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22 1
—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

J. fash. bus. Vol. 22, 

No. 1:135-147, Feb. 2018 

https://doi.org/

10.12940/jfb.2018.22.1.135

패션에�나타난�프랙탈�디멘션의�유형분석

송아름† 간호섭� ‧ *

국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Corresponding� author�
—

Arum Song

Tel : +82-2-6457-3281

Fax : +82-2-6457-3281

E-mail : txtxby@naver.com

Analysis� of� the� Types� of� Fractal� Dimension�

Appeared� in� Fashion� �

Arum� Song†� ·� Hosup� Kan*

Dept. of Fashion Design, Kookje Collge, Korea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Korea

Keywords Abstract

two and three dimensional 

space, fractal dimension, 

dimensional thinking, 

objet fractal, self-similarity

차 입체적 공간2, 3 , 

프랙탈 디멘션 차원적 사고, , 

프랙탈 모형 자기 유사성, 

—

이 논문은 학년도 홍익대학교 2015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Since the 20th centur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new 

concept of fractals, a combination of mathematics and art, and the attempt 

to study the creative spatial aspects of the concept is being ma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fractal 

dimension and then analyze the types of fractal dimensions expressed in the 

fashion. Previous literature on fractals and dimension, and visual data on art 

and fashion collected over the Internet were used for analysis. Fractal 

dimension refers to the spatial concept of structural dimension of geometrical 

self-similarity. An analysis of the types of fractals seen in fashion revealed 

spatial expansion, the repetition in continual figures, superposition accordant 

to different sizes, and shades of different shapes.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ractal dimension appearing in fashions were examined based on analyses 

of fractal dimension types;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self-similarity, 

superimposition, and atypicality were found.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sign 

of fractal dimension into various perspectives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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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

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조형세계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이. 

러한 조형세계를 표현한 방법 중 하나인 프랙탈 디멘션은 

한 공간에 조형의 다차원을 동시에 나타내는 새로운 결합

으로서 시각적 공존을 말한다 특히 프랙탈 디멘션은 면과 . 

공간 등 소수의 차원을 자기유사성과 결합한 기하학적 구

조의 개념이다 오늘날 프랙탈 디멘션은 독특한 구조로서 . 

비정형적인 조형적 형태를 지니며 예술전반에 등장하고 있

다. 

예술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디멘션의 조형들은 평면도형  

과 입체도형이 지니는 구조가 동시에 유연하게 연결되어 

확장된 변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형된 요소가 패션에. 

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틀로 . ,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을 만들어 인체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

면서 유연한 형태를 가진다 또한 기존 인체의 굴곡진 틀. 

에서 벗어나 표현된 확장은 형태의 왜곡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에 나타난 프랙탈 디멘션의 유형  

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술과 패션에 나타

난 프랙탈 디멘션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새로. 

운 공간으로 표현되는 프랙탈 디멘션을 활용하여 보다 창

의적인 패션 디자인 연구 방법을 확장하고 디자인의 영역

을 넓히고자 한다. 프랙탈 디멘션에 대한 선행 연구는 프

랙탈 기하학 프랙탈 차원을 이용한 미술 작품(Um, 2010), 

의 비교분석 논문 과 주얼리 디자인(Lee & Kim, 2013)

건축디자인 논문(Lee, Kim, & Lee, 2016), (Lee, 2009), 

텍스타일에 대한 논문 등이 있었다 그러나 패(Kim, 2017) . 

션디자인 분야에서의 프랙탈 디멘션을 접목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며 공간적인 디멘션을 패션에 적용한 논문이 없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랙탈 디멘션에 관심을 갖는 이. 

들이 프랙탈 디멘션 연구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

도록 비교적 용이하게 돕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프랙탈 디멘션의 유형이 등장  

한 프린트가 활발하게 진행된 년에서 년까지3D 2005 2017

의 업체와 콜라보레이션한 작가들 컬렉션 디자이너들과3D , 

의 작품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 

패션에서 나타난 프랙탈 디멘션의 유형을 조사하기에 앞서 

구조적 형태는 시각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프랙탈 디멘션의 조형의 범위를 네모 세모 곡선의 형태로 , , 

제한하였다 프랙탈 디멘션의 패션을 고찰하기 위하여 프. 

랙탈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 및 문헌자료와 선행연구 인터, 

넷 자료들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하. 

여 현대 패션의 시각자료를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후 유형

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토대로 가지의 미적 특징을 , 3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적�고찰.�Ⅱ

용어정의�1.�

 

프랙탈 디멘션 은 복합용어로써 프랙탈(Fractal Dimension)

은 부서지다 라는 의미 의 라틴어 동사 (fractal) ‘ ’ (Lee, 2010)

에서 파생된 형용사 와 영어의 Frangere Fractus Fracture,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Fraction (You & Youn, 2002). 

어원을 통해 살펴 본 프랙탈은 불규칙적이고 가지런하지 

않은 형상을 계산한 방법으로 불규칙적이나 정교한 형상 

속에 감추어진 조직적인 구조를 말한다(Yun, 2012) 또한. , 

프랙탈의 세부구조를 확대해 보면 전체 구조와 유사하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구불구불한 . 

해안선의 일부분을 확대하면 전체 해안선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다(Kim, 2017). 

디멘션은 공간의 크기 높이 길이의 치수를 의미하고 상  , , 

황의 규모 수학적으로는 차원적인 관점을 뜻한다, (Min. 

2003) 따라서 차원 분열 도형이라고도 불리며 과 사이. 1 2

에 존재하는 소수점을 포함한 무수한 차원의 수를 나타낸

다.

프랙탈 디멘션을 최초로 규정한 만델브로트  (Mandelbrot)

는 유클리드 로 시작된 기하학이 결합된 학문으로서 (Euclid)

부분에서 차원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Kim & Kim, 

특히 프랙탈 디멘션은 면과 공간 등 소수의 차원을 2013). 

말하는 것으로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인 구조의 개념

이다 만델 브로트가 밝혀낸 자기 유사성을 가지는 프랙탈 . 

차원을 구하는 공식에 따르면 시어 코어 곡선은 길이가 , 1

인 선분을 등분하여 선분의 개수가 총 가 되고 차원 3 4 , 1

선형구조 분할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을 보면 유한한 면적

에 둘레 길이는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Jung,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선은 차원이Youn, & Kim, 2017). 1

고 면은 차원인데 코흐 곡선은 길이가 무한함으로 차원 , 2 1

이상 차원 이하의 차원을 갖는다 차원 이하2 (Kim, 2009). 2

인 코흐 곡선은 이러한 방법으로 차원 이상 프랙탈 차원2

의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도형의 구성이다 오늘(Figure 1). 

날 독특한 구조를 가진 프랙탈 디멘션은 비정형적인 조형

적 형태를 지니며 예술전반에 등장하고 있다(Figur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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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erpinski� Carpet
(www.ko.wikipedia.org) 

Figure� 2.� Fractal
(www.methodsblog.files.wordpress.com)

Figure� 3.� Koch� Curve
(www.zetawiki.com)

Figure� 4.� F� No� 13�Multi-Mobile� �
(www.albersfoundation.org)

Figure� 5.� Prefatio
(www.1stdibs.com)

Figure� 6.� Escher� Structure�
(www.fr.wikipedia.org)  

예술에�나타난�프랙탈�디멘션의�유형분석�2.�

예술에서 보여지는 프랙탈 디멘션의 현상은 공간 개념의 

차원을 말할 때 공간 안에 있는 몇 개의 선은 그 공간의 

차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의 차원과 또 다. 

른 차원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Cynthia, 2002) 예술에서 보여지는 프랙탈 디멘. 

션은 차원 또는 차원의 주어진 정보들을 변형시켜 다른 2

차원으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차원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

는 것에 공간과 시간 너머의 차원들을 개념화하는 것을 의

미한다(Park, 2012a) 차원적 사고는 형태를 지각함과 동시. 

에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난다.

공간의 확장1) 

예술에 나타난 공간의 확장은 평면에서 입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차원의 공간 안에 다른 차원의 가상공간이 더해2

져 또 다른 차원의 가상공간이 생성되어 지는 것을 의미3

한다 요제프 알베르스 는 그의 작품에서 형태. (Josef Albers)

를 반복하고 스케일링하여 대상을 분별하는 방식에 따라 

공간을 서로 다른 공간으로 지각한다 요제프 알(Figure 4). 

베르스의 프리파티오 는 외부의 평면적인 표현과 (Prefatio)

내부의 입체적으로 그려진 사각형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내 외부 공간을 동시에 ·

지각할 때 프랙탈 디멘션의 확장 효과가 발생한다 공간 . 

안에서 유기적인 형태를 인지함과 동시에 가상적 현실이 

추가되어 자연스러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차원의 삼각형을 중첩시키고 부분을 삭제하고 (Figure 5). 2

더하는 과정을 통하여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함과 자기 유사

의 형태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에셔의 이론을 가지고 만. 

들어낸 조각품은 삭제와 공간 확장을 하여 예상치 못한 형

태로 재구성되어진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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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공간의 반복2) 

연속적인 공간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차원을 동시

에 지각할 때 각각의 차원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차원과 차원의 공간을 여러 차원으로 동시에 인지한다2 3 . 

모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의 작품에(Maurits Cornelis Esher)

서는 차원과 차원을 다루는 시각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2 3 , 

기서 차원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그의 작품 도2, 3 ‘

마뱀 과 선과 악 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 ’ (You, 

우선 도마뱀 에서는 차원의 도마뱀이 공간을 넘어 2002). ‘ ’ 3

차원의 평면적인 도마뱀으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입체적인 2

도마뱀으로 변신하는 등 현실과 가상을 뛰어 넘는 시각적 

유희를 표현하였다 작품 낮과 밤 에서는 바둑판 (Figure 7). ‘ ’

무늬 화면이 사각형 모양의 조류 형태로 바뀌면서 차원의 2

들판이 차원의 공간으로 옮겨가며 크기의 차이가 반복되3

고 있다 이는 마치 연결된 공간이 무한으로 연속적인 공. 

간의 반복이 계속되는 배열의 구도로 가득 메우고 있다

Figure� 7.� Reptiles� �
(www.en.wikipedia.org) 

� Figure� 8.� Day� and� Night
(www.escherinhetpaleis.nl) 

� Figure� 9.� Good� and� Evil,� �
 (www.mcescher.com) 

Figure� 10.� Federation� Square� a� �
(www.spmarchitecture.com) 

� Figure� 11.� Federation� Square� b�
(www.mosafaie.blogfa.com) 

� Figure� 12.� Eiffel� Tower� �  

 (www.structurae.net) 

이와 같이 에셔의 작품에서는 경계의 모호함 (Figure 8). 

속에 내재된 연속적인 공간의 반복에 따른 프랙탈 디멘션

의 표현의 변화를 볼 수 있다(Figure 9).  

분할3) 

프랙탈 디멘션의 효과가 나타난 예술을 살펴보면 건축의 

구조적인 형태에서 반복되는 도형의 형태를 분할하였을 때 

중첩을 통한 기하학적인 구성과 안정적인 구조를 엿볼 수 

있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페더레이션 광장  ‘ (Federation 

의 외관은 커다란 면과 면 사이에 직삼각형의 형Square)’

태를 보이는 두 개의 변이 만나 중심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부가 비치는 외창과 함께 불투명한 유리들이 . 

결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보이나 분할을 통해 전체구조가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Figure 10, 11).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은 유클리드의 연속  (Eiffe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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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tained� Glass�
(www.en.wikipedia.org) 

� Figure� 14.� Fractal� Structure� �
 (www.dicasparaviagens.com.br)  

� Figure� 15.� Structure� � � � � �
 (www.google.com) � �

적인 삼각구조와 격자 문양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트러스 

구조를 나타낸다 이 정밀한 구조는 가변적으로 보이는 형. 

태에 단단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규칙적이어서 안정감을 주

는 삼각구조를 나타내 유니크한 그 나라의 상징물이 되었

다(Figure 12). 

프랑스 샤르트르 성당 의 스테인드   (Chartres Cathedral)

글라스 는 통일성이 돋보이는 페이즐리 문양(Stained Glass)

으로 장식되어있다 평면과 평면 사이에서 효과적인 분할. 

이 발생하여 다양한 색을 조합해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인

다 브라질에 위치한 식물원 인호임 에 (Figure 13). (Inhotim)

있는 올라퍼 엘리아슨 의 작품으로 중첩된 (Olafur Eliasson)

육각형이 연결 중복된 프랙탈 구조이다, (Figure 14. 15).

패션에�나타난�프랙탈�디멘션의�유형분석.�Ⅲ

패션에 나타난 프랙탈 디멘션은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동

시에 새로운 공간에서 착시 효과를 내는 독특한 조형세계

를 연출한다 이러한 독창적인 표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 

패션 분야에서도 가능해졌다 보편적 소재와 함께 프린. 3D 

팅을 사용하여 의복의 평면적 연출에서 비현실적인 입체적 

구조의 표현도 구현된다 이러한 프린팅과 결부된 혁신. 3D 

적인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프랙탈 디멘션이 디자인 요

소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공간의�확장�1.�

패션에 나타난 프랙탈 디멘션에 표현 유형 중 하나는 공간

의 확장이다 패션에서의 공간은 인체의 실루엣의 의해 형. 

성되는 복식 조형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프랙탈 디멘션이. 

적용된 공간의 확장은 관습적 형태를 무시하고 복식 조형

의 부분이나 전체를 강조하는 형태의 왜곡에서 나타난다. 

즉 각각의 부분적인 공간들의 형태적 크기가 서로 다르게 , 

연결되어 숨어있는 공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 요소인 직선과 곡선 격자무늬와 같은 직사각, 

형 도형들이 반복적으로 덧붙여지면서 새롭게 확장된 입체

적인 공간을 통해서 연출된 조형 안에서 공간이 만들어지

고 작은 도형들의 반복적인 중첩으로 인해 시각적인 그림, 

자 공간인 프랙탈 디멘션의 공간이 구성된다. 

  프랙탈 디멘션의 유기적인 공간들은 점차 확대되어 최근

에는 가벼운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유연한 형태가 돋보이

게 되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재료의 물성은 폴더 형식처. 

럼 보이는 공간과 주름 형태의 공간 평면적인 공간을 반, 

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차원과 차원의 구조들로 또 다2 3

른 공간을 구축하고 왜곡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한다, (Park, 

2012b). 

년 노아 라비브 의 컬렉션에서는   2014 F/W (Noa Raviv)

유기적인 라인이 반복되는 기하학적 선들의 순환적 구성으

로 바디라인을 드러내는 실루엣이 나타났다 또한 불투명. 

한 소재와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여 공간감을 표현하고 공

간의 일부분을 확장하여 여성스럽고 유연한 라인이 강조되

었다 년 뉴욕의 프린팅 (Figure 16). 2013 3D 건축회사 프란

시스 비톤티 스튜디오 와 (Francis Bitonti Studio) 디자이너 

마이클 슈미트 가(Michel Schmidt) 협업한 의상이다 (Figure 

17) 어깨라인의 부분의 공간이 확대되어 과장된 형태로 . 

시선을 부각시킨다 년 이리스 반 헤르펜. 2015 F/W (Iris 

의 컬렉션에서는 의복구성의 세밀한 부분을 Van Herpen)

인체의 실루엣보다 거대하게 부풀려 내려간 코트를 선보였

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부피를 확장하여 새로운 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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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Noa� Raviv,� 2014� F/W
(www.noaraviv.com) 

Figure� 17.
Michel� Schmidt

(www.photohistory.tistory.com)�

Figure� 18.�
Iris� Van� Herpen,� 2015� F/W� a

(www.irisvanherpen.com) �

생성시키며 풍만한 입체감을 선보였다 인체에 밀착된 의. 

복의 색채와 투명한 소재가 이질감을 주면서 다른 차3D 

원을 보여준다(Figure 18) 이러한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 

볼륨감 있는 구조적 형태가 나타났다.

연속적인�도형의�반복�2.�

연속적인 도형의 반복은 크기가 같거나 번 이상 연달아 2

사용한 패턴의 연결을 말한다 방향의 반복 위치의 반복 . , 

등을 사용하여 단순하면서도 통일된 시각적 이미지를 구현

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형태가 중복될 때 리듬감이 형성되. 

어 연속성과 강한 힘을 나타낸다. 

바오바오 백 은 이세이 미야케  (BAO BAO bag) (Issay 

의 시그니처 가방으로 기하하적인 형태로 고안되Miyake)

었다 이는 합리적인 단순한 모양을 각각 수직과 수평으로 . 

규칙적인 위치의 반복을 통해 새롭게 구현하는 형태를 나

타낸다 즉 정사각형 안에 삼각형 개를 집합적으로 연결. , 4

하고 동일한 형태 패턴을 반복 연장시킴으로써 각 도형 원

단의 패턴을 물성 있는 조각들과 결합시켜 구조가 만들어

진다. 

또한 바오바오 백의 소재는 사용자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의해 평면에서 입체적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중복된 . 

공간들은 기하학적인 형태로서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2015

년 S/S 이리스 반 헤르펜 컬렉션에서는 인체 실루엣을 감

싸는 조형물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반복시킴으로서 리듬감

을 강조하고 있다(Figure 20) 흑백대비를 통해 형태의 반. 

복을 단순명료하게 강조하고 기본적인 형태에 방향을 반복

적으로 나열해 또 다른 새로운 매개체로 인식되어 시각적

으로 강렬한 효과를 준다. 

크기에�따른�중첩3.�

패션에 나타난 크기에 따른 중첩은 스케일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방향성을 나타내고 소재들이 겹쳐질 때 깊

이 있는 공간감을 표현한다 또한 인체의 실루엣과 각각의 . 

요소들이 중첩에 의해 채움과 비움을 공간적으로 나타낼 

때 깊이감을 주고 부피와 면적을 형성한다 년 필립스. 2006

에서는 바디 실루엣을 감싸는 소재와 몸 전체를 (Philips)

감싸는 투명한 소재를 겹쳐 신체의 실루엣을 다 드러내며 

원단의 중첩에서 공간감을 보여준다 이 공간들은 일정하. 

게 유지되면서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된다(Figure 21). 

년 2015 이리스 반 헤르펜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크기인 원 

의 모형들을 중첩하여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간감을 주었

다 또한 색상에 변화를 주어 볼륨감을 이끌어냈다. (Figure 

22) 이러한 볼륨감의 차이로 리드미컬하게 보인다. .

빛에�의한� 음영의�표현4.�

빛에 의한 음영의 표현은 중심 모형의 선을 연결하여 접는 

방식을 적용한 형태를 재구성하여 나타난다 이는 소재의 . 

물성에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 과장하거나 축소시켜 모듈과 

같이 드러난 부분과 접히는 부분에 음영을 형성해 재구축

된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공간은 동일한 . 

크기의 조형들을 무한 반복하는 유사한 형태로 연결하여 

오목하고 볼록한 형태의 도형 사이 사이에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음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 기본적인 이음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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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BAO� BAO� bag� a

 (www.google.com) 

� Figure� 20.�
Iris� Van� Herpen,� 2015� S/S
(www.irisvanherpen.com)

� Figure� 21.�
Philips� �

 (www.pinterest.com) 

� Figure� 22.�
Iris� Van� Herpen,� 2015� F/W� b� �

(www.irisvanherpen.com) �

Figure� 23.� Pankani� &� Nidhi,� 2012� S/S
(www.pinterest.com) 

� Figure� 24.� 3D� Sturucture� �
 (www.pinterest.com) 

� Figure� 25.� BAO�BAO�Bag� b
(www.baobaoisseymiyake.com)  

는 단순한 소재의 물성 사이에 틈을 주어 유연한 움직임을 

가진 도형으로 자유롭게 표현된다. 

년 컬렉션에서 선보인 판카니와 니디  2012 S/S (Pankani 

의 아트웨어 디자인은 외부공간인 삼각뿔 형태의 & Nidhi)

구조물 내부에 장치된 의 빛이 안에서부터 반사되어 LED

투영되는 표현과 빛이 인체를 통과하지 못해 나타나는 그

림자로 공간의 깊이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디

자인의 조형성을 강조하는 주요한 표현으로 등장했다

(Figure 23). 소재의 표면에 광택이 나는 금속의 단단한 물

성을 가지는 패널을 실로 고정하여 빛에 의해 자유로운 움

직임을 표현하고 오목하고 볼록한 형태에 의해 음영이 만

들어지는 구조를 나타낸다3D (Figure 24). 바오바오 백은 

평면적인 모형에 가방 안에 들어가는 물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가방의 외관이 변형된다 그러한 다양한. 

가방의 모양과 더불어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에 따라 빛이 

반사되어 자연스러운 음영이 형성돼 유희적인 형태를 구사

한다(Figure 25).

Ⅳ 패션에�나타난�프랙탈�디멘션의�미적�특징.�

자기유사성1.�

자기 유사성의 디자인은 다양하고 무질서 해보이지만 그 , 

내부에는 일정한 형태의 유사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규

칙적 패턴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자연현상에서 유래한 기. 

하학적인 점 선 면 등의 부분이 무한 반복 되는 순환성을 , , 

가지고 일정한 질서구조를 이루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어 나타난다 이는 실제로 복잡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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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Iris� Van� Herpen

2011� S/S
(www.irisvanherpen.com)�

� Figure� 27.�
Iris� Van� Herpen�

2016� F/W�
(www.irisvanherpen.com)

� Figure� 28.�
Iris� Van� Herpen�
2013� S/S� a

(www.irisvanherpen.com)

� Figure� 29.�
Yohji� Yamamoto�

2013� F/W�
(www.pinterest.com)

태를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형태

다 이런 도형의 부분 부분을 균형감 있게 연결하여 전체. 

를 재구성한 표면이 유기적인 리듬을 형성한다 또한 패션. 

의 구축적 공간을 확장할 때 나타나 하나의 세포처럼 무한

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통해 자기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의 큰 구조를 통해 작은 구조들에 나타나는 불규칙적

인 곡선 안에 통일성을 띤 형태로 분할이 나타날 때 절제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리스 반 헤르펜의 컬렉션에서는 자연에서   2011 S/S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곡선을 이

루며 프랙탈 디멘션의 자기 유사성이 나타났다(Figure 26). 

이리스 반 헤르펜 컬렉션에서는 생물체와 같은 2016 F/W 

유연한 라인으로 반복되는 면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선

보였다( 이리스 반 헤르펜 컬렉션에Figure 27). 2013 S/S 

서는 제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돌출형 드레스를 선보였

다 돌출형 드레스는 유사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형들이 .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며 유희적으로 표현되었다(Figure 

28). 

중첩성�2.�

중첩은 여러 층이 겹쳐진 것을 일컫는다 복식에서의 중첩. 

성은 연속적인 모형에 변화를 주어 움직임의 방향성에 따

른 동적인 리듬감을 형성한다 또한 소재의 물성에 의해 . 

입체감과 공간감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프린팅 기술이 . 3D

적용된 재료를 사용해 구부러지지 않는 견고한 소재의 중

첩으로 인해 깊이감이 나타난다 이 때 불투명한 소재가. 

겹쳐지면서 볼륨감도 강조한다 또한 착용자의 움직임과. 

각도의 변화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의 과정을 거치며 입체

적인 프랙탈 조형으로 변화한다. 

요지야마모토 의 드레스는 공2013 F/W (Yojhi Yamamoto)

간과 공간을 연속으로 이어가며 반복된 모형을 중첩하면서 

공간감을 강조한다(Figure 29).  

캐서린 웨일스 의 작품은  (Catherine Wales)  유사한 깃털 

모양의 공간과 공간의 중심에 작은 면과 큰 면을 점층적으

로 쌓아서 차원적인 평면 요소와 차원의 입체적인 요소2 3

들이 층층이 공간을 메운다 이 때 중첩의 표현방법으로 . 

층층이 공간을 메운 면들이 깊이에 따라 공간감이 나타났

다( 이리스 반 헤르펜 컬렉션에서는 Figure 30). 2008 F/W 

프린팅을 접층하여 만든 프랙탈적 공간들이 깊이감과 3D

리듬감 있게 새로운 형태를 표현하였다(Figure 31).

비정형성3.�

프랙탈 디멘션에 나타난 패션은 기계적이지 않고 선형적이

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형

적인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비정형성은 본래의 축과 다른 . 

형태의 축을 설정하여 전체 또는 일부분에 힘을 가함으로

써 새로운 틀과 유니크한 패턴을 형성한다 또한 . 프랙탈 

디멘션이 적용된 패션에 나타난 비정형성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적 방향성을 띠는 패턴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새롭게 변형되는 조형적인 형태가 표현된다 특히 본. 

체를 구성하는 조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정한 패턴

을 형성하고 이러한 패턴들로 구성된 평면적 요소와 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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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Catherine�Wales�
(www.chemidream.com) 

Figure� 31.� Iris� Van� Herpen,� 2008� F/W
(www.irisvanherpen.com) 

Figure� 32.� Elvis� Pompilio�
(www.luxury.desegnhouse.co.kr) 

Figure� 33.� Gabriela� Ligenza� 2015� S/S�
(www.blog.daum.net/chocohuh)

치 못한 입체적 요소가 결합되어 유니크한 차원의 공간을 3

만들어 낸다 또한 착용자의 입체적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 

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 

때 같은 방향성을 가진 예측 가능한 패턴들은 배제하고 비

예측적인 방향을 가진 패턴들이 연결되어 우연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년 에서 엘비스 폼필리오 가 선  2013 F/W (Elvis Pompilio)

보인 모자는 서로 다른 선들이 점차 겹쳐지면서 간결한 비

선형적 건축의 구조를 가진 형태로 표현되었다(Figure 32). 

년 에서 가브리엘라 리겐자 는   2015 S/S (Gabriela Ligenza)

프린팅을 이용해 조개껍질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된 모3D

자를 선보였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축적인 형태를 보, 

이는 작은 변화가 비 구축적인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비정형성이 나타났(Figure 33). 

다. 년 이리스 반 헤르펜의 의상에는 특수 소재인 2013 S/S 

감광수지와 실리콘 등으로 만든 프랙탈 패턴 형태의 눈꽃

송이들의 무수한 분열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정교한 선

들이 시각적으로 강조되었다 년 모라나크(Figure 34). 2012

라젯 은 접기를 통해 만든 불투명한 검정 (Morana krajec)

원피스의 가장자리 부분에 다양한 각도의 움직임이 뜻밖의 

형태를 이룬다 년 빅토리아 시크릿(Figure 35). 2014

의 컬렉션에서는 어깨를 고정하는 형태(Victoria’s Secret)

의 눈꽃 장식물의 선이 허리선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하학

적인 형태의 구조를 표현하여 또 다른 방향성이 나타났다

(Figure 36). 

은 프랙탈 디멘션을 나타낸 패션을 도출한 미  Figure 37

적 특징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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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Iris� Van� Herpen,� 2013� S/S� b�

(www.irisvanherpen.com)

Figure� 35.�
Morana� Krajec

(www.moranakranjec.com)

Figure� 36.�
Victoria’s� Secret,� 2014� F/W�
(www.stylemagazine.com) 

Analysis� in� the� Types� of� Fractal� Dimension Trait

Expansion in space
It appears in the distortion of a form, which emphasizes a part or 

the whole in the formativeness of costume Self-

similarity

Continuous repetition 

of geometries

According to simple movement through using a change in size and 

shape

Superposition

Superposition 

accordant 

to different size

A deep sense of space while being reiterated with having a fixed 

shape and directivity caused by scale

AtypicalityShades of shadows of 

different shapes

The form in the light-based shadow implies the reconstructed space 

with different property

Figure� 37.� Analysis� of� the� Types� of� Fractal� Dimension

 

결론.�Ⅴ

예술에 나타난 프랙탈 디멘션은 차원이라는 공간적인 개념

에 표현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독특한 

조형세계를 연출한다 입체적인 프랙탈 디멘션을 적극 활. 

용하고 있으며 예술전반에 나타난 형태와 패션에 표현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공간의 확장 연속적인 도형의 반복, , 

크기 변화에 따른 중첩 빛에 의한 음영의 표현 등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들은 프랙탈 디멘션의 특징을 반영해 . 

패션에 다양한 시각적인 극대화 효과를 나타낸다. 

공간의 확장은  인체의 실루엣에 의해 형성되는 조형 공 

간으로 복식 조형의 부분이나 전체를 강조하는 형태의 왜

곡에서 나타난다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여 폴더 형식처럼 . 

보이는 공간과 주름 형태의 공간 평면의 차원과 차원의 , 2 3

공간을 구축한다. 패션에 나타난 연속적인 도형의 반복은 

유사한 단위의 형태를 연달아 배치하여 크기와 형태의 변

화 방향의 반복 위치의 반복 등을 사용해 단순한 움직임, , 

에 따라서 리듬감이 형성된다 크기에 따른 중첩은 스케일. 

의 변화로 일정한 형태와 방향성을 가지고 중첩되면서 깊

이 있는 공간감을 갖는다 이는 신체의 실루엣에 따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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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도형과 도형 사이에 채움과 비움을 나타내는 부피와 

면적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빛에 의한 음영의 형태는 동일한 조형들을   

오목하고 볼록한 형태의 도형 사이에 빛과 그림자를 만들

어 재구축된 공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프랙탈 디멘션의 미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자기유사성은 일정한 질서구조를 이루어 성질이 , 

변하지 않는 고유의 형태가 점점 단순한 배열에서 복잡한 

구조로 반복된다. 

둘째 중첩성은 적층된 소재의 움직임과 방향에 따라 운  , 

동감과 리듬감이 생긴다 각각의 물성에 의해 입체감과 공. 

간감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불투명한 소재가 . 

겹쳐지면서 볼륨이 강조된다.  

셋째 비정형성은 일정하지 않고 복잡한 패턴이 나타난  , 

다 이는 만들어진 원인과 결과가 비례하지 않고 전혀 다. 

른 형태로 만들어진다 또한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패. 

턴의 물리적인 효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패턴들의 연속적인 차원의 평면이 하나의 방. 2

향성을 유지하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유니크한 차원의 3

공간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패션에서 프랙탈 디멘션의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본 미적 특성은 새로운 차원과 독특한 관점을 지닌 복

잡한 구조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랙탈 디멘션을 . 

패션 디자인에 접목하여 다양한 표현과 기초자료로서 활용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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