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

현실과 가상의 조합에 의한

공간 연출방법의 유형화 제안

- 생태공간을 사례로 -

2018 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양 혜 진



현실과 가상의 조합에 의한 

공간 연출방법의 유형화 모델 제안

- 생태공간을 사례로 -

지도교수  채 정 우

이 논문을 공예·디자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양 혜 진

양혜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8 월

      위 원 장        박  영  목     (인)

      부위원장        정  의  철     (인)

      위    원        채  정  우     (인)



- i -

국문초록

 가상매체의 사용 기술과 기기는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쓰이는 범위도 넓어

지고 있다. 가상매체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기존에 사용되던 기기들도 

그 기술이 점차 발전하여 안정적인 구동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자리 잡고 있

다. 또한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가상 관련 기기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져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매체를 이용한 공간 연출은 사용자의 폭넓고 풍부한 경험과 교육을 가

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쓰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방적인 정보 전

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은 가상매체를 통한 변

화를 모색하고 있다. 

 생태공간에서도 가상매체를 활용한 전시 연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 식물원이나 온실 등의 생태공간은 건물 내부 기후와 환경을 조작하고 

조성하여 각기 다른 기후에서 들여온 동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 그래서 실제 기후에서 접할 수 없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다

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생태공간은 자체적으로 가상성을 지닌 공간이

다. 또한 생태공간은 관찰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한계를 갖고 있다.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대한 규모, 한 생태공간 안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무수한 종류, 시간과 계절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경관, 관찰하는 사람의 눈

높이와 다른 시점(땅 속의 시점, 하늘에서 바라볼 때의 시점 등)에서 파악 

가능한 동식물의 상호작용 등은 생태공간의 이용에 대한 한계이면서 동시에 

관찰 및 연구의 가능성이다. 이와 같이 입체적인 정보를 지녔기 때문에 생

태공간은 리터러시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상매체를 활용한 공간 연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간의 연출에서 가상매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맥락

과 이야기를 어떻게 가상매체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술과 기기 위주의 가상매체 적용방법보다 맥락과 이야기 중심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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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게 된다. 

 공간의 맥락은 시퀀스(sequence) 연출을 통해 표현이 가능하며 공간의 이

야기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퀀스 연출은 여러 

장면, 즉 씬(scene)이 모여 이루는 하나의 흐름으로 각 장면마다 사용자의 

경험을 예측하여 사용자와의 소통을 이끌어낸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공간 연출은 사용자의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디자이너가 계획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유도한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을 생태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과 가상매체

의 현상학적 특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연구를 위해 

가상매체에서 사용되는 가상성의 현상학적 연구를 가상매체의 콘텐츠에 적

용할 수 있었다. 가상성의 현상학적 기준은 가상현실의 논의에서 주로 사용

되는 플라톤과 베르그송, 그리고 들뢰즈와 보드리야르의 가상성, 현실성, 실

재성에 대한 개념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가

상매체의 기술이나 기기 기반의 분류가 아니다. 가상매체의 현상학적인 의

미를 탐구하여 가상매체가 적용되는 공간의 맥락과 흐름을 심도 있게 분석

하여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가상성의 현상학적 의미 탐구를 거쳐 가상매체의 콘텐츠를 공간과 객체, 

주체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소설과 영화에서 사용되

는 인칭의 개념으로 가상매체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

간의 연출을 유형화하였다. 구분된 유형은 공간-객체-주체-인칭에서 가상

성의 여부에 따라 스물네 가지의 연출방법이 도출되었다. 스물네 가지의 사

례는 현존감과 몰입감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를 통해 생태공간은 시간, 공간, 상태변수 등 복합차원의 정보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가상매체를 활용한 교육, 전시, 연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는 것과 생태공간은 환경(계절, 시간, 지질, 기후)의 정보와 대상(종, 개체, 

군락)의 정보가 복합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가상성의 설정(24가지 유형)

에 따른 매체연출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생태공간은 실제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공간은 생태공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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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생태공간에 가상성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아봄으로써 현

재 생태공간 연출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제안하는 데에 가치가 있다. 연

출방법의 유형화는 생태공간이 지닌 다중복합적인 정보와 구조에 대한 리터

러시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가상매체, 생태공간, 공간 연출, 가상현실, 증강현실

학   번 : 2012-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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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사람들은 점점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연을 향유하려고 한다. 이에 

발맞추어 디자이너들은 자연의 다양한 매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

간을 시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 조성하고자 노력한다.1) 이는 소규모

의 옥상정원이든 대규모의 도시공원이든 마찬가지다. 자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사람들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가상매체를 활용하고 있

다.2) 가상매체는 텍스트나 영상과 같이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니다. 가상매체는 사용자가 직접 습득하고 체험해서 정보를 전달

받는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며, 콘

텐츠와의 상호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은 안내판이나 해설사의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가상 매체를 이용한다면, 직관

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숲, 도시의 경쟁력이자 가장 위대한 유산”,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23일. 
   http://www.seouland.com/arti/culture/culture_general/651.html
2) “[ESC] 가상현실이 바꿀 출근길···휴가지 거닐다 회사 도착”, 한겨레신문, 2017년 12

월 13일.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8234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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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매체는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이다. 가상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용되고 있는 Virtual Reality(VR), Augmented Reality(AR), 

Mixed Reality(MR) 등의 컴퓨터 기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

는 그 플랫폼이 휴대가능한 장치로 간소화 되거나 스마트 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또한 야외현장에서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써의 활용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상매체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는 현장에서 시간적, 공간

적으로 확장된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다시 표현하면, 가상매체는 

시간과 공간을 이용자의 의도대로 제어하도록 유도하면서,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까지 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른 봄, 매화

나 산수유만이 꽃 피우기 시작하는 어떤 공원에 갔을 때, 다른 꽃

나무나 초화류가 만드는 다양한 봄의 경관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

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겨울 설경 및 가을 단풍을 떠올리기 

어렵다. 가상매체는 이용자가 이러한 상황을 원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극대화 된 현장경

험을 바탕으로 생태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다.

 생태공간의 사용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매체가 그 수단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체를 통해서 구현되는 가상현실의 

공간은 이전까지 삭막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가상공간은 물리

적으로 실재하는 인간의 생활공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또

한 사람들은 가상공간 내에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까지 가능

할 것이다. 즉, 출근시간 만원 지하철 열차 안의 옆 사람보다 가상

공간 내에서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얼굴도 모

르는 사용자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매체를 활용한 가상현실은 단순한 풍경을 변화하는 것에 그

치지 않는다. 그 자연 경관과 관련된 생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용자들이 더 깊게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3) 예를 들어 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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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가상현실 속에서 물웅덩이 근처의 맹꽁이를 체험할 수 있다거

나, 청개구리의 등장과 함께 옛 이야기를 청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밤이 되니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가 나타나고, 천연기념물 소

쩍새가 ‘솥이 적다’고 울고 있는 장면에서 이를 소재로 한 서정주 

시인의 시구가 화면에 띄워질 수도 있다. 혹은 풀밭에 앉아 만발한 

꽃나무를 바라보며 가상현실을 구동시키면, 몇 종류의 나비들이 날

아오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모이는 벌들이 양봉벌인지 야생

벌인지, 이들은 어떤 식물들을 위한 수분매개자(pollinator)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 지역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등, 다양한 

생태계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자연 사물 상에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매체는 생태디자인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을 둘러싼 다양

한 분야에서 응용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심도 있

는 시도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생태공간을 디자인할 

때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방법론적인 측면

에서 더욱 수월하고 다채로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상

매체 플랫폼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용자와 디자이너 

모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측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태공간의 연출에 가상매체를 활용하여 현실과 가상

의 공간에 적용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

른 생태공간 연출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기존의 가상현실에서 사용된 가상, 현실, 실제 등의 개념

을 생태공간과 가상현실과의 접목에서만 한정하여 살펴본다. 그리

3) 이지연과 강주희, “디지털 사진을 통한 생태 미술교육: 앤디 골드워시의 작품세계와 
미술교육에의 응용 가능성 연구”, 미술과교육 13권 2호 (2012년):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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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 세 개념의 특징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발현되는 현존감과 

몰입감, 실재감 및 증강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정의와 특성은 기존

의 게임 등에서 사용된 개념과는 그 범주와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

다. 

 가상매체를 활용한 생태공간의 연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

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변인들이 결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매체 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현

실과 가상의 변인들이 결합되어 표현된 공간이다. 

 생태공간에서의 가상매체 사용에 따른 현상학적 분석은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디자이너의 의도를 전달하고, 그곳의 생태

요소들이 가지는 환경생태적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생태공간의 정보들이 가상매체 상

에서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상매체의 포맷을 연구하려고 한

다. 이와 동시에 생태정보를 디자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치환할 것

이다. 이는 향후 도시의 공공적인 생태공간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생태공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환경생태적 함의(지역생물다

양성에 기여, 열섬완화 등)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상에서 자연사물

을 다루는 데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디자

인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가

상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사용자에게 현존감과 몰입감이라는 심리적 효

과가 나타나게 된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다양한 변인들과 결합

하면서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을 생태공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과 가

상매체의 현상학적 특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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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에서 다루는 가상매체의 범위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

고 있는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 등과 그 관련 기술 및 기기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가상매체를 사용한 환경이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공간, 대상, 주체의 관점으로 가상환경을 연출하는 방법을 분류 

및 분석하기 위해 철학적인 논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고대 그

리스에서부터 가상과 이미지를 논하였던 플라톤과 플라톤의 논의

를 전복하였던 앙리 베르그송의 사상을 비교하였다. 더불어 앙리 

베르그송의 사상을 계승하는 질 들뢰즈와 장 보드리야르의 논의를 

추가하여 본 연구만의 공간과 물질, 시간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였

다. 여기에 소설 및 영화에서 사용되는 인칭의 개념을 부가하여 가

상매체를 활용한 공간을 유형화하였다. 

 연구에서 다뤄지는 생태공간은 자연환경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람

들이 생활하는 도시공간 근처 혹은 도시공간 내에 위치하는 동식물

이 살아갈 수 있게 조성한 공간이다. 인위적인 목적을 갖고 사람들

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이러한 생태공간은 비오톱

(biotope)4)으로서의 생물들이 군집을 이루어 생활하는 각각의 생태

계를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매체를 적용하여 공간을 표현할 때, 가장 적합

4) 환경부,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 (환경부, 2007),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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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상을 생태공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가상매체가 사용되는 생

태공간을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2. 연구의 방법

가.  가상성과 관련된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의 특징을 현상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가상’과 ‘현실’, ‘실재’에 대한 철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철

학자들 중 가상현실 관련 연구의 대표되는 플라톤, 앙리 베르그송, 

질 들뢰즈, 장 보드리야르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가상성과 관련

된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고 공간 분석을 위한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가상성의 특징을 통한 공간의 유형화

 가상성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가상매체가 사용되는 환경을 

공간-객체-주체 및 경험인칭의 관기준으로 대분류한다. 기준은 각

기 실제와 가상, 혹은 1-2-3인칭으로 소분류하는데 이와 같은 방

법으로 총 스물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도출된다. 각각의 유형을 생

태공간의 사례에 적용하여 공간의 연출 방법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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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생태공간에 활용 가능한 가상매체를 탐색하고 가상매

체의 리터러시 증대를 위한 유형화와 적용방법을 밝히는 것을 연구

에서 밝혀내고자 한다. 

 가상매체의 기술 환경과 유형을 조사하고 가상성의 특징을 ‘가

상’, ‘현실’과 ‘실제’의 의미를 정리한다. 가상성을 분류하기 위해 

공간-객체-주체 및 경험인칭의 정의와 범주를 공간을 구성하는 요

소로 구분하도록 한다. 앞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등 연구의 개요를 설명한

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상매체와 가상매체의 환경적 특성에 대하

여 논의한다. 가상성과 현실성, 그리고 실재성에 대한 기존 연구자

들의 개념을 통해 가상매체 콘텐츠를 분류하는 유형의 기준을 도출

한다. 3장에서는 가상매체를 활용하는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가상

매체를 공간과 객체, 그리고 주체 및 인칭의 개념으로 나눈다. 4장

에서는 생태공간의 정의와 범주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생태공간

이 지니고 있는 정보를 스물네 가지 기준을 통해 분류한다. 더불어 

생태공간을 연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구성요소에 대하

여 살펴본다. 앞선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가상매체를 

인지적 관점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가상매체의 연출적 특징이 

생태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구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

하여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을 도출할 것이다. 5장에서는 연구의 시

사점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며 마무리 짓는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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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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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상매체와 공간연출

제 1 절 가상매체의 기술과 사용 유형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가상매체의 종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

로 대표된다. 각각의 매체에 사용되는 기술과 기기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간의 연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가상매체의 환경

1) 가상현실(VR)

 가상현실(假想現實)이란, 특정 환경 혹은 상황을 디지털로 재연하

거나 새롭게 제작한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에 위치한 사람은 

실제 환경과 비슷한 가상공간 내에서 다른 인간 및 컴퓨터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가상현실의 주된 사용 목적은 가상현실을 실제 환경에 있는 것처

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상현실을 실제 상황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상현실은 군사용 시뮬레이터, NASA 등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군사장비의 조작 시뮬레이션, 우주항공 연구 및 

탐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이용된 이유는 실제로 교육하고 훈

련시키기에는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5)

5) 이용우, “제스처 기반의 가상현실 콘텐츠 사용자 인터페이스디자인 및 제작 : 오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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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의 주요한 특징에는 ‘몰입감(immersion)', ’현존감

(presence)’ 등이 있다. 또한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상호작

용을 통한 대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컴퓨터가 나타내

주는 가상현실 환경에 몰입하게 된다.

2) 증강현실(AR)

 증강현실(增强現實)은 ‘현실세계에 가상환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의 정의는 Ronald T. Azuma

가 1997년에 제시한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증강현

실의 특성을 ‘현실과 가상이 결합될 것(Combines real and 

virtual)’,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Interactive in 

realtime)’, ‘현실 세계에 3D으로 등록될 것(Registered in 3D)’으

로 언급6)하였다. 현재 이러한 특성은 증강현실의 기본 전제조건으

로 여겨지고 있다.

  Linda Shapiro는 증강현실이 인간에게 작용하는 과정을  인간

(Human)이 ‘현실 세계(Real Environment)’를 감지(sense)하고 영

향을 미치고(affect) 있는 것이라고 설명7)하였다. 즉,  현실세계에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합성된 환경(Synthetic Environment)’

을 덧붙이면 인간은 합성된 환경 역시 감지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현실세계를 보고 들으며 감지한 후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Linda는 이러한 현실 세계에 증강현실의 가상의 환경을 덧붙여 인

간이 감지하는 범위를 넓히고 보조하는 개념으로 해석한 것8)이다.

러스 리프트와 립모션 중심으로” (홍익대학교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2016).p 5.
6) R. T. Azuma, “A Survey of Augmented Reality”, Teleoperatorsand Virtual 

Environment 6, 호 4 (1997년): p.2.
7) LL. G. Shapiro와 G. C. Stockman, “ComputerVision”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2001), 555–56.
8) 김석영,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건축문화유산의 야외전시방안” (명지대학교 산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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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증강현실은 HMD(Head-mounted Display)나 스마트폰 

등 컴퓨팅 기기를 이용하여 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현실세계를 해

석하고 객체(object)나 요소(elemente) 등의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

된 가상의 환경을 기기에 연결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기의 카메라로 현실세계를 촬영하

고, 실시간으로 입력된 영상을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그 이후 현실세계 정보와 기기로 추출된 정보를 비교하여 카메라에 

드러나는 실제 위치를 찾아낸다. 다음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

실세계와 일치하는 3D 가상환경을 구성하고 영상에 실시간 합성한

다.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들이 밀접히 관련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이 필

수이고,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나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영상 해석과 상황 인식, 맥락인식

(Context-Awareness)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컴퓨터 상

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등도 필요9)하다.

3) 혼합현실(MR)

 혼합현실은 Paul Milgram(1994)에 의하여 정의 되었으며 가상공

간과 현실공간을 혼합하는 것으로 논하였다.10) 다시 말해, 혼합의 

성격을 띠는 공간이 현실공간일 경우 증강현실로 여겨지고, 가상공

간일 경우 증강가상현실이라고 여겨진다. 증강현실은 혼합현실에 

학원, 2016), p.25.
9) 이건, “Web3D 기반 증강현실 기술 표준화 동향”, 정보과학회지, 2014년,  p.40.
10) P. Milgram기타, “Augmented Reality: A Class ofDisplays on the 

Reality-Virtuality Continuum”, Telemanipulator andTelepresence Technologies 
2351 (1994년),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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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혼합현실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가상현실의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가상현실이란 사용자에게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

고,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

다. 사용자는 가상현실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감각자극을 

경험한다. 이러한 가상현실 시스템의 주된 목표는 사용자에게 컴퓨

터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에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을 부여하는 것

이다. 이것을 현존감(Presence)라고 하며,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하

기 위해 3차원의 멀티모달(Multimodal) 상호작용이 필요11)하다.

 3차원 멀티모달 상호작용이란 사용자에게 가상의 영상을 제공하

기 위해 사용하는 HMD, 사용자의 시점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

는 트래커, 사용자에게 현장감 있는 소리를 제공하기 위한 헤드폰,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할 때처럼 반발력을 제공하는 운전대와 페달 

등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12) 가상현실 환경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장치들은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최대한 현존

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감각을 실제처럼 자극하기 위한 장치

를 사용한다는 점은 보편적이다. 가상현실과 마찬가지로 혼합현실 

또한 실재감과 3차원 멀티모달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13)

 앞서 살펴본 Paul Milgram(1994)의 입장에서 보면, 혼합현실은 

증강현실과 증강가상현실로 나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의 대부분은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들이다. 혼합현실에서 현

실공간이 배경이 되어 가상의 물체를 증강시키는 증강현실이 증강

11) Gerard Kim, Designing Virtual Reality Systems: TheStructured Approach 
(London: Springer-Verlag, 2005). p 128.

12) 이명호, “약하게 결합된 혼합현실 = Loosely coupled Mixed Reality” (고려대학교 
대학원,2009). p 8.

13) 이명호와 이병희, 권은, 김정현, “약하게 결합된 혼합현실”,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08년,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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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보다 더 큰 현실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결과, 증강현실 

기술들은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응용 가능

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반면, 증강가상현실은 주로 엔터

테인먼트나 방송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사용범위가 증강현실에 

비해 좁다. 

2. 가상매체 구현 기기의 종류

가. HMD (Head-mount Display)

 HMD (Head-mount Display)는 품질이 우수하며 현재 양산되고 

있는 착용형 디스플레이이다. 사용자의 두 눈에 모두 영상을 제시

하는 방법으로 입체 영상을 구현한다. 1945년 McCollum과 1957

년 Morton L.Heilig에 의해 개발된 특허가 현대 HMD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성은 1968년 MIT

의 Ivan E. Sutherland에 의해 정립되었다. 

 가상현실 구현 기기는 운영부, 영상 출력부, 영상 확대부, 상호작

용 처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부는 입출력 정보를 통합하

여 사용자에게 콘텐츠 정보를 제시하는 시뮬레이션하는 그래픽 워

크스테이션이나 PC 등을 말한다. 다음으로 영상 출력부는 시각 정

보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패널 등과 같은 것들을 일컬는다. 셋째

로 영상 확배두는 영상출력부의 이미지가 사용자의 시야 범위 내에

서 가상 스크린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처리하는 광

학 모듈이나 렌즈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처리부는 

가상과 현실 세계가 양방향으로 사용자의 신체 움직임이나 인터페

이스의 동작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부분이다.14)

14) 양웅연과 김기홍, “VR/AR 착용형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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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D는 영상출력부와 확대부가 결합된 기기이다. 저렴하고 수급

이 용이한 하드웨어 부품과 개발 진입장벽이 낮아진 소프트웨어 플

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VR

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디바이스이다.

모델명 Oculus Rift VIve
Playstation 

VR
OSVR

HMD

착용부

시야각

(FOV)
110°(대각선) 110°(대각선) 100°(대각선) 100°(대각선)

해상도

(단안)

2016×1200

(1080×1200)

2016×1200

(1080×1200)

1920×1080

(960×1080)

1920×1080

(960×1080)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전용 컨트롤러

트래킹센서

전용 컨트롤러

트래킹센서
슈팅 컨트롤러 범용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Oculus Share

MS XBOX
Valve STEAM

SONY

Playstation
Opensource

[표 1] 완전 몰입형 HMD 제품 사례 및 특징
출처: 양웅연과 김기홍, “VR/AR 착용형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1권 4호 (2016): 

p.16.

 몰입형 HMD는 시각적인 인터페이스 형태의 장치를 모체로 하는 

고급형 버전과 모든 기능을 착용형 장치 내부에 통합시키는 보급형

/모바일 버전으로 분류된다. 고급형 버전으로는 오큘러스 리프트

4호 (201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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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ulus Rift), 보급형/모바일 버전은 삼성 기어VR이 대표적인 기

기이다. 2010년 초반까지는 HMD의 시야각(FOV: Field of View)

이 40°내외에 머물고 있었지만 현재는 고급형 버전은 100°이상, 

보급형/모바일 버전은 90°이상 구현되고 있다. FOV가 확대될수

록 사용자는 몰입도가 높은 가상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FOV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모델명 Gear VR
Storm 

Mirror4
Cardboard Wearality Sky

HMD

착용부

시야각

(FOV)
96°(대각선) 96°(대각선) 90°(대각선) 156°(대각선)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터치패드

무선 조이패드
무선 조이스틱 네오디뮴 자석 -

특징
초점 고정

IPD15) 고정

초점 고정

IPD 고정

종이판지 

접이식

3D 프린팅 

제작

[표 2] 모바일 몰입형 HMD 제품 사례 및 특징
출처: 양웅연과 김기홍, “VR/AR 착용형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1권 4호(2016): 

p.18.

 [표 1]과 [표 2]는 시장에 공개된 몰입형, 보급형/모바일형 HMD

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를 구성

하는 부품의 특징과 지원하는 기능이 고급형, 보급형/모바일형 각

각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표 

15) Inter-pupillary distance, 동공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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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보급형/모바일형 HMD의 해상도는 장착하는 모바일 기기의 

해상도를 따른다. 최근 소비자 시장의 신제품들은 충분한 VR 콘텐

츠를 제공하기 위해 VR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광학 투시형 EGD (Eye Glasses-type Display)

 AR 환경의 구현을 위해 외부의 실제 환경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투시(see-through) 기능 구현이 

요구된다. 

모델명 M300
Smart 

EyeGlass
Hololens META2

HMD

착용부

시야각

(FOV)
20°(대각선) 20°(대각선)

35°

(대각선, 추정)
90°(대각선)

해상도

(단안)
640×360

419×138

<mono color>

1280×720

(추정)

2560×1440

(1280×1440)

특징 Android 6 OS
display frame

10-15fps
579g Android 6 OS

[표 3] 광학 투시형 EGD 제품 사례 및 특징
출처: 양웅연과 김기홍, “VR/AR 착용형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1권 4호(2016): 

p.18.

카메라를 사용하여 투시하는 비디오 기반 투시(video-based 

16) Ibid.,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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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
홀로그램 포그 스크린

적용

이미지

[그림 2] [그림 3] [그림 4] 

see-through) 기술은 영상 처리 과정과 현실 구현에 어려움이 있

다. 최근에는 광학적 투시(optical see-through) 기술을 적용하는 

제품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17)

다. 스크린 형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스크린 등에 

영사하여 상이 맺히도록 하는 방식과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백라

이트 등에 이미지를 띄워주는 방식이 있다.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프로젝션 맵핑은 스크린의 형태와 상관 없

이 어디에나 영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스크린의 크기 

또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포그 스크린 역시 프로젝터를 영사

하는 방식으로 스크린이 수증기 형태의 비물질적이라는 특징을 갖

고 있다. 

17) Ibid,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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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영사시킬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방식

두 개의 레이저광이 

만나 일어나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해 

3차원으로 영상이 

보이도록 하는 방식

기체상태의 비물질적 

투사체를 활용하여 무

형의 미디어를 표현하

는 방식

종류 스마트 글래스
투명 디스플레이

(Invisible display)

잔상 엘이디 디스플레이 

시스템 (Persistence Of 

Vision LED Display)

적용

이미지

[그림 5] [그림 6] [그림 7] 

특징

전류공급의 유무에 따

라 유리의 투명/불투

명상태를 조절

불투명 상태일 때 프

로젝션 미디어의 투사

면으로 활용하여, 극

적인 연출 가능

빛과 시선이 투과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매

체를 활용하여 사용자 

시각방향을 반영하여 

실물과 미디어의 싱크

를 일치시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회전축에 모터를 설치

한 날개 양 끝에 일렬

로 LED 전구를 부착

하여 움직이는 영상을 

재생하는 디스플레이

 투명한 시각적 확보 

효과 유지 가능

[표 4] 스크린형 디스플레이 사례 및 특징

 스마트 글래스는 전류공급의 유무에 따라 유리의 투명/불투명상

태를 조절하며, 공간 개방감유지와 마감재의 노출을 통하여 건축공

간계획의 인상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불투명 상태일 때 

프로젝션 미디어의 투사면으로 활용하여, 극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으며 외창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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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디스플레이는 빛과 시선이 투과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매

체를 활용하여 사용자 시각방향을 반영하여 실물과 미디어의 싱크

를 일치시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잔상 LED 디스플레이는 회전축에 모터를 설치한 날개 양 끝에 일

렬로 LED 전구를 부착하여 원기둥, 구(球) 형태 혹은 원 형태의 

움직이는 영상을 재생하는 디스플레이로서 투명한 시각적 확보 효

과도 유지할 수 있다. 모터에 설치한 날개, 즉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부분과 설치되는 벽이 10cm 이상의 간격을 띄우고 있어 이미

지가 허공에 떠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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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중심세계 가상세계 현실세계 가상 및 현실

디스플레이

완전몰입형 HMD

모바일형 HMD

프로젝션 맵핑

광학투시형 HMD

스크린형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완전몰입형 HMD

모바일형 HMD

광학투시형 HMD

스크린형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

3차원 공간

출력기기

실시간 상호작용

지리/위치 정보

전자나침반

중력센서

3차원 공간

출력기기

실시간 상호작용

지리/위치 정보

전자나침반

중력센서

장점 몰입감 현존감 몰입감, 현존감

단점
멀미, 주변환경의 

위험
몰입도가 낮음

VR, AR과 큰 차이 

없음

활용분야

게임, 영화, 

테마파크, 

시뮬레이션, 

헬스케어 등

엔터테인먼트, 교육, 

훈련, 광고, 의료 등

관광, 레포츠, 학습, 

공연, 전시, 회의, 

진료 재해훈련 등

[표 5] VR, AR, MR 비교

2. 몰입감과 현존감

 현존감과 몰입감은 가상매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 두 

거지는 컴퓨팅 매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효과들이며 그 

정도와 종류의 차이에 따라 각기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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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몰입(Flow & Immersion)

 가상매체를 매개로 한 몰입은 신체적인 몰입(Immersion)과 심리

적인 몰입(Flow) 두 가지로 나타나며 이 두 몰입이 함께 작용해야 

진정한 몰입이 완성된다. 

 신체적인 몰입은 완전히 시야를 차단하고 가상매체의 디스플레이

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HMD 등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머리에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디바이스 외부의 환경을 볼 수 있는 

광학형 EGD는 신체적인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적인 몰입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때에 

기술 혹은 사건 및 도전 등과 같은 상황과 유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면 할동 자체의 행위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이ㄷ 

상태를 심리적인 몰입이라고 한다.18) 이 개념은 1975년 칙센트미

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현재에는 주

로 교육, 심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심리적인 몰입에는 아홉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19) 각 차원의 정도

의 차이로 몰입을 개입과 관조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표 6]. 

18) 계보경,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반 학습에서 매체특성, 현존감(presence), 
학습몰입(flow), 학습효과의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p 33.

19) Ibid.,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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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목표
사전에 정확히 무엇을 할지 인지함으

로써 행동을 지시하고 집중하도록 유도

즉각적인 

피드백

수행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

로 제공, 수행을 계속하도록 함

도전과 기술의 

균형

지각된 도전의 수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수준이 조화를 이룸

당면과제에 

대한 집중

당면과제에 집중하게 되어 주위사람들

의 시선이나 생각을 의식하지 않음

행위와 인식의 

통합

완전히 몰두하여 자연스럽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느낌

자의식의 

상실

수행하는 활동에 집중하여 활동의 효

율성이 높아짐

시간감각의 

왜곡
실제의 시간과 다르게 인식함

통제감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느낌

자기목적적 

경험

학습 자체에서 보상을 받으며 학습을 

하게 됨

[표 6] 개입과 관조의 범위

나. 현존감(Presence)

 현존감은 현전감, 임장감 혹은 실재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인공 지능학자인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를 효시로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

했다.20) 

 현존감은 가상환경에서 물리적으로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아닌 감각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정보에 의존하여 가상매체가 보

20) Ibid.,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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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는 환경 속에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것이다.21) 매개되지 

않은 인지적인 환상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상태

로도 여겨진다. 

 현존감도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장소성과 원격성으로 구분

이 가능하다. 장소성을 체감하는 것은 사용자가 위치하는 물리적 

환경의 특성이 너무 강해 사용자가 가상현실 속에서 현존감을 덜 

느끼게 하는 상태이고 원격의 상태는 현존감이 강하게 느껴져 물리

적인 환경의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표 7]. 

매개되지

않은 인지적

환상

(perceptual

illusion of

nonmediation)

사람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장소를 완전

히 잊어버리고 다른 환경으로 이전하지

는 않지만 거부감 없이 다른 환경을 동

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현상

가상환경의 사용자가 가상환경에서 제

공하는 자극 또는 효과를 경험하면서 

물리적으로 자신이 있는 장소가 아닌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에 의

존해 다른 환경에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경험을 매개되지 

않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

그 곳에 

있다는

느낌

(sense of

being there)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에서 거기

에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어

떤 장소에 있다는 느낌

[표 7]  장소성과 원격의 범위

21) Ibid.,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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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상 개념의 분류 및 논고

1. 공간과 환경의 가상성(Virtuality)

 일반적으로 virtual의 반대 개념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재하

는’이란 뜻의 ‘real’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디지털 연구가 Pierre 

Levy는  ‘실제적으로 실행된’, ‘현재 가시적인’, ‘현실화된’등으로 

풀이되는 ‘actual’을 ‘virtual’의 반대개념으로 본다. 이는 앙리 베르

그송과 질 들뢰즈의 사유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virtual은 논

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복합체이다. 또한 상황, 사건, 사물 혹은 

어떤 실체를 수반하는 상황 혹은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actualization이라는 해결과정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Virtual은 real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Real의 환영(illusion)된 상태

로 거울 이미지에 가깝다. Virtual은 컴퓨터로 만들어져

(computer-generated) 사용자에게 환영을 확신시키는 환경이다.22) 

 가상현실의 구현은 현대에 와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과거 아날로그 기계 방식에 의한 가상현실이 표현

을 꾸준히 시도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17세기는 입체안경이라

는 기계가, 17-18세기에는 풍경 전망의 파노라마(panorama), 연

극장치의 일부인 디오라마(diorama), 가상의 여행을 유도하는 장치

인 마레오라마(mareorama)와 시네오라마(cineorama) 등의 영상 

장치들이 사용되었다. 그 당시 이러한 기계장치들은 실제의 대상에 

대한 대리 체험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상현실의 원형이라 평가받는

다. 

22) Castronovo,F., Nikolic, D., Liu, Y., &Messner, J, An evaluation of immersive 
virtualreality systems for design reviews, In Proceedings of the 13th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Applications of Virtual Reality(Vol.47), 2013.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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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와 같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가상현

실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상현실의 원형'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 

 가상현실은 베르그송의 기억과 같은 공간이며 그것에 대한 체험

은 지각이 창출하는 이미지의 존재론과 같은 것이다. 즉, ‘잠재적 

기억이 현실화된 물질적 존재’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곧 디지털 

정보인 잠재적인 디지털 비트가 지각을 통해 아날로그 이미지로 현

실화된다는 뜻이다.23) 

 현재에 쓰이는 의미로서의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컴퓨

터 과학자인 재런 래니어(J. Lainier)가 1989년 처음 사용한 단어로 

‘virtual reality’를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상

현실’은 모순되는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상’

이란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

지 않는 거짓 현상.24)’을 뜻하는 단어이고 ‘현실’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25)’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단어를 합

하면 거짓된 현실이라는 뜻이 되므로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의 원어인 ‘virtual reality’는 이와는 다른 뜻을 가

진다. ‘virtual’은 ‘공식적으로(형식상) 인지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지

만, 본질적으로 혹은 효력(효과) 면에서 존재하는(being such in 

essence or effect though not formally recognize or admitted)’으

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A is virtual head of business’는 A가 그 

상점의 공식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효력 면에서 주인이

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따라서 virtual memory는 공식적인, 형식상

의 주기억장치(Main Memory)는 아니지만 주기억장치로서의 효력

23) 김성호, “베르그송, 들뢰즈의 철학에 내재한 가상현실”, 프랑스학연구, 62호 

(2012년): p 567.
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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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다는 뜻이 된다.26) 그리고 ‘현실’의 원어인 ‘reality’는 ‘실재

적인 사건, 존재, 혹은 사태(a real event, entity, or state of 

affair)’를 말한다. 그러므로 두 단어의 조합인 ‘virtual reality’의 의

미는 ‘공식적으로는(형식상으로는) 아니지만 본질적, 효력(효과) 면

에서 실재적인 사건 혹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원어의 뜻에 비

추어 볼 때 거짓이나 가짜의 의미를 갖는 ‘가상’은 좋은 번역어라

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종종 virtual reality는 ‘인공현실’로 번역되

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27)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가상세계’는 실재하지는 않지만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상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사유하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행동들을 영위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된 허구의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

역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영

어 단어 그대로를 이용하여 ‘virtual버추얼’, 혹은 ‘virtuality버추얼

리티’라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대부분 ‘가상현실’을 사전적 단어와 달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

구도 그러한 경향을 따르기로 한다. 

 원어에 따른 가상현실의 본뜻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효력 면

에서 실재적인 존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영화 매트릭스

(Matrix)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매트릭스(Matrix) 속의 가상현실은 

모두 효력 면에서 실재적이다. 물건을 만지면 만져지고, 음식을 먹

으면 맛이 나며, 상대방에게 말을 걸면 대답한다. 그것들은 공식적

인 현실로서 인정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효력 

면에서는 실재적인 사건이며 존재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효력 면에서 실재적이다’라는 문장은 여러 가지 

26) 이 기법은 실제 메모리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으나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여 마치 프
로그램이 매우 큰 메모리 내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게 하는 기법이다.

27) 이채리, 가상현실, 별만들기 (도서출판동과서, 2004).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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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영화 속의 괴물들은 정식의 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댄다는 점에서 

실재 괴물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꿈속에서 일어난 슬픈 사건들은 

공식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효력

을 가진다. 

 하지만 현재 가상현실의 개념이 실제로 사용되는 범위는 보다 구

체적이다. 개념이 사용되는 범주는 사용자가 실제로 새로운 환경에 

있다고 느끼게 하는 주체가 가상현실이며, 컴퓨터 시스템의 결과물

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인식되는 가상현실의 범위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 사물, 사건, 현상’에 국한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단어의 의미와 단어가 사용되는 범위를 함께 다시 

정리해보면, 가상현실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 효력(효과

-면에서 실재적인 사전 혹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원론적 세계를 주창하는 플라톤의 사상에 비춰보면 우리가 현

재 살고 있는 세계는 이데아를 모방하는 그림자 혹은 상(像)에 불

과하다. 이것은 에이돌론(eidolon)이며 플라톤은 에이돌론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형상을 좀 더 많이 모방한 것과 유사성이 희미

하여 형상과 거의 닮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에이코네스

(eicones), 후자는 판타스마타(phantasmata)라고 했다. 현대에 사용

되는 단어로 풀어 쓰자면 사본(copy)과 시뮬라크르(simulacre)로 

대입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세계는 실재와 이미지의 두 세계로 나뉘

며, 이미지는 사본과 시뮬라크르로 다시 나뉜다.28) 

28) 박정자, “마그리트와 시뮬라크르” (서울:기파랑, 2011),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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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 견해

플라톤

(Plato,

BC 428/427

~ BC 348/347)

“가상의 이미지는 실제에 대한 거짓”

플라톤의 저서에서 이데아와 시뮬라크르는 물질화 이전에 모

두 가상성의 상태로 존재한다. 플라톤의 『국가』 제7권에 나

오는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죄수들은 

실제가 아닌 동굴벽에 비치는 그림자들(가짜)만을 보게 되며, 

그들이 사슬에서 풀려나면 진상을 알게 되고 빛이야말로 가

시계(可視界)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근원임을 알게 된다. 이

것은 가상에서 진리로 향해 가는 과정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은 17세기 이후 가상 이미지와 관련된 

시각 이론들이 활성화되어 그것의 부정적인 함축을 덜어내면

서 점차적으로 소멸29)

앙리 베르그송

(Henri Bregson,

1859 ~ 1941)

“현재와 구별되는 미래를 생성시킬 잠재성을 지닌 과거로서

의 가상성”

『시간과 의지(1889)』,『물질과 기억 (1896)』에서 등장

‘가상성’ 혹은 ‘가상적인 것’은 지각에 의해 현실화

(actualized)될 때까지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현재에 물질

화 될 때까지 비물질적이고 표상불가능한 것

가상(the virtual)은 가능한 것(the possible)과 현실적인 것

(the actual) 사이를 존재론적으로 구분30)

‘현실화된 실재’는 아니지만 ‘잠재적 실재’31)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1925 ~ 1995)

“잠재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실적인 것에만 대립된다.”32)

규정되지 않은 혼돈의 상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어

떤 발생적인 근원의 힘이자 생성을 지향하는 가능한 운동

(movement possible)

하나이면서 무한한 세계의 속성에서 세계를 ‘주름(le pli)’들이 

중첩되어 있는 연속체로 바라보며 세계는 주름들로 가득하고 

가상성은 주름들과 다양체로 가득한 형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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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d,

1929 ~ 2007)

주어진 대상을 흉내내고 복제한다는 것은 주어진 대상을 그

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과 독립된 특성과 위상

을 지닌 대상을 만들어내는 행위34)

[표 8] 사상가의 견해별로 구분한 가상성의 개념

2. 실존적 개념의 실재성(Reality)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를 기호가 

사물을 대체하고 가장(假裝; simulacres)은 실재를 대신하는 ‘시뮬

라시옹(시뮬라크르 하기; simulation)의 시대’라 표현한다.35) 고창

택(2005)은 이 ‘시뮬라시옹의 시대’에는 재현과 현실의 차이가 아

예 사라지며 심지어 현실을 모방한 것이 재현이 아니라 재현을 통

해서 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 했다. 이처럼 실제 현실을 압

도하는 가상현실을 보드리야르는 파생실재(hyperréalité)라 불렀다 

했으며 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며 원본보다 더 원본다운 시뮬라

크르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

처럼 꾸며놓은 인공물’이란 뜻의 가장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질

서를 지배하는 새로운 원리가 된다고 언급하였다.36) 따라서 원본과 

29) 전혜숙, “가상현실 기반의 뉴미디어아트 : 물질 혹은 비물질”, 서양미술사학회논문
집 34 (2011년): p 262.

30) Ibid, 263.
31) 김성호, 2012, pp.562.
32) Gilles Deleuze, Différence et répétition(Paris: PUF, 1968). p 149.
33) 김성호, 2012, pp.571.
34) 이채리, 2004, p.56.
35) 고창택, “사이버세계의 존재론 - 가상·현실·실재의 존재론적관계 분석 및 다른 세계

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93(2005년): p 7.
36) Jean Baudrillard,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Simulacres et 

Simulation”, trans 하태환 (서울: 민음사, 1992),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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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성이 모두 없는 실재를 통해 산출하는 작업이라는 뜻을 지닌 

시뮬라시옹은 현실에서의 실재를 대체하게 된다.37)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를 단번에 탈현대적 사유의 중심에 놓는 

데 성공한다. 오늘날 물질․이미지․사건․현상과 그것들의 의미를 둘러

싼 철학적 논의, 영상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대한 담론적 토론 따

위가 바로 시뮬라크르를 통해서야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시뮬라크르가 구축하는 문제 틀은 거의 독보적이라 할 만하

다. 그렇지만 시뮬라크르는 모순되는 두 얼굴로 출몰하고 있다. 한

편에서는 사건과 이미지의 의미를 새로이 인식시켜 예술과 문화의 

양식 속에서 독특한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에선 사건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며 나아가서 유통시키고 

매매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에 이르고 있다. 탈현대의 최첨단으로 

지나치게 나아간 듯 보이는 보드리야르는 우리의 육체와 사회적 삶

에서부터 모든 실재적인 것을 지우고 있다. 그리하여 기호와 가장

만이 우월적인 존재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가능케 했던 메시지는 사회 현실을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정보적 의미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가상은 실재의 반대라고 이해된다. 일상적인 용법을 

따른다면, 가상이란 실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즉, “거짓, 환상, 

비현실, 상상가능한 것, 가능성 따위”38)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은 결코 실재의 반대편에 자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상을 

실재의 한 존재양식으로 간주한 후, 그 본성을 분석해야 한다.

 헤겔(G. W. F. Hegel)은 가상은 더 이상 거짓이나 허위가 아니라 

있는 것 즉, 존재자들의 배후이며 따라서 존재(Sein)의 근거가 된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가상은 절대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흐름과 

운동으로서의 존재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살펴본다면 

37) 고창택, 2006, p 7.
38) 고창택, 200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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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적인 존재가 변화하는 가상의 세계로 바뀌어 인식되게 된다.39) 

 헤겔은 또한 결국 ‘가상이란 존재의 규정성을 받고 있는 본질 그 

자체이다’라는 테제를 내놓는다.40) 이러한 테제는 언뜻 보면 역설

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이 규정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바, 그 규정은 본질 그 자체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

문점은 충분히 해소된다. 여기서 본질과 자기의 관계는 절대적 통

일로 나타나고, 본질과 그 타자 즉, 규정과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나

타난다. 요컨대, 가상은 본질에게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바로 그 부

정을 통해 본질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본질의 두 계기 

중 본질적 측면은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서 본질이며, 비본질적 측

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가상인 것이다. 

 들뢰즈(Gilles Deleuze)는 가상․현실․실재의 개념적 연관 구조에 대

한 논의에서 전적으로 베르그송(H.-L. Bergson)의 다양성

(multiplicité) 개념에 힘입고 있다. 들뢰즈는 다양성은 공간의 다양

성과 지속(durée)의 다양성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외적 다양성, 양

적 차이의 다양성으로서 불연속적인 현실적 다양성을 뜻한다. 반면

에 후자는 이질성의 다양성, 질적 차이의 다양성으로서 연속적인 

가상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양적 다양성은 가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 수와 물질의 다양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에 대비되는 질적 다양성은 지속의 다양성이다. 지속은 계

속 나뉘고 있고 그렇게 나뉘면서 질적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부단

한 내적 흐름으로서,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으며, 항상 새롭

게 변화하고 있다. 요컨대 지속은 가상적인 것이다.41) 시간에 초점

을 모아 말하면, 시간이 무한 분할되는 한, 즉 더 이상 분할될 수 

39) 윤병태, “헤겔의 「논리학」에 나타난 ‘가상’ 개념의 구조와 그 체계”,「철학」 제 
66집 (2001년): p 101.

40) G. W. F. Hegel, “「대논리학(Ⅱ): 본질론」-Wissenschaftder Logik(1812-13)”, 
trans 임석진 (서울: 지학사, 1982), p 28. 

41) Gilles Deleuze, “「베르그송주의」Le Bergsonisme (1966)”,trans 김재인 (서울: 문
학과 지성사, 1996), pp 46–66.. 



- 32 -

없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간 안에 과거

와 미래가 언제나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존재 안에 항상 

비존재가 들어있는 것이다.42) 

 들뢰즈는 가능(le possible)과 가상(le virtuel)을 구별한다. 가능은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그 내적 속성이나 구성 요소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될 것이

다. 그에 비해 가상은 현실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재적인 어떤 상태

를 말한다. 가상은 실현되는 게 아니라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어

떤 나무 씨앗은 지금 실재적 나무가 아니라 잠재적 나무로 존재하

기 때문에 가상의 나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상의 나무는 나

중에 실제로 자랄 현실의 나무와 대립하는 것이다. 가상의 나무는 

현실의 나무처럼 어떤 시․공간적 좌표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존재

하는 것이다. 즉, 거기에 그런 방식으로 있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

이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과정은 차이, 갈라짐, 창조이다. 그 이유

는 현실성은 본성상 가상과 전혀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상은 세계의 실재를 드러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실재의 반대가 

아니라 현실의 대립항이다. 현실은 실재의 일부에 해당하며, 실재

란 현실에 가상을 더한 결합체이다.

 다시 설명하면, 가상은 일종의 문제 덩어리이며 현실화란 그런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상은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 또는 어떤 대

상을 수반하는 힘 내지 경향의 결절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가

상에 답하여 생겨난 해답인 셈이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가능이 

실현되는 것은 실재화이며, 주어진 문제의 복합에서 해답을 발명해

내는 것은 현실화이다. 가상화란 일종의 정체성의 변이이며 해당 

대상의 존재론적 중심이동이다. 가상화된 대상은 이제 자신의 현실

성이나 해답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그 자신의 본질적인 구성 내지 

42) 한자경, “무한의 파라독스”, 「철학연구」 제 33집(1993년): pp 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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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 견해

플라톤

(Plato,

BC 428/427

~ BC 348/347)

플라톤에게 진정한 실재(the Real)하는 세계는 이데아계이고 

이데아계는 실재의 세계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

상계로 구분하는데 이데아는 참되고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이

데아에서부터 현상계의 모든 것이 나오는 ‘보편성의 동일자

(세상의 모든 것을 근거지우는 ‘근거’임과 동시에 본래적인 

것이고 본질인 이데아는 동일자, the Same이라고도 한다)’이

다.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하자면 이데아란 사물의 본질 또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44) 이데아계의 형상만이 실재라는 플라

톤의 철학은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가 되는 세계이며 존재(the 

Real)하기 때문에 객관적 관념론에 해당한다.45)

이미지들이 나눠 갖는 실재(=형상)가 가진 성질의 양에 따라 

이미지의 등급이 결정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실재의 형상인 

이데아가 있고, 그 밑에 그것과 가장 많이 닮은 사본(copy)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이데아와 거의 닮지 않은 시뮬라크르가 

있다. 실재에 대한 유사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미지의 가치

는 높아46)진다.

앙리 베르그송

(Henri Bregson,

1859 ~ 1941)

실재적으로 그곳에 있는, 혹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한 사물

의 지각작용은 잠재적인 것의 시각화(현전)에 의해 공결정된

다. 즉 기억과 의미는 이미지화하는 내재면이 현실적인 것으

로 사유되거나 지각되도록 해주는 잠재적인 영역들이다. 즉, 

이전의 지각작용들이 이 현재의 지각작용에 들어가게 함으로

써,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들에서 지각한 것의 실례로 재인할 

수 있다. 의미와 기억은 우리가 수용하는 현실적 세계를 이중

화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영역들이다. 지각작

정체성을 문제적 복합 내지 문제적 영역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

다.43)

43) 차건희, “가상과 현실의 존재론”, 「철학연구」 제 57집(2002년): pp 348–50. 
44) 박정자, 2011,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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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나뉜다.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1925 ~ 1995)

오직 이미지화의 관계들을 생산하는 한에서만 실재하는 창조

적 생명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데올로기의 관념과 맞지 않는 

철학을 형성하는 데로 향해 간다. 들뢰즈 E.가타리에 따르면 

하나의 실재적 세계가 우선 있고, 비로소 그것이 얼마간 정확

하게 지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지각작용, 

이미지화, 표현, 종합니다. 앎 자체가 한 관계이므로, 아무것

도 비-관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떠한 것이 존재하기 위

해서 그것은 시간을 통해 가야하고, 그것의 장소를 가져야 하

며, 이는 심지어 생명의 분자적 수준에서조차 관계들과 접속

들의 수립함을 요구47)한다.

장 보드리야르

(Jean

Baudrillad,

1929 ~ 2007)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란 실재는 없고 이미지가 스스로의 

실재가 되어 새로운 이미지들을 무한히 생산해내며, 이미지들

의 과다함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미지들간의 의미있는 구

분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미지 그 자체가 소멸하는 허무한 

소비사회라고 표현했다.48)

모의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과거의 시뮬라시옹은 실체가 먼

저 있고 그 다음에 실체를 지시대상으로 삼아 모의적인 작업

을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시뮬라시옹은 지시대상으로 삼

는 실체가 아예 없이 그냥 빈껍데기 모의만 있다는 것이 보

드리야르의 견해.

 빈껍데기의 이미지는 시뮬라크르 혹은 하이퍼리얼이다. 보드

리야르에게 시뮬라크르는 실재의 모방, 복제, 패러디가 아니

라 실재를 실재의 기호로 대체한 것이다. 과거의 시뮬라시옹

은 실재를 참조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기호였는데, 지금은 실

재는 사라지고 그 기호가 실재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이다. 

시뮬라크르는 본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척하는 동시에 그것

을 타자에게 믿도록 하는 것이지만 시뮬라시옹은 참과 거짓, 

실재와 상상의 다름 자체를 위협한다.49)

 재현(사본)이란 기호(아이콘)와 실재(the Real) 사이에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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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는 원칙 위에서만 성립이 되는데, 시뮬라시옹은 가

치로서의 기호를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만 존재하기 때문

에 재현과 대립된다. 시뮬라시옹이 사용하는 기호는 모든 참

조물을 죽이는 기호이고 재현이 시뮬라시옹을 가짜 재현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재현 안으로 흡수하려 하는데 반해 시뮬

라시옹은 재현 그 자체를 시뮬라크르로 간주해 그것을 자기 

안에 포섭하여 무력화시킨다.50)

[표 9] 사상가의 견해별로 구분한 실재성의 개념

3. 가상성의 상대적 개념으로써 현실성(Actuality)

 가상과 대립되는 개념은 실재(real)가 아니라 현실(actual)이며 가

상성과 현실성은 실증적 존재의 서로 다른 방식이다.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에 따르면 가능한 것은 이미 완전히 구성되지만 모

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또한, 본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은 허상이며, 잠재적인 실재이다. 가능한 것은 바로 

실재와 같다. 

 베르그송은 이미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실재와 가상에 대한 존

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베르그송에게 있어 이미지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은 ‘존재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기 보다는 ‘존재의 양

45) Ibid, p.143.
46) Ibid. p.165.
47) 클레어 콜브룩, “이미지와 생명, 들뢰즈의 예술 철학”, trans 정유경 (그린비, 

2008), p 242.
48) 신지영, “들뢰즈에게 있어서의 이미지와 현대”, 철학과 문화 12집 (2006년): p 

117.
49) Ibid. p.200.
50) Ibid.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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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혹은 양태’를 성찰하는 것에 집중한다.

 베르그송은 관념론과 실재론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고자 물질

(matiere)로서 존재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베르그송에게 이미지

는 이 세상에 현상하는 모든 물질이며 “물질은 이미지들의 전체”이

고 물질로 된 이 세상은 이미지들의 총체51)라고 보았다.

 베르그송에게 이미지는 의식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가능적 

존재인 잠재성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이것은 이미 실재라고 보았

다. 지각으로 유발되지 않는 모든 기억들은 잠재적 상태에 존재하

는 ‘잠재적 실재’이다. 모든 이미지들은 지각이 작동할 때 비로소 

기억으로부터 건져 올려져 현실화(actualisation)된다. 베르그송은 

“가능성을 닮은 것은 실재가 아니며 실재성을 닮은 것이 바로 가능

성이다.”라고 했지만 잠재성은 언제나 잠재적 실재를 의미한다는 

점52)에서 결국 실재와 다르지 않다.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퍼리얼리티의 개

념을 연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이퍼리얼리티가 실재를 부정하

는 것이 아니라 실재보다 더한 실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보드

리야르은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확증된 사례로 들고 있다. “디즈니

랜드는 <실제의> 나라,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라는 사

실을 감추기 위해 거기 있다.(....) 디즈니랜드의 상상 세계는 참도 

거짓도 아니고 실재의 허구를 역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지

기계이다.” 여기서 실재와 가상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되며 여기

서 허구는 실재가 아니며 반대되는 시뮬라크르가 되는 것이다. 

51) 김성호. 2012. pp.561.
52) Ibid. pp.561.
53) 김성호, 2012, pp.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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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 견해

앙리 베르그송

(Henri Bregson,

1859 ~ 1941)

베르그송은 이미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실재와 가상에 대하

여 존재론적으로 파악한다. 베르그송에게 있어 이미지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은 '존재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기 보

다는 '존재의 양상 혹은 양태'를 성찰하는 것에 집중한다.

베르그송은 관념론과 실재론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고자 물질

(matiere)로서 존재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베르그송에게 이

미지는 이 세상에 현상하는 모든 물질이며 "물질은 이미지들

의 전체"이고 물질로 된 이 세상은 이미지들의 총체라고 보았

다.

베르그송에게 이미지는 의식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가

능적 존재인 잠재성으로부터 촉발되었으며 이것은 이미 실재

라고 보았다. 지각으로 유발되지 않는 모든 기억들은 잠재적 

상태에 존재하는 '잠재적 실재'이다. 모든 이미지들은 지각이 

작동할 때 비로소 기억으로부터 건져 올려져 현실화

(actualisation)된다. 베르그송은 "가능성을 닮은 것은 실재가 

아니며 실재성을 닮은 것이 바로 가능성이다."라고 했지만 잠

재성은 언제나 잠재적 실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국 실재

와 다르지53) 않다.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1925 ~ 1995)

세계는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들이 분간 불가능한 곳이

고 잠재적인 것들이 현실화되어 현실적인 것들로 변모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는 잠재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곳54)이라고 

할 수 있다.

적분의 존재론적 의미는 현실적 차원 속에 포함되는 것

베르그손-들뢰즈에 따르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라는 서로 반

대되는 방향의 두 경로를 따라 자기 자신과의 차이를 낳으면

서 나아간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보존되는 과거를 향해 나아

가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흐르는 현재를 향해 나아가면서 시

간 스스로가 분열운동을 하는 것이다. 마치 존재가 잠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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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향해 나아가는 용해 운동과 현실적인 것들을 향해 나아

가는 생산 운동으로부터 분열되는 단 하나의 이중운동55)인 

것처럼 말이다.

현실적인 것들이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들이 

잠재적인 것이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적 질과 연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현재가 현실적인 이유 또한 그것

이 현실적으로 사유가 불가능한 과거와 달리 사유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 흐르는 현재,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는 현재는 

이처럼 그 자체가 현실적인56) 것이다.

[표 10] 사상가의 견해별로 구분한 현실성의 개념

54) 박정태, “철학자 들뢰즈,화가 베이컨을 말하다 : 들뢰즈의 회화 존재론” (서울: 이
학사, 2012), p 32.

55) Ibid, p.68.
56) Ibid,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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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Actuality)

‘이 세상’은 ‘물질’과 ‘이미지’들의 총체이며

이 두 가지는 시간의 흐름 안에 보존.
물질

가상성

(Virtuality)

생성을 지향하는 운동이며 가상은 물질화 되기 전까지

비물질적이고  시간에 의해 존재하는 것.

물질

시간

실재성

(Reality)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이미지, 즉 물질을 무한히 만들어내는 사회.

장소

시간

물질

[표 11] 가상성(Virtuality), 현실성(Actuality), 실재성(reality)의 요약

4. 가상성, 실재성, 현실성을 통해 도출한 증강성의 개념 정의

 앞선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상성은 물질과 시간과 

장소라는 키워드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질의 개념에 의하

여 현실성의 특징이 도출되고 가상성에서는 물질과 시간의 가상성

을 이야기한다. 현실성과 가상성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의 실재성은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특질을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개념 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울’의 이미지와 ‘환

영’이라는 개념은 역할이 존재한다. 실재(the Real)와 가상(the 

Virtual)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환영의 상태이다. 이때 ‘환

영(illusion)’은 각각의 개념 사이에 마치 거울이 놓여있어 서로를 

비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험과 감정을 극대화시켜준다는 뜻의 증강(the Augmente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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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상가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다만 가상과 현실

과 실재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현실에서의 경험을 증강시키

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상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매체에 대한 

연구에서 앞으로 증강현실에 대한 인지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 실재, 현실, 증강의 모든 개념을 그

림으로 드러내면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그림 8] 가상현실에서 가상성, 현실성, 실재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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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체·객체·환경의 설정에 따른 가상성 구현

1. 이미지와 복사본으로서의 가상공간의 객체

 가상매체란 가상의 환경에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실

재감(presence)과 몰입감(immersion)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미

디어 정보들의 통합된 표현(representation)을 의미한다.57) 가상현

실은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등을 한데 묶은 개념으

로서 사용자의 경험과 현상을 기준으로 묶어 정의한 단어라 할 수 

있다. 가상매체를 구분짓는 기준은 현상과 경험을 이야기하며 가상

성을 객체에 두는지 환경에 두는지에 따라 나뉜다. 또한 콘텐츠상 

주인공의 차원을 기준으로 구분 지을 수도 있으며 사용 주체에 의

해 구분할 수도 있다. 가상성이란 개념을 환경, 객체, 주체 혹은 차

원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의 연출에 있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자인하고자 하기 위한 설정이다.

 앞서 밝혔듯이, 가상매체에서는 가상성을 어디에 기준 두느냐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객체이다. 생태공간에서의 

객체는 생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예로는 이는 교목이나 

관목 혹은 동물 등의 생물체를 들 수 있다. 생태공간에서의 생물체

는 그 공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상매체를 통해 

구현하기도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공간의 가상성이 결정된다. 

2. 물질론과 가상공간의 주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용주체의 기준으로 주체의 시점과 사용환경

57) 이동훈, 박주원과 김종원,“차세대 실감미디어 서비스와 미래인터넷”, 전자공학회지
34 (2007년):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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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상매체를 구분짓게 된다. 주체가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

물이나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구분지어 나눌 수 있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관점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가 바라보

는 콘텐츠 내부의 주인공의 시점이 주체의 결정 기준이 된다는 것

이다. 

3. 지각의 환영과 가상공간의 환경

 가상공간을 환경으로 설정한다면 식물원 등에서 볼 수 있는 열대

의 식물 등은 가상의 환경에 놓여있는 객체가 된다. 열대의 식물은 

실제로는 열대기후 및 지질에서 생장한다. 하지만 온실이라는 가상

공간을 구현하여 주체가 객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상매체는 다음과 같은 범주를 갖는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HUD, HMD, 

일반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들은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 신문, 

책 등의 매체부터 디지털 기기 /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매체까지 

전부 틀 안에서 존재하는 매체들이다. 존재한다. 디자인으로 국한

해도, 포스터, 모니터, 스크린 등의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없다. 전방위의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내 눈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매체,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상현실은 몰입형, 체험형으로 진

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우주 탐사, 미시 세계, 극지 체험 등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도는 무궁

무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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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상매체의 환경과 객체와의 관계도

 가상현실은 하나의 기술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 실제현실

의 구분되지 않는 가상의 환경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가상현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속에서 

인간이 오랜 과거로부터 꿈꾸어오던 이상적인 몰입의 상황으로 들

어가기 위해서일 것이다.58)

58) 김희정, “가상현실”, 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미학대계 간행회, 
2007). 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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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매체로 구현된 공간

 앞서 살펴 본 HMD, 프로젝션 맵핑, 핸드헬드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한 VR, AR, MR 등의 미디어는 사회 곳곳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전시용, 엔터테인먼트용, 교

육용, 상업용, 건축용 공간 및 활용 등으로 분류된다. 

5. 가상 미디어 속 주체의 경험차원(次元)

가. 가상현실에서 주체의 관점

1) 주체의 경험

 시간적·공간적 제약 및 신체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

상매체는 가상현실 그 자체가 주는 경험적 가치를 지닌다.59) 어떠

한 경험으로 인해 사용자가 물리적인 것 이상의 심리적인 이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 가치’라 부른다. 공간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과 매력을 지녔을 때 사람들은 공간 내에서 

이익을 체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간 자체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고 지속적인 방문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런 면에서 가상현실은 기술 및 사람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상현실을 통한 경험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

다. 가상현실의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제약 극복과 경험 증강, 그리

고 신경험 창조로 구분될 수 있다.

59) 문형철, “가상현실(VR)의 경험 가치에 기반한 미래 유망분야 전망”, 디지에코 보고
서, 2016년,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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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약 극복

 제약 극복이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가능

하게 하는 경험을 일컫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곳을 가상

으로 여행하게 하는 가상현실 기술은 분명 우리에게 큰 경험의 기

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매체 기기를 사용하여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으며, 비싼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세

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구경할 수 있다.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

는 가상현실 및 서비스 제품 등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세계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② 경험 증강

 경험 증강은 현실보다 가상현실 속에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가상매체 기기와 센서의 발달로 인간의 특정 경험

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사용자의 감정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험 증강은 교육, 건강,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다. 경험 증강은 책과 강의로는 채워질 수 없는 실제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교육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가상매체를 활용하여 인

간의 장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 현상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높은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상현실 

속에서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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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경험 창조

 

 신경험 창조란 사용자가 직접 가상세계에 개입하고 조작함으로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경험들을 생성해내는 경험이

다. 지금은 대부분 HMD를 기반으로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가상매체의 경험은 시청과 감상으로 제

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자의 동작과 음성을 좀 더 정확히 인

식하고 사용자가 가상현실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아

지게 되면 가상현실이 만들어낼 새로운 사회적 경험들은 무궁무진

할 것이다. 게임은 물론이고 영화와 채팅 등의 콘텐츠도 가상현실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모니터를 통해 즐겼던 게임 사용자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임은 지금까지의 게임 경험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

며,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은 화상채팅이라는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앞서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표와 같은 가상매체 활용공

간의 유형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표 12]. 



- 47 -

항목 내용 유형

사용 

디바이스

가상매체를 사용하기 위한 디바이

스

핸드헬드 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HMD 

투명 디스플레이 

빔 프로젝터 

optical see-through형 안경

monitor based 디스플레이

인칭
동작의 주체가 콘텐츠에 참여하는 

종류
1,2,3

시점
공간 내 주체가 콘텐츠 및 미디어

를 바라보는 관점
주인공, 관찰자

현존
매체에 의해 어떠한 공간에 실제로 

있다고 경험
현존

부재
공간에서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동

떨어진 느낌을 받는 상태
부재

몰입

공간의 매체가 주체를 에워싸고 있

는 상태 / 공간에 흠뻑 빠져 심취

해 있는 상태

immersion, flow

관조 객체와 공간에 집중하지 않고 응시 관조

행위
매체가 적용된 공간 내에서 주체적 

행위의 종류

관람, 휴식, 체험, 교육, 가상경

작 등

시간

현실의 시간과 동시에 시간이 흐르

거나 현실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시간

동시성, 현재성

개입의 

정도

매체 및 프로그램을 대하는 주체의 

개입 여부
참여, 관망, 조작

콘텐츠 

전달 형태

매체를 통한 콘텐츠가 주체에게 전

달되는 형태
일방성, 상호작용성

[표 12] 가상성 설정을 위한 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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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상매체 연출 분류 

제 1 절 가상매체를 활용한 공간의 연출

1. 공간 연출의 개념과 방법

 현대의 공간은 무수히 많은 정보와 흐름을 갖고 복잡한 위계 속에 

존재한다. 사용자는 복잡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이 얻

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이

용하고 있다. 공간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공간과 공간이 지닌 정보

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 연출을 통해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고  정보의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다.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은 크게 콘텐츠 측면, 그리고 경험적 측면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콘텐츠 측면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은 공간이 지닌 정보를 중

심으로 연출한다. 어떤 방식으로 공간의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고려

하는 것으로 공간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

간 연출이 가능하다. 

 경험적 측면으로서의 공간 연출의 접근은 사용자와의 소통을 중

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공간 안의 사용자는 관망 혹은 관조하

는 자세부터 소극적인 접근, 적극적인 개입까지 다양한 행위를 하

게 된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공간 내 경험 및 체험을 

유도하기위해 사용자와 어떤 종류의 소통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간

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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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과 시퀀스 연출은 콘텐츠 중심으로 공간을 연출할 때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간 안에는 사용자에게 전

달해야 할 정보가 있고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따

라서 각각의 방법은 어떤 효과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리 사

용할 수 있다. 

1) 콘텐츠 중심의 공간 연출

1)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를 전달하는 행위이다. 스토리를 어떤 사

건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에 대한 과정적 정보를 담고 있는 이야기

의 덩어리이다. 즉, 스토리는 하나의 대상물로서 관찰자가 바라보

는 관점에 따라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토

리텔링은 그러한 대상물을 전달하는 행위로서 스토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견해와 관점이 중요하므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과 방법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문학에서 소설·희곡·영화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유형을 갖고 있으며 시간과 발생하는 사건의 순서에 따라 서

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 사회

에서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60) 본 연구에서는 가

상매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에 대하 살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근간으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사용매체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표현 방식도 달

60) 황성윤, 이경훈과 김용성,“Storytelling에 의한 디지털 공간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논문발표집 22권 2호 (2002년), p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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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게 된다. 

 우성호·박석순(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공간의 스토리텔링은 다음

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61)

Ÿ 유연성과 탄력성

Ÿ 보편성과 대중성

Ÿ 상호작용성 및 교환성

Ÿ 비선형적

 위의 특징을 토대로 공간에서 적용가능한 스토리텔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예시로 들 수 있다.

Ÿ 정지된 공간에서의 스토리텔링

Ÿ 선형적인 흐름과 비선형적인 흐름의 교차

Ÿ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화형

Ÿ 서사 속 대상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대입

2) 사용자 중심의 공간 연출

1) 시퀀스(sequence) 연출

61) 우성호와 박석수,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공공공간 디자인에관한 연구”, 한국실
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권 1호 (2010년):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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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는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출 방법으로 각각의 장면, 즉 

씬(scene)이 모여 하나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나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 씬 연출과 달리 시퀀스 연출 안에

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 모두 존재하며 각각의 씬이 모여 

하나의 통일된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립 티엘(Philip Thiel)은 시퀀스의 개념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연속점 사이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물리적 환경의 개념이라

고 언급하였다. 관찰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환경 속

에서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시퀀스의 변화를 특정한 배열, 부호화, 참

여가능성 등의 요소로 표현했다.62) 티엘은 인간의 시지각 범위에서 

보여지는 공간을 구축할 때 공간을 점유하는 순간을 유지하는 공간

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공간을 분리해 in-space와 out-space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in-space 내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의 방향과 조

망 사이의 수직적 시간의 축을 분리하면서 또한 동시에 연속적으로 

표기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개념은 제시하였다.63)

 객체(objects), 표면(surfaces), 그리고 스크린(screens) 등의 세 가

지 기본적인 유형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

다. 객체는 공간 내에서 시각적으로 실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도록 

생각하여 공간의 2,3차원을 바라볼 수 있게 기능한다고 하였다. 표

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형태이며 스크린과 함께 공간 안에서 한 부

분을 지각적으로 한정하고 점유하는 형태를 형성한다고 하였다.64)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티엘은 시퀀스를 공간(space), 장소

(place), 그리고 특정 시기(occasion)가 모여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

았다고 할 수 있다. 

 시퀀스 연출은 공간의 조형적 측면보다 공간이 지닌 내용의 측면

62) 황미영, “박물관 전시공간의 시각적 시퀀스 구조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2003). 
p.15.

63) Ibid, p.16.
64) Ibid.,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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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로그램을 더 중시하는 연출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동 동선

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는데 티엘의 공간, 장소, 특정 시기를 통한 

시퀀스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Ÿ 순차적 일방향 흐름

Ÿ 사용자의 선택을 통한 공간의 이동

Ÿ 수평 수직적 이동

Ÿ 층계 개념의 입체적 공간 이동

2. 가상매체를 활용한 공간 연출방법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공간 연출은 부피가 크고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여러 

분야에 걸친 매체와 콘텐츠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공간을 

연출하는 요소도 변하고 있다. 매체간의 구분이 사라진 점도 특징

으로 꼽을 수 있다. 과거의 연출은 실제 대상만이 연출에 사용되거

나 실제 대상과 아주 흡사하게 표현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영상 등

으로 실제 대상과 흡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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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객체/주체의 환영과 실제에 

1. 공간/객체의 환영(illusion)과 실제(the Actual)

 가상매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의 증대이다. 

즉, 가상매체는 실제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이용을 넘어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거나 존재는 하지만 실제현실에서 느낄 수 없

는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사용

자의 경험은 가상이든 현실이든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이미지가 존

재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상매체를 활용하기 위

해서 공간은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사람들은 공간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다. 공간 안에는 정보의 습득과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공간 안에서만 일어난

다. 이때 사용자의 존재여부는 공간의 성격과는 별개이다. 공간의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공간의 구성요소들은 사용자에 의해 진행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시나리오가 

진행되기도 한다.

1)  가상공간의 특징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거나, 

실제의 공간의 성질과는 다른 가상적인 공간으로 연출하기도 한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방대한 양

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태공간의 경우를 보았을 때 가상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그 공간



- 54 -

이 위치하는 곳의 기후 조건 등의 환경과 다른 연출을 이용하는 것

이다. 예로는 온대기후에서 생육하기 힘든 열대작물이 생장할 수 

있도록, 열대기후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식물원의 온실 등을 조

성하는 것이 있다. 

 가상공간이라는 것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공간을 다루기도 한다. 개

념 속에 존재하는 공간은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상공간 안에서 실제공간에서 하는 행동을 하기

도 하며 이와는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의 행동이

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그러나 실제의 행동과 가상의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가상공간 내의 목적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행위일 수

도 있다. 

2) 실제공간의 특징

 실제공간을 이용하는 연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는다. 

 장점은 현실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상의 연출로 조

성한 가상공간은 현실과 같은 생동감을 갖는다. 하지만 그 생동감

이 실제공간에서 느껴지는 현실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실제공간을 

이용한 공간 연출은 특히 생태공간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장점이 더

욱 두드러진다. 사용자들이 공간의 정보 등을 습득한다면, 더욱 생

생한 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정보의 전달력과 지속성은 효율

적이다. 

  두 번째 장점은 실제로 생물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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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가상으로는 연출할 수 없는 생물의 촉감, 냄새, 움직이

는 모습,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등을 실제로 보고 느끼

고 학습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공간의 단점은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현실공

간이란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의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실제공간을 이용하는 연출은 현실

의 공간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 연출의 시나리오

에 적용되기 어렵다. 공간 연출의 시나리오에는 시간 등을 통해 콘

텐츠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시간 등

을 가상으로 사용하여 연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3) 가상대상의 특징

 가상매체를 이용한 이미지의 재현은 가상매체의 기술과 기기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가공하는 것이다.65) 생태공간을 예

로 들었을 때 가상매체를 이용한 나무의 이미지는 현실의 나무보다 

선명하고 풍부하게 채색되어 흠집이나 결함은 삭제된 채 재현되기

도 한다. 나무의 이미지는 현실에서의 나무 이미지와 몇몇 속성 면

에서는 상응하기도 하고, 몇몇 속성들은 결여되거나 첨가되기도 하

는 왜곡을 갖는다. 

 이러한 가상매체 이미지의 특징을 보드리야르는 ‘하이퍼리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것, 즉 초현실적인 이

미지가 보드리야르의 하이퍼리얼 이미지이다. 

65) 이채리, 2004, p.102. 



- 56 -

가상공간 + 가상객체 실제공간 + 가상객체

[그림 10] [그림 11] 

콘텐츠 밖으로의 시선은 완전히 차단됨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가상현실의 공간연출

현존감의 장소성을 느낄 수 있는 실제

공간을 그대로 이용함

증강현실의 공간연출

[표 13] 공간과 객체의 환영 및 실제 1

4) 실제대상의 특징

 사람은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이미지는 세계를 구성하

는 요소가 되며 세계의 성격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공간 안에 

존재하는 대상은 공간의 성격을 좌우한다. 가상의 대상은 자유자재

로 변형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희미한 편

이다. 하지만 실제대상은 불변하는 이미지와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

로 그 성격 또한 분명하다. 공간의 특성이 가상매체에 의해 시시각

각 변한다 하더라도 실제대상은 공간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대상이 실제일 경우 2인칭의 관점으로 공간을 연출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콘텐츠상의 주인공은 대상이 되는 셈인데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대상을 주인공으로 하는 가상 시나리오의 구성은 구현

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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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 + 실제대상 실제공간 + 실제대상

[그림 12] [그림 13] 

실제대상으로 인해 공간의 성격이 주로 

결정됨

실제대상 주변으로 가상의 체험이 가능

한 연출이 가능함

증강현실의 연출

우리가 사는 실제공간

[표 14] 공간과 객체의 환영 및 실제 2

 [그림 29]의 네 가지의 유형은 공간, 객체가 환영된 것, 그리고 실

제의 공간과 객체를 조합하여 나눈 것이다.  가상의 환경과 실제의 

환경 안에 가상의 객체와 실제의 객체가 존재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회색 부분은 실제를, 파란색은 가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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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가상매체에서 공간과 객체의 관계

1) 가상공간/가상객체

 가상의 환경에 가상의 객체와 시간을 조합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간은 표현과 소재 등 공간을 조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연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상황표현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현실과 가상의 조합을 통해 생태공간으로의 적용을 시

도한다. 그리고 환경과 객체와 시간이 모두 가상인 공간은 생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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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마치 게임과 같

이 연출할 수도 있다. 현실과 가상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논의를 보

면 디즈니랜드를 하이퍼리얼리티를 지닌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이때

의 하이퍼리얼리티는 실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보다 더한 

실재가 된다는 개념을 갖는다. 디즈니랜드의 상상의 세계는 실재를 

허구로 재생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이다. 실재의 반대되는 공간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은 보드리야르의 하이퍼리얼리티를 

지닌 곳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환경과 객체와 시간이 모두 가상이다. 여기에서는 

1차원, 2차원, 그리고 3차원 등 모든 차원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 한 공간 안에 하나의 차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

원이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의 객체를 이용한다면,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실 상황에서 사용자는 생태공간 

내에서 어떠한 생물체들끼리 상호작용하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

다는  교육적 장점이 있다.  생태공간에 대한 교육은 최근에 강조

되고 있다. 생태공간을 구성하는 무수한 생물체의 패턴을 모두 관

찰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그 교육은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상

의 공간과 객체를 사용할 경우 그 표현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교육의 측면에서 가상공간은 입체적인 정보 구조를 가진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

 1차원으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은 공간 내의 생물종의 시점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다. 현실시간이라는 통제변인에 기상 상태라

는 조작변인을 적용하여, 생물체의 관점에서 해당 기후나 기상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현실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물체를 경작하거나 생물체에 영

향을 주는 인간을 생물체의 시점으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2인칭 시점은 불가능하다. 



- 60 -

 현실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공간을 경험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조작이 바로 공간에 반영되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연출

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가 시나리오 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3인칭은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로도 참여가 가능

하다. 따라서 3인칭의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이 모두 가능하

다. 

2) 가상공간/실제객체

 생태교육을 위한 전시관 등에서 사용되는 이 조합은 현실객체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보화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현실 객체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시각화 할 수는 있

다. 이러한 기작을 생물체의 관점에서는 시각화하는 것은 다소 무

리가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1인칭과 2인칭 시점은 구현이 불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현실객체를 활용

하는 한계 때문에 직접적 상호작용으로 통한 체험이나 관람에는 어

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2인칭 시점의 콘텐츠의 경우 현실 생물종의 입장에서 관람객을 

바라보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인 효

과적이고 입체적인 생태공간의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

고 있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콘텐츠에 대한 시각은 콘텐츠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변화 

중심으로 그 인칭과 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가능하지만 현실 객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전지적인 시점

은 구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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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공간/실제객체

 본 연구는 가상과 현실의 조합에 의해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을 찾

는 것이다. 환경, 객체, 시간 모두 현실인 공간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합을 통한 생태공간

의 연출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한다. 

 실제 생태공간에서 현실의 생태객체, 즉 생물을 이용하여 가상의 

시간을 통해 연출하는 방법은 1인칭 관점의 표현이 어렵다. 하지만 

현실의 환경과 객체를 활용하여 현 상황과 다른 시기의 모습을 사

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공간을 이용하는 시점이 여름

이라면 가상 매체를 통해 사용자는 봄의 꽃이 피는 모습이나 겨울

에 눈이 쌓인 모습 등을 연출할 수 있다. 

4) 실제공간/가상객체

 현실의 생태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은 공간 연출에서 큰 장점이다. 

생태공간은 생태환경에의 거점, 사용자의 휴식, 그리고 교육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현실시간이 적용되는 생태공간은 생태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가상의 객체와 시간을 사용하는 이 조합은 생태공간 내에서 공간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태공간이라는 현실환경을 배경으로 연

출이 이루어지므로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고 풍부한 

전달력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 혹은 물리적으로 환경과 콘

텐츠를 연결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생태공간을 예로 들면, 사용자가 위치한 그 곳에는 가시적으로 드

러나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생물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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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런 생물들의 관점에서 생태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가. 공간과 객체와의 관계 

1) 공간의 의미

 

 가상의 이미지를 실제의 거짓으로 보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공간 개념의 기초를 제공한다. 플라톤은 가상에 대한 논의를 동굴

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시작한다. 동굴에서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죄수들은 실제가 아닌 동굴벽에 비치는 가짜인 그림자들만을 본다. 

신체가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빛이 가시계(可視界)로 이어지는 모

든 것을 주재하는 근원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논하였다. 결국 동굴

이라는 닫힌 공간과 그 공간 안에 갇힌 죄수라는 사용자의 개념을 

통해 가상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이라는 이미지를 부정적

으로 여겼다는 데에서 플라톤에게 공간은 개념의 존재를 직접적으

로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베르그손은 실재를 변화와 생성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논하고 있

으며66) 가상의 개념을 실재의 개념으로부터 파생시킨다. 즉, 실재

를 연속적인 변화로 보고 있으면서 이 개념에 공간을 가미하여 가

상의 개념이 도출되는 것이다. 또한 가상의 개념을 부여했을 때 착

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가상의 공간은 실재의 변화와 

생성의 이미지에 현실과의 반대 개념으로 바라보았다고 추론할 수 

있고 가상은 현재의 신기루라고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베르그손은 가상의 두 가지 해석인 가능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을 구별하여 바라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능적인 것과 

66) 김범수,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과 잠재성의 문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7김범
수, “질 들뢰즈의[차이와 반복]과 잠재성의 문제” (숭실대학교대학원, 2017),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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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것 모두 실재적인 것과 대립하므로 구분하지 않고 바라보

고자 한다. 

 들뢰즈의 가상과 현실, 실재에 대한 개념은 베르그손의 논의를 더

욱 확고히 한다. 더불어 공간에 주름(le pli)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

간의 확장성을 논의하였다. 공간을 넘어 주름으로 가득찬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다양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플라톤과 베르그손과 들뢰즈의 공간에 대한 논의는 자신

들의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공간의 개념을 이용하였으며 플라

톤에서 들뢰즈로 넘어갈수록 이들이 생각하는 공간의 개념은 점차 

넓어졌다. 이는 가상에 대한 개념의 확장을 의미하며 ‘가짜’, ‘허상’

이라는 개념에서 ‘가능’과 ‘잠재’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2) 객체의 의미

 플라톤과 베르그손과 들뢰즈, 그리고 보드리야르의 논의에서 물질

이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플라톤은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존재의 본질

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였고 존재의 본질이란 끊임없이 다시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67)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이미지란 ‘생생한 재현’을 뜻하는 것이고 

현실의 사물에 대한 생생한 재현이다.68) 이미지의 재현은 정보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특정한 관점이나 체계에 지배된다. 이에 대한 

관점 및 체계는 다양하다.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를 수

동적으로 반영하기보다 능동적으로 구성한 것이다.69) 여기에서 재

67) 김범수, Ibid., p 1.
68) 이채리, 2004, p.102.
69) 이채리, Ibid,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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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사물이며 대상이다. 대상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재현에 대한 각자의 상이한 관점과 믿음, 이론이 나타난다.

3. 주체의 환영(illusion)과 실제(the Actual)

1) 가상주체와 실제주체

 공간과 대상이라는 요소는 사용자의 관점이 아니라 공간을 연출

하는 콘텐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이었다. 이는 공간연출을 위

해서 콘텐츠의 관점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상매체를 이용하

는 데 있어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과 대상을 사

용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가상매체를 사용되는 기술과 디

바이스를 기준으로 보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공간 

안에서 콘텐츠를 이용하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주체는 모두 사용

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체 관점으로 콘텐츠를 바라보는 것은 

이와 다르다. 주체의 기준으로 콘텐츠를 연출하고 적용하는 것은 

주체, 즉 사용자가 위치한 곳의 시간을 어떻게 연출에 적용하느냐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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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자 경험을 위한 경험인칭

 시점(視點, Point of view)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소설과 영화 

등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20년대 중반에 러보크(P.Lubbock)는 

시점을 “서술자와 스토리의 관계”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1960

년대에 워렌(R.P.Warren)과 브룩스(C.Brooks)는 "말하는 이가 누

구인가/인물의 심리에 침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시점에 대한 

논의를 정교화했다.70)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달리, VR

은 ‘현혹되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360도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71) 그리고 이용자는 시선의 대

상, 방향, 지속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전지적 시점이 

불가피하지만, 가상매체 상, 특히 가상현실에서는 일인칭 시점이 

가능하며, 또한 거의 모든 시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상매체 영상에서는 보는 자의 위치, 즉 360도 카메라의 위치가 

보다 더 중요하다.72) 기존 영화에서 서사의 진행에 시공간의 편집

이 중요하게 기능했다면, 가상매체에서는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공

간의 연출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 가상매체는 관객을 카메라의 

프레임과 앵글에서 해방시켜 가상공간 속에서 시선의 주체로 자리

매김한다. 르네상스 회화에서 평면 위에 재현된 3차원의 가상공간

이 소실점을 통해 주체의 시점을 드러냈다면, 21세기의 가상현실은 

그 이상의 풍부한 시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증강현실의 3차원 표현방식은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7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p 317.
71) Spiegel, 박유희와 김종수, “소설과 카메라의 눈 : 영화와 현대 소설에 나타난 영상 

의식” (르네상스, 2005), p 148.
72) 신홍주, “VR 콘텐츠의 시점 연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지, 2016년,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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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특히 직접적인 체험을 강화해주는 1인칭 

관점과, 전지적 시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3인칭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

혀준다. 또한 증강현실은 가상적 객체를 활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이나 실현 불가능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73)

 영화에서 2인칭은 카메라가 한 등장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달

하지는 않는다. 대신 등장인물을 추적하며, 그가 보는 것들을 관객

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토리 체계와 서술 체계가 분리

되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스토리 세

계 속의 등장인물을 잘 알게 되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

는 일종의 위장된 1인칭 서술이다.74) 가상매체에서의 2인칭 역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지적 시점은 등장인물보다 많은 정보를 소유한다. 또한 객관적

인 사건 전달에 치중하는 서술자는 등장인물보다 같거나 적은 정보

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는 3인칭

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매체에서 시점과 인칭에 대하여 정리

하면 [표 15]와 같다. 워렌과 브룩스의 시점 구분을 근간으로 분류

된다. 

73) 장상현과 계보경,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의 교육적 적용”, 한국콘텐
츠학회지 5권 2호(2007년): p 80.

74)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trans 우찬제 (㈜문학과지성사, 2010),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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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태도

개입 관찰

위

치

1인칭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2인칭 - 2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표 16] 전반적인 개념의 시점과 인칭 구분

시점 화자 개입의 정도 가상매체 사례

1인칭 주인공 서술자 = 인물
주인공의 심리침투 

O
VR

1인칭 관찰자 서술자 = 인물
주인공의 심리침투 

×
AR

전지적 서술자 ≠ 인물
주인공의 심리침투 

O
VR, AR

3인칭 관찰자 서술자 ≠ 인물
주인공의 심리침투 

×
AR

[표 15] 영화에서 시점과 인칭의 관계

 앞서 공간 연출의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대

상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 및 스토리텔링의 관점에

서 대상의 역할을 기준으로 콘텐츠의 인칭 분석이 가능하다. 

 공간연출에서 인칭의 분석은 소설과 영화에서 사용되는 인칭의 

방식을 따른다. 1,2,3인칭이 존재하며 소설과 영화에서는 상대적으

로 1,3인칭에 비해 2인칭의 사용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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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칭과 3인칭에는 전지적 시점과 주인공 시점, 그리고 관찰자 시

점 등이 세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용자의 시점보

다 콘텐츠의 주인공의 시점을 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시점에 대한 논의는 분석틀에 적용하지 않는다. 

 인칭과 시점의 차이는 주인공에 대한 것과 혹은 사용자의 관점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칭은 매체 내부 주인공이 어떠한 관점으

로 주변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시점은 사

용자의 가상 매체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구분 짓는다.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음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경험을 체험

몰입도가 높음

사용자의 캐릭터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드러나는 

시점

게임의 현실감을 강조하

기 위해 사용됨

사용자의 캐릭터가 게임 

내내 등장하여 적을 쓰러

트리는 역할을 대행함

[표 17] 슈팅게임에서의 1, 2, 3인칭 시점 차이

1. 1인칭 기준

 1인칭은 보통 언어적 용어라면 '대화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다. 하지만 시각적 용어에서는 '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을 말

한다. 소설이나 영화의 1인칭 시점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며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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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인칭 슈팅 FPS(First-person shooter)가 있다.

 1인칭은 몰입감이 상당하다. 인물이 이야기 속에서 직접 말해주기 

때문에 매체를 훨씬 생생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인공의 심리나 처

한 상황 등을 더욱 세세하고 긴장감 있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2. 2인칭 기준

 소설에서 2인칭의 서술의 개념을 포함하는 피동적 관찰은 내용상 

주요한 사건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행위를 하

는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2인칭이다. 2인칭은 화자에 대

한 청자의 인식 관점과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화자

와 청자 사이의 관계 및 화자가 갖고 있는 태도나 의도 등이 2인칭 

관점의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75)  3인칭 서술과 달리, 2인칭 서술

은 스토리 세계와 서술 체계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76)

 피동적 관찰은 콘텐츠에서 ‘나’가 존재하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하

지는 않는다.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관점은 갖고 있지만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나’가 바라보는 ‘너’가 된다. 따라서 영상 등을 통해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너’인 것이다. 시나리오를 서술하는 인

물은 ‘나’이지만 ‘너’를 중심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며 ‘너’의 행동 

및 행위를 통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진다. 가상매체를 이용한 공간

의 사용자는 ‘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며 ‘너’와의 거리도 가까

워진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가상매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공간

75) 김혜령, “2인칭 대명사 ‘당신’의의미 분석”, Journal of Korean Culture 41 (2018
년): p 8.

76) 김외곤, “2인칭 서술이 작품의 수용에 미친 영향: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13년,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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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자가 시나리오는 ‘너’가 된다. 사용자 자신 또한 공간에 미

치는 행위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연출도 가능하다. 

3. 3인칭 기준

 3인칭으로서의 시점은 시나리오 밖의 대상이 존재하는 경험차원

이며 관망적 행위로서의 차원은 간접적으로 시나리오에 개입한다. 

게임에서 1인칭의 FPS와 같이 3인칭의 슈팅게임도 존재한다.  ‘총

싸움’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슈팅 게임(Shooting Game) 중에서도 3

인칭 슈팅(TPS, Third Person Shooter)은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

릭터의 모습이 화면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총칭한다. 이와 같은 

화면이 3인칭의 형태에 해당한다. 

 1인칭 슈팅(FPS, First Person Shooter) 게임은 일반적으로 캐릭터

의 시점과 카메라 시점이 일치한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3인칭 슈팅 

게임은 카메라의 시점을 캐릭터의 등 뒤쪽에 설정하기 때문에 캐릭

터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

 3인칭은 1인칭의 행위와는 다르게, 조작하는 캐릭터의 움직임이 

잘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적 행위로서의 조작

은 적을 쏴서 맞추는 방식에 충실한 1인칭 슈팅 게임보다 캐릭터를 

조작하는 사용자의 액션(Action)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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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자 인식에 따른 가상매체 분류모형(EOS)

1. 분류모형 정립 과정

1) 가상매체와 공간의 관계

 제한된 공간 안에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공간을 연출하려

면,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매체 외에도 가상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공간’이라는 기준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상매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용하는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 가상의 변

인들을 결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상매체 상에서 현실과 가상의 변인들이 결합

되어 표현된 공간이다. 이 두 공간의 현실과 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관점

이다. 사람이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가상매체 상에서 

그래픽으로 표현됐다면 가상의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용자가 

위치하는 공간의 환경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후자의 경우 사

용자의 시선은 가상매체 기기를 통해서라도 사용자 주위의 환경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콘텐츠를 구현하는 가상매체의 기기

가 사용자의 시야를 완전히 막지 않음을 뜻한다. 

 가상매체 공간을 연출할 때에는 공간 내의 대상과 기능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 내의 대상은 존재 자체로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또한 대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

가 체험하는 관점 및 시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철학에서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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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느냐 실재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그 존재를 탐구하기도 한

다. 여기서 대상의 실재 여부는 영어단어 real이냐, real이 아니냐의 

구분이다. 이 real은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자동차라는 대상을 이용한 공간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자동차가 

존재하는 공간과 실제 자동차와 형태와 크기가 똑같은 백색의 모형

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백색의 모형 위로 프로젝터 등을 이용한 

3d 맵핑과 같은 기술을 통해 모형을 실제 자동차와 아주 흡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 백색 모형은 공간 내 사용자의 시

각 혹은 청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여 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

츠를 구현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공간연출 방법을 생태공간에 적용하려면 ‘시간’이라는 요

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시간은 현실시간(real time)과 가상

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공간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하지

만 현실시간에서는 상호작용과 생장, 움직임 등, 그 변화를 알아채

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의 시간을 빠르게 변화시

키거나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등, 가상의 시간을 적용시키면 사용

자가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욱 방대해진다. 

 본 연구는 공간의 연출방법 유형화를 생태공간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생물들의 관점으로 생태공간을 바라보는 콘텐츠를 더욱 세분

화시킬 수 있다. 이때 콘텐츠에서 활용되는 시점과 인칭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소설과 영화에서 이용되는 구분을 따르며 1인칭, 2인

칭, 그리고 3인칭을 기준으로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시

점 등의 관점 등이 결부된다. 이러한 구분은 콘텐츠 구성의 관점을 

기준으로 가상매체가 사용되는 공간의 유형을 나눈다. 사용자의 시

점 기준으로 구분 지을 경우 그 분류가 매우 단순해진다. 대상과 

시간의 성격은 공간의 두 가지 성격과 결합하여 활용된다. 각각의 

상황에 시점과 인칭의 성격이 조합된다.

 1인칭 시점은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뉜다. 콘텐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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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의 진행은 콘텐츠 내의 주인공 위주인지, 주인공 주변의 환

경 및 타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구분

된다. 2인칭은 콘텐츠 전체에 나타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드러나

게 되며 텍스트의 서술과 주인공의 부분적 타자화를 통해 구현된

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로 사용자의 대행자, 즉 아바타가 콘텐

츠 내에 나타나 행위나 변화를 유발시킨다. 사용자는 이 변화를 지

켜보는 역할을 하며, 시나리오에 개입할 수 없다. 3인칭 전지적 시

점은 콘텐츠의 아바타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콘텐츠의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콘텐츠 내부의 각 인칭과 시점은 콘텐츠가 연출되는 환경과 어우

러져 공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인은 환경

의 현실 혹은 가상의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가상매체가 구현하는 생태공간을 도식화하면 [그림33]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다이어그램 상에서 바깥쪽의 원은 환경을, 안쪽의 원

은 객체를 나타낸다. 그리고 파란색은 가상성을, 회색은 실재성을 

의미한다. 

 가상성에 대한 매체의 유형을 구분 지을 때 가장 주축이 되는 것

은 객체의 성격이다. 객체가 가상성을 띠고 있는지, 실재성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 실재 생태공간, 부분적 가상의 공간, 증강현실을 활

용하는 공간,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공간 등 총 네 개의 성격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각의 공간을 특징짓는 성격과 관계에 따라 현존

감과 몰입감의 정도 역시 구분 가능하다. 



- 74 -

[그림 18] 환경과 객체의 성격에 따른 가상매체의 구분

 현존감은 원격성과 장소성으로 다시 나뉜다. 원격성은 사용자가 

머무는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

을 때를 표현하고 장소성은 사용자가 존재하는 위치의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한다. 

 몰입감은 콘텐츠와 공간의 내부에 얼마나 깊숙이 사용자가 존재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개입’은 사용자와 콘텐츠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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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사용자의 시야에 사용자의 신체가 보이는 것 

또한 포함된다. 반면 ‘관조’는 심리적으로 객체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상태이다. 대체적으로 3인칭의 관점을 갖고 있다. 

2. 연출 유형의 24가지 기준

 위의 절에서 가상매체를 분석하기 위해 공간, 대상, 그리고 주체

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각각의 기준은 단

독적으로도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 연출을 논하기 위

하여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함께 적용되어 분석에 사용되어야 한

다. 

다. 가상공간의 유형

 가상공간에는 가상대상, 실제대상, 그리고 가상주체, 실제주체와 

함께 연출이 가능하다. 이 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합이 가능하

다[표19],[그림34].

공간 대상 주체

가상

가상 가상

가상 실제

실제 가상

실제 실제

[표 18] 가상공간과 대상, 주체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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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OS 분류모델의 기본 공간 개념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거나 

가상 시나리오를 가진 공간으로 연출하는 방법을 이용해야한다. 컴

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간단하게 담아 빠른 시간 안에 효과

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생태공간의 실재 객체 적용 공간은 생태공간의 생물들을 별

도의 매체나 디바이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바라볼 수 있는 유

형이다. 가상매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생태공간이라 칭할 

수 있다. 

Ÿ  가상공간/실제객체/실제주체

 여기서 말하는 가상공간이란 인공적인 수단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가상환경의 특징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계획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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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감정 컨트롤이 비교적 손쉽게 발생할 수 있고 인지적인 측

면도 다중적으로 계획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가상 실제 실제 2인칭

가상의 생태환경(지질,토양)을 

조성하고 실제의생태대상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유형

온실농장체험

가상 실제 실제 3인칭

가상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실제의 생태대상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유형

온실관람

[표 19] 가상공간과 실제 객체-실제 주체의 조합 유형

Ÿ 가상공간/실제객체/가상주체

 생태공간의 경우를 보았을 때 가상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그 공

간의 환경과는 가상의 환경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열대

작물이 생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식물원의 온실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가상 실제 가상 2인칭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실체의 

생태대상을 활용하는 한계 때문에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한 체험이나 

관람에 한계가 있음.

 HMD 활용 가상 

프로그램

가상 실제 가상 3인칭
가상의 시공간 환경을 구현하고 

실제의 생태대상을 체험하는 유형

프로젝션 매핑, 

조명 등을 이용한 

생태공간연출

[표 20] 가상공간의 실제객체-가상주체의 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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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상공간/가상객체/실제주체

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가상 가상 실제 1인칭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시간 

정보에 따른 (계절, 일조량) 

경험을 생명체의 입장에서 

경험

온실에서 카메라를 

활용한 지표곤충 

시점 표현

가상 가상 실제 2인칭 x  x

가상 가상 실제 3인칭

가상 혹은 원격의 장소에서 

가상의 식물을 실시간으로 

관찰

스마트팜, 가상경작

[표 21] 가상공간의 가상객체-실제주체의 조합 유형

Ÿ 가상공간/가상객체/가상주체 

 가상 공간은 환경과 객체 모두 가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디

자이너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으며 공간 내 콘텐츠의 변경 

및 개선 또한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가상 가상 가상 1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동물, 곤충의 

시점으로 경험

가상 가상 가상 2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의 

동식물을 직접 경작, 교감하는 

유형

온실농장체험

가상 가상 가상 3인칭

가상의 시공간에서 관찰자, 

전지적 시점으로 생태공간을 

경험

온실관람

[표 22] 가상공간의 가상객체-가상주체의 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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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몰입도가 높은 공간으로 이는 Flow의 몰입과 Immersion의 

몰입이 모두 해당된다. 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가상매체를 이

용하게 된다. 높은 몰입도로 인해 이용자가 존재하는 실제의 시간

과 관계없이 가상공간 내에서의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을 하게 된

다. 현존감 또한 함께 강해지는 기능을 동반한다.

라. 실제공간의 유형

실제공간에서는 대상과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합을 통

한 연출 분석이 가능하다. 

공간 객체 주체

실제

가상 가상

가상 실제

실제 가상

실제 실제

[표 23] 실제공간과 객체-주체의 조합

 따라서 공간과 대상, 그리고 주체의 성격에 따라 총 8가지의 연출 

구분이 가능하고 각각의 기준이 되는 공간 개념은 [그림33]으로 도

식화 할 수 있다. 

 실제공간을 이용하는 연출방법은 생물체를 실제 생태공간을 활용

하여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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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실제 실제 가상 3인칭

수목경관의 

(가상적)계절연출을위한프로젝

션매핑이나, 경관조명

식물원, 전시관

실제 실제 가상 3인칭
경관 조망을 위한 동식물의 

가상연출 
생태공원 

[표 25] 실제공간의 실제객체-가상주체의 조합 유형

갖는다. 

실제공간의 장점으로는 첫째, 살아 움직이는 생태 환경을 통해 실

감나는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로 생물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실제 생태공간

에서만 느낄 수 있는 후각, 촉각 등의 특징이 생생하다는 점이다. 

Ÿ 실제공간/실제객체/실제주체

 현실공간의 단점은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며 기후 및 기상의 제

약이라는 한계가 있어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다. 또한 콘연출 프로그램이 지속적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실제 실제 실제 2인칭
현실의 시공간에서 생태대상을 

직접 체험
농장체험, 가드닝

실제 실제 실제 3인칭
현실의 시공간에서 현실의 

객체를 관조적으로 관람
식물원, 전시관

실제 실제 실제 3인칭 
현실의 시공간에서 현실 객체의 

관점으로 콘텐츠를 경험
 

[표 24] 실제공간의 가상객체-가상주체의 조합 유형

Ÿ 실제공간/실제객체/가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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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실제공간/가상객체/실제주체

 실제공간에 가상의 대상을 적용하는 공간은 실재하는 생태공간에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객체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극적인 감정

의 연출을 위해 마련된다. 생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 

이용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가상매체의 연출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되는 유형이다. 

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실제 가상 실제 2인칭

실제의 공간에 가상의 

생태대상을 합성하여 구현하는 

증강현실

가상생명체, 종다양성 

시뮬레이션

실제 가상 실제 3인칭

실제의 공간에 가상의 

생태대상을 합성하여 구현하는 

증강현실(인터랙션이 없는 

관조적 관찰의 유형)

식물원의 수분곤충 

연출, 생태공원의 

먹이사슬 관람

[표 26] 실제공간의 가상객체-실제주체의 조합 유형

Ÿ 실제공간/가상객체/가상주체

공간 객체 주체
경험

인칭
생태공간 연출방법 활용 방안

실제 가상 가상 2인칭

실제의 생태공간에서 가상체를 

이용하여 콘텐츠 내부에서 

설정된 시간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경험

생태공원 내의 

게임형 컨테츠

실제 가상 가상 3인칭

실제하는 특정지역의 시기, 

계절에 따른 종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종다양성 연구, 

생태시뮬레이션

[표 27] 실제공간의 가상객체-가상주체의 조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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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공간’, ‘대상’, ‘주체’의 조합을 종합하여 

보면 총 8가지의 분석 기준을 갖게 된다[표 29]. 

공간 대상 주체

가상

가상 가상

가상 실제

실제 가상

실제 실제

실제

가상 가상

가상 실제

실제 가상

실제 실제

[표 28] 공간-객체-주체의 가상성 여부에 따른 조합 8가지

이 8가지 구분에 3가지의 인칭구분이 조합되어 총 24가지의 유형

이 도출된다.

[그림 20] EOS 분류모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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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대상, 주체와 1, 2, 3인칭의 조합에 의해 총 24가지의 공간

연출 구분 기준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24가지 기준 중 몇 가지는 

연출방법의 제한적인 요소 등으로 인해 가상매체를 이용해 구현하

기가 어렵다. 

 공간과 객체와 주체의 개념과 조합을 통해 가상매체가 사용되는 

환경을 분석하면 [그림 35]와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

다. 총 8가지의 경우가 나타나며 각각은 독립적으로 가상매체가 사

용되는 환경의 특성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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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상매체를 활용한 공간 연출방법의 

유형: 생태공간 사례

제 1 절 생태공간의 가상매체 활용 요구

1. 생태공간의 정의 및 조성 목적

 연구에서 다루는 생태공간은 사람에 목적과 의도에 의해 인위적

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물 및 동물 등 생물

종이 서식하며 도시 내 혹은 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곳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생태공간의 종류에는 도심 주변에 위치하는 식물원, 생태공원, 주

택 내 정원, 동물원, 도시농장, 수변공원, 도시공원, 가로수, 공원묘

지, 습지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이 있다. 

생태공간을 유형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간 내의 콘텐츠를 기준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에 따라 생태공간을 나눌 수 있다. 교육, 체험, 휴식, 경작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

는 경우, 혹은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

를 들어 식물원에서는 교육, 체험과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경

우에 따라 경작이 가능한 식물원도 존재한다. 

 두 번째, 생태공간은 생태공간의 구성요소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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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 본 장소성 설정 기준 중 공간에서 사용자의 행위와 공

간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생태적 기능 생물종 다양성 복원, 생태계 거점 등

환경적 기능 탄소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조절 등

[표 29] 생태공간의 기능

위치에 따른 분류 종류 

수변 생태공간 생태하천공원, 생태공원, 한강공원 등

녹지 생태공간 녹지공원, 농장, 식물원, 도시공원 등

[표 30] 생태공간의 분류

 생태공간이란 인간이 생태에 대한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

한 공간이다. 여기서는 생태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생

태적인 기능이란 생태적으로 건강한 흙 위에 식물 등을 기르고 이

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생물종 다양성 복원을 위

한 역할을 하며 환경적으로는 탄소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 조절 등이 가능할 것이다. 

 생태공간은 그 규모와 거주하는 식생종의 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

를 띠고 있으며 소규모 비오톱(Biotope: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

정 생물군집의 서식지이자 식물과 동물로 구성된 생물군집의 3차

원적 공간서식지77))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생태공간이 위치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수변 생태공간, 녹지 생태공간 등

77) 박석철과 한봉호. “구도심지역 용도지역별 비오톱 유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50권 2호(2015):,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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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생태공원, 녹지공원, 농

장, 식물원,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이 생태공간에 포함되며 수변 생

태공간은 수생 비오톱, 녹지 생태공간은 육생 비오톱으로 치환될 

수 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생태공간 조성사업’

안에 따르면 도심 속 생태 휴식 공간인 ‘자연마당’과 ‘생태놀이터’

를 확충하는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 물순환도시 조성사업 등

이 생태공간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자연마당 조성사

업’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생태공간

과 조성 목적을 함께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생태공간의 조성 목적

 생태공간이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생태적인 기능을 수행하

는 공간이다. 

 헤겔과 아도르노의 사상을 보면 진정한 자연에 대한 언급이 나온

다. 헤겔(G.W.F. Hegel)은 자연에서 오직 인간의 정신과 동일한 것

이나 합리적으로 계량 가능한 것만을 취하고 자연의 자연다움을 무

시해 버리는 경향을 띤다. 또한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절대적인 합리성, 계산, 수식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나눌 수 없

는 질적 측면을 갖춘 것들을 진정한 자연으로 여겼다.78) 이 두 사

상가는 자연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드러내는데 헤겔의 의견

은 현대에 와서 자연을 수단으로 보며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졌고 아도르노의 견해는 자연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78) 장일영,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적 경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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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졌다. 

 현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연관은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인데 회화에서 풍경화를 바라보는 관조자의 시점을 이

어받는 것이다. 이러한 관조자로서의 시점은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

을 대상화하고 원근법의 영향을 받아 자연을 시각적으로만 의존하

는 경향에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원근법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은 추상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사람의 눈처럼 구체적이고 입체

적이지 않다. 자연을 원근법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규칙적인 

질서를 가지며 인조적인 생태공간으로 탄생하므로 원근법 세계로 

바라본 생태공간은 소유하고 통제하는 객체가 된다. 

 원근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태공간은 인공적인 성격과 배열을 

보이며 모든 조형 요소는 기하학적인 원리에 의해 조성되었다. 그

러나 18세기 자연 풍경식 정원이 등장하면서 기하학적인 생태공간

의 조성은 쇠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 풍경식 정원양식은 18세

기 영국 낭만주의로부터 유래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심미성의 기준

이 되면서 시각의 기준으로 경관에 대한 자연미의 기준이었다. 

 생태공간과 거리를 두고 조망하는 관점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

호 보완작용을 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 또한 생태공간을 대상

화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과거 기하학적인 정원에서부터 시작한 자연의 대상화는 

현대에 와서 전복되어야 하는 사상으로 일컬어지며 새로운 

 그러므로 시각의 특권으로서 조경설계는 ‘관조’라는 이용자의 자

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간의 이해에서 작가와 동일

한 코드(code)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

러한 수동적인 자세의 이용자는 창작자가 작품 속에서 투입시킨 

‘의도’ 내지 ‘도식’에 강요당한다. 이로 인해 진정한 ‘소통의 가능

성’을 박탈당한다. 따라서 일방향적인 단일공간은 창작자의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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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로서 독특한 자기 언어를 절대적 유형으로 환원하여 표현한

다. 

2. 다중 복합 생태공간의 정보모델

가. 일반적 공간과 다중 복합 생태공간

 생태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 위치와 장소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

는다.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그 생태공간이 위치하는 곳의 일조량과 

강수량 등에 따라 동식물의 성장이 달라진다. 그로 인해 생태공간

의 전체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 공간 안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은 각자의 성장속

도를 갖고 생활한다.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삼는 콘텐츠 주체의 관

점에서는 생태공간을 여러 개의 물리적 시공간 구조를 갖는 공간으

로 본다. 이는 생태공간 전체를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공간 

내의 하나하나의 객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능하다.

1. 물리적 생태공간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2차원의 공간 즉, 평면상의 벡터공간으로 

위치상의 좌표만 존재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생태정보가 기입

되지 않은 지도상의 위치나 장소성을 갖고 있는 공간의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차원의 생태공간에는 그 공간의 생태정보 등은 일

절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간으로서의 위치만 알 수 있다. 

 2차원상의 위치 좌표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고도 등의 지형정보까

지 포함된 입체적인 3차원의 벡터 생태공간을 말하며 인공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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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신하는 마이크로파를 수신하여 위성과 수신기와의 위치를 결

정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이에 속한다. 3차원의 

물리적 생태공간은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지형의 정

보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여전히 생태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하기 어려운 상

태이다. 

 3차원에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생태공간으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들 수 있다. 생태공간 내에서 각각의 생물

종은 각자의 시간과 계절 및 기후에 맞게 생장, 번식 및 수분 등을 

수행한다. 또 각 생물종의 시간과 공간은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 따

라서 생태공간 전체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생태공간 내의 생물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서로 다른 시공간을 형성한다. 이들은 서로 관계를 맺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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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물리적 생태공간 모형

    

2. 다중 복합 생태공간

 시간이 부여된 생태공간의 여러 집합이 모여 생성하는 개념에 기

존의 일반적인 기후와 기상에 따라 일방향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생태계의 흐름에 예기치 않은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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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기상이변이나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

는 것을 뜻하며 기존의 ‘시간이 부여된 생태공간’보다 생물종과 각 

생물종들의 시간흐름이 더욱 복합·혼합되어 있다.

     

[그림 22] 다중 복합 생태공간의 차원

 앞서 생태공간에는 수변 생태공간과 녹지 생태공간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생태공간은 자연환경과 도시환경과의 거점 역할

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 내 혹은 도시 주변의 다양한 생태

공간이 이에 속한다. 정원, 생태공원, 농장, 생태숲, 수변공원, 식물

원 등이 생태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공간들은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조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 외에

도 생태공간에는 다양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데 거주 생물종, 토

양기질, 광도 및 조도, 계절, 수분 등의 생태 관련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태공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태공간의 기능과 정보를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

다. 하나의 축은 사람이 생활하고 존재하는 실제 공간, 즉 액추얼 

스페이스(Actual Space)이고 또 하나의 축은 사람에 의해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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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등 실재하는 공간이 포함된다. 이들 생태공간의 축에는 생태

공간이 지닌 정보가 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 두 축은 

각각의 축이 공유하는 정보와 공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그 중

심에는 생태공간의 체험을 증강시켜줄 매개체가 있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는 그 구심점을 가상매체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생태공간은 

다중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그림 38]. 

[그림 23] 다중공간으로서의 생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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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공간의 정보 및 구조

가. 생태공간 내의 활용 가능한 정보

 가상매체의 시나리오 및 콘텐츠에 적용 가능한 정보는 크게 생태 

정보, 교육·체험 정보, 실험 정보 등으로 나뉜다. 이 세 정보는 기

후, 지질, 수질, 생물 및 시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생태계를 구

성하고 있는 생물에는 식물종, 동물종, 균류 및 원생동물 등이 해당

한다. 이들은 가상매체에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사

용자가 가상매체를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후는 크게 온대기

후, 열대기후, 건조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한 대기후 등으로 나뉜

다. 각각의 기후는 비, 눈, 안개 등의 물 현상과 황사, 연무 등의 먼

지 현상, 코로나, 무지개 등의 빛 현상 그리고 번개, 오로라 등의 

전기 현상을 동반한다. 따라서 각각의 기후에 맞는 기상을 연출하

여 전달할 수 있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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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정보 교육·체험 정보 실험 정보

기상

및

기후

기온

습도

강수량

적설량

풍량

풍속

기상변화에 따른 

관점 변화

양지와 음지에서

패턴 분석

포장재 선정에 따른 

미기후인자 변화

오염물질 광분해 기능 추정

바람길 테스트

지질

구성성분

염도

습도

토양 생태계 관찰

오염물질 유입 자정능력 

평가

재해요인 유입 실험

수질

용존산소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수생태계 관찰

수변공간 조성 시 온도저감 

효과

오염물질 유입 자정능력 

평가

우수저류시설물 평가

재해요인 유입 실험

생물

생존방법

생물종

번식방법

주변 생태계와의 

연계성

녹지효과 분석

계절별 생물종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스트레스 변화

외부유입종 생태계 평가

대기 중 오염물질 자정능력 

평가

시점
동물 및 곤충 

시야

위치에 따른 변화

계절변화로 인한 

변화

식재수종에 따른 

변화

[표 31] 생태공간의 활용 가능한 정보

1. 환경생태요소들의 가상매체 결합에 대한 장점

 가상매체 상에서 환경생태요소의 정보를 반영할 경우 여러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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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할 수 있다. 크게 공간의 표현에 대한 것과 사용자의 정보 

해석 능력의 증가로 나눌 수 있다. 

 공간의 표현에 대한 장점으로는 첫째, 가상현실 상에서는 우선 대

상지의 환경·생태관련 구성요소들의 3차원 구조(structure)를 재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가 정량화 되면 기존의 생태학, 

생지화학, 기상학 분야의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구성

요소와 구조에 따른 기능(function)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현존 구조 및 조성될 구조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추정되는 기능

정보들을 함께 가상현실 상에서 시각화가 가능하다. 다만, 가상현

실 상의 구조가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재현되었는지와 같은 자료구

축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또는 구축된 구조로부터 어떠한 모

델링의 과정을 통해 기능을 추정했는가와 같은 모델링 고도화에 대

한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 가상현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의 정보 해석 능력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현존 구조 

및 조성될 구조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추정되는 기능정보들을 함께 

가상현실 상에서 시각화함으로써 대상지의 환경생태정보에 대한 

리터러시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상현실을 통해 시

각화, 종합화된 환경생태적 구성요소들의 구조, 기능에 대한 정보

들은 계획가, 설계가, 이용자, 관리자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에게 

각각 목적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계획·설계가

들은 다양한 공간 구성안들로부터 예상되는 각각의 효과들을 시뮬

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평가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 관리자

들도 대상지 녹지의 기능에 대해 직관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

게 된다. 이는 대상지의 가치제고 및 관리목표 설정에 강력한 도구

가 된다. 따라서 다양하고 고도화된 환경생태정보가 가상현실을 통

해 맞춤형으로 쉽게 공유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

여할 것을 기대된다.



- 96 -

 그러므로 어떠한 조경·건축구조가 가상현실 상에 정량화되어 재현

된다면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 따라 생태공간의 기능정보들을 가상

현실을 통해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그림 24] 생태공간과 가상현실의 물질·비물질화 구조

2. 생태공간에 가상매체 적용의  가능성

 가상매체와 관련된 기기와 기술은 최근 디자이너도 손쉽게 공간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 보편화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

양한 환경생태적 기능들 중 특히 비생물적 인자들과 관련된 부분은 

향후 정확도 향상 등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생물다

양성, 종 출현 및 서식정보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술이 연구되고 적

용되면서 옥상정원 급의 작은 대상지에 대해서도 관련정보를 높은 

시공간 스케일에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차원 레이저 스캐

닝 기술의 보급화로 인해 현존하는 식생, 시설물 구조를 밀리미터

(millimeter) ~ 서브밀리미터(sub-millimeter)급의 정확도로 일거에 

실측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적절한 데이터 가공을 통해 단위공간

(voxel)단위에서 디지털화, 정량화가 실현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가

상현실 상에 실제의 구조를 투영하는 수고를 혁신적으로 덜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보다 간소화된 시공간적 측량 및 모니터링 방법으로써, 드론, 헬

기, 항공기,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취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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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데이터의 축적이 방대하므로 이들의 융합

(data fusion)을 통해 가상현실 상에 실제 구조를 투영하는 수고가 

혁신적으로 덜어지도록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생태공간 사용자의 구조

 앞서 생태공간은 공간 내에 수공간이 위치하느냐 위치하지 않느

냐에 따라 수변 생태공간, 녹지 생태공간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생태공간의 교육적인 사용은 생태공간이 지닌 생태정보를 사용자

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휴식형 사용은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효과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생태공간 안에서 

편안한 느낌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도심 속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

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휴식형 사용이다. 경작형은 공간을 이용

하여 작물을 기르는 것이다. 농장 정도의 규모가 큰 생태공간뿐 아

니라 주택의 옥상정원이나 화분 같은 작은 규모의 공간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관형은 사용자가 참여하여 생태공간에 개입하

는 유형은 아니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삭막한 도시공간 속에서 식물을 이용해 심미

적으로 아름답게 조성한 공간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해 주는 기능

이다. 일정 거리를 두고 생태공간을 바라보기만 해도 도시의 사람

들은 잠깐동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는 바이오필리아 효

과79)에서 기인한다. 동시에 도로변, 건물외벽, 하천변 등 도시공간 

79) 바이오필리아: 에드워드 윌슨에 의해 정립된 논의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 그대
로의 환경을 선호한다”는 개념이다. 

에드워드 윌슨 &안소연,“ 바이오필리아 : 우리 유전자에는 생명 사랑의 본능이 새겨져 
있다”,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0)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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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빈 부분을 녹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체험형은 식물원이

나 생태 전시관 등에서 실제 생태공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여 생태공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마지막으

로 관람형은 공간의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생태공간 

자체를 바라보고 향유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 유형 내용 해당 공간

교육형
공간 내에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식물원, 온실, 동물원, 전시관, 

습지

휴식형
생태공간의 요소들이 사용자에게 

휴식을 주는 장소

옥상정원, 실내정원, 도시공

원, 둘레길

경작형
작물을 기르는 공간으로 사용자

의 참여도가 높음.

농장, 텃밭, 실내농장, 스마트

팜, 식물공장

경관형
생태적인 기능 외에 별 다른 기능

을 하지 않는 도시의 녹지

가로수, 공원묘지, 벽면녹화, 

수변공원, 수직정원, 하천변

체험형
사용자가 다양한 기기와 콘텐츠를 

이용하여 생태를 경험 

전시관, 체험관, 생태 테마공

원

관람형
사용자가 공간 내의 프로그램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콘텐츠를 관람

식물원, 온실, 생태공원, 전시

관, 동물원

[표 32] 생태공간의 사용자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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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태공간 사례 및 유형화 실증

1. 분류모형의 사례조사

1) Duality Tokyo

 빌딩숲 사이에 반응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였다. 사람들이 디스플

레이 위를 걷는 발걸음에서 물결을 발생하는 반응형 모션 디자인이

다[표 33]. 

특성 내용

위치 일본 도쿄(Tokyo)

작가 ART+COM

[그림 25] 

 

기능 물결 패턴 재현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반응형 디스플레

이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능동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공간의 가상

객체의 가상

[표 33] 생태공간 사례 1: Duality Tokyo

디스플레이의 물결모양이 수변공간까지 미치도록 디스플레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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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장치를 마련하였다. 삭막한 도시 마천루 사이에서 물이라는 

존재를 통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식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2) Cyberhelvetia

 Helvetia는 스위스의 옛 이름으로 가상 세계에 하나의 나라를 세

웠다는 콘셉트에서 출발하였다. Cyber Helvetia가 설치됐던 곳은 

스위스 비엔날레의 스위스관이며 스위스의 전통적인 온천 리조트 

분위기로 공간이 디자인되었다. 이를 통해 스위스 비엔날레의 상징

이 되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전통적인 스위스의 온천처럼 꾸며진 공간

이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 

과거 몇 백 년 전의 온천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

는 곳이었다. 현재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 변해가고 있음을 

Cyberhelvetia를 통해 표현한다. 

 Cyberhelvetia는 몇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Cy.Bees는 수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상 생물체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프로그램이다. Drift라는 게임에서는 

생물체들이 물속을 유영하는데, 본인의 생물체가 유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Drift는 수영장 표면에 튜브형 매트를 대신하는 매

트리스 위에서 비디오 고글을 쓰고 바다 위나 속을 여행하는 콘텐

츠의 프로그램이다. 

 전시관 주변의 기후와 상호작용하여 전시관 내부의 연출이 조금

씩 달라진다. 가상 생물체를 통해 물속과 밖을 탐험해 볼 수 있는 

Cyberhelvetia의 프로그램은 1,2,3인칭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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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내용

위치 스위스 비엘(Biel), 2002 엑스포

작가 MESO Design Interiors

[그림 26] 

 

기능

수영장같이 디자인된 공간

에서 사용자가 자신만의 캐

릭터를 설정하여 물속을 부

유하는 듯한 효과를 줌.

각 시야마다 관찰자 혹은 

주인공으로 입장이 달라짐.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HMD, 일반 디

스플레이, 모바일 

디바이스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능동적 행위

피동적 관찰

관망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환경의 가상

객체의 가상

주체의 가상

[표 34] 생태공간 사례 2: Cyber Helvetia

3) Orbi Yokohama

 나이를 불문한 남녀노소의 사용자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Orbi Yokohama는 방문자들이 자연환경의 유익함

과 경이로움을 배우고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공

간이다. 실제 생태와 관련된 실물전시보다 다양한 스크린을 활용하

고 빔 프로젝터를 통해 압도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비추어 방문자들

의 몰입을 유도한다. 

 방대한 자연 콘텐츠를 자랑하는 방송사 ‘BBC earth’와 Immer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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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에서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게임회사 SEGA가 합작하여 

설립한 Orbi Yokohama는 오랜 시간 쌓아 온 생태 콘텐츠와 

Immersive 기술로 주목받았다.80) 

 반응형 미디어 프로그램은 거대하고 웅장한 스크린을 활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Immersion과 Flow가 함께 일어나도록 디자인된 

공간이다.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마치 실제 자연과 같은 영상을 제

공하여 현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표 35].

특성 내용

위치 일본 요코하마(Yokohama)

작가 SEGA & BBC

[그림 27] 

기능

게임회사 SEGA와 BBC 방

송국의 합작으로 설립된 환

경체험 전시관

가상매체 뿐만 아니라 냄새, 

바람, 안개 플래시 라이트 

등의 효과로 전신의 감각을 

이용하여 생태환경에 몰입

하여 자연환경을 느끼고 배

우는 프로그램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프로젝션 맵핑

포그 스크린, 동

작 감지 센서, 프

로젝터 등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능동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공간의 가상

객체의 가상

주체의 가상

[표 35] 생태공간 사례 3: Orbi Yokohama

80) Orbi Yokohama brings BBC Earth together with SEGA. Tokyo Weekender. 

2013 (https://www.tokyoweekender.com/2013/07/orbi-yokoh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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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생의 땅 - 듀랑고

 야생의 땅 - 듀랑고는 넥슨社의 모바일 게임이다. 현대인이 우연

히 "듀랑고"라는 세계로 떨어지게 되면서 공룡이나 매머드가 생존

해 있는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시나리오를 가진 개척형 게임이

다. 현대인이 시간 이동에 의해 석기시대, 중세, 조선시대에서 수

렵, 채집, 농사 등을 경험하며 야생을 개척한다는 설정이다. 

특성 내용

위치 MMORPG(모바일 게임)

작가 What Studio

[그림 28] 

 

기능

공룡이나 매머드가 살아있

는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남

는 줄거리

지형과 기후가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생성되고 그에 

맞는 동식물 분포가 자동으

로 이루어짐

게임 내에서 사냥·축산·농사 

등의 행위를 함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모바일 디바이스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관망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공간의 가상

객체의 가상

주체의 가상

[표 36] 생태공간 사례 4: 야생의 땅 - 듀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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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의 지형과 기후는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자동 생성되고 거

기에 맞춰 동식물의 분포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게임 설정상 사

용자들이 늘어날 때매다 개척할 섬이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인공지

능(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섬의 개연성을 

위해 각각의 기후와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생물군계를 갖고 서식

하는 식물과 자원들도 다르게 배치하였다.81)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사용자는 각각의 지형과 기후가 다른 환경

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작물을 재배하고 경작하며 동물을 사냥하

며 생존해 간다. 이러한 콘텐츠로 인해 ‘야생의 땅 : 듀랑고’는 몰

입(Flow)을 유도한다. 생태라는 콘텐츠는 꾸준하게 사용자의 관리

와 기타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나리오와 프로그

램을 통해 현존감을 부여한다.

5) Foresta Lumina

 캐나다 퀘벡주 코티쿡 협곡 공원에 위치한 Foresta Lumina는 

2.6km에 달하는 숲속을 방문자가 1-2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공간 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조성한 ‘생태 테마파

크’이다. 요정, 번개, 안개 낀 출입문, 악마, 상상 속 동물, 나무, 숲

의 영혼 등 총 7가지 테마를 갖고 9개의 구획을 만들어 숲의 이야

기를 조명, 음향 및 프로젝션 매핑 등을 이용하여 방문자가 더욱 

생생하고 독특한 숲을 경험하게 유도하였다. 

 공원 내의 지형과 생태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아스팔트로 덮인 평평한 길이 아니라 흙이 덮인 그대로의 길을 경

81) “듀랑고 제작PD ‘현대인의 원시 야생본능 살리고 싶었다’”, 연합뉴스, 2018년 2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5/0200000000AKR20180215052300
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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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 있다.  

 또한 Foresta Lumina는 살아있는 나무의 껍질에 프로젝션 맵핑을 

하여 나무가 살아 있는 것처럼 표정을 연출하거나 허공에 설치한 

얇고 미세한 섬유를 스크린 삼아 요정이나 악마 같은 캐릭터들이 

방문자 주변을 날아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를 통

해 사용자가 공간에서 느끼는 몰입감(Flow) 등을 극대화할 수 있

다.

특성 내용

위치 캐나다 퀘벡주 코티쿡

작가 Moment Factory

[그림 29] 

 

기능

생태공간의 놀이공원화

생태공간 내의 지형지물을 

스크린 삼아 프로젝션 맵핑

체험 및 교육이 한 공간에

서 이루어짐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프로젝션 맵핑

포그 스크린, 프

로젝터 등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능동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주체의 가상

[표 37] 생태공간 사례 5: Foresta 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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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The Eyes of The Animal

 In The Eyes of The Animal은 조명, 드론, 프로젝션 매핑, 레이저 

빔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Immersive media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는 MARSHMALLOW LASER FEAST 그룹

의 작품이다. 숲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동물 등의 시야로 숲을 바

라볼 수 있게 만든 360°HMD 콘텐츠이기도 하다. 숲에 설치한 

HMD를 장착한 사용자는 자신 스스로가 동물이나 곤충이 되어 숲

의 이곳저곳을 누빈다. 각 곤충이나 동물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

점이나 해상도나 색상이 모두 다르고 빈 공간을 돌아다니는 방식도 

다양하므로 숲을 새로운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성 내용

위치 영국 그리즈데일 숲(Grizdale)

작가 MARSHMALLOW LASER FEAST

[그림 30] 

 

기능

생태공간의 놀이공원화

생태공간 내의 지형지물을 

스크린 삼아 프로젝션 맵핑

체험 및 교육이 한 공간에

서 이루어짐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몰입형 HMD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능동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객체의 가상

주체의 가상

[표 38] 생태공간 사례 6: In The Eyes of The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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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HMALLOW LASER FEAST은 In The Eyes of The 

Animal의 목적이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자

극시키는 것”이며 “사람들이 숲 속에서 감정을 느끼는 새로운 방식

을 소개하는 일종의 자극제 역할의 콘텐츠82)”라고 하였다.

7) Supertree Grove

 열대우림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나무 모양의 조

형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Supertree Grove는 나무를 흉내만 매지 

않고 실제 나무와 같은 역할도 한다. 환경에서 나무가 하는 역할인 

빗물을 저장하거나 공기 중 유해물질을 흡수하기도 하고 태양에너

지를 저장해두기도 한다. 각각의 Supertree가 모여 숲을 이루는 형

태인데 가장 큰 Supertree는 그 높이가 50m에 미칠 정도로 그 크

기가 거대하다. 나뭇가지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Supertree의 

지붕 부분 역시 웅장한 크기로 낮 동안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밤 시간에는 Supertree에서 음악과 함께 레이저

쇼가 진행되어 관람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슈퍼트리는 정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시즌마다 다른 꽃을 볼 수 있

는 플라워 돔(Flower Dome)을 비롯해 헤리티지 가든(Heritage 

Gardens), 월드 오브 플랜트(World of Plants) 등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는 다양한 테마 가든이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

를 담은 헤리티지 가든이 인상적이다. 중국, 말레이, 인도, 그리고 

식민 시대 역사를 기반으로 총 4가지 정원으로 꾸며 놓았는데, 각 

82) This VR Headset Lets You Experience Nature Through Animal Eyes With an 
animal’s senses, it turns out life in the forest is pretty mind-blowing. 
CO.DESIGN. 2015.09. 

https://www.fastcodesign.com/3051590/this-vr-headset-lets-you-experience-nature-
through-animal-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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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별로 흔히 통용되는 식물 및 정원 스타일을 볼 수 있다. ‘식물

과 지구(Plants and Planet)’를 테마로 한 월드 오브 플랜트는 나무

의 진화, 꽃과 열매의 기능 등 지구 식물의 생태계에 초점을 맞췄

다. 이곳에서는 버섯의 성장 과정, 열대 야자수의 쓰임새 등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식물의 면면들을 관찰할 수 있다.83)

특성 내용

위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Singapore)

작가 WILKINSON EYRE ARCHITECTS

[그림 31] 

 

기능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 

위주로 식재한 커다란 나무 

모양의 타워. 22m 높이에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타워

의 지붕 부분은 태양광발전.

해가 진 후에는 조명이 켜

져서 낮과 다른 모습을 조

망할 수 있음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조명기기, 음향기

기, 모바일 디스

플레이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능동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객체의 가상

[표 39] 생태공간 사례 7: Supertree Grove

83) 인공과 자연사이, 싱가포르 슈퍼트리. 트래비 302호. 2017.04. 
http://www.travie.com/bbs/board.php?bo_table=travie&wr_id=1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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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mbodian Trees

 Cambodian Trees는 Photo Phnom Penh Festival에서 설치됐던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Valenciennes University의 사진학과 교수인 

Clement Briend의 작업물이다. 전통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정신적

이고 영적인 면을 추구하던 캄보디아인들의 생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프놈펜시의 가로수에 캄보디아 전통의 정령이나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얼굴을 프로젝션 맵핑하였다. 

특성 내용

위치
캄보디아 프놈펜시 가로수(Phnum 

Penh)

작가 Clement Briend

[그림 32] 

 

기능

도시공간의 생태공간화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대 이

미지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빔 프로젝터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피동적 관찰

가상성 

설정대상
객체의 가상

[표 40] 생태공간 사례 8: Cambodian Trees

 도시라는 삭막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친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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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해 주는 등장인물들의 얼굴은 나무라는 새

롭고 입체적인 스크린에 프로젝션 맵핑된다. 이로 인해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도시에 반영되었고, 도시는 실재적이

고 현실성을 갖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84)

9) Datum Explorer

 Datum Explorer는 Universal Assembly의 작업으로서 3d lidar 

scanner를 이용하여 숲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게임 제작 엔진에 입력시켜 가상의 숲을 만들어냈다.  원래 숲의 

주인이었던 곰 같은 야생동물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가상의 야생성

을 가진 숲을 만들어냈다. 

 Datum Explorer는 기술과 예술, 그리고 자연이 결합하여 숲을 정

의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 Universal Assembly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경험하는 공간을 기술을 이용하여 다시 정의하는 콘텐츠

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용자는 시야가 막혀 있는 HMD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이 공존하

는 자연의 숲을 탐험할 수 있으며 반응형 콘텐츠인 Datum 

Explorer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85) 

84) Cambodian Trees, Capturing a Cambodian Spiritual Reality. DiBari & 
Associates. 2009. 

http://dibari-id.com/project/cambodian-trees/
85) Datum Explorer turns UK woodland into a digital installation. WIRED 

Magazine. 2015.07. 
http://www.wired.co.uk/article/datum-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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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내용

위치
영국 이스트 서섹스 그레이트파크 농

장(East Sussex)

작가 Universal Assembly 

[그림 33] 

  

 

기능

생태공간의 놀이공원화

생태공간 내의 지형지물을 

스크린 삼아 프로젝션 맵핑

체험 및 교육이 한 공간에

서 이루어짐

매체

특징

사용된 

매체 및 

기기

몰입형 HMD

콘텐츠

특징

차원 및 

역할
능동적 행위

가상성 

설정대상

객체의 가상

주체의 가상

[표 41] 생태공간 사례 9: Datum Explorer

2. EOS 모델 - 24가지 유형의 실증

 앞선 분류모형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가상매체가 사용된 생태공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생태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며 주체와 객체의 

가상을 이용하여 연출한 사례는 실제 생태공간을 이용한다는 측면

에서 사용자에게 생생한 정보 전달과 경험이 가능했다. 공간, 객체,

주체가 모두 가상인 환경에서는 연출할 수 있는 시퀀스와 스토리텔

링 방법이 더욱 다양했다. 물 속이나 산 속에 사용자가 위치하거나 

혹은 곤충이 되어보는 설정 등 다채로운 연출을 통해 사용자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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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인칭 사례 연출특성 적용유형

실제공간

실제객체

실제주체

2인칭

제주어린이농장 실제의 작물을 사용자가 직접 접촉하

여(2인칭시점) 경작하며 체험한다.

농장, 정원 등 실제 공간에서 이루어

지며, 경작자의 주체와 시나리오상의 

주체가 일치한다. 

농장체험

텃밭가꾸기

가드닝

3인칭

랜달뮤지움 (샌프란시스코, USA) 생태 정보(바람, 기후 등을)를 실제의 

장소에서 직접 관조적(3인칭)으로 관

찰한다. 경작자의 주체와 시나리오상

의 주체가 일치하여 실제주체로서 작

용한다. 

전망대

거시생태정보 

연구

실제공간

실제객체

가상주체

3인칭

 포레스타 루미나 (코티쿡, 캐나다) 실제공간이 가진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연출유형으로서 가상의 대상을 표현하

기 위해 프로젝션 맵핑, 조명, 영상, 

사운드 등 가상매체로 표현할 수 있

는 많은 방법을 적용하여 연출하는 

공간이다. 사용자는 3인칭 관찰자 시

점으로 공간을 이용한다. 

생태테마파크

실제공간

가상객체
2인칭  수퍼트리 그로브 (싱가포르)

실제 공간에 꾸며놓은 거대 나무는 

실제 나무가 광합성하여 산소를 배출
가상정원

험할 수 있는 인칭 또한 자유자재로 넘나들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태공간이라는 공간의 한계성에 부딪혀 가상매체가 사용

된 사례는 많지 않아 가상매체가 사용된 여타공간을 포함하여 

EOS 모델의 구분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은 향후 가상매체의 생태

공간 적용에 대한 연출 방법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생태공간에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공간 연출방법은 생태공간에 

적용하여 연출하는 것의 제안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태공간의 사례를 포함하여 가상매체를 활

용하고 있는 24가지 공간의 유형을 다음의 [표 4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간, 객체, 주체를 기준으로 실제인지 가상인지 여부와 

경험차원에 따른 구분과 생태공간의 적용 예시를 분류하고 고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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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주체

하는 것처럼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며 나무 표면에 식재된 초

본류 등을 통해 가상의 나무가 진짜

처럼 보이게 한다.

2인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베를린, 독일)
실제 공간에서 가상의 대상(무덤처럼 

만든 객체)을 통해 사용자들은 현재의 

시간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감

정을 느낀다. 가상의 대상이 사용자들

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2

인칭에 해당한다. 

가상메모리얼

3인칭

Singing Ringing Tree

(랭커셔, 영국)
바람의 모양을 형상화한 실제공간의 

가상객체는 바람을 통해 악기와 같은 

소리를 낸다.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실제주체로서 기능을 하며 

가상악기

2인칭

돌비갤러리 Collide 첼로연주
각각의 첼로연주자는 HMD를 착용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이는 영상에서 느

껴지는 감정을 바탕으로 악기를 연주한

다. 각각의 연주자가 보고 있는 영상은 

모두 상이하며 실제 공간에서 연주되는 

악기는 악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

라 영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로 인해 가상의 대상이  실제 

주체를 통해서 현실화된다. 

미디어아트

실제공간

가상객체

가상주체

3인칭

유니버셜스튜디오

(올랜도, 미국) 실제의 공간에서 사용자는 가상의 객

체를 사용하여(3인칭) 디지털이미지가 

재생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연관

된 콘텐츠를 이용한다.

VR

가상공간

실제객체

실제주체

2인칭

아가새농장 바나나체험 (춘천) 온대기후 아래 열대의 기후로 조성된 

가상공간에서 실제객체 상태인 비온대식

물의 성질을 띠는 작물을 실제의 주체

에 의해 양성시키고 수확된다. 바나나나

무의 관점에서 체험을 위해 방문한 사

람에 의해 수확되므로 2인칭의 관점이

다.

농장체험

3인칭

에덴 프로젝트 (영국) 조성된 각각의 온실, 즉 가상공간은 각

기 다른 생물군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들 온실은 서로 다른 환경적 조건을 보

이고 있으며 실제의 대상과 주체의 시

간을 사용하여 공간을 이루고 있다. 

온실체험

3인칭 한택식물원 바오밥나무 온실 (용인) 온대기후상에 꾸며진 열대 온실은 가상 온실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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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을 조성한 것이며 공간 안에서 

이용한 살아있는 열대의 식물은 실제의 

대상이며 실제주체의 영향을 받는다. 

가상공간

실제객체

가상주체

3인칭

익스플로라토리움 구름/번개

(샌프란시스코, 미국)
인위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내라는 가상

의 공간에서 구름과 번개를 만들어낸다. 
가상 기상현상

3인칭

Sage Gateshead 소리박물관

(게이츠헤드, 영국) 실제 환경에서 녹음된 소리를 가상의 

환경에서 재생하여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사용자가 소리가 녹음된 곳에 위치하는 

것 같은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청각연출

2인칭

할리데이비슨 박물관

(밀워키, 미국)

모터사이클의 엔진소리를 이용하여 가상

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엔진의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모

터사이클을 직접 운전하는 것은 아니므

로 가상의 주체를 갖고 있다. 

청각연출

3인칭

소금박물관 (독일) 소금덩어리라는 실제 대상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테이블은 소금의 역사 등 소

금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다.

미디어테이블

3인칭

상하이엑스포 덴마크관 인어공주

(상하이, 중국)

실제 덴마크에 있는 인어공주상을 상하

이로 옮겨 와 전시했던 것으로 동상은 

가상의 성질을 띤다. 인어공주상이라는 

실제 동상을 갖고 왔으므로 실제의 대

상으로 본다.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야외공간인 전시장에 드는 빛을 통해 

전시를 관찰하게 되므로 실제의 시간이 

적용되는 실제주체가 된다.

3d맵핑

가상공간

가상객체

실제주체

1인칭

In The Eyes of The Animal 실제 공간에서 사용자들에게 HMD 기

기를 쓰도록 하여 공간 내에 존재하는 

곤충 들의 시선으로 생태공간을 누비는 

영상을 재생한다. 

VR

3인칭 Duality Tokyo (도쿄, 일본)
인공 수공간 위에 놓인 반응형 인터랙

티브 디스플레이는 그 위를 걸어다니는 

반응형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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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발걸음을 인지하여 디스플레이 

위에 사람들의 걸음이 물결이 되도록 

시각화한다.

2인칭

Telegarden 로봇이 토질의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

여 흙에 심겨진 식물에 관수를 하거나 

비료를 주는 등의 행위를 자동으로 제

어한다. 

스마트팜

2인칭

SK 더 팜 (판교) 실제 화분에 식물을 심고 사람이 아닌 

로봇에 의해 관수 등이 조절되는데 이 

식물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식재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사용자가 식물을 선택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화분에 식물을 식재하고 관리

해준다.

스마트팜

가상공간

가상객체

가상주체

2인칭

유대인 박물관 ‘트라우마’

(베를린, 독일)

사람들은 ‘핍박받은 유대인’을 비유적으

로 표현한 ‘얼굴모양 금속덩어리’가 쌓

인 공간 위를 밟고 지나간다. 이는 박물

관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대상

에게 가해졌던 고통을 가상으로 겪어보

는 체험이다. 

가상체험

1인칭

Cyber Helvetia (스위스) 가상의 수영장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연출된 콘텐츠는 사용자 자체를 콘텐츠

의 대상이 되게 하며 이는 1인칭의 관

점에 해당한다. 

VR

가상수영장

3인칭

Tyto Ecology (게임) 온실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된 가

상생태공간 게임이다. 사용자는 각각의 

생태공간의 기후에 맞는 대상을 설정하

여 게임 내에 설정된 시간에 따라 플레

이하므로 주체의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게임

2인칭

Cyber Helvetia (스위스)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 가상의 물속으로 

들어가 본인이 디자인한 게임의 캐릭터

가 물속을 유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이는 콘텐츠의 주체인 대상의 시점

에서 볼 경우 2인칭의 관점이다. 

VR

가상수영장

3인칭

야생의 땅:듀랑고 (게임) 사용자는 3인칭의 시점으로 게임 전체

를 조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

된 시나리오대로 새로운 자연환경에 맞

게 게임 내 캐릭터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선택이 각기 다른 결

과를 일으키게 된다. 

게임

3인칭

Virtual Biome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생물의 시점으로 각각 다른 생태환경을 

관찰한다. 사용자는 시나리오를 조종할 

수 없으며 1인칭 생물의 시점으로만 공

간을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다. 

생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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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칭

Spore (게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생물체를 조합하

여 만든 캐릭터를 이용하는 게임으로 

공간과 대상, 주체의 시간 모두 가상의 

상태이다. 

게임

3인칭

Cyber Helvetia

(스위스) CyBees라는 가상의 수영장 안을 유영하

는 가상의 생물체를 사용자가 3인칭의 

시점으로 직접 디자인한다. 

게임

3인칭

Orbi 요코하마

(요코하마, 일본)

Orbi 요콯하마는 전시관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생물의 모습을 취하지 않은 

단순한 조형물 위에 프로젝션 맵핑을 

하여 생생한 생태 체험 및 학습이 가능

하게 한다. 단순한 형태의 입체면에 프

로젝션 맵핑을 하는 연출 특성이 있다. 

생태전시관

3인칭

미래과학관 자연재해 체험

(도쿄, 일본)

사용자는 3인칭의 시점으로 전시물 전

체를 관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본

인의 시나리오대로 도시의 자연재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이 도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뮬

레이션 해볼 수 있다. 

생태전시관

재해체험관

3인칭

BMW 뮤지엄 키네틱 조형물 쇠구슬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키네틱 조형물은 자동차라는 

가상의 대상을 만들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기도 한다. 가상의 자동

차 조형물이 존재하는 공간은 실제 도

로 위는 아니므로 가상의 공간에 실제 

시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키네틱조형물

3인칭

바이오뮤지엄 파나마

(파나마시티, 파나마)

바이오뮤지엄 파나마는 사용자의 생태에 

대한 관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시관

을 디스플레이로 가득차게 연출한 공간

이다. 디스플레이가 육면체 모양으로 사

용자를 둘러싸고 있으며 사용자는 3인

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디스플레이를 통

해 생태를 탐색할 수 있다. 

미디어파사드

[표 42] EOS 모델 - 24가지 유형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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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상매체를 활용한 생태공간의 연출

1. 유형에 따른 특성 구분

 객체와 공간의 가상성을 매체의 유형이라는 기본적인 분류 기준

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다[표 42]. 그리고 각각 설정된 가상성의 

항목을 서술하고 그 각각의 항목을 현존감과 몰입감의 정도의 차이

에 따라 원격성과 장소성, 개입과 관조로 세부화하였다. 가상성이 

부여되지 않은 실재 생태공간의 실재객체의 경우는 생명체의 관점

으로 생태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1인칭의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매체가 사용되는 공간의 유형은 가상, 증강, 부분적 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각각의 유형에서 공간이 어떠한 

특질을 드러내는지는 콘텐츠에서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표 4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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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의 
유형

가상성의 설정
현존감 몰입감

원 격
성

장 소
성 개입 관조

1

현실성

A/aa 1인칭 - - - - -

2 A/aa 2인칭 실제의 환경에서 2인칭 경험 ○ ○

3 A/aa 3인칭 실제의 환경에서 관찰자 경험 ○ ○

4

부분적 
가상성

A/va 1인칭 - - - - -

5 A/va 2인칭 가상의 장소에서 2인칭 경험 ○ ○

6 A/va 3인칭 가상의 장소에서 관찰자 경험 ○ ○

7 A/vv 1인칭 - - - - -

8 A/vv 2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실물을 2인칭
시점에서 경험

○ ○

9 A/vv 3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실물을 3인칭
시점에서 관찰

○ ○

10 A/av 1인칭 - - - - -

11 A/av 2인칭
실제 장소, 다른 시간환경에서 
대상을 2인칭 시점에서 경험

○ ○

12 A/av 3인칭
실제 장소, 다른 시간환경에서 
대상을 3인칭 시점에서 관찰

○ ○

13

증강성

V/aa 1인칭 - - - - -

14 V/aa 2인칭
실제 환경에 가상의 대상을 2인
칭시점으로 경험

○ ○

15 V/aa 3인칭
실제 환경에 가상의 대상을 3인
칭시점으로 관찰

○ ○

16

가상성

V/va 1인칭
가상의 장소에서 생물의 시점으
로 실시간 경험

○ ○

17 V/va 2인칭
가상의 장소에서 2인칭시점으로 
실시간 경험

○ ○

18 V/va 3인칭
가상의 장소에서 가상의 생물을 
3인칭시점으로 관찰

○ ○

19 V/vv 1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생물의 시점으
로 경험

○ ○

20 V/vv 2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의 생물을 
2인칭시점으로 경험

○

21 V/vv 3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의 생물을 
3인칭시점으로 관찰

○

22 V/av 1인칭 - - - - -

23 V/av 2인칭
실제 장소, 다른 시간환경에서 
가상의 생물을 2인칭 시점에서 
경험

○ ○

24 V/av 3인칭
실제 장소, 다른 시간환경에서 
가상의 생물을 3인칭 시점에서 
관찰

○ ○

[표 43] 매체의 유형 분류에 따른 가상성의 설정과 현존감과 몰입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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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의 탐색 및 연출방법 제시

 생태공간은 생태의 본질이라는 성격이 시간 및 공간에 입체적으

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생태공간을 통해 사용자는 생태공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다. 

 생태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매체가 가상매체이다. 이 가상매체를 어떠한 연출방법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행위

와 기대 효과가 달라진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상매체를 사용되는 디바이스와 기술을 

통해 구분 짓는 것보다 생태공간의 환경과 객체의 가상성을 기준으

로 분류하는 것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효율적이

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유형에 대한 가상성의 설정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등을 입체적이고 연출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태공간에는 기후, 기상, 지질, 수질, 시간, 위치 및 장소, 생물 

등의 다차원의 정보가 존재한다. 정보들은 크게 대상과 공간, 그리

고 시간이라는 큰 세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개의 축은 

두 개로 묶일 수가 있는데 대상이 갖고 있는 정보는 객체로, 공간

과 시간의 정보는 환경이라는 카테고리로 조직된다. 또한 대상과 

공간, 시간에는 각각의 가상성을 부여할 수 있다. 

 대상의 가상성은 생물에 가상의 개념을 입혀 공간의 사용자가 생

물종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간의 가상

성은 생태공간이라는 한정된 장소를 현실 혹은 가상의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나눠 대상 및 시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의 가상성은 실재의 시간과 어떠한 매체 내에서 고유의 시간과 속

력을 갖고 있는 가상의 시간이 함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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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연출의 유형화는 생태공간의 정보와 매체를 객체와 환경에 

부여된 가상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연출사례와 활

용가능 기술 등을 대입하여 공간의 프로그램에서 유형 별로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은 어떠한 기술을 이용하는 디바이스를 어

떻게 활용하여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다. 여기서 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맞는 요소를 선택하여 

활용한다.

 다음의 [표44]는 가상매체를 이용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것과 현 

상황에서 연출이 어려운 것을 색으로 분류한 것이다. 칠해지지 않

은 부분은 공간 연출의 구현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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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객체 환경

경험
인칭

유  형 사례
활용가
능기술

대상의
가상성

공간의
가상성

시간의
가상성

A/aa
Actual*

86)
Actual Actual

2인칭 실제의 시공간에서 생태대상을 직접 
체험하는 유형

농장체험, 가
드닝

3인칭 실제의 시공간에서 생태대상을 관조
적으로 관람하는 유형

식물원, 전시
관

A/va Actual* Virtual Actual

2인칭
가상의 생태환경(지질,토양)을 조성
하고 실제의 생태대상을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유형

온실농장체험

원 격 가
든
로 봇 농
장

3인칭
가상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실제의 
생태대상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유
형

온실관람 공 간 매
핑

A/vv Actual* Virtual Virtual

2인칭 X**87) X**

3인칭 가상의 시공간 환경을 구현하고 실
제의 생태대상을 체험하는 유형

프로젝션 매
핑, 조명 등을 
이용한 생태
공간연출

키 오 스
크, 토명 
디 스 플
레이

A/av Actual* Actual Virtual

2인칭 X** X** 공 간 매
핑,
스 마 트 
조 명 활
용

3인칭 수목경관의 (가상적)계절연출을 위
한 프로젝션 매핑이나, 경관조명

생태공원, 생
태테마파크

V/aa Virtual Actual Actual

2인칭 실제의 공간에 가상의 생태대상을 
합성하여 구현하는 증강현실

가 상 생 명 체 , 
종다양성 시
뮬레이션

AR, 혼
합 증강
현실

3인칭
실제의 공간에 가상의 생태대상을 
합성하여 구현하는 증강현실(인터랙
션이 없는 관조적 관찰의 유형)

식물원의 수
분곤충 연출, 
생 태 공 원 의 
먹이사슬 관
람

V/va Virtual Virtual Actual

1인칭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시간 정보에 
따른 (계절, 일조량) 경험을 생명체
의 입장에서 경험

온실에서 카
메라를 활용
한 지표곤충 
시점 표현

VR

2인칭 X X VR,원격
가든

3인칭 가상 혹은 원격의 장소에서 가상의 
식물을 실시간으로 관찰

스마트팜, 가
상 경작 VR

V/vv Virtual Virtual Virtual

1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동물, 곤충의 시점
으로 경험

게임, 
교육용　VR VR2인칭 가상의 환경에서 가상의 동식물을 

직접 경작, 교감하는 유형

3인칭 가상의 시공간에서 관찰자, 전지적 
시점으로 생태공간을 경험

V/av Virtual Actual Virtual

2인칭
실제의 생태공간에서 가상체를 이용
하여 콘텐츠 내부에서 설정된 시간
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경험

생태공원 내
의 게임형 컨
테츠

V R , 
AR, 매
직리프

3인칭 실제하는 특정지역의 시기, 계절에 
따른 종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종다양성 연
구, 생태시뮬
레이션

VR, 
A R + 공
간매핑

[표 44] 객체와 환경의 가상성 설정 구분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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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공간에 24가지 EOS 모델을 적용할 경우 모든 경우가 연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관점을 기준

으로 삼는 객체의 구분이다. 이는 1인칭 및 2인칭의 관점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체가 위치하는 곳의 가상의 구분에 

따라 공간을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일종의 가상의 성격을 갖는 

2,3인칭의 구현이 불가능하기도 한다. EOS 모델의 각각 24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다음의 [표44]에 적용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OS 모델은 가상매체를 이용한 공간을 구분지어 유형화 한 것으

로 각각의 유형이 가상성, 현실성, 부분적 가상성의 특징을 갖는다. 

이 모델을 생태공간의 사례에 적용하면 가상매체 콘텐츠로 연출할 

수 없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EOS 모델을 통해 자체적인 현

실성을 띤다는 것을 적용해 본 것이므로 24가지의 경우가 모두 

EOS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6) * 이 연구에서의 인칭(人稱, Person)의 설정은 ‘생태적 관찰 대상’을 중심으로 설정한

다. 예를 들어 농작물이 주인공, 경작자는 2인칭, 관찰자(관람자)는 3인칭이 된다. 따라서 대

상에 가성성을 부여하지 않은 실재객체(Actual Object), 실재공간(Actual Space)의 경우에는 

1인칭의 경험(생명체의 관점)을 제공할 수 없다.
87) ** 2인칭 A/vv, A/av :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실체의 생태대상을 활용하는 한계 

때문에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한 체험이나 관람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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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제한된 공간 안에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공간을 연출하려

면,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매체 외에도 가상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가상매체를 공간디자인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간’이라는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실에서 실

제로 존재하는 공간에 가상의 변인들을 결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

는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가상매체 상에

서 현실과 가상의 변인들이 결합되어 표현된 공간이다. 이 두 공간

의 현실과 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관점이다. 사람이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

이라 하더라도 가상매체 상에서 그래픽으로 표현됐다면 가상의 공

간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용자가 위치하는 공간의 환경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후자의 경우 사용자의 시선은 가상매체 기기를 통

해 사용자 주위의 환경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콘텐츠를 구현하는 

가상매체의 기기가 사용자의 시야를 완전히 막지 않음을 뜻한다. 

 현실 혹은 가상의 공간은 가상과 현실의 변인들이 결합하여 사용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현된다. 가상 혹은 현실의 변인은 

가상매체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인에는 

가상화된 객체와 현실의 객체, 가상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있다.

 가상매체를 적용한 공간을 연출할 때에는 대상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 내의 대상은 존재 자체로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기도 하고 대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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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험하는 관점 및 시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철학에서는 대상이 

실재하느냐 실재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그 존재를 탐구하기도 한

다.  

 본 연구는 공간의 연출방법 유형화를 통해 생태공간의 사례에 적

용해 보았다. 따라서 생태공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위계상 생물들

의 관점으로 생태공간을 바라보는 콘텐츠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콘

텐츠에서 활용되는 시점과 인칭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소설과 영화

에서 이용되는 구분을 따르며 경험인칭에 대한 관점이 결부된다. 

대상과 시간의 성격은 공간의 두 가지 성격과 결합하여 활용될 수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시점과 인칭의 성격이 조합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1인칭의 시점은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는 소설과 영화에서의 인칭 및 시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로 사용자의 대행자, 즉 아바타가 콘텐츠 내

에 나타나 행위나 변화를 유발시키며 사용자는 이 변화를 지켜보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시나리오에 개입할 수 없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콘텐츠의 아바타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콘텐츠의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생태공간은 시간, 공간, 상태변수 등 복합차원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상매체를 활용한 교육, 전시, 연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과 생태공간은 환경(계절, 시간, 지질, 기

후)의 정보와 대상(종, 개체, 군락)의 정보가 복합적으로 전달되어

야 하므로 가상성의 설정(4가지 유형)에 따른 매체연출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다. 생태공간은 실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공간은 생태공간이 유일하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생태공간에 가상성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와 같

은 가상매체가 사용되는 공간을 콘텐츠의 측면에서 구분 지으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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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리터러시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

상한다. 

제 2 절 향후 연구 과제

가상매체를 더욱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통해 가상매체의 사용자들에게 

현존감과 몰입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시

각적 공간적인 제한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생태공간의 

재현 및 구현을 넘어서 교육 및 오락에서 가상매체는 어떠한 특징

을 보유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구현된 

사례가 많지 않기에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생태공간에 가

상매체의 적용은 곧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생태공간 내에서 환

경과 객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고찰했다는 것에 본 연

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연구는 인지적으로 더 세분화된 생태공간 

내의 가상매체 환경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후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현실과 가상을 

나누는 대상, 객체, 시간 및 인칭의 기준은 다소 광범위한 분류로 

보인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 더욱 세분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인칭의 경우 현재 콘텐츠의 사건 발생의 관점 기준으

로 인칭과 시점을 나누고 있는데 생물체 기준의 관점 및 사용자의 

관점이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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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Integration 

of Actuality and Virtuality 

in Spatial Design Typology 

with A Focus on Ecological Space

Hyejin Yang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cent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has introduced new 

methods of utilizing virtual media. With the growing diversity of virtual 

media, existing technologies have developed more stable integration 

methods. In terms of user experience, the diminishing learning curve as 

made such technologies much more accessible in day to day use.   

Virtual media has become more popular in spatial design 

because of its diverse experiential and educational value.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limitations of communication in exhibition design, 

many museums and art galleries have switched to virtual media to 

better engage with the audience. Virtual media's potential can also be 

seen in ecological spaces. Natural environments have their own self 

virtualization process in that each environment adapts to different 

conditions to best support life. There is substantial information th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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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observed from natural environments such as botanical gardens, green 

houses, or even natural parks tat makes it difficult to absorb the 

entirety of such spatial qualities. There is a unique set of conditions 

depending on the time and location at which the user is engaged with 

the environment.  Hence, the multi dimensionality of the spatial 

conditions renders existing unilateral methods unproductive. Beyond the 

more obvious optical cues such as animal movements, virtual media can 

be an important tool to visualize smaller plants or night time animal 

movements in the dark that are not necessarily visible to every user.  In 

designing space for virtual media,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ich 

technologies and methods best suit the dominant spatial characteristics 

and main storyline. Focusing on the story and spatial context rather 

than the technology allows for a user centered design process that 

better enhances the virtual media experience.

            The spatial context can be designed with the general sequence 

of the space while the story is designed with storytelling methods. 

Sequence, in terms of space, comes in the form of various scenes that 

come together to communicate a specific user experience. Storytelling,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directing occupants to a specific flow 

and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explore different 

applications of virtual reality to ecological spaces and secondly, to 

identify key features virtual media. These key features of virtuality can 

then be applied to virtual media content. A preliminary philosophical 

approach to virtuality is used to better identify the space, subject, and 

theme of different virtual media methods.  Primarily, this study looked 

at Plato's ideas of virtuality of imagery in Ancient Greece and the 

counterargument from Henri-Louis Bergson. In addition, this study 

defined the notion of time, space, and matter based on the ideas of Jill 

Deleuze and Jean Bodriyar.  Literature and film were used to identify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person in the context of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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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Classification enables the content of virtual media to be analyzed 

in terms of space, object, and theme. Likewise, literature and film 

provide a standard to which characterize the virtual media content 

based on perspective and character.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there are varying levels of realism and engagement. 

            This study found that the multifaceted conditions of ecological 

space-season, time, climate, geology-require a similarly diverse set of 

programs, methods, and technologies that best utilize virtual media to 

communic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n environment and user. 

 Ecological spaces are the only real world spaces that engage with 

virtualization.  This research aims to increase cultural literacy by 

identifying unique virtualizations that suit each individual ecological 

space. 

keywords : Virtual Media, Ecological Space, Space Design,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Student Number : 2012-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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