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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다면.

• 예술가의 창의성은 표현이라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표현 도구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온
전히 구현할 수 없다.  

• A.I. Atelier는 끊임없이 의미의 실현을 모색하는 예술 가적 창의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 발터 벤야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소논문에서 사진이나 영화와 같이 복제 가능 한 기술로 탄생한 작품들
도 고유의 예술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표현 수단의 물리적 한계 를 뛰어넘어 독창적인 이미지를 포착하고 기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지 78년이 지난 지 금, 그 때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
능 기술은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한 이미지를 재료로 삼아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 가 A.I. Atelier이다. 

• 본 전시는 A.I. Atelier로 구현한 작품을 감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더해 관람자가 직접 A.I Atelier 를 이용해 작품을 만
들어 보는 체험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로 탄생한 화풍 변환 기술(Style Transfer)은 하나의 이미
지에 고흐나 피카소 등 특정한 화가의 화풍 하나를 선택 해 입혀주는 수준이었다. A.I. Atelier는 한 발 더 나가 새로운 방
식으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한다.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쪼개 다양한 화풍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 원 이미지에 없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데도 한계가 없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잠자고 있는 무수히 많은 예 비 오브
젝트를 실시간으로 찾아 추가하면 된다. 

• 이런 과정으로 창작할 수 있는 이미지의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 결국, 필요한 건 상상력 뿐이다.  
• 본 전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리이다. 

• A.I. Atelier와  Sujin Lee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 인공지능연구원에서 개발한 A.I. Atelier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탄생한 새로운 시각예술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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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아몬드 꽃 향기, 2018

• Content Images

Almond Blossom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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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흐의 앞마당 & 우리의 앞마당, 2018

• Content Images

Farmhouse in Provence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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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정보를 재료 삼아 시각화하고 싶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정보이든.  

• 세상과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건 사진기를 만나고 나서이다.  
• 렌즈를 통해 세상을 모두 담을 수 있다고 믿었다.  
• 그런 생각이 오판이었음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직사각형 프레임 속에서, 그리고 60분의 1
초를 잡아서 나를 온전히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  더구나 현상과 인화의 과정은 그림 그리기만큼이나 많은 수작업을 요구했고 그 사이 나는 창작의 고통을 머리
와 가슴이 아닌 손과 피부로 겪어내야 했다.  

• 디지털 사진기가 보편화된 지금, 조금은 사정이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다. 사진기를 뒤로 하고 컴퓨터로 나를 표
현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부터이다.  

•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인간의 눈을 대신해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 그러나 그 ‘시각’은 특정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 컴퓨터 비전이 모사하는 눈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신인류’의 눈인 셈이다. 
•  A.I. Atelier는 인간의 시각 처리 과정과 인간의 뇌가 생각하는 구조를 학습한 딥러닝 기술로 탄생했다.  
•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수많은 이미지를 오브젝트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오브젝트를 수많은 작가의 붓으로 재현
할 수 있다.  

• 세상의 모든 화풍을 물감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은 높은 자유도와 함께 깊은 고민의 시간을 덤으 로 준다.  
• 물론 사진에 문법이 있듯이 A.I. Atelier도 문법이 있다.  
• A.I. Atelier의 툴을 이해하고 내 세계로 영입하는데는 이해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 우리는 기술과 더불어 예술로 다시 한 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게 된다



genegraphy예술이 인공지능 기술에 기대하는 
것

•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 시대를 반영하는 표현 도구

• 인간의 감각 기관을 확장하여

• 기술이 예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예술일 수 있도록 기술이 도
와주는

• 누가 예술을 하는가?기술을 응용한 창작의 세계 연구 동향

AI Experiments : Experiments with Google 

https://experiments.withgoogle.com/collection/ai

기술을 응용한 창작의 세계 연구 동향

AI Experiments : Experiments with Google 

https://experiments.withgoogle.com/collectio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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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ngelus 1857-1859 
and Lamartine in front of the Town Hall of Paris rejects the red flag on 25 February 1848, Félix Philippoteaux, 19C  

Gleaners 1857 
and The Franco-Prussian War of 1870 at Péronne, no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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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연구원
AIRI,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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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딥러닝 컨퍼런스(2nd DLCAT)

• 400명 넘게 모여 즐겁게 인공지능 및 딥러닝 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학술대회입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 일시: 2019년 7월 4일 (10시~18시) 
•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7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7 
•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ref. tykimos.github.io/2019/07/04/ISS_2nd_Deep_Learning_Conference_All_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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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페스티벌 , 대전 

ref. www.aifesta.co.kr/ https://
       www.onoffmix.com/event/18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