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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패션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도화된 기술의 

적극적인 접목으로 디자인 기획부터 개발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혁신이 거듭되고 있다. 네덜

란드 디자인 그룹인 프리덤 오브 크리에이션(FOC, 

Freedom of Creation)은 3D 프린터기의 보급화에 따

른 새로운 의복 쇼핑 방식으로 CAD 파일을 구입하

고 출력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Tania, 2017). 패션 산

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은 출력물의 재료와 사이즈 

등 제한점을 고려하여 패브릭에 부착되는 모티브나 

반지, 목걸이, 구두와 같은 패션 소품 개발을 중심으

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Lee et al., 2016;  Lee et al., 

2015; Lee & Kim, 2015; Vanderploeg et al., 2017). 하지

만 최근 보급형 3D 프린팅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착

용 가능성과 실용성 등의 의복 기준을 충족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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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test innovation in the field of fashion comes in the form of 3D-printed clothing. This study explores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hapes in the architecture of Zaha Hadid, a representative architectural de-

signer who expresses space in three dimensions. Hadid applies his aesthetic to fashion design using these distinc-

tive geometric shapes to create design motifs as well as develop new clothing material with 3D printing techno-

logy.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e lines and arrangement of the geometric shapes in Zaha Ha-

did's architecture were analyzed so that his design principles could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this study. 

The study also reviewed geometric fashion designs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over the last ten years. Second,

we developed triangular modules with rods and tongs that could be fashioned into clothing using fused deposi-

tion modeling (FDM) 3D printers. Lastly, the 3D printing fashion design was developed to explore new silhoue-

ttes, textures, and a novel way of producing clothing. This study hopes to serve as a stepping-stone for further

research on innovations that combine fashion with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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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소재 개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Chun, 2017; 

Kim et al., 2019).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새로운 실험 정신을 추구

하는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3D 프린팅 기술과 결합한 

디자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D 프린

팅을 활용한 구조물은 단단한 물성으로 의복의 구조

적인 실루엣이나 독특한 소재 표현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3D 프린팅 소재는 한 번 출력되고 나면 길이

와 너비가 고정되어 형태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드레이핑하거나 수정

해나가는 방식으로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기는 어렵

고, 패션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들 또한 의복보다는 

패션 제품이나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하여 3차원 공간을 변경해나가는 자하 하디드

(Zaha Hadid) 건축을 모티브로 형태 변경이 가능한 3D 

프린팅 의복 구조물을 설계하고 패션디자인에 적용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하 하디드의 기하학

적 형태를 응용한 소재 개발과 창의적인 3D 프린팅 

패션디자인 형태 구현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에 의한 이론적 고찰과 이

를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먼저 선행연구과 문헌들을 고

찰하여 기하학적 형태적 특성과 자하 하디드 건축에

서 나타난 기하학 형태면과 배열 방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3D 프린팅 기술 관련 서적 및 국내외 

논문을 통해 패션디자인 작품 제작에 적합한 3D 프린

팅 종류와 출력 방식을 조사하고,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최근 10년간의 패션 컬렉션, 전시 및 프로젝트 

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나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기하학적 형태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3D 모델링 프로그램

인 라이노(Rhino)를 활용하여 인체 위에서 안정적으

로 탈착 가능한 삼각형 형태의 봉과 집게로 연결되는 

기하학적 형태의 의복 구조물을 설계하였고, 국내의 

3D 프린터기 개발업체인 (주)쓰리디솔루션의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을 진행하였다. 본 연

구는 자하 하디드의 기하학적 형태를 모티브로 삼각

형 모듈들이 맞물리는 배열 방식으로 조립되어 조형

성, 장식성 및 기능성을 구현하는 의상 작품 3점을 기

획 제작함으로써 자하 하디드 특유의 기하학적 형태

를 변경해 나가는 디자인 설계 방식을 반영한 3D 프

린팅 패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패션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의복 소재와 3D 프린팅 모듈

을 통한 형태 구현 방식과 표현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패션디자인 개발에서 3D 

프린팅 소재의 역할을 확대하며 창의적인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고찰

1. 자하 하디드의 기하학적 형태 고찰

1)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일반적 고찰

기하학(Geometry)이란 사물의 형태와 크기를 취급

하는 과학의 영역으로 토지(Geo)와 측량(Metry)이라

는 말이 합쳐진 것이다. 이는 인간의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형태 인식 프로세스를 통해 창조되는 단순하고 

정제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Shin & Han, 1986). 조형

의 영역에서 기하학적 형태는 특정한 법칙에 따라 생

겨난 형태로 규칙적이고 단순 명료한 점, 선, 면이 이

루는 단면을 가지며 복잡한 자연적인 형태로부터 간

결하고 강한 질서를 통해 인공적인 경향성을 가진다

(Wong, 1993). 또한, 일체의 장식성이 제거된 합리적 

형태로서 만족감을 주고, 명쾌한 조형적 감정을 유발

하며 간결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Jin, 2000).

기하학적 형태는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에 

따라 입체의 조형적 표현에 차이가 나타난다. 단면형

의 종류에는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으로 나누어진다. 

직선형은 동일한 길이의 변들로 구성된 평면으로써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등을 포함하고 균등한 비례의 형으로 시각적으로 안

정되는 느낌을 주고, 곡선형은 원, 타원형 등을 포함

하며 직선형보다 부드러운 질서미를 표현한다. 이러

한 단면형은 형태, 크기, 방향, 각도 등에서 다양한 변

화가 가능하고 반복, 교대, 연속, 점진 등의 배열 방식

에 의해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디자인 원리에서 형의 

반복은 동일한 무게, 강도와 밀도를 가진 요소들이 

일정하게 되풀이되며 단순한 규칙성을 가지고 부피

감을 부여한다. 형의 교대는 넓이, 종류, 간격을 교대

로 하면서 조합할 수 있으며, 서로 교차되면서 번갈아 

되풀이되는 것을 통해 리듬감을 구현한다. 형의 연속

은 단순한 반복이나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가 서로 연관성과 상호 영향을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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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만들어내며, 형의 점진은 단계적으로 강화되

거나 약화되는 형태 구현이 가능하다.

패션디자인에서 기하학적 단면은 규칙적이고 단

순한 형태와 배열로 시각적인 주목성과 단순미를 표

현할 수 있는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Oh(2009)는 

기하학적 형태를 모티브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여 의복 소재에 적용한 패턴을 개발하

였고, Roh(2011)는 원, 삼각형, 사각형의 장식성을 최

소화한 기하학적 형태를 디테일에 반영하여 세련되

고 모던한 재킷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Lee and 

Kim(2018)은 직선과 곡선으로 구현된 기하학적인 평

면의 회화를 패션디자인에 응용하여 입체적 의상으

로 전이시키는 방법을 통해 공간의 확장을 시도하였

다. 이와 같이 기하학적 형태는 선과 면 그리고 입체

의 다양한 패션디자인 표현에 응용되며 디자이너에

게 창의적인 영감을 주는 모티브로 주목되고 있다.

2) 자하 하디드의 기하학적 형태 고찰

자하 하디드는 러시아의 절대주의 영향을 받아 기

하학적 형태를 건축물 구성 성분으로 적용하는 대표

적인 건축 디자이너이다(Woods, 2008). 디자인 설계

에 대해 자하 하디드는 자신이 그린 도면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며 항상 형태를 변경해 갈 수 있다고 하

였으며, 정형화된 결과의 표현보다는 표면이 변화하

고 전개되는 구성 방식에 중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탐

색하였다(Park, 2004). 이러한 자하 하디드 건축 특성

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인체의 실루엣에 따라 유기

적으로 변화하는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활용되고 있

다(Cho, 2011; Park, 2017).

자하 하디드는 각각의 건축 구성 요소들의 크기, 

비례, 깊이, 디테일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

며 역동적인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Park, 2004). 

1993년 완공된 자하 하디드의 초기 대표 작품인 <Fig. 

1>의 독일 비트라 소방서(Vitra Fire Station)는 칼날이 

하늘을 향해 치솟는 것 같은 예각과 직선형 기하학적 

형태면들의 독립적인 배열로 긴장감과 대립을 표현하

였다. 계획적인 축의 삽입과 사선의 사용은 기하학적 

형태의 면들이 상호 충돌하고 교차하는 구조를 만들

며 방향성과 역동성이 특징적으로 표현되었다. 2000년

대 이후 자하 하디드의 건축은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

어나며 형태면이 변이되는 유동적인 구조로 설계되

었다. 2010년 완공된 중국 마카오에 위치한 광저우 오

페라 하우스(Guangzhou Opera House)는 삼각형 면들

의 연속적인 배열 패턴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가 이루

어졌다(Fig. 2). 자하 하디드는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개의 면으로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을 탐구하였고, 

꼭짓점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각도를 조작하

여 연결함으로서 평행을 이루는 선과 면의 배열로 부

드럽고 완만한 건축 외면을 구현하였다(Ouroussoff, 

2011). 실내 공간은 바닥과 벽면 및 천정을 따로 구분

하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가운

데 부분이 비어 있는 다면체를 배치하여 빛이 내부로 

투과하도록 설계하였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압

둘라 연구센터(KAPSARC,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re) 건축에서 자하 하디드는 

기하학적 형태면의 배열 각도를 조작하여 보다 입체

적인 형상화를 시도하였다. 건축 외곽의 연속적인 면

들은 서로 맞닿는 모서리 각도를 조절하여 선이 이동

되는 방향과 실루엣이 변화되는 특성이 나타난다. 건

물의 외부 각 면들은 모서리 각도와 빛이 비춰지는 

방향에 따라 밝고 어두운 부분의 입체감을 표현하였

다(Fig. 3). 이와 같이 자하 하디드 건축에서 나타나는 

Fig. 1. Vitra fire station. 

Reprinted from Fiederer (2016).

https://www.archdaily.com

Fig. 2. Guangzhou opera house. 

Reprinted from Ouroussoff (2011).

https://www.nytimes.com

Fig. 3. KAPSARC. 

Reprinted from Giovannini (2018).

https://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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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형태는 독립적인 면들이 연속적이면서 역

동적인 배열로 형태를 변경해 나가는 디자인 설계 방

식이 적용되어 구조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D 프린팅 패션에 대한 고찰

1) 3D 프린팅에 대한 일반적 고찰

3D 프린팅은 3차원의 모델링 데이터를 가로 형태

의 적층으로 쌓아올려 출력하고 형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적층 제조(AM, Addictive Manufacturing) 방

식은 한 층씩 순차적으로 쌓아 올라가며 복잡한 형상

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1984년에 3차 산업혁명을 불

러일으키는 기술로 소개되었다(Berman, 2012). 최근 

3D 프린팅 기술은 다양한 재료와 장비, 그리고 새로

운 작업 방법이 시도되면서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 방

법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Crump, 

2008). 디자인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은 복잡한 구

조물 설계가 가능하고, 폐기하는 재료의 낭비가 적은 

장점으로 말미암아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인 맞춤형 

디자인 및 새로운 미학을 표현하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Li-

pson & Kurman, 2013).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 방식과 소재에 따라 분류된

다. 일반적으로 소재의 종류는 크게 고체, 액체, 분말

로 분류되며 출력 방식에 따라 특성에 차이가 나타난

다. 상용화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서는 액체나 분말 형

태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액체를 통한 제작으로

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SLA(Stereolitho-

graphy Apparatus), Poly Jet 방식이 있는데, 이 중 FDM

은 고온의 노즐을 통해 필라멘트를 녹여 압출하는 방

식으로 기기와 소재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우수

하다는 측면에서 디자인 프로토타입 제작에 많이 사

용되고 있다(Chun, 2017; Kim, 2016; Lee & Lee, 2016; 

Lee et al., 2016). 분말을 통한 제작으로는 레이저로 

가열하여 조형하는 방식으로 SLS(Selective Laser Sin-

tering)와 레이저 빔으로 녹여 붙이는 방식인 CJP(Co-

lorjet Printing) 등이 있다. SLS 방식은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겹겹이 레이어드

되는 고리 모양의 독특한 소재로 의상, 신발 및 패션

잡화 등의 디자인에 적용되었으며, 최근 일반 의류용 

소재만큼 유연하지 못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직

물 구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hung et al., 2020; 

Song, 2019).

2)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하학적 표현

새로운 실험 정신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를 중심으

로 3D 프린팅 기술과 결합한 기하학적 표현을 의상

으로 구현하는 디자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의상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제작된 기

하학적 형태는 <Table 1>과 같이 조형적 활용을 통한 

독창적인 실루엣 표현, 장식적 활용을 통한 질감 표

현, 기능적 활용을 통한 웨어러블한 소재 표현을 특

징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적 활용은 독창적인 실

루엣 표현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아방가르

드하고 파격적인 형태감으로 패션의 창의적 표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

드 디자이너 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은 <Fig. 

4>의 단면의 형과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인체

의 선을 따라 반복으로 구성하는 연속면으로 부피감

을 표현하였다. 런던 디자이너인 캐서린 웨일즈(Ca-

therine Wales)가 인간의 염색체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SLS 방식을 통해 제작한 작품인 <Fig. 5>와, 이

스라엘 신진 디자이너인 노아 라비브(Noa Raviv)가 

디지털 그리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 <Fig. 6>은 테

두리를 구성하는 선에 의해 평면을 가지는 각 단위가 

이어지며 길이와 넓이를 구성하였으며, 인체선을 왜

곡하는 구조적인 실루엣으로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을 표현하였다.

둘째, 기하학적 형태가 부분적으로 직물과 결합한 

사례로, 장식적 활용을 통해 표면의 독특한 질감을 

표현하거나 표면을 장식하는 디테일로 활용된 것을 

볼 수 있다. 2014 FW 프링글 오브 스코틀랜드(Pringle 

of Scotland)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니코시아(Ni-

cosia)는 스코틀랜드 패션 하우스의 상징적인 아가일 

무늬와 유사한 직물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였다(Fig. 7). 분말 나일론을 활

용한 육각형 형태의 3D 프린팅 출력물은 편직물과 

상호 연결되며 웨어러블한 형태로 의상에 적용되었

다(Banks, 2014). 2015년 샤넬(Chanel)의 오뜨 꾸튀르 

패션쇼에서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샤넬의 시

그니처 아이템인 클래식 수트의 트리밍 부분에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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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Image

Formative

- Express artist's creative 

intentions in a structured 

form.

- The arrangement of geo-

metric lines and shapes 

distort the body silhoue-

tte.

Fig 4. Iris van Herpen. 

Reprinted from 

Borrelli-Persson (2017). 

https://www.vogue.com

Fig 5. Catherine Wales. 

Reprinted from

Sophie (2013).

https://www.trendtablet.com

Fig 6. Noa Raviv. 

Reprinted from

Humbert (2014).

https://www.designer-daily.com

Decorative

- Highlight the color or 

texture of the fabric.

- A geometric line or sha-

pe partially bonded to 

fabric creates a pattern.

Fig 7. Pringle of Scotland.

Adapted from Choudhrey (2014). 

http://islamicdigitalarts.com

Fig 8. Chanel couture.

Adapted from Porter (2015). 

https://www.racked.com

Functional

- Perform as wearable clo-

thing material.

- The connection of small 

geometric forms repla-

ced fabrics.

Fig 9. Dinit Peleg.

Reprinted from

Peleg (n.d.).

https://danitpeleg.com

Fig 10. Akris. 

Reprinted from

Phelps (2015). 

https://www.vogue.com

Fig 11. Triangulated dress.

Reprinted from

Rodriguez (2016). 

https://www.thingiverse.com

Table 1. Geometric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applying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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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원단과 기하학적 그물 모양으로 세공된 3D 프린

팅 출력물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였다(Fig. 8).

셋째, 기하학적 형태의 3D 프린팅 소재가 편성물 형

태로 직물 구조 디자인 설계를 통하여 유연하고 탄력

성 있는 소재로 개발되어 활용된 사례이다. 최근의 기

술 개발로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3D 프

린팅 기술이 도입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디니트 펠레그(Dinit Peleg)는 3D 프린팅 출력

물만으로 의복을 제작하고자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

는 필라 플렉스(Fila Flex)라는 필라멘트를 사용하였

고, 일반적인 의복에 가까운 형태로 실용성에 기반을 

둔 착용형 패션디자인을 개발하였다(Fig. 9). 스위스의 

패션 하우스인 아크리스(Akris)는 2016년 건축용 3D 

프린팅 소재인 폴리아미드를 적용하였으며,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기하학 건축물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아우터를 2016 레디-투-웨어 컬렉션에서 발표하였다

(Fig. 10). 3D 모델링과 프린팅을 포함한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디자인을 전 세계 유저들이 공유하는 

싱기버스 사이트(www.thingiverse.com)에서는 작은 

정삼각형들이 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트라이앵귤레

이티드(Triangulated) 드레스가 발표되었다(Fig. 11).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3D 프린팅 기술의 도입으로 

패션디자인에서 기하학적 모티브를 적용하는 방식

은 보다 대담하고 실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3D 

프린팅 출력물은 단단한 물성으로 말미암아 구조적

인 실루엣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

만 인체에 부드럽게 착용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하학적 구조물은 

한 번 형태가 결정되면 길이와 너비가 고정되어  변경

이 어렵기 때문에 기하학적 형태면을 분할하거나 크

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패션디자인에 활용되고 있으

며, 보다 유동적으로 착용하기 위한 형태 구조 설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Kim & Kim, 2018). 이러

한 시점에서 기하학적 모티브를 창의적인 표현 수단

으로 패션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해 조형적, 장식적 및 

기능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3D 프린

팅 의복 구조물 탐색과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I. 3D프린팅을활용한

의복구조물설계

본 장에서는 기하학적 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형태를 결정하는 자하 하디드의 건축 설계 방

식에서 착안하여 의복 구조물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3D 프린팅에 의한 기하학적 패션디자인 특성으로 나

타난 작은 단면이 반복적으로 배열될 때 유연하게 인

체의 움직임과 실루엣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개발하였다.

1. 기하학적 구조물 모델링

의복 구조물의 3D 모델링을 위해 라이노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였다. 먼저, 세 개의 면을 가지는 정삼

각형 형태를 기본 단위로 하고, 꼭짓점 부분은 의복 

소재로 사용될 때의 착용감을 고려하여 곡선으로 처

리하였다. 다음으로, 봉제 과정 없이 단위와 단위끼

리 조립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디자인하였다. 연결 고

리는 삼각형의 세 면에 막대 고리를 가지고 있는 A타

입과 후크 모양을 가지고 있는 B타입의 두 가지 타입

을 디자인하였고, 막대 고리에 후크가 끼워지는 형태

의 연결 부위를 통해 맞물리는 면은 위아래로 움직

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고 개발하였다.

2. FDM 방식의 3D 프린팅 평가

A와 B타입 디자인의 착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FDM 방식의 3D 프린터기로 PLA 소재를 사용하여 

설계한 모델을 출력하고 유동성과 강도를 평가하였

다. 먼저, 출력물의 막대 고리와 후크가 맞물리는 정

도와 유동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구조물 두께가 

얇고, 맞물리는 부분의 여유분을 크게 할 경우 막대 

고리와 후크 사이에 유동성이 확보되고 기본 단위들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

결 고리가 쉽게 분리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각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구

조물이 두껍거나 맞물리는 정도가 긴밀한 경우에는 

연결 고리 사이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조립과 분리 

과정에서 출력물이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유

동성 평가를 통해 최적의 크기와 두께 및 맞물리는 

고리 부분의 여유분을 확인하고 한 변의 길이를 3.067 

cm, 두께를 0.8 cm로 하고, 세 면에 각각 막대 고리를 

갖는 <Fig. 12(a)>와 후크를 갖는 <Fig. 12(b)> 모듈을 디

자인하였다. 다음으로, 모듈의 강도를 평가하여 출력 

밀도를 결정하였다. 가장 가느다란 부위인 막대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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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중점적으로 출력물을 10회 이상 조립과 분리

를 반복하여 부서지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재

료의 사용량과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력물의 밀도를 15%로 하였다. 각각의 모듈은 수직 

방향으로 모델링되었기 때문에 지지대 설정이 필요

하였는데, 프린팅 과정에서 출력된 지지대는 최종 

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최종 모듈의 무게는 A타

입은 3.14 g, B타입은 5.19 g으로 출력하였다.

3. 기하학적 모듈의 배열과 구조

3D 프린터기로 출력된 기하학적 모듈을 활용하여 

다양한 배열 방법과 입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

저, 평면적 특성으로 독립적인 삼각형 모듈은 연결 

고리를 통해 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길이와 너비가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동일한 무게, 강도와 밀도를 

가진 삼각형 단면은 꼭짓점의 방향이 서로 교차되면

서 번갈아 되풀이되는 것을 통해 연속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고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단순한 규칙성이 

나타난다. 삼각형 모듈은 6개로 연결되면 <Fig. 13(a)>

와 같이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육각형의 평면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체적 특성

으로 6개보다 작은 개수로 연결되면 모서리가 형성

되며 3차원 형태가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서

Fig. 12. Front and side view of 3D printing model.

Fig. 13. Arrangement of 3D prin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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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특히, 

독립적인 각 단위는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흐름으로 방향과 각도를 조작

할 때 유기적으로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며 부드러운 

입체미가 구현되었다(Fig. 13(b)).

IV. 3D 프린팅을적용한

패션디자인개발

본 장에서는 자하 하디드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를 모티브로 3장에서 설계한 3D 프린

팅 구조물을 적용하여 의상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이

론적 배경을 통해 도출한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하

학적 패션디자인 표현 특성들을 기초로 조형적, 장식

적 및 기능적 활용이 나타나는 디자인 3점을 개발하

였다.

1. 디자인 개발 의도 

본 연구는 작품 기획을 위해 자하 하디드의 초기와 

후기 건축 작품에서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를 모티브

로 설정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실루엣, 색상, 소재, 디

테일과 비교 분석하여 디자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

다.

자하 하디드 건축의 실루엣 표현은 초기에는 직선과 

예각으로 구성된 단면들이 비대칭으로 기울어지는 

구조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기하학적 

단면들이 서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형태가 특징적으

로 나타났다. 자하 하디드는 화이트를 중심으로 그

레이 스케일 색상의 매끄러운 질감을 가지는 건축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색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빛이 비춰지는 방향에 따라 밝고 어두운 기하학적 

형태면의 입체감을 부각하였다. 또한, 디테일 표현

은 창과 벽면 및 천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연속적인 직선과 곡선만을 사용하는 미니멀한 구성

이 특징적이다.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기하학적 

패션디자인의 실루엣은 인체 굴곡을 왜곡하거나 또

는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삼각형, 사각

형, 육면체 등의 모듈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여 반복

적으로 배열하거나 편성물 형태의 직물 구조로 상호 

연결하여 인체에 착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로

는 FDM 방식의 PLA 소재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

는데 단단한 질감의 단색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장식

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출력물과 직물을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하학적인 모

듈이 배열될 때 형성되는 무늬나 질감을 디테일로 활

용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을 토대로 디자인 개발에서는 상호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는 3D 프린팅 구조물을 의복 

소재로 적용하여 자하 하디드 특유의 구조적인 형

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개발에 적용하는 3D 

프린팅 구조물은 삼각형 형태면으로 자하 하디드의 

비대칭의 실루엣을 반영하기에 적합하고, 연속적으

로 배열될 때 인체의 실루엣에 따라 유기적으로 휘

어지며 독특한 무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기하학적 패션디자인과 공통

점을 가진다. 색상은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에서 많

이 사용된 화이트를 선택하였고, 의상 제작 소재로

는 일반적인 의복 원단인 면 소재와 3D 프린팅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PLA 소재를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3D 프린팅 구조물은 봉과 

집게 형태의 연결 고리를 통해 서로 결합되는 방식

의 조립형 모듈로써 기존 3D 프린팅 소재와 차별점

을 가지는데, 완성된 디자인 형태를 변경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3D 프린팅 의복 소재로 특이

점이 부여되었다. 삼각형의 조립형 모듈은 자하 하

디드의 형태를 변경해 나가는 디자인 설계 방식에

서 착안된 것으로, 디자인 개발에서 이를 조형적, 장

식적 및 기능적 표현에 모두 적용하여 3D 프린팅 소

재의 역할을 확대해보고자 하였다(Fig. 14).

2. 디자인 개발 및 해설

본 연구의 결과물은 3점의 드레스로 <Fig. 15>는 

디자인을 위한 스케치이다. 디자인 개발은 3D 프린

팅 삼각형 모듈의 조형적, 장식적 및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형태면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작품 1점, 장식적인 무늬를 표현하는 작품 1점, 그리

고 기능적인 의복의 소재로 인체 실루엣을 반영하

는 작품 1점으로 기획되었다.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삼각형 모듈은 연속적으로 배치할 때 넓은 면적의 

기하학적 형태면을 형성하였는데, 삼각형의 꼭짓점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교차로 연결하여 평행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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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과 면을 만들면서 마네킹에 드레이핑하는 방법

으로 의상을 제작하였다. PLA 소재는 플라스틱의 특

성으로 면 소재와 연결이 어려워 <Fig. 12(a)> 타입의 

3D 프린팅 출력물을 핸드 소잉으로 면 소재에 고정

시키고 <Fig. 12(b)> 타입의 출력물과 탈부착 가능한 

클로저로 활용하였다.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은 의

복 원단과 어우러지도록 배치하여 조화롭게 스타일

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단을 통해 구현된 

넓은 기하학적 면은 비대칭의 구조적인 실루엣을 표

현하고, 작은 면적으로 규칙을 가지며 연속되는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의 배열은 시각적으로 촘촘한 밀

도감을 만들며 원단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디테일

Fig. 15. Design sketch.

Design work by researchers (2020, July 10).

Fig. 14. Characteristic of Zaha Hadid architecture, 3D printing fashion and application to fash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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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한의 입체 구성을 위한 다트와 절개만을 적

용하여 자하 하디드의 미니멀하고 구조적인 실루엣 

표현에 중점을 두어 제작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작한 

자하 하디드의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한 3D 프린팅의 

활용에 따른 디자인 개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디자인 1은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을 원단의 절개 부

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몸판에서 허리 

아래로 절개된 의복선은 기하학적 출력물과 연결되

어 직선으로 뻗어 나간 후 예각으로 꺽어지도록 하였

다. 기하곡선형의 부드러운 선이 기하학적 면들이 이

Design 1 Design 2 Design 3

Image

Flat

3D printing 

application

Formative Decorative Functional

Triangular modules are arranged 

diagonally and distort the body 

silhouette

Triangular modules are partially 

attached to the fabric and expressed a 

decorative geometric pattern

Triangle modules are applied as 

fabrics and covered the body along the 

chest and hips curve

Table 2. Design development result and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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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선의 배열로 연결되어 불규칙한 비정형 형태로 

역동적 실루엣이 되도록 표현하였다. 구조적인 의복

의 절개선과 기하학적 출력물의 유기적인 면이 복합

되어 인체선을 왜곡하는 구조적인 형태감을 강조하

였다. 디자인 2는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이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원단에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기하학

적 무늬를 형성하고, 원단과 3D 프린팅 소재의 혼합 사

용을 통해 질감의 대비를 표현하였다. 의복의 형태는 

날카롭게 치솟는 예각과 비대칭으로 교차되는 기하학

적 형태면들을 적용하여 긴장감과 대립을 표현하였

다. 삼각형 모듈은 의복 중심선을 따라 어깨에서 허리

로 배열되고 가장자리 부분은 삼각형 모듈의 꼭짓점

이 구현하는 지그재그 선이 되풀이되는 규칙적인 배

열의 응용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장식적인 디테일로 

활용하였다. 디자인 3은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이 형

성하는 작은 형태면들이 원단의 특성을 가지며 의상

의 절개 부분에 적용되었다. 삼각형 모듈이 형성하는 

넓은 면적의 형태면은 가슴과 엉덩이 부분의 인체 곡

선을 반영하며 부드럽게 휘어지는데, 이때 독립적인 

각 단위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일정한 흐름으로 

방향과 각도가 조절되어 부드러운 입체미를 구현하

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세 디자인 중 가장 유연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고, 다트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인체의 곡선을 반영하는 의복 원단으로 적용되었다

는 점에서 기능적 활용이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자하 하디드의 기하학적 형태를 모티브

로 최근 패션 분야에서 디자인 혁신을 이루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의상 소재를 

개발하고 패션디자인에 적용하였다. 특히, 3D 프린

팅을 활용한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적, 장식적 및 기

능적 역할에 주목하여 연속적 배열이 가능한 삼각형 

모듈을 의상에 적용함으로서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

다. 자하 하디드의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3D 프

린팅 기술을 적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하 하디드 건축의 기하학적 형태를 반영

하여 개발한 3D 프린팅 모듈은 독립적인 삼각형 형

태면으로 창의적인 입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D 프린팅 모듈은 세 개의 면을 통해 연속적으로 

연결될 때 부드러운 질서미가 표현되었고, 배열 방식

에 따라 평면과 입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며 자유롭

게 조립되어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체와 

어우러지는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을 디자인 개발에 적

용한 결과, 인체선을 왜곡하는 구조적인 실루엣이 조

형적으로 표현되었고, 작은 면적으로 규칙을 가지며 

연속되는 기하학적 면의 배열을 통해 질감과 무늬의 

장식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또한, 다트를 생략하는 

입체적인 의복 원단으로서 인체 실루엣을 반영하며 

유기적인 형태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의

복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향후 재질이나 

모듈의 사이즈 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은 봉과 집게

로 연결되는 탈착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통

적인 봉제 방법이나 기존의 3D 프린팅을 활용한 패

션디자인과 차별화된 의복 제작 방법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탈착 방식의 3D 프린팅 소재

는 조립형 의상 소재로서 착용자의 필요와 취향에 맞

게 너비와 길이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류의 커

스터마이징 생산 방식으로 확장이 기대된다.

자하 하디드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면

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구조적이면서도 동시에 유

기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창의적인 모티브로 적용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기하학적 형태면

을 구현한 방법으로 원단을 단면으로 하나하나 제작

하고 평행 배열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하였던 미학적 

접근에서 나아가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이 상호 결합

하는 방식으로 형태를 만들며 변경해 가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기하학적 연속면은 독특한 디

자인을 창출해 내는 조형적 역할뿐만 아니라 기능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확장되었으며,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의 출력, 조립 및 탈착 방식으로 

패션디자인 설계에서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를 구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웨

어러블한 형태의 직물 구조 디자인이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3D 프린팅 

삼각형 모듈은 전통적인 패션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에 출력과 조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평면적으로 혹은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전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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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의적인 의복 소재로 활용이 기대된다. 이를 통

해 개인 맞춤형의 디자인과 미적 표현 등의 창의적

인 사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D 프린팅 출력물은 재료의 종류와 출력 방식에 

따라 결과물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 연구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기로 제작된 출력물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범위가 제한적임을 밝

힌다. 3D 프린팅 출력물만으로 의복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는 소재의 사용이 

제안되며, 아울러 모듈의 크기를 줄여서 보다 정교

하고 세밀한 형태로 출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

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3D 프린팅 재료와 기술의 다각적 접근

으로 디지털 표현의 융합 연구 활성화와 패션디자인

의 표현 영역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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