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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study aims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self-similarity inherent in 
natural objects or phenomena, the existence of self-similarity in design created by fashion design-
ers, and the traits and internal significance implied in self-similarity and their effects on fashion. 
The subject of the study is Viktor & Rolf, and the scope of the study is the collections created 
from 2001 to 2014, which include designs implemented in their early years and those unveiled in 
the media.

Self-similarity means attributes of a fractal structure appearing without change in the original 
form, even after modification of scale or direction in terms of shape or phenomena. As self-sim-
ilarity is applied to the arts and design sectors, it leads people to pay attention to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forms as a factor of expressing a unique creative world. 

Analysis of Viktor & Rolf collections generated ribbons, overlapping/ juxtaposition, side deco-
rations and exaggerated design elements as basic units of self-similarity. These factors had 
self-similarity rates as high as 84%. Self-similarity was established as design elements formed in 
the incipient stage were repeated in a certain form, and contin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served as an element that recognizes design and a fashion designer at the same time. 

Characteristics of self-similarity appearing in Viktor & Rolf collections can be summarized as 
homeostasis based on an equivalent relationship, balance based on self-organization, reducibility 
into essential elements, and uniqueness based on odd shapes. These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pursuit of consistent brand image, the maintenance of a fashion designer’s creative world, the for-
mation of styles and the expression of a fashion designer’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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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 경제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히 증가

하였음에도 패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

상은 그리 향상되지 않았다. 2013년 상반기 섬유수출

입 실적 집계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섬유 제품의

경우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대외 경쟁

력이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국내 패션 산업 정책이 원자재 수출이나 생산 가공

위주의 일변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세계적인 브랜드의 창의적인 디자인과 유명세의 파

급 효과가 국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한국 디자이너의 해외

유명 컬렉션 참가와 K-pop 문화의 저변 확대는 고무

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 패션

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인으로부터 패션 강국으로

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엽적인 문화 정책에

편승하는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이 세계 패션 산업의 중심에 진입하기 위해서

세계 패션 사조와 유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창

의적인 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세계의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디자이너는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서 새로운 개념을 찾아

디자인을 창작하려는 의지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또

한 국내 컬렉션의 대다수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보다

는 상업적 디자인을 판매와 연결해보려는 근시안적

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적으로 성공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에는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특별한 형태와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되

는 디자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는 많

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며 유행을 이끌고 이미지

차별화 전략과 맞물려 상품 판매와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다주며, 결국 출신 학교와 나라를 유명하게 만드

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실례로서 세계 패션의 변방이었던 네덜란드를

일약 패션 교육과 패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한 ArtEZ 디자인 스쿨 출신의 듀오 디자이너 빅토

르(Viktor Hosting) & 롤프(Rolf Snoeren)를 들 수

있다.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컬렉션에는 디자인 스스

로 정체성을 나타내며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지속되

는 규칙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 속 사물이나

현상에서 나타나는 ‘자기유사성’과 많은 관련성을 갖

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디자이

너에 의해 창작되는 디자인 형태에도 자기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자기유사성이 세계적인 디자이

너로 성장한 빅토르 & 롤프의 컬렉션에 어떤 형태

로 나타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두었다.

첫째, 고사리, 나무줄기 등과 같은 자연물이나 현

상 등에 나타나는 자기유사성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

러한 내용이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

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빅토르 & 롤프

가 디자인계에 처음 등장한 시기의 디자인을 분석하

여 자기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초 단위의 디자

인 요소를 발췌하고, 이러한 요소가 어떤 형태로 반

복되어 자기유사성을 나타냈는지 2001년부터 2014년

까지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자기유사성에 내재된 특성과 내적 의미 그리

고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유사성 요소를 도출하는 연구 범위는 공인된

미디어 매체 style.com에서 모든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2001년 S/S 시즌부터 2014/15년 F/W 컬렉션

까지로 하였고, 연구 방법은 빅토르 & 롤프의 창작

세계가 시작되던 초기 디자인의 조형 형태가 2001년

S/S부터 2014/15년 F/W 컬렉션까지 어떻게 반복되

어 나타났는지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

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마다 몇 백 가지의 디자인을 새롭게

창작하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에도 형태의 특성이 어

느 특정 방향으로 유지되어 나타나는 자기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디자이너의 정체성 표출

에 자기유사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밝히

는 자료로써 가치를 지닌다.

또한 조형적인 창의성과 형태의 지속성이 세계적

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로써 얼

마나 중요하게 작용되는지 일깨워 줄뿐더러, 한국 패

션계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 수립과 국내 디자이너

들의 이미지 전략 수립에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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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시대의 유행을 쫓거나

외적 요구에 의해 의도하지 않는 디자인을 여러 방

향으로 전개하는 국내의 많은 디자이너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빅토르 & 롤프의 전형

적인 성공 사례는 세계를 향해 도전하려는 한국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리

라 사료된다.

Ⅱ. 자기 유사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자기 유사성과 프랙털 구조
인류는 소통과 관리를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

물이나 현상을 형태와 속성에 따라 구분하여 명명해

왔고, 이러한 구분은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현상에

뿐만 아니라 미세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분

화되고 있다.

‘자기유사성’은 19세기 말경 선과 면의 관계를 규

명하는 수학적 개념으로부터 등장한 용어로서, 사물

의 형태나 현상 등에 있어서 규모가 달라져도 고유

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프랙털 구조의 속

성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Giuseppe

Peano)가 1890년경에 발견한 “공간을 채우는 곡선

(space-filling curve)”으로서 다섯 변을 가진 1차원의

선이 계속 반복되어 2차원적 면이 되는 “페아노 곡

선(Peano curve)”을 나타낸다.2) 그리고 <그림 2>3)

는 1906년 스웨덴 수학자 코흐(Helge von Koch)가

완성한 “코흐의 눈송이(Koch snowflake)”로서 규모

가 다른 삼각형 집합이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눈송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4)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한 단위를 이루는 고유의

형태가 반복되어 형성되었고, 규모나 방향이 달라져

도 각 단위는 최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복제적인 성질을 규모불변(scale in-

variance) 혹은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고,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이라고 부르

는데, 이 말은 1975년 만델브로트(Mandelbrot)의 연

구저서 제목인 프락투스(Fractus)에서 기인”5)한다.

자기유사성은 “프랙털(fractal, 次元分裂 圖形) 구조

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6)로서 기하학적 구조

에서 뿐만 아니라 “리아스식 해안선, 동물의 혈관분

포 형태, 나뭇가지의 모양, 창문에 성에가 낀 모습,

산맥의 모습”7)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 1> 페아노(Peano)의 곡선

- http://ko.wikipedia.org/wiki/

<그림 2> 코흐(Koch)의 눈송이

- http://kids.britannica.com

프랙털 구조는 기초 단위의 반복 형태에 따라 “등

방적 규모변화에 대해서 불변하는 등방적 프랙탈을

자기유사성 프랙탈”이라고 하고 “비등방적 규모변환

에 대해서 불변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프랙탈을 자

기근사성(Self-affinity) 프랙탈”이라고 하며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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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이한 끌개

- 카오스와 프랙탈, p. 177.

<그림 4> 고사리

- 카오스와 비선형동역학, p. 76

<그림 5> 희망 나무

- http://www.etfleurlavie.com

<그림 6> 이란의 사막

- http://www.destinationiran.com

가지의 경우를 “결정론적 프랙탈”8)이라고 한다. 반

면에 해안선이나 나뭇가지와 같이 자기유사성이 정

확하게 반복되지 않지만 통계적 특성이 같은 경우를

“통계적 프랙탈”9), 또는 추산해서 그 형태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추계적(推計的) 프랙털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이처럼 프랙털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은 형태

의 등방성과 비등방성에 따라 자기유사성, 자기근사

성, 자체유사성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고, 그

중에 자기유사성이란 용어가 프랙털 구조를 대표하

는 특성으로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프랙털 구조에 의한 자기유사성은 2차원적인 평면

에서뿐만 아니라 3차원의 공간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3>10)은 1963년 미국 MIT의 기상학자 로렌츠

(E. N. Lorenz)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기이한 끌

개(Strange Attractor)”11)로서 대기의 대류(對流)현

상에서 나타나는 “동역학계의 운동을 위상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궤도”12)로 나타낸 그림이다. 초

기에 주어진 방정식 수치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위

상 공간에서 카오스 운동을 하는 끌개가 형성됨을

나타낸다.

로렌츠는 “자연이 결정론적인 특징을 가져도 매우

작은 변화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혼

돈 이론의 지평을 열었다.”13) 혼돈 이론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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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Chaos)란 말은 무질서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지만 “1975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수학자인 요크

(James York)가 명명한 이래로 현대과학에서는 질

서가 내재한 무질서라는 의미”14)로 사용되고 있다.

로렌츠의 끌개는 초기에 제시된 조건의 민감성에

의해 발생되는 복잡하게 얽힌 궤도를 의미하는데, 이

궤도는 “항상 전에 지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 속을

진행”15)하며, “외관상 복잡하고 불규칙적이어서 예측

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시적인 운동을 지배

하는 어떤 결정론적인 규칙”16)에 의해 질서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구조에서도 프랙털 형태에 의한 자기

유사성이 나타나 있다.

수학 분야에서 발전된 자기유사성은 이파리, 나무

줄기, 사막의 모래 언덕, 지문, 해안선 등의 자연 분

야에서도 형질을 특정 짖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그림 4>17)는 고사리 이파리로서 규모가 축소되어도

동일한 형태의 기본 단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

기 복제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림 5>18)의 나무줄기는

불규칙적인 자기 복제를 통해 무질서 속에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9)은 가변적으로 형성되는

사막의 모래 언덕으로서 “위에서 떨어뜨리는 모래알

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이 평형을 이루는 임계

상태”를 이루면서 “완전히 안정되지도 않고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체 모양을 유지”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20)에 의한 프랙털 형

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유사성은 사물이나 현상 속에 드러

나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규모가 달라져도 자기 복제

를 하는 상동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고유하게

인식되도록 이끄는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다. 유전적

형질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초기 조건의 민감

한 차이나 내외적 영향이 평형을 유지하는 임계상태

에서 발생되고, 불규칙적인 형태 속에서도 질서 구조

를 나타내며 전체 모양을 유지하는 자기조직화의 특

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유사성은 등가 관계

에 의해 형태를 항상 유지하고,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균형을 이루며, 본질적 요소로 환원되고, 고유한 형

태를 띠는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창작 세계에서의 자기 유사성
사물을 분석적으로 관찰하여 고유의 형태를 찾고,

형성의 원리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수학 분야에서

의 프랙털에 관한 연구 성과는 여러 분야로 파급되

며 스스로를 고유하게 인식되도록 이끄는 자기유사

성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1920년대 이후에는 그

여파가 프랙털 구조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예술 장

르 및 디자인 분야에까지 나타났다.

“반복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는 프랙털(Fractals: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유사성과 소수 차원

을 특징으로 갖는 형상)의 예술성에서 발생”21)된다

는 새로운 개념이 확산되던 시기에, 부분의 반복에

의해 전체가 형성되는 프랙털 구조에 관심이 많았던

네덜란드 아티스트 “에셔(M. C. Escher: 1898-

1972)”22)는 모든 사물의 형태 속에 자기유사성이 내

재되어 있다는 논리를 믿으며 1919년부터 자기유사

성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7>23)은

크기가 다른 8개의 사람 머리를 기본 모티프로 삼아

프랙털 구조로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

의 예술에 관한 시선과 관념을 사물의 근원적 성질

과 고유한 형태에 이르도록 이끌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림 8>24)은 “무한히 작은 상태로 중심에서 출발

한 오각형이 그림의 가장자리로 나아가면서 도마뱀

으로 변형되는 모습”25)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9>26)는 면을 나누는 선의 분할로부터 다양한 나비가

탄생되어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으로서 기본

단위를 이루는 나비 형태가 반복되는 프랙털 구조의

자기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극히 작은 한 점이

연장되고 분절되어 형태를 이루고, 형태는 확산과 변

용을 반복하며 지속되는 이러한 작품 속에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명체 등이 내부 환경을 일정하

게 유지”27)하려는 항상성이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규칙적 비례의 반복을 통한 균형성, 본질적 요

소에로의 환원성이 내재되어 작품을 특정 짓는 고유

한 성질로서 작용되고 있다.

사물의 고유한 형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디자인

에 적용해 온 무나리(Bruno Munari)는 <그림 10>에

서처럼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보는 텍스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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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8 Heads (Huit têtes)

- http://cybermuse.gallery.ca

<그림 8> Development II

- M. C. 에셔, 무한의 공간, p. 60

<그림 9> Butterflies,

- M. C. Escher. The Graphic

Work, p. 27

<그림 10>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보는 텍스처, 모듈, 형태, 구조,

시간적 차원

-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p. 110.

<그림 11> 모듈을 바탕으로

삼은 패널

-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p. 199

<그림 12> 일정한 크기의 조각을

회전시켜 얻은 복합형태

- 디자인과 시각 커뮤니케이션,

p. 208

형태, 구조, 그리고 시간적 차원”28)의 조합과 반복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에서 나무 고유의 특이성을 찾았

고, 이러한 다양한 개체의 조합에 의한 특이성이 군

집을 이룰 때 나타나는 자기유사성을 디자인에 적용

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림 11>29)은 동일한 네 모서

리를 다르게 밀고 당겨서 만든 입체 모듈을 동일 차

원으로 반복시켜 만든 프랙털 구조의 패널 디자인이

고, <그림 12>30)는 초기 값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형

성되는 ‘기이한 끌개’와 같이 나무 막대의 간격과 각

도의 배열에 미묘한 차이를 주어 카오스 운동의 궤

적을 표현한 구조물로서 무질서 속의 질서를 나타내

고 있다. 이처럼 자기유사성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다

양하게 적용되며 반복이 주는 균형성과 환원성을 바

탕으로 고유한 창작 세계를 표현하는 요소로서 활용

되고 있다.

Ⅲ. Viktor & Rolf 디자인에서의
자기 유사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유사성은 이파리나

나무 등과 같이 자연 고유의 유전적 형질에 의해 나

타나기도 하지만, 페아노의 곡선, 코흐의 눈송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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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93 Hyères Design

Contest

- http://blog.naver.com/

<그림 14> 1993 Hyères Design

Contest

- http://blog.naver.com/

<그림 15> 1993 Hyères Design

Contest

- http://blog.naver.com/

렌츠의 끌개와 같이 초기에 주어진 조건의 반복에

의해 형성되거나, 또는 사막의 언덕, 강줄기와 같이

내적인 성질과 외적인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임계

상태에서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 유사성이 빅

토르 & 롤프의 창작 세계에도 형성되어 나타나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창작 세계관과 조형의 기초

가 형성되던 초기 단계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그 이후의 컬렉션에 규칙성을

갖고 반복되어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매년 컬렉션을 통하여 발표되는 수많은 디자인 형

태들은 외관상 너무나 다양하여 마치 카오스처럼 무

질서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항상 지난

시즌과 연관성이 있는 형태의 디자인이 발표되고, 컬

렉션 전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일정 형태

로 분류할 수 있는 기초적 디자인 요소가 자기유사

성을 나타내며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카오

스 현상의 질서와 유사한 면이 많다.

이처럼 디자인에 나타나는 자기유사성은 무질서

속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초 단위의 디자인 요

소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빅토르 & 롤프의

초기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1993년의 공모전 입상

작품과 파리 컬렉션에 처음 참가했던 1998년의 디자

인을 분석하여 자기유사성의 기초 단위 요소를 발췌

하였고, 이러한 요소가 2001 S/S 부터 2014/15 F/W

컬렉션까지의 14년 사이에 어떤 형태로 반복되었는

지 살펴보았다.

1. 빅토르 & 롤프의 데뷔
빅토르 & 롤프는 둘 다 1969년 네덜란드에서 태

어나 아른헴(Arnhem)의 ArtEZ 패션 스쿨에서 동문

수학한 사이로서, 1992년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의

기투합하여 ‘Viktor & Rolf’란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

리고 이어 1993년 세계 최고의 신진디자이너 등용문

이라 할 수 있는 ‘이에르(Hyères)’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여 세 부문에 입상함으로써 유명해졌고, 그 이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31)

<그림 13-15>32)는 그 당시 이에르 공모전에 입상

했던 작품으로써 빅토르 & 롤프가 디자이너로 데뷔

했던 초기 단계의 창작 세계를 잘 볼 수 있는 디자

인이다. <그림 13>은 칼라와 앞섶은 두 겹으로 중첩

시켰고, 하반신 부위의 볼륨은 극도로 과장시킨 코트

이다. <그림 14>는 목에서부터 수십 개의 셔츠를 포

개어 아래로 늘어트린 드레스로서 여러 셔츠의 중첩

에 의한 과도한 볼륨이 특징적이고, <그림 15>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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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98 S/S H/C

collection

- www.viktor-rolf.com/

<그림 17> 1998 F/W

H/C collection

- www.viktor-rolf.com/

<그림 18> 1998 F/W

H/C collection

- www.viktor-rolf.com/

깨의 양 옆에 프릴 장식을 끼어 넣은 것이 특징적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16>33)은 그들이 파리의 꾸뛰르 컬렉션에 처

음 참가했을 때 발표한 드레스이다. 리본 장식을 처

음 활용한 작품으로서 어깨와 허리 밑 부위에 일반

적인 크기보다 훨씬 큰 리본이 장식되어 있다. 그리

고 같은 해 추동 컬렉션에서는 <그림 17>34)처럼 커

다란 원형 프릴 칼라를 이중으로 중첩시킨 블라우스

와 <그림 18>35)에서처럼 목에서부터 한 쪽 소매로

이어지는 여러 겹의 조형 장식이 비대칭 소매와 균

형을 이루도록 만든 드레스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이 빅토르 & 롤프가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

하던 초기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디자인

요소는 리본 장식과 옆 장식, 기법에 있어서는 중첩

과 과장에 의한 조형 형태가 빅토르 & 롤프의 자기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초적 디자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2. 빅토르 & 롤프의 디자인 분석
빅토르 & 롤프의 창작 세계가 시작되던 초기의

디자인 요소가 2001년 S/S부터 2014년 F/W까지 어

떻게 반복되어 지속되었는지 가장 쉽게 눈에 띠는

리본 장식부터 분석한 결과 <표 1>에서처럼 2011

S/S, 2011 F/W, 2014 F/W를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

반복되며 89%의 지속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소매나 다리의 옆 부분에 리본, 프릴, 아플

리케, 프린트 등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장식한 디

자인도 2001 F/W, 2007 F/W를 제외한 전 시즌에서

확인할 수 있어 93%의 지속률을 보였고, 어느 한 부

위의 특정 형태를 중첩시키거나 병치시키는 디자인

의 경우 2001 S/S, 2007 S/S, 2007 F/W, 2009 S/S,

2009 F/W, 2013 S/S를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등장

되어 79%의 지속률을 나타냈다.

또한 칼라의 크기, 볼륨, 실루엣, 장식 등을 과도하

게 과장한 디자인도 2001 S/S, 2004 S/S, 2004

F/W, 2007 S/S, 2009 F/W, 2014 S/S, 2014 F/W를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 등장되어 75%의 지속률을 보

이며 빅토르 & 롤프의 디자인을 특정 짖는 요소로

서 작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본 결과

빅토르 & 롤프의 컬렉션에 리본, 옆 장식, 중첩/병

치, 과장의 디자인 요소가 지속된 비율은 84%에 달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항목의 디자인 요소가 매 시즌 어떤 형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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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2S/S 02F/W 04S/S 04F/W 06S/S 06F/W 08S/S

디자인

내용 칼라 칼라 칼라 칼라 스트링 벨트 스트링

년도 08F/W 10S/S 10F/W 12S/S 12F/W 13FW 14S/S

디자인

내용 스트링 벨트 여밈 칼라 칼라 장식 프린트

- www.style.com

<표 2> 리본 디자인의 반복 현황

년도 계절
디자인 요소 디자인 기법

리본 옆 장식 중첩병치 과장

2001
S/S O O X X

F/W O X O O

2002
S/S O O O O

F/W O O O O

2003
S/S O O O O

F/W O O O O

2004
S/S O O O X

F/W O O O X

2005
S/S O O O O

F/W O O O O

2006
S/S O O O O

F/W O O O O

2007
S/S O O X X

F/W O X X O

2008
S/S O O O O

F/W O O O O

2009
S/S O O X O

F/W O O X X

2010
S/S O O O O

F/W O O O O

2011
S/S X O O O

F/W X O O O

2012
S/S O O O O

F/W O O O O

2013
S/S O O X O

F/W O O O O

2014
S/S O O O X

F/W X O O X

% 89 93 79 75

<표 1> Viktor & Rolf의 디자인 특성 빈도 현황 타났는지 분석하는 연구 대상은 지면의 제한에 따라

<표 1>과 같이 2002년부터 격년의 컬렉션으로 설정

하였고, 분석 요소가 등장되지 않아 X로 표기된 시

즌의 경우에는 분석 요소의 양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즌의 전후 컬렉션 중에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1) 리본

리본 장식은 빅토르 & 롤프가 파리 꾸뛰르 컬렉

션에 처음 참가했던 1998 S/S 시즌부터 활용되었던

주요 요소로서 샤넬이나 랑방이 추구했던 고전적인

방식과 크기, 형태, 위치, 재질면에서 차이점을 나타

내며 새로운 여성미를 표현하는데 활용된 디자인 방

식이다.

2005년 S/S 컬렉션에서는 모든 디자인에 다양한

리본을 중첩시켜 장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리

본으로 감싼 파격적인 디자인도 많았다. 그 외의 시

즌에서도 <표 2>에서처럼 리본의 크기, 색상의 대비,

매는 방법과 위치, 재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일

정 크기와 색상으로 일관되어 오던 리본의 전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를 발표하였다. 리본이 달리는 위

치는 주로 목 주위였고, 2006 F/W, 2010 S/S, 2010

F/W와 같이 허리에 장식되기도 하였으며, 2014 S/S

의 디자인처럼 리본을 그림으로 그려 넣어 장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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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2S/S 02F/W 04S/S 04F/W 06S/S 06F/W 08S/S

디자인

내용 리본 포켓 밴드 프린지 리본 묶음 리본

년도 08F/W 10S/S 10F/W 12S/S 12F/W 14S/S 14F/W

디자인

내용 프릴 프릴 소재 밴드 모피 문양 밴드

- www.style.com

<표 3> 옆 장식 디자인의 반복 현황

경우도 있었다.

2) 옆 장식

옆 장식은 앞에서 볼 때 실루엣을 돋보이게 할 뿐

만 아니라 옆모습의 단조로움에 포인트를 주고, 걸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역동성의 매력 때문에 많은 디

자이너에 의해 자주 활용되는 디자인 요소이다. <표

3>에서처럼 빅토르 & 롤프의 컬렉션에 등장되는 옆

장식이 특별한 이유는 소매, 힙, 다리 등의 옆 부위

에 장식한 디자인이 거의 모든 컬렉션에 집착적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 S/S부터 양 소매 바깥 부위에 리본 형태를

만들며 옆 장식을 시작하였고, 2006 F/W에서는 트

렌치코트의 소매를 밴드로 묶어 볼륨을 만들어내기

도 하였다. 2008 F/W부터 여러 겹의 다양한 프릴을

소매 옆 부위에 장식하기 시작하더니 2010 F/W에

이르러서는 패션 역사 이래 가장 크게 만든 여러 겹

의 프릴을 스커트 옆 부위로 돋아나게 제작하여 사

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특히 2011 S/S 컬렉션에서는 탑의 형태처럼 층층

구조로 소매를 만들거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소매를

중첩시키는 파격 구조를 만들어 발표하였고, 옆 부위

에 과도한 디자인 장식을 넣거나 거대한 볼륨이 나

타나도록 실루엣을 만듦으로써 자신들만의 독특한

창작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3) 중첩/병치

같은 형태의 디자인 요소를 반복해서 중첩시키거

나 좌우, 상하로 병치시키는 디자인은 시각적인 자극

을 주면서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유희적 분위

기를 제공하며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창작

방식의 일환으로 추구되어 왔다. 디자인 요소를 여러

번 반복하며 직접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륜이

있는 디자이너보다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작 초기

에 시도되곤 하였다. 그러나 빅토르 & 롤프의 경우

파리 컬렉션에 처음 참가했던 1998년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이러한 중첩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

표하며 의복 구성에 관한 고난도 기술을 잘 보여주

고 있다.

<표 4>의 2002 S/S에서는 리본 벨트로 장식된 허

리 벨트를 삼단이 되도록 디자인하였고, 2002 F/W

에서는 웨이브 형태의 넥타이를 3열로 병치시켜 디

자인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006 S/S에서는 무려 7

개의 원피스를 겹쳐 입은 것 같은 착각을 주는 드레

스를 디자인하였고, 2010 F/W에서는 V 형태의 두꺼

운 프릴을 극단적으로 중첩시킨 코트를 발표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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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2S/S 02F/W 04S/S 04F/W 06S/S 06F/W 08S/S

디자인

내용 3단 허리 3중 타이 2중 칼라 2중 칼라 7겹 원피스 이중 칼라 3겹 프릴

년도 08F/W 10S/S 10F/W 12S/S 12F/W 14S/S 14F/W

디자인

내용 2중 칼라 겹겹 칼라 겹겹 칼라 3겹 칼라 2중 칼라 겹겹 장식 평면 중첩

년도 02S/S 02F/W 04S/S 04F/W 06S/S 06F/W 08S/S

디자인

내용 리본 포켓 밴드 프린지 리본 묶음 리본

년도 08F/W 10S/S 10F/W 12S/S 12F/W 14S/S 14F/W

디자인

내용 프릴 프릴 소재 밴드 모피 문양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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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첩/병치 디자인의 반복 현황

첩 디자인에 관한 애착과 집착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로써 중첩과 병치에 의한 과도한 디자인은

빅토르 & 롤프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디자

인 요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4) 과장

빅토르 & 롤프의 디자인에 나타나는 가장 독자적

인 특성은 일반적 형태를 극도로 과장하여 디자인한

다는 사실이고, 그 기원은 그들이 최초로 패션계에

데뷔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패션계의

비주류에 속해 있던 네덜란드를 떠나 프랑스 ‘이에르’

라는 디자인 공모전에 처음 출품하며 자신들을 어필

할 방법으로써 과장을 선택하였고, <그림 13>과 같은

디자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그들은 그 이후

에도 대부분의 컬렉션에서 과장된 형태의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뿌와레, 샤넬, 비오네, 스키아파렐리 등이 그 시대

의 일반적 관념을 잊게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

인을 제시하여 유명해졌듯이, 빅토르 & 롤프는 특히

과장이라는 조형적 형태를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服飾 第64卷 7號

- 108 -

년도 02S/S 02F/W 03F/W 05S/S 06S/S 06F/W 08S/S

디자인

내용 리본 장식 칼라 리본 프릴 모피 칼라

년도 08F/W 10S/S 10F/W 12S/S 12F/W 13S/S 13F/W

디자인

내용 글자 프릴 볼륨 엮음 모피 프릴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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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과장 디자인의 반복 현황

각인시키며 유명해졌고, 그 결과로써 세계적인 디자

이너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의 2002 S/S에서는 얼굴이 파묻힐 정도의

커다란 중첩된 리본을 드레스에 장식하였고, 2003

F/W에서는 재킷 안에 7개의 셔츠를 겹쳐 볼륨을 강

조한 디자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상품화되는 여성

의 아름다움을 커다란 리본으로 감싸 표현한 2005

S/S 디자인, NO라는 글자를 커다란 입체로 만들어

가슴에 부착한 2008 F/W디자인, 그리고 수백 겹의

프릴을 겹쳐 제작한 2010 S/S의 거대한 건축적 드레

스 등 빅토르 & 롤프에게 있어서 형태의 과장은 창

작의 원천임과 동시에 정체성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Ⅳ. Viktor & Rolf 디자인에 내재된
자기유사성의 특성

빅토르 & 롤프의 초기 디자인, 그리고 2001 S/S

부터 2014 F/W 시즌까지 발표된 14년간의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리본, 옆 장식, 중첩/병치, 과장의 디자

인 요소들은 초기의 디자인 형태를 지속적으로 반복

하며 유기체나 현상 등에서 관찰되는 자기유사성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디자이너의 창작세계에 나타나는 자기유사

성은 카오스 현상에서처럼 초기의 디자인 요소들이 무

질서 속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띠며 지속되어 디자이너

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아울러 디자이너의 고유

한 창작 세계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빅토르 & 롤프의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나타난 조

형 요소들은 무대에서의 관객, 시장에서의 소비자,

미디어에서의 평판 등과 같은 외부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임계 상태를 유지하며 빅토르 & 롤프라는

디자이너의 고유한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었고, 디자

인과 디자이너를 동시에 기억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되며 여러 함축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기유사성과 컬렉션 분석을 통

하여 빅토르 & 롤프의 디자인에 내재된 자기유사성

의 특성은 등가 관계에 의한 항상성, 자기조직화에

의한 균형성, 본질적 요소에로의 환원성, 특이 형태

에 의한 고유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1. 등가 관계에 의한 항상성
자연 고유의 형질이나 제시된 초기 조건의 민감한

차이, 그리고 등가 관계의 자기 복제에 의해 발생되

는 자기유사성의 형태는 규모나 환경이 달라져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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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형태가 유사한 맥락으로 지속된다는 특성을 갖

는다.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자기 형질과 등가 관

계를 이루는 형질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개체의 형태

가 보존되고, 초기에 주어진 조건에 상응하는 궤도와

현상의 특수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림의 가장자리로 나아가면서 생명체가 등가 관

계를 이루며 다시 탄생되어 나타나는 에셔의 도마뱀

을 주제로 한 작품이나, 겨울과 함께 일순간 사라지

는 나비를 지속적으로 반복시켜 항상 존재한다는 의

미의 프랙털 구조로 표현한 작품에도 자연 속의 사

물은 항상 등가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고유한 형질

을 보존한다는 항상성이 표현되어 있다.

매 시즌 수많은 디자인이 발표되는 빅토르 & 롤

프의 컬렉션에도 초기의 특이한 조형 요소와 등가

관계가 있는 형태가 시대, 계절, 주제, 규모, 유행이

달라지는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어 나타나는 항상성

이 내재되어 있다. 시대적 유행과 기술 환경의 변화

에 의해 일시적으로 등장된 가변적인 디자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디자인은 지속

되지 않고 사라지는 반면, 앞에서 분석하여 발췌한

네 가지 조형 요소들은 빅토르 & 롤프 디자인의 기

초 단위를 형성하며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빅토르 & 롤프 컬렉션의 자기유사성에 내

재된 항상성은 디자인의 기초 단위를 지속하게 해주

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항상성에

는 빅토르 & 롤프를 기억하고 인지하는 대상들에게

대등한 가치의 디자인이 여러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도 항상 등장되리라는 믿음을 주는 신뢰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항상성이 더 이상 작용되지 않을 때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본질과 이미지가 달

라질 수 있기에 항상성은 브랜드의 일관된 이미지를

추구해야 하는 디자이너가 창출해야 할 필수적인 요

소라 할 수 있다.

2. 자기조직화에 의한 균형성
자기조직화는 사막의 모래 언덕처럼 바람의 방향

에 따라 변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며 전체 모양을 유

지하거나, 살아있는 유기체가 생존을 위하여 가변적

인 외부 환경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며 균형을 이루는

현상으로서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을 의미”36)한다. 나무의 줄기가 장애를 만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 내재된 본연의 형태와 질서를

유지하며 자기유사성을 생산해낼 수 있는 까닭도 자

기조직화가 작용하며 균형을 잡기 때문이다.

창작을 하는 디자이너에게 나타나는 자기조직화란

사회, 경제, 문화, 유행 등과 같은 외적 요인이 다양

하게 제시되는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디자인에 과감

히 도전하고 조정하며 자신들의 디자인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대상의 기대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

라 할 수 있다.

유기체나 사막의 언덕, 나무줄기 등이 자기조직화

를 통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듯이 디자

이너는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외적으로는 디자인 형

태를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내적으로는 창

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창작 세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빅토르 & 롤프

가 발표한 컬렉션에 리본, 옆 장식, 중첩/병치, 과장

등과 같은 조형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자기유사

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추구하는 창

작 의도와 외적인 반응이 균형을 이루며 창작 세계

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자기유사성의 한 특성인 균형성에는 새로운 도전

에 의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들을 제거하

게 하고, 외부의 불안정 상황이 증가되는 무질서 속

에서 질서를 찾게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자기

조직화의 기능이 상실될 때 정체불명의 무질서한 디

자인이 다량으로 생산되며 자기유사성에 내재된 균

형성은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될수

록 창작 세계가 붕괴되어 디자이너의 생명력은 짧아

진다고 할 수 있다.

3. 본질적 요소에로의 환원성
자기유사성은 규모나 방향이 달라져도 고유의 형

태가 유지되어 나타나는 프랙털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이기에 시간이 흐르거나 공간적 변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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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어도 본연적 성질을 함축하고 있는 최초의 형태

를 귀납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페아노의 곡선이나 코흐의 눈송이에서 최초의 형

태인 선분과 삼각형을 찾을 수 있고, 나무의 모양을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전체의 모양이 본연적

형질을 이루는 초기의 형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또

한 프랙털 구조를 다룬 디자인이나 예술작품에도 전

체의 모양이 본연적 성질과 최초의 형태로 귀결되는

환원성이 내재되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나

는 빅토르 & 롤프의 컬렉션 또한 그들 디자인의 본

질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초기의 형태들로 환원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시작한 초

기의 디자인 개념이 창작 세계의 기저를 형성하며

그 이후로도 줄곧 창작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스타일은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성향

의 영향으로 독자적인 조형적 특색이 창작 과정 중에

반복적으로 드러나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자기유사

성에 의해 형성”37)된다. 그래서 주제, 색상, 소재, 장

식 등이 교차되며 다양하게 발표되는 컬렉션에서 리

본, 옆 장식, 중첩/병치, 과장 등으로 환원되는 본질

적 조형 요소는 빅토르 & 롤프를 기억하게 하는4 대

표적인 조형 요소로 인식되며 그들의 스타일을 형성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빅토르 & 롤프 디자인의 자기유사성에

내재되어 있는 환원성은 긴 세월에 의해 형성된 통

시적 변화의 형질이 함축되어 공시적으로 나타난 결

과로서, 다양한 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통일감을 갖게

하는 의미와 함께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하

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4. 특이 형태에 의한 고유성
고사리 이파리나 나무와 같은 형태의 기초 단위가

유전적 형질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유사성과 달리 디

자이너의 창작 세계에 나타나는 자기유사성은 “선택

성(選擇性)된 신경 세포를 갖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원인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는 후천적인 원

인에 의해 형성”38)되어 독창적인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빅토로 & 롤프의 초기 디자인에 과장, 옆 장식,

중첩/병치, 리본 장식 등과 같은 디자인의 방향성이

정해진 까닭은 그러한 형태를 좋아하는 선천적 기호

의 결과이고,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컬렉션의 다양함

속에서도 그러한 조형 요소들이 유사성을 유지하며

다양하게 지속되어 나타난 원인은 한 번 학습하여

인지된 내용들이 새로운 소재나 기술과 접목되면서

여러 방식으로 응용되며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후천

적인 학습과 기억 작용이 디자인 창작을 이끄는 선

행 지식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의 디자인

과 유사한 형태가 반복되어 자기유사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축적되어 디자이너의 특유한 고

유성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고유성은 ”관습, 전통, 모방, 표절, 상투성 등과 대

립”39)되는 특성이다. 빅토로 & 롤프는 패션계에 등

장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디자인 세계를 알리는 방

법으로써 그 당시로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여러 옷

의 중첩, 행동에 부담이 되는 과장된 볼륨, 필요 이

상의 크고 많은 리본 장식 등 이전 세대의 디자이너

가 추구했던 고전 방식과는 다르게 고난도의 의복

구성력과 봉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이한 형태를

제시하며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장기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특이한 형태에는 모방

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담겨 있어 여타

의 디자이너와 구별되는 요소로 작용되며 빅토르 &

롤프의 경제적 경쟁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

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빅토르 & 롤프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는 특이한 형태에 의한 고유성을 추구하였고,

유행을 쫒기보다는 자기유사성을 대변할 수 있는 특

이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창작함으로써 외부 환경

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개념과 함께 자

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빅토로 & 롤프의 컬렉션에 나타난 자기유사성의 특

성과 내적 의미 그리고 패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9>와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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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기유사성의 특성, 내적 의미, 패션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빅토르 & 롤프는 패션에 관한 문화적 유산이나

역사적 명성으로부터 소외되어있던 네덜란드에서 태

어나 자국의 ArtEZ 디자인 스쿨에서 수학한 듀오

디자이너이다. 그들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기성 디자이너들의 디자

인과 다르게 과장되고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특이

한 조형 형태의 컬렉션을 발표함으로써 일약 세계적

인 디자이너로 부상하였다.

컬렉션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특이한 디자인들은

시선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규칙과 질서에

의해 반복되어 한 번 인지하면 재인하기 쉽고, 오래

기억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이전 세대의 고전 방식에 대항하며 등장한

신진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미지

를 구축하며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부상할 수 있었

는지 그 원인을 살펴본 결과, 그들의 컬렉션에는 디

자인의 본질을 이루는 기초 단위가 다양하게 반복되

며 전체를 유지하는 자기유사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연물이나 현상 등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유사성의 의미와 특성은 무엇인

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자기유사성이 디자이너에 의

해 창작되는 디자인 형태에도 존재하는지 빅토르 &

롤프의 초기 디자인과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의 컬렉션을 분석하여 규명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유사성에 함축된 특성, 내적 의미, 패

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자기유사성은 19세기 말경 수학적 개념으로

부터 등장한 용어로서, 사물의 형태나 현상 등에 있

어서 규모나 방향이 달라져도 본래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프랙털 구조의 속성을 의미한다. 자기

유사성은 유전적 형질이나 초기 조건의 민감한 차이,

그리고 내외적 영향이 평형을 유지하는 임계상태에

서 발생되고, 불규칙적 형태 속에서도 질서 구조를

나타내며 스스로를 고유하게 인식되도록 이끄는 특

징을 지니고 있다.

자기유사성은 예술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사람의

시선과 관념을 사물의 근원적 성질과 고유한 형태에

이르도록 이끄는 특성으로 표현되었고, 디자인 분야

에서도 규칙적인 반복이 주는 균형성과 환원성을 바

탕으로 고유한 창작 세계를 표현하는 요소로서 활용

되고 있었다.

둘째, 빅토르 & 롤프의 초기 디자인과 2001 S/S

부터 2014 F/W 컬렉션까지의 디자인을 분석한 결

과, 자기유사성을 나타내는 기초 단위로서 리본, 옆

장식, 중첩/병치, 과장의 디자인 요소가 도출되었고,

시대와 유행의 변화 속에서도 이러한 기초적 디자인

요소가 반복되어 나타난 자기유사성의 비율은 84%

에 달하며 빅토르 & 롤프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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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었다.

그들의 컬렉션에 나타난 자기유사성은 초기에 형

성된 디자인 요소들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반복

됨으로써 형성되었고, 장기간 지속되어 디자인과 디

자이너를 동시에 기억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되며 정

체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셋째, 빅토르 & 롤프의 컬렉션에 나타난 자기유

사성의 특성은 등가 관계에 의한 항상성, 자기조직화

에 의한 균형성, 본질적 요소에로의 환원성, 특이 형

태에 의한 고유성으로 요약되었다.

항상성은 형질의 보존, 형태의 지속, 디자인 가치

에 대한 신뢰의 의미를 내포하며 브랜드의 일관된

이미지를 추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균형성은 자율적 대응, 자구적 질서의 창출, 도전

에 대한 결과를 조정하여 질서를 찾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며 창작 세계를 유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되

고 있다.

환원성은 본연적 성질의 함축, 본질에로의 귀결,

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통일감 형성의 의미를 내포하

며 스타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고유성은 형태의 특이, 요소의 구별, 독자성 추구

의 의미를 나타내며,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표출하도

록 이끄는 요소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빅토르 & 롤프가 세

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기존 방식

과 다른 자기들만의 특이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

표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창의적인 디자이너라는 강

한 인상을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디자

인들이 자기 스스로 고유성을 드러내는 자기유사성

으로 환원되며 디자이너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작용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빅토르 & 롤프의 컬렉션만을 분석하여

자기유사성을 도출 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물과 현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자기유사성이 존재함을 알리

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데 중요

하게 작용되었음을 밝힌 자료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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