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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has grown tremendously as the most noteworthy new technolog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addi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science technology with 3D printing has created a new paradigm 

called Fractal Geometry, or a new form of digital art.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3D printing jewelry based on presentation of 

fractal geometry by classification of 3D printing jewelry‘s morphological types 

that except for producible shape with traditional mold manufacturing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3D printed jewelry are divided into their constitutive shapes 

by the repetition of the unit. The organic shape determined by superposition 

or overlapping, the systematic shape by distortion caused by distortion, and 

the variation in scaling by scal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which are 

drawn from a study on the shape expression of 3D printed jewelry design 

using fractal geometry, consist of continuity, geometrical characteristics, and 

exaggeration. Continuity creates a new and self-assigned new space through 

a recursive structure through a cyclic structure that is formed along a single 

directional basis. The geometry of the geometry forms a three-dimensional 

and constructive structure comprised of the same size and structure of the 

same sized unit under the mathematical order of the geometry of Fractal's 

geometry. Exaggeration demonstrates the informal beauty and the 

maximization of the shape by expanding the scaling or superposition of a 

unit, by scaling the scale or he distortion of the units. 



최경희� 프랙탈�기하학을�적용한� 프린팅�주얼리�디자인�특성/� 3D� � � � � � � 137

서론.�Ⅰ

  

프린팅은 표준화되지 않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제품을 3D 

찾는 소비자 욕구와 이 를 충족시켜 주는 디자이너의 창의

성이 결합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인

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프린팅과 패션의 접목은 . 3D 

패션산업 분야 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디자인 경쟁력(Kim & Kang, 2015). 

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및 예술 분야에서 과학 발전에 따

른 테크놀로지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과학과 . 

예술 그리고 자연의 상호성을 인정하고 자연의 복잡한 모 , 

양과 규칙을 이해하는 프랙탈 기하학을 통해 과학과 예

술 간의 실제적 접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Eom, 

2010).

프린팅과 프랙탈 기하학은   3D 상대적이고 다차원적인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는 위상 기하학에서 

적용이 용이하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자연과 과학 그리고 ,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조형원리라 할 수 있다(Choi, 2014, 

p. 2). 이처럼 과학 기술 기반의 디자인과 미학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자리잡은 프랙탈 기하학의 적용과 프린팅 3D 

기술은 최근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독창적이고 조형적인 디

자인을 위한 영감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이 제반한 패션 미

학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써 기술

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Kim, Kim & Lee, 

2014).

이에 기존 산업시대의 제작 방식과 미의 원리에서 벗어  

나 프린팅 제품의 제작 방식에 맞는 새로운 관점의 조3D 

형기법이 필요하다 디지털 출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지. 

털 물성의 영향과 디자인 접근 방법의 차이로 인해 프3D 

린팅 기법의 제 품들은 차별적인 구조와 형태들을 가지는

데 이를 디자인에 활용하고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 

디지털 디자인 원리와 조형 방식과 이에 따른 조형적 특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프린팅의 패션관련 선행연구로는 프린팅을   3D 3D 

이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와 (Lee & Lee, 2016a) 3D 

프린팅 디자인의 표현 유형과 특성 연구(Ha & Cho, 

프린팅 산업동향 연구 등이 있으2016),  3D (Kim, 2015) 

며 주로 프린팅을 이 용한 패션 디자인 제품 개발과 , 3D 

프린팅 디자인의 표현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 많3D 

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랙탈 기하학의 관련 선행연구. 

는 프랙탈 기하학을  활용한 텍스타일 개발 연구(Moon, 

등 주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연구가 많이 이루어2014) 

지고 있다 그러나 프린팅 기술과 프랙탈 기하학을 접. 3D 

목한 디자인 개 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반화되고 있는   3D 

디지털 기반의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특성을 접목한 창의

적인 프린팅 주얼리 제품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3D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 특성을 . 

적용한 프린팅 주얼리 디자인 사례들을 수집 분석하고 3D , 

디자인 특성을 도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에 향후 . 

후속 연구로 제시될 프린팅을 이용한 패션 제품 개발3D 

을 위한 기초 가이드 라인으로서 디지털 디자인 기법의 패

션 제품 개발에 아이디어를 제 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

다 연구 범위로는 기존 금형 제작으로 만든 전통적인 주 . 

얼리의 디자인과 차별화된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요소를 적

용한 프린팅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주얼리 형태를 중3D 

심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프린팅의 개념과 현황 프랙탈 기하  3D , 

학의 개념과 조형 특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은 . 3D 

프린팅을 디자인의 프로세스로 활용하는 관점보다는 출력

된 결과물의 조형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3D 

프린팅 관련 사이트 및 프린팅 디자인 및 서비스 전문3D 

업체인 쉐이프 웨이즈 와 너버스 시스템(Shapeways)

등(NERVOUS System)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수집한  

주얼리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사례는 기존 금. 

형 제작방식을 통해 제작할 수 있는 형상은 제외하고 3D 

프린팅 방식으로 가능한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오브제들

로 선정하여 프린팅 주얼리의 형태적 유형을 분류하여 3D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신기술에 적합한 . 3D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프린팅 주얼리 디자인 개발을 3D 

위한 실증적 연 구를 통해 디지털 기반 주얼리의 전반적인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론적�배경II.�

프린팅에�대한�일반적�고찰1.� 3D�

프린팅의 개념과 분류1) 3D 

프린팅은 컴퓨터로 디자인된 설계 단계의 차원 3D 3 CAD

모델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모형이나 시제품 으(Prototype)

로 다른 중간 과정 없이 빠르게 생성하여 출력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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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다 프린팅은 프린터에 (Yang, 2013, p. 4). 3D 3D 3

차원으로 설계한 도면을 차원 단면으로 얇게 나누어 분석2

한 후 특수한 소재를 층층이 쌓아올려 입체적인 사물을 만

드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제작 방식의 신속

조형기술 을 의미한다(Rapid Prototyping) (Kim, Lee, Kim 

& Jun, 2015). 

프린팅의 제작과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3D , 3D 

물체의 설계도면을 만드는 모델링 과정 원료를 쌓아 올려 ,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프린팅 과정 프린트된 물체를 , 

굳히거나 표면 처리를 하는 후처리 가공단계로 나누어진

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와 같은 차원 그래픽 설계 CAD 3

소프트웨어나 프린터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체3D 

의 모양을 차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프3 (Jeong, 2016). 3D 

린팅의 방식은 압출적층 분말 광경화(extrusion), (granular),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분류(light polymerise), (lamina ted) 

되며 그에 따른 프린팅의 기술 방식으로는 , 3D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SLS(Selective Laser 

로 크게 Sintering),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3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방식은 ((Lee & Lee, 2016b). , FDM 

응 용수지 압출적충 조형 방식으로서 필라멘트 형태의 열

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녹여서 얇은 필름 형태로 출력

하는 방법이다 방식은 특허 만료로 인한 다양 한 . FDM 

기종 및 저렴한 하드웨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

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Lee & Lee, 2016b). 

출력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출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 방식은 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 SLS 

방식으로서 레이저 빔으로 재료를 녹여 응고시키는 방법이

다 방식은 재료 선택의 폭이 넓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 SLS 

표현할 수 있으며 강도가 높고 조형 속도도 비교적 빠른 , 

편이나 하드웨어의 높은 가격과 출력 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Song  & Geum, 2016). 셋째, SLA 

방식은 광경화 수지 조형방식으로서 빛에 반응하는 광 경

화 액상 수지를 장비에 공급하여 레이저 빔이나 자외선으

로 순간 경화시키는 방법이다 방식은 표면이 매우 . SLA 

매끄럽고 복잡한 형상을 출력할 수 있는 정밀도 와 표면, 

조도가 우수하지만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하는 , 

과정에서 수축하게 되어 변형과 뒤틀림이 발생하기 쉽다

(Kim & Kang, 2015). 

 

프린팅에 따른 산업 동향2) 3D 

년 뉴욕 타임즈는 세계 대 발명기술 에 프린팅 2014 ‘ 25 ’ 3D 

기술을 포함시켰으며 제조업 컨 설팅 업체인 , 홀러스 어소

시에이츠 는 프린팅 시장규모가 (Wohlers Associates) “3D 

년 억 달러 약 조 억원 년에는 억 2016 70 ( 7 7800 ), 2018 125

달러 약 조 억원 로 급증할 것 으로 전망했다( 13 8900 ) ” (Kim, 

이처럼 2015).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의료 분야 3D , , IT 

등 다방면에서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며 차 산업혁명을 이4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 분야(1) 

의료 분야는 프린팅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된 산업 분3D 

야로 의료 장비 기술과 스캐닝을 통한 환자의 맞춤형 3D 

의료 서비스에 적용됨으로써 의료산업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인체 내의 여러 장기를 프린터를 통해 . 3D 

입체 조형물로 제작하는 생체 질감 조형‘ ’ (Bio-Texture 

은 의료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Modeling)

지고 있다 프린팅 활용을 통한 의료 부분에서 맞춤형 . 3D 

생체조직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체의 모든 장기

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im, 2017, p. 86).  

은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 인공귀로 프린Figure 1 3D 3D 

팅용 기구와 은나노 입자 배양한 세포 등을 이용해 만들, 

었다. 

제조업 분야(2) 

제조업 분야의 프린팅 활용은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3D 

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에 목적이 있다 프린팅은 정밀. 3D 

함을 요구하는 전자 자동차 항공 등의 부품 제작에 광범, ,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항공 우주를 비롯하여 자동차 산업. 

에서도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어 우주선 미래형 자동차 3D , 

개발에 응용되고 있다 유럽 항공기 (Lee & Lee, 2016b). 

제조업체 에어버스 가 만들어 발표한 무인항공기 드론 ‘ ’ 토‘

르(THOR)’ 는  Figure 2 프린터로 한 번에 찍어 낸 것3D 

이 아니라 부품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되었는데 총 개의 , 2

전기 모터와 송수신 장치 를 제외(Radio Control System)

하고는 모두 프린터로 제작되었다 또한 프린터 시3D . 3D 

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즈 는 3D (3D Systems)

설탕을 정교한  모양의 사탕으로 만들어내는 프린터인 셰

프젯 을 개발했는데 어떤 모양이라도 설(Chefjet) Figure 3 , 

계에 맞춰 프린트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급형의 경우 색상, 

도 다양하게 입힐 수 있다.  

패션 분야(3) 

프린팅 기술은 패션산업에서는 주로 신발3D , 모자 안경, , 

장갑, 액세서리 등의 생산에 적용되었으나 프린팅의 기3D 

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기존의 . 

제조 방식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했던 입체적이고 복잡한 구

조적인 디자인을 컨셉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패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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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rtificial� Ear

�

Figure� 2.
THOR� Unmanned� Aerial�

Vehicle

Figure� 3.�
3D� Food� Printing

Figure� 4.�
DNA� 3D

Printed� Shoe

Figure� 5.
Ice� Dress�

(http://blog.skbroadband.

com)

(http://100.daum.net) (http://100.daum.net) (www.behance.net) (www.irisvanherpen.com)

영역의 프린팅의 대중화와 함께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3D 

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린팅(Lee & Lee, 2016b). 3D 

을 통한 신체 맞춤형 제작은 인체 중 가장 편해야 하는 신

발 디자인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 프린팅 신발 . 3D 

는 펜사 스튜디오에 의해 만들어진 Figure 4 (Pensar) ‘DNA 

로 구매자의 생체역학 정보에 기초하여 3D Printed Shoes’

제작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발 모양 뿐만 아니라 테스트 , 

러닝을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과 패턴의 알고리즘을 데이터

화하여 디자인에 반영되었다. 

프린팅 의상 는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  3D Figure 5

펜 이 에서 미(Iris Van Herpen) 2015 S/S Haute Couture

국의 프린팅 회사 과 협업한 드레스로서 3D 3-D System

모델의 인체치수를 바탕으로 마네킹을 만들어 스캔 데3D 

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통하여 디자인되었다 이처3D . 

럼 제작 시 변형의 용이성과 다품종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프린팅의 제작 방식은 개인 맞춤형 디자인과 온라인상3D 

에서 구매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경로를 

갖춘 프린팅 시장의 확대와 함께 프린팅과 패션과3D 3D 

의 접목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하고 있다(Kim & Kang, 2015).

프랙탈�기하학의�개념�및� 조형�원리2.�

프랙탈 기하학의 개념 1) 

프랙탈 이란 말은 부서지다 라는 라틴어 동사 (Fractal) ‘ ’

에서 파생한 부서 진 상태 를 뜻하는 형용사 ‘frangere’ ‘ ’

에서 유래되었다‘fractus’ . 자연계에서는 프랙탈 구조가 자

주 발견되며 구름 산 번개 난류 해안선 및 나뭇가지 등, , , , 

이 여기에 속한다. 프랙탈은 수학적 도형으로도 연구되고

있는데 프랙탈 도형은 종종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재귀적이거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프랙탈 도형에는 만델브로 집합 칸토어 집합 시, , 

에르핀스키 삼각형 페아노 곡선 코흐 눈송이 등이 있다, , 

프랙탈 기하학은 수학자들에 의해 (Eom & Jeong, 2012). 

프랙탈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해오다가 프랑스 수학자 베, 

노이트 만델브로트 가 년 처(Benoit  B. Mandelbrot) 1975

음으로 프랙탈 기하학으로 완성하였다(Gleik, 2013, p. 

122). 프랙탈 기하학은 프랙탈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 분

야의 하나로서 자연 속에서의 복잡한 형상과 형태들을 밝

히는 개념이다 전체와 부분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에서 유. 

사성을 만들어 내는 객관적인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는 과학 공학 컴퓨터 예술에 적용되기도 한다, , (Kim, 

프랙탈 기하학은 자연 형태를 표현하려는 2017, p. 14). 

시도에서 생겨났으며 자연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선, , 

면 입체 등의 기본 형태 생 성자로 기하학적 형태를 취한, 

다(Kim & Kim, 1998, p. 37).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 원리2) 

프랙탈의 생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한 

규칙을 반복하는 반복 함수에 의해 구현된다 이때 알고리. 

즘은 수학적 형태의 일련의 방정식을 이용해 작은 정보의 

유닛을 변화시켜 복잡한 구조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다

( 이에 의한 Lee et al., 2016).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적 특

성은 무한한 복잡함에 있으며 단조로운 기하학적 변환을 

단순하게 반복하고 점진함으로써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성

을 만들 수 있다 프랙탈 기하학에서의 조형 원리는 자기 . ‘

유사성 비선형성 불규칙성 무작 위성 의 총 개로 ’, ‘ ’, ‘ ’, ‘ ’ 4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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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유사성(1) (Self-Similarity)

프랙탈의 속성은 자기 유사성 과 순환성 이‘ ’ ‘ ’(Recursiveness)

라는 특징을 가진다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모양과 . 

유형들을 통한 프랙탈 기하학의 생성과정을 보면 전체와 

부분이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만텔브로트는 이러한 자연 . 

현상은 질 서가 있으나 혼돈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자

연 현상의 불규칙한 패턴을 연구하여 자기 유사성의 개념

을 정립하였다 자기 유사성은 모든 축(Jeong, 2013, p.22). 

적을 관통하는 대칭성으로 회귀하는 패턴 안의 패턴 을 가‘ ’

리키며 규모가 점점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상세한 모양이 ,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Eom & Jeong, 2012). 

자기유사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로는 코흐 곡선  (Koch 

이 있다 은 패턴안의 패턴을 나타내는 코Curve) . Figure 6 

흐 곡선으로서 부분이 전체와 닮은 전형적인 프랙탈 도형

이다(Peitgen, Jurgen & Saupe, 2004, p. 89) 눈의 결정이. 

나 해안선의 모델이 되는 코흐 곡선은 일정한 길이의 선분

에서 시작하여 가운데 을 잘라내고 삼각형 모양의 돌출 1/3

부분을 만드는 변형과정을 매 단계에서 계속 반복하여 만

든다 이렇듯 프랙탈을 생성하(Peitgen et al., 1998, p. 89). 

는 중요한 방법은 반복 규칙이며 간단한 규칙을 무한히 반

복하는 기법에서 자연계의 불규칙적인 패턴이나 구조를 기

하학적으로 나 타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양배추 . Figure 

의 윤곽 형태를 보면 불규칙하고 조각난 구조가 보이며 7 , 

이는 아무리 확대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반복된다 이 복잡. 

한 구조 속에 작은 덩어리들이 나선형으로 모여 큰 덩어리

를 이루고 있는 간단한 규칙 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안에 전체와 닮은 (Eom, 2010). 

작은 덩어리 모양이 무한히 많이 뿌려져 있고 그 덩어리 

하나를 적당한 배율로 확대해보면 전체 덩어리 모양과 유

사해 보인다(Son & Hwang, 2017). 즉 프랙탈 구조의 자 

기 유사성은 무한대로 규모를 확대하거나 작게 하여도 여

전히 같은 형태를 가진다.

비선형성(2) (Nonlinerity)

비선형성은 자연계의 현상처럼 초기 조건의 민감성에 의하

여 결과가 원인에 비례 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상태로 발

전되는 성질로서 어떤 상태 변수의 변화 법칙이 단순한 , 

비례관계를 나타낼 수 없는 계를 비선형성이라 한다(Jeong, 

2013, p. 27) 

프랙탈 원리 중의 하나인 비선형성은 두 가지 이상의 형  

태가 서로 맞물리면서 연 속성과 다양함이 부여되며 이전, 

의 감각과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가 창출

된다 이처럼 비선형성은 선형에 의해 예외적(Song, 2006). , 

무작위적 비전형적 그리고 비예측적 불규칙적 증폭적이, , , , 

며 비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Cho, 1997, p. 51). 

그의 예를 들면 얼룩말 무늬 에서 보이는 몸체의 Figure 8

줄무늬가 다리의 띠무늬와 만나서 형성되는 전혀 다른 갈

매기 무늬 형상은 생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확산되어 왜곡, 

변형된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비선형성은 고정적이. 

고 일괄적 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제 공하

며 유동성 있는 변화와 예기치 못했던 것을 부여한다.  

불규칙성(3) (Irregularity)  

불규칙성은 자연현상의 규칙적인 불규칙성 을 의미한다‘ ’ . 

자연의 발생 구조는 생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확산되어 다양

한 형태가 반복 축소 왜곡 변형된 구조를 이루게 된다, , , 

그 예로는 개미집 식물의 세포조직 나무들(Song, 2006), , , 

은 모두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분기 구조로 구성된 발생구

조에 의해 자라나는데 이처럼 많은 유기체에 내포되어 있, 

는 프랙탈 현상은 불규칙하고 복잡하여 질서가 없는 것처

럼 보이나 나름대로 법칙을 지니고 단위공간을 효과적으로 

점거하면서 성장한다 나무 가지치기 (Eom & Jeong, 2012). 

구조인 는 기본적인 축과 다양한 형태가 반복되면Figure 9

서 계속적으로 펼쳐진 분기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한 , 

가지는 기본축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가 반복되면서 

점차 축소된 형태로 자라나면서 생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확

산되는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 

현상이 프랙탈의 불규칙성이며 패턴의 반복과 변형으로 공

간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무작위성(4) (Randomness)

프랙탈 특성 중 하나인 무작위성은 인위적인 요소가 갖는 

규칙성이 없이 일반적으로 주사위의 눈처럼 각 항목이 나

타나는 확률이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프랙탈의 무작위성 . 

개념은 자연의 비선형적 현상을 초기 생성값의 변화 외에 

반복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자연의 무작위적인 생

성 원리이다 무작위적인 프랙탈은 갖(Kim, 2017, p. 21). 

가지 재질 고분자 합성 화학물질과 고체 표면 같은 것에 , 

깊이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물리적인 형태 뿐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기술해낼 수 있다(Briggs & Peat, 

1989, p. 14). 

자연은 질서와 무질서의 반복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조  

작하는 자기 조직성 의 특성을 가진다(Self-Organization)

(Yun, 2012). 예를 들면 하늘에서 보이는 구름 Figure 10

을 반복 연산에 의한 자연계의 비규칙적인 패턴인 구름 형

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사진 결과라고 가정할 때 이를 통해 , 

비선형 피드백의 수학적 형태를 가진 일련의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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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Koch’s� Curve

Figure� 7.
Self-Similarity�

Figure� 8.�
Nonlinerity

Figure� 9.�
Irregularity

Figure� 10.� Randomness�
Simulation

(Peitgen, Jurgen, & 

Saupe, 2004, p.89) 

(https:// 

commons.wikimedia.org)  

(https://www. 

thinkstockphotos.co.kr)

(https://pixabay.

com)

(https://www.recode.net) 

은 반복 연산 과정에서 갑작스런 비예측 현상이 나타나도

록 하여 극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무작위성

은 자연계 구조의 비예술 작품에서 우연의 효과에 의해 예

상하지 못했던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이 있

다.  

프랙탈�기하학을�적용한� 프린팅� 주얼리�.� 3D�Ⅲ

디자인� 분석

프린팅과 프랙탈 기하학은 위상 기하학에서 적용이 용3D 

이하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자연과 과학 그리고 예술이 융, 

합된 새로운 조형원리라 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다. 

양한 취향과 유행변화 속에서 주얼리의 개념이 변화 확대, 

되면서 주얼리 산업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선보여

지고 있다 과학 기술과의 융합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추. 

어 주얼리 산업에 프린팅 기술의 도입이 다양하게 시3D 

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 자연 속에서 찾아낸 프랙탈 기. 

하학의 구조적 질서는 디자인에 심미적 근거를 탐색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된다. 

본 장에서는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프린팅 기술이   3D 

활용된 주얼리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프

랙탈의 조형 원리의 특성인 반복 중첩 왜곡 스케일링의 , , , 

변환에 의해 제작된 프린팅 주얼리의 외형적 구조를 3D 

기준으로 주얼리의 형태적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반복에�의한� 구조적�형태1.�

반복(repetition)이란 동일한 요소나 대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둘 이상 배열하는 것을 말하며 형태와 형태 사이 공, 

간과 공간 사이에 대한 동일한 패턴의 연속 또는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Song, 2006). 프랙탈은 일정한 유닛의 함수

적 반복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유닛의 확장에 따라 불확

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이다 주(Lee et al, 2016). 3D 

얼리의 형태에서 반복에 의한 구조적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유닛의 부분이나 요소들이 전체를 짜 이루어나가는 

구조적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방법으로도 .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반복 점진 과정에서 불규, 

칙한 변화를 할 수 있다.

반복에 의한 구조적 형태란 유닛이  규칙과 질서를 가지 

고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 되어 반복 또는 적층됨으로써 주

얼리의 외형적 형태가 독립적인 공간들이 병합된 것과 같

은 하나의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Kim, Jun, Park & Kim, 2016). 프린팅 주얼 3D 

리에 나타난 반복에 의한 구조적 형태는 전체적으로 동일

한 패턴의 반복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형상화하여 나타난

다. 

은 유닛의 일정한 규칙 하의 반복적 배열을 통  Figure 11

하여 다차원적인 주얼리의 공간 구조와 복잡한 구조를 만

들었다 는 유닛의 단순 반복과 일정한 간격의 . Figure 12

층위의 각도 기울임 정도에 따른 연속적인 배열로 적충과 

교차 변동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 

은 서로 다른 크기로 구성된 삼각형 유닛 개  Figure 13 25

의 모듈을 관절로 하나하나 접합하여 만들어서 구부러지기 

쉬운 형태이다 면이 반복 중첩 회전을 통한 병치된 공간. , , 

을 관통하는 상호관입적 공간이 나타났다 는 유. Figure 14

닛이 반복적으로 겹쳐지면서 확장적 이미지를 만들고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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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에 의해 생성된 공간들이 병치 되는 특성을 보였다. 

는 유닛의 규칙적 배열과 반복 접기에 의해 생Figure 15 , 

성되는 입체적이고 구축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프린팅 주얼리의 구축적 형태는 첫  3D 

째 기하학 패턴이 기본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닛의 동일, . , 

한 패턴의 반복을 통하여 구조적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 

유닛의 반복을 활용한 디자인의 경우 유닛의 반복 중첩, , , 

병치 위치를 변형함으로써 확장적이며 비정형적 이미지를 , 

만들었다 넷째 유닛의 형태와 반복의 방법에 따라 독창적. , 

인 비정형적 디자인의 특성이 결정되었다 다섯째 유닛 단. , 

위의 단순 반복적인 연결에 의해 다층적인 공간보다는 관

통형의 개방적 공간이 만들어졌다 여섯째 프린팅의 . , 3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정한 유닛의 함수적 반복성을 활용

하여 일정한 규칙 아래 사출됨으로써 모듈과 모듈 간의 빈

틈없는 결합 부위로 만들어진 모듈 구조의 반복에 의하여 

더욱 입체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중첩에�의한� 유기적�형태2.�

중첩 은 여러 층이 겹쳐 있는 것 을 뜻하며(overlapping) ‘ ’ , 

형태적으로는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거나 ‘

또는 아래에 가려질 때 생기는 것 으로 동일한 패턴이 집’

중됨으로써 집단적으로 형태를 강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

다 중첩은 방향성 전환성 투명(Arnheim, 1995, p. 146). , , 

성 중합 다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중첩 , , 

과정을 통해 각각의 요소는 원형과 다른 형태미로서 창출

되거나 의미가 혼합되어 재구성된다(Kim, 2011, p. 17). 

조지 캐퍼스 는 중첩에 대해 우리는 어  (George Kepes) “

떤 겹쳐 있는 두 개의 형상을 볼 때 두 개의 공간적 의미

를 알 수 있는데 뒤에 있는 형상보다 앞에 있는 형상이 더

욱 가까운 것으로 지각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공간적 차. 

이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중첩의 표현은 깊이와 공간감, 

을 일으킨다(Kepes, Giedion, & Hayakawa, 1989, p. 

라고 하였다76)” (Kim, 2011, p. 16). 중첩에 의한 유기적 

형태란 여러 단계의 층들이 겹침 또는 포개어짐을 통하여 , 

주얼리 외형에 깊이감과 공간감 그리고 곡선적이고 유연, 

한 흐름을 나타내어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갖는 유기적 형

태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프린팅 주얼리에 나타난 중복의 변환 방식은 중복  3D , 

반복 크기 척도의 변형에 의해 표피형태를 여러 단계의 , 

층들이 겹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중첩 반복 크기 척도. , , 

의 변형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성되는 깊이와 공간

을 만들게 하고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형

태가 나타난다.

은 유닛 개를 이용하여 중첩 반복 크기   Figure 16 118 , , 

척도의 변형 등의 복합적 기법을 통해 중첩으로 장식된 주

얼리의 표피는 과장된 형태와 입체적인 구조를 보여주었

다 은 다면체 구조의 유닛들로 중첩 반복을 통. Figure 17 , 

해 주얼리 표피의 공간들을 채워나가며 적층되어져 생긴 

깊이와 공간이 나타났다 은 면끼리의 교차 변형. Figure 18

과 분열로 생성되는 중층 구조의 중첩의 위치에 따라 깊이

와 공간으로 인해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는 . Figure 19

유닛의 반복 중첩 교차시키는 과정에 의해 부분과 전체가 , , 

자기 유사성을 갖는 복합적 구조와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

었다 은 자동생성 모델링을 통하여 가지치기 구. Figure 20

조처럼 서로 겹쳐가면서 반복 중첩되는 과정에 따른 투명, 

한 공간을 만들었다. 

종합해보면 중첩을 활용한 디자인은 첫째 반복 중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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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크기의 변형 교차변형과 분할 겹침 정도를 통해 깊, , 

이감과 공간감을 만들었다 둘째 상호 연결성을 갖는 유기. , 

적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유닛의 교차 변형과 분할로 생. , 

성되는 비정형적 형태로 유닛의 중첩 위치에 따라 물결치

는 유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넷째 유닛의 중첩과 교차 . , 

변형이 동일한 면에서 이루어지면 평면적으로 확장된 형태

가 되지만 유닛의 중첩과 교차변형에 의해 공간으로 확장

되어 이루어지면 입체감이 크고 비정형적인 형태로 나타났

다.  

왜곡에�의한� 비정형적�형태3.�

왜곡(distrotion)이란 전체 형상이 그것의 공간 차원들 사이

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정형적인 형태를 왜곡시키면 새로운 형태를 구축 하게 하

는데 역동성과 같은 힘의 이미지로 다른 형태와 구별되는 , 

특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개성 있는 형태 표현이 가능하

다(Im, 2011, p.7). 

왜곡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란 차원의 커브를 이용하여   3

원하는 입체의 곡면을 만드는 방법으로 유닛 단위의 형태 

왜곡과 재구성으로 내부의 구조와 기본요소에 형태적 영향

을 줌으로써 주얼리 외형에서는 비형식적이고 비정형적 형

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린팅 주얼리의 다양. 3D 

한 형태 변형 기법을 통해서 외형의 원래 이미지를 왜곡하

거나 주얼리의 표피를 늘리거나 줄이는 기법 외에도 재료 , 

자체를 이용한 변형 사물의 의인화 및 환상적 요소의 도, 

입 이미지 자체의 중시 등을 통한 형태 변형 등으로 인해 , 

비정형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은 표피의 면을 구부리고 휘는 자유 변형의 방  Figure 21

법을 통해 비틀린 상호관입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

는 표피의 면을 구부리고 늘리고 휘게 하여 불규Figure 22

칙한 두께로 형태를 왜곡시켜 비정형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다 은 면을 늘이기와 회전으로 자유변형과 함. Figure 23

께 뫼비우스 띠처럼 연결된 면들이 중첩되면서 상호관입적

인 공간을 만들고 있다 는 구부리기 비틀기 집. Figure 24 , , 

어올림 등으로 왜곡된 자유 변형된 형태로서 여러 면들이 

중첩되면서 형태의 비정형성을 나타내었다 는 . Figure 25

면을 비틀어서 꼬임을 주고 회전을 통해 자유 변형된 형태

가 중첩 회전되며 병치된 공간이 형성되었다, .  

이를 종합해보면 왜곡에 의한 비정형 형태는 첫째 유닛   , 

단위를 비틀기 구부리기 늘리기 집어올림 등의 기법을 , , , 

통해 자유 변형된 형태를 이루었다 둘째 표피 공간의 교. , 

차와 상호 관입을 통해 형태의 비정형성을 강조하였다 셋. 

째 외형적으로는 선과 형태의 입체적 확장을 통한 공간감, 

을 강조하기 위해 유닛의 선과 각도에 의한 곡면을 만드는 

도구적 특성으로 인해 유기적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넷째. , 

비정형 형태는 디지털 디자인 작업 시 디테일 과정의 복잡

한 성형을 수정 없이도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입체적

인 성형으로 제작되어져 기존 주얼리에서 볼 수 없는 비정

형적 형태의 독특한 형상미를 보여주었다. 

스케일링의�변환에�의한�역동적�형태�4.�

스케일링 이란 형상의 변화 없이 크기 즉 척도가 (scaling)

변화하는 변형 과정이다 디지털 디자인에(Song, 2006). 3D 

서의 스케일링의 변환은 유닛의 반복이나 점이 방사 리듬 , , 

등으로 변형을 시켜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한다(Jang, 2002, p. 10). 

스케일링의 변환 방식은 주로 일정한 유닛의 크기와 척  

도의 변형 확대 축소를 통해 형태 변형을 위해 많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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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디자인 스테일링의 변환 과정을 보면 선택한 . 3D 

형상을 원래의 문맥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다른 자리로 , 

옮긴 후 이 기본형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변형시킨다 크, . 

기나 위치는 변해도 그 기본 속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변형

된 형태를 계속적으로 중첩 반복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드, 

는 방식이다(Kim, 2011, p. 22). 스케일링의 변환에 의한  

역동적 형태란 어떠한 형태를 축소 확대시켜 변형된 형태, 

를 반복 중첩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주얼리 , 

외형에서 새로운 공간의 확장 및 역동적인 형상으로 표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프린팅 주얼리에 나타난 스케일링의 변환 방식은 다  3D 

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함수화하여 비정형적 형태와 

표피형태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즉 일정(Lee et al., 2016). 

한 유닛 크기의 축소 확대 반복 유닛의 크기를 변화하는 , , , 

방법과 꼬임 잡아당김 등을 추가로 활용한 형태 변형으로 , 

구분되어 나타난다. 

은 복잡한 형상을 기반으로 모델링 타입  Figure 26 CAD 

의 광 조형 장치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 유닛 크기의 , 

확대와 반복을 통해 원근감과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Figure 

은 기하학적 도형의 유닛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27 , 

확대 중첩 등 스케일링을 변환시킨 후 반복적 배열로 점, 

진적으로 확장 구조를 보였다 은 프린팅 기. Figure 28 3D 

술에 의해 유닛의 크기 변화 꼬임 잡아당김 등으로 비정, , 

형적인 형태로 변형되었다 이는 유닛이 일정하게 사용했. 

을 때와 달리 늘리고 구부러진 형태에 기울기 각도에 따, 

른 가변적인 공간의 변형으로 인한 형태 공간 그리고 표, , 

피 디자인의 종합적 비정형성을 보였다 는 다각. Figure 29

형의 면들로 구성된 유닛을 연속적으로 조합하고 이를 반

복적으로 연결할 때 기울기 각도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조

합을 이룸으로서 가변적인 공간과 형태 공간 표피 디자인, , 

이 종합된 공간의 확장 구조를 보였다 은 둥근 . Figure 30

형의 유닛의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고 연속적인 반

복을 통해 부피를 확장시킨 후 꼬임을 주어 단일 형태의 

선과 형태의 입체적 확장을 통해 서로 교차되며 상호 관입

적인 공간을 보였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스케일링의 변환으로 나타난   , 

주얼리의 형태는 유닛 단위 크기의 축소와 확대 구부리기, , 

늘이기 자유변형의 방법으로 비정형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 

둘째 표피의 다층적인 면과 상호관입적인 공간이 생겼다, . 

셋째 각 유닛의 각도와 크기 형태의 변수의 조작에 의해 , 

다양한 외형이 연출되었다 넷째 선의 자유변형과 면의 돌. , 

출 늘이기 등의 변형을 통해 왜곡된 형태를 만들었다 다, . 

섯째 누르고 휘고 늘리는 방법에 의해 비틀리고 휘어진 , 

다층적인 면들에 의해 생성된 형태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였다.  

프린팅�주얼리�디자인의�조형적�특성.� 3D�Ⅳ

프랙탈의 조형 특성인 반복 중첩 왜곡 스케일링의 변환, , , 

에 따른 프린팅 주얼리의 사례분석 결과3D , 프린팅 3D 

주얼리의 형태적 표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형적 특성은 

연속성 기하학성 과장성으로 나타났다, , . 

첫째는 연속성 의 특성이다  (Continuity) . 연속성이란 끊어 

지지 않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됨을 뜻하며(David, 2002, 

하나의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서 연결 p. 26), 

형상과 함께 표현됨에 따라 시각적 의미와 위치의 변화가 

생긴다 연속성의 특성은 (Im, 2011, p. 6). 어떠한 형상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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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Phase� Quintuple� �

Neckpiece

Figure� 27.
Jointed� Jewels

Figure� 28.
Brass� 1-Layer� Twist� Ring

�

Figure� 29.
Rock� Series� Brooch

Figure� 30.
Fine� Twist� Ring

(https://lynnemaclachlan.

co.uk)

(http://www.microsofttra

nslator.com)

(https://n-e-r-v-o-u-s.com) (https://galleryfunaki.com)(http://www.sarahherriot

.com) 

나 축적됨으로써 하나의 구성체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

다(Kim et al, 2016). 

프린팅 주얼리에 나타난 연속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  3D 

다 첫째 유닛의 반복 스케일링의 변환 등 일련의 체계 . , , 

속에서 자기 유사성을 나타낸다 둘째 연속적으로 흐르는 . , 

순환성을 보인다 셋째 연속성에 의한 유기적 형태를 지닌. , 

다 넷째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면서 다 차원적이며 상호관. , 

입적 공간을 구성한다 다섯째 유닛의 형태 및 표피의 다. , 

면적인 구성에 따라 생성되는 입체적인 형태에 따른 공간

과 깊이를 가진다. 

에서는 유닛이 일정한 질서 체계 하  Figur 26, Figure 27

에 반복적으로 배열 병치 되어져 연속적인 공간이 만들어, 

졌고 은 유닛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반복 되어져 , Figure 11

연속적으로 열린 구조로 나타났다 주얼리 표피의 형상을 . 

회전 형태 변형을 통해 , Figure 21, Figure 22, Figure 30

처럼 둥글게 순환적이면서 형태미와 공간적인 연속성을 나

타내었고 은 주얼리 표피 위에 표현Figure 20, Figure 23

된 미세한 층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병치되어져 물결치는 

듯한 동적인 효과를 형성하였다 유닛의 불규칙한 중첩을 . 

통해서 처럼 방향감과 리Figure 16, Figure 17, Figure 18

듬감있는 연속적인 곡선들에 의한 공간의 확대로 볼륨감있

는 형태가 나타났다.

  둘째 기하학적인 특성 이다, (Geometrical Characteristics) . 

기하학적 형태는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 체계에 의해 창조

되어진 자연의 절제된 형태를 의미한다(Wong, 1994, p. 

이는 15). 복잡한 자연의 모습을 간결한 형태로 추구한 것

이고 그 형태 속에 자연의 질서를 포함하고 있어 자연의 

유기적 형태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경향성을 이룬 인공적

인 추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하(Yoo, 2008). 

학적인 특성은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등 기본적인 형태들, 

이 수학적 질서 하에 상호 결합하여 간결하면서도 합리성

을 띈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16). 

프린팅 주얼리의 형태에서 보인 기하학적 특성은 첫  3D 

째 선 면 입체를 중심으로 적당한 규칙과 수학적 법칙에 , , , 

따라 적절 비율로 축소 확대 상호 결합한다 둘째 무한 , , . , 

반복성과 반복되는 모듈의 형태를 보이며 가변적이고 확, 

장적이다 셋째 반복 시 우연성과 함수의 변수에 따라 입. , 

체적 형태를 생성해서 공간을 구축한다.

프린팅 주얼리 디자인에 나타난 기하학성은 세부적  3D 

으로 살펴보면 과 같이 유닛을 이루Figure 26, Figure 27

는 도형들이 일정한 질서 체계 하에 동일선상에 서로 연결

되어 단순함을 표출하였다 한편 . Figure13, Figure14, 

처럼 서로 다른 크기의 다각형의 유닛을 특정한 Figure 29

기울임을 갖고 일정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배열하면 가변

적이고 확장적인 구조가 나타났다 또한 처럼 삼. Figure 12

각형 유닛이 도형 내부의 한정된 공간 하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중첩되어져 상호 결합된 구조적 형태로 나타났다. 셋

째, 과장성 의 특성이 나타났다 과장성은 사(Exaggeration) . 

물의 형상이나 구조를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형태나 

구조를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랙탈적 차원의 과장성. 

은 표피의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연장이나 단축 면, , 

의 확장 등을 의미하며 형태의 과장은 시각적 흥미로움을 

유발하고 새로운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Bae, 2008, 

p.15). 

프린팅 주얼리 형태에 나타난 과장성은 첫째 유닛의   3D 

확대와 축소 변형과 왜곡 강조에 의해 나타난다 둘째 표, , . , 

피의 유기적 형태 및 유닛의 배열 구성에 따른 다차원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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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Morphological� Expression� Typ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3D� Printing� Jewelry� Design

며 상호관입적 공간을 구축한다 셋째 변형 방법으로는 유. , 

닛의 왜곡 적충 반복 중첩 크기의 확대 또는 축소 배열, , , , 

스케일링의 변환 등이 있다 넷째 비대칭적이고 탈구조적 . , 

형태이다 다섯째 입체적 형체를 가지며 비정형이 많다. , .

그의 세부적으로는   Figure 21. Figure 22, Figure 23, 

와 같이 주얼리 표피의 형태를 비틀Figure 24, Figure 25

기 회전 잡아당김 등을 통한 주얼리 형태의 왜곡으로 입, , 

체적인 공간이 확보되거나 와 같이 유닛의 적충 Figure 14

반복 배열에 의해 공간이 확장되었다 또한 . Figure 16, 

처럼 중첩을 통한 부피감을 극대화하Figure 17, Figure 18

거나 유닛의 크기를 확대 축소시켜 배열하여 , Figure 26, 

에서 보이는 과장된 구조를 나타내었Figure 27, Figure 30

다.

프랙탈 기하학을 접목한 프린팅 주얼리 디자인의 형  3D 

태적 표현 유형과 조형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Figure 31과 같다.

결론.�Ⅴ

프린팅의 기술은 제조업의 혁신으로 미래 전략 산업으3D 

로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린팅 주얼리 . 3D 

기술은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미적 감성을 실현시켜줄 뿐만 

아니라 차원의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디3

자인 및 제작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프린팅의 확산과 함께 과학 기술 기반의 디자인과 미3D 

학의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르는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적 

특성을 접목한 독창적인 프린팅 주얼리 제품개발의 가3D 

능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3D 

프린팅 주얼리 디자인의 형태적 표현 분석을 통해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프린팅 주얼리 디자인의 첫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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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특성으로는 반복에 의한 구조적 형태로 나타났다 유. 

닛은 기하학 패턴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적 형태와 , 모듈 

구조의 반복에 의하여 주얼리의 외형적 형태가 하나의 구

조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났다. 유닛이 규칙과 질 

서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되어 반복 또는 적층됨

으로써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중첩에 의한 유기적 형태로 

나타났다 여러 단계의 층들이 겹침 또는 포개어짐을 통하. , 

여 주얼리 외형에 깊이감과 공간감 그리고 곡선적이고 유, 

연한 흐름을 나타내어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갖는 유기적 

형태를 보였다. 세 번째 특성으로는 왜곡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로 나타났다. 비틀기 구부리기 늘리기 감싸기 등의 , , , 

기법을 통해 주얼리의 자유 변형된 형태를 만들어 공간의 

교차와 상호 관입을 통해 형태의 비정형성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특성으로는 스케일링의 변환에 의한 역동적인 형 

태로 나타났다. 유닛 크기의 확대와 반복 유닛의 크기 변, 

화 꼬임 잡아당김 등을 활용한 형태 변형으로 인해 변형, , 

된 구조와 생동감을 주는 역동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프린팅 주얼리의 형태적 표  3D 

현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조형적 특성은 첫째 연속성이다, . 

연속성이란 연결 형태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지속되면서 하나의 구성 체계 속에 내재된 시

각적 의미를 의미한다 연속성의 특성으로는 . 유닛의 반복. 

스케일링의 변환 등 일련의 체계 속에서 자기 유사성을 나

타내었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순환성에 의한 유기적 형태에 

의해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면서 다차원적이며 상호 관입적

인 공간을 구성하였다 둘째 기하학성이다 기하학적 형태. , . 

란 자연의 절제된 형태로서 자연의 유기적 형태로부터 간

결한 형태로의 경향성을 이룬 인공적인 추상의 형태를 의

미한다 기하학적 특성으로는 선 면 입체를 중심으로 적. , , 

당한 규칙과 수학적 법칙에 따라 적절 비율로 축소 확대, , 

상호 결합하여 공간 유닛의 반복 시 우연성과 함수의 변수

에 따라 입체적 형태를 생성해서 공간을 구축함으로서 가

변적이고 확장되어 나타났다.  

셋째 과장성이다 과장성은 사물의 형상이나 구조를 변  , . 

형하여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미적 표현을 극대화하도록 원

형을 강조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장성의 특성으로는 , . 

확대와 축소 변형과 왜곡 강조에 의해 형태가 과장됨으로, , 

써 비대칭적이고 입체적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비정형의 . 

형태 변형에 따른 유기적 형태를 이루고 탈구조적 공간 구

성에 따른 상호 관입적 공간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원리를 적용한 프린3D 

팅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패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범위가 프린. , 3D 

팅 서비스 플랫폼의 사이트를 중심의 주얼리로서 한정되었

으므로 포괄적인 프린팅 주얼리 디자인의 조형성을 대3D 

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창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 무한한 조형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는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하여 프린팅 디자인을 통해 3D 

조형적 디자인의 효과적인 구현이 가능하며 나아가 타 분, 

야와의 결합과 융합을 적극 시도함으로써 독창적인 패션의 

조형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 

한 프린팅 디자인과의 접목을 통해 전통적인 조형성과 3D 

제작 기술의 한계점에 직면하였던 디자이너들에게 창조적 

사고의 틀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과학이 예술 분야에 있어 

새로운 사고와 접근 방식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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