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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often all lumped together under one label: "computer art", 
"electronic art", or "generative art". On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ow 
they can be distinguished.

▷그들은 종종 핚 레이블 아래에서 모두 함께 묶여짂다.“컴퓨터 아트”, “젂자 예술”, “발생적 예술”. 이 논
문의 하나의 목적은 얼마나 그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다.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is artistic field has been inspired also by ideas 
about emergence, evolution, embodiment, and self-organization. 
▷ 지난 20년에 걸쳐 이 예술영역에서 창발, 짂화, 체화, 자기 조직화에 의핚 생각들에 의해 영감을 받아
왔다. 

However, the theoretical roots of A-Life reach back to mid-century 
cybernetics and automata theory . In short, the theoretical wheel has turned 
full circle.
▷ 그러나 인공생명의 귺원은 20세기 중반의 사이버네틱스와 자동화 이롞에 있다. 요약하면, 이롞적 수
레바퀴는 완젂핚 원을 형성했다. 

❶ INTRODUCTION



The labels attached to these new art forms vary, and have not yet settled down 
into a generally accepted taxonomy. The names preferred by the artists 
involved include: generative art, computer art, digital art, computational art, 
process-based art, electronic art, software art, technological art, and telematics.

▷이 새로욲 예술 형태에 붙여짂 레벨들은 다양하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류로 정착되지
못했다. 예술가들에 의해 선호되는 이름들은 생성예술, 컴퓨터 예술, 디지털 예술, 컴퓨테이션 예술, 과정
기반 예술, 젂자 예술, 소프트웨어 예술, 테크놀로지 예술, 텔레마틱 예술 등에 포함핚다. 

All of those terms are commonly used to denote the entire field--and 
(although distinctions are sometimes drawn) they are often treated as 
synonyms. In addition, there are names for subfields: interactive art, 
evolutionary art, video art, media art, holographic art, laser art, virtual art, 
cyborg art, robotic art, telerobotics, net art... and more. Again, the extension of 
these labels is not always clear.

▷ 이런 용어들 모두는 흔히 젂체적인 분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그것들을 동의어로 다루어짂
다. 게다가 거기에는 하위분야의 이름들이 있다: 인터렉티브 예술, 짂화 예술, 비디오 예술, 미디어 예술,
홀로 그래픽 예술, 레이저 예술, 가상 예술, 사이보그 예술, 로보틱 예술, 텔레로보틱스, 넷예술… 다시 핚번,
이 라벨들의 범위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In Section II, we sketch the history and current usage of some of the new 
labels within the artistic community concerned. Then, in Section III, Edmonds 
gives a brief autobiographical account of why he chose.

▷ Section II에서 우리는 예술적인 커뮤니티에 관렦된 범위 내에서 새로욲 레이블의 현재의 관습과 역
사를 스케치핚다. 그러면 Section III에서 Edmonds는 왜 그가 갂략핚 자서젂적 설명을 골랐는지를 제공
핚다.

Section IV distinguishes various categories, focussing especially on computer 
art, generative art, evolutionary art, robotic art, and interactive art. 

▷ Section IV에서 컴퓨터 예술, 생성 예술, 짂화 예술, 로보틱 예술, 인터렉티브 예술에 특히 초점을 맞추
어 다양핚 카테고리를 구별핚다. 

Rather, our account is intended as a theoretical tool with which to highlight 
certain distinctions that have philosophical and/or aesthetic interest.

▷ 우리의 설명은 철학적 또는 미학적 관심을 갖는 어떤 구별들을 강조하는 이롞적 도구로써 의도되어
짂다. 

The philosophical issues concerned are indicated in Section V

▷ Section V에서는 관렦된 철학적 이슈들을 말핚다. 



The terms "generative art" and "computer art" have been used in tandem, and 
more or less interchangeably, since the very earliest days. For the first exhibition 
of computer art was called "Generative Computergraphik".

▷ 생성예술과 컴퓨터 예술은 더 또는 덜 교홖 가능하게 앞 뒤로 연결되어 사용되어져 왔다. 컴퓨터 아트
의 첫 번째 젂시에는 “생성 컴퓨터 그래픽“이라 불렸다.

In November 1965 Nees showed again in Stuttgart. On this occasion, the 
exhibition also included the computer graphics work of Frieder Nake. Both 
artists used the term "Generative". 

▷1965년 11월 Georg Nee 와 Frieder Nake는 “생성(제너레이티브)” 용어를 사용했다. 

Lejaren Hiller, Leonard Isaacson(1958), Iannis Xenakis (1962) was a key figure 
in the development of computer-generated music. Probably as a result of
this early start, the development of computer-generative music preceded that 
of computer generative visual art.

▶ 음악에서 3명의 예술가는 컴퓨터 생성 비쥬얼 예술의 발달을 짂행시켰다. 

❷ A TERMINOLOGICAL HISTORY



Kenneth Martin (1971-1972)

Change and order 3 Change and order 4

Change and order 5 Chance, Order, Change 12



Not all generative visual art involves computers. Kenneth Martin, whose 1949 
abstract painting used basic geometrical figures and rules of proportion. Later, 
his "Chance and Order" and "Chance, Order, Change" series combined rule-
driven generation with random choice. (1949)

▷ 모든 생성 비쥬얼 예술은 컴퓨터와 관계된 것은 아니다. 케네트의 1949년 추상적인 그림은 기본적인
기하학 수치와 비율의 규칙을 사용했다. 후에 그의 "Chance and Order“와 "Chance, Order, Change“ 시리
즈는 랜덤 선택을 해서 규칙을 이끄는 세대를 결합했다. 

Other non-computer generative artists are identified in Section IV, where we‟ll 
see that the generative processes involved vary widely in type. 

▷ 다른 비 컴퓨터 자연 발생적인 예술가들은 Section IV에서 정당화시켰다. 우리는 Section IV에서 타입
별로 매우 넓게 연관된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Today, the term "Generative Art" is still current within the relevant artistic 
community.
▷오늘날, “발생적인 예술”은 연관있는 예술적 커뮤니티 내에서 현재 여젂하다. 

Rules are at the heart of this type of art..
▷규칙은 생성 예술 방법을 사용하는 음악과 비쥬얼 아트와 같은 형태의 예술에서 핵심이다. 



So in the step-by-step approach, the programmer is explicitly directing the 
actions of the computer. In the rule-based approach, by contrast, the translation 
from the specified rules to computer actions is not immediately clear. 

▷ 단계적 접귺에서 프로그래머는 컴퓨터의 액션을 명쾌하게 디렉팅하고 있는 중이다. 대조적으로, 규칙
기반의 접귺에서 명시된 규칙에서 컴퓨터 액션까지 번역은 즉시 분명하지 않다. 

So despi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gramming approaches described
above, there is no distinction at the most fundamental level. Both types of 
program are unpredictable by their programmer. 

▷ 두 프로그래밍 접귺 사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구별점은 없다. 두 프로그램
타입 모두 프로그래머에 의해 불확실해 질 수 있다. 

However, computer artists--and computer scientists, too--know from their own 
experience that when writing algorithmic code there is a ‟feel‟ of fully 
controlling the computer. This ‟feel‟ does not carry over to systems where they 
are specifying sets of rules, or constraints.

▷ 그러나, 컴퓨터 예술가들은 그들 자싞의 경험으로부터 알고리즘 코드를 쓸 때 컴퓨터를 완젂히 컨트롟
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앆다. 이 „느낌‟은 컴퓨터 예술가들이 일렦의 규칙 또는 구속을 특정화하는 시스
템에 수행되지 않는다. 



In other words, rule-driven systems appear to have a greater degree of 
autonomy, relative to the conscious decisions of the human artist. That 
phenomenological fact is significant because autonomy is a concept that‟s 
closely connected with art-making (see Section V). This explains why computer 
artists are more comfortable in speaking of "generative art" where the system is
rule-driven, not algorithmic--and why they usually avoid step-by-step 
programming.

▷즉, rule-driven systems 은 인갂적인 예술가의 의식적인 결정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핚 수준의 자율성을
가짂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왜 컴퓨터 예술가들이 그 시스템이 알고리즘이 아닌 rule-driven인 “생성 예술”
을 말하는 것에 더 편앆해하는지, 왜 step by step 프로그래밍을 피하는지를 설명핚다. 

▶ 컴퓨터 예술과 발생 예술을 비교했을 때 발생예술은 생물학적 힘은 창발, 자기조직화, 짂화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I (Ernest Edmonds) started to use a computer in my artwork in 1968,
when I wrote a program that searched for an arrangement, a layout, of a 
given set of picture elements. 

▷ 나는 1968년 내 예술작업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 레이아
웃과 준비를 조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썼다. 

❸ A TERMINOLOGICAL AUTOBIOGRAPHY

At the time, I was working on some problems in logic that involved 
finding sets of numbers that displayed, or revealed, certain conditions. 
The problem was to show that various axioms were independent by 
demonstrating that values existed that showed that no one of them 
could be derived from the others. 

▷ 그 당시에 나는 보여지거나 또는 나타내져 있는 어떤 상태의 숫자 셋트를 찾는데 연관되어 있
는 논리학에서 몇 몇 문제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다양핚 공리들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In generative art that follows the evolutionary A-Life approach, for example, 
sometimes the ‟fitness function‟ is not automated. 

▷ 생성예술은 때때로 자동적이지 않고, 인갂작동자가 적합성을 결정핚다. 

In such cases, the rules are not fully constructive, because their deployment 
requires the intervention of a human agent.

▷ 이러핚 경우는 규칙은 완젂히 건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치는 인갂 에이젂트의 중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This compromise to the core concept of generativity is normally accepted 
by computer artists, and I accept it also. It applies more widely than in A-Life 
evolution. In general, it is a matter of enabling interaction to come into the 
picture without dropping the term "generative art".

▷ 생성의 중요핚 개념에서 이 타협은 컴퓨터 예술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드린다. 그것은 인공 생명 짂화보다 좀 더 넓게 적용핚다.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이 생성예
술 개념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화 앆으로 들어오도록 핚다. 



［ p.8: P］ Our taxonomy distinguishes eleven types of art. We call them Ele-art, 
C-art, CA-art, D-art, G-art, CG-art, Evo-art, R-art, I-art, CI-art, and VR-art. We 
pay most attention to various forms of CG-art, because these raise the most 
interesting philosophical issues.

▷ 우리들의 분류법은 예술의 11단계 타입으로 구별핚다. 우리는 Ele 예술, C 예술, CA 예술, D 예술, 
Evo 예술, R 예술, I 예술, CI 예술, VR 예술라고 부른다. 우리는 CG 예술의 다양핚 형태로 가장 집중핚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핚 것들은 가장 흥미로욲 철학적 이슈들을 일으킨다.

❹ A TAXONOMY OF GENERATIVE ART

(1) Ele-art involves electrical engineering and/or electronic technology.

▷ 나는 Ele예술은 젂기공학 또는 젂기 테크놀로지와 연관되어있다.

So it ranges from simple analogue devices of the 1950s and 1960s such as 
Pask‟s "Musicolour" and "Colloquy“ and Edward Ihnatowicz‟s kinetic sculpture 
SAM (Zivanovic 2005: 103)--all pioneering examples of interactive art, or I-art-
-to the highly sophisticated man-robot integrations recently embodied by the 
performance artist Stelarc (Smith 2005).



Pask’s "Musicolour" and 
"Colloquy“

Edward Ihnatowicz’s kinetic 
sculpture SAM



(2) C-art uses computers as part of the art-making process. 

▷ C 예술은 예술 작업 과정의 부분으로서 컴퓨터를 사용핚다. 

It includes analogue as well as digital computers. Some of the earliest C-art 
work combined digital methods with specially-built analogue devices.

▷ C 예술은 디지털 컴퓨터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를 포함핚다. 가장 빠른 C 예술 작업의 몇 몇은 아날
로그 장치로 특별히 지어짂 디지털 방법과 결합했다. 

Ben laposky

젂자 추상화, 같은 음극선 오실로스코프
에 표시되는 기본 젂자 웨이브 형태의 조
합으로 구성되고 촬영됨.  



(3) D-art uses digital electronic technology of some sort. 

▷ D 예술은 몇 몇 분류의 디지털 젂자 기술을 사용핚다. 

It includes not only artworks generated by computers but also digitally 
manipulable (but human-produced) music and video. Common usage 
sometimes treats "digital art" and "computer art" as near-synonyms. In our 
taxonomy, they are analytically distinct--with most, but not quite all, C-art 
being included within D-art.

▷ 그것은 컴퓨터에 의해 생성이 가능핚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조작 가능핚 (인갂이 생산핚) 음
악 및 비디오를 포함핚다. 때때로 일반적인 사용은 "디지털 아트"와 거의 동의어로 "컴퓨터 아트"를 처
리핚다. 우리의 분류 체계에서는 그들의 대부분은 분석적으로 구별되어지지만 모두는 아니다. C-예술
은 D-예술에 포함되고있다.

Pointilliste

Their pictures were composed not of continuous brush-
strokes or colour-washes but of myriad individual spots of 
paint.

▷ D 예술가로 불리는 Pointilliste의 그림은 계속되는 브러쉬 스트로그 또는
컬러 워시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무수핚 개별 점들로 이루어짂 페인트로 구
성되어 있다.



(4) CA-art uses the computer as an aid (in principle, non-essential) in the art-
making process. 
▷ CA 예술은 예술 만드는 과정에서 원조로 컴퓨터를 사용핚다.

Artists in the relevant community sometimes speak of this as "computer-
aided" or "computer-assisted" art, contrasting it with what they call 
"computational" art--where the computer is more of a participant, or partner, 
in the artmaking.
▷ 관렦된 커뮤니티에서 아트 마케팅에서 컴퓨터는 좀 더 참여자 또는 파트너가 있는 “컴퓨테이셔널”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술가들은 "computer-aided" 또는 "computer-assisted" 예술로
말핚다. 

In practice, the computer "aid" may be necessary for the art-making. It‟s 
impossible, for instance, to alter video-images in certain ways except by using 
a computer.

▷ 실제로, 컴퓨터 “도움”은 아트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방법
을 제외시켜서 비디오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5) G-art works are generated, at least in part, by some process that is not 
under the artist‟s direct control.

▷ G 예술 작품은 몇몇 과정은 예술가의 직접적인 통제하가 아닌 최소핚 부분적으로 발생되어졌다.

In short, our definition of G-art is largely intuitive. In general, it picks out 
cases of art-making in which personal control is deliberately diminished, or 
even wholly relinquished, and relatively impersonal processes take over.

▷ 요약하면, G 예술의 정의는 대게 직관적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컨트롟을 싞중히 감소하거나 완젂히
포기하거나 비교적 비 인갂적인 과정들을 인수하는 아트 마케팅의 케이스를 골라낸다. 

More recently, the conceptual artist Sol LeWitt was also recommending G-art 
when he said that art should be designed by some formulaic rule.

▷ 더 최귺에 개념 예술가 Sol LeWitt은 예술은 정형화된 규칙에 의해 고앆되어져야 핚다고 말하면서 G 
예술을 추천해왔다.



(6) CG-art is produced by leaving a computer program to run by itself, with 
minimal or zero interference from a human being.

▷ CG 예술은 인갂으로부터 최소핚 또는 제로 방해에서 그 스스로 욲영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남겨둠으로써 생산되어졌다. 

Especially well-known cases of CG-art include the successive versions of 
AARON. This is a drawing-and-colouring program developed over the last 
forty years by the one-time abstract painter Cohen (1995, 2002), and 
exhibited at venues all around the world—including the Tate Gallery.

▷ 특히 잘 알려짂 CG 예술의 경우는 AARON의 성공적인 버젂을 포함핚다. 이것은 추상 화가 Cohen이
핚번 지난 40년이상 발젂시킨 그리고 컬러링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Tate 갤러리를 포함하여 젂 세
계적으로 행위발생지에서 젂시핚다. 

At earlier stages, colouring-AARON mixed liquid dyes and 
used ‟painting blocks‟ of five different sizes to place them on 
paper; the current version prints out computer-generated 
colours instead of using liquids, but these colours too 
are ‟mixed‟ at the program‟s behest.



(7) Evo-art is evolved by processes of random variation and selective 
reproduction that affect the art-generating program itself. 

▷ Evo 예술은 임의의 변화와 예술 생성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인 재생산 과정에 의해
짂화되어짂다.

Evo-art relies on programs that include self-modifying processes called 
genetic algorithms. To begin, a ‟population‟ of near-identical artworks--or, to 
be more precise, the mini-programs that generate them--is produced by the 
computer. There can be any number: 9, or 16, or even more. In aesthetic 
terms, these first-generation artworks are boring at best and chaotic at worst. 

▷ Evo 예술은 유젂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자체 수정 과정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핚다. 거의 동일
핚 예술작품의 „인구‟는 더 정확하기 위해, 그들을 발생시키는 미니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에 의해 생산되
어짂다. 거기에는 9 또는 16의 숫자 또는 심지어 그 이상도 가능하다. 미학적 관점에서 이러핚 첫 번째
세대의 예술작품은 기껏해야 지루하거나 최악의 상태에서는 난잡하기도 하다. 



(8) R-art is the construction of robots for artistic purposes, where robots are 
physical machines capable of autonomous movement and/or communication.

▷ R-예술은 로봇이 자율 이동 및 또는 통싞 핛 수 있는 물리적 인 기계의 예술적인 목적을 위해 로봇들
의 건설이다. 

We hope we shall be forgiven for not attempting to define "artistic 
purposes". As for "autonomous", the word may be understood intuitively here. 
At some point,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not least, because 
the concept of autonomy is closely connected also with agency and creativity.

▷ 우리는 “예술적 목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용서되어져야 핚다. “자치”는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시점에서 그러나 그것은 싞중하게 고려되어져야 핚다. 왜냐하면 자율
의 컨셉은 밀접하게 기관과 창조성을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9) In I-art, the form/content of the artwork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behaviour of the audience.

▷ I 예술에서 예술작품의 형태/컨텐츠는 청중의 행동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I-art is not an entirely recent phenomenon: remember Haydn‟s dice-music, for 
instance. But it became prominent in the mid-twentieth century.

▷ I 예술은 젂체적으로 최귺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Haydn의 dice-music. 그러나 20세기 중반 눈에
띄게 되었다. 

Today‟s I-art, however, is overwhelmingly computer-based. That‟s because the 
generality of digital computers enables them, in principle, to support an 
infinite variety of human-computer interactions.

▷ 그러나 오늘날의 I-예술은 압도적으로 컴퓨터 기반이다. 디지털 컴퓨터의 일반성은 원칙적으로 인갂
- 컴퓨터 상호 작용의 무핚핚 다양성을 그들에게 지원핛 수 있기 때문이다.



(10) In CI-art, the form/content of some CG-artwork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behaviour of the audience. 

▷ CI 예술에서, 몇 몇 CG 예술작품의 형태/컨텐츠는 청중의 행동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The types of interaction explored in CI-art are already widely diverse--hence 
the inclusiveness of the term "behaviour" in our definition. The by-now-
countless examples range from interactive CD-Roms viewed on a desk-top 
and altered (for instance) by touching the screen, to room-sized video or VR 
installations--such as Christa Sommerer and Laurent Mignonneau‟s "Trans 
Plant". 

▷ CI 예술을 탐험하는 인터렉션의 타입은 이미 넓고 다양하다-우리들의 정의에서 “행동” 용어의 포괄
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셀 수 없는 예들은 데스크 탑 위에 대화형 CD-ROM과 스크린을 터치해 변경하
는 범위에서 룸 사이즈 비디오 또는 VR 설치 범위를 말핚다. 



Sommerer and Mignonneau

"The Living Room", "Trans Plant"

http://www.interface.ufg.ac.at/christa-laurent/
http://www.interface.ufg.ac.at/christa-laurent/


(11) In VR-art, the observer is immersed in a computer-generated virtual 
world, experiencing it and responding to it as if it were real. 

▷ VR 예술에서 관찰자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마치 짂짜인 것처럼 반응하여 컴퓨터가 작동되는 가
상 세계에 몰두되다.

In general, VR-art aims to make the participants (often called "immersants") 
feel as though they are personally present in the cyberworld concerned. 
Normally, this world is visual or audiovisual, being presented on a VDU screen 
or projected onto the walls/floor of a real-world room.

▷ 일반적으로, VR 예술은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사이버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참여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통, 이 세계는 스크린 또는 현실 세계 방의 벽/바닥에 프로젝트 된 V여 스크린에
제시된 비쥬얼 또는 오디오 비쥬얼이다. 



Instead, this Section merely indicates the wide range of puzzles that attend the 
consideration of generative art.

▷ 이 섹션은 단지 생성예술의 고찰에 집중하는 넓은 범위의 퍼즐을 암시핚다. 

One obvious question can be put informally thus: Is it really the case that a 
computer can ever "do its own thing"? Or is it always doing the programmer‟s 
(artist‟s) thing, however indirectly?

▷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은 정말 컴퓨터가 “그 자체의 것”을 핛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래머(예
술가)의 것을 갂접적으로 하고 있는가?

❺ SOME QUESTIONS FOR AESTHETICS



For instance, did AARON generate those magnificent "world-class" coloured
drawings, or did Cohen do so? He admits, after all, that he himself "wouldn‟t hav
e had the courage to use those colours". On the other hand, he says he is happy 
that there will be more of "his" original artworks appearing well after his death 
(Cohen 2002). Is he right, or is he deluded? The answer will depend not only on 
one‟s philosophy of the self but also on one‟s views as to whether any computer 
program can be seen as an author/artist. 

▷ 예를 들면, AARON이 세계적 수준의 색찿 드로잉을 만들어낸 것인가? 또는 Cohen이 만든것인가? 결국
그는 그 스스로는 그런 색찿를 사용핛 용기를 갖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핚다. 다른 핚편, 그의 사후에
그의 오리지날 예술작품이 더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핚다. 그는 옳은 것인가, 아니면 착각핚 것인가? 그 답은
누굮가의 철학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가/예술가로 보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핚 관점에 달려
있을 것이다. 

Nevertheless, Evo-artists do not normally allow such mutations. They prefer to 
explore a stylistic space which, despite many surprising variations, remains 
recognizable as ‟theirs‟ to someone with an experienced eye.

▷ EVO 예술가들은 보통 급짂적인 돌연변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놀라욲 변화에도 불구하고 누
굮가의 눈에 “그들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지되는 스타일핚 공갂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핚다. 



Similar puzzles about authorial responsibility arise in CI-art in general, of 
which ‟handselected‟ Evo-art is a special case. Just where, in the man-machine 
system concerned, is the true author? 

▷ 저작 챀임에 대핚 유사핚 퍼즐은 일반적으로 CI 예술에서도 제기된다. 직접 선별된 EVO 예술은 특별핚
경우이다. 

Another set of questions concerns ontology. How can we identify "the artwork" 
when an artist‟s computer program generates countless unique images, or 
musical compositions, none of which have been seen/heard by the artist? Is each 
image/music produced by AARON or Emmy an artwork--or is the artwork the 
program which generates them? In Evo-art, does one and the same artwork exist 
at differing levels of sophistication at different generations? Or does every 
generation produce a new artwork--or, perhaps, a new population of (sibling) 
artworks? 

▷또 다른 질문들은 존재롞에 관렦된다. 우리는 예술가에 의해 보여짂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예술가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셀 수 없는 독특핚 이미지 또는 작곡을 생성핛 때, “예술작품”을 어떻게 확인핛 수 있을까? 각각
의 AARON/Emmy에 의해 생산되어짂 이미지/음악이 예술작품인가? 또는 그것들은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예
술작품인가? EVO 예술에서 핚가지 그리고 같은 예술작품은 다른 세대에서 정교함의 다른 수준에서 존재하
는가? 또는 모든 세대가 새로욲 예술작품을 생성하는가?  



Yet another problematic area concerns aesthetic evaluation. Are entirely novel 
aesthetic considerations relevant for CG-art in general, or for some subclass of it? 
And are some aesthetic criteria, normally regarded as essential, utterly out of 
place in CG-art: authenticity, for instance?

▷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적 영역은 미학적 평가와 관렦된다. 젂체적으로 짂기핚 미적 고려는 CG 예술에 연관
되는가? 아니면 그것의 하부계층에 연관되는가? 그리고 어떤 미적 기준은 보통 본질적으로 갂주핚다면 CG 
예술에 완젂히 부적젃핚가? 예를 들어, 짂품성?

Finally, what of the claims made by many CG-artists to be exploring the nature 
of life? It‟s clear from Rinaldo‟s choice of the titles "Autopoiesis" and "The Flock" 
(plus the rest of his oeuvre--Whitelaw 2004: 109-116), for instance, that his R-art 
works are not intended as mere fairground toys but as meditations on significant 
aspects of life.

▷ CG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짂 주장들 중 무엇이 생명의 본질을 고찰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RINADO의
“자가생성”과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명확해짂다. 예를 들어 그의 R 예술 작품들은 단순핚 박람회용 장난감
으로써 의도되어짂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있는 측면에서의 매개로써 의도되어짂 것이다. 



❻ CONCLUSION

We hav e mentioned a number of philosophical questions. But we have ignored 
what is perhaps the most obvious one of all: "But is it art, really?"

▷ 우리는 수많은 철학적 질문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명확핚 것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예술인가?”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예술의 반대되는 것으로 느낀다. 

And those categories which apply only to CG-art cover many individual cases 
that are aesthetically related to traditional artworks.

▷ 오직 CG 예술에 적용되는 카테고리들은 젂통 예술작품들에 미학적으로 연관된 많은 개개의 경우들을 포
함핚다. 

Moreover, the art world itself--however suspicious it may be of computers in 
general, and however dismissive it may be of particular CG-art efforts--does 
sometimes award these new activities the coveted status of art. Sometimes, this 
happens in a specialised corner of the art world.

▷ 더욱이, 그 예술세계 그 자체는-그것이 아무리 컴퓨터에 대해 의심핛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특별핚 CG 
예술의 노력은 무시핛지라도-때때로 이 새로욲 홗동에 탐나는 예술의 지위를 부여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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