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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organic form generation method, which reflects the evolving biomimetic approaches
converging in fashion technology and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clothing to be represented in contemporary fashion. A literature review on biomimetic architecture and
design-related theory and a case study on biomimetic fashion were both conducted. Images, articles, and data
related to biomimicry fashion and clothing, including the increase in virtual fashion cases around 2020, were
analyz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Biomimicry was used to derive interdisciplinary similarities in the organic morphogenesis principle, and the result was categorized as a network system, folds and unfolds, pneumatic structures, auxetic growth, and membranes. The biomimetic fashion characteristics, including externalization of the body's interior, expansion of the body structure and silhouette, body protection, independence
from the body, and post-human expression through virtualization, were analyzed. Morphogenetic processes
performed through biomimetic vision are expected to aid in generating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mass production or popularization in the future through various experimental technical studies.
Key words: Biomimetic structure, Organic form generation, Biomimicry fashion; 생체모방 구조, 유기적 형
태 생성, 생체모방 패션

I. 서

론

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소재를 서로 연결하여 유기체의
콘셉트를 표현했다(Finney, 2021). 두 대표적인 패션 사
례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한
방법론으로서 생체모방 접근법을 모색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연의 생리와 형태, 기능, 시스템 등 자연
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접근법인 생체모방학(biomimicry)적 관점(Benyus, 1997/2010)은 생물학에서부터
철학, 미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건축, 디자인, 패션

오로보로스(Auroboros)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를 넘
나들며 생체모방 접근법으로 디지털 꾸뛰르를 선보였
다(Onufrowicz, 2021).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2021 어스라이즈 컬렉션(Earthrise Coll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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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 분야에 걸친 학문의 주요 의제로 서로에게 인사
이트를 주고받는 메타 학문이라 할 수 있다. Hong and
Lee(2013)에 의하면, 생체모방 시장은 2025년 미국의
3,000억 달러를 포함, 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달할 것
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생체모방학의 개념과 이에 파
생되는 유기적 형태 및 구조에 대한 관심은 시기에 따
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서 형태 생성의 변
화를 끊임없이 동반하고 있다(Lee et al., 2016). 이러한
생체모방 연구자들은 자연-유사-기술의 원리에 기반
한 생체모방 학문의 접근이 자연을 닮으려는 끊임없
는 미학적 판단을 증식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Kim, 2015; Kim & Cho, 2015).
패션 분야에서는 오랜 시간 지켜 온 패턴 커팅 방식
에 대한 태도를 재논의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도 실험
적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몸의 구성선을 통한 패턴 커
팅에서 벗어나 생체모방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유
기적이고 비정형 구조를 시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구조의 제작 과정에는 동반되는 기술이 존재
해 왔고, 2000년대 이후 디지털화된 작업 방식이 지속
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디지털 프린팅, 레이저 커팅,
3D 프린팅 등의 의복 제작 방식은 의류 제작 과정과 신
체 표현 방식을 유기적 형태 생성의 새로운 변형으로
실험하는 데 일조한다. 생체모방학에 의한 현대 패션
의 시각은 생체의 자연스러운 형태감과 구조를 테크
놀로지를 통해 확장하고 연결하는 개념에 가깝다. 또
한 실제 의류에서 나아가 가상 의류를 통해 표현하는
유기적 형태 생성은 물리적 신체를 넘어서 자연이나
환경과 연계되어 있는 열린 개념의 구조를 제안하고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생체모방이 패
션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신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
질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체모방과 패션을 연계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Ro(2010)는 지속가능한 슬로 패션의 방법론으로서 생
태적 사유를 연구하였고, 생체모방 방법론을 위한 학
제 간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관찰과 구상을 통한 장기
간의 프로세스가 요구됨을 파악하였다. Kim and Na
(2016)와 Ha and Cho(2016)의 연구는 기술적 접근으
로서 3D 프린팅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생체모방
의 기술적 원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생체모방과 연관된 가장 활발한 컬
렉션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디자이너 헤르펜의 연구
가 10여 년간 생체모방 연관 연구에서 주류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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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관 연구로는 Chen(2021), Smelik(2020), Song
and Geum(2016)의 연구가 있다. 반면 생체모방학 개념
과 기능의 원리에 충실한 연구로, Yoo and Choi(2019)
는 생체모방 표현 특성을 구조, 기능, 시스템의 측면에
서 분석하여, 유기적 생명력의 형상화, 환경 적응을 위
한 생체 기능의 모방, 효율적 생태 시스템의 적용으로
분석하였다. Yoo and Cho(2019)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바이오모픽(biomorphic) 의상조각 모델링 연구로, 파라메트릭 모델링 표
현 기법을 프랙탈(fractal), 보로노이(voronoi), 테셀레
이션(tesellation), 생물학적 알고리즘(biological algorithm)으로 나누어 각각의 패션 사례를 고찰하였다.
Han(2020)의 연구에서는 생체모방 접근법을 활용하
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탐구하였고, 각각의 사례를 생
태계의 창조 과정 모방, 자연의 섭리 모방, 생태계 순환
시스템의 모방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패션 연구
에서는 2010년 이후로 약 10여 년간 디지털 프린팅, 3D
프린팅, 레이저 커팅 등과 같은 의류 제조 테크놀로지
를 실험하면서 꾸준히 생체모방학적 방법론을 시도하
려는 사례와 이를 접목한 연구들이 발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생체모방학 개념을 접목한 주
요 디자이너 사례 연구에 집중되어 있거나, 구조, 기
능,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다루어 생체모방학에 기반
한 형태와 구조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
악하였다. 또한 2020년 전후 생체모방적 콘셉트를 다
룬 디지털 패션을 포함하여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도 전후 가상 패션의 생체
모방 연계 사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헤르펜과 같
은 생체모방 형태 생성을 다루는 주요 디자이너 외에
확장된 생체모방 접근법에의 활용을 시도하려는 글로
벌 디자인 사례를 수집하고, 의류와 액세서리를 포함
한 패션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테크놀로지와 융합하면서 진
화 중인 생체모방 접근법을 반영한 유기적 형태 생성
방식을 탐색하고, 현대 패션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신
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실제
와 디지털 패션에서 생체모방 접근방식을 구현하는
방식의 상호 고찰을 통해 유기적 형태 생성에서의 신
체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유기적 형태
생성 분석을 위한 다학제적 개념과 분석 방법을 탐구
하고 패션 연구를 위한 유기적 형태 생성 방법론에 대
한 토대 연구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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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2010년 전후로는 본격적으로 건축과 디자인의 영역
에서 생체모방학적 외형과 형태 생성을 접목한 사례
연구 및 과정, 시스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생체모
방 기법을 활용한 건축 외피 설계 프로세스 연구(Jeong
et al., 2020), 연체동물을 위한 생체모방 디자인(Min et
al., 2019), 생체모방의 건축적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
(Kim et al., 2018), 미래형 생체모방 건축 도시 분야 연
구동향(Lee, 2017), 건축 형태의 자연과의 관련성(Kim,
2017),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건축적 활용을 위
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Lee & Kang, 2015),
바이오미미크리 공간 디자인 특성(Choi & Moon, 2014),
생체모방 활용 디자인 발상 및 표현 특성(Yun, 2013)
등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연 메커니즘을 활
용한 기능 및 기술 연구와 함께 생태미학적 사고를 동
반하는 건축 및 디자인 사례 연구의 지속은 여러 학제
간 연구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인
구조와 형태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에 상호 영향을 주
고 받음을 파악할 수 있다.

1. 생체모방
생체모방의 개념은 제닌 베니어스(Jannine Benyus)
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자연으로부터 모
든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이를 모든 학문에서 융합하
는 태도를 일컫는다(Benyus, 1997/2010). 이러한 생체
모방 개념은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라는 개념
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생물학자 나흐
티칼(Nachtigall)과 건축가 폴(Pohl)에 의하면(Pohl &
Nachtigall, 2015), 바이오미메틱스 개념은 생체적(biological)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고, 연관되는 기술, 방
법, 과정들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유사성(analogous)을 이해하면
서 자연의 원리를 최적화된 테크놀로지 응용으로 해
결하는 것이다(Pohl & Nachtigall, 2015). 유사(analogous)란 라틴어 analogus에서 유래했으며 그리스어 analogos에서 “적절한 비율이나 비율에 따라”를 의미한
다(“Analogous”, n.d.). 이처럼 생체모방 개념은 자연
생체의 비율 및 생존 원리를 기술적 적용을 통해 방법,
구조, 과정, 시스템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을 뜻한다.
생체모방의 개념을 접목한 연구로는, 공학 분야에
서 생체모방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접목하여 2000년
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구의 중심이 되어온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국내 생체모방 연관 연구는 생체모방 지
능 로봇 기술에 대한 기술 동향 연구로, 생체 기반 감각
제어 기술 등은 당시 도입 단계에 있으며 생체모방 메
커니즘은 추후 기존의 기계적 메커니즘의 한계를 극
복하고 보다 섬세하고 지능적 로봇 기술에 대안을 제
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Oh & You, 2001). 이후
화학, 전자제어, 소재, 로봇, 시스템, 정보, 기계, 항공,
소음진동공학 등의 여러 학문에서 생체모방을 접목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생체모방 기술은 생체모방형
두더지 로봇 개발 및 방향성 시추 메커니즘(Lee et al.,
2020), 생체모방 기술을 접목한 파라미터 공간에서의
로봇제어 기법(Kim, 2018), 나노기술을 이용한 생체
모방 기능성 표면 제조와 응용(Lee et al., 2008), 자율

2. 자연-유사-기술의 원리에 의한 형태 생성
생체모방의 주요 원리인 자연-유사-기술의 원리(nature-analogies-technology)는 자연과 기술 상호 관계로
부터 나오는 유사성의 원리를 말한다. 반복되는 유사
구조의 발명과 개선을 통해, 유사성에 대한 비교 논의
는 자연을 더 미세하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생
체모방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자연의 구조는 종종
순수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연속체로서의 자연과 기술은 서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이 진화 과정은 또한 인간에게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연과 기술은 연속체의
개념으로 인지되며, 모든 생태, 구조와 기능, 미학적 관
점 모두 연속선 상에서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Pohl
& Nachtigall, 2015).
건축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단순한 유기적 형상의
모방이 아니라 형태의 창조 과정에서부터 생물체의 발
생과 진화의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적용 등의 기
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를 창발시키는 것”(Kim, 2016,
pp. 1-5)이라 설명한다. Mayr(as cited in Kim, 2016)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로의 창발(emergence)의 개념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작스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 수준에서 예측될 수 없는 새로운 속성

섭취 기능을 갖는 생체모방형 4족 보행 로봇(Park et al.,
2006) 등 자연의 기능, 구조, 소재, 표면, 시스템 등 생체
메커니즘의 비율이나 구조 원리를 연구하여 접근한 연
구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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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형태(On growth and form)뺸를 인용하며, 한 생물체
의 형태를 힘의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다. 힘에 대한
지형이 형태 구조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며 작용과

이 상위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p. 75)을 의미한다. 오
늘날 생체모방 시각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구조 프로세스는 디지털화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성 방식이다. 구조 및 설계 연구는 기존의 그리
드와 축을 중심으로 하는 기하학 구조에서 벗어나, 새
로운 창발 방식의 유기적 형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무한히 발전하고 있는 입체 구현 방식의 소프트웨어
가 생체모방적 구현을 용이하게 한다. 제너레이티브
(generative) 디자인과 같은 디지털 방법론은 유기적인
형태를 구축해 주면서, 자유로운 변형과 반복, 복사,
확장이 가능해지고, 고정된 선적 구조나 형식보다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래밍화되어 변형되는 형태 생성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구조를 창안하고
있다. 또한 의복의 구조는, 사각형의 원단을 재단이라
는 과정을 통해 입체적인 의복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이나, 디지털 기술과 생체모방학적 개
념의 접목은 원단의 재단 과정을 넘어선 또 다른 입체
형태 생성을 포함한다. 3D 인체 스캐닝과 모델링을 적
용할 수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가상 의류 프로그
램을 활용해 인체를 두르는 다양한 유기체적 생성 방
식과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프로세스는 선행연구 및 이론서를 바
탕으로 생체모방 디자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
는 철학, 수학, 기하학의 다학제적 개념에 대한 논의로
부터 파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 경계, 구분, 환경
의 개념을 자연-유사-기술의 원리에 의한 생체모방 사
유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컴퓨터 기술 및 알고리
즘에 의한 건축적 양식인 파라메트리시즘(parametricism)은 기본적인 구축을 위한 기하학 구조인 사각, 피
라미드나 구의 구조에서 벗어나 머리카락, 옷감, 물방
울 등과 같은 동적인 시스템으로 서로 공명하고 반응
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말한다(Schumacher, 2010). 이처럼 유기체적 사유를 통해 구조를 디자
인하고, 또한 디자인된 구조는 생체모방학적 프로세
스와 사고 과정을 거쳐 또 다른 미적 구조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디자인 분야에서, Kim(2020)은 생체모방을 디자인
접근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Kim(2020)에 의하면, 유
기체의 모양이 차례대로 형성되는 과정을 형태장(morphic field)이라 부르고, 서로 연결되고 상관관계를 맺
으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음을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
다. Kim(2020)은 생물학자 톰슨(Thompson)의 뺷성장

반작용의 힘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Thompson, as
cited in Kim, 2020). 이와 같이 생체모방을 반영한 자연
-유사-기술의 원리는 유기체적 사유를 통해 자연과
기술이 서로 융합되고 이러한 융합 사고를 통해 또
다른 공감각적 구조를 창발해 내고 있고, 이는 에너지
의 상호 관계나 테크놀로지의 발현에 의해 자가 발생
적으로 창조되고 있다.

3. 유기적 형태 생성을 위한 세부 구조
유기적 형태 생성을 위한 세부 구조를 고찰한 결과,
주요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할 수 있었다. Pohl and
Nachtigall(2015)의 연구에서는 자연-유사-기술의 원
리에 의한 조형 구조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다. 돔 형태의 노드 앤 로드(node and rod), 특별한 형태
공간의 노드 앤 로드, 텐세그리티(tensegrity) 같은 자
가 유지, 직교 격자, 패널, 폴드, 퍼즐 구조와 같은 벌집
구조이다(Pohl & Nachtigall, 2015). Kim(2016)의 연
구에서는 형태-생태학의 방법론을 적용한 구조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질적 행태와 능력을 고려
한 구조로부터 다공성 구조, 섬유질 구조, 군체 구조,
섬유 보강 합성 물질의 구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매
개 변수적 기하학 구조, 분기 네트워크적 형태의 구조,
막 구조로 분류한다(Kim, 2016). 또한 Pawlyn(2016)에
의한 효율적 구조 유형은, 잎이 접히는 것과 같은 단면
구조의 변형, 껍데기와 돔 구조, 뼈대 또는 외골격 구
조, 새 둥지와 같은 직조, 묶임과 상호 구조, 그물/장력
구조, 공기 주입 구조, 움직이고 확장되고 변화되는 자
율 배치 구조이다. Kapsali(2016)의 연구에서는 벌집
구조, 세포 조직, 팽창 구조, 골격 구조, 폴드 구조, 자율
배치 구조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자
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패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접
목 가능한 세부적인 형태 생성 특성을 <Table 1>의 하
단부와 같이 재정의하였다.
첫째, 세부 형태 생성의 원리는 요소와 요소 간 계층
적 연결망(network: node and rod)<Fig. 1>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많은 생체모방 연관 학술서에서 적용하고 있
는 벌집 구조, 분기 네트워크, 직교형 격자, 노드 앤 로
드 등의 용어는 점과 점, 요소와 요소 간 연결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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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되는 형태를 생성한다. 자연 현상으로부터 관
찰할 수 있는 벌집의 원리나 세포와 같은 미세 구조로
부터 형성되는 연결망, 생물의 거주 공간으로부터 원
리를 파악할 수 있는 돔형 연결 구조 등 큰 면적을 구획
나누는 방식으로 구분하거나, 한 지점과 지점 사이를
연결하여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생체로
부터 관찰하고, 그 원리 및 시스템, 에너지 구조를 파
악한다. 분절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유기체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내부 구조에서
접힘과 펼침(folds and unfolds) 형식과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Pawlyn(2016)<Fig. 2>에 의하면, 효율적인 구
조를 만드는 생체모방학적 원리는 애벌레가 나뭇잎을
접어 평면 구조의 나뭇잎을 튜브 구조로 만들어 스스
로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착안한다. 이처럼 자연 구
조에서 평면 구조를 접거나 말아서 입체화시키는 방
식을 통해 주름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주름 방식을 통
해 창의적인 형태를 생성할 수 있다. 해양 생물인 조개,
소라, 전복 등의 껍데기 구조에 연계한 접힘과 펼침 구
조 또한 대표적 사례이며, 레이스 조직을 만든다. 이러
한 사유는 철학자 들뢰즈(Deleuze)의 주름 개념과 연
계된다.

한 형식 등이 생체모방적 접근의 형태 생성 방식이다.
이러한 형태 생성 방식은 가상 디자인과 컴퓨터 시뮬
레이션의 자율성으로 인해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진
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롭(blobs)과 메타볼(metaballs)의 구조를 들 수 있다. 블롭이란 물렁물렁하며 아
메바 같은 모양을 한 유기체이며, 이를 블로비즘이라는
용어로 건축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유행하였다. 블롭
구조의 유행은 메타볼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블로비텍처(blobiteccture)<Fig. 3>라는 개념을 소개
하면서 해당 구조의 유행을 가져오게 되었다(Francis,
2019; Schumacher, 2010; Waters, 2003; You, 2020). 메
타볼은 컴퓨터 그래픽의 모델링 요소로, 인체를 모델
링하는 데 적합한 구조로 활용되었다. 구와 구가 서로
혼합되고 겹쳐지면서 3차원 공간에 다양한 부풀림 구
조를 만든다. 이러한 메타볼 연계 조형과 구조가 등장
한 배경에는 많은 부분 컴퓨터 그래픽과의 연계가 크
게 작용함을 파악한다(Kim & Kim, 1996; Kim, 1997).
넷째, 유기적 형태 생성의 세부 원리로는, 성장 촉진
형(auxetic)<Fig. 4>이 있다. 세포가 증식하듯이 무한
대로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 자가 증식하는 형
식의 프랙탈 구조나, 모듈이 군체의 형식으로 서로 붙
어 있거나, 또는 서로 이식하고, 다시 분리되는 구조
(deployable) 형태 생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 촉진
형 구조는 프로그래밍의 발전으로 더욱 디지털 형상
을 통해 창의적인 형태 생성을 촉발하고 있다. 자연으
로부터 볼 수 있는, 나무, 강, 해안선, 산, 구름, 허리케
인 등의 자기 유사와 반복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수
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자가 반복, 자기 유사, 자기 복
제 등 무한하게 성장하는 구조 또한 이에 포함된다.
다섯째, 유기적 형태 생성의 마지막 구조는 막(membranes) 구조이다. 힘의 연관 관계에 의해 동적으로 이
완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막<Fig. 5> 구조는, 서로의
힘에 의해 늘어나고 팽팽하게 당겨지는 형태에서 형
성할 수 있다. Kim(2016)에 의하면, 막은 최경량으로
장력만을 전달하며, 최소의 표피로 이중 굴곡 형태로
적용된 힘을 따라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디
자인에서는 조류의 날개 원리를 활용하거나, 거미줄
과 같이 늘어지면서 이완 상태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구조를 얇은 막의 형태로 구조화한다.
이러한 주요 세부 구조는 한 사례에서 한 가지 구조
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되
어 적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적 형태를 구현하는 데
에는 여러 원리들이 단일 혹은 혼합 사용되어 복합적으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은 비유기체적 주름이며, 반면 항
상 복합적이고 뒤섞여 있고 간접적인(내부 환경에 의해
매개되는) 것은 유기체적 주름이다(Deleuze, 1988/2004,
p. 22).

Deleuze(1988/2004)에 의하면 만물은 무한히 많은
내적 주름으로 접혀 있고, 어떤 외적인 계기가 있을 때
접힘이 내적인 힘에 의해 펼쳐진다. 펼침과 주름의 연
속은 복잡한 유기체이며, 다른 개체와 무한한 연관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띤다. 이러한 주름이
형상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표현해 냄으로 변곡의 무
한한 곡선, 유일한 변수를 가진 곡선으로 생성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주름은 접힘과 펼침, 다시 접힘을 통해
서 중첩되어 충만함을 드러낸다(Deleuze, 1988/2004).
셋째, 생물체의 호흡이나 수중 생물의 부력 유지와
같이 내부에 공기를 포함(pneumatic)하여 부풀리는 형
태 생성을 볼 수 있다. 공기 주입 특성은 생체를 보호
하거나 내부와 외부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낸다. 세포 내부에서의 다공성 형태, 부풀려지
면서 공기를 함유하는 구조, 혹은 공기를 압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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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ganic form generation by the researcher

Researcher

Biomimetic sub-structures

Pohl and
Nachtigall
(2015)

Dorm-forming
node and rod

Spatial node
and rod

Tensegrity
(self-support)

Orthogonal
lattice

Panel

Folds

Honey
combs

Kim
(2016)

Porous

Fiber

Colony

Synthetic

Parametric
geometry

Branched
network

Membranes

Pawlyn
(2016)

Transformations
of planar
surfaces

Shells and
dome

Skeleton and
exoskeleton

Woven,
fastened and
reciprocated

Webs/
Tension

Pneumatic

Deployable

Kapsali
(2016)

Honey
combs

Cellular

Auxetic

Exoskeleton

Skeleton

Dynamic
3D fold

Deployabl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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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생체모방 연관 테크놀로지 및 형태 생성
원리에 대한 건축과 디자인 연구에서의 이론적 고찰
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사례를 분석하였고, 2020년 전
후 증가하고 있는 생체모방 접근법에 의한 가상 패션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로 나타나는 양상을 가질 수 있다. 유기적 형태 생성과
연관되는 생태 사유의 기저에는 철학, 생물학, 수학
및 컴퓨터학에 대한 공간 및 평면에 대한 사유를 무경
계적으로 수용하며 연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III. 현대 패션에서의 유기적 형태 생성

2) 연구대상 분석 및 사례 수집

1. 연구방법

생체모방 패션, Biomimicry fashion, 생체모방 의류,
Biomimicry clothing으로 검색한 연관 이미지들과 이
미지를 설명하는 기사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총
417,000여 개의 결과(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의 주기적인 검색 결과)를 검색하였으며, 이를 실물 제

1) 연구범위

II장에서 종합한 이론을 통해 분석한 생체모방 연관
기술 및 형태 생성 원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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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조와 형태에서

품과 디지털 제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연관 기
사 및 인터넷 자료와 연계된 디자이너 사이트를 2차 조
사하여, 비교적 잦은 빈도수로 노출된 제품을 추출하
여 대표 디자이너와 작품 과정을 검색하였다. 그 후 디
자인의 영감, 형태와 구조, 제작 과정, 소재 및 표면감,
제작 기술 및 기법, 신체와의 관계 등 형태 생성 원리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많이 언급
되어 온 헤르펜, 쓰리에즈포(threeASFOUR) 등의 디
자이너 작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글로벌 디자이너 사
례를 수집하였고, 영미, 유럽, 아시아의 사례가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였다. 총 102개 사례 중 실물 사례 55건,
디지털 사례 47건으로 유사하게 검색되었고, 디지털
제품의 경우 디지털 온리(digital-only) 제품인 경우도
총 40건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의 수
집을 위해 생체모방의 유기적 형태를 창작 의도에서
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재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
였다. 창작의 의도가 자연, 생물로부터 출발했는지 여
부, 자연의 기능, 형태, 시스템 등의 일정 부분으로부
터 영감을 받고 이로부터 형태를 발견하면서 진행하
였는지, 자연-기술-유사성의 원리로부터 유사한 형태
와 구조를 발현하기 위해 컴퓨팅, 3D 모델링 등의 기술
을 도입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 선정하였다.

접근하는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사례를 분석하였
다. 자연-기술-유사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분석한 사례
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현대 패션에서의 형태 생성의
특성과 이와 연관되는 언어와 키워드를 도출하고 크
게 분류할 수 있는 세부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조와 형태로부터 접근하여 사례를 분석하기 위
해, 다음의 세부 요소를 분석하였다. (1) 작업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영감이나 원리, 콘셉트는 어디로부터
창발되었는지, (2) 전체와 부분의 형태와 구조, 전체적
인 에너지와 움직임을 통해 전체의 구조는 어떠한지,
(3) 연계된 기술과 기법은 무엇인지(예. 3D 모델링, 3D
프린팅, 레이저 커팅, 꾸띄르 테크닉, 핸드 스티치와
머신 스티치), (4) 물성 및 표면감을 구현하기 위해 어
떤 소재를 사용하였는지와 가상의 경우 어떤 표면을
의도하였는지, (5)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체와
의 연관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
1) 이론적 고찰에 의한 세부 사례 특성

(1) 연결망(Network: node and rod)
현대 패션에서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첫 번째 유
형인 연결망 생성<Table 2>은 물리적으로는 3D 프린팅
작업 과정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 연결
의 유연성과 구조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 생성 프로그
래밍을 통해 연결망을 자율적으로 구축한다. 컴퓨팅을
통해 구현된 형상들은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연결한다.
연결망을 다루는 주요 주제는 초평면, 원자 등과 같은
물리학적 발상, 바이러스, 세포 등과 같은 생물학적 발
상이 많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모듈러
방식이나 웹 구조, 레이스 방식을 활용하였다.
대표 사례는 곤충 날개의 막 구조나 연결 상태로부
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패션 디자이너 르빈(Levine)과
너버스 시스템즈(Nervous Systems)가 협업한 뮤지션
그라임스(Grimes)의 바디 수트<Fig. 6>는 제너레이티
브(generative) 패턴 생성법을 적용하여 제작했다. 로
젠크란츠와 루이즈 로젠버그(Rosenkrantz and Louis-

3) 분석 방법

생체모방, 생태모방, 자연 모사 등의 주제와 상호 연
관된 데이터, 다이어그램, 외형, 형태 생성의 측면을
다룬 전문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를 살펴보았다. 창작
자는 입체적 형태감을 구성하기 위해, 자연을 모사한
핸드 드로잉이나 컴퓨터 드로잉, 그것을 인체와 공간
에 실현화하기 위한 테크니컬 드로잉, 도면이나 소프
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모델링 기록, 구조 분
석을 위한 스케치, 완성 작업 및 쇼, 필름이나 사진 등
으로 발표한 프레젠테이션 등을 전체 혹은 일부 공유
하고 있었다.
패션에서의 생체모방학적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축과 디자인
학에서의 다양한 전문 연구사례 및 이론, 실증 연구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에서의 생체모방학적
형태 생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한 생체모방학적 접근은 크게 물
성의 생성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 구조와 형태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접목하는 방식

Rosenberg)의 패턴 작업은 제너레이티브 패턴 생성법
인 하이페(hyphae)와 코롤라리아(corollaria) 시스템을
통해 인체에 적절한 잠자리 날개 구조의 배치를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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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자가 발생 반복 패턴을 만들고 있다. 모듈과
모듈 간 네크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을 통해 구멍이나
얇은 막이 생기는 특징을 갖는다. 내부 구조를 외피화
하여 노출하거나, 신체 내부가 드러나 보이도록 혹은
내부인 것처럼 형상화하는 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2) 접힘과 펼침(Folds and unfolds)

성한 후 패턴을 원단에 레이저 프린팅하는 과정을 거
친다. 하이페 시스템은 너버스 시스템즈에서 고안한 컴
퓨터 프로그램이다. 잎의 정맥 형성 과정을 모사하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시작하여 3차원에 적용했고 그것
을 패턴으로 제작하여 발전시켰다(Nervous Systems,
2010). 또한 생물학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코롤라리
아는 환경 조건에 반응하는 적응 패턴을 접목하였다.
세포가 경계에 반응함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
(Nervous Systems, 2020). 마누스×마키나(Manus×Machina)(Bolton, 2016) 전시를 통해 소개된 쓰리에즈포의
2014SS 컬렉션<Fig. 7>은 건축가와 산업 디자이너 협
업으로 모듈과 구조를 제작하고, 나일론 메쉬 소재에
SLS 방식으로 3D 프린팅한 레진과 나일론을 수작업
으로 연결했다(Bolton, 2016). 그들은 식물 구조, 동물
해부, 집합 기억이나 심상으로부터 형태를 고안하여
디자인하고, 생체모방을 주제로 모듈 구조가 격자를 형
성하도록 하여, 옆선이나 어깨선 등의 기본 봉제선을
생성하지 않고, 각각의 3D 프린팅한 모듈이 격자 구조
로 얽히거나,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입체 형태를 만
든다. Ruiz(2016)의 바이러스 컬렉션(Virus Collection)
<Fig. 8>은 세포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미세 현미경으
로 관찰하여 미세 구조를 의복 형태에 반영해, 3D 모델
링 과정을 통해 모듈 크기를 결정한 후, 각각의 모듈을
조립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격자 구조를 완성한다.
<Fig. 9>‒<Fig. 10>은 디지털 패션 사례이다. Edward_
harber(2021a)의 초평면 컬렉션 중에서 어토믹 드레
스(atomic dress)<Fig. 9>는, 산호초 형상의 웹 구조로
격자무늬를 만들고, 어깨나 손목 부위에 지느러미와
같은 형상을 구현하였다. Edward_ harber(2021b)의 오
메가 드레스(omega dress)는 메쉬나 레이스, 와이어 등
의 소재 물성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초평면(hyperplane)
을 주제로 하는 작업으로, 인체 구조로부터 생성 가능
한 2D와 3D의 형태를 여러 방식의 격자 구조로 구현
한다(Fig. 10). 이 작업의 주제는 투명성이며, 물성 실험
을 통한 아주 가벼운 움직임을 구상하였다. 수중 유기
체(aquatic organism)의 형태와 구조로부터 영감을 받
았다(Edward_harber, 2021b).
종합적으로 신체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면, 생체
모방 패션을 통해 나타난 연결망 형태 생성은 반복 패
턴이되 규칙적이거나 동일한 모듈의 반복이기보다는
인체 구조와 인체의 내부선을 분해하면서 구축된 비

두 번째 형태 생성인 접힘과 펼침<Table 3>에서는
기하학적 접힘 구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
다. 접힘과 펼침 형상에서는 끈 이론, 양자역학 같은 물
리학적 주제나, 미생물학적 관점, 꿈이나 영혼 같은 정
신의학적 주제를 주로 하였다. 주제로부터 연상되는
내부 구조의 접힘 형상들을 기법으로 활용하였고, 수
작업과 레이저 커팅, 디지털 모델링을 위한 파라메트
릭 방식을 기법으로 사용했다.
<Fig. 11>은 헤르펜의 2012SS 컬렉션으로, 기계 봉
제한 면 새틴(sateen)과 나일론 메쉬 위에 레이저 컷으
로 자른 플라스틱을 기계와 수작업으로 동시에 연결
하고 구조화하였다. Smelik(2020)은 헤르펜의 작품세
계를 프랙탈 폴드(fractal folds)로 수식했다. 작업은 전
자 현미경을 통해 발견한 미생물 모티프를 조형 요소
로 가져왔다. 수공예와 첨단 기술을 접목했고, 그 결과
세포 구조, 뼈대, 촉수 또는 섬모 유기체의 형태를 은유
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의복을 착용하는 동안 형상이
변화하는 유기체적 속성을 지닌다(Smelik, 2020).
디지털 패션에서는 폴드에 대한 상상력의 극대화 경
향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연계할 수 있는 Deleuze(1988/
2004)의 폴드 개념은,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들뢰즈의 폴드란 “옷과 신체 간 매개의 역할을 하며,
요소들에 의한 매개와 확장을 의미한다. 주름의 기능
은 정신적인 힘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Deleuze,
1988/2004, p. 221)이다. 더불어 생체모방 접근에 의한
디지털 패션 사례에서 들뢰즈의 폴드에 대한 관점은 힘
과 에너지의 강렬함 표현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패션
특성과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옷의 주름들은 자율성, 넉넉함을 획득하는데, 이는 장식
에 대한 단순한 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체에 작용하
는 정신적 힘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체를
뒤집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신체를 다시 세우거나 올
리기 위한 것이든지 간에. 그 힘은 언제나 신체의 방향을
틀고 그 내부의 정형을 떠낸다(Deleuze, 1988/2004, p. 222).

– 934 –

생체모방 접근법을 반영한 현대 패션의 유기적 형태 생성

Table 2. Network: node and rod

Network: node and rod

Characteristics

Inspiration

Shape and
structure

Technical
process

Material and
surface

Relationship
between body

Hyperplane,
Organism,
Virus, Atom,
Aqua, Cell

Modular,
Web,
Honeycomb
lace

3D printed,
Generative patterning,
Hand-embroidered,
Programming,
Digital modelling

Resin, Nylon,
Nylon power,
Mesh,
Digital mesh,
Liquid-like,
Glass-like

Irregular, Repetition,
Generative pattern,
Exteriorization of
internal structure

Fig. 6.
Nervous Systems &
Levine's physical
and digital work.
Adapted from Nervous
Systems & Levine (2022).
http://n-e-r-v-o-u-s.com

Fig. 7.
threeASFOUR's
physical work (I).
Adapted from
Bolton (2016).
p. 160.

Fig. 8.
Anastasia Ruiz's
physical work.
Adapted from
Ruiz (2016).
http://www.anastasiaruiz.com

Fig. 9.
Fig. 10.
Edward Harber's Edward Harber's
digital work (I).
digital work (II).
Adapted from
Adapted from
Edward_harber
Edward_harber
(2021a).
(2021b).
http://instagram.com http://instagram.com

스탈 웨딩드레스는 조개껍데기로부터 구현되는 주
름으로 이루어진 코르셋, 레이스 거즈 스커트, 파라메
트릭 그라데이션 크리스탈 스커트로 구성하였다(Fig.
15).
생체모방 패션을 통해 나타난 접힙과 펼침의 요소
를 종합해 보면, 인간과 생물의 확장, 디지털 휴먼에서
의 자유로운 폴드 표현, 실제 세계로부터의 확산에 관
심이 있다. 디지털 패션으로 표현의 자율성이 확대됨
으로 인해 재질감 표현의 자유로움, 내부 유기체 주름
의 확장, 외부 환경의 율동이나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
표현으로서 접힘과 펼침을 형상화하고 있다.
(3) 공기 주입(Pneumatic structure)
셋째 특성은 공기를 통한 실루엣 형성<Table 4>으
로 팽창하는 풍선이나 비눗방울 형태를 연상할 수 있
다. 블롭 형태의 건축 구조나 공기 주입과 같은 형태로,
재단선을 없애고 모호한 경계와 확장 가능한 가변적
공간을 표현한다. 공기와 공기는 서로 합쳐지면서 또
다른 경계를 만들며 인체 구조의 무경계와 통합, 확장
을 제시한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메타볼 모델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 복잡한 곡면을 표현할 수 있어 부드러

Deleuze (1988/2004)의 표현과 같이, <Fig. 12>‒<Fig.
15>의 디지털 패션 사례들은, 유기적인 에너지를 표
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Fig. 12>는 Delgado
(n.d.)의 생물역학 드레스(biomechanical dress)이다. 이
드레스는 인간과 기계의 공생인 생물학과 디지털의
융합, 끈 이론과 양자역학 이론으로부터 영감받았다.
꿈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미래와 물리적 형태를 초
월한 불멸 이론과 결합하였다. 컬렉션은 칼라비-야우
다양체(Calabi-Yau manifolds)와 같은 선, 끈, 형상 및
색을 기반으로 했다(Delgado, n.d.). 옷감을 접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생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관찰한 유
기적인 곡선 주름을 신체 실루엣을 따라 유기적으로
구현하였다. Mas_designer.99(2021)<Fig. 13>와 오로
보로스의 2022 메타버스 패션 위크에서는 의복 표면
을 마치 신체 내부의 장기나 표피의 주름과 같이 유기
적으로 배치하여, 옷과 몸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
다(Finney, 2022). 특히 오로보로스의 아바 수트(ava
suit)<Fig. 14>의 주제는 신체 내부를 관찰하고, 핏줄
을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하여 고통을 미적 요소로 변
화시키고자 하였다. Supramolecule.lab(2021)의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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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lds and unfolds

Folds and unfolds
Inspiration

Characteristics

String theory,
Quantum physics,
Dream,
Soul,
Micro organism

Fig. 11.
Iris van Herpen's
physical work (I).
Adapted from
Bolton
(2016).
p. 111.

Shape and
structure

String,
Calabi-Yau
manifolds,
Artery/Vein

Fig. 12.
Alejandro Delgado's
digital work.
Reprinted from
Delgado
(n.d.).
http://www.
dressx.com

Technical
process

Material and
surface

Relationship
between body

Handicraft,
Laser cut,
Parametric,
Digital modelling

Nylon mesh,
Plastic,
Digital diamond,
Lace,
Shell-like,
Digital lace

Expansion of human
and living things,
Digital human,
Autonomy of the
epidermis,
Expression as energy
by rhythm or
movement

Fig. 13.
Mas_designer.99's
digital work.
Adapted from
Mas_designer.99
(2021).
http://www.
instagram.com

Fig. 14.
Auroboros's
digital work.
Adapted from
Finney
(2022).
http://www.
dezeen.com

Fig. 15.
Supramolecule.lab's
digital work (I).
Adapted from
Supramolecule.lab
(2021).
https://www.
instagram.com

기를 삽입하는 형태로 또는 공기를 뺀 상태로 변화한
다(Griffiths, 2019). Tjærandsen(2020)<Fig. 17>의 작업
은, 그가 고안한 풍선 드레스로, 패션쇼가 끝나고 난 후
모델의 몸에 달라붙어 터지면서 몸을 감싼다. 지속가
능성 실천으로, 스리랑카 재배지에서 공급받은 생분해
성 천연고무 라텍스를 사용한다. 소재와 형태로 인해
이 옷이 갖는 블롭 조형은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옷 안에서 착용자는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Tjærandsen, 2020). 그의 작업은 “정의할 수 없는 순간을 탐구
하는 실험적 실천”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정교하게 고
안된 의복 구조는 부풀어 오르면 투명해지는 부드러
운 공간 안에 들어가도록 계획했고, 디자인의 모든 요
소는 가능한 한 솔기가 없도록 제작했다. 유사한 사례
로 Sankim_official(2022)<Fig. 18>의 작업을 들 수 있
다. 옷은 대부분 블롭과 메타볼의 형상으로 부풀어져
있으며, 특히 <Fig. 18>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집안에 갇
혀 집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 외에는 재료에 접근

운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며 애니메이션 및 인체, 유기
체 등의 모델링에 유용하다(Kim & Kim, 1996). 이러
한 메타볼은 선과 경계의 흐려짐과 혼합을 표현하는
데 탁월하다. 또한 팬데믹 이슈로 인해 인체와 환경과
의 보호를 주제로 하는 조형 요소에서 블롭이나 메타
볼의 형상이 의미를 더 부각하고 있다.
Gao(2019)<Fig. 16>의 플로잉 워터(flowing water)
는 색 스펙트럼에 반응하여 팽창과 수축을 하는 로보
틱 의류이다. 이 작업은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색스
(Oliver Sacks)의 소설 뺷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뺸에
서 영감을 받았다. 소설 속 인물이 외상 후 유년 시절의
모습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출발한다. 환경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은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
고, 액추에이터와 자석을 통해 의복 부분을 물결치고
움직이게 하였다. 실리콘과 유리 재질을 사용한 이 옷
은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변화하는 형태와 색상을 통
해 카멜레온 효과를 준다.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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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andBart)의 바디 수트와 풍선의 조합으로 신체를 재
구성하였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공기 주입으로 부풀
리거나 착시를 일으키도록 한다. 이상적인 신체를 왜
곡하거나 유희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Piercy, 2010).
생체모방 패션을 통해 나타난 공기 주입을 통한 블
롭이나 메타볼 형태 생성을 종합하면, 형태를 가능하
게 하는 고무, 실리콘 등의 실험 소재가 특징적이다. 신
체 내외부 구분과 경계를 흐리게 하고 환경과의 반응
에 집중하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안락이나 보호의 개

할 수 없었음에 착안해, 집단적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팽창 구조로 디자인하였다(Sankim_official, 2022). 신
체는 부풀려진 공기 주입 형태 속에 들어가며, 얼굴을
포함한 신체 일부는 작은 공간 내에서 외부 환경으로
부터 거리를 갖는다. 멜린다 루이(Melinda Looi)와 머
터리얼라이즈(Materialise)의 협업으로 탄생한 젬스 오
브 디 오션 컬렉션(Gems of the Ocean Collection)(Looi,
n.d.) <Fig. 19>은 전체를 모두 3D 프린팅으로 구성했
다. 무지갯빛 바다와 산호초의 열대 색상으로부터 영
감을 받아, 숄더 피스, 가운, 신발, 팔찌, 귀걸이를 창작
했고, 이 컬렉션은 말레이시아 서부 해안에서의 스노
클링 경험에서 출발했다. 산호초는 암초를 만드는 산
호가 특징인 수중 생태계이며, 산호초들은 탄산칼슘
에 의해 결합된 산호 폴립 군체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
한 군체의 형태 관찰을 통해 구조를 창안했다(Looi,
n.d.). 포토그래퍼 닉 나이트(Nick Knight)의 호프 플로
츠(hope floats) <Fig. 20>는 예술가 루시앤바르트(Lu-

념으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체의 한 부분
이나 실루엣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체 전체를 아우르는
추상적인 덩어리 실루엣을 갖는다.
(4) 성장 촉진(Auxetic growth)
넷째 특성은 자기 발생적으로 무한하게 변형을 일
으키며 성장하는 유기체의 증식 요소<Table 5>와 매
개한다. 성장 촉진적 구조의 특성은 순환, 노마드, 무
한대, 성장 등의 추상적 개념을 주제로 하는 것을 알 수

Table 4. Pneumatic: blobs and metaballs

Pneumatic: blobs and metaballs
Inspiration

Characteristics

Fig. 16.
Ying Gao's
physical work.
Adapted from
Gao
(2019).
http://www.
yinggao.ca

Water,
Ocean,
Environment,
Sustainable Life,
Soul, Protection

Shape and
structure

Entity, Spatial,
Transparent space,
Colony,
Illusion

Fig. 17.
Fredrik Tjærandsen's
physical work.
Adapted from
Tjærandsen
(2020).
http://www.
designmuseum.org

Technical
process

Material and
surface

Relationship
between body

Air injection,
3d print,
Seamless,
Robotic process

Silicone, Glass,
PVDF, Electronic
devices,
Latex,
Crystal, Balloon

No boundaries
between inside
and outside,
Blur,
Reaction to
environment,
Abstract,
Wholeness

Fig. 18.
Sankim's
digital work.
Adapted from
Sankim_official
(2022).
http://www.
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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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Melinda Looi's
physical work.
Adapted from
Looi
(n.d.).
http://www.
melindalooi.com

Fig. 20.
Nick Knight's
photography.
Adapted from
Piercy
(2010).
http://archive.
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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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에까지 다목적 형태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다(Clarke & Harris, 2012). Auro.boros(2021)의 아
토키리나 룩(atokirina look)<Fig. 23>은 신화 속 같은
이름을 가진 식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간과 식물의
DNA를 병합하고 서로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
제로 하고 있다. 인간이 꽃처럼 번식하는 초현실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책인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의 뺷Les sex des fleurs뺸(Werber, 2015)에서 영감받았
다. 다음으로 너버스 시스템즈와 뉴발란스(New Balan-

있다. 이를 위한 구조는 모듈, 원형, 촉수 형태, 확장을
특징으로 한다. 모듈형, 레이저 커팅, 3D 프린팅, 제너
레이티브 디자인, 조립 등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van Herpen(n.d.-a)의 2019/20 FW 힙노시스 컬렉션
(Hypnosis Collection)<Fig. 21>은, 키네틱 조각가 앤소
니 호위(Anthony Howe)의 작업을 통해 생태계 내 최
면 다양체(hypnotic manifolds)에서 영감을 찾았다. 의
복을 둘러싼 원형 조각은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삶의 순환을 표현하였다. 명상하면서, 자연의 아름다
움과 복잡함을 반영하여 섬세한 풍경의 패턴과 구조
를 탐구할 수 있다. 이 컬렉션은 공기, 육지, 바다가 뒤
섞인 생물권의 공생 순환을 최면의 관점에서 구현하
였다(van Herpen, n.d.-a). 허은석(Eunsuk Hur)의 노마
딕 원더랜드(nomadic wonderland)<Fig. 22>는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해 서로 엮인 레이저 커팅을 활용하였
다. 가죽, 펠트, 나무 등 복합 소재들이 지속가능한 프
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조합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조각들이 실내 공간이나 표면,

ce)<Fig. 24>는 기능성 러닝화를 위한 3D 프린팅 미드
솔을 협업하여 개발했다. 착용자의 압력 데이터에서
미드솔 디자인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리는
방식에 맞춤화된 가변 밀도 쿠셔닝을 생성할 수 있게
설계했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을 적용해 성장 분
산해 나가는 패턴을 만들었다(Nervous Systems, 2015).
명제 장(Mengze Zheng)이 운영하는 Supramolecule.lab
<Fig. 25>는 미래 패션에 대한 예측을 보여 주고자 했
다. 의복과 인체의 관계는 사물과 사람의 관계와 분리

Table 5. Auxetic growth

Auxetic growth

Characteristics

Fig. 21.
Iris van Herpen's
physical work (II).
Adapted from
van Herpen
(n.d.-a).
http://www.
irisvanherpen.com

Inspiration

Shape and
structure

Technical
process

Material and
surface

Relationship
between body

Circular,
Nomad,
Sensuous,
Infinity,
Growth

Module,
Circle,
Cycle,
Tentacle,
Infinite,
Expansion

Assemble,
Modular cut,
Sensory,
Laser cut,
3d printing,
Generative design

Aluminum,
Steel,
Organza,
Wood,
Satin,
Felt,
Leather

Cycle,
Circle,
Expansion,
Radiation,
Asymmetric growth,
Breakaway,
Independent

Fig. 22.
Eunsuk Hur's
physical work.
Reprinted from
Clarke and Harris
(2012).
p. 54.

Fig. 23.
Auro.boros'
digital work.
Adapted from
Auro.boros
(2021).
https://www.
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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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Nervous systems'
digital work.
Adapted from
Nervous Systems
(2015).
http://www.
n-e-r-v-o-u-s.com

Fig. 25.
Supramolecule.lab's
digital work (II).
Adapted from
Supramocule.lab
(2022).
http://www.
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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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방학적 관점에서 농구화 디자인을 위해서, 잠자
리 날개의 세부 구조인 정맥, 막, 접힌 선을 관찰하고,
아주 얇으면서도 견고하며,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

할 수 있다. 이를 착용이 궁극적인 기능인 1단계, 인체
에 기생하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체의 일부가 되는 공
생인 2단계, 옷이 인간 존재와 분리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독립인 3단계로 구분하
여, 가상으로 구현하였다(Supramolecule.lab, 2022).
생체모방 패션을 통해 나타난 성장 촉진형을 종합
하면, 신체로부터 확장되는 것을 넘어 자율적으로 성
장 촉진할 수 있도록 신체를 넘어선 독립된 구조를 만
든다. 신체를 중심으로 비대칭으로 확대되는 형상을
갖거나, 방사형, 순환형으로 신체 주변의 공간을 아우
르기도 한다. 신체에서 이탈하면서 다양한 유기적 형
태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5) 막(Membranes)
다섯째 형태 생성은, 동적 이완에 의한 막 구조<Table 6>과 연관된다. 막과 연관된 주제는 해부학적 드로
잉에 연관된 주제가 많았다. 형상과 구조는 반복되는
패턴, 유기적인 웹, 투명한 겹침 등의 구조와 연관되었
고, 얇은 막 구조로 이루어진 나비 등의 곤충 날개를
3D 프린팅 기술과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투
명 원단으로 접목하며, 빛, 입체적 요소가 담긴 이미지
를 강조하기 위하여 일루젼 효과를 취하는 것도 특징
이다.
van Herpen(n.d.-b)의 2020SS 센서리 시즈 컬렉션
(Sensory Seas Collection)<Fig. 26>은 인체의 복잡한 구
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각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 바
다의 섬유질 해양 생태계와, 신경해부학자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Santiago Ramón y Cajal)의 드로잉에서
영감을 받았다(Klein, 2017). 또 다른 영감은 섬세하게
분지된 해양 생물 히드로조아(hydrozoa)가 심해로 잠
수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폴립형 단계와 메두사 단계
사이를 이동하는 히드로조아는 바다를 수놓아 살아
있는 레이스 층을 형성한다. 영감받은 해부 드로잉과
히드로조아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디지털 프린팅
한 후 레이저 컷한 오간자 잎 형상으로 만들어 열접착
한 다음 손자수로 연결하였다. threeaASFOUR(2020)의
휴먼 플랜트 컬렉션(Human Plant Collection)<Fig. 27>
은, 식물은 빛을 생명으로 바꾸고, 인간은 인생을 의식
과 사랑으로 변화시킴을 표현하고 있다. 세 가지 주제
인 빛, 인생, 사랑을 통합하는 것에 주제를 두고, 컬렉
션을 구성하였다. 식물의 잎 형상을 막의 구조로 구현
했다. Michel(2016)의 프로젝트<Fig. 28>는 아디다스
(Adidas) 이노베이션 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생

는 구조의 유사성을 모사 관찰 후 디자인에 적용하였
다(Michel, 2016). 다음으로, Wells(2014)의 스킨 프로
젝트(Skin Project)<Fig. 29>에서는 유기체, 바이오 및
생체 재료의 미적, 기능적 잠재력을 탐구한다. 이 프로
젝트는 17세기와 18세기의 동물 뼈 코르셋과 건축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적으로 생성된 형태에
서 영감을 받았다(Wells, 2014). Digital Village(2020)에
서 발표한 이판 푸(Yifan Pu)의 트리피비언(triphibian)
<Fig. 30>은 바다, 육지, 공중에 사는 존재의 이름을 따
서 트리피비언이라는 인어 형식의 의복을 제작하였다.
그는 이민자나 유목민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하여, 인
어의 복고적이면서 미래적 측면에 착안하여, 평면의
막이 굽혀진 형태로 의복을 제작했다(Everaert, 2020).
종합적으로 막 생성은 생체 모방으로부터 실험 중
인 생물학 소재에서 가능한 얇지만 견고한 물성에서
출발하며, 건축적인 구조를 갖지만, 부드러운 원단 질
감으로 인해 플루이드한 특성을 갖는다. 막을 구성하
기 위한 뼈대나 테두리를 인체 골격을 따르거나 혹은
벗어난 위치에서 자체적인 힘을 분산해 골격이나 뼈
대를 구축한다.

3. 종합 논의
생체모방 방법론에 의한 현대 패션의 사례를 종합
적으로 고찰한 결과, 인체 구조와 인체 내부선을 분해
하면서 구축된 비규칙적인 자가 반복 패턴을 통해 연
결망을 만들고, 인간과 생물의 무경계와 확장 가능성
을 표현하기 위해 접힘과 펼침의 요소를 활용함을 파
악하였다. 공기를 주입하는 형태 생성 방식을 통해 환
경과의 관계에 관심을 드러내거나,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신체 외곽선으로부터 확장하는 것을 넘
어 자유자재로 신체를 넘어서는 형식을 만들어 내면
서 신체와 독립된 형상을 창안하거나, 포스트 휴먼적
요소를 갖는 유기체적 요소로부터 부드럽고 플루이드
한 질감을 가진 막의 형태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대부
분의 사례는 신체 우선형의 실루엣을 갖기보다는 유
기적 형태에 집중하거나 표면감에 초점을 맞춘 생체
모방 방법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피부에 부드
러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연하고 드레이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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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mbranes

Membranes
Inspiration

Characteristics

Form, shape
and structure

Technical
process

Material and
surface

Digital_printed,
Changeant
Anatomical
3D laser cut,
Repeated pattern,
silk,
drawings,
Heat_bonded,
Organic web,
Organza,
Hydrozoa,
Hand_embroidered,
Plenary roll,
Microbial,
Antique corset
Hand-stitched,
Transparent
Cellulose, Textile,
made from animal
3d modelling,
overlapping
Bacteria
bones
Algorithmically using,
Architectural software

Fig. 26.
Iris van Herpen's
physical work (III).
Adapted from
van Herpen
(n.d.-b).
http://www.
irisvanherpen.com

Fig. 27.
threeASFOUR's
physical work (II).
Adapted from
threeASFOUR
(2020).
http://www.
threeasfour.com

Fig. 28.
Yves Michel's
digital work.
Adapted from
Michel
(2016).
http://www.
behance.net

한 구조에 대한 물성 연구와 함께 생체모방의 형태 모
사 방식이 진전된다면 더욱 더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형태 생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물과 가상 사례의 비교 고찰을 종합적으로 논의
할 수 있었다. 피지컬과 디지털 패션에서 관찰할 수 있
는 인체와 의복의 연관성은, 신체로부터의 탈피나 독
립 구조를 갖거나, 신체로부터 독립된 자연 환경에 더
유사한 형태와 구조를 보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가상
사례에서 이러한 흐름이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경
향을 보였다. 가상 사례의 경우 중에서도 디지털 제품
만 제작한 경우 재질감이나 유기체 내 에너지의 표현
을 더욱 자유롭게 형상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과 가상 사례 모두 신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위의
5가지 사례 유형 분석과 같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
며, 유기적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하는
3D 프린팅, 레이저 커팅, 디지털 프린팅, 모델링과 같

Fig. 29.
Sammy Jobbins Wells'
physical work.
Adapted from
Wells
(2014).
http://sammyjob
binswells.com

Relationship
between body
Transparent,
Plenary,
Plane repetition,
Structural,
Architectural,
Blending

Fig. 30.
Yifan Pu's
digital work.
Adapted from
Digital Village
(2020).
http://www.
youtube.com

은 실제 표현 방법이 가상 사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
로 구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체모방학적 형태 생성에 기인한 현대
패션에서의 사례를 실제와 디지털 패션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와 가상 구분 없이 생체모방적 접
근에 의한 형태 생성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생체모방학에 의한 유기적 형태 생성 원리의
유사성을 도출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생체모방 방법
론을 적용한 패션에서의 형태 생성 사례를 통해 테크
놀로지를 접목한 유기적 형태 생성 과정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건축과 디자인에서의 구현 방
식은 자연물의 선적 요소에서의 확장과 연장, 반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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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인해, 기존의 수직과 수평선에서 이루어지던 비
율보다는, 자연물의 선에서 연장된 선을 조합하여 구
조와 시스템을 구축함을 파악하였다. 현대 패션에서
는 인체에서 확장된 평면적 형태 무늬의 자율 복제 및
무한 증식, 인체와 중력을 고려한 인체 중심의 기본선
에서 확장되어 자연에서 관찰한 외부의 선적 구조를
그대로 인체 곡선에 대입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지닌다. 기존 재단선과 봉제선 등의 법칙보다
는 조립, 모듈, 반복 패턴의 연결을 위한 소재의 레이어
드 커팅, 확장된 개념의 환영적인 인체 형상에 집중하
여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생체모방 접근법을 반영한 패션에서의 유기적 형
태 생성 방식에서는 선, 경계, 구분에 대한 생체모방학
적 사유 방식의 혼합과 통합으로 다양한 방식의 결과
를 창조하고 있다. 생체모방학적 관점과 디지털 기술
의 연결은 패턴 커팅의 구현 방식에 다양한 형태 생성
의 방법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 구조와 표면의 스타일 변화가 의복이나
헤어 같은 비 구축적 형식의 패션 구조와 양식으로부
터 시작되었으며, 서로의 구조와 양식의 변화에 상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
례에서 유형화한 특성들이 상호 조합되어 경계 없이
한 종류의 제품에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며,
각 특성이 통합되는 특성을 교차 분석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개념의 유기적 형태 생성의 방식은 각각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세부 사례 연구 및 연관 구조 연구를 통
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생체모방적 시
각에 의한 형태 생성 프로세스는 실험 단계에 있는 여
러 테크놀로지 실험 연구를 통해 추후 대중화나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 연구비 지원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6. 저자의 기여
JR은 연구의 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및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노주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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