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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많은 예술가가 이루어 온 조형적 아름다움은 그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훌륭한 예술적 표현. 
을 위해서는 그만큼 훌륭한 감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감의 절, 
대다수는 자연을 통한 것이다 비단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 
다양한 조형적 요소와 기하학적 추상 그리고 다채로운 색 등 자연에서 볼 ,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과거부터 예술의 역에 사용되었다 그중에서. 
도 자연의 형태적 구조를 이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시도한 예술가 중 상당수
는 자연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연의 질서를 해석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 
등 기하학적 이미지의 과학적 구성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과거부터 과학. 
은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고대에 자연을 바라보던 데카르트의 , 
철학과 유클리드 기하학 뉴턴의 역학 등 고전 역학의 시대 이후에도 수많, , 
은 학자들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고 그를 통해 기존의 , 
학설을 뒤집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뉴턴의 역학 체계가 잡히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온 세기에도 현대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동원하여20 , 
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었고 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들로도 설, 
명할 수 없는 혼란이나 무질서한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년대부터 , . 1960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연구가 카오스와 프랙탈 과학이다. 

프랙탈은 년 프랑스 수학자 브누아 만델브로트 1975 (Benoît Mandelbrot) 
박사가 발견한 개념화 한 것으로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
하고 묘한 전체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즉 자기유사성 과 순환성 이라는 , ‘ ’ ‘ ’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랙탈 구조는 나뭇가지 눈의 결정 구름 강줄기 번. , , , , 
개 등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밖, 에도 인체의 심박동 구조 전 , 
기도금 과정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 등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랙탈의 특성은 공학 의학 심리학 자연과학 경. , , , , 



학 경제학 음악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우리의 삶을 , , , 
이롭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각 심, . 
리학적 관점에서의 프랙탈과 같은 자연의 패턴요소들은 인간의 심미적 정서
에 다양한 향을 미친다고 한다.1) 하버드 의과대학 심장학과 교수이자 심 
박 변동성 복잡성 카오스 이론의 연구자인 에이리 골드버거는 분자정신의, ‘
학 에서 프랙탈이 인간의 정신에 본질적으로 이롭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2)그
밖에도 저명한 심리학 저널에서 프랙탈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자연현상을 비롯한 여. 
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는 프랙탈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시각적 표
현 연구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시각적 표현 연구의 중요한 원리가 될 수 , 
있을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회화 건축 제품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프랙탈이 나, , , 
타난 많은 시각적 연구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잭슨폴록의 작품들이나 백. 
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피터 아이젠만의 주택 시리즈 등을 들 수 가 있는, 
데 그중 몇몇은 프랙탈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 이거나 형, , 
태나 구조에 집중한 피상적인 것이기도 하 으며 프랙탈 소프트웨어만을 , 
이용한 디지털 작업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바라, 
보았을 때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의 일상과 어우러지기에는 약간의 거리가 ,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연구자는 자연의 구조적 원리를 해석한 프랙탈을 활. 
용한 시각적 표현연구를 일상적 오브제에 적용하여 그 아름다움을 일상에 , 
가져오려 하며 그를 통해 심미적 정서에 긍정적 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각, 
적 표현 연구를 하고자 한다. 

자연의 형태구조를 해석한 과학 원리의 시각적 표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
정으로 진행되었다. 
 

1) 윤성아 자연의 형상질서를 적용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 , 2012
2) 에스더 스컨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서영조 옮김 더퀘스트, , ,  , 2013



서론에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밝혔 1. , 
다.

연구의 밑바탕이 될 배경이론으로써 자연관과 과학 원리들을 살펴보고2. , , 
연구의주요 이론인 카오스와 프랙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프랙탈 기하학 이론을 살펴보고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원리와 형태적 3. , 
특성을 연구하 다.

프랙탈을 이용한 여러 분야의 사례들과 시각적 표현사례를 탐구하여4. , 
자연의 형태구조를 해석한 과학 원리를 효과적으로 표현 할 기반을 마련하

다.
규칙적 프랙탈과 통계적 프랙탈을 시각표현의 기준으로 삼아 자연의 5. , 

형태구조를 해석한 시각적 표현을 연구하 다.
시각화된 결과물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6. , 

그를 다양하게 적용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방법과 결과가 가지는 학술적 의의를 명7. , 

확히 하 으며 본 연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기대효과와 그 가능성을 , 
언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각적 표현이 단지 장식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
을 기대해본다. 

주요어 프랙탈 형태구조 자연 시각적: , , ,  표현 
학  번 : 2013-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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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자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술과 디자인의 근원이 되고 있다 모든 인간. 
의 삶은 자연의 향을 받으며 인간의 미의식 또한 그 향을 받지 않을 , 
수 없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 , 
감을 받아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왔으며 그 외에도 수학 물리학 과, , , 
학 철학 등 자연은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다양한 감과 해답, 
을 제공해왔다 기술 과학의 발전과 다양한 양상으로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 . 
인간과 사회는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여전히 인간은 자연의 향을 받고, , 
거대한 자연의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연구자 역시 경이로운 자연을 동경하며 그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과 관심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왔다 자연을 .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유기적인 자연 , 
속에서 수학적 난제를 해결해가며 기하학적 이미지를 창조해내기도 하 다. 
이처럼 자연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감을 제공하는데 본 논, 
문에서는 그 중 자연의 형태적 구조를 분석한 순수과학 이론인 프랙탈 기하
학을 중심으로 한 시지각적 표현연구를 하 다.

자연이 가진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단지 그 형상
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형태적 구조의 아름다움을 , 
나타내는 구체적 이론을 시지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연구하 다 예술과 . 
디자인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주관적 감성의 표현 그 자
체만으로도 존재 할 수 있지만 논리와 과학적 원리를 활용한 디자인은 심, 
미적인 목적만을 위해 창조되는 디자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하 듯이 프랙탈은 공학 의, , 학 심리학 자연과학 경 학 경제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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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는 프랙탈 구조의 시. 
각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심리학이나 의학 경 학 등 비시각적 분야의 , 
이론이나 연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내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다양, 
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도 무한하다 여러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타 . 
분야와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는 프랙탈과 그 응용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디자인 분야에
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년대부터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 을 비롯하여 프랙1990 (1993) , 
탈로부터 감을 얻은 예술 작품이나 디자인과 카오스에 연관성이나 적용가
능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많은 예술가들이 프랙탈을 감. 
으로 한 다양한 창조물들을 만들어내었다 그중 대부분은 프랙탈이라는 과. 
학적 원리에 대한 논리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표현보다는 자기유, , 
사성과 반복이라는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원리나 형태적 특성의 일부를 시각
화하여 만들어진 피상적인 것들도 있었고 프랙탈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 
활용하여 만든 것들은 프랙탈의 세계를 화려하게 보여주긴 했으나 프랙탈 ,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랙탈 기하학을 구체적 개념의 기하학 이론들을 연구하고, 
개념적이고 논리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타 분야에서. 
는 프랙탈 기하학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고 적용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탐, 
구하고 자연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구조인 프랙탈을 우리에 일상, 
에 적절하게 가져올 수 있을지를 연구하 다. 

프랙탈을 우리의 일상에 가져오고자 하는 이유가 그 심미적 기능만을 고려
한 것은 아니다 자연이 가진 형태 구조적 아름다움을 일상에 가져오는 것. 
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하 듯이 프, 랙탈은 인간의 심미적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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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자연의 형태 구조적 아름다움을 일상
에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앞서 언급하 듯이 프랙탈이 인간의 . 
정서에 긍정적 향을 끼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중 Richard 

는 Taylor ‘Human Physiological Responses to Fractals in Nature and Art: 
에서 눈 이동 추적 장치 를 사Stress-Reduction’ (eye-tracking equipment)

용하여 인간이 어떻게 패턴을 바라보는가를 연구하 다 그를 통해서 인간. 
의 뇌의 움직임 스트레스 지수 등을 관찰하 는데 그를 통해 인간의 뇌는 , , 
자연에서 나타나는 특정 형태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
고 프랙탈 구조의 형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레벨을 무려 , , 

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60% . 는 Richard Taylor ‘Reduction 
에서는 예술of Physiological Stress Using Fractal Art and Architecture’ 

이나 건축 분야에서의 프랙탈에 활용에 대하여 연구하 는데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프랙탈을 활용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감소라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
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병원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치료의 목, 
적을 가지고 사용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인은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스트레스에 시, 
달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의 문제가 되었다 자연의 형태구조를 해석한 과학 원리의 시각적 표현연구. 
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연구
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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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폴란드 출신의 프랑스 미국 수학자 브누아 만델브로트에 의해 프랙탈 기하, 
학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하학은 우리의 역사 속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는 자와 컴퍼스 로 이루어지는 그리스 시대의 수학. ‘ ’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었다면 오늘의 디지털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 
수학적 개념이 연구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카오스 이, 
론과 프랙탈이다.3) 본 연구에서는 시대에 걸맞은 개념인 카오스와 프랙탈 
에 대한 고찰과 그를 통해 자연의 질서와 과학적 원리를 재 탐구해 본다, . 
또한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학술적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통, 
해 작품 속에 내재된 프랙탈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본다 그러한 과정 중에. , 
프랙탈을 이용한 시지각적 표현사례의 한계를 발견하고 보다 개념적이고 , 
논리적인 관점으로 프랙탈 기하학에 접근함으로써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의 새로운 수학적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 다. 

시각적 표현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프랙탈 기하학 이론을 연구하여 과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표현1. 

의 틀을 만들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정의함을 통해 자연의 형태구조를 해석한 과학 원2. , 

리의 효과적인 시각화 방안을 모색하 다. 
이를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3. , 

를 다양하게 적용하며 연구결과물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 고 그로, 
인해 파생될 기대효과를 논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며 본 연구의 원래 목적과의 일치를 4. , , 
확인하고 연구의 내용 중 비논리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 다, . 

3) 김용운 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우성 ,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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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관과 과학적 원리2.1 

자연의 질서와 과학적 원리는 인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연을 어떻게 인
식해왔는가를 나타내는 자연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 
자연을 질서를 가진 하나의 덩어리 즉 전체로 파악하 는데 이러한 관점, , 
을 코스모스 라는 다의적 용어로 표현했다 코스모스는 원래 그리‘ (kosmos)’ . 
스어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 또는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4) 그리스인들은 무수한 신들이 있는 자연 속에서 살고 행동하며 신의  , 
창조물인 자연을 가장 아름다운 세계 질서 즉 코스모스 라고 믿었다 자‘ , ’ . 
연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이므로 자연을 조화로운 것으로 보고 인간은 자연의 
유기적인 일부로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그 한 부분으로 이해하 다, .5) 카 
오스와 프랙탈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 
자들이 주장했던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먼저 수학의 기초를 세. 
웠다고 불리던 탈레스는 기하학 천문학에 정통하며 년 당시의 B.C 585~584
일식을 예언하 다고 전해진다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적 물질의 근원. 
을 밝히 최초의 사람으로 그것을 물 이라 하 다 이 물은 경험적으로 ' '( ) . 水
파악된 물질적 질료이며 스스로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만물을 형성한다, . 
이 학설은 자연과 그 다양성을 자연 그 자체로부터 설명하고자 한 유물론의 
입장으로 지적 탐구를 통해 전체로서의 세계를 하나의 실체로부터 통일적으
로 이해하고자 한 점에서 종교적 설명과는 다른 철학적 세계관의 발생을 보
여 주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유럽 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6) 
같은 시기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 (數 로 보았다 그 수는 자연)’ .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도 나타난다 피타고라스의 . 
수는 a2+b2=c2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쌍 를 말한다 는 (a, b, c) . (3, 4, 5)
가장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 수이다 가 피타고라스 수라면 임의의 . (a, b, c)

4) 한혜신 자연을 표상하는 오너먼트의 기하학적 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고전적 오나먼트와  , : 
디지털 오나먼트의 비교, 2011

5) 콘스탄틴 밤바카스 철학의 탄생 이재영 옮김 알마 , , , , 2006 
6)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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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수 에 대해 역시 피타고라스 수가 된다k (ka, kb, kc) .7)

               

그림 1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는 수는 만물의 근원이며 원히 불멸한다 고 주장하 는데 이’ , .’ , 
처럼 피타고라스가 수‘ (數 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탈레스가 주장하던 여러 )’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는 물 과는 달리 불변하는 최초의 ' '( )水
양적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철학자들이 과거에 자연 그 . 
자체를 신적으로 보던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수학적 개념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피타고라스에서 출발한 기하학의 근거가 되. 
는 이론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기하학의 아버지 로 알려진 유클리. ‘ ’ 
드가 쓴 기하학 원론 은 모두 권인데 아홉 권은 차원의 평면 도형과 < > 13 , 2
차원의 다면체에 관한 것이고 네 권은 수에 관한 이론 정수론 이다3 , ( ) . 8)유

클리드의 기하학은 그 후 년 동안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는데 이는 로2000 , 
바체프스키가 신 유클리드 기하학을 발표하기 전까지 다 유클리드 기하학. 

7) 백과사전 두산백과 , ,1997
8) 마이크 애스큐 기하학 캠프 이영기 옮김 컬처룩 , , , , 2011



19

에서는 직선과 와 위에 있지 않은 점 가 주워질 때 점 를 지나서 직I I P P
선 와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 지만 쌍 I M .’ , 
곡면 위에서는 평행한 직선이 무수히 많았다 또한 구면 위에서는 평행한 . 
직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로바체프스키 이외에도 가우스 볼리아이, , 
리만 등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러한 이론들이 근대 기하학이 현대 사회에까. 
지 발전되어 왔다 이어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신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 , 
설명 되지 않는 프랙탈과 카오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프랙탈과 카오스2.2. 

프랙탈1) 

보스턴 대학 물리학부의 유진 스탠리 교수는 플라톤은 (Eugene Stanley) “
다섯 가지 정다면체로 자연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뉴턴과 케플러는 플라. 
톤의 원을 찌그러뜨려 타원으로 만들었다 현대 과학은 플라톤의 도형들을 . 
입자와 파동으로 해석하고 뉴턴과 케플러의 곡선을 상대 확률로 일반화 했
다 플라톤이 죽은 지 년이 지나고 뉴턴이 죽은지 거의 년이 지났. 2000 , 300
을 때 만델브로트는 규칙적 운동에 필적할 만한 법칙을 이루었다 라고 하, ”

다.
만델브로트가 상자나 건물 같은 균일한 직사각형 물체는 자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9) 것을 프랙탈 이론을 통하여 밝혀내면서 자연과학은 물론이며 , , 
인문학 경제학 철학 등에서도 진리처럼 여겨졌던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도, , 
전을 받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난해하고 복잡한 현상들은 설. 
명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뉴턴의 물리학 데카르트의 철학은 한계를 , , 
보이기 시작했다 세기 말부터 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양자이론과 상. 19 20
대성 이론을 밝혀내며 물리학의 역사가 다시 쓰여 지면서 자연과 우주는 , 

9) 나이절 레스므와 고든 윌루드 프랙탈 기하학 이충호 옮김 김영사 , , ,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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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학자들이 설명하던 것 보다는 훨씬 복잡한 세계라는 것이 명백해졌
다. 
프랙탈 은 년 만델브로트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모양(fractal) 1975
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냈다 그 어원은 조각난 부서진 불연속적인 이. ‘ ’, ‘ ’, ‘ ’ 
란 뜻을 지닌 프락투스 라는 라틴어이다 프랙탈 기하학은 자연에서 (fractus) . 
발견되는 불규칙한 모양을 다루는 기하학이다 일반적으로 프랙탈은 무한한 . 
세부 무한한 길이 부드러움의 결여라는 특징을 지닌다, , .10) 우리가 살고 있 
는 자연을 둘러보면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들은 어느 것도 유클리드가 . 
주장했던 것처럼 이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의 눈에 그렇. 
게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을 일일이 확대해 보지 않아도 알 수 . 
있다 만델브로트가 이야기 하 듯이 구름은 구 모양이 아니고 산은 원뿔 . , ‘ , 
모양이 아니다 또한 해안선은 원 모양이 아니고 나무껍질은 매끈하지도 , , 
않으며 번개역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그림 2 프랙탈 구조가 나타나는 구름의  
형상

그림 3 프랙탈 구조가 나타나는 산의 형 
상

10) 나이절 레스므와 고든 윌루드 프랙탈 기하학 이충호 옮김 김영사 , , ,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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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랙탈 구조가 나타나는 번개의 형상 

프랙탈은 이러한 자연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하학이다 이렇듯 프랙. 
탈은 눈의 결정 번개 고사리 해안선 강줄기 등의 자연의 현상에서부터, , , , , 
인간의 심장박동 뇌 허파 실핏줄의 구조까지 자연과 생명의 모든 역에, , , 
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용수철 내부의 분자구조. 
나 상의 압축 불규칙한 주가의 등락패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 , 
으로 나타난다 즉 프랙탈 이론이란 비정형적인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규칙. , 
성을 밝혀내고 전체와 부분의 유사성을 통해 구체척인 상관관계를 밝혀내,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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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프랙탈 구조가 나타나는 인 
간의 뇌의 형상

그림 6 높은곳에서 바라본 강줄 
기의 모양

프랙탈 도형을 만들 때는 창시자 와 생성자 가 존재한(initiator) (generator)
다 창시자는 프랙탈 도형을 만들 때의 최초의 직선이다 창시자에 프랙탈 . . 
도형을 만드는 규칙이 주어졌을 때 생겨난 도형을 생성자 라고 (generator)
한다 이 생성자를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프랙탈 도형이 . 
얻어진다 즉 프랙탈 도형이란 이 생성자 를 어떤 비율로 축소해 가면서 적. ‘ ’
당한 규칙에 따라 무한히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11)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개념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유한하다 앞서 이야. . 
기 하 듯이 프랙탈 도형은 무한반복을 원칙으로 한다 프랙탈 도형을 아무. 
리 반복한다고 하여도 현실세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엄 히 말하면 , , 
온전한 프랙탈 도형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 
다 온전한 프랙탈 이전의 상태를 프리 프랙탈 이라고 한다 하. (preFractal) . 
지만 프리 프랙탈 도형의 반복 횟수를 늘릴수록 온전한 프랙탈에 가까워지
며 유한의 반복만으로도 충분히 프랙탈 모양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프, . 
랙탈 도형의 특징은 무한하게 세분되며 무한한 길이를 가진다 부분은 전, . 
체를 닮고 전체는 부분을 닮는다. 

11)김용운 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우성,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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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2) 

카오스 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던 관점인 코스‘ (chaos)’ ‘
모스 와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다 코스모스가 우주의 질서 전체(kosmos)’ .  , 
의 질서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카오스는 혼란 무질서 혼돈 등의 의미를 , , , 
가지고 있다 카오스 의 어원 또한 그리스어 이며 크게 벌린 . ‘ (chaos)’ khaos ‘
입 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무’ . , 
엇이든 삼켜버리는 블랙홀처럼 질서를 모두 삼켜버려 복잡하게 되어버린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의미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복. 
잡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카오스가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 
있게 해주는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 2 , ‘complication’ ‘complex’
다 그리고 이 단어를 구분 할 수 있게 하는 척도는 단순화의 여부이다. . 

은 아무리 노력해도 단순화 시킬 수 없는 복잡함이라면 ‘complication’
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단순화 될 수 있는 복‘complex’

잡성이다 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 ‘complex’ , 
밝혀진 과학적 원리 즉 질서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질서를 통하여 얼마, , 
든지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은 그렇지 않다. ‘comlication’ . 

풀어낼 수 없는 본질적인 복잡성이다 카오스는 질서와 무질‘complication’ . 
서의 그 중간 어디 즈음에 존재한다 따라서 분법은 카오스를 설명 할 수 . , 2
가 없다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는 . , (Parmenides)
무‘ ( )無 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하여 고대 로’ , 
마의 시인 페트로니우스 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원인은 있다 고 (Petronius) ‘ ’ 
동의했다.12) 교묘하고 흥미롭게도 카오스의 본질은 질서와 무질서 우연과  , 
필연 등의 분법적 개념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카오스적 2 . , 
혼돈은 막연한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혼란스러, 
워 보이나 그 안에 어떠한 질서가 있는 혼란을 의미한다 그 질서가 매우 , .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은 혼란스러운데 그것이 , 

12) 김용운 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우성 ,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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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카오스의 복잡성이다 프랙탈은 이러한 카오스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 
예가 된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카오스의 세계를 과학적 원칙에 입각하여 눈. 
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장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원리와 3
프랙탈을 활용한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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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원리3.1. 
 

자기유사성1) (self-similarity)

프랙탈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프랙탈 차원을 갖는다 라는 것과 자기 닮‘ .’ ‘
음 이라는 두 가지 성질에 있다 그러므로 프랙탈의 조형 원리를 탐구하기 ’ . 
위해서는 자기 닮음 이 무엇인지 이러한 자기 닮음 이 어떻게 나타나야 프‘ ’ , ‘ ’
랙탈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자연 현상은 모두 불규칙한 듯하지만 그 안에 규칙
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오스 이론의 전제이기도 , 
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규칙의 정도는 규모가 크건 작건 변화하지 않는다. . 
프랙탈 이론의 시조가 되는 만델브로트는 이러한 자연현상의 불규칙한 패턴
을 연구하여 자기 유사성 의 개념을 정립하 다‘ ’ . 

알고리즘 이란 유한 회수의 일정한 형식적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algorithm)
의 결과를 얻어내는 절차를 말한다.13) 복잡해 보이는 프랙탈 도형에도 이러 
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여 이를 반복하여 프랙탈 도형이 그려진다 특히 진정. 
한 의미의 프랙탈 도형은 유한 회수 가 아니라 이러한 알고리즘을 무한히 ‘ ’
반복하여 그려지게 된다 이처럼 일정한 형식적 수단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 
기 때문에 프랙탈은 자신의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잘라도 전체의 모양과 닮
아 있다. 

즉 어느 부분이나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전부 담고 있으며 그 , , 
일부분만 보아도 전체가 어떤 도형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도. 
형 예를 들어 자기 닮음이 아닌 삼각형 같은 도형의 일부만을 보고서 그것, 

13) 김용운 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우성 ,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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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또는 전혀 규칙성이 없는 형태의 도형인지를 , ,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프랙탈 도형의 가장 큰 . 
특징을 자기 유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7 자기유사성을 나타내는 식물 그림 8 부분과 전체가 닮은 브로콜리 

무수히 많은 닮음의 중심2)

자기 유사성을 갖는 모든 도형이 프랙탈 도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중 . 
대표적인 것이 이등변삼각형의 중점을 계속 이어가면서 만든 서로 닮은 무
한히 많은 삼각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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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기 유사성을 갖지만 프랙탈이 아닌도형 

이러한 도형이 자기 유사성은 있으나 프랙탈 도형이 아닌 이유는 프랙탈의 
본질적 특성인 일부만 떼어 놓고 보아도 전체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는 ‘ ’
명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각형의 경우 하나의 중심을 . 
갖고 그 중심으로 무한하게 삼각형이 수렴하여 가면서 형성되는데 이 수렴
점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분을 떼어 놓았을 때는 전체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떼어 놓았을 때는 전체의 형태를 짐작할 수 없
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삼각형의 내부에서 수렴점 외의 지점 일부만 떼어 . 
확대한다면 반복되는 삼각형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만. 
으로는 전체의 형태를 짐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기 유사성과 함께 일부만 떼어 놓고 보아도 전체의 형태를 짐작할 ‘
수 있다 는 명제를 충족시키려면 앞서 설명한 삼각형의 반복과 같이 단 하’
나의 수렴점만이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 무한히 프랙탈 도형을 반복하여 나. 
감에 따라 이러한 수렴점 역시 무한히 생성되어야 이러한 명제가 충족이 될 
것이다 무한히 많은 수렴점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러한 프랙탈 도형은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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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어떤 부분을 떼어 내게 되더라도 그 안에 수렴점이 존재하게 되고 이, 
에 따라 그 수렴점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의 형태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 프랙탈이 아닌 도형 그림 11 시에르핀스키 개스킷 

이러한 수렴점을 닮음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프랙탈 도형이 되려, 
면 자기 유사성과 함께 알고리즘을 반복하여 나감에 따라 닮음의 중심 또, 
한 계속하여 생성되어 무수히 많은 닮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다.

비선형성 불규칙성 비예측성3) , , 

선형 이란 용어는 고전 역학을 정립한 뉴턴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 (linear)
사용된다 고전 역학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여 중세적 세계관을 . 
타파하고 갈릴레이가 우주를 신의 섭리가 아니라 수량화 하여 설명할 수 , 
있다고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릴레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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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은 그가 하 던 다음과 같은 말로부터 알 수 있는데 그는 진리는 , “
눈앞에 언제나 열려있는 가장 거대한 책 안에 쓰여 있다 그러나 먼저 그 . 
언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쓰여진 문자의 해독을 배우지 않는다면 내용을 이
해할 수가 없다 이 우주는 수학의 언어로 되어 있으며 그 문자는 삼각형. , 
원 그 밖의 기하학적 도형이다 만일 이들 수담이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 . 
그 언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고 하 다 즉 그는 우주를 수학의 언.” . 
어와 논리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세계는 이러한 원리 하에 모, 
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뉴턴은 이와 같이 시작된 고전 역학의 세계관을 법칙을 정립함으로써 완3
성시켰는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간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의 질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한 물체 , 
또한 힘을 받은 물체로부터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게 된다는 작
용 반작용의 법칙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비례한다는 가속도의 , 
법칙이 그것이다 이는 모두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일정한 방정식에 따라 . 
물체의 그 다음 운동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에서 이, 
를 선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조건만 정해지면 그 후의 운동은 정. 
해진 법칙에 따라 실행된다는 것으로서 결정론적 인과론적 사고의 바탕이 , 
되었다 뉴턴의 이 위대한 발견을 갈릴레이로부터 시작된 세계관은 완성된 . 
것으로 보 고 더 이상 인간이 설명하지 못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 다 이. 
에 따라  이후 유럽의 철학자 및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우주를 인과적인 과
정으로 모두 해석해낼 수 있다는 기계론 적 세계관이 만연하게 (Mechanism)
되었다 마치 뉴턴의 발견 이후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이 설명된 것과 같이 .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약 세기가 지난 이후 뉴턴의 방정식은 이 세계가 진공상태라는 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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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우 많은 가정을 동원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자연 현상은 기계
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비선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 어. 
떤 물체들에 동일한 초기 조건을 설정하고 동일한 힘을 가하더라도 현실세
계에서 그 물체들의 운동은 결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 조건이 . 
동일하더라도 기온 기압 풍향 진동 등 수 많은 조건이 금방 달라지고 이, , , 
에 따라 그 물체들의 운동 방향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불규칙하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어서 뉴턴의 방정식처럼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 
고전 역학이 눈에 보이는 물체만을 대상으로 하 던 것과 달리 원자 이하 
크기의 입자의 운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차원의 운동에서
는 고전 역학의 전제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속속들이 발견되었
다 베르너 하이젠베르그 에 의해 발전된 유명한 불확. (Werner Heisenberg) ‘
정성의 원리 는 원자 이하 크기의 입자 위치와 운동량에 있어서는 이를 동’
시에 둘 다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 다 이 원리. 
에 의하면 어느 임계값 이상의 복잡도를 넘어서게 되면 계 는 예측(system)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초기 조건을 상실하여 그 조건으로 돌아가. 
거나 회복될 수가 없고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에 따르면 이 세계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이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러한 비선형의 세계에서는 뉴턴의 방정식과는 달리 작은 조건의 변화가 
반드시 작은 결과 변화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기상학에서 말하는 나비효과 의 경우가 . ‘ (Butterfly Effect)’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정론자들은 이처럼 세계가 비선형적이라는 . 
점이 점차 드러남에 대응하여 결정론의 방정식에 따라 근사치를 구하는 방
법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 하 으나 결국 오늘날은 이 세계가 비선형적이
라는 점에 대하여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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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비선형적 세계는 고전 역학의 세계와 같이 이 세계를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역시 앞서 언급한 카오스 이론의 전제와 동, 
일한 것이다 결정론자들에 의한 고전 역학의 세계는 선형적이고 모든 것이 . 
예측 가능하 기 때문에 혼란 혼돈 무질서라는 카오스의 세계와는 전혀 , , 
관계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정식에 따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 역학의 논리가 무너지게 되. 
면서 카오스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무질서 안에서도 단순한 질서가 나타, 
날 수 있다는 이론의 정립을 통해 이 세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프랙탈 기하학의 바탕이 되는 카오스 이론이 세계는 . 
비선형적 불규칙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는 세계관을 전제로 하 기에 프랙, , 
탈 기하학 역시 비선형적이고 불규칙함 속에서 단순한 질서를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랙탈을 활용한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3.2. 

중첩1) (overlapping)

중첩이란 문언 상 의미 그대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일부분씩 겹쳐진 채 배
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상을 볼 때 우리는 가려진 부분이 실재.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실존하지만 앞에 
있는 물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어떤 물체가 . , 
다른 물체의 앞에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평면을 보게 되
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평면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차원의 공간이라고 느3
끼게 된다 이처럼 중첩이라는 표현 방식은 공간감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 
한 방법이다 이러한 중첩이라는 방법은 공간의 예술인 건축 분야에서 많이 . 
사용된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 중첩은 각각의 요소들이 원형과 다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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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출되거나 의미가 혼합되어 재구성되고 불연속 부조화를 나타내기도 , 
한다 다양한 형태를 중첩시킴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갖는 축들이 만나게 . 
되고 축이 만나고 꺾이는 부분은 공간 흐름의 방향이 변화되는 부분이 된, 
다 그리고 공간 흐름의 변화에 따라 건물 내부에 들어선 사람은 심리적. , 
시각적으로 긴장과 압박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를 중첩시키는 방식은 프랙탈을 이용한 디자인에서도 쉽
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프랙탈 디자인의 사례 부분에
서 상술하기로 한다.

스케일링2)

스케일링이란 형상의 변화가 없이 크기만을 변화시켜가며 표현을 하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프랙탈 그 자체의 속성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프랙탈의 기하학적 구성 원리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 . ‘
유사성과 무수히 많은 닮음의 중심을 가질 것 이 된다 이에 따라 프랙탈은 ’ . 
그 자신 내에서 어느 일부분만을 잘라내더라도 크기만 작은 자신이 또 다시 
존재하게 된다 즉 프랙탈이 갖는 기하학적 특성상 스케일링이 나타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프랙탈을 이용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스케일링. 
기법을 통하여 프랙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을 하되 그것이 전체의 속성, 
도 반 함을 드러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에 따라 작업을 하. 
면서 전형적인 프랙탈의 일부를 떼어 다양한 조형적 시도를 하여 보았다.

반복3)

반복이란 점과 점 사이에는 점이 선과 선 사이에는 선이 형태와 형태 사, , 
이에는 형태가 동일한 패턴으로 연속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프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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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 기하학적 특성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점이다 프랙탈 자체가 무수히 . 
많은 닮음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자신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처럼 어떠한 물체나 이미지가 반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디자인적 효과
는 운동성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미지가 반복됨에 따라 관객. 
은 이를 정지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역동,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프랙탈에서는 앞서 설명한 스케일링과 함께 . 
반복의 특성이 가미되어 단순한 운동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
향성을 갖는 운동감 역동성을 느끼게 된다 닮음의 중심마다 자기 자신이 , . 
반복되어가며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관객은 공간감 입체감과 함께 그 방향
으로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게 할 수도 있다.

프랙탈 기하학 관련이론3.2. 

칸토어 집합1)

프랙탈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한 , 
규칙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연속성의 의미를 탐구하던 칸토어는 년. 1883
에 그의 이름을 딴 칸토어 집합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수학적으로 , 
연구된 최초의 프랙탈 중 하나 다.14) 특히 칸토어 집합은 무한 의 개념을  ‘ ’
기하학적으로 나타내어 이전의 기하학과는 차원을 달리하 다 무한이 수, . 
학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세기인데 그 전에는 인간이 신19 , 
의 역으로 여겨지던 무한의 역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
다 무한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은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지도 모르는 . 
지적 모험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기가 되면서 이러한 무한. 19

14) 나이절 레스므와 고든 윌루드 프랙탈 기하학 이충호 옮김 김영사 , , ,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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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칸토어는 연속성, ‘
의 개념을 확장하다 보면 무한의 역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는 전제 하에 ’
무한의 개념을 연구하 고 특히 이를 기하학적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   

칸토어 집합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 선을 하나 그리고 그 , 
선을 등분 한다 그중 가운데 을 제거한다 그리고 나머지 선들에 대해3 . 1/3 . 
서도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보면 칸토어 . 
집합이 생겨난다 흥미롭게도 칸토어 집합에서 점은 무수히 많지만 그 전. , 
체의 길이는 이다 그 이유는 칸토어 집합을 생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각 0 . , 
단계마다 빠지는 구간의 길이는 처음길이의 이기 때1/3, 2/9, 4/27 8/81... 
문에 그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보면 그 전체의 길이가 이 되는 것이다0 . 

유클리드 기하학의 점 선 면 등의 차원이 각각 의 정수로 주어졌다, , 0, 1, 2
면 프랙탈 기하학의 차원은 로 그 값은 차원이나 차원의 정수가 0.6309 0 1
아닌 소수의 차원이다 프랙탈의 차원을 계산하는 것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 
한 부분이지만 기본 적으로 그 차원을 구하는 법은 전체 구조를 로 나, 1/A 
누었을 때 각 부분은 전체 구조의 전체와  통계적으로 자기 닮음이고 그 , , 
개수가 개일 때 전체 구조의 프랙탈 차원은 이다B , logB/logA .15)

15) 김용운 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우성 ,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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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칸토어 집합  

이와 같이 마치 자신을 축소 복사 하여가며 조형적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나무나 고사리 조개껍데기의 형태를 보, 
면 일부만 떼어 놓아도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특성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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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분이 전체를 닮은 고사리 

그림  14 고사리의 형상을 시각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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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니안 개스킷 2)

이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인 아폴로니우스의 이름을 따 명명된 것
이다 아폴로니우스는 원추곡선론 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여. (Conic Sections)
기서 그는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라는 용어(ellipse), (hyperbola), (htperbola)
를 처음 사용하 고 이들의 성질을 상세히 설명하 다 이처럼 그는 곡선의 . 
기하학에 관하여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의 성질 
중 하나는 바로 그림 단계와 같이 세 개의 원이 접할 때 이 세 개의 원에 2 ‘
동시에 접하는 두 개의 원을 그릴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질을 활용’ . 
하여 원 안에 세 개의 원에 접하는 무수히 많은 접하는 원을 그려 나가다 
보면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아폴로니안 개스킷
이라고 한다 아폴로니안 개스킷이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이유는 세 개의 원. 
이 접할 때마다 그 각 접점을 꼭짓점으로 하여 이상적인 정삼각형 형태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폴로니안 개스킷에서는 이러한 조형적 . 
안정감을 가진 도형이 자기 반복을 하여 가며 무수히 많이 형성된다. 

                                  
그림                        15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만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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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르핀스키 개스킷과 시에르핀스키 카펫3)

폴란드의 수학자인 시에르핀스키 에 의해 알려졌다(W. Sierpinski gasket) . 
시에르핀스키 개스킷은 칸토어 먼지의 발상을 확대하여 평면차원 즉 삼각, , 
형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다 시에르핀스키의 개스킷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정삼각형 하나에서 시작한다 정삼각형의 세 변의 중심을 이. . 
으면 원래의 삼각형 안에 거꾸로 뒤집어진 작은 정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데 이 작은 정삼각형을 제거한다 그리고 나머지 정삼각형들에도 그를 적, . 
용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 나갈 수 있으며 그 극한에 이르는 . 
것이 시에르핀스키 개스킷이다 이러한 과정을 무한으로 반복하면 결국 시. 
에르핀스키 개스킷의 넓이는 이 되고 길이는 무한대가 된다 시에르핀스0 . 
키 개스킷의 규칙은 어떤 정다면체에 대해서도 성립하며 정사각형 정오각, , 
형 등뿐만 아니라 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6 시에르핀스키 개스킷 

시에르핀스키의 카펫은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또한 시에르핀스
키가 발견한 프랙탈 도형이다 시에르핀스키 카펫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시에르핀스키 카펫을 배 확대하면 원래의 도형이 개가 생기므로 . 3 8
프랙탈 차원은 약 이며 거의 차원에 가까운 도형이다 먼저 정사각형 1.89 2 . 
하나에서 시작한다 정사각형의 한 변을 삼등분하여 모두 연결하면 개의 . 9
정사각형이 생긴다 이중 가운데 정사각형을 제거한다 이 과정을 남은 정. . 



40

사각형에서도 반복한다 그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여 극한에 이르는 . 
것이 시에르핀스키 카펫이다.

그림 17 시에르핀스키 카펫  

코흐곡선4)

코흐곡선은 헬게 폰 코흐 가 년에 고안해 낸 것으로 (Helge von Koch) 1904
눈송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직선이건 곡선이건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는 선. 
을 의미하며 만델브로트는 이를 거칠지만 강력한 해안선 모델 이라고 하, ‘ ’ 

다 코흐곡선은 단계를 거듭할수록 주름이 점점 심해지지만 그 길이는 . , 
무한하며 면적은 유한하고 어느 곳에도 접선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코, , . 
흐곡선의 양끝을 잡고 늘이면 다시 직선이 된다 코흐 곡선을 만드는 것은 . 
매우 간단하다 코흐곡선의 창시자 는 선분이다 선분을 등분해서 . (initiator) . 3
가운데의 선분을 가운데의 선분을 위로 올려 삼각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되. 
면 처음 창시자 길이의 인 선분 개가 만들어 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 1/3 4 . 
나머지 선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하면 코흐곡선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 . 
코흐 곡선을 그림과 같이 도씩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출발점과 끝점이 120
만나도록 연결하면 눈송이의 형태와 매우 흡사하여 이를 코흐의 눈송이, , ‘ ’
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흐의 눈송이 는 면적은 유한하나 둘레의 길이는 무. ‘ ’ , 
한한 역설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 때문에 코흐 곡선은 수학자들에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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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괴물 또는 병리학적 구조로 여겨지기도 하 다고 
한다 그러나 만델브로트는 이러한 코흐 곡선이 해안선의 모양과 유사하다. 
고 생각하 고 이에 따라 그는 해안선의 길이가 무한하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고 한다.

그림 18 코흐곡선 
그림 19 코흐의 눈송이  

쥘리아 집합5)

쥘리아 집합은 프랑스의 수학자인 쥘리아 가 고안한 것(Julia, 1893-1978)
이다 쥘리아는 함수에 관하여 연구한 수학자인데 통상적으로 함수라 하면 . , 
입력 값에 대하여 출력 값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쥘리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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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력 값은 다시 원래 함수에 넣고 여기서 나온 출력 값을 다시 원래 함, 
수에 넣는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지에 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변수 를 인 복소수로 정하 고 를 로 . z z=x+iy c parameter
하여 값을 변경시킴에 따라 함수의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하c mapping
여 연구하 다 그는 고려하는 함수를. ,     으로 하고 함 

수의 출력 값을 계속하여 원래의 함수에 다시 입력하는 방법
(       으로 함수의 을 하 다 당시 쥘리아는 ) mapping . 

컴퓨터가 없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 으나 이처럼 함수의 출력 값을 계속하여 자신이 출력된 함수에 재입
력하는 방법으로 자기 반복적 형태가 그래프 상으로 나타나도록 하 다 그. 

리고 이러한 함수에 대하여 의 극한 값이 발산하도록 하는 의 집합

을 쥘리아 집합이라고 명명하 다.

그림 20 줄리아집합  1 그림 21 줄리아집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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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브로트 집합6)

브누아 만델브로트는 년 수학자 던 숙부로부터 쥘리아가 고안하 던 1945
쥘리아 집합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 한동안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큰 관심. 
이 없었으나 년 의 연구원직을 제안 받고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면1958 IBM
서 쥘리아 집합을 다시 연구하게 되었다 그는 컴퓨터를 통해 쥘리아의 함. 
수가 발산하도록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었고 이를 복소평면에 그려 보았 
다 나아가 그는 . 의 절댓값이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에 따라 색깔을 달리 
칠해가면서 함수의 이 자기 유사성을 갖는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mapping
다.

그림                      22 만델브로트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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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즈의 끌개7) 

년 로렌즈가 결정론적 카오스를 찾아내었을 때 동시에 발견한 것이 로1963
렌즈의 끌개이다 로렌즈는 기상 데이터의 변환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 
작업을 시도 했다 차원 공간에서 점의 위치를 정하는 좌표를 사용한 것은 . 3
온도 기압 풍향등 세 가지 변수의 값들이 나타내는 숫자 다 이러한 숫자, , . 
에 의해 위치가 결정되는 점들을 연결시킬 때 생기는 경로를 추적하면 기상
계의 거동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 
화면에 나타난 그림은 올빼미를 닮은 이상한 그림이었다 한없이 복잡한 궤. 
적은 결코 교차하거나 반복 없이 항상 일정한 범위에 머무르면서 고리모양
으로 끝없이 그려내고 있다 차원에서 나타난 이상한 이 이중나선 구조가 . 3
로렌즈의 끌개 그림 이다( 23) 16)

그림 23 로렌즈의 끌개  

16) 제임스 글리크 카오스 박배식 옮김 동아시아 , , ,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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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의 활용사례4.1 

여러 분야에서의 프랙탈의 활용사례1)

① 의학 
프랙탈은 단지 아름다운 형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 , 
구조적 특성을 연구 분석함으로 통해 인간에게 의학적으로 이로움을 주고 , 
있다 인체에서도 프랙탈이 발견되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걸이 심장의 . , , 
박동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뇌파에서도 프랙탈이 발견된다.17) 미국의 물리 
학자들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걸음걸이를 관찰하여 프랙탈 구조로 분석 할 
수 있는 휴대용 기계를 만들었다 파킨슨병의 가장 큰 증상 중 하나인 운동. 
기능의 장애를 걸음걸이의 패턴을 분석하여 알아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
인데 파킨슨 병 환자의 경우 불규칙한 정도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프랙탈 , , 
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심장에 대한 연구도 매우 흥미롭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뛰는 심장일수록 건, 
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심장일수록 불규칙적으로 박동한다 이는 , . 
다양한 환경에 대응해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속도를 때맞게 조절하는 능
력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정도를 나타내는 프랙탈 지수를 통해 . 
관찰한 건강한 사람의 심장과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를 구별 해 낼 수 있, 
다 이러한 인체신호의 패턴은 우울증이나 치매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18) 
이처럼 프랙탈을 이용하여 질병을 미리 발견하면 미리 예방을 할 수 도 있
고 불규칙한 것들의 수치를 밝혀냄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 , 
다.

17) 배수경 만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이야기 자음과 모음 , , , 2008
18) 동아일보 과학 프랙탈이 해결사 , , 20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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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심장박동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경제② 
만델브로트는 프랙탈 이론을 발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프랙탈의 실질적, 
인 활용까지도 예측하 다 월가에 접합한 복합 프랙탈 이론 이 바로 그것. ‘ ’
인데 만델브로트는 프랙탈 이론이 적용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금융, 
시장을 꼽았다 월가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기존 포트폴리오의 이. ‘
론을 지적했는데 첫째는 가격변화가 통계적 독립적이라는 부분이고 둘째, , , 
는 가격변화의 분포가 정규 분포의 종 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bell)
다 이론과 다르게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두 가지 가설로만 주식시장의 주. 
가변동을 예측 할 수 없다 마이클 모바신의 미래의 투자 라는 저서에 의하. ’ ’
면 금융 표준이론에서 자산 가격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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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같은 프랙탈 시스템에 정규분포를 분석할 때 쓰는 통계기법을 
적용하면 매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만델브로트에 의하면 . 
주가는 다수의 작은 변동 속에 커다란 변동이 군데군데 있다고 한다 이러, . 
한 프랙탈 구조를 금융시장에 적절히 적용함으로서 주가의 폭등이나 폭락 
등을 예측 할 수 있다.

경 학③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사회의 구조가 점차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미래, , 
를 예측 할 수 없어서 특별한 경 전략이 있지 않은 한 기업을 유지하기 힘
든 것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 예측된다 이러한 복잡하고 혼란한 사회구조에 . 
맞서는 경  전략으로 경 학자들은 프랙탈 경 학을 제시하고 있는데 프, 
랙탈 경 학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과 전체가 닮아 있고 부분이 . , , 
전체를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경 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 
업의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철학이 닮아 
있으니 조직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연의 프랙탈 구조가 보여주듯 자기 닮음성을 . , 
가진 형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양성과 복잡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를 , 
기업의 경 원리에 적용하면 기본의 형태나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의 유동, 
성을 가지기 때문에 창의적 생산물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기. 
업은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19)

음악④ 
우리는 가끔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모르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어떤 작, 
곡가의 음악인지 맞추는 경우가 있다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모. 
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이 모차르트의 음악이라는 것 정도는 짐작 , 

19) 이장우 박형규 복잡성 이론과 기업경영 프랙탈 경영방식을 중심으로 ,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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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하이든과 말러 쇼팽과 베토벤의 곡은 확연히 다르다 풍 이라, , . ‘ ’
고 지칭하는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도 프랙탈의 , . 
법칙이 숨어있다 이 문제는 년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제거. 1970
리가 되었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음악의 물리적 특징을 밝혀 낼 수 . 
있다면 음악의 어떤 요소가 인간에가 감동을 선사하는지 찾아 낼 수 있을 ,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그를 이용하여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 , 
만들어 낼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음들의 주파수가 어떻게 . , 
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클래식 음악은 곡이 전개 될 때 음의 폭이 그다지 , 
크지 않았으며 큰 음폭으로 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데 신, . 
기하게도 큰 음폭으로 변하는 빈도수가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나온다는 것, , 
이었다 즉 음정의 변화가 클수록 한곡에서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 , 
는 것인데 이러한 음악을 음악 이라고 부른다 흥미로운 사, 1/ f(frequency) . 
실은 대중에게 인기를 끄는 곡일수록 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음1/f . 
악뿐만 아니라 새들의 울음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심장 박동 소리 등 , , 
자연의 소리들도 의 패턴을 따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패턴을 1/f , 
나타내는 음악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해석된다.20) 음악역시 본질적으로  
자연의 조화를 인간이 흉내 내어 만든 소리라고 할 수 있다. 

20) 정재승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어크로스 ,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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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 나타난 프랙탈2)

① 가츠시카 호쿠사이 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 

그림 25 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고전 동양의 풍경화에서는 프랙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자연, 
이 프랙탈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산의 형태나 나뭇가지의 모습 혹은 물줄기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 , 
한 회화 작품들을 보면 프랙탈의 구조적 특징인 중첩 스케일링 반복 등이 , , , 
나타난다 그림은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이며 일본 . ‘ ’ , 
에도시대 년 에 만들어진 목판화 작품이다 후쿠사이는 유사한 형태(1825 ) . 
의 반복 스케일링 중첩으로 거대한 파도의 형태를 묘사하 으며 파도를 , , 
묘사한 방식에서 프랙탈 기하학의 형태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51

②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의 작품들 

그림                       26 만남 에셔   < >, 1944

에셔는 네덜란드 출신의 판화가이다 에셔는 테셀레이션 기법을 작품에 활. 
용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테셀레이션은 규칙적인 공간 분할을 의미하는 것, 
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를 이용해 평면이나 공간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이다 에셔는 이슬람의 알함브라 궁전에서 감을 받아 단순한 기하학적 . , 
형태를 교묘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변환하여 수학과 예술의 난제를 다루는 
작업을 하 다 에셔는 나는 우리 모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 “
웃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예를 들어 차원과 차원 평면과 공간을 혼동시. ,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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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중력을 조롱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 는데 이러, .” , 
한 에셔의 작품은 예술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물리학자나 수학자등 , 
순수과학의 범주의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간단한 도형이 유기적 형태. 
로 변해가는 에셔의 작품들은 프랙탈의 특성을 가장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 보여진다.
 

그림                         27 도마뱀 에셔 < >, , 1943

③ 잭슨폴록 
년대 중반 잭슨 폴록은 이라는 물감을 뿌리는 듯 그려내1940 drip painting

는 새로운 창작의 방식으로 추상표현주의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일반적인 .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작품들은 우연의 몸짓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보
인다 그러한 이유로 잭슨 폴록의 작품은 평론가들로부터 아이의 낙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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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혹평을 받기도 하 다.
하지만 폴록은 그러한 혹평에 나는 물감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거기에‘ . 
는 우연이 없다 라고 말하며 반박했다 평론가들을 그의 말이 참인지 증명.’ . 
해 낼 수 없었지만 폴록의 작품에 흥미를 가진 한 물리학자가 폴록의 작품, 
은 우연이 만들어낸 혼돈이 아님을 증명하 다 물리학과 교수인 리처드 테. 
일러는 폴록의 작품이 과연 우연에 의해서만 탄생한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하 다 테일러 교수는 프랙탈 표현주의 라는 . ‘ ’
연구를 통하여 폴록의 작품이 프랙탈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 다 테. 
일러 교수는 폴록의 작품을 컴퓨터 이미지로 변환하여 프랙탈적 성질이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테일러 교수는 폴록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두 . 
가지 변수를 발견하 는데 하나는 폴록이 자신의 몸으로 물감 통을 치는 ,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물감이 통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의 , . 
변수가 서로 길이가 다른 궤적을 만들어 내었고 이것을 통해 폴록은 처음, 
엔 굵고 긴 궤적을 통해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작은 궤적을 통해 이, 
를 다듬어가며 보다 섬세한 표현을 하 다고 한다 폴록의 작품들은 우연한 . 
결과가 아니라 자기 유사성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세 한 계획 하에 만들
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의 작품 안에는 물감의 점성. 
과 흔들리는 물감통의 속도 물감을 떨어뜨리는 각도와 높이 등이 만들어 , 
낸 정교한 자연의 패턴이 들어있었던 것이다.21)

그림  28 맨 왼쪽은 무작위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가운데는 컴퓨터로 프랙탈 구조를  , 
만들어낸 것 맨 오른쪽은 잭슨폴록의 작품이다, .
  

21) 정재승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동아시아 , < >, , 2003 P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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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잭슨폴록 

설치 작품3)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① 
프랙탈 거북선은 년 대전엑스포가 열렸을 때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 1993 , 
만든 설치 작품으로 엑스포 당시 재생 조형관에 설치되었다가 현재는 대, , 
전시립미술관 중앙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장수의 상징인 거북과 환. 
경을 파괴하는 기술문명의 오브제들을 상징적으로 대비시켜 의미를 담은 작
품이다 년대부터 제작된 총 대의 와 컴퓨터 박제 거북이 전. 1920 384 TV , , , 
화기 축음기 자동차 피아노 즉석 사진기 홀로그램 등으로 되어 있다 거, , , , , . 
북선을 구성하고 있는 에서는 초당 회 정도의 상이 바뀌는데 이TV 1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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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빠른 장면과 거북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은 현대 문명의 은유
로 빠름 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백남준은 버려진 고물과 쓰레(methphor) ‘ ’ . 

기를 모아 최첨단 무기 던 거북선 을 만들어 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 새‘ ’ , 
로운 것과 낡은 것의 대조와 반복을 보여주고 있다.22) 얼핏 보기에는 복잡 
하고 무질서한 오브제들의 결합과 혼란스런 상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프, 
랙탈 거북선내에는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존재한다.

그림 30 프랙탈 거북선을 구성하는 오래된 오브제  

22) 추준호 카오스 이론과 예술 작품의 프랙탈 이미지연구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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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여러 가지 영상이 반복되는 모습 

그림 32 정면에서 바라본 프랙탈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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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4)

순수미술 분야가 아닌 건축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프랙탈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도심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유난히 우울증 환자의 발. 
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또한 프랙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현대 도심 환경에서 보고한 우울증 환자의 높은 발생률은 현대 도심의 프랙
탈적 복잡성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미스 반 데. , 
어 로에가 설계한 건물은 비례에 속박되어 유클리드로 되돌아간 것인 반면, 
전성기의 보자르 건물은 프랙탈적 측면이 매우 풍부하다.23) 도시의 빽빽한  
빌딩 숲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답답함과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유기, 
적 건물을 볼 때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느낌을 떠올려보면 프랙탈적 복잡성
이 건축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33 보자르 양식의 건물 그림 34 유클리드 기하학적 건물 

23) 프랙탈 기하학 나이절 레스므와 고든 윌루드 지음 이충호 옮김  , ,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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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폴 앙드류 파리 샤를 드 골 공항 

파리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발두아즈 주 루아시에 자리한 이 공항은 25km 
공항 건축가로 불리기도 하는 폴 앙드류의 작품이다 그의 건축은 형태의 . 
특성부분을 강조하거나 건축 양식의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부분과 전체간
의 유기적 구조를 인식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형태가 변형하는 그 과정을 . 
통해서 건축의 역동성을 표현해 내었는데 결정체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하학
적으로 구성된 제 터미널과는 달리 제 터미널은 확장을 염두해 두고 1 2 
설계한 확장적 구조체 이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적응하고 변화하는 . 
유기체의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건축에 적용함으로써 건축을 유기체
화 하 다.24) 그림을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순환성을 가진 곡선이  
건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그림 35 샤를 드 골 공항  
제 터미널2 

그림 36 샤를 드 골 공항  
제 터미널1 

② 피터 아이젠만 주택 11A

피터 아이젠만의 주택 에서도 프랙탈의 조형원리와 형태적 특성이 명확11A

24) 김은희 유기체의 자기조식성 원리의 적응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 연구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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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드러난다 피터 아이젠만은 건축을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을 했는데. , 
그는 의도 기능 구조 기술 형태이다 아이젠만은 그 다섯 가지 요소 중 , , , , . 
형태를 가장 우위로 생각하 으며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러한 형태, 
에 드러나야 한다고 하 다.25) 아이젠만의 주택 를 보면 정육면체의 한  11A
부분을 잘라낸 자형 블록들이 스케일링 되어 중첩돼 있는 모습을 볼 수 L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프랙탈의 형태적 특성과 조형원리를 엿볼 수 있는데 . 

자의 형태를 본 논문의 장에서 정의한 창시자라고 정의할 때 창시자를 , L 2 , 
스케일링하고 중첩하여 만들어진 아이젠만의 주택 는 곧 생성자라 할 11A
수 있다 또한 주택 의 단면에서도 역시 자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11A , L . 
는 부분이 전체를 닮고 어떤 부분을 보아도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는 프랙, 
탈의 구조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례이다.

그림                       37 피터 아이젠만 주택  11A

다니엘 리베스 킨트 뮤지엄 리모델링 안V&A ③ 

다니엘 리베스 킨트의 뮤지엄 리모델링 안은 기존의 식상하고 지루한 V&A 

25) 김수경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건축 형태 생성 방법에 관한 연구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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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 건물의 계획. 
안은 차원의 형태로 이루어 졌는데 예술과 역사의 소용돌이 외부와 내부3 , , 
의 소용돌이 미로와 발견의 소용돌이 등 대립되는 내용을 번안하여 기능적, 
으로 관련되는 공간들을 착시켜 조화를 이루도록 하 다.26) 프랙탈 구조 
가 나타나는 이 건물에도 역시 창시자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피터 아이, . 
젠만의 주택에서 자 형태의 블록인 한 종류의 창시자가 존재했다면 이 건L , 
축물에서는 사각형을 변형한 사다리꼴과 독특한 형태의 타일 가지의 창, , 2
시자가 존재한다.
먼저 다니엘 리베스 킨트는 사다리꼴의 덩어리를 크기를 줄여가면서 나선형
으로 쌓아올렸다 이 건축물에는 총 개의 사다리꼴이 사용되는데 올라가면. 6
서 불규칙한 각도의 변형이 생긴다 그리고  은 직교적인 형태를 취. Fractile
하며 스케일링과 반복을 통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며 건축물의 표면을 장식, 
하고 있다.

그림 38 전체 건물 형태의 기본이 되는 두 도형  
 

26) 성인수 건축사 월호 , 199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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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건물의 형태  

그림 40 뮤지엄 리모델링 시안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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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5)

다케시 미야카와 프랙탈 23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프랙탈을 이용한 디자인 찾아볼 수 있다. 
다케시 미야카와의 프랙탈 은 제품의 제목에서부터 디자인이 프랙탈 구23
조를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면체의 서랍장의 면에는 총 개의 . 6 4 23
서랍장이 숨어있고 그 형태는 크기만 다를 뿐 모두 같다 미야카와는 프랙. 
탈의 조형원리인 자기유사성과 그 형태의 스케일링과 반복을 통하여 실생활
에 접목되는 프랙탈 구조를 한 가구를 디자인 하 다.

그림 41 프랙탈 다케시 미야카와 23, 

프랙탈 아트5) 

컴퓨터가 이용되던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 
않았다 컴퓨터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과학자 수학자 엔지니어 등의 분야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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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던 일부의 사람들이었다 최초의 컴퓨터 아트가 무엇이라고 단정 짓. 
기는 어렵지만 예술가가 아닌 물리학자 수학자 엔지니어들도 컴퓨터를 이, , , 
용하며 자연현상의 묘사를 끊임없이 시도하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 
리처드 보스의 이라는 연구를 들 수가 ‘Changing the Fractal Dimension’ 
있는데 년대 초 에 근무하던 그는 프랙탈을 이용하여 산과 구름 , 1980 IBM
등의 자연형태를 묘사하 다 보스는 프랙탈의 파원을 변화시켜가며 자신이 .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변화하 는데 이러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한 자연형, 
태의 재창조는 훗날 많은 예술가들의 감이 되었고 뉴미디어 아트에서도 ,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림      42 년대 초 리처드 보스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상화 한 자연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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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통하여 프랙탈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z= 
의 반복 계산에 의한 수학적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만델브로트와 줄리z²+c . 

아 집합의 알고리즘인데 이 이미지들은 작은 일부를 확대하여도 전체와 , ,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이것이 무한으로 반복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 . 
프랙탈 이미지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대부분. 
의 작가들은 프래탈 이미지를 만드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랙탈아트를 
하고 있다 관련 소프트웨어로는 울트라 프랙탈 아포피시. (Ultra Fractal), 
스 등이 있다(Apophysis) .

데이미언 존스① 
국에서 태어난 존스는 세부터 프랙탈 생성 프로그램으로 프랙탈 이미15

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년부터 프랙탈을 단순한 이미지가 . 1995
아닌 작품으로 제작하기 시작하 다 년부터 이라. 1996 www.fractalus.com 
는 웹사이트를 운 하며 프랙탈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많은 프랙탈 아티스, 
트와 소통하고 있다 그림은 존스가 울트라 프랙탈 이라는 소. (Ultra Fractal)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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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만델브로트 집합의 형태가 반복되는 프랙탈 아트 , 
데이미언 존스

  

자넷파키② 
캐나다의 프랙탈 작가인 자넷 파키 의 작품은 기존의 프랙탈 이Janet Parke
미지에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잘 재현하고 있다, . 
파키는 수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프랙탈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 
를 다른 이미지들과 합성하여 작품은 만들어 낸다고 하 다.27) 파키의 작품 

27) 추준호 카오스 이론과 예술 작품의 프랙탈 이미지연구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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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프랙탈의 형태 구조에 충실하면서도 보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으, 
로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 된다.

그림 44  Farfalla, Janet P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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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Ivgenny, Janet Parke

박보석③ 
국내에도 여러 프랙탈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가가 박, 
보석이다 그는 우연히 아트잡지에서 프랙탈 아트를 보고 프랙탈의 화려함. 
과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컬러에 매료되어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
었다고 한다 박보석 역시 울트라 프랙탈이나 아포피시스와 같은 프랙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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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다 그림은 갈대 라는 작품으로 . ‘ ’ 
갈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프랙탈을 통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박보. 
석을 이 작품에 대해 프랙탈 생성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의 프랙탈 이미, 
지를 만든 후 그들을 포토샵에서 에디팅하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설명하
다. 

그림 46 갈대 박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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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닭 박보석 , 
 



제 장 선행연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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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의미의 시각적 표현 연구5.1 

1) Complication & Complexity

선행연구로는 카오스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와 , ‘Complication’ 
이 두 단어를 선택했다 앞서 설명하 듯이 카오스는 질서와 ‘Complexity’, . 

무질서의 관계를 통하여 이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오스로서의 혼돈은 . 
완전한 혼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수월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 , 
설명을 덧붙 다. 

본질적인 복잡성 무질서 질서가 없는 복잡 complexity : / / 
군데군데 풀리지 않는 매듭이 지어져서 원래의 매끄러운 (e.g , 

상태로 돌  아갈 수 없는 실)

외견상의 복잡성 복잡의 탈을 쓴 단순 질서가 숨은 복잡 complication: / / 
얼핏 아주 엉켜있는 것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매듭이 없(e.g , 

는 실)28)

개의 정사각형이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 두 패턴은 보기에는 모두 사각85 . 
형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모양이다 일정한 규칙도 없어 보이지만. , 
두 패턴이 차지하는 면적은 같다 는 개의 정사각형 중 열 . complexity 100 10

행으로 나열된 개의 정사각형 중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삭제하10 100 25
고 은 까지의 숫자중 소수의 번에 해당되는 정사각형, complication 1~100

만을 삭제하 다 그림. ( 48)

그림 는 삭제 된 사각형의 부분에 순서에 맞는 숫자를 채워 넣었다 앞의 49 . 
그래픽에서는 단지 사각형의 다른 위치에 배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림 , 

28) 김용운 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우성 , ,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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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숫자가 개입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규칙을 찾게 49 , 
만든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두 이미지에 규칙의 유무에 차이를 통하여. , 

와 의 개념을 시각화 해보았다complexity com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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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패턴 연구 5.2 

국립중앙도서관의 상징인 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를 패턴으로 시각Library Identity , 
화하 다. 

공동작업 디자이너 김은지 문해원 조동철 조은지 ( / : , , , )

지식의 역사 1) 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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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문화 한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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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도서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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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원리의 이해와 시각적 표현연구5.2 

을 이용한 다양한 코흐곡선 그리기1) L-system

은 식물의 성장 과정을 기초로 한 알고리즘으로서 네덜란드의 L-system , 
생물학자이자 식물학자 던 아리스티드 린덴마이어 에 (Aristid Lindemayer)
의해 발전되었다 생물학 사전에는 식물의 생장과정을 기호의 병렬변환 시. 
스템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프랙탈의 일. L-system 
종이며 모든 다양성과 복잡성의 기본이 되는 원리이다 을 설명, . L-system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나무의 성장과정을 들 수 있다 나무의 큰 가지. 
가 나뉘어 여러 나뭇가지를 형성하고 또 가지들이 나뉘며 더 작은 나뭇가, , 
지를 형성한다 나무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며 그 형상을 . 
만들어간다 이러한 나무의 성장 과정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간단한 알고. 
리즘을 이용해 컴퓨터에서 나무의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연구자는 코흐 곡선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 백터 이미지, 
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인 를 통해 을 활용한 간단한 알Inkscape , L-system
고리즘만으로 기본적인 코흐곡선 생성하 다 또 그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 
변형된 코흐곡선들을 생성하고 그를 차후에 활용하여 프랙탈 기하학의 시, 
각적 표현을 시도하 다.

을 이용하여 코흐곡선을 그리는 법은 다음과 같다L-system .

먼저 의 설정 항목과 명령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는 L-system , 'Rules'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복시킬 최소의 단위를 설정하는 항목이다 그리. 
고 는 설정된 최소 단위를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항목이'Order'
고 은 와 를 통해 생성된 개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 ‘Axiom' ’Rule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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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시킬 것인가를 설정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과 . ’Left angle‘ ’Right angle'
은 명령어 중 좌 우로 회전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각도를 얼마나 돌릴 것, 
인가를 설정하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명령어에 관하여 보면 는 직선을 그으라는 명령어이고 는 진, F , +
행방향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회전하라는 명령어 는 진행방량으로부터 왼, -
쪽으로 회전하라는 명령어이다. 

이러한 설정 항목과 명령어에 기반하여 코흐곡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코흐곡선 각도를 도로 한 경우( 60 )① 

Axiom : F
Rules : F=F-F++F-F
Order : 1
Left, Right angle : 60

위와 같이 각 항목에 명령어를 입력한다 를 보면 반복시킬 최소의 단. Rules
위는 인데 이는 직선을 한 번 긋고 진행방향에서 왼쪽으‘F-F++F-F’ , (F), 
로 도를 회전 한 후 회전한 방향으로 다시 직선을 한 번 긋고 진60 (-) , (F), 
행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도를 회전 한 후 회전한 방향으로 다시 직120 (++) , 
선을 한 번 긋고 진행방향에서 왼쪽으로 도를 회전한 후 회전한 (F), 60 (-), 
방향으로 다시 직선을 한 번 그을 것 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F) . Order
를 로 하 으므로 이러한 최소 단위는 회만 나타나게 된다 이에 의하면 1 1 . 
다음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코흐곡선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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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가장 기초적인 코흐곡선 

그리고 를 로 한 경우 위와 같은 최소 단위를 번 반복할 것을 명령Order 2 2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때 를 보면 라고 되어 있으므, Rules 'F=F-F++F-F'
로 한 번 에 따라 나타난 최소 단위의 형태를 번째 반복 시 ‘F-F++F-F’ 2
에 다시 입력하여 한 번 더 그릴 것을 명령하게 된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F . 

같은 코흐곡선이 나타난다.

 
  
  

       
그림        49 왼쪽은 기본 알고리즘을 회 오른쪽은 회 반복한 것이다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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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코흐곡선을 보면 를 로 하 던 코흐곡선의 형태 안에 다시 한 번 Order 1
그 보다 작은 크기의 자기 반복적 코흐곡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자. , 
기유사성과 스케일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를 늘려 가면 계속해서 자기 반복적 형태가 Order
늘어나는 형태의 코흐곡선이 만들어 진다.

그림                  50 기본 알고리즘을 회 반복한 경우 4

도 코흐곡선을 활용하여 코흐의 눈송이 그리기60② 

위에서 살펴본 코흐곡선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흐의 눈송이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을 단순히 로 하 기 때문이다 이를 단, Axiom F . 
순히 로 하여 한 번 그리는 것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와 를 F Rules Order
설정함으로써 생성된 개체가 한 번만 그려지게 된다. 



84

을 바꾸면 이에 따라 위에서 그린 코흐곡선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반Axiom
복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코흐의 눈송이를 그릴 수 있다 다른 명, . 
령어는 그대로 둔 채 을 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Axiom ++F++F++F
코흐의 눈송이를 그릴 수 있다.
                   

그림                  51 을 으로 한 코흐의 눈송이 Order 3

                        
의 의미는 와 를 통하여 나타난 개체 자체를 어떻게 반복Axiom ‘Rule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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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인가 인데 을 명령어로 하 으므로 나타난 개체 자체’ , ++F++F++F
를 한 번 그린 후 진행방향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도를 회전시켜 다시 한 120
번 그리고 진행방향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다시 도를 회전시켜 한 (++F), 120
번 더 그릴 것 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다(++F) .

각도를 달리 한 코흐의 눈송이 도로 한 경우(30 )③ 

위와 같은 의 원리에 따라 각도를 바꿔가며 코흐의 눈송이를 그L-system
릴 수 있다. 
Axiom : ++F++F++F++F++F++F
Rules : F=F-F++F-F
Order : 3
Left, Right angle : 30

이와 같이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다른 형태의 코흐의 눈송이를 그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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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회전 각도를 도로 한 코흐의 눈송이  30

여기서 각도를 도로 바꾸는 것과 더불어 역시 를 번 반복하30 Axiom ++F 6
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는 단위 각도가 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령어30 ++
에 의하여 오른쪽으로 도만 회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코흐의 눈송이를 만60 . 
들기 위해서는 총 도를 회전시켜야 하므로 이를 회 반복하여야 하는 360 6
것이다.

각도를 달리 한 코흐의 눈송이 도로 한 경우(80 )④ 

한 번 직선을 긋고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도를 회전하는 형태의 코흐곡80
선 또한 을 활용하여 그릴 수 있다L-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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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om : ++F++F++F++F++F++F++F++F++F
Rules : F=F----F++++++++F----F
Order : 3
Left, Right angle : 20
이와 같이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코흐곡선이 나타난다.

                 

그림  53 회전 각도를 도로 한 코흐의 눈송이 80

실제로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도씩 전환하지만 단위각도를 으로 할 경80 80
우 은 의 약수가 아니어서 에서 총 전환시킬 각도를 도로 80 360 Axiom 360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위각도를 도로 한 후 방향전환 명령어를 기존보, 20
다 많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코흐의 눈송이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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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코흐곡선의 활용2)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코흐 곡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 
생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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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최종연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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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 기하학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6.1 

오늘날 프랙탈 기하학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의 대부분은 프랙탈 아트 라고 ‘ ’ 
할 수 있는데 이는 프랙탈 기하학을 활용하여 예술적 표현을 하는 장르이, 
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장르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컴퓨. , 
터 프로그래밍이나 프랙탈 아트 전용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 
을 이용한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장의 프랙탈의 활용사례. 4
에서 보인 것과 같이 추상적이고 환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시각적 효과를 , , 
내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프랙탈 아트는 한가지의 프랙탈 기하학을 모듈. 
로 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나가는 식이며 이는 , , 
자연물 사물 추상적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주제로 표현되고 있다, , .
연구자는 프랙탈 기하학을 이용하여 특정 주제를 표현하거나 전체적인 형태
를 구성하기보다 프랙탈 기하학 이론에서 나타나는 순수하고 본질적인 형태
에 집중하여 그를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를 시도하 다 이는 자연의 아름. 
다움을 일상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연구의 목적에 있어 그 전체적인 형태를 , 
단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적 아름다움에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이, 
다 최종 작품연구의 기본이 되는 장에서는 프랙탈 기하학의 형태적 특. 6.1
성과 조형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코흐곡선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1)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다양한 코흐곡선을 활용하여 중첩 스케일, 
링 반복을 통한 구성을 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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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코흐의 눈송이를 활용한 그래픽   1

를 통해 만들어진 코흐곡선을 를 사용하여 변형해 inkscape Adobe Illustrator
보았다 이는 도씩 회전하는 코흐 곡선을 각기 다른 로 생성한 것으. 30 order
로 단순히 스케일링을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림 을 확대한 일54
부인 그림 을 보면 알 수 있다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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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그림 를 확대한 일부  54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면이 채워지지 않은 윤곽선으로만 비교하면 그림 , 
에서 왼쪽의 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분이 전체와 온전하게 일치하지만56 , 

단순히 크기만을 변화한 오른쪽은 같은 부분과 전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하여 프랙탈 도형이 갖은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 ,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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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의 수를 달리한 코흐의 눈송이와 단순히 스케일링한 도형의 비교 order

그림 처럼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여 반복 대칭 회전을 통해 패턴화 해보57 , , , 
기도 하 는데 이는 현존하는 보편적인 패턴들과 크게 차별화 할 수 있는 , 
점이 없으며 자연의 형상구조를 해석하여 시각적인 표현연구를 하겠다는 , 
본 연구의 원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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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코흐의 눈송이를 황용한 패턴 

그림 처럼 한 가지 개체를 반복적으로 상 하 좌 우로 복제해가며 면적57 , , , , 
을 넓히는 방식으로 패턴화 하는 것은 프랙탈의 성격을 표현하기에는 부족
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각각의 개체들은 프랙탈의 성격을 지녔으나 전체적, . 
으로 보면 별다른 의미 없는 단순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98

그림 58 코흐의 눈송이를 활용한 그래픽  2

그림 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그림 에서는 가장 큰 개체를 잘게 조57 58
각내어보는 방식을 선택하 다 즉 전체가 되는 가장 큰 개체를 부분이 되. , 
는 여러 개체들로 재구성해 보았다 전체와 부분의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하. 
는 프랙탈의 명제를 충족하지만 닮음의 중심이 무수히 많다는 명제는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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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코흐의 눈송이를 활용한 그래픽   3

그림 는 그림 의 형상을 원형의 형태로 회전하며 반복한 결과이다59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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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니안 개스킷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2) 

코흐곡선에 이서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활용하여서도 비슷한 시도를 해 보았
다 그림 은 가장 큰 개체를 통일한 형의 작은 개체들로 재구성 한 결과. 60
이다 유한한 면적 안에 수많은 아폴로니안 개스킷이 반복되면서 전체의 형. 
상이 급격하게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는 원을 기본 형태로 . 61
하는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응용하여 반원으로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만드는 
규칙을 따른 반원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구성해 보았다 그림 은 그림 . 62 61
의 형태를 대칭시켜 원의 형태를 만든 결과이다.
 

그림 60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활용한 그래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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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활용한 그래픽  2

                                 

        

그림 62 아폴로니안 개스킷을 활용한 그래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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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르핀스키 개스킷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3) 

그림 과 는 시에르핀스키 개스킷을 보다 입체적이고 장식적인 형태로 63 64
변형한 결과이며 그림 는 변형된 개체를 다양하게 회전하고 반복해 본 , 65
결과이다.   

그림 63 

그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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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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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시각적 표현연구를 하다
보니 표현에 있어 제약이 많았다 현대기술이 가지는 장점을 이용해 손쉽게 . 
개체를 반복 대칭 스케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었, , 
지만 전체와 부분이 온전히 일치하며 닮음의 중심이 무수히 많다는 명제, , 
를 충족시키려면 디자이너의 감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에는 어려
움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더욱이 본 연구의 목적인 자연의 형. 
태구조적 아름다움을 일상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원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
는 결과물들을 얻었으나 이론이 가진 프랙탈의 기하학적 조형미를 표현 할 , 
수 있었다 프랙탈 기하학의 조형적 아름다움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느끼. 
는 아름다움의 구조적인 근원이 되기는 하나 자연이 주는 감동과 느낌을 ,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기하학 이론이 가진 조형적 아, 
름다움에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래픽 모티브가 필요했
다. 
 

통계적 프랙탈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6.2 

앞서 이야기 하 듯이 프랙탈 기하학이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에 더해질 생, 
명력 있는 그래픽 모티브를 찾기 위해 통계적 프랙탈에 대한 연구를 하게 , 
되었다. 

프랙탈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분과 전체의 형이 일치
하는 정도에 따라 규칙적 프랙탈과 통계적 프랙탈로 나뉜다 먼저 규칙적 . 
프랙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프랙탈을 말한다 부분과 전. 
체의 형이 기하학적 구조 속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사실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통계적 프랙탈은 단어 그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듯. , 
이 전체와 부분이 통계적인 의미에서 개략적으로 비슷한 즉 유사한 형태, , 
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형이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는다 앞장의 프랙탈 , . 
기하학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의 결과들은 규칙적 프랙탈을 활용한 시각
적 표현연구라 할 수 있다. 
통계적 프랙탈의 그래픽 모티브는 자연 그대로가 만든 불규칙한 윤곽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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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개발하 다 자연을 사진 촬 하거나 자연물의 형태구조가 비교적 . , 
자세히 관찰된 동식물 도감을 바탕으로 를 사용하여 자연, Adobe Illustrator
물을 로 매개하 다 이 또한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게 자연물 vector image . 
전체의 형상보다는 그 전체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형태적 구조에 집중하
다. 

그림 66 나뭇잎의 화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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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구조를 살펴보면 복잡하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
이지만 큰 잎맥이 작은 잎맥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며 생성 되는 것을 볼 , 
수 있다. 

그림 67 나무의 잎맥을 활용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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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의 잎맥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구조는 나뭇가지가 형성되는 구조적   
원리와 닮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8 나뭇잎의 잎맥을 선으로만 표현한 결과 

그림 69  느타리버섯의 일부에서 발견
되는 통계적 프랙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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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양배추에 단면에서 발견되는 통계적 프랙탈 구조를  
화 한 결과이다vector image .

이와 같이 자연이 본래 가진 윤곽선이나 형태적 구조들이 인간의 감정에 , 
미치는 향은 이미 신경생리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는데 실험을 통해 , 
우리는 멀리 있는 나뭇가지나 산의 외곽선 등 프랙탈 구조가 나타나는 주변
의 자연물을 볼 때 긍정적인 감정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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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산에 자라있는 불규칙한 나무의 외곽선 

(Photo © Caroline Hagerhall)          

그림 72 자연의 경관과 불규칙한 곡선이 나타나는  
스카이라인 

                                  (© Richard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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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연물에서 얻어낸 결과들은 프랙탈 기하학의 시각적 표현연구를 통
해 얻어낸 것처럼 계산된 조형적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지만 자연을 모, 
티프로 하 기에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보는 이의 본능적 미감을 자극 ,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서 찾아낸 불규칙한 곡선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을 가장 닮은 유기적인 형태로서 신비롭고 생명력 있으며 인간이 인위적, , 
으로 만들어낸 것과는 다른 성격의 조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규칙적 프랙탈과 통계적 프랙탈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 6.3 

최종 작품 연구에서는 장과 장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반 하6.1 6.2
다 최종 작품으로는 본 연구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었던 자연의 아름다움. 

을 표현하기 위해 통계적 프랙탈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연구 또한 자연의 형
태 구조적 아름다움을 해석한 시각 표현 연구 결과로 하여금 보는 이의 정, 
서에 긍정적 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결과를 참고하 다 의 . Richard Taylord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복잡성이 낮은 약 차원의 프랙탈 구조를 선호1.3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약 차원의 코흐곡선을 구체적 프, , 1.3
랙탈의 그래픽 모티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 다 과학적인 분석 없이 차원. 
의 계산이 어려운 통계적 프랙탈의 경우에는 해안선의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는 코흐곡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안이나 바다에 사는 생물의 불, 
규칙한 윤곽선에서 그 모티브를 차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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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흐곡선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1. 

코흐곡선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의 경우에는 코흐곡선의 내부를 한 가지 색
으로 채우지 않기로 결정 하 는데 이는 한 면을 완전히 채워버리면 프랙, 
탈이 차원이 아닌 면의 차원적인 성질이 표현됨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아2 . 
주 가는 선으로 그려진 코흐곡선의 반복 스케일링 회전 등으로 면적을 완, , 
전히 채우지 않아 선과 면사이의 소수 차원을 유지하려고 하 다 이는 부. 
분과 전체가 닮은 프랙탈의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만델브로트가 처음 사용한 단어인 의 어원인 , fractal ‘fractus’ 
라틴어로는 조각내다 잘게 부수다 라는 뜻을 가짐 의 의미적으로도 연결 ( , ) 

고리가 있다 가장 잘게 부수어진 단위로 시작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 혹은 전체의 형태가 잘게 부수어져 근원이 되는 형태를 찾아보는 , 
것이 프랙탈의 조형원리나 형태적 특성과도 개념적으로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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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코흐곡선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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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코흐곡선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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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코흐곡선을 모티브로한 그래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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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의 생물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2. 

해안의 생물을 모티브로 차용한 이유는 최종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보다 세
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통계적 프랙탈을 활용한 그래픽을 개발하기 위함이
며 앞서 규칙적 프랙탈의 모티브로 선정한 코흐곡선과의 시각적 의미적인 , , 
통일성과 조화를 고려하 기 때문이다 해양 식물도감을 비롯한 생물학 관. 
련 서적에서 어패류나 해조류의 외곽선을 사용하여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 
는 섬세하고 유기적이며 흥미롭게 불규칙한 곡선을 통계적 프랙탈의 요소, 
로 삼았다.

그림 76 해양식물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의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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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흐곡선과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체의 형태구조를 모티브로 개발한 그래픽
을 활용하여 자연의 형태 구조적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 다, . 
자연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듯한 편안함을 주며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 
은 마음을 들게 한다 연구의 동기가 자연에 대한 동경과 열망에서 시작된 . 
만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나 감동을 디자인에 반 하고자 하 다, . 



117

그림 77 코흐곡선과 해양식물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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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코흐곡선과 해양식물을 모티브로 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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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6.4 

최종연구로는 프랙탈을 활용한 시각적인 표현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틀을 마련하 다 이는 만델브로트의 두 번째 저서인 . ‘The Fractal 

를 내용을 근거로 하 다 먼저 프랙탈의 본질적인 특Geometry of Nature’ . 
징을 가지로 요약하 는데 이는 우연 통계적 비례3 , (chance), (satatisticsl), 
의 성질 이다 만텔브로트는 가장 쓸모있는 프랙탈은 우연(scaling) . “ (chance)
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규칙성이나 불규칙성을 모두 통계적이다 또한 , . 
형상들은 척도 비례의 성질 을 나타낸다 라고 하 는데 이는 복(scailing) .” , 
잡한 기하학 이론은 아니지만 프랙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 
있다 따라서 프랙탈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 연구에 있어서도 우연의 요수. , , , 
즉 변수가 존재하도록 하고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정도가 통계적 성질, 
을 지니게 하 다 마지막을 형태들은 비례의 성질을 가지도록 하 다. . 

또한 그러한 형태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델브로트가 프랙탈 집합들의 구, 
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곡선(curves) 면 입자 를 형태들의 , (surface) (dust)
근거로 삼았다 이는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의 구성요소인 점 선 면과는 . , , 
차별화된다 시각적 표현에 있어 프랙탈 집합의 구성요소인 곡선. , (curves), 
면 입자 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surface) (dust) .

마지막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있어 자연의 형태 구조를 시각화 , ,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 다 그래픽 작업에 사용. 
되는 프로그램들의 특성상 우연 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chance)
생각이 되었다 따라서 자연 형태 구조를 표현하는 데는 기계적이고 딱딱한 . 
느낌보다는 반복적이지만 완벽히 규칙적일 수 없는 인간의 불규칙한 행위를 
우연 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리다 판단되었다 예를 들면 (chance) . 
프랙탈 구조를 나타내는 산의 형상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종이를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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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겨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하거나 구겨진 종이에 높은 지점에서 잉크를 흘
려보내 강줄기의 불규칙한 형상 구조를 표현해 보기도 하 다 입자. (dust)
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잉크를 종이에 흩뿌리거나 불규칙한 위치에 수백 개, 
의 점을 찍는 등 곡선, (curves) 면 입자 를 우연 통, (surface) (dust) (chance), 
계적 비례의 성질 이라는 프랙탈의 본질적 성질에 맞(satatisticsl), (scaling)
게 표현하 다. 

그림 79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프랙탈의 시각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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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위가 무작위로 구겨지는 모양 흘러내리며 스며든 잉크의 양에 의해 생겨, 
나는 명암 불규칙하게 흩뿌려지는 잉크에 의해 생겨나는 입자 등이 자연스, 
럽게 발생하는 우연 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행위(chance) , 
를 통해 생성된 형태들 간의 불규칙 적임이나 규칙적 임에 있어 통계적 성
질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한 동일하지는 않지만 생성된 형태들은 통계적으. 
로 비례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다음은 이와 같은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의 형태 구조를 해석한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한 본 연구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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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최종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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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최종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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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최종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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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최종 연구결과 



126

그림 84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 MoA 



제 장 결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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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적응하며 진화 해 온 인류에게 자연은 훌륭한 감의 근원이 되어왔
으며 그 아름다움과 감동을 모방하고 표현하려는 인류의 다양한 시도는 역, 
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의 형태구조를 해석한 과학. 
원리 중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자연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 
연구를 하 다 먼저 프랙탈 기하학 이론과 같은 규칙적 프랙탈을 활용한 . , 
그래픽은 뛰어난 기하학적 조형미와 완성도를 가지는 반면 이론적 명제를 , 
충족시켜야 하는 규제로 인해 디자이너의 감과 감성을 표현하는 데에는 
제약을 주며 기하학 이론 특유의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느낌을 탈피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프랙탈 기하학 이론은 자연의 형태 구조적 아름다움을 . 
연구한 학문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자연의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표현 ,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통계적 프랙탈을 활용한 시각적 표현 연구를 하 고 그 결과, , ,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얻어낸 그래픽은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 하는데에 효
과적이었으며 계산된 조형미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이고 본능적, , 
인 미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조형성을 획득 할 수 있게 하, 

다 규칙적 프랙탈과 통계적 프랙탈이 가지는 시지각적 특성을 염두하고 . 
서로간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연의 구조적 아름, 
다움을 시각화 수 있을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프랙탈의 본질적 성질인 . , 우
연 통계적 비례의 성질 를 염두한다면 보다 (chance), (satatisticsl), (scaling) ,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시각적 표현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프랙. 
탈 집합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인 곡선(curves) 면 입자 를 , (surface) (dust)
활용한 시각적 표현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기반으로한 시각적 표현과 차별, 
화 되며 이와 같은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자연의 형태 구조, , 
를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늘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 
무한한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자연은 단지 우리에게 시각적인 만족감을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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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논문에서 언급된 여러 연구결과처럼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신, 
적인 만족감을 준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자연의 형태 구조적 아름다. , 
움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단지 심미적 기능만을 하는것에 머무
르지 않고 우리 일상의 여러 방면에서 기능적으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 
다 추후에 본 연구의 배경이론이 되는 순수 과학 및 의학 심리학 분야와. , 
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 
대두되고 있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에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130

참 고 문 헌

문헌
§ 에스더 스컨버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서영조 옮김 더퀘스트, , ,  , 2013

§ 김용운 김용국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우성, , , , 1998

§ 콘스탄틴 밤바카스 철학의 탄생 이재영 옮김 알마, , , , 2006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 , 2009

§ 마이크 애스큐 기하학 캠프 이영기 옮김 컬처룩, , , , 2011

§ 나이절 레스므와 고든 윌루드 프랙탈 기하학 이충호 옮김 김영사, , , , , 2008

§ 배수경 만델브로트가 들려주는 프랙탈이야기 자음과 모음, , , 2008

§ 정재승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어크로스, , , 2011

연구 논문
§ 윤성아 자연의 형상질서를 적용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 2012

§ 한혜신 자연을 표상하는 오너먼트의 기하학적 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고전적 오, : 

나먼트와 디지털 오너먼먼트의 비교, 2011

§ 이장우 박형규 복잡성 이론과 기업경영 프랙탈 경영방식을 중심으로, , : , 1998

§ 추준호 카오스 이론과 예술 작품의 프랙탈 이미지연구, , 2005

§ 김은희 유기체의 자기조식성 원리의 적응에 의한 환경디자인 모형사례 연구, , 

2000

§ 김수경 프랙탈 기하학을 적용한 건축 형태 생성 방법에 관한 연구, , 2000

§ Branka Spehar, Richard P. Taylor, Fractals in Art and Nature: Wht do 

we like them?, 2013

§ Richard P. Taylor, Branka Spehar, Paul Van Donkelaar and Caroline M, 

Hagerhall, Perceptual and physiological response to Jackson Pollock’s 

fractals, 2011

§ Richard P. Taylor, Reduction of Physiologial Stress Using Fractal Art 

and Architecture, 2006



131

Abstract

A Graphic Design Study on Scientific Principle 
that analyze the form and structure of nature
-Focusing on fractal 

Eungi Cho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formative beauty that numerous artists have 
achieved came about as they visually expressed the inspiration 
they obtained through their diverse experiences. For great artistic 
expression, it is necessary to obtain equally great inspiration, and 
the absolute majority of such inspirations come through nature. 
Various elements that can be seen from nature are not limited to 
the description of nature itself. Diverse formative elements, 
geometric abstraction, and various colors have been used in the 
domain of art in the past.A considerable number of artists who 
have tried artistic expression using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nature, among others, have constantly tried scientific composition 
of geometric images. This includes using scientific principles that 
interpret the order of nature in order to express nature.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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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cient past from the time science was viewed as a pathway 
to discovering the order of nature, to the age of Descartes’ 
philosophy, Euclidian geometry, and even after the age of 
classical mechanics such as Newton’s dynamics, numerous 
scholars have continuously explored the law of nature. Results of 
their researches have overthrown existing theories. Even in the 
20th century when Newton’s dynamics system was overthrown 
and the theory of relativity and quantum mechanics came out, 
there remained phenomena that were difficult to explain even 
with all the laws of modern physics. As a result, the scholars 
began to concentrate on chaos and disorder that cannot be 
explained by all existing researches so far. Studies in areas 
including chaos and fractal science began in the 1960s. 
Of these, fractal refers to the structure that is a geometrically 
interpreted concept of self-similarity that a part is similar in 
shape to a whole. The fractal discovered by the French 
mathematician Benoît Mandelbrot comprises simple structures that 
are ceaselessly repeated, making up a complex and peculiar whol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lf-similarity” and “reclusiveness.” 
Fractal structures such as twigs, snow crystals, clouds, a course 
of a river, and lightning can be easily found in nature. Aside from 
this, they appear in diverse shapes i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 heartbeat structures, electric gilding processes, and price 
fluctu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 Such characteristics of 
fractals are utilized in many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medical 
science, psychology, natural science,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music and art, significantly benefitting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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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haracteristics have been studied actively. Pattern elements 
of nature like fractal from a visu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re 
known to have diverse effects on the human aesthetic sentiments. 
Ary Goldberger, Professor of Medicine at the Harvard Medical 
School and a researcher of chronotropic complexity and chaos 
theory, opined in his Molecular Psychiatry publication in 1966 
that fractal is essentially beneficial to the human mind. In 
prestigious psychology journals, there are research results 
showcasing fractal is effective in easing stress. 
Researches on visual expression based on fractal structure that is 
observed in various forms as well as in numerous natural 
phenomena are expected to secure important principles of visual 
expression with nature as the motivation.  
There have been many visual researches where fractals appear in 
diverse fields such as paintings, architecture and product designs. 
Among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Jackson Pollock’s works, 
Nam June Paik’s fractal Turtle Ship, and Peter Eisenman’s House 
Series. Some of these were made before the concept of fractal 
was established. There were also superficial ones that were 
focused on shapes and structures or there were digital works that 
used only fractal software. When seen from this researcher’s 
subjective perspective, such works seemed to be hardly becoming 
applicable to our daily life. By applying visual expression 
researches utilizing fractal, which interprets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nature, to everyday objects, this researcher attempts 
to bring beauty to everyday life. The primary objective is to 
conduct visual expression research that can have posi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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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esthetic sentiments. 
Modern society is a society of communication and conversion. 
The boundaries of different fields are falling apart, and organic 
thinking, which tries to break away from a divided mode of 
thinking, is required and induces new perspectives not only to 
natural science but to all fields. Thus, visual expression research 
on fractal science is considered suitable to the ebb and flow of 
the times. 
Through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visual expression’s role 
is not limited to having a decorative function, but extend to 
application in diverse fields through logical and scientific design 
processes. By extension, this researcher attempted to explore 
communication with the present age by expressing the actual 
aspects of changes in modern society. Instability, 
non-predictability, diversity, temporariness were among the 
factors taken into account through in-depth research on the 
concepts of chaos and fractal science that are interlinked with the 
present age.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nature, science, and art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of, and interchange with, other fields such 
as scientific technology and culture and art.   

Keywords: fractal, morphological structure, nature, visual 
expression

Student No.: 2013-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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