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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ology 와 현대 추상미술

학제간
연구

계영희 (고신대학교)

수

학과 미술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기 繪畵와 사영기하학과의 관계> 이후 수학과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미술의 접목은 끊임없이 필자를 사로잡는 주제

인간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화의 양식이므

였다. Topology를 전공하면서 추상화된 수학과

로 둘 사이에는 매우 공통점이 많다. 25년 전

현대의 추상미술은 더욱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

에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으

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수학과 미술이

로 김용운 교수님으로부터 지도 받았던 <16세

인간 내면의 parallel vision을 갖기 때문이다.

(1)

자율성의 추구 : 수학과 미술을 추상화로

그림 2. 쇠라 1883-1884
그림

1.

루이

다게르

<찰스스미스의

초상>

<아니에르의 물놀이>

1843

그림 3. 수잔발라동
<자화상> 1883

19세기에 유럽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는 한마

빵빠레로서 1883년의 일이었다. 한편 미술에

디로‘자율성’이었다. 이러한 유럽 사회의 분

서는 오랫동안 서구 미술가들에게 각인되었던

위기는‘수학의 본질은 자유’라고 주장하였던

그리스․로마 신화의 설화적 요소와 기독교의 종

칸토르(G. Cantor, 1845-1918)에 의하여 집합

교적 내용을 사라지게 하였다. 자율성의 추구

론을 발표하게 한다. 이제 수학에서는 과거에 터

가 화가들에게 주관을 표현하게 했기 때문이

부시되었던 무한을, 유한처럼 적극적으로 다루면

다. 결국 새로운 화풍 인상주의가 출현하여 형

서 countable infinite와 uncountable infinite를

태가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찰나적인 인상과 순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cardinality를 소

간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하였다. 이 작업은 수학의 추상화를 알리는

경향을 부채질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은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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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었다. 루이 다게르가 1837년 은판 사진

면에 화가들은 현실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

술을 발명하여 2년 후 1839년에 최초로 인물

사는 사진의 영역으로 미루고 추상의 세계를

사진을 찍었고, 1880년에는 휴대용 카메라와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2.는 점묘파 화

롤필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돈 많은 귀족

가 쇠라(G. Seurat, 1859-1891)가 캔버스에

들이 누렸던 초상화를 시민 대중들은 사진으로

선을 긋지 않고 점을 찍어서 그린 작품이다. 보

대리 만족할 수 있게 되었고 귀족들의 세밀 초

다 밝은 색을 얻기 위해 순색, 원색의 작은 점

상화를 그리면서 업으로 삼던 화가들은 사진사

을 찍어 멀리서 바라보면 눈의 망막에서 두 색

로 전업을 하든가 사진 스튜디오의 소도구 담

이 혼합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

당자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진술의 발달로

이다. 수학에서 점집합이 함수의 곡선과 곡면이

오히려 육안으로 포착되지 않는 움직임을 사진

되듯이 회화에서는 점집합이 사람과 나무로 표

으로 익힌 후 이것을 표현한 이들도 생겨난 반

현된 것뿐이다.

(2) 여성의 정체성 : 나체 자화상
1883년은 수학에서 칸토르가 집합론을 발표

면서 인체의 아름다움은 묘사되지 못했었다.

한 역사적인 분기점인데 공교롭게도 점묘파화

르네상스가 도래했을 때도 여전히 미술가들은

가 쇠라의 작품도 같은 해에 만들어 졌으며 또

신화와 성서를 결합한 형태로 아름다운 여성의

한 우리는 그림 3.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누드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남성 위주의‘르네

그림 3.은 여류 화가 수잔 발라동이 그린 최초

상스식 포르노그라피’가 숨어 있었다고 본다.

의 나체 자화상이다.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그러나 19세기가 도래하자 여성의 몸이 이제

시대에는 여성보다 남성의 나체가 많이 조각으

는 남성의 성적 대상이 아닌 여성의 정체성을

로 표현되었는데 그리스 남성만이 이상적인 인

나타내는 그 무엇으로 바라보는 당당한 의식

간이라는 그리스인 특유의 우월감이 있었기 때

이 생겨나게 되었다. 수잔 발라동은 비천한

문이다. 여성과 노인은 소외계층이었던 것이다.

출신으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신체를 표현하고 싶

이었는데 당시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모

었던 남성들의 욕망은 여자가 아닌 女神 이름

델노릇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으로 제작되어 현재 밀로의 비너스를 포함하여

녀에게 첫 명성은 안겨 준 그림은 자신의 몸

많은 작품의 제목은 여신의 이름이다. 그러나

을 그린 자화상이었다. 이 그림의 모델은 에

중세가 되면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은 죄악시되

로틱한 매력을 풍기는 처녀의 몸이 아니다.

었고 과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대표적인 교부철

응시하는 눈빛은 아기를 낳은 후 부기도 빠지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등에 의하여 여성은 열

지 않은 해산한 여인의 당당함과 모성의 고귀

등하며 아담을 유혹한 악마적인 인물로 치부되

함을 일깨운다.

(3) 추상화 = 단순화
그림 4.는 입체파 화가 피카소(P. Picasso,

에 앉아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화가의 시점은

1881-1973)의 작품 <마리 테레즈>인데 의자

르네상스나 근대처럼 한 점이 아니다. 여러 점

대한수학회소식

12

그림 5. 마티스 <나부>, 1940
그림 4. 피카소
<마리 테레즈>, 1937

이며 또 화가의 내부이기도 하다. 여러 각도에

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서 대상에서 가장

서 바라 본 것을 종합한 피카소의 솜씨는 원근

기본적인 요소만을 남겨놓은 것은 마치 위상변

법의 부정이자 고정관념의 파괴였다. 사실주

환이 닮음변환, 아핀변환, 사영변환 등에서 가

의, 자연주의의 파괴는 추상으로 치닫게 했다.

능한 한 조건을 없애고 연속성만을 남겨놓는

그림 5.는 20세기 피카소와 쌍벽을 이루는 거

발상과 흡사하다. 피카소와 마티스가 살았던

인 마티스(H. Matisse, 1869-1954)의 1940

서구 사회는 세계 제 1, 2차 대전을 겪었던

년 작품 <나부>이다. 귀스타브 모로는 제자

격동기였다. 격변과 혼란의 소용돌이는 화가들

마티스에게‘회화를 단순화하는데 천재’라는

을 단순화시켰고 때를 같이 하여 위상변환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필을 불과 10여 차

학문 Topology 의 발달은 필연적인 것으로

례만 움직여서 관능적인 여인을 표현한 것이

인식된다.

(4) 수학자와 미술가의 뫼비우스 띠

그림 6. Optical art로 묘사된
뫼비우스의 띠

그림 7. 막스 빌 1953-1956

<끝없는 표면>

그림 8. 엣셔 1963
<불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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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학자 뫼비우스(Mőbius, 1790-1868)

라운 이 곡면을 미술가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

는 직사각형의 도형을 가지고 마주 보는 대변을

는다. 그림 6.은 옵아트(optical art)로 표현된

180도 비튼 다음, 풀로 양끝을 붙임으로서 획

뫼비우스 띠로서 2차원 평면인 캔버스에 곡선

기적인 곡면 뫼비우스 띠를 만들었다. 보통의

과 곡면의 수학적 성질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띠는 가장자리가 2 개이지만 뫼비우스의 띠는

그림 7.은 막스 빌의 <끝없는 표면>이다. 유한

가장자리가 1 개가 되고, 보통의 띠는 면이 2

한 평면을 뫼비우스 띠로 만들었을 때 무한히

개이지만 뫼비우스의 띠는 면도 1 개가 된다.

반복하여 걸을 수 있는 곡면이 생성되는 것을

2 차원 곡면을 한번 꼬아서 붙임으로써 안과

간파한 조각가는 <끝없는 표면>이라고 이름

밖을 구별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곡면을 만든

지은 것이다. 그림 8.은 네덜란드의 판화가 엣

것이다. 현재 콘베이어 벨트에 사용되어 원통

셔(Escher, 1898-1972)의 작품 <불개미>인

형의 벨트보다 2배로 오래 쓸 수 있는 경제적

데 오르고 또 올라도 끝이 없는 뫼비우스 띠의

인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학자가 만든 놀

성질을 잘 묘사하고 있다.

(5) Topology : 직선=곡선
공리를 절대 진리로 여겼으나 힐버트는 공리를
게임의 rule과 같이 여기면서 단지 가설로 간
주하며 수학을 전개해 나갔다. 힐버트는‘어떤
명제라도 그것이 성립하는가를 판정할 수 있는
공리이론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힐버트의 이론도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괴
델(Godel, 1906-1978)이 힐버트의 이론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이른 바‘불완전성의
그림 9. 브리짓드 릴리
<반듯한 곡선>, 1963

정리’이다. 즉‘공리계의 무모순의 증명은 그
공리계의 내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럿
셀(B. A. Russell, 1872-1970)의 수학의 원리

칸토르 이후 힐버트(Hilbert, 1862-1943)

와 함께 힐버트의 공리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완

는 n차원 공간 R n 을 확장하여 무한차원 공간

전함을 보이었다. 럿셀은‘Russell's paradox'로

R ∞ 를 정의한 후 거리함수(metric function)

유명한 집합 S = { x∣x∉x} 를 제시하였다. S
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들의 모

ℓ 2 를 주었다. 곧 힐버트 공간이 구성이 된 것
이다. 더 이상 수학을 3차원의 실세계와 자연

임이다. 이 때

S∈S 라고 하면 주어진 집합

속에서 찾지 않았고 순수 사유의 세계에서 인

S 의 조건에 맞게 되어 S∉S 이 되고, S∉S

위적으로 수학을 구성한 것이다. 초현실의 세
계인 것이다. 예외없이 미술에서도 초현실주의,

라고 하면 S∈S 가 되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
다. 수학과 때를 같이 하여 미술에서도 예외없이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이 등장한다. 힐버트의

패러독스한 작품들이 등장한다. 그림 9.는 브리

구성적 방법을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유클리드

짓드 릴리의 작품 <반듯한 곡선>인데 제목부터

의 공리주의와는 철저히 구별된다. 유클리드는

가 이율배반적이다. 유클리드적 관념으로는 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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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직선이지 곡선이 아니었다. 그러나 토폴

의 세계에서는 곡선이 직선이고 직선이 곡선이

로지적 관념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토폴로지

되는 것이다.

(6) 수학과 미술에서의 paradox

그림 10. 마그릿뜨 1928-29
<단어의 사용Ⅰ>

그림 12. 엣셔 1960
<원의 극한(천국과 지옥)>

그림 11. 마그릿뜨 1995
<유클리드의 산책>

그림 13. 화장대에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해골의 모습인가?

그림 10.은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뜨(Rene

크기의 두 사람을 바라보자. 한 사람은 수학자

Magritte, 1898-1967) 의 작품이다. 이 작품

유클리드이고 한 사람은 그림을 바라보는 바로

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써있

나라고 하자! 내가 지금 유클리드 선생님과 길

다. 파이프를 그려 놓고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

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캔버

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림의 파

스 위에 있는 것이 되고, 캔버스 위에 있다고

이프는 단지 캔버스에 있는 파이프의 허상일

생각하면 길 위에서 걷고 있다는 순환논리에

뿐이다. 참이라고 생각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

당도하게 된다. ‘평행하는 직선은 결코 만날

이라고 생각하면 참이 되는 순환논리를 화가들

수 없다’는 평행선 공준을 주장하였던 유클리

이 멋지게 표현한 것이다. 럿셀의 paradox처

드를 평행하는 길 가의 양쪽 선이 저 멀리 수

럼. 그림 11.도 마그리뜨다운 발상으로서 자만

평선에서 만나게 되는 길 위에다 설정한 마그

하였던 인간의 논리적 한계에 경고를 준다. 유

리뜨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우리는 잠시 혼란

리창너머 저 멀리 길 위를 걸어가는 개미만한

스러워 진다. 그림 12.는 엣셔의 프랙탈적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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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삼각형 구도의 중심부분을 기준으로, 한

이지만 거리를 두고 다시 바라보면 화장대 앞

없이 자기닮음(self-similarity)을 가진 도형이

에서 화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이는 이율배반

무한히 퍼져 나가고 있는데 흰색 부분을 보면

적인 그림이다. 수학의 논리적 paradox와 초현

천사들의 모습이 되고, 검은색 부분을 보면 박

실주의 화가 마그리뜨의 작품, 수학의 fractal

쥐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그림이

도형과 엣셔의 작품은 수학과 미술이 같은 시

된다. 그림 13.은 언뜻 들여다보면 해골의 모습

대정신의 리듬을 타고 있음을 보인다.

(7) 맺는말
비례･대칭･균제를 추구하던 고대 그리스 시

갖게 하여 근대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공하는 요

대에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발달하였고,

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17, 18세기 지식인이

생활용품과 예술품은 철저하게 기하학적 원리

추구하던 가치 속도･빛･힘은 수학에서는 미분

에 따라 제작되었다. 그러나 중세가 기독교의

적분학의 발달을, 미술에서는 빛의 화가, 렘브

교리와 종교적 기적만을 추구하자 수학은 자연

란트, 할스 등이 등장한다.

스레 수도원 수학으로 대치되었고 미술에서는

본 논고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자율성의

성서의 내용을 표현하는 종교화와 남녀의 사랑

추구는 수학과 미술을 모두 추상의 패러다임으

을 노래하는 세속화로 이분되어 나타난다. 그

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수학은 엄밀하고 논리

후 르네상스가 도래하자 다시 유클리드 기하학

적인 자연과학이고 미술은 정서를 표현하는 예

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화가들에 의한 원근법

술이지만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인간 내면의

의 탄생은 사영기하학을 태동시켰다. 원근법은

parallel vision이기 때문이다.

‘나’를 주체로 사물을 바라보는 자아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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