된다.

술의 역에서는, 사실 인 상을 충실히 재 하던 

르네상스의 향력에서 벗어나 모더니즘의 미술로 진행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 왜곡표 이 나타났으며, 미술

에서도 이미지 왜곡은 많은 작품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회화에서 요하게 여겨졌던 재 의 문제가 더 이

상 미학의 핵심이슈가 되지 못하면서, 감각과 감성의 문

제에 집 하게 되고, 감성을 달하는 표 방법으로 이

미지의 왜곡이 자주 연구 되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술 분야와 공학 분야에서 다

루어져 온 이미지 왜곡은 융합 시 에 진입되면서 교차

하면서 사용되어져 왔다. 즉 공학 분야에서는 왜곡된 이

미지들을 이미지 왜곡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상

인 형태로 보여주기 한 사실 재  심에서 사용자 경

험을 강조하면서 술성을 담기 시작하 다. 술의 

역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역에서 사용되어져 온 공학

인 이미지 왜곡 기술들을 포토샵, 일러스트 이터 등

의 이미지 편집 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로세싱이나 OpenCV등의 로그래  언어에서는 

이미지 왜곡 알고리즘을 포함한 상 처리 기술들을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원래의 이미지를 로그래

 기술을 이용하여 왜곡된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역으로 처리하는 기술들이 술과 공학의 역에서 교차

되면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공학과 술 분야 모두에서 감성

인 기술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 경험이 강화되는 

시 인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배경에서 공학 인 기술을 이용하여 술 인 이미지 

왜곡을 표 하기 한 시도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술과 공학이 교차되고 

융합되고 있는 시 에서 사용자 경험의 증 를 한 자

기력 기반의 상 왜곡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사용자

가 자기력을 이용하여 자성 물체 즉 자석을 이동하는 경

우 이동되는 정도에 따라 이미지가 왜곡 되게 하는 것이

다. 즉 자석의 이동에 따른 자성 물체의 이동과 자기력의 

변환에 한 공학 인 정보들을 술 인 감성으로 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력 기반의 상왜곡이, 술의 감성을 

담을 수 있으며, 인터랙티 를 유도하는 몰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상호작용 기반의 다양한 감성기술 등에

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회화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왜곡을 술 감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자기력을 통한 이미지 왜곡이 술  감성표

과 상호작용에 유리한 장 을 갖고 있음을 설명한다. 4

장에서는 로그램 구 을 통한 실제 실험결과를 보여주

고 5장에서는 결론을 언 한다.

2. 예술적 감성표현으로 이미지왜곡

술의 역에서의 이미지 왜곡은 많은 부분에서 감

각과 감성의 차원에서  표  는 해석되었다. 특히 20세

기 미술에서 사실 인 상을 충실히 재 하는 것이 더 

이상 미학의 핵심이슈가 되지 못하면서, 감각과 감성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

지 왜곡은, 어떠한 감성을 달하는 표 방법으로 자주 

등장되곤 하 다.

특히 들뢰즈는(Gilles Deleuze), 회화에서의 ‘왜곡’의 

문제를 감성의 표 으로 해석하 고 회화의 과제는 보이

지 않는 감각을 그리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 그래서 들

뢰즈는 그의 미학론에서, 란시스 베이컨의 신체왜곡의 

그림을 원용하여, 형상이란 감각과 연 되어 있는 감각

 형태로 해석하여 ‘감각과 연 시키는 것’, ‘감각으로 

끌고 가 충격 인 그 무엇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

고 있다[1,2].

[Fig. 1]은 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이다. 들뢰즈는 그

의 왜곡된 신체를 ‘기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s)’ 

라는 표 을 들어 설명하곤 하 다. 기  없는 실체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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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 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성 , 선형 인 통제 

하에서 기 들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구상을 곧 재 이라고 보았으며, 재 은 특

정 이미지와 그 이미지가 보여 다고 여겨지는 상과의 

‘ 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 다. 그래서 서술 이고 서

사 이며 이야기(STORY)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고 

하 다. 그러나 들뢰즈의 ‘형상’은 재 할 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꾸미고 나타내어야 할 이야기도 만들지 않

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의 ‘사실(FACT)',내지 ’사건

(EVENT)' 을 시할 뿐이다[1,2]. 

그는 베이컨의 그림[Fig. 1] 속의 이미지왜곡을 감각

 형상을 한 회화  장치가 나타난다고 해석하 다. 

베이컨 회화에서 보여 지는 왜곡은, 어떤 것을 재 하는 

것도 모방하는 것도 아니며, 그의 왜곡된 신체는 그가 그

리고자 했던 것이 하나의 상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감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형상은 그것이 어떤 

이야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특정한 상을 가리키지 않

는다고 말한다[1,2]. 즉, 그는 베이컨 회화에서 보여 지는 

왜곡 이미지는 술의 감각과 힘을 그리고 있다고 해석

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두뇌보다는 신경시스템에 

직  작용하고 있는 감각  표 이라고 설명한다.

[Fig. 1] Francis Bacon’s Art Painting

[Fig. 2]  Edvard Munch’ artwork, “The Scream”

3. 자기력을 통한 이미지왜곡

술에서의 이미지 왜곡은 작가와 술사조에 따라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지만, [Fig.  1], [Fig. 2]에서처럼 특

정 부분의 과장이나 축소의 공통된 특징들이 자주 등장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자기력 기반의 이미지 왜곡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질 수 있다. 자석을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

거나 자기력의 세기 정도에 따라 이미지 왜곡의 방향과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자석을 아래로 심하게 이동하

는 경우 자기력의 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자성체 즉 철

분들의 이동 정도가 결정되어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  

자기력의 세기도 이미지 왜곡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기력이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의 이미지는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며, 자석으로 멀어질수록 이미지의 왜곡이 완만해

질 수 있다. 한 자석의 갯수와 강도를 단계별로 달리할 

수 있어서 이미지의 왜곡을 심하게 하거나 완만하게 하

는 것과 더불어 이미지 체를 한번에 왜곡하게 하는 것

과, 자석의 개수를 증가시켜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부분

의 부분  왜곡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자기

력 환경 설정과 자석의 이동 정도와 이동 속도, 자기력의 

세기등과 련된 사용자 인터랙션으로 인한 비주얼 효과

는 술작품의 사용자 경험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로 (Laurel, B)은 ‘몰입과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그녀

의 논문에서‘Good Human Interaction’의 룰들  이와 같

은 ‘액션의 개연성’ 부분을 설명하 다[3,4]. ‘인터랙션을 

발생하게 하는 좋은 액션은 다음 액션과 개연성의 약속

된 선상에서 발생한다.’고 기술하 다. 즉 성공 인 인터

랙션은 기액션이 리액티 한 요소를 가져야 하고 이것

은 첫 번째 사건(incidents)의 지속으로 인터랙션이 성공

으로 보여 진다고 설명하 다[3,4]. 

자기력에 즉각 으로 반응하는 자성체의 속성은 이러

한 로 의 연구를 구 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자기력에 반응하는 자성체들은 자석에 

즉각 으로 반응한다. 즉. 자석을 가까이 하는 행동의 연

속성에 따라 자성체들 한 연속 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일반 으로 상호작용기반 사용자들의 

몰입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칙센트 미하이 역시, 몰입(flow)의 특징으로 행동과 

인식의 조화, 자기의식의 상실, 행동의 애매모호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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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인 피드백이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바 있다

[5]. 즉, 사용자들의 행동을 자성체를 움직이게 하는 자기

력(물리 상의 한 요소)로 역할 하게 하여 이미지왜곡의 

결과비주얼을 발생시키게 한다. 

사용자들은 스스로 물리  법칙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힘)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물리 상의 법칙의 

개연성 상에서 미디어를 체험하면서 일체감을 통한 실재

감,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다.

4. 구현

본 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언 된 술  감성표

으로 이미지 왜곡을 구 하기 한 방법을 기술한다.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기력을 구 하는 방법에는 주

로 2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번째 방법은 자기력의 기본 

법칙인 Maxwell 방정식을 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완

벽하게 구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공학이나 기계[8,9], 

기 자[10,11], 로보틱스[12,13] 등의 정  분야에서 사

용하는 방법으로 실세계의 자기력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로그래  언어로 Maxwell 방정식을 구 하

는 것에 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완

벽하게 Maxwell 방정식을 구 하지 않더라도 실세계의 

자기력과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구 하는 것

이다. 이 방법은 계산 시간과 제작의 효율성 때문에 주로 

인터랙트  콘텐츠나 과학 교육용[14,15]에 주로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자기력을 구 하는

데, 다양한 스마트폰 기기에 쉽게 이식이 가능하고 제작

이 용이한 Unity3D 엔진을 사용한다.

자기장을 구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Unity3D 애

셋 스토어의  Magnetodynamic 패키지 1.0 버 [6]을 사

용하며 이 에서 1개의 자석으로 철분이 이동되는 것과 

계되는 소스만을 추출해서 사용한다. Magnetodynamic 

패키지는 사용자가 허용할 만한 시간 안에 실 세계의 자

기력과 유사한 비주얼 효과를 보여주도록 제작된 것이다

[7]. 

[Fig. 3]은 자기력을 이용한 이미지 왜곡 원리를 보여

다. 이미지 왜곡 구  원리는 4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

째 단계는 기 환경 설정 단계로 자성체(철분) 오 젝트

와 텍스처 이미지 오 젝트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철분 오 젝트를 생성하고, 왜곡에 사용될 이

미지를 로드하여 객체화하는 단계이다. 이 에서 철분 

오 젝트는 11행*11열로 구성되어 있다. 철분 오 젝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왜곡되는 부분이 세 해 질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철분 오 젝트와 텍스처 이미지 오 젝

트의 버텍스 좌표를 1:1로 맵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철분 오 젝트가 이동하는 양만큼 이미지 오 젝트

의 텍스처 부분이 이동될 수 있도록 철분 1개와 이미지 

오 젝트의 텍스처 좌표를 1:1로 맵핑한다. [Fig. 3](b)의 

(n, x, y, tu, tv)에서 n은 철분 오 젝트의 번호, x, y는 

철분 오 젝트의 x축과 y축의 치 정보, tu, tv는 이미지 

오 젝트의 텍스처 좌표이다. 이 에서 텍스처 좌표는 

철분 오 젝트의 행과 열의 개수와 동일하게 조각화 되

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철분 오 젝트가 이동되는 양만큼 텍

스처 이미지가 왜곡되는 단계이다. 철분 오 젝트가 이

동되는 경우 치는 이동된 좌표로  변경되지만 텍스처 

좌표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 게 함으로써 이 과 다른 

치에 철분 오 젝트의 텍스처가 그려질 수 있다. 즉 왜

곡이 발생되는 것이다. [Fig. 3](c)는 이를 보여 다. 첫 

번째 철분 오 젝트(1,0,0,1/11,1/11)가 2행 2열 치로 이

동되는 경우 (1, 2, 2, 1/11,1/11)가 되어 이동된 좌표에 첫 

번째 철분 오 젝트의 텍스처 좌표 이미지가 그려진다. 

철분 오 젝트가 이동될 때마다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이미지 왜곡은 구 된다.

실험의 명료화를 해 자석의 개수는 1개로 설정하고 

자석의 이동은 마우스로 제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지가 입 질 면의 버텍스 개수를 121로 설정하 으며  소

스의 일부를 보여 다. 먼  N*N개의 철분 오 젝트를 

생성하고 이와 동일한 개수의 Vertex 객체를 생성한 후 

왜곡하려는 이미지를 큐  객체의 머티리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철분의 개수도 121로 설정한다. 

<Table  1>은  [Fig. 3]의 구  로세스에 의한 철분 

오 젝트의 소스 일부를 보여 다.  왜곡에 사용될 일

인 Image 일을 로드하고 이 일을 Image 객체로 만드

는 과정이 먼  진행되었다고 가정한다. Start() 함수는 

철분 오 젝트가 생성될 때 1회 호출되는 함수이다. 

Image 오 젝트를 찾아서 image에 장한다(단계 1). 

Update() 함수는 매 임마다 실행되는 함수이다. 단계 

2와 3에서는 image 오 젝트의 mesh와 vertices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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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_mesh와 m_vertices에 장한다. m_mesh는 텍스

처 이미지의 mesh를 갖고 있다. 단계 4는  m_vertics[n], 

즉 n 번째 텍스처 이미지 버텍스의 좌표값을 철분의 이

동된 좌표값으로 변경하는 과정이다. 텍스처 좌표인 

tu,tv 좌표는 변경하지 않고 공간좌표인 x,y,z만 변경된

다. 이 게 함으로써, n번째 철분에 해당하는 텍스처 이

미지의 버텍스의 좌표는 이동된 철분 좌표값으로 변경되

지만 텍스처 좌표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왜곡

이 발생하게 한다.

[Fig. 3] Principal of Image Distortion

Function Start() {
  (1) image = GameObject.Find ("Image")
}

Update()
  (2) m_mesh =image.GetComponent(MeshFilter).mesh;
  (3) var m_vertices : Vector3[] = m_mesh.vertices;
  (4) m_vertices[n]=tranform.position(x,y,z);
  (5) m_mesh.vertices = m_vertices; 
}

<Table 1> Source

단계 5는 텍스처 이미지의 버텍스 값들을 m_mesh_vertices

에 복사하는 단계이다. 이후에 m_mesh.vertices를 image 

오 젝트의 메쉬 버텍스에 복사한다.

[Fig. 4]는 <Table 1> 소스에 의해 사용될 원본 이미

지로서 철분 오 젝트가 11*11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Original Image

[Fig. 5]는 철분이 이동된 정도에 따라 이미지 왜곡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자석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한 

경우 철분 오 젝트들도 왼쪽 상단으로 이동되어 이미지 

왜곡이 발생된다. 이는 사용자가 자석 이동을 하는 경우 

즉각 으로 화면의 이미지가 왜곡됨을 보여주는 로 사

용자 몰입에 도움을 주는 가 될 수 있다.

[Fig. 5] An Example of Distor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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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다른 로 [Fig. 5]에  비해 이미지 왜곡이 

심하게 일어난 경우이다. 자석을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

으로 이동하는데  [Fig. 5]에 비해 이동량을 크게 한 경우 

철분의 이동 정도도 커져서 이미지 왜곡 정도가 [Fig. 5]

에 비해 심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자석  

이동량에 따라 왜곡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을 사용자가 

직 으로 알 수 있어 사용자 경험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다.

[Fig. 6] An Example of Distorted Image 

5.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창조성이 국가 경제발 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시 에서 술과 과학기술의 창조  융합도 

감성콘텐츠 맥락에서 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

는 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창조 인 감성콘텐츠의 맥

락에서 연구한 것이다. 즉, 자기력에 한 과학 기술의 매

체  속성을 활용해서 사용자 몰입이 가능한 술감성 

표 으로의 이미지 왜곡을 구 한 것이다.

이를 해, 먼   이미지 왜곡표 이 시각 술에서 감

성표 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미지 

왜곡이 술  감성을 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Unity3D 엔진을 이

용하여 자기력을 구 하고 사용자의 상호 작용으로 이미

지가 왜곡되는 술  표 을 보여주었다. 자기력은  사

용자가 애매모호함 없는 즉각 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체  장 이 있으며, 상호작용에 유리한 몰입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자 몰입에 유리한 매체  

속성이 있음을  설명하 다. 그리고 실제 자기력의 원리

를 이용해, 이미지왜곡을 로그래  하여 보여주었다. 

그에 따라 자기력기반 이미지 왜곡은 술감성의 표

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한 상호작용기반의 다양

한 콘텐츠에서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술 분야와 공학 분야가 융합되어지고 교

차되는  시 에서 술  표 의 속성을 공학 인 기

술을 이용하여 구 하고 이를 사용자 경험에 연계하 다

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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