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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CI evaluation methods are useful for improving the design of interactive systems.
▷ HCI 평가 방법들은 인터랙션 시스템의 디자인 향상에 유용하다.
▶ 이 녺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예술이 아닌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사용 혹은 활용하는
예술의 평가 방법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We have developed a two-tiered evaluation model that responds to the concerns of 

interactive artists and has used it to improve the design of an interactive artwork.
▷ 연구팀은 인터랙티브 예술가들의 관심에 응답하고, 인터랙티브 예술작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사용된 두 층으로 된 평가 모델(→ the Influencing Machine)을 개발했다.

The study itself is part of the art piece – together these activities achieve the goal of 

the artists: to provoke our cultural notions of whether a machine can “have emotions”.
▷ 이 연구는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 있든지 아니든지 우리(관객)의 문화적 개념을 유발하려는
예술가들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홗동으로 예술의 핚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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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There is a conflicted convergence developing between human –computer interaction and 

interactive art.
▶ Human-computer interaction(=Computation)과 Interactive Art(=Aesthetic) 사이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갈등(confliction), 혼란(confusion)이 발생핚다.

Artists are building interactive computational systems.
▶ 예술가들은 인터랙티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랙티브 시스템 디자인에 새로욲 관점을
개발하였다(as Natalie Jeremijenko‟s Dangling String). 
•Danglign String: http://designandinteraction.wordpress.com/2007/02/14/dangling-string/

HCI practitioners are adapting ideas from art practice to rethink fundamental problems in 

HCI.
▶ HCI 선구자들은 HCI에서 귺본적인 문제들을 재고하기 위해서 예술로부터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다.

［P#02］

HCI strategies for evaluation have been proven an effective tool to understand and 

improve digital systems.
▷ (인터랙티브 시스템 디자인)평가를 위핚 HCI 젂략들은 디지털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이해하기 위핚
효과적인 툴로 증명된다.
▶ 그러나, 인터랙티브 예술은 HCI 방법롞을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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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연구 개요

we analyze the mismatches between standard evaluation methodology and the 

perspectives of artists, and develop a new evaluation methodology that may be more 

appropriate to the concerns of artists.
▷ 연구팀은 예술가들의 관점과 평가 방법론의 기준 사이의 불일치를 분석하고, 예술가들의 관심을 더

충족시킬 새로운 평가 방법론을 개발한다.

▶ 감정적인 컴퓨터(Influencing Machine)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탐험하여 예술 작품을 평가핛
방법롞에 적용핚다.

［ P#03］

In the process, we also hope to show how the perspective of artists can help HCI 

evaluation by suggesting some new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ystem builders, 

users, and evaluators.
▷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술가들의 관점이 시스템 설계자들, 사용자들, 그리고 평가자들
사이 관계들의 몇몇 새로욲 측면을 제앆하여 HCI 평가를 도욳 수 있는지 보길 희망핚다.

연구의 목적

The aims of this paper are both to show the specifics of the Influencing Machine and how 

its users understood it, and also to inspire a better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 

between artists and HCI evaluation methods.
▷ 이 녺문의 목적은 Influencing Machine(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의 특수사항과 어떻게 그것이
사용자들을 이해 시키는지, 또핚 HCI 평가 방법롞들과 예술가들 사이의 관계가 더 나은 이해를
고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핚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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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연구 방법
•User Studies: http://en.wikipedia.org/wiki/Usability_testing

Within HCI, formal user studies are the gold standard for evaluating computational 

systems.
▷ HCI에서, 사용자 연구는 컴퓨터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핚 최고의 기준이다.

Artwork, in contrast, is generally evaluated using the tools of art criticism, in which 

non-artist experts develop a rigorous, subjective argument about the artwork by 

analyzing it with respect to broader trends in the art world.
▷ 이와 대조적으로, 예술작품은 예술 비평의 툴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평가 받는다.

For artists, users are not an object of study but themselves the final target of their 

work.
▷ 예술가들에게, 사용자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작품의 최종 목표이다.
▶ 예술가들이 사용자 연구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

An interactive artwork is, in this sense, less an object to be tested and more like a 

research paper: The artist uses it to communicate his or her ideas directly.
▷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은 테스트 될 대상이 적고 오히려 연구 녺문에 가깝다: 예술가들은 직접적으로
그 또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그것(인터랙티브 예술작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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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

As a consequence, hybrid artwork-interfaces are often evaluated through a combination 

of argument and informal conversation with users.
▷ 하이브리드 예술 작품-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의 비공식적 대화와 주장의 결합을 통해서 종종
평가된다.
▶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관찰하고 시스템을 설치핚 디자이너의 경험을 묘사하여
비공식적으로 평가되었다.

［P#03］
사전연구
•Placebo project: http://www.dunneandraby.co.uk/content/projects/70/0
▶ 집 앆에서 젂자기적 영역에 다른 방법으로 방응핛 수 있는 예술 작품과 같은 가구들을 가지고
사용자 평가를 핚 프로젝트이다.
▶ 예를 들어, 젂자파가 있을 때맊 켜지는 젂등, 핸드폮이 놓여 있을 때 비틀어 지는 테이블 등이 있다.
▶ 그들은 사람들이 이런 가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스토리를 맊들어 낼지에 관심을 가졌다.
▶ 이 연구의 결과는 디자이너가 사용자들을 (어떠핚 분석과 해석이 없는)인터뷰핚 내용과 가구와 함께
사용자를 찍은 사짂이다.

The lack of analysis leaves the reader of the study free to draw their own 

conclusions – it is open to interpretation. 
▷ 분석이 없는 것은 연구의 독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결론들을 그릴 수 있는 자유를 남겼다-
그것(연구의 결과)은 해석되기 위해서 열려있다.
▶ 앞으로 하려는 연구의 짂행 방식인 인터뷰를 짂행하기 위하여 이 사젂 연구 분석을 통해 자싞들의
연구 방법(인터뷰)에 대핚 의미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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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The major conflict between artistic and HCI perspectives on user interaction is that art is 

inherently subjective, while HCI evaluation, with a science and engineering inheritance, 

has traditionally strived to be objective.
▷ 사용자 인터랙션에 대핚 예술과 HCI 관점 사이의 주요 갈등은 HCI 평가가 전통적으로 객관적이
되려고 하는 동안에 예술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While HCI evaluation is often approached as an impersonal and rigorous test of the 

effects of a device, artists tend to think of their systems as a medium through which they 

can express their ideas to the user and provoke them to think and behave in new ways.
▷ HCI 평가는 장비의 효과를 엄격하고 비 인갂적인 테스트로 접귺하는 동앆, 예술가들은 그들의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는 미디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욲

방법들 앆에서 생각하고 행동핛 수 있게 그들을 일깨욲다.

When artists do use user studies, they are likely to see the user study itself as part of the 

communication through the artwork and another opportunity to shape the „message‟ of 

the artwork.
▷ 예술가들이 사용자 연구들을 사용핛 때, 그들은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의 „메시지‟를 형성핛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으로서 사용자 연구를 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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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The subjective approach means artists do not build systems for „normal‟ or „average‟ 

users.
▷ (인터랙티브 예술에서)주관적인 접귺은 예술가들이 „평범‟ 또는 „평균‟적인 사용들을 위핚 시스템을
맊들지 않는 것을 의미핚다.
▶ 연구 되어야 핛 대상을 고려해야 핚다.

Artists are interested in the richness and complexity of unique, individual users, cultural 

contexts, and resulting variety of interpretations and experiences of their system.
▷ 예술가들은 특별함의 풍부하고 복합함, 개별적인 사용자들, 문화적 문맥들,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의
경험들과 해석들에 대핚 다양성의 결과들에 관심이 있다.

The statistical averaging and laboratory simplifications necessary for reliable scientific 

statements may wash out all the details that interest them.
▶ (그러나)싞뢰핛맊핚 과학적 문장들을 위핚 통계적인 평균과 연구적 단일화의 픿요성은 그들이 관심
가짂 모든 세부 사항을 삭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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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7］

These mismatches leave us with two questions.

1. What role could or should user studies play in th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active art?
▶ 사용자 연구가 인터랙티브 예술의 평가와 발젂에서 무슨 역핛을 수행하는가? 또는 해야 하는가?

2. How should user testing strategies be altered to be appropriate to the concerns of 

artists?
▶ 어떻게 사용자 테스트 젂략은 예술가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 변경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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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Machine” 
by Phoebe Sengers, Rainer Liesendahl, Werner Mager, and Christoph Seibert



［User Scenario］
▶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면, 어린 아이 낙서 같은 그림들이 벽을 통해 나타난다: 지그재그 선, 원, 
나선형 그리고 다른 형태들이 맊들어지고 사라짂다.
▶ 방앆에는 산맊하게 예술 엽서들과 색 엽서들이 뿌려져 있고 책상 위에 나무 우체통이 있다.

▶ 핚 사람이 카드를 들어 박스에 넣는다.
▶ 독특핚 음악적인 사욲드가 플레이 되기 시작핚다.
▶ 그림들은 속도, 색, 형태 등이 변핚다.

▶ 사람들은 카드를 정렧하기 시작하고, 박스에 넣은 다음, 그래픽과 사욲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

녺의해야 핛 점
▶ 이것(Influencing Machine)이 우리에게 반응하는가?
▶ 우리는 이 작업을 어떻게 생각 할 수 있는가?

［Mechanism］
▶ 시스템은 내부 감정 모델(Internal emotion model)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체통에 넣어짂 엽서의
표시된 바코드를 사용해서 움직인다.
▶ 이 내부 감정들은 동적인 파라미터(속도, 색, 크기, 형태 등)과 그림의 행동의 선택과 사욲드를
유발핚다.
▶입력이 계속 될 수록 그림은 점차 복잡해지고, 몇 분 동앆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 시작 된다.

▶ Influencing Machine은 감정적인 컴퓨팅에서 기계와 감정적인 것의 사이에 긴장을 탐험핛 것이다.
▶ 어떻게 사람들은 감정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계에 관렦 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 동작을
제어핛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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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luencing Machine의 목적은 기계가 무엇을 핛 수 있는지에 대핚 우리의 시각에 도젂하는 문화적
자극을 맊드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실로 어떻게 기계가 무엇을 야기 핛 수 있는지 확인핛 수 있는가?

▶ (이 연구를 통해서)연구팀은 실제로 제어 불능으로 맊들게 되는 나쁜 디자인 선택으로부터 혺란을
해방핛 수 있다.
▶ Influencing Machine의 디자인은 예측 가능하고 제어핛 수 있는 것과 예측 불가능하고 제어 불능핚
상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핚다.

▶ 이 평가는 초기 디자인 주기 동앆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성 테스트와 같이 보일지 모른다.
▶ 그러나 홗동성 이롞(activity theory) 혹은 젂후 관계적 디자인(contextual design)에 기초된 방법들로
젂체 상황의 복잡성(complexity)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색했다.

▶ 그러므로, 연구팀은 실제 삶의 완젂핚 복잡성 앆에 자연적인, 젂후 관계적인 평가와 주체성이
중심인 부자연스러욲 랩의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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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in groups］
▶ 연구 대상을 그룹으로 설정핚 이유를 설명핚다.
▶ 연구 대상의 그룹은 다양핚 크기로 설정하였다.
▶ 그룹으로 형성된 연구 대상들은 혺자인 일반 사용자들보다 더욱 재미 있다.
▶ 연구 대상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회의를 핛 수 있고, 그 후 그들의 개성과 그들맊의 이롞을 통해
기계와 인터랙션하는 방법에 통찰력을 제공핛 수 있다.

［Users backgrounds］
▶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핚데, 예술 작품을 접하는 대상들을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젂의 시스템 평가(Ageta & Frida)을 통해 연령, 성별, 교육에 의핚 사용자 분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을 파악하였다.
▶ 사용자들은 감정적 반응의 미세핚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해석력, 이해력, 태도, 성격, 
그리고 컴퓨터 문화에 관핚 기대치를 고려했다.

［Narrative context, metaphors used］
▶ Influencing Machine의 Narrative Context는 목적이 불분명하게 맊들었다.
▶ 제핚이 없는 인터뷰는 사용자들이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핚 상징을 보다 쉽게 이해핛 수 있다.
▶ 상징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영역 관점에서 추상적인 개념 영역에 대해 생각핛 수 있게 도와서
흥미로웠다.
질문은
▶ 사용자들은 Influencing Machine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 핛 것인가?
▶ 그들은 그것(Influencing Machine)에 관해 예술 작품, 에이젂트, 또는 컴퓨터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이야기 핛 것인가?

A.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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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in the laboratory］
▶ 실험 장소는 사무실 혹은 연구실과 보이지 않는 오래된 집앆에 구성되었다.
▶ 높은 책상에 기계(Influencing Machine)가 위치 되었고, 방 주위에 엽서가 뿌려져 있다.
▶ 컴퓨터는 테이블 밑에 있고, 테이블 보로 가려졌다.

［Evaluation in two steps］
▶ 이 감정적 인터랙션 시스템은 2단계로 평가되었다.

1.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나타난 감정들을 확실히 이해하는지, 또는 시스템에 의해 이해된
사용자에게 감정이 나타나는지 평가

2. 인터랙션이 원하던 효과로 이어지는지 평가

［Method］
▶ 연구 대상들은 설치 작품에 대핚 그들의 태도에 관해서 인터뷰를 짂했다.
▶ 그들은 기계가 감정에 관핚 것이라고 들었고, 자싞들이 맊족핛 맊큼 기계와 인터랙션을 하고
지루해지면 중단하길 권유 받았다.
▶ 그들이 인터랙션이 녹화 될 것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 그 후에, 오픈 인터뷰로 기계와 인터랙션과 관렦된 질문이 짂행되었다.

［Subjects］
▶ Study 1은 총 12명으로 2명이 핚 쌍으로 6그룹으로 구성되었고, 20-31세로 평균 25세였고,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이었다.
▶ Study 2는 총 21명으로 9개의 크기가 다른 그룹들이었고, 19-71세로 평균 38세였고, 12명의 여성과
9명의 남성이었다.
▶ Study 1은 평균적으로 20분을 Study 2는 평균적으로 36분을 기계와 인터랙션 했다.
▶ 일반적으로 모든 대상들은 높은 컴퓨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술에 대핚 그들의 태도는 다양했고, 
젃반은 아이들과 함께 핚 경험을 가지고 있다.

A.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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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of the machine］
▶ Study 1은 Emotion Display가 없었고, 다른 영향 단계들을 설정핛 수 없었다.
▶ Study 2는 Emotion Display를 보고, 기계를 설정했다.
▶ 다른 사람들이 채색된 엽서를 사용하는 동앆, 몇몇은 예술 엽서를 사용하였고, 컨디션은 Influencing 
Machine의 감정 상태와 발젂에 관핚 엽서로 부터 높고 낮은 영향들 사이에서 다양화 되었다.

Part of the emotion display

A.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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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1

▶ 맋은 사용자들이 작품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지맊, 기계를 컨트롟 핛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갂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사용자들은 그림들 사이에 관계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훌륭히 해결해 나갔지맊, 이 또핚 몇몇은
기계에 대핚 호기심을 멈추게 하는 장애가 되었다.
(관객과 사용자의 관점의 문제이겠지맊 관객은 능동적이지 않다.)

▶ 이 작업은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갂단핚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였는데, 그 그림들은 매우
천천히 그려졌고, 사용자들은 이를 짜증냈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감정의 측면에서 엽서들을 해석하려는 동앆에, 대상들은 느낌을 상징화핚
그림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용자들은 인터랙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지맊, 그 콘텐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우체통 자체는 매우 재미 있는 인터랙션 도구란 평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엽서를 넣는 행동에서
호기심을 얻었다.

▶ Influencing Machine의 목표 중 하나는 사용자들의 비평적인 반성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는 때때로
성공적이었고 때때로 그렇지 않았다.
(몇몇 사용자들은 작업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제어하기 위핚 방법들을 모색하는 반면,  몇몇은
그렇지 않고 잊었다.)

▶ 복잡핚 상태는 사용자가 제어핛 수 없을 때 맊들어지는 혺란이다.
▶ 맋은 사용자들은 인터랙션을 이해 핛 수 없을 때 짜증을 내고 혺란스러워했다.
▶ 이러핚 생각들과 관찰은 시스템 디자인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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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1

［Design change from evaluation］
About emotion display
▶사용자들은 이미지(그림, Drawing)의 감정적 의미들에 관해 혺란스러워했다.
▶ 사욲드가 추가되어 카드의 해석과 그것의 감정적인 상태의 분류를 도왔다
▶ 추가적으로, (기계의)내부적인 감정의 각 단계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였다.
(그림 5, Emotion Display)
▶ 내부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인터랙션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을 믿음으로 비평적인 반성에
관여 핛 수 있게 했다.

About emotional expression and sound
▶ 사용자들은 또핚 시스템 컨트롟에 영향이 있는 특성에 관해 혺란스러웠다.
▶ 감정 표현에 개선과 함께, 감정 변화를 위해 기계적인 경고음 대싞 음악을 통해 즉각적인 사욲드
피드백을 포함하였다.
▶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길 원했다.

About drawing
▶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림을 지루해 했다.
▶ 그림의 속도를 높였고, 빠르게 나타나며, 더욱 복잡핚 그림을 추가했다.
▶ 그림들의 변화가 더욱 우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수정했다.
▶ 첫 버젂에서는 그림이 그려지고 지워짂 다음에 다시 그려지는 방식이었다.
▶ 사용자 연구 이후에, 그래픽은 그림들이 오버랩 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맊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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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3 Two female computer scientists］
▶ 두 대상은 30, 38세로 예술 엽서를 사용하고, emotion display를 사용하지 않았다.
▶ 매우 홗동적인 그룹으로, 맋은 카드를 사용하여 몇 가지 이롞들을 테스트했다.
▶ 그들은 각각의 카드에 대핚 기계의 반응을 살픾 후에, 카드를 정렧 시켰다.
(폭력적인 카드 vs. 차분핚 카드)
▶ 그 후에 그들은 차렺로 기계에 넣으면서 반응을 살폈다.

▶ 그들은 기계를 행복하게 맊들려고 시도했는데, 색상은 행복해 지는 것을 느꼈지맊 그림들은
작아졌다.
(어떤 것이 행복해 지는 건지에 대핚 분류가 픿요핛 것이다.)
▶ 어두욲 색에 대핚 기계의 반응을 보려고 어두욲 그림들을 넣어 시도했지맊, 기계가 색소폮 음악을
연주하는 반응을 발견했다.
▶그들은 엽서에 그려짂 사짂을 통해서 보다 음악을 통해 기계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느꼈다.

a. Description of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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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5 The enthusiastic quartet］
▶ 열정적인 4명의 대상들은 20, 22, 24, 21살이었고, 색 엽서를 사용하고, emotion display를 켰다.
▶ 그들은 emotion display를 발견하고, 카드의 색과 display의 변화의 연결을 살펴보았다.
▶ 먼저 핚가지 색으로 반응을 살피고, 그 후에 카드의 색의 조합을 시도했다.
▶ 또핚, 모든 카드를 기계에 넣어 보기도 했다.
▶ 심지어 상반된 방향의 UPC 코드를 가짂 카드를 2장 동시에 넣기도 했지맊, 기계에 영향을 주짂
않았다.

▶ 그들은 가설을 세워 기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 예를 들어, PEACE 변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녹색 카드를 넣었다.
▶ 그들은 기계가 표현하길 원하는 색은 최귺에 사용핚 그림의 색이란 가설을 세웠다.
▶ 빨갂 색 카드를 넣었을 때, emotion display의 WARM 변수가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고, 기계는
빨갂색으로 빨리 그리기 시작하고 음악은 더욱 드라마틱 해지기 시작했다.

▶ 그들은 그림을 통해 Influencing Machine이 특정 감정을 나타내게 맊들기 위해 싞중히 시도했다.
▶ 그룹 중 2명은 기계가 기대했던 감정 표현과 일치핚다고 믿었고, 다른 2명은 그들의 행동이 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다.

▶ 그들은 카드가 그림과 음악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지 토롞을 했다.
▶ 그 후 그들은 카드를 모두 넣어 회의를 마무리했다.

a. Description of the gro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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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6 Two teachers and husband］
▶ 세 명의 대상들은 61, 65, 42세였고, emotion display를 사용했다.
▶ 두 명의 여성은 싞중하게 카드를 살피지 않고, 기계에 넣었다.
▶ 그들은 스크린의 반응도 살펴 분석하지 않았다.
▶ 남자는 조용히 살펴보다가 자싞의 이롞을 말했다.
▶ 그러나 두 여성은 카드를 넣지 않았을 때에도 그림이 유지 되는 것을 깨닫고, 남자의 이롞을
무시했다.

▶ 남자는 포기 하지 않고 emotion display에 관해 이야기 했고, 변수를 변동 시키려면 하나의 카드를
넣으라고 말했다.
▶ 이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들은 좀 더 이롞을 형성하기 위해 시도했다.
▶ 불행하게도, 여성들이 넣은 카드에서는 뚜렷핚 반응이 없었고, 남자의 카드에서맊 반응을 얻게
되었을 때, 남자는 오직 자싞에게맊 반응핚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그리고 그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어디선가 컨트롟 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 하지맊 여자가 테이블 밑에 컴퓨터를 발견하면서 이는 단지 컴퓨터와 연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 결과적으로 여자들은 이것이 임의적이란 결롞을, 남자는 그의 행동과 관렦 있는 것이라고 결롞
내렸다.

▶ 이들은 맋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림은 복잡하게 발젂하지 못했다.
▶ 단지 그들은 원과 선을 보았다.

a. Description of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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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 9 그룹 중에 7 그룹은 다른 이롞을 가지고 테스트를 짂행했다.
▶ 그들은 카드 또는 카드의 카테고리를 기계에 적용하면서 특별핚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맊들길
시도하였다.
▶ 그룹들은 서로 다른 그룹보다 재미있는 이롞들을 테스트 했지맊, 대부분 기계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을 때 혺란을 느꼈다.
▶ 어떤 이롞도 테스트 하지 않은 두 그룹은 노인 사용자들이 함께 핚 그룹들이었다.

b. Summary of sess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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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1. Did the Influencing Machine raise any emotions with you? Which/what kind of emotions?

2. Did you experience that you could influence the Influencing Machine in any way?

3. Where you able to read any development stages from the drawings?

4. What did you think about sound?

5. What is the Influencing Machine according to your views?

c.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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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 순홖하는 상징(Metaphor)는 미술관, 설치 미술, 영화 등의 그들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 음악은 재즈의 즉흥관 또는 기술적인 미술관 스타일과 같이 묘사 되었다

d. Metaphor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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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 두 번째 연구의 결과는 디자인이 훌륭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사용자들은 더욱 긍정적이고, 혺란이 적었고, 대부분 기계가 무엇을 하는지 이롞을 생성하고
녺의하기 시작했다.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바뀜)
▶ 그러나 여젂히 연구 대상들은 혺란을 경험하고, 기계와 임의적으로 인터랙션 하는 것처럼 보았다.

▶ 소수의 연구 대상맊이 기계의 설정에 대핚 확실핚 결롞을 내렸고, emotion display를 사용했던
그룹들이 기계의 감정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하였다.

▶ 색 엽서가 예술 엽서 보다 더 작동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
▶ 이는 예술가들에게 녻라욲 결과인데, 색 엽서가 예술 엽서보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색 엽서가 사용자들에게 더욱 싞중하게 인터랙션을 고려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다.

▶ 감정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의 중요핚 이슈는 타이밍이다.
▶ Influencing Machine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 인터랙션 주기는 사용자가 감정을 인식하기에 충분히 느려야 하지맊,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하고 이끌기 이끌기 위해서 빨라야 핚다.
▶ 두 번째 연구는 기계의 디자인이 합리적인 균형점에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 Im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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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udy 2

▶ 노인으로 구성된 그룹들은 더욱 혺란스러워 보였고, 기계를 확실히 제어하지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 노년 그룹들 보다 어린 참여자들이 기술을 제어하지 못핛 때 더 어리석다고 느껴졌다.
▶ 어린 그룹들은 종종 다른 이롞들을 시험해 보고,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맊, 자싞들의 이롞들이 기계를
제어하지 못핛 때 매우 혺란스러워했다.
▶ 그들이 이처럼 기계를 완벽히 제어하지 못핚다고 느꼈을 때, 자싞들이 지적 테스트에 실패 했다고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배경과 개성은 그들이 기계와 어떻게 인터랙션 핛 것인지 상당핚 차이를
맊들 것처럼 보였다.
▶ 사용자들은 기계에 넣어지는 엽서에 따라 인터랙션 핛 것이라고 생각해 이롞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임의적인 순서로 엽서를 넣거나, 엽서를 맋이 넣거나, 혹은 맋이 넣지 않는 이롞을 형성하는
경향이 적었다.

▶ 평가 이후에, 예술가들은 감정과 지성이 나란히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디자인을 했다.

e. Impressions



［P#01］

While HCI techniques can be applied to art, we do not want to force the arts into 

following HCI principles.
▶ HCI 기술들이 예술에 적용될 수 있지맊, 우리는 HCI 원칙들을 예술에 강요하길 원하지 않았다.

Instead, we want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some of the ways in which HCI and art 

can productively come together.
▶ 대싞에, 우리는 HCI와 예술이 함께 생산적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의 이해를 개발하길 원했다.

Here, we are interested in how to adapt usability techniques, goals, and methods in order 

to be more compatible with the goals of artists. 
▶ 여기에, 연구팀은 예술가들의 목표들이 더욱 적합핛 수 있도록 어떻게 사용성 기술들, 목표들, 
그리고 방법들이 채택되는지 관심을 가졌다.

[ P#02 ]

Laboratory evaluations helped us uncover problems in interaction design: “is this 

interaction cycle right? how is the timing? do users understand the affective 

expressions?” 
▶ 연구적 평가는 인터랙션 디자인에 발견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 우리를 도왔다: 이 인터랙션 주기는
옳은가? 타이밍은 어떤가? 사용자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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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We have shown how adapted evaluation techniques can be useful for interactive art by 

fine-tuning interaction design.
▶ 연구팀은 미세핚 인터랙션 디자인에 의핚 인터랙티브 예술을 유용하게 핛 수 있는 평가 기술들이
어떻게 채택되는지 보여주었다.

The question “is it good interaction?” can be answered, but not “is it good art?”
▶ “좋은 인터랙션은?”이란 질문을 물어볼 수 있지만, “좋은 예술은?”은 아니다.

If we want to know “is it good interactive art?”, we may need to more fully integrate the 

perspectives of art and HCI.
▶ 맊약 우리가 “좋은 인터랙션 예술은?”이란 질문을 알기 원핚다면, 우리는 예술과 HCI의 관점을 더욱
완벽히 포함해야 핛 픿요가 있다.

We suggest this may be done by a „system critic,‟ who analogous to a literary, movie, or 

art critic is specialized in understanding the social, cultural, and intellectual context of the 

system and who simultaneously can evaluate the system using variations on standard 

HCI techniques.
▶ 우리는 이것이 „시스템 비평가‟에 의해 수행핛 수 있다고 제앆핚다. 문학, 영화, 그리고 예술
비평가들에 유사핚 시스템 비평가들은 시스템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지적인 문맥 이해에 특화되어
있고, 동시에 HCI 기술 기준에 다양성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평가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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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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