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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ing the Circle in Perspective
방원도의 투영

Kim Hong-Jong 김홍종

When the circle inscribed in a square is projected to a picture plane, one sees, in
general, an ellipse in a convex quadrilateral. This ellipse is poorly described in the
works of Alberti and Dürer. There are one parameter family of ellipses inscribed
in a convex quadrilateral. Among them only one ellipse is the perspective image of
the circle inscribed in the square. We call this ellipse “the projected ellipse.” One
can easily find the four tangential points of the projected ellipse and the quadri-
lateral. Then we show how to find the center of the projected ellipse. Finally, we
describe a pair of conjugate vectors for the projected ellipse, which finishes the con-
struction of the desired ellipse. Using this algorithm, one can draw the perspective
image of the squared-circle t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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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의 오랜된 주비산경에 나와 있듯이 “방원도 (方圓圖)”란 정사각형과 거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 그림을 뜻한다.

Figure 1. Squaring the Circle; 방원도

이탈리아의 알베르티 (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의 세 권으로 된 조그만 “회화

론”(Della Pittura, 1435)은 미술사와 수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다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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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티는 이 책에서 화법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정사각형에 내접

하는 원을 바라보고 화폭에 담으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한 부분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삽화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

Figure 2. From Alberti’s Della Pittura; 알베르티의 ‘회화론’ 번역서에서

흔히 “기하학”이라고도 부르는 “자와 컴퍼스를 통한 측정술 (Underweysung der Mes-

sung mit dem Zirckel und Richtscheyt, 1525)”이라는 네 권의 책의 저자인 독일의 뒤

러 (Albrecht Dürer, 1471–1528)도 다양한 원뿔곡선을 그리는 법을 설명하였지만, 이것도

오늘날 요구하는 엄밀성이 다소 결여 되어 있다 [8].

Figure 3. From Dürer’s Underweysung; 뒤러의 ‘측정술’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열정에 의하여 사영기하학이 19 세기에 크게 발전하였는

데, 사영기하학의 정리 중 하나는 “모든 사각형은 같다”는 것이다 [2–4, 7]. 다시 말하면

공간에 두 평면에 있고, 한 평면에는 정사각형, 또 다른 평면에는 일반사각형이 놓여 있을

때, 정사각형의 상 (像, image)이 주어진 일반사각형이 되는 사영변환이 있다는 뜻이다.

사영변환이란 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투시도를 합성하여 얻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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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spective; 사각형 바라보기 : 기면과 화면의 교선을 기선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방원도는 화면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질문에 답한다. 물론 원의

투영이 원뿔곡선임은 잘 알려져 있지만, 볼록 사각형 속에 내접하는 무수히 많은 타원 중에

방원도를 투영하여 얻어지는 타원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 오직 하나뿐인 타원을 “투영방원’이라 부른다면, 다음은 투영방원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방원도를 화면에 담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기면과 화면이 나란할 경우

방원도가 그려져 있는 평면을 “기면”이라 하고, 그림을 그리는 평면을 “화면”이라 하며,

화가의 눈이 있는 “시점”은 이 두 평면에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이때 기면과 화면이 나란한 경우에는 기면에 있는 정사각형의 상은 화면에 여전히 정사

각형으로 나타나고, “화면에 투영된 그림은 여전히 방원도”이다. 그 까닭은 뿔의 단면들이

평행이면 그 단면들은 서로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3 기면과 화면이 나란하지 않을 경우

기면이 화면과 나란하지 않을 경우에, 이 두 평면의 교선을 “기선”이라 부른다.

먼저 방원도의 상이 유계인 경우를 살펴보고, 이때 기면의 정사각형의 한 변이 기선과

나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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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적인 경우 : 방원도가 기선과 나란하지 않는 경우

이때 기면의 정사각형에서 두 쌍의 대변들은 평행선들이고, 따라서 화면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지평선 위에 두 점의 소실점 (E,F )을 가지는 볼록사각형 ABCD로 나타난다 [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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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

위 그림에서 사각형 내부에 찍혀 있는 점 G는 사각형의 두 대각선들의 교점인데, 이

점은 기면의 방원도에서 원의 중심에 대응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소실점들 E,F 와 점 G

를 연결한 직선들이 사각형 ABCD의 변들과 만나는 점들이 바로 투영방원이 접하는 점들

이다. 이 점들을 A′, B′, C ′, D′으로 부르기로 한다.

Figure 5. Tangential Points; 그림 : 투영방원이 접하는 점들

이제 투영방원의 중심 O를 구하기 위하여 타원의 다음 성질을 이용한다 : 타원의 현의 양

끝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P라 하면, P와 현의 중점을 연결한 선은 타원의 중

심을 지난다. 그러므로 타원의 현 A′B′, B′C ′, C ′D′, D′A′의 중점을 각각 A′′, B′′, C ′′, D′′

이라 할 때, 투영방원의 중심 O는 직선 BA′′, CB′′, DC ′′, AD′′들이 교차하는 곳이다. 물

론 이 네 직선은 한 점에서 교차한다.

Figure 6. Center of the Projected Ellipse; 투영방원의 중심을 작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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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심이 O이고 점 A′, B′, C ′, D′ 에서 사각형 ABCD에 접하는 타원을 구성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다음과 같다 :

Figure 7. Projected Ellipse; 그림 : 투영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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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

중심이 O인 타원은 서로 켤레를 이루는 벡터 v,w를 사용하면

O + v cos t+ w sin t

와 같이 쉽게 매개화할 수 있다. 켤레를 이루는 벡터의 특징은 점 O + v와 점 O + w가

모두 타원의 점이고, 점 O + v에서 ±w가 타원의 접선 방향을 가리키고, 마찬가지로 점

O + w에서 ±v가 타원의 접선방향을 가리킨다.

A'

B

B'

O

v

w

현재 우리가 구하려는 투영방원에서 켤레를 이루는 벡터 중 하나는 v =
−−→
OA′ 이고, 또 하나

의 벡터는 벡터
−−→
A′B 의 크기를 조정하여 얻은 w = s

−−→
A′B이다. 이때 s를 구하는 문제는

간단한 선형대수 문제이고, 따라서 투영방원이 완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벡터
−−→
OB′을

−−→
OA′

과
−−→
A′B의 일차결합으로 표현하여

−−→
OB′ = a

−−→
OA′ + b

−−→
A′B = av + (b/s)w

라 할 때, 선분 OB가 현 A′B′ 을 이등분하는 성질에서 b = a + 1임을 알고, 조건 a2 +

(b/s)2 = 1에서 s =
√
(1 + a)/(1− a)를 얻는다. 한편 a =

det
(−−→
OB′,

−−→
A′B

)
det

(−−→
OA′,

−−→
A′B

) 이므로 투영방

원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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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방원도가 기선과 나란한 경우

이때에는 기면의 정사각형의 변 중에서 기선과 수직인 두 변들은 화면에 한 소실점으로

수렴하는 직선들의 일부로 표현되고, 정사각형의 변 중에서 기선과 나란한 변들은 여전히

화면에 평행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면의 정사각형은 화면에 사다리꼴로 나타난다.

이 사다리꼴의 꼭짓점들을 차례로 ABCD로 두고, 변 AB와 CD가 기선과 나란하게 이

름짓는다. 이때 우리는 다음을 발견한다.

투영방원의 중심은

O = (A+B + C +D)/4

이고, |AB| = a, |CD| = b로 두면, 투영방원이 사다리꼴과 접하는 점들은

A′ =
A+B

2
, B′ =

b

a+ b
B +

a

a+ b
C, C ′ =

C +D

2
, D′ =

a

a+ b
D +

b

a+ b
A

이다.

O

A'
A B

B'

C' CD

D'

더 나아가서 벡터
−−→
OA′ 과 벡터

√
ab
2

−−−→
(AB)가 타원에서 켤레를 이루는 벡터이다. 선분

B′D′ 은 아랫변 AB와 윗변 CD의 조화평균이고, 투영타원의 중심 O를 수평으로 지나는

현은 아랫변과 윗변의 기하평균이며, 투영타원의 중심은 선분 A′C ′의 중점이다. 사다리꼴

에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이 아름답게 놓여져 있음을 안다.

3.3 예외적인 경우 : 방원도의 상이 무한한 경우

방원도의 상이 화면에 무한한 크기로 나타나는 경우는 “시점”을 지나고 화면과 나란한

면이 방원도를 지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정사각형은 화면에 열린 사각형으로 나타나고,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은 화면에 타원, 포물선 또는 쌍곡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서술한 기법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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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quared-Circle Tiling; 그림 : 투영방원들의 모습과 소실점

4 결론

평면에서 점 P0, P1를 지나고, 이 점들에서의 접선들이 점 Q에서 만나는 포물선은 다음과

같이 매개화 할 수 있다 :

X(t) = (1− t)2P0 + 2t(1− t)Q+ t2P1

P0 P1

Q

이 기법은 Bezier 등에 의하여 잘 알겨진 것이다. 이제 ∠P0QP1 에 접하는 타원을 구하면,

포물면을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 투영방원을 구하는 알고리듬은 원뿔이나 포물면 등의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서,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준다.

감사의 글 초고에 부실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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