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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morphosis is highly favored in modern days as the atmosphere of pursuing unusual manners is growing while

transformation and distortion of images are freely available.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affect of these

distorted images on space designs and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anamorphosis and visual perceptions, and

to identify the new perceptual phenomenon created through it, and the methods of expressing those.

Four expressional methods were defined through the process of studying Anamorphosis based on its definition by

Niceron, examining artworks such as paintings and photographs, and case-studying example spaces of visual

perception experiments. Expressing anamorphosis through visual perceptions are broadly categorized to directional,

dimensional, flatness, and optical. The analysis of 10 case projects suggests that the experimental spaces offer

joys of finding and interpreting metaphorical forms and meanings caused by the four characteristic categories

above. Also, they artificially show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virtual spaces in 2-dimensional or

3-dimensional spaces, and form hyper-boundaries, new experience, and an internal mechanism that is vague and

chaotic.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anamorphosis which is a distorted perspective, is not only a simple

measure to overcome perspectival errors, but is an existence suitable to the current era, that will extend its

potential and value in spat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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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시각에 의존도가 높은 인간은 빛 그리고 형(形), 균형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 사물을 보며, 인식하고 사유한

다. 더불어 기존에 기억하고 경험했던 심리적인 환경요인

의 영향으로 인해 한 사물이 다양한 시각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시지각의 역할은 공간을 인

지함에 있어서 다른 감각기관보다 중요시되며, 시각의 의

존도가 높을수록 시지각의 한계와 오류는 나타나기 마련

이다. 과거 르네상스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리매

김한 원근법이 정확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동

시에 예측할 수 없는 형태 왜곡을 나타냈다. 예술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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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광학(光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왜상화법이 발전하게

되었다.1) 17세기만 해도 왜곡상은 주로 사회의 엘리트층이

즐기던 지적 놀이였으나 현대에는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

라가 등장하면서 이미지의 변형 및 왜곡이 자유로워지면

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의적(一義的)메시지보

다 중의적(重義的)표현을 선호하고 비일상적인 것을 추구

하는 현대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원근법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아나

모르포즈(Anamorphose)의 의미와 존재가치를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왜곡된 이미지가 공간속에서 어떤 영향력과

아나모르포즈의 표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표현을

통해서 관찰자의 시점과 투사면의 방향, 공간의 새로운

구성이 시각자극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1) 심복섭, 아나모르포즈의 표현특성과 조형적 의미, 충북대, 2012,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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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표현의 가능성과 가치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왜곡된 원근화법인 아나모르포즈의 배경과

개념, 표현방식 등을 개괄적이고 이론적 근거인 기존에

선행 연구들의 중심에 있는 니세롱의 정의를 기반으로

고찰한다. 회화, 사진 등의 작가작품을 통해서 아나모르

포즈의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고 시각경험을 통해서 인지

되는 자극과 지각현상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인지에 의해 심상을 동반하는

왜상 표현들을 시각적 투시법과 광학적 도구를 통해서

특성을 도출하고 체험 공간디자인의 사례에서 구체적인

표현방법과 활용가능성을 밝히며 공간디자인의 소통언어

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나모르포즈와 시지각의 고찰

2.1.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

(1) 아나모르포즈의 기원과 어원적 의미

뒤틀린 원근화법으로써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

는 1559년 다니엘 바르바로(Daniello Barbaro)의 『원근

화법의 실습』 속에서 처음 기술되었고 17세기에 프랑스

어로 처음 등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진실을

뒤틀고 합리성을 조롱하는 가상적이고 인위적인 마술적

수법으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원근법이 투사면의 방향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곡된

기하학적인 형상이 제기되었고, 과학적 진실을 밝히는

체계로 간주된 원근화법의 측면에서 회화기법의 용어로

왜곡된 원근화법이 나타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뒤틀

린 원근법을 인정하여 인위적인 ‘기하학적 원근화법’과

보는 사람의 시각현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원근화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이 기법은 다양한 요소와 방법으

로 다방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

아나모르포즈는 어원적으로 ‘Ana’는 ‘거슬러 올라가’

이고, ‘Morphé’는 형태를 의미함으로 본래의 형태를 되

찾기 위하여 현재의 형태를 파괴하고 재구성한다는 말이

다.3) 영어에서는 아나모르포시스(Anamorphosis), 프랑스

어는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라 불린다. 한자로는

왜상(歪像)으로 번역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미를 정의

할 수 없다. 왜곡된 형상이라는 의미이며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일반적인 시점에서는 불완전해보이지만 정해진

2) 이수균, 서양 미술의 기하학적 원근화법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왜곡

된 원근화법으로써의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서울: 미술사학

지Ⅶ, 1995, p.012 참조

3) 하태환,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와 마르셀 프루스트, 프랑스어

문교육 제2집, 1994, p.340 참조

관점에서 관찰하거나 특수한 광학 도구를 사용하면 제대

로 보이도록 고안된 형상을 뜻한다. 즉, 재건을 위한 파

괴이며 다시 되돌아옴을 내포한다. 형태들은 불규칙 속

에서 질서가 부여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투사하여 특정

한 관점에서 보면 숨겨진 이미지가 지각된다.

(2) 아나모르포즈의 분류

15세기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아나모르포즈는

그 내용과 기법 상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제작되어 왔음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나모르포즈을 연구한 장 프랑

수아 니세롱은 『신기한 원근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특정한 각도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단축왜상(optique)’, 둘째, 특수한 모양의 거울

에 비춰야 제 형태로 돌아오는 ‘반사왜상(catoptrique)’,

셋째, 보석이나 프리즘을 이용해 파편처럼 흩어진 영상

을 모아 하나의 이미지로 종합하는 ‘굴절왜상(dioptique)’

이다.4) 이러한 니세롱의 분류는 거의 모든 아나모르포즈

의 표현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는데, 니세롱의 분류를 토

대로 아나모르포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기하학적 투시법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하나

는 광학적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다시 가속

투시법과 감속 투시법으로 나뉜다.5) 이는 실제로 훨씬

길고 짧은 거리에 원근감을 더하는 방식이다. 가속 투시

법은 평행한 두 직선 대신에 소점과 선의 각도 등을 이

용하여 가까운 물체가 실제보다 멀어져 보인다. 즉, 관람

자은 실제로 좁은 공간을 보게 되지만 넓은 공간을 보는

듯 한 착각을 갖는다. 이와 반대로 감속 투시법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실제보다 가까워 보이게 하는 방식

이다.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깝게 보임으로 인해서 입체

공간에서 2차원적 형상이 생긴다. 예시로 면의 이미지들

이 실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고도에 흩어져있을 때, 어

느 시점에서 관찰하는지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던 이미지

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3차원에 있

는 이미지들이 2차원적인 형상을 보이는 것이다.

시각적 투시법에 의한 아나모르포즈를 직접적 방식이

라고 하는 반면 일그러진 상을 특수한 거울에 반사하여

새로운 상을 얻는 것을 간접적 방식이라 한다. 도구로는

원기둥형과 원뿔형 그리고 피라미드형 거울이 대표적이

며,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형상을 왜곡시켜 놓고 그 위

에 원기둥형, 원뿔형 거울을 통해 숨겨진 상을 본다. 피

라미드형 거울은 왜곡된 이미지가 4개의 면에 반사되었

을 때, 꼭지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의도한 이미지가 보

이는 것이다. 거울에 비취진 이미지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시점을 조금만 움직여도 급격히 변화한다.

4)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pp.134-136

5) 하태환, op. cit.,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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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특 징

직접적
기하학적

투시법

가속

투시법

공간속에 원근감을 부여하는 방식.(가까운 물체가 실

제보다 멀리 있어 보이고 좁은 공간이 넓은 공간으로

보이는 효과)

감속

투시법

3차원 공간 속에서 오브제나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시점에 따른 2차원적 시지각 왜상 유발.

간접적 광학적 기계

광학적 도구나 장치(거울이나 특수렌즈 등)들을 이용하

여 반사된 왜곡된 상을 얻어내는 방식.

반사형 - 거울 반사면의 특성에 적합한 그리드를 이용.

굴절형 - 정교한 기법과 프리즘이나 보석, 렌즈 등을 이용.

<표 1> 아나모르포즈(anamorphose)의 표현유형 방식 요약

2.2. 시지각과 아나모르포즈

(1) 시지각(視知覺)

감각은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원초적

인 반응이다. 이 원초적인 감각들은 과거의 경험, 기억

등에 근거하여 인지하고, 의미를 해석한다.6) 인지 심리학

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을 실제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미리 생각하는 것과 잘 어

울리도록 대상들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시지각의

인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정리 가능하다. 첫

번째, 시각 인지는 모양, 형태, 색채, 윤곽, 대비, 그리고

움직임의 기본적 분석을 수반한다. 두 번째, 첫 단계를

통해서 인지된 자극은 기본적인 형태로 체계화된다. 세

번째, 기본 형태는 장기기억(long-term memory)7)에 저

장된 세상 지식과의 연합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는다.8)

이러한 인지과정을 통해 각 정보들을 분석해서 직접 만

져보지 않아도 공간의 깊이나 크기가 어떤지, 재료가 무

엇인지, 색채가 밝은지 어두운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얻는다. 이때 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무의식적

이거나 의식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진다. 어떠한 대상을

인지하고 바라보는데 있어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 특별한

체험을 통해 비일상을 경험하기도 하며 언제나 동일하지

만은 않는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계산하는 등

많은 정신 활동에 의한 내적 메커니즘을 일으킨다. 대표

적인 지각현상을 통해서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했다.

분 류 내 용

형태지각

(objects

perception)

2차원 영상을 3차원 대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선의 교차점이

동일한 대상에서 나온 것인지 대상과 대상의 윤곽이 만나서 나온

것인지 사유하며, 사물의 부분만으로 원래의 상을 지각한다.

깊이 및

거리 지각

(depth and

size

perception)

사물의 크기를 인지하며, 조절과 수렴이라고 하는 눈의 기계적 변

화를 통해 대상의 깊이나 거리를 판단하게 한다. 대상의 거리가 달

라져서 망막상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대상의 크기를 통일하게 지

각하는 현상을 크기 항등성(size constancy)이라고 한다.

운동 지각

(motion

perception)

망막상의 움직임이 물체의 움직임인지, 자신의 움직임인지를 쉽게

지각되고 사물의 형태나 크기를 판단한다. 세분화하면, 대상의 실

질적인 이동을 지각하는 실제운동(real movement)과 운동하지 않지

만 운동으로 지각되는 가현운동(apparent movement)이 있다.

<표 2> 시지각에 의한 지각 요약

6) 박신자, 심리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5, p.106

7) 장기 기억[long-term memory]: 일상적으로 ‘기억한다’ 또는 ‘알고 있

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이다. 즉, 우리의 삶에서 얻어진 앎의 내용

8) 로버트 L.솔소, “시각심리학”, 신현경(역), 시그마프레스, 2003, pp.81-84

(2) 시지각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인간은 신체적 특성상 시각의 의존도가 가장 높다. 시

각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시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착

시, 착각을 무시 할 수 없다. 다른 감각의 착각보다 시각

적 착각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시각정보가 타 감각에 비

해 보통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9) 인식되는 공간은 망

막에 비추어지는 그대로가 아니라 경험, 분절, 비틀림 등

에 의해 나타나는 착시라는 한계를 갖게 된다.10) 또한,

21세기에 들어서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자극의 총량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졌고, 그 종류와

복잡성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이 같은 새로운

이미지의 환경은 사람들의 감각과 정신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나아가 체계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른다.11) 개인

의 개인사와 사회적 경험 등을 이유로 각자의 시각에 따

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상학적 측면을 벗어나보면, 이

는 시야가 있고 개인의 해석에 의해 “선택”된 시각 세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인에 의해 재생산된 시

각-이미지는 구체화된 사물의 시각과 판단과 지각에 의

해 이루어져 반드시 개인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12) 즉,

인간은 각자 세상에 대한 심적 구조를 발달시키는 과정

에 있어서 수많은 새로운 이미지들이 장기기억으로 자리

잡으며 고정관념이 생긴다. 아무리 뒤틀리고 상식적으로

어긋나있는 사물을 접해도 과거에 경험했던 이미지들에

의해서 본래의 이미지를 찾으려 하는 아나모르포즈 지각

현상이 발생한다. 아나모르포즈 지각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심리학적 이론을 아래 <표 3>와 같이 정리하였다.

분 류 내 용

스키마

(Schema Theory)
대상, 장면, 생각의 구조를 표상하며, 지각과 기억에 영향

프레이밍(Framing)
행동경제학에서는 인식의 틀(Frame)이 달라질 때마다 의

사결정이 달라지는 경향.

게슈탈트 심리학

(Gestalt psychology)

개체가 어떤 자극에 노출되면 각각의 부분으로 보지 않고

완결, 근접, 유사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극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혹은 형태. 즉, ‘게슈탈트’로 지각.

<표 3> 아나모르포즈와 지각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이론 요약

2.3. 소결

왜곡 현상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는 이러한 과정은 관점

과 상황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는 잣대가 결코 단일하고

일회적이지 않으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제

시 할 수 있다. 즉, 고정된 시점에서 보는 한 우리는 사

물의 한쪽밖에 볼 수 없으며, 다른 쪽은 추축하거나 상

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축과 상상은 실제와 일치하

9) 김현택 외 8명, 심리학(인간의 이해), 학지사, 1996, p.152

10) 이련결, 착시현상을 적용한 공간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2009, p.2

11) 성완경, 시각과 언어(산업사회와 미술), 열화당, 1982, p.19

12) 존 버거, 이미지, 시각과 미디어(Ways of Seeing), 동문선출판사

(역), 200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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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왜곡 현상이 실제 공간에

형성되었을 때, 실제의 개체와 표현된 개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로 인해 착시가 발생하게 되며,13)

과거의 경험과 시각의 자극은 착시 형상이 나타나는 과

정에서 특정한 관계를 이루어 그 정체성과 새로운 의미

를 경험하게 된다.14) 이러한 시점, 소점과 같은 방향성에

의한 시지각적 혼란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은 집중

력과 흥미를 유발하고, 불규칙 속에 질서와 다의성에 대

한 해석의 즐거움 등 새로운 시지각적인 유희를 제공한

다.15) 또한 21세기에는 좀 더 차별화되고 새로운 왜상

방식이 요구되면서 실제 공간속에서 2차원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이나 평면 속에서 3차원적인 이미지를 형

성하는 기법들이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시지각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특성을 관람자에

시점에 따른 방향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와 공간 구성 요

소의 위치 및 크기 변화 등을 이용하여 3차원의 가상공간

을 구현하는 입체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이와는 반대로

공간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2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하고

이미지화하는 평면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그리고 니세롱

의 분류에서 나타난 광학적 도구 및 장치들을 이용하여

의도한 상을 표현하는 광학형에 의한 아나모르포즈를 도

출하였다. 4가지 특성은 아래<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분 류 특 성 내 용

직접적

가속투

시법

방 향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투시점 및 소실점 그리고 시점을 응용한 방향성의

교차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제어 가능하여, 다양한 방

향성을 제시하고 관람자의 적극적인 행동 참여를 유

도하는 방식.

입 체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공간 구성 요소의 위치와 크기변화 그리고 반복 등

에 의해서 3차원적 왜상을 유발하며, 예술과 현실의

괴리감을 표출하고 인위적인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

험과 기술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입체적인 방식.

감속투

시법

평 면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2차원적 요소(색채, 재료)와 공간의 특성(벽, 기둥, 바

닥, 천정)을 통해 3차원 공간에서 방향에 따라 개체

가 평면적인 이미지처럼 보이는 시각적 왜상을 유발

하는 방식.

간접적
광학

기계

광 학 형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거울이나 특수렌즈 등 광학적 도구나 장치들을 이용

하여 반사된 왜곡된 상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무한히

반복된 공간의 이미지 형성과 비현실공간의 재현이

가능한 방식.

<표 4> 시지각적 특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3. 아나모르포즈 현상의 시지각적 공간특성과

구현 방법

3.1. 방향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방향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형상은 시지각적인 요소

에 의해서 나타는 형상을 말한다. 기하학적 원근투시법

13) 심복섭, 아나모르포즈의 표현특성과 조형적 의미, 충북대, 2012, p.201

14) 김남희, 체험 요소로서 Optical illusion effect의 공간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2007, p.29 참고

15) 심복섭, op. cit., p.201

에 의해 상의 이미지를 늘이거나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본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특정한 각도 또는 지점에서

보았을 때만 정상적인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제작

된다. 아나모르포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스 홀바

인(Hans Holbein)의 그림인 ‘대사들<그림 1>’도 방향성

을 이용했다. 이 그림은 계단 벽면에 걸릴 것을 고려하

여 제작되었으며, 계단을 내려오면서 벽면의 그림을 바

라보면 중앙의 하단에 있는 정체모를 형태가 보인다. 형

태는 일정한 지점에서 바라보면 해골이미지로 보인다.

시점과 대상, 투사면의 영향을 받으며, 관찰자에게 전하

고자 하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 가능하다.

<그림 1 >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대사들’, 1533

(좌측, 중앙 : 정면에서 지각되는 왜곡된 형상, 우측 : 일정한

지점에서 본 형상)

<그림 2>는 거리 예술작가로 알려진 줄리안 비버(Julian

Beever)의 ‘지구’이다. 과장된 원근법을 이용하였으며, 왼쪽

은 실제로 길거리 바닥에 길게 늘어지게 그려진 지구의 왜

상이고, 오른쪽은 지정해 놓은 고정된 시점에서 바라본 지

구의 온전한 모습이다. 정해진 시점에서 보았을 때 나타는

형태를 통해서 보행자로 하여금 유쾌함과 유희를 제공하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며, 지나는 사람들

의 시각에서 환상적인 길거리 예술이 지각되도록 그린 착

시이다. <그림 3>은 이스트반 오로즈(Istvan Orosz)의

‘mind the steps’이다. 입체 계단형 구조로, 왼쪽은 맨살로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다리가 보이고, 내려오는 사람의 다

리는 왜상으로 보인다. 오른쪽은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 사

람의 다리 모습이 보이며, 왼쪽에서 보였던 올라가는 사람

의 다리는 왜상으로 보이는 양면적인 구조이다. 앞에서 설

명했던 사례들은 한 가지 왜상현상을 일으키는 형식이었으

나, 이 작품은 보는 방향에 따라 왜곡된 형상과 정상적인

상이 서로 교차하여 보이는 형식이다.

<그림 2> 줄리안 비버(Julian Beever), ‘지구’

(좌측: 보행자 시점에서의 형상, 우측: 정해진 지점에서 본 형상)

<그림 3> 이스트반 오로스(Istvan Orosz), ‘mind the steps’, 1997

(왜곡된 상과 정상적인 상이 교차되어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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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eformscape”, Thomas

Faulders

이러한 왜상은 관람자의 시선을 끌며 흥미와 유희성

(遊戱性) 및 새로운 사유를 이끌며, 전시 공간에서는 관

람자의 적극적인 행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유희성은 특히 아동기에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자유성 ·쾌락성, 그리고 긴장이라는

요소를 내포한다. 이것은 유아 ·교육 ·치료 ·미학 ·심리

공간 등 여러 방면에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3.2. 입체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입체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는 평면 속에서 3차원적

공간을 구성하거나 공간 구성 요소의 위치나 반복에 의

해서 3차원적 왜상을 유발하며, 예술과 현실의 괴리감을

표출시킨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림 4>는 미국 과학자 앨버트 애임즈(Albert Ames)가 고

안한 ‘애임즈의 방’이다. 왼쪽 도면은 애임즈 방의 평면

도이며 굵은 실선으로 그려진 뾰족한 사각형이 실제의

방모양이고, 점선으로 표시된 정사각형이 우리가 정해진

지점에서 지각하는 방의 모습이다. 여기에서 A와 B, C

는 실제로 같은 크기이다. 그러나 B에 비해 A가 무척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A는 B보다 작게 지각

된다. 이와는 반대로 B는 C, A보다 오히려 더욱 크게

지각되는 것이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실

감나게 연출되어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시지각

의 기초적인 요소인 선의 왜곡을 보여주며, 평평하고 평

범한 공간에 3차원적인 비현실공간을 표현하여 긴장감과

착각을 유발한다.

<그림 4> 애임즈의 방, 앨버트 애임즈(Albert Ames)

<그림 5> 선의 왜곡,

Paris La Defense

<그림 7>은 벽 위에 선으로 공간을 재구성한 작품이

다. 앞에 설명했던 <그림 4>와는 다르게 특정한 관찰

지점이 요구되지 않으며, 관찰하는 지점별로 다양한 공

간감이 지각된다. 기존의 실제공간과는 전혀 다른 색다

른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공간 메이커로서 ‘없는’공간 속

에서 ‘있는’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공간과는 시각적 구성과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것으로

차별성을 두며, 인위적인 공간 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기

술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렇게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모호성과 새로운 지각의 유희 및 새

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7> ‘빠지다’, 강선미, 2005

3.3. 평면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2차원적인 요소와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에서 방향에 따라 개체가 평면화되는 시지각적 왜상을

유발하며, 독자나 관객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여 은

유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그림 8>는

프랑스 사진작가인 조르주 루스(Georges Rousse)의 작

품이다. 조르주 루스는 아나모르포즈 형상을 현대적 사

진으로 표현한다. 폐허가 되어버린, 본래 의미가 사라져

버린, 버려진 공간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한 시점

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하학적인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

록 공간을 재배치하고 색을 칠하기도 하고 가벽 등을 이

용하여 구성한다. 공간 속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벽, 기

둥, 보와 같은 모든 구성 요소는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3차원공간을 평면화해보이는 착시에 효과를 더한다. <그

림 9>은 아나모픽 일루션 작가(Anamorphic illusion 3D

Artist)인 펠리스 바리니(felice varini)의 작품이며, 주로

점, 선, 면 그리고 도형을 이용한 작업을 한다. 입체성에

의한 왜상 형상과는 반대로, 공간구성요소와 2차원적인

도형요소들을 이용하여 3차원인 공간속에 평면적인 형태

가 보이는 가독성(可讀性)과 전일성(全一性)같은 지각현

상을 일으킨다. 색의 대비현상이나 기하학적 착시도 유

도의 장(場, 영향이 미친 평면)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색채의 반전이나 대비로 의해 형태적 호기심(好奇心)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림 8> Liberty, 조르주 루스(Georges Rousse), 2006

<그림 9> 펠리스 바리니(felice varini)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통권105호 _ 2014.0868

<그림 11> 니세롱,

루이13세의 초상, 1635

<그림 14> 니세롱,

루이13세의 초상, 굴절형

아나모르포즈, 1638

3.4. 광학형 아나모르포즈

광학형 아나모르포즈는 표현특성상 반사형과 굴절형으

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반사형은 거울, 반사면의 형태특

성에 적합하도록 그리드를 이용해 왜상을 제작 한 후,

이를 반사시켜 정상적인 상의 모습을 얻는 방식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는 원통형 거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원추형과 피라미드형의 거울도 쓰인다.16) 몇 가지 사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는 니세롱이 원통

형 아나모르포즈의 작도법에 의해서 제작된 도해이다.

화면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의 원화를 정사각형의 그리드

로 나누고, 이를 길고 둥근 원형의 그리드로 변화한 뒤

각각의 좌표에 해당하는 세부형태를 원형의 그리드에 그

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운데 중심점 위에

원통형 거울을 올려놓으면 원래의 정상적인 상이 거울

면에 반사되어 보이게 되는데, <그림 11>과 <그림 12>

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림 11>는 디

옵터(diopter), 해독경(解讀鏡)을 통해 보면 전체상이 들

어오게 되어 원래의 정상적인 형태(사람 얼굴)를 볼 수

있다. <그림 12>은 현대의 아나모르포즈 작품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헝가리의 디자이너 이

스트반 오로스(Istvan Orosz)의 것이다. 왼쪽은 험준한

산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풍경을 보여 준다. 하지만 원통

형 거울을 놓고 보면, 원기둥의 표면에 한 인물이 나타

난다. 공상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작가 쥘 베

른(Jules Verne)이다. <그림 13>는 피라미드형 아나모르

포즈 방식으로 피라미드 거울을 사용하여, 네 개의 이미

지를 합쳐 새로운 왜곡상을 만들어 내는 반사 왜곡상의

원리가 담겨 있다.

<그림 10> 니세롱, 원통형

아나모르포즈의 작도법,

1638

<그림 12> 이스트반 오로스(Istvan Orosz), 쥘 베른(Jules

Verne)의 초상, 1983

16) 심복섭, op. cit., p.196

<그림 13> 드브뢰유,

피라미드형 아나모르포즈

굴절형 아나모르포즈는 가장 정교한 기법으로 제작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는 니세롱이 제작한 것이다.

디옵터(diopter)를 통해서 그림을 투과하여 루이 13세의

초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다아이몬드

형 도형들을 볼 수 있다. 왼쪽하단에 보이는 원이 굴절

렌즈의 조각들이며, 오른쪽하단 원이 굴절렌즈를 통해

위 그림에서 얻어낸 왜곡상인 것이다. 프리즘이나 보석,

특수렌즈 등을 이용하는 굴절형 아나모르포즈는 그야말

로 암호문을 방불케 하며,17)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해

석의 흥미와 시각적인 다의성이 지각된다.

3.5. 소결

아나모르포즈의 시지각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표현 방법과 지각현상을 얻을 수 있었다.

특 성 표현 방법
지각

현상

간접적

가속

투시법

방 향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공간의 평평한 투사면에 다양한요소(점, 선,

면)를 작용하여 주어진 시점에 따라 새로운

형태나 이미지가 지각되도록 구성한다.

은유성

유희성

입 체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시지각의 기초적인 요소인 선의 왜곡과 면을

분절, 해체하고 공간을 재구성하여, 벽, 천장,

바닥의 개념을 무너트리고 3차원적인 비현실

공간을 표현한다.

간장감

모호성

괴리감

감속투

시법

평 면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실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고도에 점, 선, 면

을 분산시키고, 색채의 반전이나 대비를 이

용하여 특정한 위치에서 2차원적 형태가 지

각되도록 구성한다.

호기심

가독성

직접적
광학

도구

광 학 형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반사되는 재료와 반사면의 불규칙적인 반복

과 불규칙적인 각도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와 형태로 조합이 가능하고 새로운 경험

을 제공한다.

혼동성

다의성

<표 5> 아나모르포즈의 시지각적 특성과 공간에서의 표현 방법 분석

4. 시지각적 공간특성 사례분석

4.1. 사례분석 범위 및 분석 틀

앞 장에서 분석한 결과, 아나모르포즈 형상은 비단 조

형적 호기심과 즐거움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의 뇌의 움직임에까지 간섭하려는 심리적인 의도를 드

17)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휴머니스트, 2005,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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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1. 아나모픽 공원

(Anamorphose végétale)
작가

프랑수아 아벨라네

(Francois Abelanet)

이미지

분석

내용

1. 대지의 입체와 평면적 요소의 교차로 흥미와 지각을 자극.

2.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 상황을 이용해 공원의 동선을 계획적으로 구성하여

보행자의 시선을 끌며, 시지각의 새로운 체험을 유도하고 유희를 제공.

3. 특정 지점에서 시각적으로 형태를 지각하는 가독성을 유발.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2. Optical Illusion Artwork 작가 펠리스 바리니(felice varini)

이미지

분석

내용

1. 소점과 직선의 각도를 이용하였으며, 좁은 공간에서 공간감이 느껴

지는 가속투시법이 적용. (특정한 지점에서 형태로 지각)

2. 의도된 체험공간으로 현실의 공간이자 상상의 공간.

3. 현실은 착시를 만들어 내고 착시는 현실 속에 존재함을 내포.

4. 경계가 맞물리지 않는 구조로 탐구심과 의구심(疑懼心)을 동반.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3. Birkbeck college (Centre for

Research in Film and Visual Media)
작가 Surface Architects/2007

이미지

분석 1. 평면을 수직수평이 아닌 다양한 각도의 기울기와 방향을 가지게 채

<표 7> 아나모르포즈의 시지각적 공간 특성 사례

내용

색되면서 시지각적으로 새로운 지각의 유희를 발생.

2. 색의 경계는 벽면이 절단, 확대되어 면이 해체 된 듯 한 왜상 발생.

3. 독창적이고 고정관렴에서 벗어나 늘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하는 학생

들을 위한 공간으로 면의 왜곡을 이용해서 비현실공간 체험과 새

로운 사유를 유도.

4. 면의 분할이 각도에 따라 공간의 형태가 변화하는 듯 한 착각을 줌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4. HOTEL FOX/ HOTEL ROOM 위치 Copenhagen

이미지

분석

내용

1. Black과 White만의 사용으로 형태의 반전뿐만 아니라 천정과 벽의

경계가 허물어져 불분명한 구분을 형성.

2. 3차원공간을 평면화화 시키며, 공간 속에서 표현의 독창성을 가지

고 재미를 부여 유쾌한 공간표현.

3. 이미지표현을 통해서 은유적인 메시지의 내포.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5. Optical Illusion Artwork 작가 조르주 루스(Georges Rousse)

이미지

분석

내용

1. 2차원의 평면 이미지를 렌즈를 통해 투영하여 비추어진 것을 실제

공간에 그대로 표현한 방식.

2. 제 각각의 색상과 사각형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왜곡됨.

3. 관람자가 특정한 위치에 도달 하였을 때에만 시각적으로 정사각형이 지각.

4. 2차원의 이미지와 실제 공간이 중첩되면서, 새로운 공간 체험과 관

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6. Apple Store 위 치 New York

이미지

분석

내용

1. 입체적 실제 공간이지만, 정육면체라는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정면, 좌, 우,

후면 등 4가지의 시점에서는 2차원적인 형태를 지각하게 되어 가독성을 유도.

2.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시점을 벗어나면 정육면체의 형태가 지각.

3. 내부에서 관찰하였을 때, 관람자가 실제 존재하는 공간 속에 있지

만, 외부에 있는 듯 한 지각현상이 발생.

4. 투명하면서도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잔상 효과를 보이며 건물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서 탈 경계성을 표출.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러내고,18)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의미와 지각현

상에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4장에서는 아나모르포즈

형상의 표현방법과 특성을 체험 가능한 공간 사례를 중

심으로 분석하려한다.

작품명 작가
이미지

분석내용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입체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평면성에 의한

아나모르포즈

광학형

아나모르포즈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표 6> 아나모르포즈 사례 분석 틀

4.2. 아나모르포즈 현상을 적용한 공간 사례분석

18) 심복섭, 애임즈변환에 의한 불가능도형의 3차원모형, 기초조형학회

연구, 2009, pp.236-23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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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7. 피라미드(Pyramid) 작가
조르주 루스

(Georges Rousse)/2013

이미지

분석

내용

1. 열린 공간도 닫힌 공간도 아니며, 양쪽에 문이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햇살과 바람이 통과하는 투명한 피라미드형 구조물.

2. '건축적 구조물'과 '착시'를 결합한 작품으로 원형의 부분을 선으로

표현하고 다른 고도에 배열.

3. 구조물 내·외부를 관찰했을 때, 면의 분절과 합체에 의한 모호성과

괴리감이 형성하며, 주어진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형태가 지각.

4. 통행로에 위치한 피라미드는 장소성을 이용해서 시선과 생각이 머

무는 공간이라는 은유적 메시지를 내포.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8. FIAC 2011 Confernce 작가 Arnaud Lapierre / 2011

이미지

분석

내용

1. 3차원적 원기둥 형태를 분절, 왜곡시켜서 재건을 위해 파괴하여 본

래 형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이미지와 형태를 지

각하도록 구성.

2. 큐브모양의 거울을 조합하여 거울의 특성상 비치는 풍경과 지나가

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작품의 모습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으로 지각.

3. 외부에서 지각하였을 때, 거울의 반사에 의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모습을 제 3자의 위치에서 사유하게 한다.

4. 내부에서 지각하였을 때, 관람자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현시대 속에

속해 있는 듯 한 지각현상과 평면적인 합성사진을 보는 듯 한 착각

을 유발.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9. Optical Illusion Artwork 작가 레안드로 에를리치(Leandro Erlich)

이미지

분석

내용

1. 건축물의 파사드 형태가 바닥에 배치되고, 마주하는 상단에 대형의

거울을 설치하여 파사드가 반사되는 구조.

2. 파사드 형태의 바닥에 머물고 있는 관람객들은 다양한 포즈와 행동

을 하며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며 무중력 상태의 시

각경험을 제공.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작품명 10. Puerta America Hotel, 4층 작가 Plasma studio

이미지

분석

내용

1. 반사되는 재료의 사용과 불규칙적인 반복과 불규칙적인 각도에 의

해 보는 방향에 따라 수많은 이미지와 형태를 표현.

2. 벽, 천장, 바닥의 개념을 무너트리는 방식.

(공간을 수많은 면을 이용해서 분절, 해체하여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3. 공간 구조를 파괴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호텔과는 차별화를 두고,

새로운 공간에 온 듯 한 혼돈감과 비현실감을 제공함으로서 긍정

적인 긴장감과 일탈을 제공.

표현 특성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

은유성 유희성 긴장감 모호성 괴리감 호기심 가독성 혼동성 다의성

체험 가능한 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 8>와 같이 표현 방법과 지각현상을 얻을 수 있었다.

특 성 내 용

방 향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공공 공간과 전시 공간 그리고 상업공간 속에서 정해진 시점에 따

라 새로운 형태나 상이 지각되면서, 이미지를 찾는 유희성과 새로

운 상을 통해서 은유적 메시지를 전달 가능하다.

입 체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기초적인 요소인 선의 왜곡과 면을 분절, 해체하고 공간을 재구성

하였으며, 벽, 천장, 바닥의 개념을 무너트리고 탈 경계구조와 3차

원적인 비현실공간을 표현되었다. 이로 인해 시지각적으로 간장감

과 모호성 그리고 교육공간에서는 창의성을 높이는 자극효과를 보

이며, 때로는 괴리감마저 보여줬다.

평 면 성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실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고도에 점, 선, 면을 분산시키고, 색채의

반전이나 대비를 작용하였으며, 특정한 위치에서 2차원적 형태가

지각되는 가독성을 유발하고 상업공간과 전시공간에서 호기심과 흥

미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광 학 형 에

의한 아나

모르포즈

반사되는 재료와 반사면의 불규칙적인 반복과 불규칙적인 각도를

사용함으로써 혼동성과 비현실감을 지각할 수 있었고, 다양한 각도

와 형태로 조합이 가능하여 전시공간에서는 다의성과 새로운 경험

을 제공하였다. 상업 공간에서는 광학형 특징을 이용하여 신비성을

자아내어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표 8> 체험 공간의 사례 분석 요약

5. 결론

본 연구는 왜상화법인 아나모르포즈는 공간디자인에서

의 그 가치성과 가능성을 밝히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시작

하였다.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원근법의 오류를 보완하고 과학적 진실로 밝히

기 위해 생겨난 아나모르포즈는 원근법이 한층 더 발전

하는데 발돋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21세기에 들어

서는 이미지의 왜곡과 과장이 자유로워지면서 시각의 전

환을 이뤄냈다.

둘째, 아나모르포즈 현상과 시지각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대상의 정체성과 양면적 의미를 경험하게 하였

으며, 왜곡된 상을 통해서 흥미로운 지각과 새로운 사유

를 이끌었다.

셋째, 아나모르포즈의 표현 방식은 크게 기하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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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법과 광학적 도구법이 있으며, 이 유형과 시지각을

고찰한 결과로 2차원공간과 3차원공간에서 왜상 특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의 경계를 보

여주며, 탈 경계와 같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적 호기심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모호하고 혼

돈스러운 내적 메커니즘을 일으켰으며, 때로는 괴리감마

저 형성했다. 이러한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방향성, 입체성, 평면성, 광학형과 같은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특성들을 통해서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내기도 하며, 은유적 형태나 의미를 내포하여 해석

하고 찾는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넷째, 보편적으로 왜상 효과는 회화나 예술, 그리고 기

술이 발달되면서 디지털 영상과 같은 시각매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공간 속에서의 왜상 효과는 우리에게

사실상 친근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를 통해 보

았듯이 아나모르포즈는 공공공간과 전시 공간, 상업 공

간, 교육 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디자인에서 복합적

인 실제와 비실제의 경험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뒤틀린 원근법인 아나모르포즈 기법은 단순히

원근법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현시대에

걸맞은 존재로서 공간 속에서 비일상적인 행태를 유도하

며 유희와 욕구 해소를 제공한다. 사전에 계산되어 만들

어진 형상, 내면에 형성된 장기기억과 경험들이 융합되

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공간의 경험을 유도하는

등 공간 속에서 자유로운 소통의 언어로서 발현되는 가

치를 가진다. 또한, 재건을 위한 이미지 왜곡으로 현대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시지각적 자극을 이용해

서 새로운 사유를 유도하며 창의력과 두뇌발달을 높이는

효과, 사고의 틀을 넓히는 근본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아나모르포즈 현상을 이해하고 고찰하면서 대부분이

회화나 예술 작품으로 해설이 되어 정체성과 표현 방법,

의미의 혼란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연구가 현대의

공간 표현에서 아나모르포즈 표현 방식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아나모르포즈 현상을 통해서 공간별 상황이나 건물의 용

도, 공간 구성 요소 등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진다면 공간

디자인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전망 될 것

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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