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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에서 발현된 수학의 무한 개념은 헤브라이인의 유대교 전통인 카발라의 영향을

받아 중세 기독교 교부 철학자들에 의해 보다 성숙되어져 갔으며, 그 후 기독교의 무한사상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화가들에 의해 원근법으로 구체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된 무한 개념의 경로를 살펴보고, 근대와 19세기 이후 무한수학이 발달될 때 당시 미술에

서는 무한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 시대정신을 고찰한다.

주제어: 수학의 무한개념, 그리스의 수학자, 카발라(Kabbalab), 중세 신학자, 르네상스 미술가,

근․현대 수학자, 근․현대 미술가, 초현실주의, 시대정신

1. 무한 개념의 출현

수학에 처음으로 무한의 개념을 언급한 수학자로는 고대 그리스, 엘레아학파의

철학자 제논(Zeno, B.C. 495-435)을 꼽는다. 물론 그 이전에 아낙시만드로스

(Anaximandros, B.C. 610-B.C. 546)와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82-B.C. 497)를

언급하기도 한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을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여기서의 무한이란 원초적인 카오스(chaos)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된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에서 도출된 무리수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제논

의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패러독스’는 제논이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분할될 수 있다는

가정아래서 운동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무한에 대한 제논의 아이디어는 그 후 에우

독소스(Eudoxos, B.C. 408-B.C. 355)와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B.C. 287-B.C. 212)

에게 계승되었다([6]).

 고대 그리스부터 철학자들에 의해 회자되어 온 무한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외연적(外延的)인 무한과 내포적(內包的)인 무한이

다. 외연적이라 함은 무한한 광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포적이라 함은 유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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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 선분이, 무한히 많은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다. 그러므

로 제논의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패러독스’는 내포적인 무한이다. 또한, 무한을 유한한

것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다는 뜻의 존재로서의 무한은 진무한(眞無限)이라고 하며,

얼마든지 조작을 계속할 수 있는, 즉 다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한을 조작적 무

한, 가능적 무한 또는 가무한(假無限, potential infinity)이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

레스는 넓이와 부피를 구하기 위해 무한소를 이용하였으며 직사각형과 입방체를 쪼개

어서 계산한 후에 합을 구하였으며, 곡면을 무수한 평면의 합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그

의 무한 개념은 가무한인 것이다. 즉, 가무한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며, 가능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1, 2, 3, ⋯과 같이 한없이 계속되어 끝이 없는 ‘생성하

는 무한’은 가무한이며, 이 무한과정 전체를 무한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결된

집합으로 파악할 때, 현실적인 ‘존재하는 무한’을 실무한(實無限, actual infinity)이

라 한다. 그러므로 사영기하학에서의 무한원점, 복소수 평면의 무한원점, 칸토어의 초

한수 등은 모두 실무한인 것이다([6],[7],[20]).

2. 헤브라이인의 무한사상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神을 소극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을 때, 神을 처음으

로 무한이라고 부른 학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태 사상가 필론(Philon, B.C. 265-202)

이었고, 무한성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면서 무한을 신의 속성으로 화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 이는 서기 3세기의 철학자 플로티누스(Plotinus, 203-270)였다. 플로티누스의 사

상은 후에 기독교, 이슬람교, 영지주의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무한 개념이 도출되었지만 실무한(actual infinity)의 개념으로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

간이 필요하였다. 무한사상에 있어서 인류역사에 직접적으로 공헌한 민족은 헤브라이

인이다([6],[21]).

헤브라이 민족은 B.C. 2,000경 노예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면서 만든

제사장 제도와 우림(Urim)과 둠밈(Thummim)1) 이라고 불리는 제사용 사슬, 그리고

1) 의미와 용도: 히브리어로 우림(Urim)은 빛(lights)을, 둠밈(Thummim)은 완전함(Perfections)을 의미한

다. 구약성서의 출애굽기 28:30과 레위기 8:8을 보면 우림과 둠밈을 흉패에 넣으라고 지시하지만 만드

는 방법이나 모양에 대한 언급은 없다. 참고문헌 [16]에서는 우림 베투밈(Urim veTumim)으로 번역되

었으나, 히브리어 ve는 영어의 and의 뜻이라고 한다. 영어성서 [18]과 사이트[23]에서는 Tumim 이 아

니라 Thummim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히브리어로 ‘툼’의 발음이 강하기 때문이라

고 한다. 그러나 우리말 성서에는 둠밈으로 표기되어있다. 민수기 27:21을 보면, 우림과 둠밈은 자루모

양으로 만들어 12개의 보석들이 있는 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

도를 판단할 때 사용했다. 흉패와 함께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판결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므로 판

결흉패라고 부른다.

기능: 민수기 27:21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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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과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전승하는 독특한 고유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들은 최초

의 랍비 아키바(Joseph ben Akiva, A.D. 50-132)를 필두로 율법과 모세오경을 연구하

는 율법학자를 배출하면서 神性에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숭고한 영성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키바의 제자들은 명상을 하면서 빛을 입

은 神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와 같은 황홀경에 이르고자 했다. 이러한 헤브라이인의

은밀한 신비주의와 명상체계를 11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였던 솔로몬 이븐 가비롤

이 카발라(Kabbalab)라고 명명을 하였다. 비밀교단을 조직한 카발리스트(유대 신비

주의자)들은 헤브라이의 알파벳에 수치를 할당하여 문자의 수치의 합이 똑같은 낱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구에 심취하였는데 이를 게마트리아

(gematria)라고 부른다. 그들은 神의 이름을 나타내는 헤브라이 문자를 10가지로 배

열한 후에 다양한 신의 속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색깔과도 연관을 지어나갔다. 각각의

신의 특성을 규정하는 셈을 세피로트(Sefirot)라고 하였으므로 결국 세피로트는 신의

창조물의 구현으로 보았던 것이다. 나아가 모든 세피로트를 포괄하는 것이 엔 소프

(Ein Sof)인데 이는 무한을 의미한다고 12세기에 맹인 랍비였던 이삭이 명명한 개념

이다. 이처럼 헤브라이인들은 무한이 유한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 전체, 무한

자체는 부분들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카

발라의 저술에는 무한원점을 향해 휘어지는 직선이 언급되기도 했다[16].

3. 중세 신학자들의 무한개념

 고대 말, 팔레스타인에서 청년 예수의 십자가 처형사건으로 발생한 기독교는 고

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에 매우 도전적이었으나 후에는 서양문화의 밑뿌리를 형성한

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리스의 유한주의는 무한주의로 의식이 바뀌게 되었다. 알렉

산드리아의 필론은 무한을 신의 속성이라고 처음 언급하였지만, 신의 무한성에 적극

무엘상 28:6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라는 구절을

볼 때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판결을 하되, 모든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책이 있었다.

판단방법: 학설에 의하면 우림은 흰 돌이고 둠밈은 검은 돌이라고도 하며, 모두 넓적한 돌로서 긍정과

부정이 표시되어 있다고도 한다. 대제사장이 율법을 읽고, 기도를 한 후 양 손을 넣어 우림과 둠밈을

집어내었을 때, 앞면은 긍정이고 뒷면은 부정을 의미하므로, 양쪽 모두 긍정이면 하나님의 뜻을 긍정

으로, 양쪽 모두 부정이면 부정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나 양쪽이 서로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보류로

판단하게 된다. 신의 뜻이 보류될 때 그들은 다시 율법을 보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판단했던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NIV성서에서는 결정을 위한 흉패(breastpiece for making decisions)라

고 표현하고 있다. 판결흉패라고 하면 요행을 바라거나 4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하는 확률 게임으

로 오해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거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주체가 되어 무엇을 결정하도록 권위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의 하나였다. 철저하게 대제사장 개인의 인간적인 의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10],[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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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의미는 부여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중세 말이 되자, ‘신=무한’, ‘세계=유한’이라

는 도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천지창조의 교리에 의해 全知, 全能은 정신과 물질의

개념을 모두 아우른 것이었다. 이 교리는 어거스틴(Augustinus, 354-430)에 의하여 정

립되었으며, 후에는 스콜라 철학의 대표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갔다. 아퀴나스는 저서 <신학대전>에서

“모든 피조물은 유한이다”라고 단언을 내리기까지 했다([6]).

카발리스트들의 원리는 중세 내내 신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수학자이자 신

학자였던 토마스 브래드워딘(Bradwardine, 1290-1349), 니콜라스 쿠자누스(Nicolaus

Cusanus, 1401-1464) 등에 의해 무한 개념은 수학적으로 확장되었다. 즉, 도형의 연속

무한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의 변의 개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변의 수가 무한에 접근한다는 극한논법을 세우기도 했다. 쿠자누스는 유한과 무한 사

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비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 양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무한자로서의 神은 보다 더 큰 것도, 보다 더 작은 것도 없기 때

문에 神은 무한대인 동시에 무한소인 것이라고 설파했다. 쿠자누스의 무한 개념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과 칸토어의 집합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음은 물론이다.

그의 무한논리는 유한의 논리를 초월하여 원이 직선일 수도 있고, 전체가 부분과 같

아지는 논리구조를 갖는다. 그러므로 쿠자누스의 논리는 근대적인 무한 개념의 기초

를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처럼 스콜라철학은 수학의 무한론에 많은 영향을 주

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17세기 미적분학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구적문제

등에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6],[7],[22])

4. 르네상스 미술에 나타난 무한사상

중세 말이 되자 신학자들은 무한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미술

의 영역에서는 두치오(Duccio, 1255-1318), 지오토(Giotto, 1266-1337) 등이 평면적이

었던 중세 회화에 원근법(투시화법)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그 들은 중세 유럽의 단조

롭고 평면적인 회화에 깊이 있는 3차원적인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 소실점을 추가했

다. 그러기 위해서 화가들은 유클리드기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유명한 수학자이

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이는 미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한다.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

기 위해 1,000년 동안 잠을 자던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소실점은 건축가인 브루넬리스키(Brunellischi, 1377-1444)가 교회 건물을 스케치하면

서 발견한 이래,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9-1472)는 1435년에 수평선과 수

직선이 직각을 이루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명명하면서 체계적인 논문을 출판했다. 북

부 유럽에서는 화가 듀러(Albercht Durer, 1471-1528)가 실제모델과 캔버스를 실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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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과학자처럼 실험을 하면서 철저한 원근법 연구를 했다. 르네상스 이전에도 물

론 원근법은 있었다. 하지만 알베르티나 듀러에 의하여 새로 연구된 원근법인 투시화

법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한 점에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단일한 유클리드공

간 안에 수학적으로 엄격한 비례에 의한 원근법이었다.

15세기 기를란다요(Ghirlandajo, 1449-1494)의 <최후의 만찬>은 13세기 두치오의

<최후의 만찬>과 비교할 때 훨씬 공간적인 깊이를 느끼게 되는데 원근법을 수학적인

비례에 의하여 잘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후의 만찬> 중에서 가장 유명한 16세기 레

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은 소실점을 예수 그리스도 이마에 설정한 것으로 완벽한 원

근법의 그림으로 평가되는데, 수도원의 식당 벽의 모서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치밀한

레오나르도의 천재성이 드러난 작품이다. 따라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수도사들은 자기

가 예수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마

사치오(Masaccio, 1402-1443)의 <聖 삼위일체>는 최초의 완벽한 원근법 작품으로 평

가되는데 화가는 소실점 2개를 하나는 예수의 이마에 또 다른 하나는 건물 바닥에서

1.53m의 높이에 설정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간감을 충분히 느끼도록 설정한 것

이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르네상스 시대 회화에서 원근법의 정착은 곧 무한의

개념을 화가들이 적극적으로 화폭에 사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다. 평행하는 직선

이 아주 먼 지점에서 만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화가들은 소실점을 설정하여 화폭에

고정시킨 후에 그림을 그려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원근법의 키워드인 소실점은 곧 사

영기하학의 무한원점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무한 개념의 표현인 것이다. 16세기의 레

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은 완벽하게 원근법을 사용했던 거장들이었다

([1],[3],[5]).

실무한적 대상의 선구자는 단연 사영기하학에서의 <무한원점>이다. 이 개념은 이

미 발표된 바와 같이 르네상스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 원근법의 키포인트인 소실점은

평행인 직선들이 수평선 위의 무한히 먼 지점에서 만나리라는 이상적인 지점이 무한

개념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소실점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시각적인 오류의

지점이기도 하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로 지각하는 원근법은 기하

학적인 원근법도 아니고 사진기의 원근법도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지각 속에서 체험

하는 원근법은 투시화법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혹자는 원근법을 트릭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이다. 가령, 세잔느(Paul Cezanne, 1839-1906)의 작품 <노란 등의자에

앉은 세잔 부인>을 살펴보면, 가운데의 직선을 어긋나도록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일

상적인 知覺에서 직선의 가운데를 물체로 가리면 선의 양쪽 끝이 서로 어긋나는 것처

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과 같은 이치이

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視知覺의 오류를 알아차리고 건축양식에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의 일렬로 늘어선 기둥 들 역시 직선들이 휘어져 곡선



미술에 표현된 수학의 무한사상

- 58 -

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1],[8]).

지오토가 미술에서 시도했던 원근법을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는 과학에 활용하여 태양계를 원근법으로 관찰하여 행성과 태양의 위치를

재 정의하였다. 원근법의 사고방식은 인간에게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켰고, 사물

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곧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성큼 다가가게 하였다. 놀

라운 이 원근법의 규칙은 14세기부터 19세기 추상미술이 등장할 때까지 회화의 세계

를 지배하였고, 과학의 세계를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배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5. 무한사상의 선구자들

쿠자누스는 1440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無知의 知>에서 신의 존재를 無限者로서

생각하였고, 원의 반지름을 무한대로 하면 원과 직선이 일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근대적인 무한 개념이었다. 천문학과 역학이 발달하면서 독일의 천문학

자이며 수학자인 케플러(Kepler, 1571-1630)는 행성의 운동에 관한 유명한 세 가지 법

칙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는 이 법칙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무한소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그는 원에서 출발하여 초점을 이동함으로 타원, 포물선, 쌍곡선으

로 변형되고 마침내는 하나의 직선에 일치한다는 연속운동의 개념을 소개하였고, 원

추곡선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후에 미적분학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밑거름으로

제공되었다. 신앙심 두터운 케플러는 그의 천문학 연구의 동기를 구약성서의 시편

19:12) 을 인용할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운 과학자였다.

17세기가 되자,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와 카발리에리(Cavalieri,

1598-1647)에 의해 무한 개념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632년 갈릴레이는 <천문

대화>를, 1638년에는 <신과학대화>를 출판하였는데 무한대와 무한소에 관한 언급이

중요시된 저술이었다. 카발리에리 역시 카톨릭 예수회 소속 회원으로서 정적분 개념

의 기초가 되는 논문 <불가분량의 연속기하학>을 1635년에 발표하였다. 이 외에 파

스칼(Pascal, 1623-1662), 볼차노(Bolzano, 1781-1848), 미적분학의 창시자 뉴턴(Sir.

Issac Newton, 1647-1727)과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 등은 모두 무한의 개념

을 도입하여 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구자였다. 19세기 말이 되자, 현대적인 무한

개념을 파격적으로 발표한 천재 수학자 칸토어가 등장을 한다. 스승인 크로네커로부

터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쓸쓸하게 죽어간 칸토어((George Cantor, 1845-1918)는 현

대 추상수학의 서막을 알리는 집합론을 1883년에 발표하기에 이른다([6]).

2) NIV 영어성서: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NIV 한글성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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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현대미술의 무한사상

17세기 북부 유럽은 칼벵(Jean Calvin, 1509-1564)과 츠빙글리(Zwingli, 1484-1531)

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로마의 성직자와 귀족들을 대상으로 했던 화려

한 르네상스의 화풍보다는 도시민을 위한 서민적인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된다. 즉, 성

당의 제단화도 아니고, 귀족들의 초상화도 아닌 새로운 장르, 정물화와 퐁경화가 주류

를 이루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의 홉베마(Meindert Hobbema, 1638-1709) 역시 풍경화

를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소실점을 화폭에 표현하였는데 그의 <미델하르니스의 마을

길>을 보면 저 멀리 지평선에 소실점을 설정한 것이 평면에 x축과 y축을 직각으로

놓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좌표평면에서 다루기 시작한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과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2],[5])

18세기의 미술작품에서는 무한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자. 고대 그

리스 예술의 이상이 아름다움이라면 로마의 이상은 숭고함이었고, 그리스 예술의 전

형이 조각이라면 로마의 전형은 건축이었다. 로마의 숭고함은 아치에서부터 표현되었

는데, 중세로 이어져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고딕의 아치는 고딕 숭고의 원형이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피라네시(Giovanni Battista Piranesi, 1720-1778)는 유한을 환상적

으로 리얼하게 로마의 유적과 건축물을 판화로 표현하였다. 숭고를 묘사하는 데는 역

사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낭만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으로는 인간을 가

능한 한 왜소하고 미약하게 묘사함으로써 콘트라스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연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제한된 화면에 무한한 자연을 담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를

美術史家들은 숭고의 간접적 묘사라고 부른다. 건축가였던 피라네시는 로마의 유적과

건축물을 판화로 표현하면서 무한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였다. 그가 로마의 폐허와 유

적을 명암을 대비시키면서 몽환적인 세계를 재현했다면, 프리드리히(Casper David

Friedrich, 1774-1840)는 무한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화폭의 대부분을 공허한 하늘

로 할애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인물은 아주 작게 묘사하였다. 그의 작품 <해변의 수

도승>을 보면 넓고 무한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의 넓은 영역은 모두 하늘이고,

사람은 형체를 겨우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그려지었다. 수학의 진무한의 개념

을 화가는 이렇게 표현하였다([15]).

칸토어의 <집합론> 발표 후 수학과 미술이 추상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무한에 대

한 사상이 수학과 미술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추구되기 시작한다. 모네(Claude Monet,

1840-1926), 마네(Manet, 1832-1883), 드가( Edgar De Gas, 1834-1917)와 같은 이들은

밝은 태양빛 아래 한 순간의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인상파 화가들인데 이들이 빛을

파동으로 보았다면, 쇠라(Georges Pierre Seurat, 1859-1891)와 시냑(Paul Sig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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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1935)같은 신인상파 화가(점묘파화가)들은 빛을 입자로 보았으므로 사물을 모두

점으로 쪼개어서 점들의 집합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집합론의 원리에 충실하게 그림을

그렸다. 칸토어는 유한을 넘나들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터부시했던 무한 개념을,

셀 수 있는 무한(countable infinite)과 셀 수 없는 무한(uncountable infinite)으로 분류

하고 연구했다. 그의 스승인 크로네커조차 ‘神은 정수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던 시대

였다. 칸토어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라는 신념과 철학을 토대로 집합론을 발표한 것

이다. 이는 수학의 추상화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한편 미술에서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화가들에게 각인됐

던 설화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화가의 주관을 표현하는 인상주의

(impressionism)가 출현했다. 정확한 형태와 세밀한 부분을 묘사하는 화풍이 사라지고

찰나의 인상과 순간적인 움직임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특히 광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를 사진이 떠맡게 되자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던 화가들의

눈에 띈 것이 추상의 세계였다. 그런데 1883년은 참으로 묘한 해였다. 칸토어가 수학

의 대상을 모두 원소로 쪼갠 뒤에 집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나간 해가 1883년이었는

데, 미술에서는 같은 해 그림의 대상을 모두 점으로 쪼개 새로운 화풍을 일으킨 점묘

파 화가 쇠라가 등장을 했다. 쇠라가 캔버스에 선을 긋지 않고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는 보다 순수한 색을 얻기 위해서였다. 캔버스에 원색으로 점을

찍으면 이 점들이 우리 눈의 망막에서 합쳐지면서 보다 순수한 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물리학자들이 갑론을박하던 빛의 파동설과 입자설이 미술에서는

모네와 쇠라에게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셈이다. 수학자와 미술가가 대상을 점으로 쪼

개는 사고방식은, 19세기 초 요소 환원주의적 사유형식으로 이해되는 돌턴(John

Dalton, 1766-1844)의 원자설과 같은 맥락인 동시에 내포적인 무한 개념의 표현이

다.([4],[5]).

19세기 말,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 1787-1851)가 은판사진술을 발명하자, 사

실적인 것의 묘사는 사진의 영역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화가들은 더 이상 사실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연히 추상과 내면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20세

기가 도래하였을 때 3차원적인 유클리드 공간은 더 이상 예술가들의 공간이 아니었

다. 막스 빌(Max Bill, 1908-1994)의 <끝없는 표면>은 수학자 뫼비우스(Mobious,

1790-1868)가 만든 뫼비우스 띠를 조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한한 2차원 평면으로 안

과 밖이 구별되지 않는 무한한 반복 운동이 가능한 곡면을 창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학에서의 무한 개념은 구체적으로 미술가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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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세기 이후 현대 미술의 무한 사상

미국의 수학자 버코프(Birchoff, 1884-1944) 는 미의 척도를, 질서와 복잡성의 함수

관계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해 놓았다.

M = O/C

(단, M(미의 척도, aesthetic measure), O(질서, order), C(복잡성, complexity))

다시 말하면, 미를 느끼는 척도는 예측 가능성인 네그 엔트로피 즉 질서와, 예측

불가능성인 엔트로피 즉 복잡성이, 적절한 비례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다.

현대인인 우리들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불확실 하면 미적 쾌감을 느끼게 되고 질

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할 때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미적 정보는 엔트로피와

일치하고 의미정보는 네그 엔트로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주의 예술이

의미정보를 추구했다면 현대예술은 의미정보를 단순화하면서 미적 정보를 강화했다고

말 할 수가 있다([14],[15]).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미술가인 에셔(M. C. Escher, 1898-1972)와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의 작품을 비교하여 보자. 두 거장이 모두 수학적으로 매우 인간

사유의 패러독스한 작품을 발표했지만, 둘 사이에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다. 에셔는

사유의 논리를 패러독스하게 표현했다면 마그리트는 사유의 내용인 그 의미를 깨었

다. 현대 예술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세계의 낯익은 모습의 재현을 파괴한다. 우

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낯선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네덜란드의 판화가 에셔는

프랙탈(fractal) 이론을 예견하고 테셀레이션(tessellation)적인 미술을 구현하였는데 그

의 작품에는 무한의 속성이 다양하게 펼져진다. 그의 1960년 작품 <원의 극한(천국과

지옥) IV)은 수학자 콕스터(Coxeter, Harold Scott MacDonald, 1907-2003)의 논문에

서 쌍곡 평면에 관한 그림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 육각형 네 개가 각 꼭지점에서 만

나는 테셀레이션을 기본 패턴으로 하는 그 만의 독특한 무한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에셔는 “무한히 작은 극한에 도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로 수의 무한성과

총체성을 상징하는 작업”이라고 술회하고 있다.3) 에셔의 작품을 보면 무한을 향해 새

와 물고기들이 한없이 수렴하기도 하고 한 개의 알갱이가 물고기로 성장하는 모습을

테셀레이션의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실무한의 개념을 프랙탈 적으로 표현하고 있

는 독창적인 작품들이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 역시 논리적으로 역설적인 작품

3) 참고문헌 [17]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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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발표하였는데 특히 그의 1953년 작 <골콩드(Golconda)>는 중절모를 쓴 마그

리트의 자화상이 마치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다. 생성자 하나로 재생과 반복

을 무한히 반복하는 가무한의 개념을 초현실적인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12], [14]).

뒤샹(Duchamp, 1887-1968)과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역시 현실세계의 3

차원을 벗어나는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이다. ‘나는 천재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달

리의 작품 <십자가 위의 예수>는 우리 눈에 익숙한 현실적인 3차원의 십자가가 아니

다. 그는 십자가를 수학적 공간에서 다루는 4차원상의 하이퍼큐브(hypercube)4) 로 묘

사하였다. 그의 4차원적 묘사는 3차원에서 무한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해

된다. 그의 작품 <최후의 만찬>을 보자. 다면체 모양의 방 바깥은 산과 바다가 공존

하고 있으며, 예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수의 알몸이 그대로 드

러나고 있다. 이 역시 달리의 3차원을 넘어선 4차원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된다

([17],[19]).

료타르(Lyotard 1924-1998)는 오늘날 현대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美가 아니라 숭

고함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예술이 유한한 대상의 미를 재현하려고 했다면, 현대 예술

은 무한한 대상의 숭고를 현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말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힘든 그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이

다. 결국 유한한 이 세상이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극한상황이란 무엇일까? 바로 무한

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가들은 수학자들이 추구해왔던 무한의 개념을 의식

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추구해왔다. 수학과 미술이 같은 시대정신의 산물이기 때

문이다.

8.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한에 대한 인간 사유에 대하

여 그 경로를 추적하고, 무한사상이 미술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한

한 존재 인간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2,500년간 무한에 대하여 사유하기 시작했다. 철

학자들에 의해 회자되었던 무한 개념은 그 이전 고대 이집트인의 영혼 불멸사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철학자와 수학자에 의해 사유되던 무한 개념은 그 후, 히브리인의

독특한 민족 신앙의 전통인 카발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

4) 하이퍼큐브(hypercube)란 8개의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4차원의 정육면체를 지칭하는데, 여섯 개의 정육

면체를 중앙에 있는 정육면체의 각 면에 하나씩 둘러 붙인 후에 여덟 번째 정육면체를 여섯 개의 팔

중 하나에 더하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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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갔다. 르네상스 운동을 거치면서 무한사상은 구체적으로 미술에서 소실점으로 표

현되었고, 수학에서는 사영기하학의 무한원점으로 정의되었다.

그 후 17세기가 되자, 수학에서 무한사상이 매우 구체화되어갔다. 그 결과 17세기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토대가 된 미분적분학의 기저를 이루게 된다. 19세

기가 도래하자 수학에서는 가우스의 복소평면에서의 무한원점, 칸토어의 초한수 등

칸토어의 집합론이 발표되면서 현실적인 존재하는 무한으로 실무한의 개념이 자리매

김하였고, 미술에서는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점묘파가 등장을 한다. 그림을 그릴 때 선

으로 긋지 않고 점을 찍어서 그리는 표현양식은 역시 무한사상의 한 표상으로 내포적

인 무한 개념인 것이다.

20세기 이후 수학자들의 3차원을 초월하는 도형 <뫼비우스의 띠>는 예술가들의

조각과 판화, 회화의 구체적인 소재가 되었으며, 4차원적 공간은 달리나 뒤샹에 의해

표현되었다. 무한을 향해 질주하는 수학자들의 공간적 욕망이 비유클리드 공간과 힐

베르트 공간(Hilbert Spaces)로 구체화되었다면, 미술에서는 뒤샹, 달리, 마그리트, 에

셔에 의한 초현실주의 장르를 출현시켰다. 또한 컴퓨터의 출현으로 수학에서 프랙탈

이론이 가능하게 되었다면 미술 역시 프랙탈적 작품이 등장을 하며 두 영역이 매우

평행하게 유사한 사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수학과 미술이 과학과 예술이라는 다른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글: 저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불분명한 개념에 대한 지적과 조언의 말씀을 주

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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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두치오 <최후의 만찬> 그림 2. 지오토 <최후의 만찬>

그림 3. 소실점의 원리

그림 4.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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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피라네시 <둥근 탑>   그림 6. 프리드리히 <해변의 수도승>

    그림 7. 막스 빌 <끝없는 표면>  그림 8. 에셔 <생명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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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에셔 <원의 극한> 그림 10. 마그리트 <골콩드>

그림 11. 달리 <최후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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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Infinite Concepts in Arts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sin University Young Hee Kye

From ancient Greek times, the infinite concepts had debated, and then they had been

influenced by Hebrew's tradition Kabbalab. Next, those infinite thoughts had been

developed by Roman Catholic theologists in the medieval ages. After Renaissance

movement, the mathematical infinite thoughts had been described by the vanishing point

in Renaissance paintings.

In the end of 1800s, the infinite thoughts had been concreted by Cantor such as Set

Theory. At that time, the set theoretical trend had been appeared by pointillism of

Seurat and Signac. After 20 century, mathematician Möbius invented <Mo ̈bius band>

which dimension was more 3-dimensional space. While mathematicians were pursuing

about infinite dimensional space, artists invented new paradigm, surrealism. That was

not real world's images. So, it is called by surrealism. In contemporary arts, a lot of

artists has made their works by mathematical material such as Mo ̈bius band,

non-Euclidean space, hypercub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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