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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i’s『On Painting』and Perspective
알베르티의『회화론』과 원근법

Khang Mee Kyung 강미경

The painter Leon Battista Alberti insisted that mathematics was very important in
painting in his famous book『Della Pittura(On Painting)』at 15th century. At the
first part of the book, he explained about points, lines, and planes mathematically.
And he emphasized that the proportion was very useful for accurate description
of objects. This is the perspective that Alberti showed by using visual pyrami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Alberti’s method and the background of Alberti’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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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학은 인류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인 요소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를 헤아리는

단순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데까지 모든 영역에서 수학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이공계 분야와는 밀접하지만 미술이나 음악, 스포츠 분야와는 거리

가 멀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에서도 수학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건축이나 조각은 표면상으로도 수학과 밀접함이 느껴지는

반면에 회화는 겉보기에 별로 수학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5세기

화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Leon Battista Alberti)는 저서『회화론 (Della Pittura, On

Painting1))』의 3권 중 1권을 거의 수학적 탐구내용에 할애하면서 “회화예술을 자라나게 하는

자연의 뿌리인 수학”이라고 언급하였을 정도로 회화 속의 수학적 원리를 심도 있게 설명한

미술가였다. 그는 원근법의 근간을 이루는 비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알베르티의『회화론』에 포함되어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의 저서가

나올 때까지 원근법에 관한 그의 연구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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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베르티는 라틴어로 Della Pittura를 제목으로 하였는데 영어로는 On Painting으로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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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베르티의생애와업적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1404년 제노아 (Genoa)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유한 피렌

체인인 로렌조 알베르티 (Lorenzo Alberti)였다. 원래 알베르티가 (家)는 14세기 피렌체에서

은행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피렌체가 융성해짐에 따라 알베르티가 (家)는

이탈리아 북부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는데 일부 가족이 정치에 연루되어서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제노아에 살게 된 것이다. 어린 시절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아버지로부터 수학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파두아 (Padua)의 기숙학교에서 공부하고 볼로냐 (Bologna)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법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가족들을 피렌체에서 추방

하도록 만든 법령이 취소되면서 그는 피렌체로 돌아갔는데 그 곳에서 브루넬레스키 (Filippo

Brunelleschi, 1377–1446)를 만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수학에 대한 관심사를 나누었으며

브루넬레스키를 통하여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7].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의 관심은

순전히 이론적이었고 그는 이론들을 실제로 건축에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1431년 로마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교황법원에서 근무하기로 한다. 이때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고대

유적을 연구하면서 건축에 큰 흥미를 느꼈으며 이 유적들이 나중에 그가 디자인한 건물들의

형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 [9].

알베르티는 다재다능하였다. 키가 컸으며 야생마를 타고 사람의 키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은 작가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불과 20세에

연극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였다. 1435년 그의 첫 번째 저서인『회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하

였는데 이 책은 15세기 초 피렌체 화단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에서 그는 회화의

본질을 분석하고 원근법, 구성과 색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1438년 그는 페라라 (Ferrara)의 리오넬로 데스테 (Leonello d’Este) 후작의 영향을 받아

건축에 커다란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는데 리오넬로 데스테 후작의 아버지의 기마상을 세울

작은 승전문을 지었다. 1447년에 알베르티는 교황 니콜라스 5세의 건축자문이 되었으며

바티칸의 여러 가지 건축 작업에 관여하였다.

그의 첫 번째 중요 건축 임무는 1446년 피렌체의 루첼라이 궁전 (the Rucellai Palace)

의 정면이었다. 이어 1450년 시지몬도 말라테스타 (Sigismondo Malatesta)로부터 리미니

(Rimini)에 있는 산프란체스코 (San Francesco)라는 고딕 양식의 성당을 ‘말라테스타의 교회

(Tempio Malatestiano)’로 개축하라는 의뢰를 받기도 하였다.

피렌체에서 알베르티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Santa Maria Novella) 의 도미니카 교회

(Dominican church) 정면의 윗부분을 디자인하였다. 이것은 본당과 아래쪽 통로를 화려한

상감 소용돌이 상감무늬로 연결한 것으로 유명하였는데 이후 400년간 교회 건축의 전례로 자리

잡았다. 1452년 알베르티는 건축에 대한 논문인『건축십서 (De Re Aedificatoria, On the

Art of Building)』를 완성하였는데 비트루비우스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로마의 고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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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은 1485년까지 출판되지 않았다. 이어 1464년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조각에 관한 저서『동상 (De statua)』을 완성하였다. 그의 알려진

유일한 조각은 자화상이 들어간 메달이다.

알베르티는 만투아 (Mantua)에 있는 두 성당을 디자인하도록 고용되었는데 산 세바스티

아노 성당와 산 안드레아의 바실리카 성당이다. 산 세바스티아노 성당은 알베르티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하여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산 안드레아의 바실리카 성당의 디자인은

알베르티가 죽기 1년 전인 1471년에 완성되어 공사가 끝났으며 이 건축이 그의 중요한 업적이

되었다.

알베르티는 귀족 집안의 일원으로서, 또한 로마 교황청의 일원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

고 있었다. 그는 페라라 (Ferrara)의 에스테 (Este)가문의 환영받는 손님이었으며 우르비노

(Urbino)에서는 페데리코 몬테펠트로2)와 같이 더운 여름날을 보내기도 하였다. 우르비노

공작인 페데리코 몬테펠트로는 빈틈없는 군 지휘관이었는데 예술에 아낌없이 후원하는 후

원자였다. 알베르티는 그의 건축에 관한 논문을 그의 친구 페데리코 몬테펠트로에게 헌정할

계획이었다 [9].

그 외에도, 알베르티의 선구자적인 분야의 연구중 하나가 암호에 대한 논문 ‘De compo-

nendis cifris’ 3)으로 이탈리아어 문법에 맞춘 것이다. 또한 그는 피렌체에서 천체도를 그리는

파올로 토스카넬리 (Paolo Toscanelli) 4)와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지리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라틴어로 된 작은 책『로마의 전경(Descripto urbis Romae)』을 출판하였다. 사망하기

몇 해 전에는 메디치가의 통치기간 동안의 피렌체에 대한 논의를 다룬『De iciarchia』5)를

완성하였다. 이처럼 그는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성직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며 1472년 5월 25일에 68세로 사망하였다.

3 알베르티의회화론과수학

알베르티는『회화론』의 서두에 “회화에 관한 간단한 글을 쓰면서 집필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학자들로부터 몇 마디 말을 빌리겠습니다”로 시작하였다. 이를 보면 그가 수학을

회화의 기본 바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알베르티는『회화론』에서 화가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형태나 색과 같이 실제적인 표현

법과 화가의 마음가짐까지도 세심하게 언급하였고 “이 책을 뒤따르는 자, 우리보다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회화를 절대적이고 완전한 경지에 올려놓으리라고 나는

2) 페데리코 몬테펠트로 (1422–1482)는 우르비노 도서관을 건설하고 많은 예술가들과 학자들을 후원하였다. 이
당시, 우르비노 도서관은 많은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3) 우리말로 옮기면 ‘암호의 구성’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원문으로 남긴다.
4) 파올로 토스카넬리 (1397–1482)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수학자, 천체도 제작자이다.
5) 영어로는 ‘On Ruling the Household’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원문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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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함으로써 화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알려주었다.

『회화론』은 3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1권에서는 그리려는 대상의 형태를 정확히 하기

위한 수학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회화론』에 언급된 수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

알베르티는 1권에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학자들의 말을 빌려 화가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수학적 사실들을 정리하였다. 이때 그는 ‘수학자가 아니라 화가의 입장

에서 다루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림의 기본요소로 점, 선, 평면 등에 대한

정의와 설명부터 시작하였다.

점은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기호’라고 정의하고 ‘여러 점들을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서로

연결시키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여 선을 정의하였다. 이때 선에서도 직선과 곡선의

차이가 무엇인지 언급하였다. 또한 평면은 이러한 ‘선들이 직물처럼 배열되면’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다 [1]. 또한 평면들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도형과 각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 이러한 전개 방법은 우리 수학자들이 흔히 하는 기하학의 전개 과정과 유사

하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개 과정과도 같다. 물론 이 시대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던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비롯한 여러 수학 서적에서 받은 영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화가인 알베르티가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다는 것은 그가

수학적인 체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기본 요소를 설명한 후 알베르티는 시각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광선에 의하여 우리

눈에 비쳐지는 상을 말하면서 ‘시각 삼각형’6)라는 것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눈에서 출발하는 시각의 각도가 예각을 이룰수록 (평면의) 가시면적은

작아 보인다” [1]고 설명함으로써 비례의 개념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유는 오늘날의

책들처럼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알베르티는 1권의 끝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이 문제들을 설명할 때 늘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려

보이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이 짧아서 그렇게까지는 설명할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고 하였다 [1].『회화론』의 원본에는 그림이 없지만 그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을 이용할 것이다. 기본적인 시각삼각형에 대한 설명을 그림으로

옮기면 Figure 1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똑같은 길이의 물체 A와 B가 화면에서는 각각 aa′와 bb′로 나타난다.

이때 각 물체마다 나타나는 삼각형을 ‘시각 삼각형’라고 하였다. 특히 이 경우 물체와 화면이

등거리에 있어서 위치에 따른 화면상의 길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물체가

6) [1]에서는 모두 다 시각피라미드라고 하였는데 영어 번역본인 [2]에서는 시각삼각형이라고 하였고 이 시각삼
각형들이 모여서 시각피라미드를 이룬다고 하였다.



KhangMee Kyung 237

�� �� �

žǷ� ɉŗ�ȳŗ̋��� �E8BD0;� CA80=6;4�

ɼʇ� žǷɤȸ� Ƞȃ� ǓŞʄ� ƅʈʇ� Ȏʾ� ɰ� Ŗ� ̏ȃɤȸƨ� ŗŗ� ɰ� Ǧ� Ƒ˜ƒƯ� � 00̟ 11̟ ��
ʈ�Ǐ�ŗ�ȎʾǸƯ�Ƒ˜Ƒƨ�ȳŗ̋ʅ� ɉŗ�ȳŗ̋ ǖŮ�˾ɩƯ ˪̛�ʈ�Ŭɶ�Ȏʾɰ�̏ȃ̞ ̟ ��
ʈ� ǋŠǴɤ�ʎɝȸ� ɼˊɤ�ǎǱ�̏ȃȴʇ�ƅʈǲ� ʚ̛̐�Ŗƪ́�Ɂ�ʎƯ žǜƑ� Ȇǉ� Ȏ��
ʾŖ�ʈɰ�Şʄ�̊ȴʃǦ�Ƒ˜Ƒƨ�ţʈ�ɑƭȏǦ�ɕȜǰ˭ƨ�Ƚ�ŖʩǦ�ƑƤɝ�ȻȄ˾ɩƯ
-�.�

̏ȃų�˶̆̀ ̏ȃų�ǋŠǴɤ�ʎƨ Ʒȴ���� � ��
̏ȃų�˶̆˾ʩ�ɔʄ ̏ȃų�ǋŠǴ�ŵŭɤ�ʎʩ�ɔʄ Ʒȴ���� � ��

žǷ� ̏ȃų�˶̆˾ʩ�ɔʄ�Ʒȴʇ�ɉŗ�ȳŗ̋��� -�.
�E8BD0;� CA80=6;4� >5� =>=�4@D838BC0=C� @D0=C8C84B�

ɉȺų�Şʄ�Ⱥ�ɼɤ�ʎƨ�Ʒȴ���

žǷ� ɉȺų�Şʄ�Ⱥ�ɼɤ�ʎƨ�Ʒȴʇ�ɉŗ�ȳŗ̋�� -�.
�E8BD0;� CA80=6;4� >5� 2>;;8=40A� C>� C74� E8BD0;� A0HB�

Țʇ� Ŭɶ� ƷȴȎų� ɉŗɤ�ʇ̄� ǹǊɝʩƨ� ȳŗ̋ɤȸʇ�ȒȞɤ� Ƒ˜Ƒƨ� ŗƽɤ� ǎ���
ǖ� ȨǥŵŭŖ� ƲǖʫƯŮ� ˾ɩŮ� Țʇ� Ŭɶ� ƷȴȎʈ� ɉȺų� Şʄ� Ⱥ� ɼɤ� ʎʃȏǦ���
̏ȃɤƨ�Ƒ˜Ƒʩ�ɔƨƯŮ�˾ɩƯ�-�.
ʈǜ̀�ɉŗ�ȳŗ̋ʈ�Ȇɥȸ�ɉŗ˼ǖȐǈǲ�ʈǭƯŮ�˾ɩƯ�-�.
žƨ�ʈǜ̀�ʩɊʅ� ȓˢʃǦ�̖Ʊȃ ɌʛǦƨ� žǷʅ�žǶ�̏ȃ ʅ�Ÿ˾ƨ� ȗțʅ�ȻȄ˾� �
ɩƯ ʈ� Ǐ�žƨ� ̏ȃɼɤ�ʚȯŗ̋ʅ�˾Ƒ�žǢƣŮ�ʈǲ�žǢɚ� ́�Ʒȴʅ� ƖƯȠƨ� ʷ��
ȍʈǖ�ȴȴ˾Ů�ž�ʚȯŗ̋ʇ�˫ɤȸ�žǢɚ�́�Ʒȴʇ�˗ƃǲ�Ūʚ˾ǖŮ�˾ɩƯ ʨ�Ʒ��
ȴȎų�ǆ�ʚȯŗ̋ʇ�˫�Ɩɤȸʇ�Ȩǥǲ�ȷŗ˾ǖƨ�ţʈƯ ɕȜǰ˭ƨ�̏ȃɤȸʇ�Ʒȴ��
Ȏʇ�˗ƃǲ�ʚ˾ƨ�ȗțʅ�ʚȯŗ̋ʇ�ŨʏȌƬŖ�ʎƨ�ȓưʅ�žǴƨ�ţʅ�ɫǦ�ǊɣƯ�
ɌʛǦ�ɶǴŖ�ȸȸ�ʈǜ̀�ȓưȃʅ�ȓǖȡƯȃ�ɶǴ�ƥɤƨ�ʚȯŗ̋ʃǦ�Ƞʈʩ�ɔŮ�ȯ
ƯǴƌų�Şʈ�ȠʉƯ ǒ̀�ɶǴ�ȓǦ�ȖȒʇ�ȯŗ̋ȠƯƨ�ȀǴ�ǐɝʝ�ʎƨ�ȯŗ̋ʈ�Ƹ���
ʐť�Ƞʈť� ǃƨƻ�ž�˗ƃƨ� Ȩʁɤ�ǎǖ�ƲǖʫƯ ɕȜǰ˭ƨ�žǷɤ� ˸̊˾ƨ� ʈǜ̀���

Figure 1. visual triangle; 시각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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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sual triangle of non-equidistant quantities; 화면과 평행하지 않은 대상의 시각 삼각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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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isual triangle of collinear to the visual rays; 시선과 같은 선 위에 있는 대상의 시각
삼각형 [1]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알베르티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1) 화면과 평행한 (화면과 등거리에 있는) 대상

(2) 화면과 평행하지 않은 (화면과 등거리 관계에 있지 않은) 대상

(3) 시선과 같은 선 위에 있는 대상

(2)번의 경우 대상물과 시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의 밑변에 나타나는 각도에 따라

비례관계가 달라진다고 하였고 (3)번의 경우 대상물이 시선과 같은 선 위에 있으므로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1].

이러한 시각 삼각형이 모여서 시각피라미드를 이룬다고 하였다 [1].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횡단면(실제로는 그림을 그릴 화면)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

다. 이때 그는 화면 위에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이를 그려야 할 대상을 내다보는 창문이라

상상하고 그 정사각형의 틀에서 그려야 할 대상의 크기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즉 대상물과 두

정사각형의 틀 내에서의 비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알베르티는 화면에서의 대상물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을 정사각형의 격자무늬가 있는 바닥을 그리는 것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우리가 서서 이러한 바닥면을 바라본다면 우리 눈에는 정사각형으로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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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과 같이 보인다. 또한 우리 바로 발밑의 사각형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각형이 더

작게 보이게 되는데 그 크기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알베르티는 그림에 표현하는 이러한

원리를 글로만 설명하였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논문에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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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method of drawing the square pavement; 정사각형의 격자무늬가 있는 바닥을 화면에
옮기는 방법 [1]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선분 de와 선분 ef는 같은 길이이지만 B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시

각피라미드의 원리에 의하여 화면 C에서 선분 ef의 길이는 선분 e′f로 나타나고 선분 de의

길이는 선분 d′e′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바닥의 격자무늬를 화면에 옮길 수 있다.

알베르티 자신은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원근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원근법의 원리를 제대로 보여주었다. 또한 비례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현재 우리와 같이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를 그대로 화면에 옮기는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권과 3권의 내용에는 1권에서 설명한 수학적 바탕위에서 화가가 지녀야 할 자세들이

강조되어 있다.

2권에서는 회화의 의미, 중요성, 기원들을 말하면서 사물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때 그는 회화는 윤곽선 그리기, 구성, 빛의 수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 중 윤곽선 그리기에서 1권에서 언급한 비례의 중요성과

함께 그 비례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강조하였는데 ‘그물망’을 이용하여 대상물들 사이의

비례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설명하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이 뒤러 (Albrecht

Dürer)의 원근법 장치이다.

3권에서는 회화의 과제와 화가가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회화론』을 끝맺었다.

『회화론』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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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ospective device of Albrecht Dürer; 뒤러의 원근법 장치

고대에도 원근법을 사용하기는 했었지만 화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시각적 깊이를 더하려는

시도가 진지했었던 시기는 르네상스 시대였다. 초기의 화가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원근법을

사용하였지만 15세기에는 예술가들이 3차원적 대상물을 2차원 표면에 표현하기 위한 수학적

기반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실제 그림에서는

더 작게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주어진 물체가 어느 정도로 작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기하학임을 화가들이 깨달았다. 브루넬레

스키는 원근법의 기하학을 처음으로 연구한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반면 알베르티는 1435년

『회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처음으로 책으로 펴낸 사람이다 [6].

알베르티는『회화론』을 처음에는 라틴어로 집필하였으나 후에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다시

출판하였다. 이로 인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인기 있는 책이 되었다.

그의『회화론』은 피렌체에서 현재와 과거의 예술의 질서가 공존하던 시기에 등장하여 중세를

깨고 새로운 세계로의 길을 열었다.『회화론』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예술가와 그 후원자들

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피렌체 안팎에서의 회화들은 이 논문의 진보된 개념의 영향을

빠르게 받았다.

『회화론』은 이후 회화 예술에 관한 저술들의 중요한 참고서적이 되었다. 15세기에 활약

한 필라레트 (Filalete),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Piero Della Fracesca),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저서에서『회화론』에서 언급된 개념들을 사용

하였다 [2].

4 알베르티와원근법

알베르티가 이러한 시각삼각형과 시각피라미드를 이용하여 원근법을 회화에 적용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고대로부터 비례를 이용한 원근법은 있었다. 실례로 유클리드의 원론에서도 비례와 삼각형

의 닮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그림자를 이용하여 올라가기 어려운 나무의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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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문제에는 원근법이 들어 있는 것이다.

알베르티가 살았던 15세기 이전 14세기에 피렌체에는 아바쿠스 학교 (abacus school) 7)

라는 것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한다. 특히 아바쿠스 학교에서의 수업은 아바쿠스 교사들이 직접

만들거나 라틴어로 쓰여진 교재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만든 교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기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바쿠스 교사들은 유클리드의 원론으로부터 공리, 법칙과 정의를

가르쳤다 [4].

이때, 아바쿠스 학교 중에서도 유명한 학교의 아바쿠스 교사들이 알베르티와 연관이 있었

다. 발토로 (Giovanni di Bartolo)는 브루넬레스키가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S. Maria del

Fiore)의 돔 (dome)을 건설하는 일을 의뢰 받았을 때 수학적 계산을 해준 브루넬레스키의

자문이었다. 또한 마칭기 (Antonio de’ Mazzinghi)라는 아바쿠스 교사는 기하수업 시간에

광학의 개념을 이용하여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여기에서 ‘광학 (Optics)’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클리드는 그의 저서『광학』에서

물체들의 겉으로 보이는 크기의 비율은 그 물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광학적 각에 의하여 결정된

다고 하였다 [3]. 알하젠 8)(Alhazen)은 이를 다시 공식화하였는데 물체의 실제 크기를 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뿐만이 아니라 시각피라미드의 중심축을 따라서 측정된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8]. 삼각법의 입장에서 보면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탑의 높이를 측정하려면 시각피라미드에 의해 만들

어지는 직각삼각형의 수직변의 길이가 탑의 높이가 되는데 이는 탑과 측정자 사이의 거리에

올려다보는 각의 탄젠트 값을 곱하면 된다. 14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많은 수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브루넬레스키는 회화에서의 원근법을 탐구하였는데 피렌체의 세례당을

대상으로 원근법을 기발한 방법으로 시연하기도 하였다. (Figure 6 참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브루넬레스키와 알베르티는 이 원근법에 대해서도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다 9).

또한 같은 시기 두 사람과 친구로 지내던 사람들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토스카넬리와 쿠자누

스 (Cusanus)10)도 있었는데 이들의 수학적 지식이 알베르티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5].

7) 미래의 상공인이나 수공업자들에게 필요한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abbaco school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을 아바쿠스 교사 (abacus master) 혹은 abbaco teacher라고 한다. 피보나치의『산반
서 (Liber Abaci)』이후 많은 상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수학문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요구에 의하여
생겨났다.

8)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의 아랍의 과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철학자이다. 그는 처음으로 시각에 대하여 설명하
였는데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직선 모양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8]. 알베르티의 시각광선이
이 설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9) 실제로 알베르티는『회화론』의 서문에서 이 책을 브루넬레스키에게 헌정하였다.
10)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Nicolaus Cusanus) 또는 쿠에스의 니콜라스 (Nicholas of Kues)라고도 불리운다.

1401년에 태어나 1464년에 사망한 독일의 철학자, 신학자, 법학자이며 천문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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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presentation of prospective in Baptistery Brunelleschi; 브루넬레스키의 세례당에서의
원근법시연 [10]

이러한 새로운 표현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알베르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강력한 수학적 언어로 시작한『회화론』에 이어『회화의 요소 (Elementa pictura)』

라는 소책자도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유클리드의 기하를 조형 예술에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4].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그의 저서『회화의 투시도법 (De prospectiva pingendi)』에서

원근법은 유클리드의『원론』에서 인용된 정리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에서 수평면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피에로도 역시 위와 같은 측량방법을 받아들였다. 그는

“화면이란 눈이 시각광선으로써 대상물들을 비례적으로 묘사하고 그 속에서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산술집성』에서 파치올리는 화가들의 ‘과학’을 실제적인

기하의 한 경우라고 하였다 [4].

5 결론

본 논문은 화가 알베르티와 그가 강조한 회화에서의 수학적 탐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회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화면에 옮기는 것인데 알베르티는 이를 정확

하게 하기 위하여 ‘비례’와 ‘광학’을 도구로 이용하였다.

원근법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특히 회화에서 알베르티가

원근법을 수학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그 이후의 화가들에게 발전된 시각을 제공하였다. 그가

수학의 새로운 이론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회화예술에서도 수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알베르티는 화가이지만 수학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다.

화가이며 건축가인 그에 대한 연구는 미술계와 건축계에서도 탐구하겠지만 그가 기여한

예술에서의 수학에 대한 연구업적에 대한 탐구는 수학자들의 몫이라고 사료된다.

사실 알베르티는 다양한 방면에 걸친 연구자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호, 천문, 지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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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학자였다. 이러한 부분을 더 연구하여 본다면 수학이 인류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또 알베르티가 얼마나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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