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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 주변의 공간들은 대부분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건축물이 인간의 감정에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 되었다고 하여도 그 감정이 직접적으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힘들다.
대신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용자와 건축물이 감정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조물이 감정을 분석하여 반응하고 사용자의
감정을 표현해 내게 된다.

INTRODUCTION
오랜 시간동안, 춤은 인간의 동작이 감정을 표현해
낸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입증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기와는 다른데 연기자는 평소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꼭 같은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며 춤은 이를 조금 더 추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낸다. 무용수가 어떻게 감정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는 지는 빠르고 느림의
차이처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작으로부터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슬픔에 빠져있을 때 그들을
둘러싼 건축물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무용수와 구조물이
그들의
감정과
동작을
통하여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예술 설치물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참여자는 댄서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 공간을
체험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무용수와 구조물의
반응을 둘 다 지켜볼 수 있다.
제시된 자료는 동작으로부터 감정을 도출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1,2,5]. 이
작업은 먼저 감정에 기초한 춤이 자이로 데이터의 두
축을 활용해 어떻게 뚜렷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gyro/accl(자이로/악셀
센서)
그리고
RF24L01+(무선용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RF24L01+를 송신 장치로 사용하여 arduino
mega board(주입력장치)로 2.4ghz(기가헤르츠)의
속도로 전송한다.

LIGHTING DESIGN
사람이 만든 것에서든 자연에서든 다양한 색깔의
사용은 미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싶어
하는 의미에도 바탕을 둔다. 이러한 의미들의 몇몇은
경험과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나(예를 들면
신호등의 빨간색과 녹색등), 대부분의 것들은 생물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생물적 요인이란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특정한 시각적 자극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색채 자극에
의한 산출 과정은 동기 부여된 행동을 도출해 낸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색채 자극은 다가가고자 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의 자극은
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만들어낸다[3]. 그러므로,
설치물의 벽들에 어떤 색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각각의 색들이 인간의 지각과 분위기 그리고
느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고려해보아야 한다. 주로 참고한
문헌[6]은 9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색채에 대한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다룬다. 그 결과는 각 색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여준다. 아래
표는 춤이 시연되는 동안 각 움직임에 따른 느낌을
나타내는 색깔과 빛 그리고 관객들의 예측 반응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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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RESULTS
춤 동작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무용수와 반복된 작업과정을 가졌고,
춤을 통한 6가지의 감정이 간추려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6개의 감정 사이에 고유한 데이터가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X축과 Y축 자이로
데이터를 이용한 6개의 감정 중 두 종류의 예시이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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