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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tive Art (also called as the art of the algorithm) creates unexpected results, moving autonomously

according to rules or algorithms. The evolution of digital media in art, which tries to seek novelt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new artistic fields; subsequently, this study establishes the basis for new design approaches

by analyzing visual cases of Generative Art that have emerged since the 20th century and characteristics

expressed on fashion. For the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fashion designs that have emerged since

2000,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that includes literature and research papers relating to Generative Art.

According to the study, expression characteristics shown in fashion, based on visual properties of Generative

Art, are as follows. First, abstract randomness is expressed with unexpected coincidental forms using move-

ments of a creator and properties of materials as variables in accordance to rules or algorithms. Second,

endlessly repeated pattern imitation expresses an emergent shape by endless repetition created by a modular

system using rules or 3D printing using a computer algorithm. Third, the systematic variability expresses

constantly changing images with a combination of system and digital media by a wearing method. It is ex-

pected that design by algorithm becomes a significant method in producing other creative ideas and expre-

ssions in modern fashion.

Key words: Generative Art, Algorithm, Autonomy, Unpredicted, Morphogenesis: 생성예술, 알고리즘, 자

율성, 예측불가능, 형태생성

I. 서 론

새로움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욕구이자 생성의 근원

으로 인간을 진화시킨다. 시대는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

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 2000년

이후 디지털 매체는 인간의 새로운 도구이며 생활이 되

었다. 휴대전화, 소셜 네트워크, 지도서비스와 같은 디지

털 매체는 이제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특

히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에서 디지털 매체

는 중요한 도구로써 다양하게 표현된다. 디지털 매체는

새로운 영역으로 예술을 확장시키며 실시간 움직이는

예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는 정해진 규칙에 따

라 스스로 움직이며 우연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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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알고리즘 디자인으로도 불리는 제너러티브 아트

는 유동적인 디자인이자 가능성의 예술로서 컴퓨터 예

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도 한다.

유동적이고 우연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제너러티브

아트는 비디지털 예술에서 그 전신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사례 가운데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페인

팅은 물감 떨어뜨리기와 튀기기의 연속적인 행위 속에

서 우연적 이미지를 생성하였으며 엘스워스 켈리(Ells-

worth Kelly)의 랜덤기법이나 솔 르윗(Sol Lewitt)의 개념

미술에서도 어떤 규칙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우연적 결과

물들은 찾아볼 수 있다. 건축에서도 규칙이나 알고리즘

을 적용한 건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모듈비율을 적용한 건축, 단순 규칙의 기하

학적 건축, 자연을 모방한 유기적 건축들이 그러하다. 이

들은 모두 현대의 디지털 접근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과거에 이어 최근의 제너러티브 아트는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한 컴퓨터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지배적이다.

생성 알고리즘이 적용된 결과물은 구성요소 간의 자율

적인 배치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형태나 공

간구성으로 나타난다.

시각예술의 한 분야인 패션에서도 규칙이나 알고리즘

을 적용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미

3D 프린팅 기술이 컴퓨터 알고리즘과 긴밀한 관계에 놓

여있는 측면으로도 제너러티브 아트의 패션에서의 영향

력과 발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제너러티브 아트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진화하는 예술이기에 역시 동

반 성장할 수 있는 주요한 디자인 소스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 제너러티브 아트의 새로

운 흐름은 미래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에 또 다른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제너러티브 아트의 시각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패션에 나타나는 표현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접근법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

은 제너러티브 아트에 대한 서적, 연구논문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

표된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제너러티브 아트의 개념

제너러티브 아트는 사전적 의미로 ‘생성의’, ‘발생의’,

‘생성적’이라는 뜻의 Generative와 ‘예술’을 뜻하는 Art가

결합하여 ‘생성예술’, ‘발생예술’, ‘생성적 예술’을 의미

한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의하면 제너러티브 아트

는 전체 또는 부분이 자율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창조되

는 예술이라고 한다(“Generative art”, n.d.).

제너러티브 아트의 개념이 가장 널리 인용된 Galanter

(2003)에 의하면 제너러티브 아트는 예술가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떤 예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연언어의 법칙

들을 정하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기계 또는 또 다

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조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과

를 만들어내거나 예술작품 전체로서 결과가 보이게 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Adrian Ward(Ward, 2005)는

제너러티브 아트가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작업이기에 기

계나 컴퓨터 또는 예술작품이 실현되는 규칙을 정의하는

실용적인 지침에 의해 생성된다고 정의한다. Park(2009)

에 의하면 제너러티브 아트는 의도성과 고의성이 배제된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하며 작업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제너러티브 아트는 순차적인 규칙에 따라 자동적

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기반의 예술이다. 의도

성과 고의성이 배제되고 스스로 생성되는 결과물은 예측

하기가 어렵다. 제너러티브 아트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둔 예술이며 프로세스를 통해 예술가의 아이디어

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제너러티브 아트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제

너러티브 아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대부분 디지털 방

식으로 제한되며 일종의 컴퓨터 예술로 언급하지만 광

의적 관점에서 제너러티브 아트는 고대예술에서 보여

지는 대칭, 타일링, 패턴과 같은 시스템 기반의 예술이다

(Galanter, 2012). Park(2012)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측

면에서 본다면 컴퓨터의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작품을

만드는 특정한 시스템을 제너러티브 아트의 범주로 간

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스템은 각 구성요소가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하는 하나의 ‘전체’를 의미

하며, 순서, 방법, 규칙, 체계 등을 지칭한다(Lee, 2014).

Galanter(2012)는 제너러티브 아트가 컴퓨터 출현 이전

의 비디지털 생성시스템과 컴퓨터 이후에 등장할 새로

운 비디지털 생성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한다. 제너러티브 아트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인

공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생물, 화학, 수학적 연산, 랜덤,

대칭, 반복과 같은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다(Pearson,

2011). 인공적 시스템과 자연적 시스템을 모두 사용한다

는 측면에서 제너러티브 아트는 비디지털(Non-Digital)

예술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너

러티브 아트를 컴퓨터 예술로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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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지털을 모두 포함하는 예술영역으로 확장하였다.

2. 제너러티브 아트의 방법론 및 프로세스

제너러티브 아트는 순차적 규칙을 통해 자동적 결과

를 만들어내는 생성시스템으로 예술작품을 만든다. 제

너러티브 아트는 시각적인 표현방법에 주로 사용되지만

음악, 건축, 시, 춤, 스토리텔링, 인터렉티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Pearson, 2011).

제너러티브 아트의 방법론은 자율성(Autonomy)과 예

측불가능의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다(Pearson, 2011). 예

술가는 순차적인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만들고 전체나

부분으로 랜덤요소를 포함시켜 초기 조건을 설정한다.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시스템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결

과물이 생성된다. 예술가는 초기 조건을 설정하며 따라

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할 수 없다. 스스로 작동하

는 자율시스템은 예측불가능한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

다. 생성된 결과물은 항상 예술가와 자율시스템과의 콜

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진다.

Paul McNeil(as cited in Choi, 2011)은 제너러티브 디자

인의 방법론의 특징을 예측불가능(Unpredictable), 복잡

성(Complex), 무한성(Unlimited), 돌연변이(Mutating), 성

장(Growing), 모방(Unoriginal)으로 설명한다. Bohnacker

et al.(2012)에 의하면 제너러티브 아티스트는 어떻게 모

호한 이미지를 추상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

어를 형식화하는 방법으로 컴퓨터에 넣을 것인지 고민

해야 한다고 말한다. <Fig. 1>의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

세스를 살펴보면 첫째, 아이디어는 추상화를 통해 규칙

이나 알고리즘을 설정한다. 둘째, 추상화는 반복, 랜덤,

논리와 같은 기본요소로 형식화하며, 소스코드는 매개변

수(Parameter)를 대입시켜 설정한다. 셋째, 소스코드가 작

동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해석하여 이미지나 시뮬레이션

으로 결과물이 도출된다. 넷째, 사용자는 생성된 이미지

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아티스트는 규칙이나 알고

리즘 또는 소스코드나 매개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비디

지털적인 측면에서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

펴보면, <Fig. 2>는 아티스트가 규칙 또는 조건을 만들고

변수를 대입시키면 결과물이 생성된다. 결과물은 우연

적이고 유동적이며, 프로세스는 시간성과 가변성을 지닌

다. 제너러티브 아트의 프로세스는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규칙이나 알고리즘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제작하고 생성

된 결과물에 따라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조정하거나 변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너러티브 아티스트는 생성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한다.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현

상과 질서가 생겨나는 제너러티브 아트는 우연적이고

유동적이며 예측불가능하다. 복잡계(Complex System)로

도 설명되는 제너러티브 아트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심적 특징으로 창발현상이 있

다. 창발(Emergence)은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의미한다.

사례를 들어보면, 비행하는 새떼는 즉각적으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새의 움직임, 날아가는 속도와 방향을 파악

하며 질서를 지켜나간다. 단순한 규칙이 상호작용에 의

해 복잡하게 나타나며 예측불가능하다. 크레이그 레이놀

즈(Craig Raynolds)는 새들에서 나타난 규칙을 통해 컴퓨

터 모델인 보이드(Boids) 알고리즘을 만든 바 있다(Pear-

son, 2011).

Galanter(2003)는 복잡계를 활용하여 질서와 무질서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Fig. 3>과 같이 제너러티브 아트의

시스템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가로축은 질서를 나타내

며 세로축은 복잡성을 나타낸다. 질서가 가장 높은 것은

대칭과 타일(Symmetry and Tiling)이며, 복잡도가 더해

지면서 프랙탈과 L-system이 최고조가 된다. 반면, 가장

무질서적인 것은 랜덤(Randomization)이며 그 다음으로

는 복잡도가 더해진 카오스 시스템으로 나타난다. 복잡

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진화시스템과 인공생명(Genetic Sy-

Fig. 1. Generative design process (I).

From Bohnacker et al. (2012). p.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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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s & A-Life)이다. 제너러티브 아트는 질서와 무질서

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

다.

최초의 제너러티브 아트로 보여지는 사례는 남아프리

카에서 발견된 B.C. 75,000년으로 추정되는 화석의 그림

이다(Galanter, 2012). 대칭, 반복과 같은 단순한 질서시

스템을 사용했다. 음악에서 제너러티브 아트는 18세기

모차르트(Mozart)의 ‘음악의 주사위 놀이(Musical Dice

Game)’를 생성음악의 초창기 샘플로 볼 수 있다(“Mus-

ikalisches Würfelspiel [Musical Dice Game]”, n.d.). 음악

의 주사위 놀이는 주사위의 우연성을 사용하여 미뉴에

트를 작곡하는 방법이다. 이후 제너러티브 아트에 사용

된 시스템은 20세기 중반의 확률적 시스템, 존 케이지

(John Cage)의 불확정성 음악, 엘스워스 켈리의 랜덤기

법, 20세기 후반의 프랙탈 기하학, 카오스 이론과 같은

복잡성 과학이 있다(Galanter, 2008).

최근 제너러티브 아티스트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

어를 사용하여 유전 알고리즘, 인공생명과 같이 복잡도

가 높은 작업을 연구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는 제너러

티브 아트는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창

조되는 알고리즘적인 방법이다. Pearson(2011)은 이러한

제너러티브 아트가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진화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 보았듯이,

예술분야에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

다.

III. 시각예술에 나타난 제너러티브 아트

본 장에서는 20세기 이후 시각예술에 나타나는 제너러

티브 아트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1. 회화

20세기 이후 시각예술에서 불확정적이고 비결정적인

새로운 현상들은 규정할 수 없는 창조적 예술로 등장하

고 있다. 이는 생성의 철학적 사유와도 연결되어 있다.

철학에서 생성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것이며 언제

나 새로운 것이다. 생성으로서의 존재는 확정된 것도 없

고 결정된 것도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대표적인 현

대철학자 들뢰즈(Deleuze)는 생성을 Becoming으로 표현

하고 잠재적인 것들이 순간적으로 연결되어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Villani & Sasso, 2003/2012). 들뢰즈

에게 모든 생성은 분자적이며, 분자적인 배치가 바뀔 때

이루어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생

성은 연속적, 내재적, 분자적, 잠재적인 특성을 지닌다

(Chang, 2010).

생성적 특성은 과거 초현실주의에서부터 최근 컴퓨터

매체가 중심이 되는 회화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표현

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너러티브 아트라는 한 장르

속에 같은 뿌리를 가진다. 일찍이 1924년에 등장한 초현

실주의는 이성의 통제가 없는 우연성, 무작위성 등의 무

의식에 기반한 자동기술법(Automatism)을 특징으로 잠

재된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자동기술법은 그림을

그리는 대상이 사라지고 무의식이라는 프로세스에 의해

우연적으로 창조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물은 예측불가

능하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이라는 잠재적 시스템을 사

용한다는 부분에서 제너러티브 아트와 유사하다. 초현

실주의의 ‘우아한 시체(Exquisite Corpse)’는 연상기법의

하나로 그림이나 문장의 일부를 만들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나머지를 완성하는 방식이다(“Exquisite corpse”,

n.d.). <Fig. 4>는 1927년 이브 탕귀(Yves Tanguy)를 비롯

한 3명의 예술가들이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 협업한 작

Fig. 2. Generative design process (II).

From Choi. (2011). p. 435.

Fig. 3. Generative art systems.

From Galanter. (2003). https://www.generative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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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기이한 형태로 조합

되어 우연한 결과물로 나타난다. 우아한 시체는 예술가

의 인위적 조정을 배제한 것이기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

렵다. 이 연상기법은 연속성과 예술가에 따라 변화 가능

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생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추상표현주의 예술가들은 무의식적 행위 그 자체를 예

술로 끌어들여 어떠한 인위성도 배제한 자율적인 새로

운 표현방법을 만들어낸 바 있다. 특히 액션페인팅 기법

을 사용한 잭슨 폴록의 작품<Fig. 5>이 그 사례이다. 물

감 떨어뜨리기와 튀기기의 연속적인 행위 속에서 이미

지를 생성하는 <Fig. 5>는 유동적인 선으로 추상적 질서

를 표현한 것이다. 폴록의 추상적인 표현방법은 물리학

자들이 진동하는 추에서 물감을 떨어뜨리는 실험의 결

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실험을 통해 수학자 리처드 테일

러(Richard Taylor)는 폴록이 자연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확신하며, 폴록의 작품이 프랙탈 수학으로 이루어진 카

오스적 질서로 디자인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ot-

henberg, 2011/2015). 액션페인팅에 의한 추상적 표현은

인간의 무의식과 자연의 물리학 시스템을 사용한 제너

러티브 아트의 한 사례인 것이다.

어떠한 규칙에 의한 우연적 배열로 시스템을 표현한

것으로는 엘스워스 켈리의 작품<Fig. 6>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예술가의 의도를 배제한 스펙트럼 컬러들의

무작위적 배열로 우연적인 효과를 표현한 것이다. 에셔

(Escher)는 단순한 반복과 복제를 사용한 동일한 형상들

이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 축소되고 있는 질서적인 이미

지를 구현하였다(Fig. 7). 에셔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작은

형상들로 평면을 분할했으며(Escher, 1989/2004), 단순 환

원구조는 무한 개념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프랙탈, 위상변형 등의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한 그의

작품은 예상하지 못한 복잡성으로 이끌어낸 제너러티브

아트의 사례이다.

제너러티브 아트는 작품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추상표현주의자들이 행위를 강조했다면 개념미술가들

은 아이디어 즉, 개념을 강조했다. 개념미술가 솔 르윗의

작품<Fig. 8>은 단순한 다이어그램에 따라 패턴들이 일

정하며 자동적인 규칙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작

품의 컨셉, 설명, 다이어그램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

이며, 실제 제작은 다른 전문가에 의해 완성된다. 다이어

그램을 이용한 개념미술은 끊임없는 생성이 가능하기에

제너러티브 아트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비디지털 제

너러티브 아트는 어떤 인위적인 조정을 배제하며 우연적

이고 예측불가능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

는 움직임의 표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1960년대 컴퓨

터 등장 이후, 단순한 규칙이 복잡한 형상으로 표현되면

서 제너러티브 아트는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현대의 제너러티브 아트는 코드(Code)로 이루어진 형

태가 대부분이다. 코드란 의사소통, 설명, 암호라는 목적

을 가지고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체계이며, 알고리

즘(Algorithm)이라고도 부른다. 어떤 장소로 가는 길을

설명하거나 조립설명서와 같은 수많은 가이드라인도 알

고리즘에 해당된다.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읽고

쓰기위해 디자인되었다(Reas et al., 2010). 컴퓨터 코드

에 변수가 더해진 제너러티브 아트는 랜덤의 범위를 넘

어서는 복잡한 법칙들로 나타나며 관찰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결과물의 예측도 불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제너러티브 아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Fig. 9>는 코드로서 생성적인 꽃을 표현했다. 코드

가 진화함에 따라 그림자와 형태는 시각적으로 점차 깊

어진 이미지를 담아낸다(Clarke & Harris, 2012). 생성 소

Fig. 4. Nude,

Tanguy, Y. et al.

(1927).

From Tanguy et al.

(n.d.). http://

www.moma.org

Fig. 5. Number 30,

Pollock, J.

(1950).

From Pollock.

(n.d.). http://www.

jackson-pollock.org

Fig. 6. Spectrum

Colors Arranged by

Chance II, Kelly, E. 

(1951).

From Kelly. (2014).

http://socks-studio.com

Fig. 8. Wall Drawing

#1113,

LeWitt, S.

(2003). 

From LeWitt. (n.d.).

https://theartstack.com

Fig. 7. Circle Limit, 

Escher, M. C.

(1960). 

From Escher.

(1989/2004).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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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인 프로세싱(Processing)으로 제작한 작품<Fig.

10>은 합성 신경시스템의 움직임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

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품은 흐르는 선, 컬러, 구조

물의 진화적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난다. 작품은 촉각과

터치스크린 기술을 통해 관람객과 친숙한 커뮤니케이션

을 생성한다(Clarke & Harris, 2012). <Fig. 11>은 다이나

믹한 요소가 포함된 디지털 작품이다. 드로잉 소프트웨

어를 이용한 붓의 터치, 붓의 움직임, 컬러와 이미지들이

서로 혼합되어 나타난다. 작품은 컴퓨터 화면에 드로잉

되면서 매개변수들을 끄고 켜는 반복에 의해 생성된다.

예술가는 컴퓨터 코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

며, 코드와 숫자의 미학 그리고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 이

미지를 생성한다(Natzke, 2008). 2D에 이어 3D로 표현된

<Fig. 12>는 만델브로트(Mandelbrot)의 작품이며, 단순한

규칙이 복잡한 자기복제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다. 공

간의 구조, 형태, 동선이 예측불가능한 새로운 질서로

나타나며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간의 조직을 돕는다

(Pearson, 2011).

인터렉티브 미디어를 이용한 <Fig. 13>은 가상현실 설

치물이다. 빛의 거대한 카펫은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이

미지의 왜곡을 증폭시키며 시시각각 변하는 소리를 만들

어낸다. 인터렉티브 카펫은 픽셀, 라인, 조직, 기하학 패

턴 등 수천 개의 다양한 컬러 패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동감 있는 패턴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서로 혼합되어 새

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성이다(Gee, 2016).

과거부터 현재까지 회화에 나타난 제너러티브 아트는

알고리즘이라는 잠재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속

성, 자율성, 예측불가능성을 지닌다. 작품에 사용되는 매

체에 따라서 시각적 측면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제너러

티브 아트의 공통적인 속성은 디지털과 비디지털 매체에

모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건축

코랄레빅(Kolarevic)에 의하면 최근 컴퓨터 도구들이

생성적인 복잡성을 표현하게 되면서 Form-making에서

Form-finding으로 중점이 이동되었다. 건축형태학은 창발

적(創發的)이고 적응가능한 형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건축의 형태는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라 발견된다고 보고 있다(Kolarevic, 2003). 이는 주로 디

지털과 관련된 규칙이나 알고리즘 설정에 기반을 둔 것

이지만 규칙을 내재한 물리적 도구, 기술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건축에서 알고리즘에 근거한 Form-finding 기

술은 컴퓨터 도구를 이용한 제너러티브 디자인(Genera-

tive Design), 파라메트릭 디자인(Parametric Design), 알

고리즘 디자인(Algorithm Design)으로 설명한다(Agkat-

hidis, 2016).

1990년대 초, 디지털 건축은 데리다의 해체이론과 들

뢰즈의 접힘 개념을 연구하던 린(Lynn)과 피터 아이젠만

(Peter Eisenman)에 의해 등장하였다. 아이젠만은 스케일

링(Scaling), 프랙탈(Fractal), 오버레이(Overlay) 등의 기

법을 건축에 적용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 건축에 몰

핑(Morphing)과 폴딩(Folding)기법을 적용하였다. 린은

애니메이션, 스플라인(Spline), 자유곡면의 재현이 가능

한 넙스(NURBS) 등 더욱 진화된 컴퓨터 도구를 사용하

여 유동적 형태의 블랍(Blob)방식을 건축에 적용하였다

(Agkathidis, 2016). 디지털 도구들은 기하학적 형태를 표

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속적이고 유동적 형태를 표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가능성을 가진다.

건축에서 제너러티브 아트의 사례로는 나무의 성장

매커니즘과 같은 생체시스템을 사용하여 복잡한 질서를

창조한 <Fig. 14>를 들 수 있다. 사각형의 무한한 단순 반

복에 의해 나타난 형상은 공간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Fig. 9. Generative

flower work,

Brown, D. (2001).

From Clarke and Harris.

(2012). p. 148.

Fig. 10. Tissue type

-A00, Reas, C.

(2002).

From Clarke and Harris.

(2012). p. 154.

Fig. 11. Sweep,

Natzke, E. (2008).

From Natzke.

(2008).

https://www.flickr.com

Fig. 13. Magic 

Carpets,

Chevalie, M. (2016).

From Gee. (2016). http://

miguel-chevalier.com

Fig. 12. 3D Mandel-

bulb ray tracer,

Beddard, T. (2009).

From Beddard. (2009). 

http://2008.sub.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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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게 만들었다(Agkathidis, 2016). 이 사례에서 파빌리

온(Pavilion)의 표피와 골조는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현대건축에서 표피는 안정적인 벽처럼 다루어지지 않

고 피부처럼 늘어나거나 부드러우며 외부세계와 정보

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Chang, 2013). 곤충 가운데 딱

정벌레의 생체프로세스를 모방한 <Fig. 15>는 파빌리온

의 각 모듈이 생체모방 프로세스를 로봇과 결합시켜 탄

생된 형태이다. 연속적으로 놓인 섬유와 섬유 간의 상호

작용은 이중의 표면을 생성하였으며 섬유조직은 독창

적인 기하학 구조로 되어있다(ICD-ITKE University of

Stuttgart, 2014). 또 다른 사례로 개미의 집과 같은 형상

을 띤 <Fig. 16>의 건축은 셀룰러 오토마타(Cellular Au-

tomata)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셀룰러 오토

마타는 세포 자동화로 유한 상태를 지닌 세포들로 구성

된 셀 배열이며 주변 셀의 일정한 변화에 따라 규칙적

으로 변화하는 자동장치이다(“Cellular automata”, n.d.).

기하학적 요소를 사용한 이 건축은 4개의 각기 다른 사

이즈의 금속 상자들이 세포처럼 셀 배열로 이루어져 있

다.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Fig. 17>은 형태형성(Morp-

hosis) 건축이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에 따라 어떻게 디

자인되는지 보여준다. 다양한 매개변수들은 태양광에 의

한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

해 패널의 각도를 분석하며 연속적인 유리로 외관을 감

싸고 있다(Reas et al., 2010).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형태

발생적 건축은 형태생성 과정에 의한 새로운 접근법이

지만 환경과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Chang, 2013). <Fig. 18>은 건물외벽을 보로노이(Vo-

ronoi) 알고리즘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유기적인 패턴을

찾아 생성하는 보로노이 알고리즘은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건축에 나타난 제너러티브 아트는 물성, 재료, 패브릭

케이션(Fabrication)의 형태를 알고리즘 프로세스가 대신

하여 건축을 발생시킨다(Kim, 2014). 생성데이터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설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진

화적인 건축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각예술에 나타난 제너러티브 아트의 속

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제너러티브 아트

의 시각적 속성은 추상적 무작위성, 무한 반복적 형태모

방, 시스템적 가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추상적 무작위성

은 생성의 유동성을 연속적이고 무작위적인 조합에 의

해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단순 규칙에 의한 복잡성은 랜

덤적인 요소로 불규칙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모듈러 시

스템이나 생성 소프트웨어는 시각적으로 연속성, 가변

성, 지속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무한 반복적 형태

모방은 기하학적 규칙과 비율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차

이를 발생하는 불연속적 결과를 나타낸다. 기하학, 생체

모방 등의 창발적 시스템은 끊임없이 흐르는 변화를 표

현하였다. 셋째, 시스템적 가변화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를 이용한 형태생성,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동성, 스스로

성장하는 자기조직화와 같이 생성의 끝없는 변화를 시

각적으로 표현한다. 시스템적 가변화는 자연의 성장 메

커니즘을 이용하여 기술에 적용하거나 생성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작품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제너러티브 아트는 비디지털에서부터 디지털에 이르

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의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Fig. 14. Serpentine

Gallery Pavilion,

Toyo Ito.

(2002).

From Reas et al.

(2010). p. 62.

Fig. 15. ICD/ITKE Res-

earch Pavilion 2013-

14, ICD/ITKE University

of Stuttgart, 2014.

From ICD/ITKE 

Unibersity of Stuttgart. 

(2014). http://www.

archdaily.com

Fig. 16. HK Sheung 

Wan Hotel,

Heatherwick, T.

(2012).

From Caetano. (n.d.).

http://web.

tecnico.ulisboa.pt

Fig. 18. Alibaba 

Headquarters, 

Hassell.

(2009).

From Hassell. (2011). 

http://www.

archdaily.com

Fig. 17. Phare 

Tower by 

Morphosis.

(2008). 

From Reas et al. 

(2010).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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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변화하는 유동성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매체에 따라 차이는 있다. 회화와 건축에 있어서도

재료적인 측면과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물체라는 점에서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작품 속에 내재

되어있는 생성의 속성과 시스템의 측면에서 제너러티

브 아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IV. 제너러티브 아트의 시각적 속성을

토대로 한 패션디자인의 표현특성

본 장에서는 제너러티브 아트의 시각적 속성인 추상

적 무작위성,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 시스템적 가변화를

토대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패션디자인에서의 표현

Table 1. Visual properties of the Generative Art in visual art

Genre Expression Visual Properties Image

Fine Art

- Continuous and Random Combination

Abstract

Randomness
- Abstract Expression of Fluidity

- Complex and Random Compositions

- Design Processes Driven by Nature

Endless

Iterative

Mimesis

- Geometric Rules and Proportions

- Endless Unrepeatable Results

- Use of Modular System

Architecture

- Shapes and Surfaces using Biomimicry

- Expression with Generative Softwares

Systematic

Variability

- Use of Dynamic Digital Systems

- Sustainability Grows

-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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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분석하였다.

1. 추상적 무작위성

추상적 무작위성은 랜덤적인 요소를 지닌 규칙이나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 유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결

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각적인 형태는 연속적이고 무

작위적인 조합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추상적인 유동

성으로 표현된다. 추상의 형태는 곡선 위주의 서정적 추

상이나 기하학적 추상 또는 대상을 철학적 의미를 내포

하여 간략하게 표현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추상 [Abstract]”, n.d.), 무작위성이 더해져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불규칙한 배열로 나타난다.

시각예술에서 추상적 무작위성의 표현방법은 뿌리기

와 튀기기, 자연에서 오는 유기적인 형상, 연속적이고 무

작위적인 조합, 유동적인 곡선들의 중첩으로 나타난 바

있다. 패션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99년 알렉산더 맥

퀸(Alexander McQueen)의 퍼포먼스를 들 수 있다(Fig.

19). 흰색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무대에 등장하자, 설치

되어있던 두 대의 로봇은 각각 블랙과 옐로우의 스프레

이 페인트를 분사한다. 모델이 입은 의상은 모델의 자율

적인 행동에 따라 추상적이고 불규칙적인 형상으로 생

성되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드레스가 되었다. 스프레

이 타입의 재료를 이용한 또 다른 사례로는 마넬 토레스

(Manel Torres)의 작품이 있다(Fig. 20). 에어로솔(Aeros-

ol) 통에 담긴 섬유스프레이는 인체에 직접 뿌리면 피부

에 닿는 순간 옷의 형태로 변화한다(Quinn, 2012). 완성

된 의상은 착용자의 움직임, 바디형태, 사이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착용자에 따라 변화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Fig. 21>

은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변화가능한 드레

스이다. 흰색 드레스의 여러 작은 포켓 속에 펜을 연결

시키면 펜의 잉크는 옷 속에 흡수되면서 원의 형태로 점

점 성장한다. 시간에 따라 지름이 최대 12cm까지 성장하

는 반점은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되어있다(Martin, 2010).

착용자는 펜의 색상, 배치, 흡수되는 시간을 무작위적으

로 조정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이미지는 예측불가능하

게 된다.

재료가 가진 물리적 변화의 예측불가능함을 표현한

<Fig. 22>는 에어건과 펜치를 이용해 생동감 있는 물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며, 열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구부러

짐이 추상적이고 유기적 형상을 띤다. <Fig. 23>은 거품

이라는 재료를 신체에 장식하여 모델의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 영상이다.

피부에 부착된 물질은 점점 커지고 흘러내리며 기이하

게 변형된다. 정해진 형태가 없는 유동적 형상은 추상적

이며 흐르는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너러티브 아트의 속성

을 지닌 최근 사례는 <Fig. 24>를 들 수 있다. 생성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표현된 2D 이미지는 끊임없이 움직

이며 변화한다. 다양한 움직임 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무

작위적으로 추출하여 의상에 프린팅함으로써 제너러티

브적 속성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에 나타나는 추상적 무작위성은 착용

자의 움직임, 착장형태, 사이즈, 재료의 물성에 따라 추

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이나믹한 요소를 적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유동

적 요소들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의상이

Fig. 19. Alexander Mcqueen, 1999 S/S.

From Spring 1999 Ready-To-Wear Alexander McQueen. (1998).

http://www.vogue.com

Fig. 20. Spry-on fashion, 

Manel Torres.

From Quinn. (2012).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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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2.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은 끊임없는 반복과 복제의 시

뮬레이션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

끌어낸다. 시각예술에서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은 단순

한 반복에서부터 프랙탈 기하학 또는 생체프로세스와

같은 복잡한 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나타난다. 패션에서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은 모듈러 시

스템을 이용한 <Fig. 25>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모

듈은 교환이 쉽도록 설계된 각 부품을 말하며(“Module”,

2011), 패션에서 모듈러 시스템은 소매, 칼라 등의 독립

성을 갖는 모듈을 구성하여 분리, 조립, 교체가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Fig. 25>의 모듈러 텍스타일 시스템

은 수백 개의 레이저 커팅을 연결시킨 작품이다. 가죽,

펠트,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각각의 조각들은 분

리, 교체, 조합이 가능하기에 수많은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다.

무한 반복적인 조각들은 의상뿐만 아니라 가방 또는

홈인테리어로의 새로운 형태를 생성할 수 있다. 모듈러

시스템은 유동성, 다양성, 기능성, 가변성의 특성을 가진

다.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의

사례로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작품을

들 수 있다(Fig. 26).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든

동일한 모양의 유닛은 무한 반복적인 자기복제로 조합

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한다. 복합 재료기술을 활용

하여 반복적 형태를 표현한 <Fig. 27>은 각각의 유닛을

정밀한 계산에 의해 디자인하였다. 유닛의 반복적 연결

은 돌연변이적인 실루엣으로 생성된다.

Fig. 21. Restarted dress, Fernado Brízio.

From Martin. (2010). p. 146.

Fig. 23. Grow on you, 

LucyandBart. (2007).

From LucyandBart.

(2007). http://barthess.nl

Fig. 22. Iris van Herpen, 

2011 SS.

From Clarke and Harris.

(2012). p. 202.

Fig. 24. Tissue, Casey Reas

& Cait Reas. (2007).

From Clarke and Harris.

(2012).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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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형태반복은 잠재적인 확장성과 가변성을 가

진다. 패션에서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은 규칙을 이용한

모듈러 시스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3D 프린팅으

로 표현할 수 있다. 형태는 무한하고 다양하며 기능적이

고 가변적 특징을 가진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무한 반

복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복잡하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3. 시스템적 가변화

시스템적 가변화는 영속성을 지닌 생성 소프트웨어나

인터렉티브적 요소를 지닌 키네틱 시스템으로 표현된다.

패션에서 시스템적 가변화는 소재 표현방법 및 착장방

법에 따른 비디지털 시스템과 미디어 기기, LED 장치,

스마트 섬유에 의해 생성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나타

난다. 비디지털 시스템의 사례는 모듈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앞서 설명한 <Fig. 25>가 그러하다. 모듈러 시스

템은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특징을 지니기에

시각적으로 무한 반복적 형태뿐만 아니라 기능적 형태

로도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소재 표현방법으로 폴드시스템 사례 역시 가변적 특

성을 지닌다.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작품

<Fig. 28>은 버튼 조작을 통해 실루엣의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블라우스는 버튼을 채우면 의복 표면적이 구김

에 의해 줄어들어 타이트한 실루엣이 연출되고, 버튼을

풀면 구겨졌던 표면이 펼쳐지며 느슨하고 여유 있는 실

루엣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한 벌의 옷으로 착용자

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노출 혹은 가림의 다양한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Spilker & Takeda, 2007).

폴드시스템은 접점이 있어 접힌 상태와 펼쳐진 상태

로 변환이 가능한 역동성을 지니며, 물체를 다른 물질로

부드럽게 변형시키는 몰핑을 구현하기도 한다(Choi &

Choi, 2012). <Fig. 29>의 무한 반복적으로 접은 패턴은

자기구조화 나선으로 높이와 지름을 조절할 수 있는 조

Fig. 26. Iris van Herpen,

2010 S/S.

From Quinn.

(2012). p. 149.

Fig. 25. Nomadic Wonderland, 

Eunsuk Hur. (2009).

From Clarke and Harris.

(2012). p. 54.

Fig. 27. Iris van Herpen, 

2013 S/S.

From Herpen. (n.d.).

http://www.irisvanherpen.com

Fig. 28. Dolce & Gabbana.

From Spilker and Takeda. (2007). p. 77.

Fig. 29. Veasyble, GAIA group, 2009.

From Hernandez. (2010). http://www.yatz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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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물체이다. 이 패턴은 새의 깃털처럼 깃털을 부풀려서

변화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었다(Hernandez, 2010). 무한

반복으로 접은 패턴은 유동성과 가역성을 지닌다.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패션사례

는 제너러티브 속성의 최근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Fig. 30>은 인간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의복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모션(E-Motion) 프로젝트이다.

센서와 형상기억합금 소재로 만들어진 후드이며, 감정

을 형태변형으로 나타난다. 접히고 펼쳐지는 후드의 형

태변형은 그 자체로 구체적 감정을 읽을 수 없지만 착

용자의 의식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방법이다(Martin,

2010). 착용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사례로는 프

로브 디자인팀의 ‘SKIN Bubelle dress’를 들 수 있다(Fig.

31). 버블형태의 구조로 된 부벨레 드레스는 두 겹의 안

감에 착용자의 움직임이나 체온 변화에 반응하는 센서

를 부착하였다. 드레스는 LED 장치를 통해 착용자의 감

정 상태와 물리적인 반응을 시각적으로 표현된다(Quinn,

2012). 착용자의 감정 상태를 시시각각 표현하는 부벨레

드레스는 시스템에 의해 예측하지 못한 가변적 요소를

지니며 지속적인 변화를 보인다.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또 다른 방향인 영상 미디어

의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Fig. 32>의 ‘Digital Draping’

은 프로젝트를 이용한 빛의 디자인으로 컷, 드레이프,

패브릭화할 수 있는 새로운 드레이핑 방법이다(Clarke

& Harris, 2012). 프로그램된 텍스타일 패턴은 카멜레온

의 다양한 톤과 컬러로 조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패턴으

로 변경이 가능하다. 실루엣의 환영으로 조작된 ‘Illusion

Wear’는 신체와의 경계가 없는 디지털 스킨이다. 표면은

털이나 스네이크 스킨과 같은 모티브의 복제 또는 다양

한 컬러들의 조합으로 외관이나 넓은 범위에서 텍스쳐

를 모방할 수 있다(Quinn, 2012).

최근 패션에 적용된 LED, 센서, 영상이 디지털 시스템

에 주요한 흐름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보다 혁신

적 방향의 사례로 인터렉티브 요소가 적용된 스마트 섬

유가 등장하였다(Fig. 33). 얼굴 추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카메라가 장착된 이 의상은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에 따

라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스마트 섬유로 구성되어 있

다.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면 카메라 안의 스마트 섬유

가 뒤로 쳐다보며 타인의 나이와 성별도 감지할 수 있다

(Prigg, 2015).

패션에서 시스템적 가변화는 모듈러 시스템, 첨단기술

장비, 인터렉티브 매체 및 스마트 섬유 등을 사용하여 시

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패션소재 및 매체가 착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창조적 생성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제너러티브 아트의 시각적 속성을 토대로 한 패션디

자인의 표현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패션은 의상이라는 물질적 요건으로 인해 비물질성

을 포함하고 있는 시각예술에서의 생성적 표현과는 차

이가 있다. 그러나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예술가의 의도를 배제한 자율성,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시

스템적 맥락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V. 결 론

알고리즘 예술로도 불리는 제너러티브 아트는 규칙이

나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과물이 생성되

Fig. 33. Anti-ogling 

shirt, Behnaz

Farahi, (2015).

From Prigg. (2015). http://

www.dailymail.co.uk

Fig. 30. UdK Berlin_e-motion,

Max Schath.

From Martin. (2010). p. 204.

Fig. 32. Digital Skins 

Series, Nancy 

Tilbury. (2009).

From Quinn.

(2012). p. 64.

Fig. 31. Skin Bubelle 

dress, Philips Design 

Probes team. (2006).

From Quinn.

(2012).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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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이다. 연속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스스로 진화하

는 제너러티브 아트는 전에 없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

조하는 예술이다.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에

서 디지털 매체의 진화는 새로운 예술영역으로의 가능

성을 확장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제너러티브 아트의 시

각적 속성을 토대로 패션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분석하

였다. 우선, 시각예술에 나타난 제너러티브 아트의 시각

적 속성은 추상적 무작위성,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 시

스템적 가변화의 세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패션디자인에서의 표현특성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적 무작위성은 규칙이나 알고리즘 시스템

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우연적인 형상들로 나타났다. 매

개변수들은 표현기법, 착용자의 움직임, 재료의 물성 등

이 있다. 뿌리기나 흘리기 기법을 사용한 이미지는 스스

로 발생된 유기적 형상으로 추상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나

타났다. 착용자의 움직임이나 선택에 따라 변경되는 컬

러, 실루엣 등은 불규칙적이며 다양한 변화가능성을 가

진다. 그리고 유동적인 곡선들의 중첩이나 유기적 형상

들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형상들로 표현되었다. 둘째,

무한 반복적 형태모방은 모듈러 시스템, 3D 프린팅 시

스템을 주로 사용하며 무한 반복에 의한 창발적 실루엣

으로 표현된다. 단순한 반복이 진화함에 따라 실루엣의

형태는 더욱 복잡해지며, 단일 형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돌연변이 형태로 나타났다. 연속적인 형태모방은 해체,

조립, 교체가 가능하며 잠재적인 확장성을 가진다. 셋째,

시스템적 가변화는 착장방법에 따른 시스템이나 디지털

매체의 결합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형태의 패션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거나, 키네틱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시

각각 변화하는 생동감을 지니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특

히 디지털 매체는 신체와 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며 유동적이고 다양하며 가변적, 역동적 특징을 지닌다.

단순한 규칙이나 복잡한 컴퓨터 코드와 같은 알고리

즘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

는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 시대는 더 이상 만드는

것이 아닌 발견하는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알고리즘

을 바탕으로 한 예술은 또 다른 예술창작 과정으로 현대

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컴퓨터 매체를 중심으로 제너러티브

아트를 다룬 시각보다 시스템 차원으로의 확장된 시각

에서 패션을 다룸으로써 관련된 사례들을 이해하고 해

석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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