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시 이미지의 계보학적 재해석
오상희 / 독립연구자

서론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는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

서구사회에서

데카르트적

(Cartesian) 이성중심주의에 의해 비이성이 광기로 치부되고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됨으로써
인간을 통제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권력이 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광기의 기
원을 찾아보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정상은 단지 비정상의 여집
합으로 존재할 뿐이다.1) 이를 시각 문화 연구(Visual Culture Studies)에 접목시켜 보면, 데
카르트적 원근법 질서에 부합하는 시각이 정상에 해당하며 그것에 속하지 못한 착시는 비정상
적 시각 즉, 광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착시는 그 자체로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역사 속의 광인이 그러했듯 단지 당대의
질서 체계에서 벗어난 시각이 아닐까? 정상 시각과 착시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
는가?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착시가 정상 시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올해의 착시 대회Best Illusion of the Year Contest’2)의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정상 시각과 착시의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본론
1. 착시의 역설
조나단 크래리(Jonathan Crary)에 따르면 이전 시대에 착시로 치부되었던 시각적 환영이 19
세기 이후 광학기구들의 발명에 따라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시각적 표준을 산출하게 되었다.3)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초반 시각의 잔존 이론 및 그
와 연관된 광학기구에서 비롯된 영화다. 정지된 이미지가 빠르게 전환될 때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착시 덕분에 정상적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다음
의 이미지들은 착시가 우리의 지각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1)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folie a l'age classique, 1961, 미셀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
현 옮김, 서울: 나남출판, 2003.
2) 수사나 마르티네스 콘데(Susana Martinez-Conde)와 스티븐 매크닉(Stephen Macknik)은 미국 래리
조나 주 피닉스의 신경학 연구소(BNI)에 근무하는 신경과학자들로 과학이 시각예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올해의 착시 대회Best Illusion of the Year contest’를 개최하여 매년 과
학자, 화가, 일반인들로 착시 이미지를 받아 수상작을 웹사이트(http://illusionoftheyear.com)에 게
시하고 있다. Martinez-Conde, Susana, Macknik, Stephen, Champions of Illusion: The
Science Behind Mind-Boggling Images and Mystifying Brain Puzzle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7.
3) Crary Jonathan, Techniques of the Observer: on Vision and Modernity in the Nineteenth.
Mass.: M.I.T.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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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ube illusion>
Beau Lotto, University of London

좌측 큐브 윗면의 파란색 조각과 우측 큐브 윗면의 노란색 조각은 주변 색에 의해 그렇게 보
이도록 왜곡된 것이고 실제로는 둘 다 동일한 회색이다.
(2) <Tube Illusion>
Lothar Spillmann, University of Freiburg

한쪽 눈은 관을 통해 벽을 바라보고 나머지 눈은 맨 눈으로 같은 벽을 바라보면, 관을 통해
보는 원형 테두리 안쪽 부분이 맨눈으로 보는 나머지 부분 보다 분명히 더 밝게 보인다.
어두운 방에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을 비춰가며 흰 바탕 위에 검은색
글자가 인쇄된 책을 읽어보자. 야외에서 밝은 햇빛을 반사하는 검은색 글자들은 실내에서 휴
대전화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는 흰 바탕 보다 무려 십만 배나 많은 빛을 반사한다. 광학적으
로만 보면 햇빛 아래의 글자들은 초백색(超白色)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각의
명도 착시 덕분에 빛과 어둠의 재앙을 피해 대상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명도착시는 외부 대상의 정확한 빛깔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명도착시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밝기 하에서도 사물의 음영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착시는 외부 대
상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본 성질 간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상을 바르게 지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착시는 양가적이며, 정상시각과 착시를 규정하는 기준의 절대
성에 대한 계보학적(genealogy)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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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근법의 환영
에른스트 곰브리치(Ernst Gombrich)에 따르면 원근법은 외부 대상의 과학적으로 정교한 재
현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하학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교묘하게 은폐 하고 관찰자
의 착시를 전제로 완성되는 일종의 환영 재현 기법이다.4) 다음의 착시들은 원근법이 착시를
유발하는 이미지들이며, 원근이 전제로 법칙들이 오히려 물리학, 생물학적 사실과 상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 <Another Turn>
Lydia Maniatis, American University

A, B, C의 윗면은 모두 같은 크기와 모양의 사각형이지만, 입체로 보이게 하는 보조선 때문
에 서로 다르게 보인다.
(2) <The Leaning Tower Illusion>
Frederick A. A. Kingdom, Ali Yoonessi,

Elena Gheorghiu, McGill University

두 사진은 완전히 똑같은 사진이며 따라서 탑이 기울어진 각도 또한 동일하지만, 오른쪽 탑
이 왼쪽 탑 보다 더 기울어져 보인다.
4) Gombrich, Ernst, Art and Illusion, 1960,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 회화적 재현의 심리
학적 연구』, 차미례 옮김, 서울: 열화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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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tokinetic Illusion>
Gianni A. Sarcone, Courtney Smith, Marie-Jo Waeber, McGill University

우리 눈이 한 곳을 응시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비자발적 안구운동(micro-saccade)에 의해
고정된 하트 모양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 처럼 보이다.
원근법은 외부 대상을 그럴듯하게 재현하기 위해 평면에 입체 이미지를 표현하는 일종의 양
식이며, 그것이 표방하는 사실주의의 이면에는 실재에 대한 은폐와 왜곡이 존재한다. 소실점
을 향해 관찰자의 눈에서 멀어질수록 대상을 작게 묘사하는 원근법은 우리 눈이 빛을 받아들
이는 원리를 단지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육체로서의 눈의 활동과 파동으로서의 빛의
성질은 배제되어 있다. 원근법적 이미지의 지각이 정상적인 시각으로 간주된다면, 건강한 눈
에서 비롯된 다른 시각 또한 정상으로 간주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실재와 가상의 전도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따르면 오늘날 이미지는 실재 대상의 모방물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실재에 필적한다.5) 다음의 착시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혹은 그렇게 보
이는 것들로 제작되었으며, 오늘날 실재와 가상의 전도 현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다.

5) Baudrillard, Jean, Simulacres et Simulation, 1981,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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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nrose Triangle

영국의 수학자 로저 펜로즈 고안한 것으로 단면이 사각형인 입체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현실
에서 존재할 수 없는 모양이며 2차원 그림으로만 가능하다.
(2) Through the Eyes of Giants
Arash Afraz and Ken Nakayam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arvard University

스테레오스코픽 애너글리프 방식으로 보스톤 상공에서 촬영한 3차원 입체 사진으로 애너글리
프 안경을 쓰고 보면 건물들이 입체적으로 지각된다.
(3) Impossible motion: magnet-like slopes
Kokichi Sugihara, Meiji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of Mathematic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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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속에서 슬로프에 던져진 공들은 중력의 법칙과 반대로 동서남북으로 축조된 네 개의
오르막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중앙에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리막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다.
펜로즈 삼각형은 원본 대상이 부재하는 모방물인 하이퍼리얼리티의 시각화된 알레고리다. 양
안시차의 원리를 이용한 가상현실 이미지는 실재와 유리된 채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는다. 가
상 이미지의 범람은 현시대의 관찰자에게 원본의 존재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궁금증마저 소멸
시킨다.

결론
본 연구는 계보학적 측면에서 착시와 정상시각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주
장하는 바는 ‘모든 것이 착시가 아니겠는가’ 식의 시각적 해체주의가 아니다. 요지는 정상 시
각을 규정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는 없으며, 그것은 단지 당대의 권력과 지식이 작동하는 질서
체계 속에서 구조된다는 것이다. 건강한 육체의 눈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상적인 시각
이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시각적 진리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통해 계량화를
거쳐 새로운 정상성을 규정할 표준 시각의 수치들로 환산되어, 스펙타클의 상품 경제 체제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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