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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umns of the Parthenonm which have entasis, are known to be intended to compensate
for an optical illusion while less concrete explanations have been giv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columns with entasis were used in order to make observers perceive the columns
as being higher than they actually are by using an exaggerated perspective, the so-called as-forced
perspective. Through a calculation of the vanishing points, I found that the inclinations of the
sides of columns with entasis as seen by observers caused them to think that the height of the point
at which they were gazing was the same as that of taller cylindrical columns. The result of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perspective image formed as an observer gradually gazes upward along
the cylindrical column has the shape of column with entasis. We can use the result of their study
as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 for light propagation and for process of human vision, which will
lead the learner to the study of virtual reality space, will help students to learn the importance of
suspicion and confirmation, not believing what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as
well as the value of intellectual enjoyment.
PACS numbers: 01.40.−d, 42.1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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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테논의 배흘림기둥은 착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시
효과를 보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착시 효과를 과장하여 기둥을 더 높이
보이게 하기 위한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배흘림기둥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높이에 따른 소실점의 변화를
계산하면 더 높은 원기둥을 볼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시선을 위로
올리면서 원통형 기둥을 볼 때의 원근법에 의한 물체의 상을 구해보면 배흘림기둥 모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빛의 나아감 및 사람이 물체를 보는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초중등학교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가상 현실에서의 공간 탐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에서 의심하고 확인하는 태도의 중요성과 함께 지적인 유희의 가치를 알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ACS numbers: 01.40.−d, 42.15.−i
Keywords: 원근법, 배흘림기둥, 기하광학, 빛의 전파,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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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학생들은 탐구에 바탕을 둔 과학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관련 지식과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으며,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아울러 과학의 본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 과학 탐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주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알고자 하는 본성과 연관이 있으며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탐구가 꽃핀 곳에서 인간 지성의
커다란 발전도 함께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탐구의
전통은 25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전해 내려오는 지혜에 의심을 품고, 해
결되지 않는 자연의 수수께끼에 도전하도록 격려하였으며,
그 정신이 이어져서 결국 고대 그리스를 진리를 찾는 열정과
함께 증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사고의 발상지로 기억되게
하였다.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의 정신과 함께 그리스의 건축 분야
도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Fletcher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건축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는다.
그는 그리스 건물의 특징으로 ‘비율의 우수성’, ‘진실하고 명
백한 구성’, 그리고 ‘일관된 건축 원리의 채택’을 들고 있다
[3]. 페리클레스 시대에 건설되어 아테나에게 봉헌된 신전
인 파르테논은 델로스 동맹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의 민주적
정치문화의 상징이며, 그리스의 대표적 건물로 후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4]. 대영박물관이나 백악관, 심지어는
1909년에 건립된 덕수궁의 석조전의 정면 (facade) 에서도
파르테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건축가인 Ictinus와 Callicrates가 작업한 파르테논에는
몇 가지 특별한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데, 배흘림기둥이라고
도 하는 엔타시스 기둥, 바깥쪽에 있는 기둥을 가운데 기둥
보다 굵게 한 것, 모든 기둥이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점, 기단의 가운데 부분을 가장자리보다 살짝 높게 하고 지
붕은 가운데 보다 바깥쪽을 높게 하여 기단과 지붕이 각각
곡선 형태를 띠게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3]. Banister는 로
마시대의 건축가 Vitruvius의 저술 [5]을 바탕으로 이러한
설계가 착시를 보정하여 건물이 똑바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3]. 오늘날 파르테논의 배흘림기둥은
착시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설
명이고, 많은 곳에서 그 설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6–8].
그러나 구체적으로 배흘림기둥이 어떻게 착시를 보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기 어렵고, 두루뭉술하게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착시를 보정하는 것
이라면 기둥의 위쪽을 볼수록 눈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
기 때문에 좁게 보일 것이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위쪽을
아래쪽보다 더 굵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쪽을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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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게 만든 배흘림기둥이 착시를 보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르테논을 건설한 Ictinus가 그
과정을 기록한 저술에 착시 보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점도 기존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 [9].
배흘림기둥이 착시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류의
의견에 반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재한다. 파르테논을 인문
학 교육의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Lehman 등은
Vitruvius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광학적인 문제라면 배흘
림기둥이 적용된 이후 모든 건물들에서 같은 규칙이 적용
되어야 하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높이에 따른 기둥 폭의
비율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점을 들어 광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4]. 이와 유사하게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나의 문
화유산 답사기’에서 수덕사 대웅전 및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을 설명하면서 균형감과 관련된 미적인 측면에
서 기둥의 곡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10], Haselberger는
무거운 물체를 팔로 받쳐 들어 올릴 때 부푼 근육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11].
한편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는 해석도 있다.
서현은 그의 저서 ‘배흘림기둥의 고백’에서 기둥을 받치는
석재인 주초가 작아도 가능하도록 기둥의 아랫부분을 좁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12].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적은 재료
로 만들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이 가운데가 볼록한 모습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13–15].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둥의
모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연구 결과가 실제 배흘림기
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하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기둥의 구조에 적용할 만큼 높은 수준의 역학
지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006년에 수행한 Peter Thomson 등의 연구에서는 16명의
참가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기둥 사진을 보여주고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한 본인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
는 기둥의 형태는 어느 쪽인지를 물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원기둥 형태의 기둥을 볼 때 가운데가 오목해지는
착시 효과를 느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으며 참가자들은
특별히 가운데가 볼록한 기둥을 선호하지도 않았다 [16].
본 연구에서는 엔타시스가 착시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
이라는데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Thomson 등의 연구 [17]와는 달리 관찰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실제로 상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 원근법과 관련된 광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원근법 이론을 적용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위로 올
라갈수록 좁아지는 배흘림기둥의 구조가 착시를 보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으로 착시를 강화함으로써 건물이 더
높게 보이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교 과학 교육에서 빛의 직진 원리를 이용한 탐구 활동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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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f the edges of the observed building are parallel
to the axises of the reference frame, the intersections of
axises and picture plane are vanishing points.
Fig. 1. A perspective projection. Redrawn in [22].
출발하여 눈으로 입사하는 광선이 가상의 면과 만나는 점이

II. 인위적 원근법 (Forced Perspective)

원근법 그림에서 물체의 점으로 표현된다. 이 때 그림면은
렌즈 중심에 대하여 망막 또는 카메라의 필름과 점대칭이며,

Thomson은 그의 연구에서 배흘림기둥이 Borromini가
Palazzo Spada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기둥을 더 높게 보
이기 위한 일종의 눈속임일지 모른다고 제안하였다 [16].

관찰자의 시선 방향 (광축) 과 수직이다.
멀리있는 물체일수록 작게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원근법
이 적용된 그림이나 사진에서 소실점을 찾을 수 있다.

Borromini는 원통형 복도의 크기를 뒤로 갈수록 작게 만들

소실점은 물체면을 무한히 연장하였을 때 연장하는 방

고 끝에 작은 조각상을 두어 길이가 8.6 m인 복도를 37 m

향으로 평행한 물체의 두 경계선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로 실제보다 더 길게 보이도록 하였다 [17]. 이 복도를 뒤

지점이다. Figure 2에서 q3 와 q5 점이 무한이 멀어졌을 때

에서 보면 복도가 원기둥 형태가 아니라 원뿔대의 형태를

각 점에서 눈까지 이은 직선이 그림면과 만나는 점이 소실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19]. 이와 같이 착시

점이며, 직육면체 모양 건물의 모서리가 기준 좌표계의 좌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가 실제보다 더 크거나 작게, 또는 멀

표축과 나란하다면 원점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의 소실점은

거나 가깝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인위적 원근법 (Forced

각 좌표축이 그림면과 만나는 점이다 [22].

) 라고 하는데, 영화

만일 관찰자의 시선이 y 축과 나란하면 y 축과 나란한 면

나 건축에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다 [20]. 인위적 원근법을

의 소실점은 u가 되고, x축과 나란한 면의 소실점은 존재하

이용하면 피사의 사탑을 손으로 받치는 모습이나 떠오르는

지 않는다. 관찰자의 시선이 시계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여

태양을 먹는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다. 디즈니월드의 매직

그림면과 x 축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u 와 v 가 소실점

킹덤에 있는 신데렐라 성은 성의 위쪽을 좁게 만들어서 실

이 된다. 시선을 위로 돌린다면 연직방향으로도 소실점이

제보다 더 높이 보이는 눈속임을 사용하고 있다 [21]. 파르

생긴다.

Perspective), 또는 강박투시 (

테논 기둥의 위쪽을 좁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기둥을

Figure 3에서와 같이 관찰자의 시선이 (a) 와 같이 되어

더 높이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관찰자

수평면과 나란하다면 소실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가 기둥을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원근법에 의한

시선을 위쪽으로 옮겨 (b) 및 (c)로 옮겨진다면 시선 방향과

상의 형성과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수직인 그림면도 같이 회전하여 z 축과의 교점에 형성되는
소실점이 (b*), (c*) 으로 점점 관찰자 쪽으로 가까워진다.
건물의 양쪽 모서리가 나란하더라도 위로 올려다보면 두

III. 소실점 변화를 통한 분석

모서리가 한 점을 향해 모이도록 안쪽으로 기울어지며, 시
선방향과 수평면 사이의 각이 커질수록 급격히 한 점으로

원근법에 의해 상이 보이는 과정을 Fig. 1을 통해 설명할

모인다.

수 있다 [22]. 즉, 관찰자의 앞에 그림면(picture plane)이라

Figure 4에서는 벽에 나란하게 붙여놓은 줄자를, 카메

고 하는 가상의 평면 너머로 세상을 볼 때, 그림면에 투영된

라의 앵글을 점차 위로 향하면서 촬영하였을 때의 변화를

모습을 나타낸 것이 원근법 그림이다. 물체의 한 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카메라의 앵글과 수평면 사이의 각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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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observer at O whose gaze is (a) can’t see the
building is not tampering in upward direction, so there
is no vanishing point. If the gaze is (b), the banishing
point is (b*) where rotated picture plane meet with z
axis. In the same way, If the gaze is (c), the vanishing
point will be (c*).

Fig. 5. (Color online) cut pasted pictures of parallel pillar
taken with the angles gradually upward.
Fig. 4. (Color online) As the camera angle is changing
from horizontal to upward gradually, from (a) to (f), the
vanishing point of parallel lines comes downward.
할수록, 두 줄자가 안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5 는 평행한 기둥을, 카메라의 앵글을 위쪽으로 변
화시키면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 잘라 붙여 만든 것이다. 이
어붙인 경계선을 선으로 표시하였다. 기둥의 높이는 약 2 m
이고, 기둥 바닥으로부터 약 1.5 m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의
앵글만 바꿔가면서 촬영하였다. 높은 기둥을 가까이에서 볼
때 시선을 점차 높이면서 위로 향하면 기둥이 엔타시스 형
태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기둥의 모서리가
나란하지 않고 위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엔타시스 형태를
이미 띠고 있다면 기둥의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중되어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관찰자는 자신이 현재
보고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을 보는 것처럼 느낄 것이고,
따라서 기둥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식할 것이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원근법 상의 형성
원리를 이용하여 기둥면에 가상의 작은 사각형이 있다고

Fig. 6. (Color online) The rectangles drawn on the column were seen as trapezoids as gaze of an observer becomes higher.
가정하고 이 사각형의 상이 그림면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계산하였다. 사각형의 변이 길면 이 사각형의 아랫변과
윗변을 보기 위한 시선 방향이 서로 달라진다. 이렇게 되
면 그림면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실점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기둥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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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ngth of lower side(∆x1 ), upper side(∆x2 ),
height(∆y) and vanishing point height(hv.p ) of trapezoid
seen by an observer looking at 10 cm × 10 cm rectangle
at the height h of parallel sided column.
h (m)
0
3
6
9

Fig. 7. (Color online) An Observer looking at the rectangular with width ∆w and height ∆h at the point of
which height is h can see the image of equal sided trapezoid at the picture plane with the length of lower side
∆x1 and that of higher side ∆x2 .
개수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의 가로선
과 세로선이 만드는 사각형이 관찰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x1 (mm)
10.00
9.17
7.35
5.52

∆x2 (mm)
10.00
9.12
7.29
5.47

∆y (mm)
10.00
8.75
6.26
4.08

hv.p (mm)
infinite
1572
710.2
411.7

Table 2. Length of lower side(∆x1 ), upper side(∆x2 ) and
height(∆y) of trapezoid seen by an observer looking at
trapezoid of which height is 10cm and lengths of horizontal sides vary with the position on the entasis column.
h (m)
0
3
6
9

∆x1 (mm)
10.00
9.01
6.84
4.65

∆x2 (mm)
10.00
8.95
6.76
4.59

∆y (mm)
10.00
8.75
6.26
4.08

hv.p (mm)
83720
1293
552.9
290.3

Figure 7은 관찰자로부터 거리 L 떨어진 곳에 있는 기둥
의 높이 h인 지점에 있는 가로 ∆w, 높이 ∆h 인 직사각형을
볼 때 그림면에 형성되는 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그림
면에 형성되는 직사각형의 상은 등변사다리꼴 형태이며,
등변사다리꼴의 높이 ∆y 와 아랫변, 윗변의 길이 ∆x1 , ∆x2
은 식 (1) 과 (2) 로 구할 수 있다.
√
d : y = L2 + h2 : h
(1)
√
d : y + ∆y = L2 + (h + ∆y)2 : h + ∆y
√
L
∆w : ∆x1 = L2 + h2 : d √
L2 + h2
(2)
√
L
∆w : ∆x2 = L2 + (h + ∆h)2 : d √
L2 + (h + ∆h)2
위의 식을 이용하여 10 m 떨어진 기둥에 그려진 지표 도
형, 즉 가로 세로가 각각 10 cm인 정사각형이 높이에 따
라 어떻게 보이는지 계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 때
그림면은 관찰자로부터 1 m 떨어진 곳으로 설정하였으며,
표에서 길이의 단위는 mm이다. 또한 소실점 높이 hv.p 는
등변사다리꼴의 아랫변부터 소실점까지의 높이를 나타낸
것으로 식 (3) 과 같이 계산하였다.
hv.p =

∆x1 ∆y
∆x1 − ∆x2

(3)

한편, 파르테논 기둥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높이가 10.4 m
이고 아래쪽 직경 1.9 m, 위쪽 직경 1.5 m인 엔타시스 기
둥의 폭과 높이를 등분하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드는 사
각형이 높이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계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 때 사각형의 높이는 10 cm로 일정하며, 가로

Table 3. Height(h) of entasis column and that(h∗ )
of parallel sided column with same vanishing point
distances(hv.p and h∗v.p ) on which an observer’s gaze is.
Vanishing point distances hv.p and h∗v.p are slightly different because of the significant digits.
entasis column
h (m)
hv.p (mm)
3.00
1293
6.00
552.9
9.00
290.3
10.4
219.8

parallel sided column
h∗ (m)
h∗v.p (mm)
3.59
1295
7.29
551.8
11.4
290.7
13.5
219.1

축의 길이는 높이 h에 따라 식 (3) 과 같이 엔타시스 형태로
변하도록 하였다. 식 (3) 에서 길이의 단위는 m이다.
(
)
1 2
∆w = 0.1 1 −
h
(4)
514
Table 1과 Table 2를 비교하면 나란한 기둥보다 엔타시
스 기둥에서 높이에 따라 폭이 더 크게 줄어들며, 소실점까
지의 거리가 더 짧아진다는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높이가
0일 때는 아랫변과 윗변의 길이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유효숫자 처리 과정에서 10.00 mm로 동일하게 표기되었다.
Table 3은 엔타시스 기둥의 높이 3, 6, 9 m 인 지점을
볼 때와 같은 위치의 소실점을 볼 수 있는 나란한 기둥의
높이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엔타시스 기둥에서는
기둥의 모선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평행한 기둥에
서 같은 소실점을 보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시선이 더 위를
향해야 하고, 따라서 소실점이 더 가까워진 엔타시스 기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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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a) cylindrical column with parallel generatrix. (b) truncated cone shape column with linear
generatrix. (c) entasis column with convex generatrix. Perspective image of columns by an observer whose angle of
eye vector is gradually changed.
볼 때는 관찰자가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y 축 방향을 향하는 관찰자의 시선이 x 축에 대하여 위쪽
으로 θ 만큼 회전한 다음, 변환한 z ∗ 축에 대하여 ψ 만큼 회

즉, 10 m 떨어진 곳에서 엔타시스 형태의 기둥을 올려
다보는 관찰자는 3 m, 6 m, 9 m 높이를 각각 3.59, 7.29,
11.4 m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 높이에서 소실점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높이 10.4 m인 파르테논의 기둥은 관찰자

전한 경우, 시선 벡터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
그림면에 형성되는 물체의 상은 물체를 이루는 각 점에서
출발하여 눈으로 입사하는 광선이 그림면과 만나는 점들로

에게 13.5 m 높이로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루어진다. 관찰자 (눈) 의 위치가 (0,0,h) 이고 그림면이
눈으로부터 시선 방향으로 b만큼 떨어져 있을 때, 물체를

IV. 원근법 이론에 따른 상의 계산

이루는 점 (xi , yi , zi ) 의 상은 식 (5)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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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의 높이이고, L은 관찰자로부터
기둥까지의 거리 (10 m) 이다.
(y)
θ = tan−1
(7)
L

Fig. 9. (Color online) Horizontally magnified perspective images. Entasis column with convex generatrix is
more nearly overlapped to cylindrical column with parallel generatrix than truncated cone shape column with
linear generatrix.
[22].
e2 b − e3 h
e1 + e2 ml + e3 nl
e2 b − e3 h
m
y= x= l
n
l
m e1 + e2 + e3 m
x=

z =h+

n
x=h+
l

(5)

e2 b − e3 h
,
+ e2 m
n + e3

l
n e1

where l = xi , m = yi , n = zi − h.
이 값을 그림면 위의 좌표로 변환하면 식 (6)과 같다 [22].
  



x′
1
0
0
cos ψ sin ψ 0
x
 ′ 



y  = 0 cos θ sin θ  − sin ψ cos ψ 0 y − b
z′
0 − sin θ cos θ
0
0 1
z
(6)
식 (6)의 결과는 관찰자가 한 눈으로만 사물을 본다고 가정
한 결과이다. 물체와 눈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멀기 때문에
양쪽 눈에 형성되는 상의 차이를 무시한 것인데, 이점은
원근법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이며 이점이 화가들 사이에
19세기 원근법에 대한 반감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3]
관찰자가 시선을 위로 옮겨가면서 건물을 올려다보면
이에 따라 그림면도 같이 회전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도
같이 달라진다. Figure 9은 관찰자의 시선이 정면으로부터
점점 위를 향할 때, 즉 시선 벡터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 θ
가 식 (7) 과 같이 주어질 때 10 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세
기둥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y 는 관찰

그림에서 (a)는 높이가 13.5 m이고, 직경이 파르테논의 기
둥 아래 부분의 값인 1.9 m로 일정한 기둥에 대한 결과이고,
(b) 는 높이가 10.4 m이고 아래쪽 직경 1.9 m로부터 위쪽
직경 1.5 m로 높이에 따라 일정하게 직선 형태로 감소하
는 기둥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c) 는 높이가 10.4 m이고
아래쪽 직경이 1.9 m, 위쪽 직경이 1.5 m로 (b) 와 같지만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를 띤 배흘림 형태의 기둥에 대한 결
과이다.
Figure 8을 보면 원근법에 의한 기둥의 상이 모두 배흘
림기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위로 갈수
록 폭이 좁아지는 기둥을 가까이에서 보면 더 높은 기둥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Figure 8(a) 는 Figure 8(b) 나 Figure 8(c) 에 비해 더 높다.
관찰자가 높이를 정확히 인식할 방도가 없으므로 다소 낮은
곳을 보더라도 소실점이 가까워진 것을 보고 더 높은 곳을
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낮은 곳을 보더라도 높은 곳을 본
다고 착각할 것이다. 가상의 원통형 기둥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보정하여 관찰되는 기둥의 직경 변화를 한 그래프에
그려서 비교해 보면 세 그래프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겹
쳐서 보인다. 그 차이를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하고자 가로
방향을 확대하여 Fig. 9으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을 보면
모선이 볼록할 때가 원통형 기둥과 더 잘 겹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로 갈수록 폭이 줄어드는 배흘
림기둥은 원근법 효과를 과장하여 건물이 더 높게 보이는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파르테논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건물에 배흘림기둥을
채택한 이유가 단지 심미적인 측면에 의한 것인지, 건물의
안정성과 관련된 기능적 측면인지, 또한 착시를 보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착시를 과장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
여 Ictinus를 비롯한 당시의 건축가들이 남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건축가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철학과 수학, 건축에서 모두 후세의 모범이
될 정도로 발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파르테논의 배흘림기둥
이 존재론적 가치를 지녔는지, 아니면 실용적 목적을 가졌
는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4]. 다만 위로 갈수록 직경
이 줄어드는 파르테논의 기둥을 관찰하면 더 높은 기둥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alysis of Parthenon’s Entasis Column Based on a Forced Perspective – Youngseok Jhun

관찰자가 기둥을 볼 때, 시선이 향하는 지점에서의 소실점
변화를 비교한 결과 및 원근법 이론을 적용하여 상을 계산한
결과를 통해 배흘림기둥이 인위적 원근법 효과를 내기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선형으로 줄어드는 기둥과
볼록한 모선을 가진 기둥이 보이는 효과의 차이는 매우 작
지만, 시선을 바꾸면서 원통형 기둥을 올려보면 가운데가
볼록한 기둥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배흘림기둥을 설치한 것이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다.
배흘림기둥을 해석한 본 연구의 결과가 옳은지를 즉각적
으로 확인할 방도는 없다. 그러나 Feynman이 주장한 바
와 같이 파르테논의 기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가치 중의 하나인 지적 유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초중등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되면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4]. 또한 과거로부터 전해진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여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제 상황을 파악
하여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며 [25], 학생들과 함께
정해진 답이 없는, 파르테논 배흘림기둥의 구조에 대해 탐
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파르테논의
배흘림기둥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한다면, 과학 연구에의
수학 활용의 유용한 사례를 체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각 디자인이나 가상현실을 위한 공간 창출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역량을 확보하여 탐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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