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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미술의 만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르네
상스시기에 이탈리아 건축가 브루넬리스키가 원근법을 발명한 것이다. 당시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들은 기하학의 영역에서 아르키메데스의 13개 준정다면체를 재발견하는 데 기여하는 등,
수학자로서의 면모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기하학과 미술의 접점에서 탄생한 원근법은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파악하는 변화를 낳았고, 코이레 같은 과학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변화
는 추상적이고 수학적인 공간에서만 이해 가능한 갈릴레오의 운동법칙을 낳는 모태가 되었다.
미술사가 에저튼은 이를 더 발전시켜서 원근법의 유무가 서양과 동양의 과학기술 발전에 차이
를 낳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는 반론도 있지만, 르네상스기와 근대 초기에 수학
과 미술은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을 정도로 공통분모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이 발표에서 M.C. Escher의 사례를 통해 수학과 미술의 만남이 수학과 미술을 어
떻게 바꾸고,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풍성하게 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에셔는 회화와 건축을
전공한 뒤에 이탈리아에서 작업을 하다가 1936년에 알함브라 궁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의 타
일 패턴에 큰 감명을 받아서 이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그림으로 이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또
그는 거의 같은 시기에 ‘불가능한 그림’(impossible pictures)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
림들은 단지 지적인 유희에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패턴을 그린 그림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의 감각의 변형(metamorphosis)을 탐구했고, 불가능한 그림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
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토대가 우리의 생각만큼 탄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수학자대회가 1954년에는 네덜란드에서 개최되었다. 주최측은 전
세계의 수학자들이 모이는 이 대회에 맞춰서 대회장에서 가까운 미술관에서 에셔의 개인전을
열었고 이를 대회에 참석한 수학자들에게 홍보했다. 캐나다 기하학자 콕섹터는 이 수학자대회
에 참석했다가 에셔를 알게 되었다. 그는 연속적 패턴을 담은 에셔의 그림들에 큰 관심을 가
졌고,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 자신의 논문에 싣기 위해서 에셔에게 그림 두 점을 부탁했다.
1957년에 콕세터는 에셔의 그림이 들어간 논문의 별쇄본을 에셔에게 보냈는데, 에셔는 여기에
서 콕세터가 그린 원판 그림 한 장에 주목했다. 그 그림은 가운데의 형상이 대칭적으로 줄어
들면서 가장자리에서는 무한으로 줄어드는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에셔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만남은 에셔에게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Circle Limit
I-IV> 연작을 낳게 했고, 에셔와 가까운 친구가 된 콕세터는 에셔의 그림에 대한 기하학적 분
석을 담은 논문을 10편 가까이 출판했다.
1954년에 암스테르담 수학자대회에서 에셔를 알게 된 또 다른 수학자는 로저 펜로즈였다.
그는 아직 학생이었을 당시에 암스테르담에서 에셔의 그림을 보았고, 특히 <상대성>처럼 불가
능해 보이는 그림에 매료되었다. 펜로즈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그림을 만
드는 작업을 진행했고, 소위 ‘펜로즈의 삼각형’과 ‘펜로즈의 계단’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논문
을 작성했다. 그 역시 이 논문을 에셔에게 보냈는데, 에셔는 이 논문을 보고 원근법을 무시하
는 것처럼 보이는 3차원 도형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후기 작업
중 대표작인 <폭포>와 <상승과 하강>을 제작했다. 펜로즈 역시 에셔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예술과의 이러한 만남은 펜로즈에게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와는 다르다는 독특한 견해를 가지
게 했다. 펜로즈는 1970년대에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컴퓨
터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비주기적인 타일 배열 문제를 골라서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
는 데 성공했다.
에셔, 콕세터, 펜로즈의 만남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만남이 이들의 작업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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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던가, 혹은 각자의 작업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는 할 수 없다. 에셔의 Circle Limit나
Waterfall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전 작품의 연장선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에셔의 그림이 콕세
터나 펜로즈로 하여금 위대한 수학적 발견을 낳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하기도 힘들 것
이다. 그렇지만 역으로 이 만남이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에셔의
그림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더 깊은 철학적 문제를 담
기 시작했고, 이들 수학자들도 더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가지게 될 수 있었다. 적어도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는 이 만남을 통해서 더 풍성해졌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에셔는 콕세터나 펜로즈의 수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들 수학자들도 에셔의 판화가 담고
있는 인식론적인 질문을 공유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러셀이
설파했고 콕세터가 인용한 수학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수학이 진리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술도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세상과 사
물에 대한 진리 탐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수학과 미술이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인간적인 친밀함 속에 유지될 때,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진리
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깊이가 배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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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之法出於圓方 ... 圓出於方 方出於矩

(주비산경)

Ⅰ. 머리말
``미술과 수학은 오랜 친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를 `둘'이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들은 모두 영감(靈感, inspiration)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들이다. 우
리는 자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지만 아직도 그것이 `충분함'
을 모른다.

일정한 크기의 기둥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을 보는 것은 조화수열을 보는 것이다. 조화수열
은 화음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다.
조화수열이

일정한 크기의 타일들이 깔려 있는 바닥을 보면 또 다시

나타난다.1)

이탈리아의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의 세 권으로 된 조그만 “회화론
(Della Pittura, 1435)"은 미술사와 수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다. 알베르티는
이 책에서 화법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바라
보고 화폭에 담으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한 부분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삽화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2)

1) 김홍종, 문명, 수학의 필하모니, 효형, 2009.
2) L. Alberti, Della Pittura, 1435. (알베르티 지음, 노성두 옮김, 알베르티의 회화론, 사계절, 1998,
2004. 진중권, 서양미술사, 고전예술편, 휴머니스트, 20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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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기하학”이라고도 부르는 “자와 컴퍼스를 통한 측정술(Underweysung der Messung
mit dem Zirckel und Richtscheyt, 1525)”이라는 네 권의 책의 저자인 독일의 뒤러
(Albrecht Dürer, 1471-1528)도 다양한 원뿔곡선을 그리는 법을 설명하였지만, 이것도 오늘
날 요구하는 엄밀성이 다소 결여 되어 있다.

뒤러의 `측정술'에서3)
많은 화가와 기하학자들이 이런 도형과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얼굴 모
습이 다르고, 또 사물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한 ``다름 속에서도 같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활의 시대, 즉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가들의 열정은 사영기하학을 크게 발전시켰는데,4) 이
때 발견된 기본 정리 중 하나는 ``모든 사각형은 같다''는 것이다.5) 다시 말하면 공간에 두 평
면에 있고, 한 평면에는 정사각형, 또 다른 평면에는 일반사각형이 놓여 있을 때, 정사각형의
상(像, image)이 주어진 일반사각형이 되는 사영변환이 있다는 뜻이다. 사영변환이란 관점을
3) A. Dürer, Underweysung der Messung mit dem Zirckel und Richtscheyt, 1525.

E. Panofsky, The Life and Art of Albrecht Dürer, Princeton Univ. Press, 1943,

(에르빈 파노프스키 지음, 이산 옮김, 인문주의 예술가 뒤러, 한길아트, 2006.)

4) J. V. Field, The Invention of Infinity, Oxford Univ. Press, 1997, 2005.
5) D. Brannan, M. Esplen, J. Gray, Geometry, Cambridge Univ. Press, 1999.
M. Henle, Modern Geometries, Prentice Hall, 1997.
A. Ostermann, G. Wanner, Geometry by Its History, Spring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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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는 여러 투시도를 합성하여 얻은 것들이다.

그림: 사각형 바라보기

이와 같이 한 사각형이 정사각형의 그림자로 나타날 때,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상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그 모습이 타원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볼록 사각형 속에 내접하는 타원은 무수히 많이
있다.

이 많은 타원 중에서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투영하여 얻은 타원을 “투영방원”이라 부른
다면, 다음은 투영방원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일반적인 볼록 사각형의 내부에 “투영방원”을 작도하는 법을
설명한다.

-9-

Ⅱ. 투영방원
방원도란 정사각형 속에 내접하는 원이 들어 있는 그림을 뜻한다. 이 그림을 관찰자가 바라
보고 화면에 담으면, 화면과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 이때 방원도
가 놓여 있는 바탕면과 화면에 평행이면, 그 정사각형의 상은 여전히 정사각형이고, 원의 상
도 여전히 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탕면과 화면이 평행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바탕면의 정사각형의 두 쌍의 대변들은 각각 평행선들이고, 이것은 화면의 지평선에
서 두 소실점을 만든다. 그러므로 정사각형은 화면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그림에서 사각형 내부에 찍혀 있는 점(G)은 사각형의 두 대각선들의 교점인데, 이 점은
바탕면의 방원도에서 원의 중심에 대응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소실점들 E, F와 점(G)를 연결
한 직선들이 사각형 ABCD의 변들과 만나는 점들이 바로 투영방원이 접하는 점들이다.

이

점들을 A’, B’, C’, D’ 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림: 투영방원이 접하는 점들
이제 투영방원의 중심(O)을 구하기 위하여 타원의 다음 성질을 이용 한다:
타원의 현의 양 끝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P라 하면, P와 현의 중점을 연결한
선은 타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러므로 타원의 현 A’B’, B’C’, C’D’, D’A’ 의 중점을 각각 A’’, B’’, C’’, D’’ 이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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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방원의 중심 O는 직선 BA’’, CB’’, DC’’, AD’’ 들이 교차하는 곳이다. 물론 이 네 직선
은 한 점에서 교차한다.

이제 중심이 O이고 점 A’, B’, C’, D’에서 사각형 ABCD에 접하는 타원을 구성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주어진 각 ∠A’BB’ 에서 A’B’의 중점을 A''이라 할 때, 선분 BA'' 의 연장선
의 한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두 점 A', B' 에서 각 ∠A’BB’ 에 접하는 타원을 구하는 문제이
다. 중심이 주어진 타원은 서로 켤레를 이루는 벡터 v, w 를 사용하면
O + v cos t + w sin t
와 같이 쉽게 매개화할 수 있다. 결레를 이루는 벡터의 특징은 타원의 점 O+v에서 w가 접선
방향을 가리키고, 마찬가지로 점 O+w에서 –v가 접선방향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가 구하려는 투영방원에서 켤레를 이루는 벡터 중 하나는 v = OA’이고, 또 하나의
벡터는 벡터 A’B 의 크기를 조정하여 얻은 w = s A’B 이다. 이 크기 s를 구하는 문제는 간
단한 선형대수 문제이고, 따라서 투영방원이 완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벡터 OB’을 OA’과 A’B
의 일차결합으로 표현하여
OB’ = a OA’ + b A’B
라 할 때, s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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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투영방원을 구하는 알고리듬은 원뿔이나 포물면 등의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선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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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도」에 대한 질의문
한의정 (숙명여자대학교)
Ⅰ. 머리말
발표자는 미술과 수학의 수많은 접점 중 방원도를 택하고, 국내에 소개된 방법론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서 이 논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 르네상스 시대 사영기하학의 산물 중 하
나인 투영방원을 정의하고 그 작도법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의 논의들과 달리 알고리즘을 구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질의자는 이 적용의 지점에서 질문하고자 한다.
Ⅱ. 질문 1
구체적인 예술작품에서 방원도가 보이는 예들을 들어주실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본문에서 설
명해주신 투영방원 작도법대로 그려진 예가 역사적으로(혹은 현대에) 이미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
Ⅲ. 질문 2
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러한 작도법을 알지 못한 채 원, 원뿔, 포물면을 그린다. 순수한
수학이론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림은 완성도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험은 때로는
수학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 그림에 더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감동을 하기도 한다. 이는 순수
한 이성으로 가능한 이상적인 형식과 우리의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 문제이기도 하다, 또 한
편으로 우리는 완벽하고 정형화된 형식들이 반복될 때 느낄 수 있는 안정감, 편안함이 쉽게
지루함으로 바뀌는 경험도 한다. 이에 대한 (수학자로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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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르네상스 선 원근법적 회화 공간은 가시적인 현상계가 신의 진리로 연결되는 매개체라는 기
독교적 시각이 고전 광학의 기하학적 논증 방식과 결합된 결과물이다. 인간의 시지각 체험을
눈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광선에 의한 접촉으로 설명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광학의 유산이지만, 이를 ‘신성한 아름다움’의 가치로 승화시킨 것은 중세 광학의 몫이기 때문
이다. 사물의 형태에 대한 지각 작용의 원리를 밝히는데 주력했던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
에 비해서 중세 유럽 연구자들은 이미지를 통한 실체(진실)의 파악에 관심을 두었다.
15세기 선 원근법 연구자들 중에서도 L.B. 알베르티는 당시까지 광학에서 다루어졌던 ‘시각
적 인식’의 문제를 ‘시각적 재현’의 문제로 변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
르네상스 화가와 건축가들이 선 원근법을 주제로 한 논문을 남겼으나 대부분은 일점 투시도법
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에 반해서 알베르티는 중세 광학 이론가
들이 주창한 자연적

원근법의 철학적 가치를 충실하게 계승하면서도, 이미지의 논리적 성격

에 주목했던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논증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론의 설
명 방식뿐 아니라 화면 구성의 전제조건을 화가들의 ‘상식 수준으로’ 단순화했던 것은 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 피라미드에 대한 알베르티와 유클리드의 전제 및
주요 개념과 명제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초기 선 원근법 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고대와 중세
의 광학적 전통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변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알베르티 『회화론』 1권과 시각 피라미드의 이중 구조
르네상스 선 원근법 이론의 성립과정에서 유클리드 광학이 미친 영향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
나 실제적인 역할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르네상스 미술가들
이 즐겨 언급한 인물은 고전 광학 이론가들 중에서도 유클리드였다. 15세기 선 원근법의 개척
자인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그의 광학서 라틴어 필사본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다음 세기에 건축 설계와 관련해서 원근법의 활용 방안을 연구했던 세를리오는 자신의 논
문에서 ‘고대의 박식한 유클리드가 원근법의 개념과 기원에 대해 이미 훌륭한 설명을 남긴 만
큼’ 자신은 원근법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나 논쟁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6) 그
러나 실제로는 유클리드 광학 이론의 어떤 부분도 원근법에 대한 미학적 토대를 다루고 있지
는 않다. 엄밀하게 보자면 (회화적) 원근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고
대 광학자는 시각적 재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 현상에 대한 논리적 설명에만 초점을 맞추었
던 것이다.
보는 방식을 뜻하는 영어 perspective나 그 기원이 되는 라틴어와 달리 ‘원근법(遠近法)’이
라는 번역어에는 회화적 묘사 방식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들
을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초기 선 원근법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고대
와 중세 광학자들은 대상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던 데 반해서, 알베르티
와 초기 선 원근법주의자들은 동일한 원리를 역 이용해서 대상을 재현하는 방법을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알베르티의 선 원근법 이론은 “회화란 시각 피라미드의 단면이다.”라는 말로 요약된다.7) 이
6) Vaughan Hart, Peter Hicks ed., Sebastiano Serlio on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2001,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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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자체는 언뜻 보기에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의 시각 뿔 이론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알베르
티가 이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화면 구성 방법을 추론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동시대
화가들에게 선 원근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구상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주제
는 그의 회화론 1장 12절과 13절에서 집중적으로 서술되는데, 전통 광학의 시각 피라미드를
화면에 투사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12절 전체의 내용은 회화 작품이란 (일반적으로, 또는 근
본적으로) 시각 피라미드를 ‘투명 유리판처럼’ 가로지르는 단면이며, 화가들이 화면에 대상을
재현할 때 형성된 시각 피라미드와 관람자가 화면을 볼 때 형성되는 시각 피라미드가 일치해
야만 재현된 대상이 가장 적절하게 감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은 13절에서 알베르티는 어떻게 이들 둘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 “그림
이 (시각) 피라미드의 단면이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실제로 이 단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의 기반이 되는 면들에 대한 새로운 법칙들
을 알아볼 것이다.”8)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의 ‘새로운 법칙들’은 지각 대상인 물체들로부터 시
각 피라미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 법칙들은 12절까지의 1권 전반부에
서 이미 설명된 바 있다. 13절부터의 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상의 표면(시각 피라미드의
바닥면)과 화면(시각 피라미드의 단면)의 관계를 조절함으로써 대상의 원 비례와 화면상 이미
지의 비례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회화 예술의 기본 규칙들’이다.9)
알베르티가 언급하는 ‘면’들은 현대 기하학의 용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1권 첫 부분에서
‘점(punctum)', '선(linea)', '면(superficies)’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면이란 깊이가 아니라 길
이와 넓이와 성질(qualitas)에 의해서 인식된다고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납작한 면과 볼록
한 면, 오목한 면, 그리고 이들이 뒤섞인 복합면 등 다양한 면의 종류에 대해서 부연하기 때
문이다. 그가 사용하는 ‘면’은 지각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세계의 표면적인 외형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는 사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충실하게 계승한 것이다. 유클리드
는 기하학 원론 제 1권에서 면(ἐπιφάνεια)란 길이와 넓이만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평면(ἐπί
πεδος ἐπιφάνειά)는 똑바른 선들이 평평하게 놓인 면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10) 우리들이
겪는 혼란의 상당 부분은 그리스 어와 라틴어, 영어, 한국어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리스
어 ἐπιφάνεια란 기하학에서의 ‘면’이나 물리학에서의 ‘표면’ 개념보다는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물체의 ‘외곽 형태’에 더 가깝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서 이 단어가 평면 기하학 부분의
첫머리에서만 언급될 뿐 본문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가 입체 기하학 부분에서야 비로소 다시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11)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물체의 ‘외면(ἐπιφάνεια)’보다는 ‘평면
(ἐπίπεδον)’과 ‘평면적인 상황(ἐν ἐπιπέδῳ)’이 더 자주 언급되었다. 이에 반해서 알베르티의
회화론에는 물체의 ‘외면(superficies)’이 주요 탐구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회화론 13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알베르티가 등거리(equidistant)와 등선(collinear)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회화가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임을 강조했던 그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해
진다. 알베르티는 등거리와 등선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각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외곽 시선, 내부 시선, 중심 시선과 더불어 이러한 면들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킨 후에, 느닷없이 수학적 공리로 화제를 돌린다. 삼각형의 밑변과 등거리
7) Alberti, De pictura, I.12; Alberti-Spencer 1966, p.52; 알베르티-노성두 2000, p.33
8) Alberti-Spencer 1966, p.52.
9) Alberti, De pictura, I.23.
10) Euclid, Elements, 1권, 정의 5번과 7번.
11) 유클리드는 제 11권 첫머리에서 입체(στερεὸν)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입체의 외곽이 ἐπιφάνειά라
고 기술했다.

- 18 -

관계에 있는 직선을 그어서 큰 삼각형의 양변을 잘라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은 삼각형이
처음의 큰 삼각형과 일정한 비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12)
즉 알베르티는 회화론 제1권에서 고전 광학의 시각 피라미드로부터 출발하여 화면을 시각 피
라미드의 단면으로 이용해서 새로운 피라미드를 만드는 단계, 그리고 동시대 기하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들 두 피라미드를 일치시키는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했다. 그가 인간의 시야에 들
어오는 수많은 면들 중에서도 등거리와 등선 관계의 면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도 이들이 관
찰자의 시점과 화면 사이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등거리와 등선은 (보이
는 대상인) 면들끼리의 관계보다 화면 및 시선과의 관계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중심시선
과 직각을 이루는 화면과 등거리에 있는 면들은 화면 내에서도 원래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등거리 관계가 아닌 면들은 시선과의 각도에 따라서 형태가 왜곡된다.
비록 알베르티의 표현이나 용어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의도 자체는 명확하다. 물체 표면
의 각도가 화면의 각도 및 시선의 각도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에 따라서 시야에서의 왜곡과 화
면에서의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원래의 비례가 유지되는 관계를 화면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지각 상의 왜곡 현상은 고전과 중세 광학의 주요 논점이었지만 동일
한 법칙을 화면에서의 투영 문제로 전환시킨 것은 알베르티의 독창적인 생각이었다. 그는 이
미 경험적 선 원근법을 활용하고 있던 동시대 화가들에게 물체의 원 비례가 화면상에서도 그
대로 유지되는 기준면과 기준선(각각 화면과 등거리, 시선과 직각인 면과 선)을 만드는 규칙을
강조했다. 1권 전체를 시각 피라미드의 구조에 할애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인물과 건물, 다
양한 사물들을 이 기준면과 선들에 따라서 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2권 중반에서 따로 간
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선 원근법 이론을 설파하는데 있어서 알베르티는 의도적으로 수학자와 예술가의 경계선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고전 기하학과 중세 광학 이론서들의 추상적 개념과 서술 방식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과 감각의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의 재현이었
기 때문이다.13) 위에서 언급한 면 개념을 비롯해서 알베르티가 구사하는 기하학 용어의 혼란
상은 수학자의 추상적 세계를 화가들의 감각적인 세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연유한다.
관람자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사물의 크기가 작아지고 화면으로부터 후퇴하는 선들이 수평
선의 한 점에 수렴한다는 선 원근법의 일반적인 법칙은 당시 서유럽 화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
도 알려진 상태였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브루넬레스키와 마사초, 도나텔로 등
피렌체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세련된 수준까지 활용되고 있었다. 알베르티의 독창적인 면
은 ‘시선 거리’를 통해서 화면 속의 세계와 화면 밖 세계를 동일한 시각 피라미드의 정점에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한 부분이다.14) 화면의 사각형 틀 안에 소실점을 정할 때
12) 알베르티의 원래 문구는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 나오는 명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기하
학 원론 6권 명제 2번 등 참조.
13) 회화론 1권 2절에서 알베르티는 현실계의 물질들로부터 초월한 이성적 상태를 다루는 수학자들의
방식과, 감각을 측정 도구로 삼아서 물질적 대상의 외형을 다루는 미술가들의 방식을 대비시켰다. 그
가 화가들에 대해서 사용한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문구(pinguiore idcirco, ut aiunt, Minerva/più
grassa Minerva)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갈린다. 노성두는 이를 ‘(수학자들보다) 훨씬 기
름진 지혜’로 번역했는데, 이는 알베르티가 현상계를 중시하는 화가들의 탐구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는 주장으로서 스펜서의 ‘a more sensate wisdom'과 일맥상통한다. 알베르티가 사용한 라틴어 표
현은 당시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상식’ 정도를 가리키는 관용어구였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치
폄하적인 뉘앙스로 쓰기기도 했다. 회화론에서 알베르티는 화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 광학의
추상적인 개념과 논리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애썼으며, 회화론 첫머리에서 이에 대한 양
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Alberti, De pictura, I.19-20: 그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주먹구구식 선 원근법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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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속 등장인물의 신장과 소실선의 높이를 맞춤으로써 화면 속 주인공과 화면 밖 관람자의
눈높이를 일치시키고, 다음으로는 화면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화면 속 사물들 사이
의 관계를 조절함으로써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체를 동일한 차원에 위치시키는 것이 알베르티
회화론의 핵심이다.

Ⅲ. 유클리드 광학의 추상성

프톨레마이오스, II.56
앞서 언급한 알베르티 회화론 1권 13절의 ‘밑변이 평행인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베르티 자신은 도형을 남기지 않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광학론 2권에 나
오는 도형을 빌어서 설명이 가능하다. 알베르티는 GD와 등거리 관계인 AB로 삼각형 EGD를
잘라내는 경우에 작은 삼각형 EAB는 원래 삼각형과 비례가 같다는 사실을 (수학자들의 권위
를 빌어서) 강조했는데, 이는 관찰 대상의 면이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과 등거리 관계일 경
우는 원래의 비례 그대로 화면에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화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
는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으로 상정한 화면)과 등거리 관계(평행)에 있지 않는 면들에 대해
서도 설명했지만, 주 관심사는 역시 등거리 관계에 있어서 물체 본래의 비례가 왜곡되지 않는
경우였다. 1권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열린 창문으로서의 회화’ 개념과 격자 바닥 그리
기 방법은 바로 이 경우를 제안한 것이다.
반면에 프톨레마이오스의 광학에서는 동일한 도형이 비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지각 체험의 주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그는 저서 2권 앞부분에서 물체의 크기
가 시각(visual angle)과 시거리(distance from the eye), 공간에서의 방향성(spatial
orientation)이라는 세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인식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
당 도형에서 서로 다른 크기 AB와 GD는 동일한 방향이고 E에 대해서는 동일한 각도로 대응
한다. 이때 AB는 E로부터의 거리가 GD와 다르지만 그에 더 가깝기 때문에 GD보다 결코 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만약 이들 두 크기 사이의 거리가 인지된다면) 더 작게 보이
거나, (이들의 거리 차이가 인지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크기로 보일 것이다.”15)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인식 주체의 심리에 따라서 지각 결과가 영향을 받
는다고 기술한 내용이다. 그는 이 서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부연했는데, 이를
통해서 물체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방향이나 거리의 속성보다도 보
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다.16) 이 주제는 알하젠과 로저 베
이컨 등 중세 광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하늘 정상에 떠 있
는 별이 지평선 가까이 있는 별들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지평선 가까운 별들을
‘올바른 방식’이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화면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고려를 들었다.
15) Ptolemy, Optica, II.56
16) Ptolemy, Optica, II.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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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7) 동일한 크기의 시각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크기의 사물
들 중에서 더 먼 거리의 것이 더 크게 여겨진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적은 우리의 시지각 경
험이 유클리드의 평면 기하학으로는 논증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차원에 속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시지각 체험의 왜곡 현상과 모순들이야말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약 4세기
전의 동향 선배인 유클리드를 벗어난 지점인 동시에 중세 광학 연구자들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다.
유클리드는 광학 연구에 몰두했던 고대 자연철학자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수학적인 사례이
다. 그의 광학론 구성은 기하학 원론과 거의 유사한데, 명제 58개 중에서 1-21까지는 직각형
사물의 길이와 위치가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고, 22-36까지는 원형 사물
(원, 구, 원통, 원뿔)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지각 현상을 설명했다. 특히 구, 원통, 원뿔
의 입체물에서는 두 눈 사이의 거리가 주요 논점으로 다루어졌다. 명제 37-49번까지는 특정
한 시점 장소(τόπος)가 논점으로 등장하는데, 동일한 크기의 물체들이 서로 다른 크기로 보이
게끔 만드는 시점, 혹은 서로 다른 크기의 물체들이 동일한 크기로 보이게끔 만드는 시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주요

내용이다. 나머지 명제들은 운동 방향과 속도, 각도 등에 따라

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유클리드 26

유클리드 31

유클리드의 관심사는 기하학적 논리에 따른 증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명제 26번 <두 눈 사이의 거리가 구체의 직
경보다 더 큰 경우에는 구체의 절반보다 더 많은 부분이 보이게 된다.>와 명제 31번 <원뿔의
바닥과 동일한 평면 위에서 시점이 더 가까워지면 눈에 들어오는 물체의 표면적은 더 작아지
지만 더 커 보인다.>를 비교해 보면, 전자에서는 양안 사이의 거리(BΓ)가 결정적인 요소로 취
급되지만 후자에서는 일안(Δ, E)으로만 상정되어 있다. 시점 E에서 보는 원뿔(ΖΓΗ)이 ‘왜’ 시
점 D에서 보는 원뿔(ΑΒΓ)보다 더 커 보이는지에 대해서 유클리드의 설명은 단순 명확한데,
전자의 시각(ZEΗ)이 후자의 시각(AΔB)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광학 첫 머리에
제시한 전제들에서 지각된 사물의 크기는 시각(visual angle)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
명하게 밝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았다. 기하학 원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정의들을 제시한 후, 이들을 이용해서 2차원과 3차원의 다양한 명제들을 증명하는
것이 그의 주목적이었다.
이처럼 모든 명제들의 논거가 되는 유클리드의 7가지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눈에서 똑바로 도출되는 선들이 먼 길이의 거리까지 통과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2) 또한
시력(시선? ὄψις)이 포괄하는 범위는 원뿔 형태로서, 그 꼭지점은 눈이고 바닥은 지각되는 대
상들(τὰ ὁρώμενα)의 경계에 있다. 3) 그리고 시력이 접촉하는 대상들은 지각되고(ὁρᾶσθαι),
접촉하지 않는 대상들은 지각되지 않는다. 4) 그리고 지각되는 대상들 중에서 더 큰 각도(γων

17) Ptolemy, Optica, III.59; Bacon, Perspectiva, II.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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ία)의 것들은 더 크게 나타나고(φαίνεσθαι), 더 작은 각도의 것들은

더 작게, 그리고 동일한

각도의 것들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5) 그리고 지각되는 대상들 중에서 더 높은 광선(ἀκτίς)의
것들은 더 높게 나타나고, 더 낮은 것들은 더 낮게 나타난다. 6)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
각되는 대상들 중에서 더 오른쪽 광선의 것들은 더 오른쪽에 나타나고, 더 왼쪽의 것들은 더
왼쪽에 나타난다. 7) 지각되는 대상들 중에서 큰 각도들의 것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위 문단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클리드는 먼저 외부 물체에 시선이 닿아서 지각되는 현상(우
리가 보는 행위(ὁράω))와, 물체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φαίνεται)을 분명하게 구
분했으며, 이러한 시각적 현상들에서 사물들의 크기와 형태가 시점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하학 논리로 증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 몇 가지 경우를 보여주기도 했다. 명제 18-21번이 이에 해당되는데, 우리 눈에 지각된
물체의 ‘외형’과 실제 거리를 이용해서 그 물체의 실제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태
양이 보일 때 특정 (물체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내기”(명제 18), “태양이 없을 때 특정
(물체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내기”(명제 19), “특정 (물체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아내기”
(명제 20), “특정 (물체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내기”(명제 21)들이다.18)

유클리드 명제 18

명제 19

명제 20

명제 21

위의 네 명제들에 대한 증명 과정을 보면 종종 ‘태양 광선’과 ‘시광선’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
거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하학적 요소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제 19번은 태양빛이 없는
상태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의 높이(ΑΒ)를 알아내기 위해서 관람자의 눈(Γ)과 대상 사이의
바닥 어딘가에 거울(ΔΖ)을 깔고 시광선을 거울 표면에 반사시켜서 대상 꼭대기(Α)에 닿게 만
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관람자의 눈(Γ)과 반사점(Η), 발(Θ)이 만들어내는
삼각형과 대상의 꼭대기(Α), 반사점(Η),

바닥(Β)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이 등각과 등비를 이루

게 되기 때문에 대상 물체의 높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눈에서 쏜 광선을 거
울에 반사시켜서 물체 꼭대기에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적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눈으로부터
거울의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눈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이미 알고 있어야만 가
능한 작업이다. 유클리드가 논하는 세계에서 대상 물체는 넓이나 깊이가 없이 오직 높이만을
가지고 있는 선이어야 하고, 관람자와 물체가 놓인 장소는 수직, 수평의 격자망으로 구성된 2
차원적 평면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기하학적 물체들이 화면과 등거리, 혹은 시선과 등선
관계에 배치되는 추상적인 공간이야말로 알베르티가 화가들에게 구성의 준비 단계로서 마련하
도록 설득한 세계였다. 특히 명제 21번은 시각 피라미드의 단면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르네
상스 선 원근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어진 길이가 AB이고 눈의 위치가 Γ일 때, AB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가정해
18) Kheirandish의 아랍 주해서 번역본에서는 명제 19-22번. Elaheh Kheirandish, The Arabic
Version of Euclid's Optics. vol.2, Springer: New York 1999, pp.54-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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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시광선 ΓΑ와 ΓΒ를 드리우고,

눈(Γ) 가까운 곳의 ΓΑ 위에 한 지점 Δ를 정한 후에, AB

와 평행으로 Δ를 통과하는 직선 ΔΕ를 그리자. 이렇게 되면 ΔΕ는 삼각형 ABΓ의 한 변인 BA
와 평행이 되고, ΔΕ에 대한 ΓΔ의 관계는 AB에 대한 ΓΑ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ΔΕ에 대한 Γ
Δ의 비례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AB에 대한 ΓΑ의 비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ΑΓ는 알려져
있다. 따라서 AB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클리드가 증명한 단계를 역으로 뒤집으면 앞서 살펴보았던 프톨레마이오스나 베이
컨의 주장과는 상충하지만, 알베르티가 회화론 1권에서 언급한 수학자들의 공리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물체의 표면과 화면(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이 등거리를 유지하도록 구상했을
때 물체의 원래 형태가 화면에서도 동일한 비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세 선 원근법
이론에 대한 유클리드의 가장 큰 기여는 물리적 세계와 이미지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추상화
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데 있다.
Ⅳ. 결론
비록 알베르티에게 주먹구구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받았지만 당시 화가 공방에서는 이미 경
험적 방식의 선 원근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 학자들의 고전
광학 번역 주해서가 서유럽 인문학자들 사이에 전파되면서 중세 광학은 철학적 측면과 결합된
고등 학문으로 체계화되었다.19) 로저 베이컨(Roger Bacon, c.1220-1292)과 존 페캄(John
Pecham, c.1235-1292), 비텔로(Witelo, c.1230-1310?) 등 중세 광학 연구자들에게 특히 중
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알하젠(Alhazen, Ibn al-Haytham, c.965-1040)의 저서(Kitab
al-Manazir)이다. 그러나 그의 광학론을 보면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논증보다 관심 범위가 훨
씬 더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7권 중에서 유클리드의 광학 이론과 주제가 겹치는 부
분은 시지각의 원인과 현상을 다룬 제 2권 중에서도 3장의 일부분, 즉 형태와 크기에 대한 지
각에 국한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연구에서 촉발된 주제를 스스로 심화시킨
결과이다.
알하젠이나 그를 모델로 삼았던 베이컨 등 중세 서유럽 광학 연구자들의 저서에서 유클리드
의 광학 이론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취급되었다. 이 같은 소외 현상은 그의 접근 방식이 순수
하게 기하학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알하젠에 의해서 이미 광학은 의학 및 심리학과 결합
된 학문으로 성장했으며, 베이컨의 저서에서는 철학과 결부되었다. 이처럼 중세 광학 이론에
서 유클리드의 광학은 이미 관심의 외곽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유클리드의 광학 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여기서
적용된 기하학적 논증 방식이 15세기 선 원근법 이론 중에서도 소위 ‘적법한 구성법
(costruzione legittima)’으로 불리는 알베르티식 체계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
펴본 회화론 1권의 논점들은 그와 밀접하게 교류했던 동료 미술가들의 실험에서도 핵심적으로
탐구되었다. 널리 알려진 브루넬레스키의 산 조반니 세례당 패널화와 시뇨리아 광장 패널화를
비롯해서 마사초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 벽화는 이 미술가들이 화면 이미지의 재현 과정
에서 시선 거리와 시선 각도, 그리고 시점에 대한 ‘수학적’ 전제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9) 아랍 학자들 사이에서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의 광학 이론서들은 서기 3세기경부터 광범위하게
번역, 주해되었다. 12세기에는 이들에 대한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14세기에는 이탈리아어 번
역본도 등장했다. Elaheh Kheirandish, The Arabic Version of Euclid's Optics. vol.1,
Springer: New York 1999, liv-lx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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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아마도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화가들을 위한 원근법>
1권의 마지막 명제일 것이다. 그는 선 원근법 체계가 물체의 이미지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다고 비판했던 반대론자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무지한 이들이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가 적
절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시선이 포괄할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논증을 위해서 제시한 도판은 마치 직각의 시야를 가진 외눈의 인
물이 정사각형의 광장 한 가운데 서서 눈알과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 번에 한 측면씩 돌
아가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20)
15세기 르네상스 회화의 «인공적 원근법» 중에서도 알베르티의 이론은 이처럼 회화 공간과
인간의 시지각 체험을 철저하게 수학적인 논리로 조직화하려는 시도이다. 알베르티가 회화론
에서 동시대 화가들에게 설파한 화면 구성 방식은 그가 보다 후대의 저서인 건축론에서 설계
했던 바람직한 도시 구조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부 구성 요소들이 공공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추구한다. 그의 회화론은 어떻게 보자면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과대평가
된 이론서 중 하나일 것이다. 일반 화가들이 적용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실제로 널리 보급되
지도 않았던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15세기 피렌체의 동료 화가들은 그의 이론 체계를 충실
하게 따랐던 예외적인 사례들이다. 또한

16세기 이후 선 원근법 이론과 기술은 더욱 정교해

졌지만 대부분의 이론서를 보더라도 알베르티가 그토록 강조했던 광학의 철학적 가치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간과되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적 광학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논리와 추상
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알베르티의 선 원근법 역시 현실에서는 구현 불가능한 이상이었던 것
이다.

20) Piero della Francesca, De prospectiva pingendi, I.30; 그의 주장이 지닌 허점에 대해서는 J.V.
Field, The Invention of Infinity: Mathematics and Art in the Renaiss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9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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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 광학과 초기 선 원근법 이론의 형성」에 대한 질의문
김정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르네상스의 선 원근법적 회화공간은 가시적인 현상계가 신의
진리로 연결되는 매개체라는 기독교적 시각이 고전 광학의 기하학적 논증 방식과 결합된 결과
물”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정의입니다. 르네상스를 과학의 혁명시대라고 혹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논의되면서, 기독교적 시각이 지닌 몫과 의미는 쉽게
간과되었고, 이런 정황 속에서 앞의 정의는 역사관의 쏠림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평형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의 역사 속에서 원근법은 기하학의 모델을 빌어 생성된 광학의 응용이라는
전개과정 속에서 발전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조은정 선생님의 논거도 이러한 역사적 추이를
따라가면서도 개별적인 이슈들이나 명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방식은 회화 현상에서 읽어낼 다양한 원근법적 시도들을 보다 올바르게 해석해 낼 준거
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클리드의 광학은 알하젠을 통해 중세 유럽에 전파되었지만, 중세의 사고틀을 프톨레마이오
스의 그것에 천착해 있습니다. 마치 플라톤의 사유 틀로 신학을 구성하고 발전시켰지만, 플라
톤의 철학과는 다른 체계를 구성한 것처럼, 공간(=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측정하며, 이를 재
현할 수단으로써의 이론은 여전히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물리적 대상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는
인간 지각의 문제로서 과학은 신학의 하위영역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르네상스에 즈음하여 급변했다는 것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당시 전 유럽을 흔
들어 놓았다는 같은 과장과 왜곡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회화에서의 원근법적 재현은 원근법이란 체계에 의한 공간해석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원자물리학이 원자력공학과 동일하다는 착
각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순수이론가였던 알베르티와 논문에서
언급한 예술가 델라 프란체스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
서 서술하신 바처럼 알베르티는 유클리드의 광학이론에 기대어 ‘적법한 구성법’이라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면, 델라 프란체스카는 이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프톨레
마이오스의 경험론적 연구에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계보
들의 존재와 전개가 더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 질문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알베르티의 원근법이 - 다른 회화이론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 선생님의 언급대로 “일반
화가들이 적용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실제로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 원인과 반
응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역사적 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짧은 질의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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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건축은 기하학과 수학으로 이루어진 공학적 산물이며 그 시대의 이념과 정신을 대표한다. 또
한 건축은 각 시대의 공학적 성취도를 증명해내는 일종의 척도이자 미학의 흐름을 역사속에
결정짓는 학문인 것이다. 하지만 Marcus Vitruvius 의 언명처럼 건축은 시대를 초월해서 본
질적으로 Firmitas, Utilitas, Venustas 위에서 성립되어진다. 특히 현대 기하학은 알고리즘
체계의 진화로 말미암아 자연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쉽게 제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함수
값을 가진 개체들을 제작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현대건축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로 인하
여 다양한 형태와 조합법칙을 가진 복잡다단한 형태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현대적 미학에 적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건축이 어떠한 기하학 바
탕위에서 구축되어지고 어떠한 현실적 과정속에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구체적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한국적 현실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재료적
실험과 기하학적 형태조합이 궁극적으로 일반 도시민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인식되는지 설명하
고자 한다.
II. 건축과 시대정신
거장 르꼬르뷔지Le Corbusieur에는 그의 저서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에서 건축의 시대정신
에 대한 그의 논지를 전개한다. 20세기 초반의 공학적 발견과 산업적 혁명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체계의 변화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건축을 단순히 아카데미즘속이 아닌 그 시대의 흐
름과 발전방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 이로 인한 대량화의 시대적 소명과 맥을 같이한다. 즉 세대 수의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공간적 확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건축의 주
재료를 철근 콘크리트로 바꾸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렇듯 건축에 있어서 공학적 진보는 단순
히 건축적 방법론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간과 시대정신의 반영을 요구하곤
한다.
III. 기술의 발전과 현대 기하학의 변화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은 공간 구성뿐 아니라 복잡다단한 공정의 제어까지 모든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범용화로 인하여 기존의 2
차원적 도면제작 방식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3차원적 형태의 공간과 패턴 디자인이 가능하
게 되었다. Frank Ghery프랭크게리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Zaha Hadid 자하 하디드의 DDP
프로젝트는 이러한 툴의 진화에 의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제작할 수 없었던 유선형, 비정형
형태의 곡면으로 구성된 좋은 예이다. 즉 Script 알고리즘을 통한 패널링 분석을 통하여 수만
개의 패널 중 어느 위치의 어느 지점에서 이중곡면 Double bending 모멘트가 일어나는지 정
확하게 유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확한 곡률값의 계산에 의하여 보다 정교한 시공이 가
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계 프로세스상에서 진화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Nurbs를 기반으로
한 설계 소프트웨어의 혁명적인 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Patrick Schumacher패트릭 슈
마허가 Parametricism 패러메트리시즘을 주창하듯 현대 디자인 툴은 자연의 형태와 질서를
유추해 내고 이를 구성하는 패턴의 유기적인 함수값을 정확하게 재현해내는데 까지 다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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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현대의 건축은 이러한 디자인툴의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기하학의 시대를 이끌어 가
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 알고리즘의 진화는 디자인 방식과 체계, 그리고 공사의 단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 수학적 알고리즘 체계를 통하여 어떻게 현실건축
을 구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V. 기하학과 구조의 결합
헤르마 주차빌딩은 주요외피가 가지는 구조적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다른 기하학적 패턴이
조합된 사례이다. 외장재를 구조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은 각도에 따라 일정 패턴규칙을
형성하게 되고 이 규칙은 다른 외피 패턴의 규칙을 형성하게 된다. 즉 입면의 주요면은 60도
부터 140도까지 80여개의 삼각형 유닛으로 외피가 감싸지게 되며 이러한 외피를 구조적으로
지탱하는 내부 프레임은 다시 일정 간격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배열되게 된다. 이러한 배열의
규칙성에 따라 외부의 개구부에는 일정한 수학적 간격의 변화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개구부
프레임의 변화에 맞게 다시 마름모 및 유선형 패턴은 다시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V. 지역적 기하학의 구축
건축은 산업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즉 지역에서 요구하는 재료와 인력은 건축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이며 이 관계속에서 현실 건축의 모든 양식이 결정되게 된다. 이렇듯 기하
학은 문화적 상징성뿐 아니라 공사의 기법과 공사비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남해 처마하우스의 외피 패턴은 한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조경용 알루미늄 펜스
로 계획되었다. 또한 외부 프레임은 주변산세의 흐름에 따라 외피의 영역을 정의하며 내부를
감싸는 표면은 알루미늄 펜스의 유닛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된다. 마름모 유닛은 일정 원칙 속
에서 처마선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원칙이며 효율적인 제작방식이다. 이는 표면
surface과 유닛Unit의 수학적 알고리즘뿐 아니라 합리적 제작방식에 기반을 둔 기하학적 패
턴유닛인 것이다. 즉 쉽게 구할 수 있고 경제적인 재료는 그 물성의 변화와 가공방식에 따라
기하학을 구축하게 되고 이는 지역의 특생에 맞는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VI. 유닛패턴을 통한 외피의 형성
처마하우스의 알루미늄 패턴과는 달리 신봉동 곡선이 있는 집은 벽돌 유닛으로 입면의 형태
를 구성한다. 3만여개의 전벽돌은 0도부터 25도까지 곡면의 변화에 따라 벽돌의 각도를 달리
하며 쌓여지게 되며 빛의 변화에 따라 다채로운 입면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곡면으로 처리된
콘크리트 구조는 수학의 이차함수를 연상시키듯 자연과 조응하며 대지를 감싸게 되며 다양한
각도로 배열된 벽돌 유닛은 이에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감수성을 덧붙이게 된다. 이러한 벽돌
유닛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수식에 의해서 스터디 되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Mock
up을 통하여 최종 구축 되어졌다. 즉 알고리즘 디자인을 통하여 벽돌의 배열방식 및 패턴변
화의 원칙을 유추하고 기하학적 조합 가능성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정한 유
닛들의 결합과 조합방식을 체계화하고 규칙화 하여 시공상의 오차나 벽돌의 다양한 쌓기의 방
식의 가능성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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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기하학과 건축생산방식
건축은 그 지역이 가진 산업생산 방식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진화는 산업생산 방식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디자
인 툴의 디지털화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적인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하학적 알고리즘이란 디지털화된 디자인 방식에 의거하여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디지털 체계에 의하
여 공사물량의 산출이나 공사기법의 개선등 다양한 형태의 보이지 않은 시공상 난점들을 극복
해 가는데 이용된다. 알고리즘을 통한 건축형태의 구축은 기하학적 건축 형태를 구성하는 것
뿐 아니라 이러한 시공의 효율성과 단가의 제약등을 극복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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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알고리즘을 통한 건축형태 구축」에 대한 질의문
국형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Ⅰ. 머리말
건축에 있어서의 기하학은 역사적으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다양한 형태와 장식적 결
과물로 드러나 왔다. 그러다가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건축이 기능화 되었고, 대량 생산형 건축
을 지향함과 동시에 형태와 장식에 대한 거부로 인해, 건축 디자인은 오히려 단조로운 오브젝
트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을 넘어 최근의 현대건축은 그러한 과
거의 틀에서 벗어나 오히려 형태와 장식을 구조적, 미학적, 기능적 표현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정훈 소장님의 작품들에 보여지 듯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건축물과 건축적 표현
이 최근 컴퓨터를 활용한 기하학적 알고리즘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보인다.
Ⅱ. 질문 1
기하학이 건축에 있어서 활용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형태를 창조해가는 과정과, 둘째로 의도하는 형태를 해석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그 중 우선,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하학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정훈 소장님에 작업
에 있어서 형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형태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하학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등을 질문 드린다. 또한 이에 대해서 기하학적 절대미를 추구하시는 지, 혹은
흔히 이야기하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지만) ‘비정형 디자인’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한다.
Ⅲ. 질문 2
다음으로, 형태를 해석해가는 데 있어서의 기하학에 대해 여쭙고자 한다. 소장님의 작품들
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형태적 결과물로 나타난다. 이를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를 넘어 재료, 물량, 시공 디테일 등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일 것이다. 이에 있어서 기하학적 해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해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계획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건축에 있어
서 ‘현장’이라는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즉, 기하학적 해석이 현장에서 물질화 되는 과정에 있
어서, 그 간극은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쭙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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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을 나타내는 튜브로 구성된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기하학적 튜브디자인

(Geometric Tube Design)이라고 한다.
균일하게 동그란 단순곡면의 절정인 구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한 실체를 창작하는 활동이
체계적으로 가능할까? 이러한 창작활동은 가능하며, 선으로 입체를 표현하는 것이 특장인 기
하학적 튜브디자인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우리는 기하학적 튜브디자인에서 공간상의 서로 다른 선들이 엮이는 기본적인 전개방식으로
수평전개 사교전개 수직전개를 소개한다. 그리고 구의 기하학모델인 깎은 정이십면체와 구를
실체로 표현한 축구공 Telstar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구를 구성하는
규칙을 밝힌다. 이 규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한 구를 일반화한 개념으로 구 모양을 정의한다.
구를 구성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을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준용한다. 기본 전개방식에
따라 개개의 창작활동 성과는 차별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현하는 자연스런 기회를 확인할 수가 있다.
1.1 깎은 정이십면체와 축구공Telstar 관찰탐구
그림1.2 정배열 선-전개도에서 정오각형들이 배열된 규칙처럼, 하나의 정오각형 중심으로 동
일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 )한 간격으로 회전하며 5개의 정오각형들이 주기적으로 배
열된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한다. 이 그림1.2가 보여 주듯이, 정육각형은 없이 정오각형 12개
만을 각각 6개로 나누어 정 배열하고 규칙적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깎은 정이십면체는 완

성이 된다. 한편 정오각형만으로 입체(정십이면체)를 만들 수가 있지만 정육각형만으로는 평면

그림1.2 정배열 선-전개도
구성이 가능 할 뿐 어떤 입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
오각형은 구와 같은 입체구성에 주도적인 요소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육각형 경
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완성된 깎은 정이십면체에서 3개의 정오각형 사이마다 나타나는 정육각형 20개는 제작
과정에서 별도로 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입한 정오각형들의 변과 이들 정오각형을 규
칙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용한 선들이 모아져서 나타난 동반현상의 결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오각형을

깎은 정이십면체의 주 (구성)요소(principal component) 그리

고 정육각형을 깎은 정이십면체의 동반 (구성)요소(companion component)라고 한다.[1]

그

러므로 깎은 정이십면체는 주 구성요소인 정오각형 12개와 이들을 정 배열하여 규칙적으로
구성한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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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Telstar 제작 과정
입력

「구 제작

축구 공

(정오각형)

틀」

(Telstar)

그림1.5 축구공 Telstar 제작과정
(i) 정오각형 가죽 12개를
(ii) 정배열하고 동반요소 위치에 정육각형 가죽 20개를 배치연결[TI 제작 틀]
(iii) 탄성 부여(공기 주입)
단계를 거쳐서 구 Telstar를 완성한다. 이 경우는 TI 제작 틀에 해당하는 과정 (ii)에
(iii)를 추가한

과정

(ii) + (iii) 가 「구 제작 틀」이다.

Ⅱ. 본론
2.1 구 모양 패턴 만들기, 수학적 상상과 창의적 사고
깎은 정이십면체가 모델인 축구공 Telstar나 탄소분자 모델 Fullerene  은 현실에서 실체
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 제작과정을 이용, 일반화 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는

일이 가능할까? 깎은 정이십면체 구성에 핵심역할을 하는

주 구성요소인 정오각형에 창의적

인 변화를 주면 구 Telstar가 창의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육각형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
울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일지는 퍼즐을 푸는 것
처럼 수학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해 수 있으리라는 생각 역시 가능하다. 이러한 상상과 사고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는 실험과정과 결과물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2 기하학적 튜브 디자인, 정 오각모양 과 아르키메데스 별
정의1.  를 주기로 회전불변인 도형을 정 오각모양(RPS: Regular Pentagonal Shape)
라고 한다.
용어정리
1) Tube(연결봉, 튜브) : 多線體(Polyframe) 표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멍이 뚫린 원주형
모양(a hollow cylindrical shape)을 가진 입체.

가죽류 정도의 탄성이 내재된 것으로 계속

연결이 가능한 기능을 가진 도구
2) Connector(연결대, 발) : 튜브를 이어주는 기능이 목적인 도구
정의2.

튜브로

구성된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하는

(Geometric Tube Design)이라고 정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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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기하학적

튜브디자인

○ 아르키메데스 별(AS : Archimedean Star) 제작 과정
입력
(정 오각모양)

「AS 제작 틀」

출력
(아르키메데스 별)

그림2.4 아르키메데스 별(AS) 제작과정
(i) 튜브 디자인 정오각형 모양을 정배열 및 합리적 연결
(ii) 동반요소 위치에, 튜브 디자인 패턴을 합리적으로 디자인 및 연결
에서 과정 (ii) 적용을 “「AS제작 틀」을 적용한다”고 한다.[2] 「AS제작 틀」을 적용하면, 튜브디
자인에는 자체에 탄성이 내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탄성이 작용하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면
서 하나의 실체가 산출된다. 이와 같이 주어진 정오각모양 RPS*에 대하여 「AS제작 틀」을 적
용하여 얻은 실체를 『RPS*에 관한 구 모양(Spherical Shape) 또는 아르키메데스 별
(Archimedean Star(AS) with respect to the RPS*)』이라고 한다.
정의3.

기하학적 튜브디자인에서 튜브들이 서로 수평, 수직 및 사교를 이루도록

연결하는 것을, 각각 수평, 수직 및 사교전개라고 한다. 나아가 이 세 가지 전개를

기하학적

튜브디자인의 기본전개라고 한다.
Ⅲ. 결론
- 선 표현에 특장을 가진 기하학적 튜브디자인을 통하여 구 모양을 창작한 활동성과는 매우
성공적이다. 기하학적 튜브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전개양식인 수평전개,
세 가지는

사교전개, 수직전개

매우 적절한 구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 다양한 형태의 선 아트(Line Art)가 있어왔지만, 선으로 표현을 기하학적 구조의 관점에서
의 창작하는 활동 및 그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성과는 새로
운 선 아트 창출과 시스템적인 발전에 필요한 토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기하학적 튜브디자인의 도구인 튜브 및 연결대(connector)가 정교성, 내구성 및 유연성 등
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내장장치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수준 이뤄질 경우, 기하학적 튜브디자인 발전에 새로운 전
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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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튜브디자인과 구 모양」에 대한 질의문
김경미(뉴미디어아트연구회)
I. 머리말
플라톤의 다면체와 아르키메데스의 준정다면체에서 비롯된 축구공 Telstar와 건축가 벅민스
터 퓰러Buckminster Fuller의 지오데식 돔geosedic dome이 역사적으로 구모양 디자인의
좋은 응용사례로 알려져 있다.또한 벅민스턴 퓰러의 지오데식 돔을 보고 자란 과학자들이 벅
민스터풀러린 buckminsterfullerene이라고 명명한 탄소분자구조 C60를 축구공과 같은 구조
라는 데 착안해 버키볼buckyball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새로운 탄소구조를 발견한 업적은
1996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1)
아르키메데스의 준정다면체의 응용이 지금도 계속되어 수학적 법칙을 적용하여 수평, 수직,
사교 전개를 통한 연결로 구성한 것이 미적인 '아름다움'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발제문을 통해
서 알 수 있을 것이다.
II. 질문
미래에는 아트의 대중화와 개인화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공존하는 값이 저렴하면서 편리하며
고급스럽고 사적인 아트 시장이 예견되어 이에 대응하는 선 아트 창출을 기대하신다고 하신다
고 하셨습니다.
구 모양의 기하학적 튜브 디자인이 정교한 패턴에 의해 다양하게 응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미술과 디자인에서 예술가와 디자이너에
의해 경험적으로 제작되어 왔던 패턴을 확장시키고 수학적인 법칙이 내재한 구 모양의 디자인
은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조형성의 확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장에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모양 디자인의 결
과물은 어떤 대상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전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발제문의 그림에 예시된 빨대 재질의 4D 프레임의 교구 재료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구를 사용하는 기하학적 튜
브 디자인은 그 재료의 선택과 사용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미술의 역
사는 재료 연구의 역사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경제성과
용이성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재료 자체가 가지는 물성이 그 작품의 컨셉이 될 수도 있
다. 1970년대 탈 미니멀 아트의 작업을 했던 작가들은 미니멀아트의 위엄있고 흡사 기계와
같은 순수성과 논리 속에서는 자신들의 표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
니다. 설치 재료에 여성성을 부가하여 고무, 유리섬유, 직물 등을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려뜨려
기본구조 미술에서 과정미술로 전이시킨 여성 작가2)의 사례나 키치적이고 조야한 기성품의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팝아트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만약 구 모양의 기하학적 튜브 디자인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하신다면 재료의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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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홍성욱, 그림으로 보는 과학의 숨은 역사, 책세상, 2013, pp.43-44
2)H.H.애너슨, 현대미술의 역사2, 이영철 외, 인터내셔널 아트 디자인, 1991,p625
3)브릿지스 서울 2014에서제작된 학생 단체 제작 결과물이 현재 과천 과학관 기초과학전시과
가 속해 있는 건물 로비의 안내 데스크 옆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유연하지는 않지만 견고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재료를 선택하여 구 디자인을 잘
완성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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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념의 현실화
조르주 반통겔루(George Vantongeloo)는 1930년대 ‘추상-창조’ 운동을 이끌면서 수학 공식
을 이용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방정식을 모티브로 한 그의 작품은 예술을 통해 구현된 수학적
아름다움의 명확한 사례를 보여준다. 작가는 임의로 수식을 하나 선택해 능력껏 풀어냈다. 공
식을 본 수학자들의 머리 속에서 진행 될 추상적 프로세스는 그래프의 형태로 가시화되었고,
다시금 조형물로 투영되었다. 수학적 인식의 프로세스가 조형행위를 통해 현실화되었다는 점
에서, 그리고 다름 아닌 예술 작품의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조형물은 수학적 아름
다움의 ‘실제적인 미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반통겔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
품 제목까지 방정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관념의 현실화’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방정식
에 대입된 변수들은 좌표계 상에 포물선 그래프를 만들어냈고, 작가는 그것의 운동과 변곡점
에 기초해 조형물의 형태를 결정했다. 그래서 수식은 작품의 모티브로 기능할 수 있었다. 그
것은 마치 예술가의 상상력처럼, 형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작가의 예술적 개입을 통해 그
조형성은 배가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통겔루의 조형물은 단순한 수학 모델 이상의 의미
를 갖게 된다. 그것은 예술 실천에서의 관념의 운동,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감각의 발생을
관찰하게 한다. 크리스티앙 제르보스(Christian Zervo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들[=수학 모델들]은 분명 아름답고, 놀랍기도 하고, 종종 환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를 통해 그것들은 다시금 예술의 형식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그 대상들의 형식, 구조, 그리
고 리듬은 그 본성 상, 예술의 비합리성과 더 이상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 마
음이 원하는 경계를 결코 넘을 수 없다. [...] 이러한 대상들을 보면 볼 수록, 우리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길 바라게 된다.”
여기서 제르보스는 수학과 예술의 친근성뿐 아니라, ‘합리성’과 ‘비합리성’으로 대변되는 그
것들 사이의 거리 역시 언급한다. 하지만 거기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하는’ 태도는
그 경계를 허물 것이다. 수학 모델은 이를 통해 감각적 체험의 대상이 된다.
수학 모델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자 했던 반통겔루는 우연의 요소들을 작품에 투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수학 공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수학적 인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
의 미적 가능성 탐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의 작업은 수학적 그래프로부터 임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심지어 엉터리 공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세계의 근
원을 탐구하기보다는 감각적 현현을 지향한다. 그래프의 운동과 변화를 따라 우연한 형태들이
생성되면서, 수식 또는 관념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시화되고, 수학적이면서 감각적인
현실이 생산된다.
막스 벤제(Max Bense, 1910-1990)는 수학과 예술, 또는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접면에서 생성
된 이러한 현실을 ‘초현실’이라 칭했다. 벤제에게 그것은 관념의 활동, 즉 수학적 인식의 창조
적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된 미적 현실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현실은 옛 방식들(Mitteln)과는 다르게 기이한 현실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을 초현실(Surrealität)이라 칭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합리성은 옛 합리성과 반대로 기이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초합리성(Surrationalität)이라 말하게 된다.
[...] 초현실이 [...] 익숙치 않고 낯선 미로 같은 현실의 표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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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벤제는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미적 현실을 말하고 있다. 그것에는
우연과 즉흥의 계기가 내재되어 있기에, 새로운 합리성이 요구된다. 또는 반대로 그것은 새로
운 합리성에 근거해 생성된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시각에서는 기이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합
리성을 지닌다. 일종의 관념 또는 정신 활동의 프로세스로서의 수학적 방법론은 예술과 접속
해 새로운 미적 현실을 구성한다. 그것은 형태를 만들고, 그 새로운 형태의 감각적 체험을 발
생시킨다. 그래서 수학적 인식 또는 관념은 창조적 프로세스의 주요한 계기를 형성한다. 그것
은 미적인 것의 원리로 기능하는 대신, 형태를 통해 구체화되고 익숙치 않은 현실의 생산자가
된다. 그래서 수학은 “미적인 것의 담지자”가 된다. 그것은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대립 저편에
서 관념의 운동을 이끌고 구체화된 그것의 형태를 통해 감각적 현실을 구축한다.
2. 관념-기계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의 삽화는 수학적 인식에 기초한 초합리성의 세계를 가시화한다.
이 콜라주에서 수학자로서 제사장은 자연의 원리를 탐구한다. 그리고 수학적 관념은, 마치 예
술적 상상력처럼, 창조의 계기를 형성한다. 수학적 원리를 따라 제작된 모델을 통해 관념은
감각화되고, 그것의 현실로의 투입을 통해 세계는 새롭게 ‘합리화’된다. 미적인 것의 담지자로
서의 수학은 자연을 대신해 감각적 현실, 즉 ‘초현실’을 구성한다. 수학적 관념과 모델들로 채
워질 그 세계는 그래서 관념의 산물이 된다. 수학적 인식과 관념은 수학자이자 예술가인 제사
장의 손을 통해 구체화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반통겔루의 수학 모델처럼 우연의 요소
까지도 포괄하는 초합리성 속에서 새로운 미적 현실이 구축된다.
1970년에 제작된 루트 폴머(Ruth Vollmer, 1903-1982)의 작품들은 그 새로운 현실의 주요
한 구성물이 될 것이다. 외관 상 그 모델들은 자연의 근본 원리를 담은 기하학적 추상처럼 보
인다. 하지만 작가는 그것들이 자연 관찰에서 얻은 기하학적 전형(典型)이 아니라, “수학 공식
에 기초해” 제작된 형상임을 강조했다. 그녀에게 기하학은 단순한 “지적 사실”에 불과했다.
그녀의 관심은 시각적 형상이 아닌 그 너머의 수학적 관념에 놓여 있었고, 실제로 그녀의 작
품들은 그 자체가 함수 그래프였다. 그녀는 반통겔루보다 한층 엄격한 방식으로 수학적 관념
또는 공식의 구체화를 꾀했다. 이제, 수학적 관념은 예술적 상상력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
게 된다. 폴머의 작품에서 관념은 그 자체로 예술이 된다.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 막스 빌
(Max Bill)의 주장을 빌리자면, 그녀의 수학적 형상들은 “단지 미의 형식일뿐 아니라, 형식이
된 사고, 관념, 인식이다.” 관념은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지각 가능한 형식”이 되고, 이것
이 초합리성에 기초한 미적 현실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폴머는 “수학적 형상은 객관적이어서
아름답다”고 주장했다. 수식에 기초한 그것들은 심지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검토”될
필요조차 없었다. 막스 에른스트의 제사장처럼 폴머는 수학적 시스템의 논리를 감각화, 현실
화한다.
시스템에 기반한 작품 생성 문법은 솔 르윗(Sol LeWitt)의 <시리즈 프로젝트 #1 (ABCD)>에
서 이미 주제화된 것이다. 이 작품은 수적 질서 또는 시스템이라는 규칙을 체화하고, 그에 기
초해 생성된다. 이 때, 작품 제작을 위한 “간단한 형식과 규칙의 선택” 외에 작가의 다른 개
입의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솔 르윗의 주장처럼 “관념은 예술을 제작하는 기계가 된
다.” 그의 <미완성된 열린 입방체의 변화>는 이러한 ‘관념-기계’의 더 비근한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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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르윗은 변화하는 입방체 모서리의 가능한 순열을 담아 도식을 만들었다. 그의 도식은 입방
체의 변화와 관련된 규칙을 전달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지시문이기도 했다. 개념 예술을 지
향했던 작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 또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막스 에
른스트의 제사장이 세상에 던진 쌍곡면처럼, 관념은 “지성에서 떨어져 나온 기계의 굴러가는
톱니바퀴” 위에 놓이게 되고, 작품은 그 시스템 속에서 생성될 것이었다. 솔 르윗은 관념의
예술을 위해 이른바 ‘손 없는’ 창조를 시도한다. 그는 체계적, 연속적이면서 정보에 기초한 방
법론을 따르고, 제작보다는 관념에 초점을 둔다. 그의 예술은 수학적 시스템 속에서 형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다른 누구, 그리고 심지어는 기계에 의해서도 제작 가능한 것이 된다. 본
래 제작에 앞선 관념의 활동을 강조했던 ‘손 없는 창조’라는 토포스는 이를 통해 기계화, 시스
템화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게오르그 네스(Georg Nees)의 <23개의 모서리>는, 수작업에 기반한 전통적인 예술가의 모습
에서 완전히 벗어난 예술 실천 방법론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23개의 모서리들은 솔 르윗의
그것들처럼 수학적 시스템에 의한 변형을 겪는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작가의 임의적 선택이 아
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통제를 따른다. 이 작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관념의 활동을 수행한
다. 그것은 예술 제작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손 없는’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우연의 계기까지
도 포괄하는 그것의 활동으로 인해 결과물은 미리 예측될 수 없지만, 기계 장치들은 네스가
제시한 조건 속에서 “사고”하고,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념은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적인 기계가 된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M. Turing)은 「지적 기계」에서 지시문을 따르는 인간은 결국
보편 기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능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을 때, 사고 또는 관념은 알
고리즘의 문제로 완벽하게 환원된다. 분명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신경미학적 입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환원론적 태도는 ‘관념의 예술’에서 오히려 작동 시스템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역설과 그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된다. 만약 생각하는 기계를 통한 ‘손 없는 창조’가 수행
된다면, 예술 실천은 더 이상 예술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이클 놀(A. Michael Noll)은 1962년 <가우시안 쿼드라틱(Gaussian Quadratic)>을 제작하
면서, 수학적 원리에 기초한 모든 예술들이 결국 부딪히게 될 이러한 문제를 주제화했다. 작
가는 이 작품으로부터 컴퓨터 예술의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관념의 예술’이 마주하게
될 위기를 직감했다. 하지만 놀은 알고리즘에 기댄 ‘손 없는 창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우연이 낳은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지시문만을 남겨놓은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그는 작품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 그는 자신의 미적 요구에 따라 작품의 범위와 밀도를 변화
시키면서, 그 속에서 우연하고 자유로운 형상들을 발생시켰다. 작업은 반복되었고 작가는 ‘관
념의 예술에서 관념의 추방’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에게 수학적 알고리즘은 관념
의 일부이지, 그 자체는 아니었다. 작가는 가우스분포를 활용했지만 우연을 ‘길들이거나’ 의존
하기보다는, 그것과의 유희를 즐겼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순한 관념의 기계화가 아닌 그것
의 확장을 꾀한다. 이 작품에서 수학적 프로세스는 인간의 미적 요구를 위해 작동한다. 그것
은 ‘더 많은 것’을 보려는 미적 태도 속에서 예술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놀의 예술
은, 수학 그래프에 엉뚱한 변형을 가했던 반통겔루의 초합리적인 작품들과 연결될 것이다. 알
고리즘의 활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초합리성 속에서 예술적 창조의 확장된 계기를 구성한다.
놀은 추상적 문법보다는 우연히 발생된 특정 형상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preference)”에 관
심을 보였다. 공식에 기초한 폴머의 수학적 형상들, 지시문에 기초한 솔 르윗의 입방체들과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 기초한 그의 작품은 언제나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보려는 태도와 결

- 47 -

합된다. 놀은 자신이 은연중에 피카소의 <나의 어여쁜 소녀>의 형식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
었음을 밝힌다. 또는 반대로 알고리즘이 생성한 거친 선들은 놀의 잠재의식을 통해 입체파 거
장의 작품과 연결된다. 마치 하이퍼텍스트(hypertext)처럼, 놀의 미적 경험을 통해 수학적 형
상들은 그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이미지와 연결된다. 수학적 프로세스와 미적 프로세스의 연
결은 이러한 창조적인 ‘링크(link)’의 산물이다. 감각적 현실은 이렇듯 수학적 인식을 다른 어
떤 방향으로 이끄는 경로들을 통해 구축된다. 알고리즘은 형상 또는 정보를 발생시키고, 인간
은 그것에 반응한다. 관념의 이러한 감각화는 작품의 객관적 구조와 수행적 지각 사이의 우연
하면서도 필연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할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화는 관념의 부정이 아닌 그것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통제하기 힘든 우연의 활동과 알고리즘의 자율적 생산력에 기대어
예측되지 않은 감각적 현실의 생산에 나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한된 예술 실천의 경계는
점차 확장되어 간다.
3. 여론(Exkurs) - 이미지 기계
놀라운 감식안을 지녔던 예술비평가 데니스 디드로(Denis Diderot, 1713-1784)는 이미 오래
전에 수학적 시스템에 의한 이미지 제작의 의미를 고민했다. 물론 그는 알고리즘을 염두에 두
고 있었고, ‘이미지 기계’라는 개념을 통해 그것의 활동을 현상적 차원에서 논했다. 그는 휴가
지에서 만난 신부와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이 세계는 단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된 분자들의 축적일뿐이에요. 의도도, 노력
도, 지성도, 진보도, 저항도 없이, 자연의 모든 작품들에 구현된 하나의 필연적인 법칙이 존재
하는 것이지요. 만약 라파엘의 회화와 같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고안해낸다면,
그 회화 작품들이 여전히 아름다울까요?
- 아니요.
- 그렇다면 기계는요? 그것이 일반화 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 이미지들처럼 별로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 하지만 당신의 논리를 따르자면, 라파엘 자체가 이미지 기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기계 라파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기계의 산물들은 떡갈나무 잎처
럼 일반적이지 않지요. 이 기계가 의지, 의도, 지성, 자유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
신부님, 당신에게 이 [먼지] 구름은 우연히 흩어진 분자들의 혼돈처럼 보이겠지만, [...] 세계처
럼 완전히 질서 잡힌 것입니다.”
디드로는 ‘이미지 기계’를 통해 자연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 분자를 배열하고 이를 통해 식물,
나무, 꽃 등이 만들어지듯이, 예술 역시 일정한 시스템 속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기계 라파엘’은 일반적인 모방 기계와는 구분된다. 라파엘은 신처럼 쉼 없이 그리면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의도, 지성, 자유를 지니고 특별한 실천을 수행한다. 그는 주사
위나 입방체의 활동 규칙을 설정하는 독창적인 예술가이지, 그 규칙에 메인 기계적 제작자가
아니다. 그에게 수학 법칙은 예술의 원리가 아닌 ‘미적인 것의 담지자’로 기능한다. 마치 막스
에른스트의 제사장처럼, 그리고 현대의 ‘손 없는’ 예술가들처럼, 라파엘은 자연의 원리 추구가
아닌, 수학적 아름다움에 기초한 인공적 현실의 생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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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소용돌이조차 질서 잡힌 것이라는 디드로의 주장이 옳다면, 예술가가 만들어낸 인공적
현실 역시 우연까지도 포괄하는 초합리적 시스템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조형
행위를 알고리즘에 떠넘긴 현대의 ‘손 없는’ 예술가들을 복권시킨다. 만약 ‘구체적이고 정확
한’ 관념이 미리 생산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지성에서 떨어져 나온 기계의 톱니바퀴’ 위에서
굴러가게 된다면, 다른 예술가들과 같은 수고는 결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작 방법
론은 자연에 이미 편재한다. 수학은 그것을 연구하고, 예술은 그것을 활용한다. 수학적 인식은
예측될 수 없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각적 현실과 연결되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관념의 감각
적 체현(embodiment)으로 이해 될 것이다. 수학적 시스템 또는 알고리즘은 자신의 논리를
따라 세계를 구축한다. 그것은 창조적 연결(link)을 통해 예술이 되고, 감각적 현실이 된다. 이
러한 관념의 감각화는 세계 운행의 원리들이 예술 제작의 토대이자 원인이 되었던 예술의 이
데올로기적 근원을 확인시킨다. 관념은 이미지 기계의 활동에 기초해, 초합리적인 아름다움의
공간을 빚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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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예술을 위한 수학성>에 대한 질의문
박상우 (중부대학교)
신승철 선생님의 발표는 예술사에서 오랫동안 화합할 수 없는 대립항으로 여겨졌던 예술과
수학의 소통의 가능성을 ‘수학적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조망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적 판단의 원천이 반드시 감각적이며,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명제에서 벗어나 관념적이고 객관적인 것, 예컨대 수학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고에
동감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 발표는 “이성과 감성, 지적 관념과 정서 사이의
연결”, 그리고 “수학적 이해와 정서적 체험의 관련”을 통해 지적 이해와 미적 체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학적 이해 혹은 ‘관념’에 바탕을 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
같은 예술을 ‘관념의 예술’의 전통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I. 질문 1. 선생님께서 수학의 예술의 예로 든 반통겔루나 폴머 등의 작가는 수학의 공식을 바
탕으로 수학적 관념을 시각적으로 감각화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조형(색과 형태)을 통해 관
객에게 감각적 체험과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학적 관념이 관객에
게 미적 체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반드시 자신을 물질화시키는 과정 즉 ‘관념의
감각화’를 통해서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학 공식 혹은 수학적 관념 자체가 형상
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객의 지성에 들어가 ‘이해’를 요구함으로써 미적 체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I. 질문 2. 선생님께서는 디드로의 이미지 기계, 즉 ‘수학적 시스템에 의한 이미지 제작 기계’
를 언급하면서 이 기계를 현대의 ‘손 없는’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에 비
유했습니다. 물론 디드로의 이미지 기계는 의지, 지성을 지닌 똑똑한 기계이지만 저는 여기서
카메라라는 이미지 기계를 떠올립니다. 왜냐면 카메라는 정확히 가장 수학적인 이미지 제작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투시 기하학을 물질화하고 기계화했을 뿐 아니라, 빛의 양과 공
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의 모든 측정 기능은 수학적 관
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날 보편화된 행위, 즉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
하는 행위가 수학적 관념을 시각적으로 현실화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또한 그것은 실제 작품
의 제작에 전혀 관여할 필요 없는 ‘손 없는 창조’, 혹은 ‘알고리즘’의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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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소격동)은 개관 특별 전시의 하나였던 《알레프 프로젝트》(2013)로 시
작한 ‘지적 즐거움의 시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 《매트릭스: 수
학_순수에의 동경과 심연》(이하 ‘매트릭스’)(2014.8.12-2015.1.11)전을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
는 수학과 예술의 실천들이 함께 발화할 수 있는 지점을 실험하는 자리이자, 국제수학연맹
(International Mathematical Union)이 주최하는 세계수학자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미술사에서 에셔, 뒤샹, 몬드리안 등 근현대 미술 곳곳에 수학적 개념을 차용한 작품들은 어
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
트릭스》전은 수학과 미술 사이를 잇는 습관화된 인식의 틀을 낯설게 하는 융복합적 탐구를 시
도하기로 했다. 철학자 김상환은 융복합에 대해「초학제 연구의 문제들 –분류, 상상, 창조」21)
(2014)에서 ‘서로 다른 주제와 목적을 향하는 학문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심연을 횡
단(transverseness)하는 것’으로 서술한 바 있다. 이 횡단은 그 사이 거리와 횡단의 경로 및
방향은 물론 횡단의 목적과 횡단 시 원칙을 일반화 또는 규범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상당히 막막하기 마련이다. 들뢰즈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정주민적 사유가
아닌 유목민적 사유를, 편집증적 사유가 아니라 분열증적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학의 고등 이론을 소환하는 기존 전시 기획의 지형과 사유 구조를 배제하고 새로운
융복합적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전시 기획 방법론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시도는 전시 기획 담론 일반이 전제하는 방법론적 규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론지’(episteme)에 기댈 수 없는 새로운 ‘실천지’(phronesis)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기획 단계나 설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 상황의 전개에 따라
새로운 공명을 감지하고 그에 걸맞는 규칙과 행보를 고안해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기도 했
다. 이는 미술계에 구축된 일련의 지식 체계(이론적 지혜)와 전시 기획에 전승된 선입견을 배
제하는 대신 ‘시적’ 지혜를 덧입히는 작업이었다. 김상환은 지혜의 성질이 다름을 서로 언어가
다름으로 유래함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의 차이를 빌어 과학적 사유를 대변하는
로고스(logos)의 언어와 서사적 사유를 대표하는 뮈토스(mythos)의 언어로 나눌 수 있다. 기
호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최용호 역시 「서사적 사유와 과학적 사유 그리고 세계 –밤의 창조
성」(2014)22)의 발제문을 통해 로고스의 언어가 뮈토스의 언어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뮈토스의
언어가 로고스의 언어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오늘날의 사회 한 단면을 지적한 바 있다.23)
Ⅱ. 본문 I
근대 이후 우리는 ‘수’와 ‘계산’에 의해 통제 받는, 소위 ‘수학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학은 자연 언어를 쓴다는 형식 외에 다른 분야와 별다른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지만 기실 그 영향력을 우리 사회 전면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자본
21) 김상환, 초학제 연구의 문제들 –분류, 상상, 창조,(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 학술대회, 2013.4.18), p.
29.
22) 최용호, 서사적 사유와 과학적 사유 그리고 세계 - 밤의 창조성, (초학제 심포지엄, 2014.8.21),
pp.35-52.
23) 오직 하나의 언어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회가 편집증적임을 지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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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열되었다. 자본주의는 오늘날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를 ‘수’로 정착시켰다. 이번 전시 제목 ‘매트릭스’는 여러 어원과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수
학에서 수를 나열하고 이들을 괄호로 묶어 네모꼴로 배열하는 ‘행렬’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수학화된 단면을 예술의 지점에서 조망하는 이번 전시에서 ‘매트릭스’는 시
각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부제인 ‘순수에의 동경’은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수학자들의 열
정을 은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론적 완결성을 쫓아 수학자들이 만나게 되는 수학적 진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수학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해 하이데거가
언급한 삶의 ‘심연’을 덧붙였다. ‘심연’을 부정적인 감정과 혼돈의 클리셰(cliché)로 받아들이
는 이들도 있지만, 로고스의 언어로 보자면 ‘심연’이란, 설명할 수 없고 계산 불가능한 지점을
의미한다. 이 심연이라는 측정할 수 없는 시공의 어딘가에서, 수학은 또 다른 세상(예술)과 만
나게 될 가능성을, 다시 말해 횡단의 가능성 또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번역 가능성을 획득하
게 된다.
예술은 오랫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
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상상을 가능케 해왔다. 우리는 예술을 접하면서 종종 이러한 ‘심연’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상상과 사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술만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학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계산
가능한 사회가 대두되며 사람들은 수학의 ‘심연’에 빠지기 전에 수학과 작별을 고하고 만다.
수학에 고착된 대중적이고 습관화된 은유는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지 수학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수학(로고스)의 공간이 논리적 분석과 증명의 공간이라면, 예술(뮈토스)적 공간은 다의적 상
징으로 넘치는 역사적 서사의 공간이다. 마치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듯 예술가들은 수
학적 개념을 은유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수학을 심연의 지점, 즉 계산 불가능한 지점
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로고스 언어와 뮈토스 언어는 각자의 영토를 점령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횡단하는 과정 속에서 ‘심연’을 만날 때 비로소 감동, 영
감을 불러들인다.
Ⅲ. 본문 II
《매트릭스》전은 예술가가 횡단의 주체가 되어 로고스 언어를 자신의 시각 언어로 번역하는
자리이다. 참여 작가들은 오늘날의 수학화된 사회를 나름의 성찰적 태도로 사유하는 ‘동시대’
작가들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전공 분야와 시각적 표현의 방법론적 언어 모두 다양하게 구성
되었다.
전시를 구성하는 참여 작가의 군을 ‘행렬’로 묘사할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행은 베르나르 브
네, 슬기와 민과 랜덤웍스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분야를 횡단하는 목적과 그 차이의 거리를 인
지하고 있는 작가들이었다. 그들은 횡단의 가능 조건을 새롭게 부여하기도 하고, 혹은 불가능
하게도 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행은 로고스적 언어를 사유하는 예술가와 뮈토스적 언어를 사유하는 수학자들을 포
함한 작업들이다. 로고스 공간에서만 있을 것 같은 수학자들이 뮈토스적 감각을 역설하는 다
큐멘터리 필름(에카테리나 에레멘코)에서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작업한 뉴
미디어(김경미, 이상민, 고병량, 이강성), 건축(국형걸), 사운드 아트(카스텐 니콜라이) 등 다양
한 장르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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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서양의 작가와 작품 간에 ‘인물성동이론’24)적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작품 배치를 시
도하기도 했다. 자비에 베이앙과 유지원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회 문화사적인 접
근으로 수학의 로고스를 뮈토스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자비에가 서양의 근대
적 성취와 기획들 전반에 내재한 계산 가능성과 수학적 본질주의를 현대적 조각의 형태와 세
련된 미술 언어로 표현해냈다면, 유지원은 서양에서 쓰이는 단위를 비롯한 수학적 사유와 접
근 방식과는 다른 전통적인 동아시아권 문화에서의 수학적 개념을 정제된 디자인 언어로 보여
주고 있다. 전시 공간에서 작품들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은 어쩔 수 없이 유목민적인 ‘횡단’의
사유를 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전에서 수학과 예술 사이의 횡단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수학적 지식
도, 예술적 기교도 아닌, 바로 ‘시’였다. 전시 기획을 위한 나름의 규칙과 행보를 전개하는 데
있어 수학자의 상(image)을 세우는 것은 필수 불가결했다. 많은 수학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상이 그려졌지만, 고등과학원의 최재경 교수는 앞서 말한 ‘시적 지혜’를 기획에 덧입히는 영감
의 단초가 되었던 수학자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사유의 과정에서 수학과 시가 철학을 가능
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이 맞다면 - 즉, 사유가 전개되기 위해 시가 실
제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면, - 최재경의 시 <꽃과 노을과 그림> (2012)는 분명 수학과
예술 사이를 횡단하는 이번 전시 기획을 가능케 한 중요한 발동기같은 역할을 했다. 시인인
된 수학자가 시어와 맺는 관계 속에서, 로고스와 뮈토스 사이를 오가는 그의 ‘횡단’에서 우리
는 순간적이나마 찰나에 ‘심연’을 느낄 수 있다. 송희진은 수학자 최재경의 일상적 사용 사물
들을 아카이브로 하는 신작을 통해 시와 사물이 어우러진 수학자의 방을 제안했다. 이 작품은
수학자의 시에 마치 현전성(presence)을 부여해주는 듯, 또는 로고스와 뮈토스의 만남을 상징
하려는 듯, 전시장의 중간에서 두 개로 나뉜 전시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IⅤ. 결론
융복합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예술이 수학과 대립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융복합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차
이와 거리를 은폐하지 않는 정신의 형식을 전제로 한다. 《매트릭스》전은 수학과 예술을 통해
로고스와 뮈토스의 대립과 완강한 차이를 좁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
은 번역가이자, 횡단을 실천한 모험가들이다. 《매트릭스》전은 관람객에게 다소 교육적으로 접
근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드는 전시일 것이다. 수학과 예술
의 배후에 있는 삶과 사회를 바라보고, 그들 사이의 최후 거리를 횡단하는 반복 운동에 관람
객이 직접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24)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의 본성이
서로 같은가 혹은 다른가에 대한 이론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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