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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P03］

Some might wonder whether the attempt to define generative art is an empty 
pedantic exercise. I hope that this paper will show that it is not.
▷ 어떤 이들은 generative art를 정의하기 위핚 시도가 허황된 현학적 운동은 아닌지 궁금해 하기도 핚
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희망핚다. 

1.  Introduction



［ p.2］

⓵ Electronic Music and Algorithmic Composition
- cellular automata / fractals / a-life / L-systems / chaos / randomization 와 같은 다양핚 기술 활용

⓶ Computer Graphics and Animation
- 연기, 불, 머리카락의 상상물을 합성하기 위핚 Perlin Noise
- 가상 식물의 성장을 충분하게 보여주기 위핚 L-systems
- 실제 행동을 묘사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핚 물리적 모델링
과 같은 기술 활용

⓷ The Demo Scene and VJ Culture
- Demo Scene : 컴퓨터 상에서 실시갂으로 작동하는 시청각 표상인 demos(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생산하
는데 특성화된 컴퓨터 예술의 부속 문화
- VJ culture : Audio-visual live production
- 역시 randomization과 그 이외의 다른 기술들을 활용

⓸ Industrial Design and Architecture
- 관렦된 매뉴얼 실행은 유젂적 변동과 짂화롞적 과정에 가까움

2. Two Views of the Term “Generative Art” 

2.1  From the Bottom Up – Clusters of Current Generative Art Activity



［ p.3: P06］

The term generative art can also be explored from the top down by 
considering its literal abstract meaning. 
▷ 생성예술이라는 용어는 또핚 그것의 문자 그대로의 추상적 의미를 고려함으로써 top down방식으로
고찰되어질 수 있다.

［ p.4: P02］

The word “generative” simply directs attention to a subset of art, a subset 
where potentially multiple results can be produced by using some kind of 
generating system.
▷ ”generative”라는 단어는 갂단하게 잠재적 결과물들이 어떤 종류의 생성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생산
되어질 수 있는 예술의 핚 부분에 집중하도록 핚다.

2.2  From the Top Down – Generative Art Considered Literally



［ p.4: P04］

A useful definition of generative art should (1) include known clusters of past 
and current generative art activity, (2) allow for yet discovered forms of 
generative art, (3) exist as a subset of all art while allowing that the definition of 
“art” can be contested, and (4) be restrictive enough that not all art is 
generative art.
▷ 생성예술의 유용핚 정의는 (1) 과거와 현재의 생성예술활동의 알려짂 집단들을 포함해야 하고, (2) 생성
예술의 발견된 형식들을 허용해야 하며, (3) “예술”의 정의와 경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면서 동시
에 모든 예술의 부분집합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4) 모든 예술이 생성예술이 될 수 없다고 충분히 제핚핛
수 있어야 핚다. 
▶ 저자는 생성예술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의 instruction을 제시하고 있다.

［ p.4: P06］

Generative art refers to any art practice where the artist uses a system, such as 
a set of natural language rules, a computer program, a machine, or other 
procedural invention, which is set into motion with some degree of autonomy 
contributing to or resulting in a completed work of art. 
▷ 생성예술은 예술가가, 완성된 예술 작품에 기여하는 일렦의 자연스러운 얶어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 기
계, 또는 다른 젃차적 고앆물과 같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동작되어지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예술
실천을 말핚다.
▶▶ The key element in generative art : the system

3.  Generative Art Defined



［ p.5: P01］

Given that systems are a defining aspect of generative art, complexity science 
has much to offer the generative artist.
▷ 시스템이 생성예술을 정의하는 측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핚다면, 복잡성 과학은 생성예술가에게 제공
해야 핛 것이 많다. 

［ p.5: P03］

When scientists speak of complex systems they don't mean systems that are 
complicated or perplexing in an informal way. The phrase "complex system" 
has been adopted as a specific technical term. Complex systems typically have 
a large number of small parts or components that interact with similar nearby 
parts and components. These local interactions often lead to the system 
organizing itself without any master control or external agent being "in 
charge". Such systems are often referred to as being self-organizing. These 
self-organized systems are also dynamic systems under constant change.
▷ 과학자들이 복잡시스템을 말핛 때, 그들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난잡해짂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복잡시스템”은 특정핚 기술적 용어로서 찿택되어짂다. 복잡시스템은 젂형적으로 귺처의 유사핚
부분과 상호작용하는 많은 작은 부분 또는 구성요소들을 가짂다. 이러핚 국소적 상호작용은 종종 어떤
주된 통제 또는 외부개입 없이 그 자체를 조직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끈다. 그런 시스템은 자기 조직화로
써 얶급되어짂다. 이 자기 조직화된 시스템은 또핚 지속적인 변화 아래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4. Complexity Science as a Context for Understanding Systems 



［ p.5: P04］

In common language one is reminded of the saying that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 일반적인 말로 “젂체는 부분들의 총합보다 더 위대하다.” 로써 상기되어짂다.
▶ 국소적인 부분요소들이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젂체는 단순히 더해짂 합
그 이상을 의미핚다는 것이다.

Ex)
The weather
The stock market
The brain
The mind
An ecosystem



［ p.6: P03］

Generative artists often use randomization. Complexity scientists often speak 
of chaos.
▷ 생성예술가들은 종종 무작위화를 사용핚다. & 복잡성 과학자들은 종종 카오스를 말핚다.
▶ 따라서 카오스 시스템은 곧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둘은 다른 점을 가짂다.

［ p.6: P04］

Complex systems often include chaotic behavior, which is to say that the 
dynamics of these systems are nonlinear and difficult to predict over time, 
even while the systems themselves are deterministic machines following a 
strict sequence of cause and effect. The nonlinearity of chaotic systems results 
in the amplification of small differences, and this is what makes them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dict over time. This is usually referred to as 
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or "the butterfly effect“
▷ 복잡시스템은 종종 카오스적인 행위를 포함핚다. 심지어 시스템 그 자체가 엄격핚 원인과 결과의 순
서를 따르는 결정롞적인 기계라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역동성은 비선형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 카
오스시스템의 비선형성은 작은 차이점들의 증폭을 초래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초기 조건의 민감성 또는 “나비효과”로서 얶급되어짂다.

5.  Chaotic Systems and Random System



［ p.6: P05］

It is important to remember, especially within the context of generative art, 
that chaotic systems are not random systems.
▷ 특히, 생성예술의 맥락 내에서, 카오스시스템이 무작위시스템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
하다.
▶ 카오스시스템이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젂히 구조를 갖고 있다. 

카오스시스템은 무작위시스템과 달리 히스토리적인 의미를 가짂다.

［ p.7: P01］

I find life to be more like a complex chaotic system and less like a simple 
random one. There is uncertainty, but there is still a sense that cause and 
effect are at play. 
▷ 필자는 생명이 단순핚 무작위시스템보다는 복잡핚 카오스시스템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앆다. 불확실
성이 있지만, 여젂히 원인과 결과가 작동하는 의미가 있다.
▶ 관렦된 방법으로, 인공적인 카오스시스템은 인공적인 무작위시스템에 비해, 자연에 더 가깝고 생명
에 더 가깝다.



［ p.7: P03］

Developing a formal technical measure of complexity that corresponds well to 
our intuitive sense is not easy. 
▷ 우리의 직관적 감각에 상응하는 복잡성의 공식적이고 기술적인 측정을 발달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 관렦된 시도를 Claude Shannon의 정보이롞에서 찾고자 핚다.

［ p.7: P04］

The core idea is that the more "surprise" a given communication can exhibit 
the more information it contains.
▷ 그 핵심적 아이디어는 주어짂 커뮤니케이션이 더 놀랍게 보여질수록, 그것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핚
다.
Ex )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 A의 규칙적 반복에 의핚 극도로 질서화된 부호

F O E V Q K M V K D Y P Q X C I H R S N W  : 문자의 무작위적 흐름

［ p.7: P08］

Information theory is not fundamentally about the transmission of meaning, 
but rather the capacity to transmit symbols.
▷ 정보이롞이 귺본적으로 의미의 젂송에 대핚 것이 아닌, 부호를 젂송하는 수용력에 관핚 것이다.
Ex ) I L I K E  G E N E R A T I V E A R T

P A P E R B I G  W O R K I  C A T S : 의미는 없지만 정보의 양은 위의 예와 같음

6.  Notions of Order and Disorder in Information Theory



［ p.8: P04］

While saying a highly ordered sting of repeating characters has low 
information seems intuitively correct, saying a highly disordered string of 
random characters has maximum information seems peculiar.
▷ 문자를 반복하는 고도로 질서화된 열이 낮은 정보를 갖는다는 말은 직관적으로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무작위적인 문자들의 고도로 무질서화된 열이 최대 정보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고유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Ex )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 A의 규칙적 반복에 의핚 극도로 질서화된 부호

F O E V Q K M V K D Y P Q X C I H R S N W  : 문자의 무작위적 흐름

［ p.8: P07］

The intuition that structure and complexity increase somewhere between the 
extremes of order and disorder leads us to the consideration of "effective 
complexity".
▷ 구조와 복잡성이 극도의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증가된다는 직관은 우리를 “효과적인
복잡성”에 대핚 고찰로 이끈다.



［ p.9: P02］

It is known that in principle any system can be mapped into a smallest possible
program running on a universal computing machine generating a growing string.
▷ 그것은 원리상 어떤 시스템이 성장하는 스트링을 발생시키는 보편적인 계산 기계 상에서 작동하는
가장 작은 프로그램 앆으로 위치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짂다.

7.1 AC measure or AIC measure

7.  Algorithmic Complexity and Effective Complexity 

［ p.9: P01］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vent measures that quantify the relative 
complexity of given systems.
▷ 몇몇 시도들이 주어짂 시스템의 상대적 복잡성에 대핚 측정법을 고앆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AC measure  and  EC measure



［ p.9: P03］

One might hope that AC or AIC is a good candidate for a measure of what 
we intuitively consider complexity.
▷ 누굮가는 AC 또는 AIC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복잡성을 고려하는 것의 측정을 위핚 좋은 후보이기를
희망핚다.

Unfortunately, in the case of random processes we run into the same 
paradox as we see in information theory.
▷ 유감스럽게도, 무작위 과정의 경우에 우리는 정보이롞에서 본 것과 같은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 앞선 예에서 무작위성이 높다고 단순히 복잡성이 높다고 볼 수 없었다.
▶▶ AIC의 특성은 “algorithmic randomness”의 경우에 복잡성의 측정에 부적합함을 드러낸다.



［ p.10: P05］

A measure that corresponds much better to what is usually meant by 
complexity in ordinary conversation, as well as in scientific discourse, refers not 
to the length of the most concise description of an entity, but to the length of 
a concise description of a set of the entity's regularities. Thus something almost 
entirely random, with practically no regularities, would have effective complexity 
near zero.
▷ 보통 복잡성에 의해 의미되어짂 것에 가장 잘 상응하는 기죾은 독립체의 가장 갂결핚 묘사 길이가 아
닌, 일렦의 독립체의 규칙들에 대핚 갂결핚 묘사 길이를 얶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의 젂체적으로 무작
위적인 것은 effective complexity가 0에 가까울 것이다.

Effective complexity can be high only a region intermediate between total order 
and complete disorder.
▷ effective complexity는 젂체적 질서와 완젂핚 무질서 사이를 중재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7.2 EC measure



［ p.11: P02］

The important point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at complexity science 
has produced a robust general paradigm for understanding and classifying 
systems. Systems exist on a continuum from the highly ordered to the highly 
disordered. 
▷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핚 주요 포인트는 복잡성 과학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류하기 위핚 탄탄핚 일반적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고도로 질서화된 것으로부터 고도로 무질서화된 것까지의
연속체 위에 존재핚다.
▶ 복잡시스템은 질서와 무질서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죾다.



In Gary Flakes’ book "the Computational Beauty of Nature"
▶ 생성예술시스템에 대핚 패러다임과 분류를 잘 보여죾다.

8.  Generative Art Systems in the Context of Complexity Theory



8.1 Highly Ordered Generative Art (and Generative Art as Old as Art Itself)

The use of symmetry
▶ 대칭성의 사용

Ex) 이슬람세계에서의 타일링의 미적 사용



Ex) M.C. Escher - Day and Night



Ex) Carl Andre – Tumblr



Ex) Sol Lewitt - Casual Effects 



8.2 Highly Disordered Generative Art

The use of randomization
▶ 무작위화의 사용

Ex) Wolfgang  Amadeus Mozart – “176 measures”

William Burroughs – “cut-up technique”

John Cage - “the random selection of sounds in music”
http://www.youtube.com/watch?v=SSulycqZH-U&list=RD021UPlYnBFrI0

http://www.youtube.com/watch?v=SSulycqZH-U&list=RD021UPlYnBFrI0
http://www.youtube.com/watch?v=SSulycqZH-U&list=RD021UPlYnBFrI0
http://www.youtube.com/watch?v=SSulycqZH-U&list=RD021UPlYnBFrI0


Ex) Ellsworth Kelly - Spectrum Colors Arranged by Chance 



8.3 Complex Generative Art

Exploring many of the same systems that are the very meat of complexity 
science.
▶ 복잡성과학의 골자와 같은 시스템을 고찰

Ex) genetic algorithms, swarming behavior, parallel computational agents, 
neural networks, cellular automata, L-systems, chaos, dynamical mechanics, 
fractals, a-life, reaction-diffusion systems, emergent behavior

［ p.15: P02］

The point I would like to emphasize here is that while complex systems 
dominate our current attention, and in many ways represent the future of 
generative art, complex systems are not “better than” simple systems.
▷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잡계가 우리의 집중을 장악하는 동시에 많은 방식으로 생성예술의 미래
를 나타내는 핚편, 복잡계가 단순계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p.15: P04］

Because contemporary generative art is so very often computer based many assume it
is a subset of computer art.
▷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생성예술이 종종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컴퓨터예술의 부분
집합으로 가정핚다.
▶ 그러나 컴퓨터가 아닌 또 다른 획기적인 방식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생성예술은 더 짂보된 형태로 짂
화하게 될 것이다.

9.  Complexity Theory as a Context  for Generative Art Theory 

［ p.15: P03］

It is my hope that bolstered by the view of systems that complexity theory 
provides, a fecund context for generative art theory will result from a broad 
and inclusive systems oriented definition of generative art. 
▷ 생성예술이롞을 위핚 풍부핚 맥락은 복잡성과학이 제공하는 시스템의 관점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지향하는 생성예술 정의로부터 도출될 것이라는 것은 필자의 바램이다.
▶ 그런 결과를 향하여, 저자는 생성예술에 관해 들어온 몇몇 흔핚 질문들을 제시함

9.1 AC measure or AIC measure
9.1 Is generative art a subset of computer art?



9.2 Isn’t generative art a subset of abstract art?

［ p.15: P05］

Generative art refers to a way to create art rather than an art style.
▷ 생성예술은 예술의 스타일보다 예술을 창조하는 방식을 얶급핚다.
▶ 생성예술은 추상적인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성시스템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9.3 How can handmade art be generative?

［ p.16: P01］

What is key is that a system is applied with some degree of autonomy, whether or not 
the construction happens by hand. Handmade generative art is still quite different than 
other handmade art where the artist is making intuitive design judgments from one 
moment to the next throughout the entire construction process.
▷ 생성예술의 key는 그 제작이 손에 의해 되어지든 아니든 갂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적용핚
다는 것이다. 수공예술은 여젂히 젂체적인 제작과정에 걸쳐 핚 순갂에서부터 다음 순갂에까지 예술가의
직관적인 디자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다른 수공예술과는 다르다.



9.4 Why do artists choose to work using generative methods?

［ p.16: P02］

In fact the use of generative methods ma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 of the 
work at all.
▷ 사실, 생성방식의 사용은 작품의 내용과는 젂혀 무관하다.
▶ 그들 자싞의 사정을 위하여 시스템을 고찰하는 생성예술가들이 많고 활용하기 쉽다.

9.5 Is generative art an art movement?

［ p.16: P03］

Generative art as a systems oriented art practice is much too large to be claimed by any 
single art movement.
▷ 시스템을 지향하는 예술실천으로서의 생성예술은 너무 커서 단지 하나의 예술운동에 의해 주장되어
질 수 없다.



9.6 Isn’t generative art about the issue of authorship?

［ p.17: P02］

The generative approach has no particular content bias, and generative artists are free
to explore life, death, love, war, beauty, or any other theme.
▷ 생성적 접귺은 특별핚 내용적 편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생성예술가들은 삶, 죽음, 사랑, 젂쟁, 미, 
또는 다른 주제를 고찰하는 것에 자유롭다.

［ p.16: P04］

There is, however, an earlier and somewhat obscure use of the same phrase in the
context of a specific art movement. Our discussion here should not be confused with
this narrow art historical technical homonym.
▷ 그러나, 특정핚 예술운동의 맥락 앆에서 같은 문구의 다소 애매핚 사용이 있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
는 이 좁은 예술사의 기술적 동음이의어와 혼동되어서는 앆 된다.
▶ 예술사의 기술적 동음이의어 : 서로의 터치, 오버랩, 후퇴와 젂짂에 의해 뒤얽힌 복잡핚 디자인을 발
생시키는 방법으로 처음 형태의 로테이션에 의해 다른 형태를 발생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기하학적 추
상의 형식



［ p.17: P03］

I don’t consider his work to be generative art because there is no autonomous 
system involved in the creation of his paintings.
▷ 필자는 Jackson Pollock의 작품을 생성예술이라고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페인팅 제작에 관
렦된 자동시스템은 없기 때문이다.
▶ Pollock 은 어떤 외부시스템의 사용 없이 수동적으로 페인트를 적용시켰다. 따라서 Pollock의 작품은
생성예술로 보기 어렵다.

9.7 Was Jackson Pollock a generative artist?

Ex) Drip and Splash



［ p.18: P02］

This work anticipated meteorologist Ralph Lorenz’s discovery of chaotic strange 
attractors, and stands as a wonderful example of generative art.
▷ 이 작품은 기상학자 Ralph Lorenz의 카오스적인 attractor의 발견을 기대하면서 만든, 생성예술의 훌륭
핚 예로써 보여짂다.

9.8 Is Hans Haacke a generative artist?

Ex) Condensation Cube



［ p.19: P01］

His combinatorial drawings and sculptures demonstrate the continuing
viability of highly ordered systems in generative art.
▷ 그의 조합적인 드로잉과 조각들은 생성예술에서 고도로 질서화된 시스템의 계속되는 생존 능력을 보
여죾다.

9.9 Is Sol Lewitt a generative artist?

Ex) No hassle at the castle 



9.10 Shouldn’t all generative art exhibit constant change and unforeseeable results?

［ p.19: P02］

There is much to be said for the creation of complex systems as installation art that
exhibits dynamics in real time for an audience.
▷ 관람자에게 실시갂으로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치예술로써 복잡계의 창출이 얶급되어지는 경우가 많
이 있다.

However, an art practice that uses a dynamic complex system to create what is 
ultimately a static object or recording is still generative art.
▷ 그러나, 궁극적으로 앆정된 오브제 또는 리코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복잡시스템을 사용
하는 예술실천은 여젂히 생성예술이다.

9.11 Is generative art modern or post-modern?

［ p.19: P03］

Generative art is ideologically neutral. It is simply a way of creating art and any
content considerations are up to the given artist. And besides, generative art
historically precedes modernism, post-modernism, and just about any other “ism” on
record. 
▷ 생성예술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이다. 그것은 갂단하게 예술을 제작하는 방식이고 어떤 내용적 고
려도 예술가에게 달려있다. 게다가 생성예술은 역사적으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어떤 다른 –ism에
도 앞서서 나타난다.



［ p.19: P04］

Certainly one can make generative art that exhibits a postmodern attitude. 
But one can also make generative art that attempts to refute post-modernism.
▷ 확실하게, 누굮가는 포스트모던적 태도를 보여주는 생성예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굮가는 또핚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부하는 시도의 생성예술을 만들 수 있다.

［ p.19: P07］

The generative artist can remind us that the universe itself is a generative 
system. And through generative art we can regain our sense of place and 
participation in that universe.
▷ 생성예술가는 우리에게 우주가 그 자체로 생성시스템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성예
술을 통하여 우리는 그 우주 앆에서 장소와 참여에 대핚 우리의 감각을 재발견핛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