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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훨 기슐과공간의 변화 

인간에게 공간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영 

위하도록 도와주는 그릇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가치관 

과 사회의 모습을 담아주는 거울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서 공간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적 존재’로서 

공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간을 형성하게 

한 사회 · 뭄확 · 기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래 공간 

에서 가장 심대한 변호f를 이낀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은 사회와 문화를 모두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사이버공간의 등장과 가속화된 공간의 

디지털화는 공간을 구축하고 표현하는 기술만을 변모시 

킨 것이 아니라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크게 바꾸고 있 

다. 사이버스떼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 출현은 

공간을 인간의 공간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 

요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촉각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비물질(非物質)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와 물질공간의 관계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투 공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스페이스이라는 공간이 

가져온 공간관의 변화를 물질공간과 대비하여 살펴본다. 

둘째， 사이버스페이스와 물질공간을 비교롤 통하여， 사 

이버스페이스의 차별적인 공간 특성들을 도출한다. 셋 

째，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특성이 물질공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과 그 의미를 규명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를 공간디자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사이버스페이스 

의 차별적인 개념과 특성이 공간디자인과 공간 구축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로부터 물질공간의 

디자인과 구축에 있어 새로운 방흥k을 제시하그1자 한다. 

혐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솔은 공간디자인에서 다음 

과 같은 변화를 주도했다. 첫째 컴퓨터는 도구로서 공간 

의 계획. 설계， 공학계산， 그리고 시율레이션에 이르는 

일련의 공간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과거 수 

작업에 의존했던 이들 공정을 CAD외 같이 컴퓨터 소프 

트웨어가 대신함으로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했을 뿐만 아 

니라.3D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많은 대안과 맥락에 따 

른 공간의 사실적 시율레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일종 

의 합의(consensus)를 도출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 

째， 디지털 기술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형태 및 구조 계 

산과 구촉을 가늠하게 하였다. [그림 1] 프랑크 게리 

(Frank Gehry), 램 쿨하스(Rem Koolhaas). 니콜라스 

그림쇼(Nicholas Grimshaw) 둥을 비롯한 현대의 건축 

가들은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 

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민 형태에서 벗어나 그리드와 같 

은 시각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유기적. 구상적， 

묘사적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탈중력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의 공간은 절저히 컴퓨랴의 연산과 시률레이션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은 공간의 영 

역율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 및 가상의 비물질 공 

간으로 확장시켰다. 샤이버공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 

았던 공간으로서， 새로운 디지털 영역은 해가 거듭될수 

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차지하는 억활이 중대 

되고 있다 이전에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만을 ‘공간. 으로 바라본 것에 비해 ‘사이버 공간. 이라는 

존재는 공간의 개념에 있어 혁신적인 것이다. 중요한 의 

미에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은 물리학이 탐구해온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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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에 있다 .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대응되는 공간 디 

자인의 원리와 개념도 물리학에 기초한 공간의 그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디 

지털 기술에 의한 공간 변화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이버스페이스와 공간디자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_‘_. 
-c::ξ뜰~_，--------... ~-------른 

〈그링 1) 프랭크 게리의 구겐하임 박율판 초기 스케치. 설계도면. 
CAD톨 이용한 구조 및 형태 계산(훌처 : James Sleele 
Archllecture and Compuler. Walson Gupill) 

2. 공간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정의가 다앙하게 내려지고 있 

1) 미거릿 버트히입 ;1; 1용. 벅인잔 • 공간의 역시. 생각의 나무. 2002. pp. 

310-314 
2) James Steele. Archltecture a때 Compuler, Watson Guptill. 200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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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장 포뀔적인 정의로서 마이클 베네틱트(Michael 

Benedict)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컴퓨터로 유 

지되며， 컴퓨터훌 룡해 접근하고 킴퓨터로 생성된 다차 

원적이며. 인공적민 또는 .카상적민. 현실.이라 규정했 

다2) 중세이후에 서구사회의 공간관(空間觀)은 줄곧 육 

체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즉 물질공간을 향하고 있었 

다. 물리 법칙에 지배받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 사이버스 

페이스는 역셜적으로 육체의 물리적 감각을 통해서만 경 

험할 수 있다. 월질공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육체적 행 

동(마무스 클릭과 키보드 조작)과 감각적 소통(시각과 정 

각에 의한 정보 수용)율 툴해 경험되는 사이버스떼이스 

는 육체와 정신. 혹은 자연과 인공과 같은 이분법적 사 

고로 물질공간과 구붐되지 않는다. 과거 중세이전 공간 

의 이월론(二元끓)은 현세(육체의 공간)와 내세(영혼의 

공간)롤 분리하여 생각했으며 영혼의 공간은 철저히 비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물리적 공죠H게 익속 

한 사람툴에게 디지휠 기솔로 창조된 촉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엉역율 .공간(space) 으로 민식하기는 엽지 않 

을 수 있다. 하지만， 중세에 영혼의 공간과 비교하면 사 

이버스페이스는 분명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물질 

공간과는 다르지만 공간볼 시각적 혹은 인지적으로 경험 

할 수 있고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거기에 있다. 고 표현힐 수 있다는 것은 물질적이지 않아 

도 다른 지형의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 

서 사이버스메이스는 .실재(.在)의 부재(不在)’ 와 .부재 

(不在)의 실재(.在)' 라는 모순적인 관계가 존채한다. 

공간적 륙성이라는 관점에서 툴질공간과 사이버스페 

이스률 비교해보자 첫째. 사이버스페이스는 절대적 위 

치률 제공하지 않는다. 물질공간이 방위와 고도와 같은 

절대적인 기훈점에 의거하여 자신의 위치를 표현， 인지 

할 수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인간은 방향과 위치 

룰 찾을 수 없다. 이련 의미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혼히 

들 자기정체성올 잃어버린 공간 혹은 반성적 공간이라 

는 철학적 담론율 이물어내기도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서 .공간’ 융 이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길을 찾아야 하고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 이처럼 공간을 안내하는 일련의 

행위와 시스템을 내비게이선(navigation)이라 한다. 물 

질 공ζ뻐|서 내비게이션이 방위， 지도， 표지판으로 지리 

적 위치활 찾아간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배비게이 

션은 맥락(contexl)에 따리 길을 찾아간다. 사이버스메 

이스의 HTML( Hyperlext Markup 

Language)은 단선적이고 선형적인 공간의 접근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중첩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선형적. 

비올차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공간과 인간의 위치를 상대 

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둔다.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상 

대적으로만 인식하는 위치와 물질과 비물질이 혼재하는 

표준 언어인 

사이버스메이스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위협받게 된다. 하 

지만 사이버스메이스의 상대성은 공간과 인간， 혹은 공 

간과 공간 사이의 가변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다. 

툴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차이로 물질공간은 콘 

크리트， 유리， 철， 목재와 같은 건축 재료로 구성되지만， 

사이버스페이스는 .데이터로 구성된 공간. 이다. 사이버 

스떼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의 최소 구성요소인 

1과 0의 조합으로 만툴어지며， 사용자에게는 궁국적응로 

정보의 형태로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것은 가상의 정보환경 속에 있다는 돗이 된 

다. 노장(老~1)사상에서는 공간이 비어있을 때 그 쓰임이 

크다고 하지만. 시이버스메이스는 데이터와 정보로 공간 

이 채원져 있율 때 용도가 더 종대된다. 정보가 이야기 

로 확대 구성되고 인간의 경험에 충체적으로 다가올 때 

사이버스페이스가 보여주고 제시하는 내용물， 컨텐츠 

(content)가 사이버스메이스의 실체가 된다. 구촉공간의 

구성요소가 물변의 고정적인 것이라면 사이버스페이스 

의 컨텐츠 기반의 공간구성은 유동적이며 이러한 특성은 

공간이 무한의 그릇(conlainer)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올시사힌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인간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감각한디. 최근 디지휠 기솔의 발달로 사운드와 애니메 

이션이 복합된 멀티미디어 기솔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물질공간이 제공하는 것과 같이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감 

각의 경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마우스 클릭으로 친입하고 모니터로 존재를 확인해야하 

기 때문에 컴퓨터률 벗어나서는 그 실체롤 확인하기 어 

려운 공간이며. 그 현전(presence)도 72dpi(dot per 

Inch)3)라는 제한적인 해상도의 화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상세대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또 다른 이미지의 공간 

이며， 비물질적민 사이버스떼이스는 이미지라는 표피를 

통해 물질확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미지가 실재와 분 

간하기 힘들어지면서 실재(reali ty)를 뛰어넘는 하이퍼

리얼리티(hyper-realily)가 문제가 된다. 가상의 공간으 

로 육체훌 감각적으로 물입하게 만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ly}은 이미지만으로도 공간을 인간에게 더 극사실적 

으로 인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질공간은 보 

는 것(view)과 보이는 것(visla)으로 하나의 장면을 만들 

지만. 사이버스페이스는 이미지의 조합. 병치， 그리고 복 

저|로 철저ßI 시각화된 공간이 된다. 

넷째. 시이버스페이스는 인간과 반응하고 그럼으로써 

상호대확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 공간이면서 정보 

륨 검색하고 수집하는 것이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 많은 

평론가률은 샤이버스메이스의 주된 용도가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에 있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중요 

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ly)은 사 

이버스페이스와 인간(사용자)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01는 

비선형적인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인해 사용자의 선택이 

종요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디 

지월의 조합으로 그 모습과 컨텐츠를 변형할 수 있는 사 

이버스메이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솔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가상공간이 대화하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으 

며， 기슐률은 다양한 형태로 물질공ξ뻐|도 적용되고 있 

다. 상호작용성의 뼈심은 쌍방향성에 있다. 과거 물질공 

간이 중력에 저항하여 물리적으로 고정된 환경장치로서 

3) 헌재의 웰온 데이터 전융흑도외 사용자의 컴뮤터 환경 둥을 고려히여 해 

싱도는 72dpi, 왼벅하게 채현힐 수 있는 색은 216가지로 제한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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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동율 유발했다면4)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공 

간과 사람과의 쌍방향의 작용과 반작용은 상대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함께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흐륨을 보면 사이버스페이스가 쌍방향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쌍방항의 상호교류 

와 의사소통은 사이버스페이스롤 구성하는 데이터와 정 

보의 종가톨 뜻하며， 그런 의미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사 

용자틀 간의 상호작용으로 공간은 증식된다 상호작용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결정한다.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이 컨텐츠라면. 사용자에게 궁국 

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이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된 

경험이다. 

[표1) 률짙공간과 사이버스때이스 비교 

률질공간 사이버스때이스 새로운공간개녕 

절대적공간 싱대적공간 가변적관계 
-

물질구성체 테이터구성체 유동적현흔와정보 
-

다감각적 민지 시각종심의인지 이미지와멀티미디어 

물리적 고정체 사용자와의 대화 상호작용과참여 

사이버스퍼|이스의 꿈간 륙성과 물질공간과의 차별성 

은 기솔의 발달， 사이버스페이스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그리고 상호작용성의 종대 등으로 여기서 기술한 것 이 

상으로 더 투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냐 우리의 일상에 

서 사이버스페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된다고 

해서 물질공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대체되기보다는 물 

질공간과 사이버스떼이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혹은 그 경계료 서로 넘나들게 될 것이다. 컴퓨터 게임 

에 물입한 시람툴에게 나타나는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혼동이 물질공간의 인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장자{莊子)의 나비의 꿈처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경험 

은 무의식중에 물질공ζ뻐| 영항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 

공간디자이너에게 디지털의 의미는 도구 활용의 차원을 

넘어 그것으로 태동된 .새로운 공간 개념을 어떻게 이해 

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률 던진다. 사회와 문화의 디지 

털회{digitalization)라는 큰 불결 속에 사이버스페이스와 

물질공간의 차이점은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공간에서 사 

회와 문화 변화톨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실마리를 제 

공할 수 있다，[표 2] 아날로그적 인간의 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과 물질공간의 차이점을 더 강조할 수 

도 있으며， 그 반대로 시대 효름율 반영하여 가질공간의 

특성을 물질공간으로 꿀어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지어| 초점율 맞추어 두 공간의 차이점 극복과 특성 공 

유라는 맥락에서 물질공간을 바라보고자 한다. 

3, 사이버스퍼|이스쩌l서 톨리쩍 공간으로 

사이버스페이스는 .공간 이라는 표현률 빌리고 있지 

만， 물질공간에서 발견되는 여러 특성이 공유되지 않거 

나 크게 변형되어 나타난다. 디지털 공간이 도입되던 초 

기에 물질공간과 시이버스떼이스는 별개로 인식되곤 했 

으나， 오늘날의 건혹의 경항과 흐름율 살펴보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생성되고 발전된 개념들이 물리적인 공간 

디자민과 구축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장에서 제시한 물질공간과 사이버스페이스의 

차별성올 중심으로 그 경항율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하이퍼텍스트 구조률 가친 사이버스떼이스의 인 

과관계는 물질공간에서 공간의 구축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공간의 무작위적 중첩과 공간들 사이의 네트워 

크와 같은 관계 맺음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유클리드 기 

하학에 뿌리훌 푼 추상적 형태에서 벗어나 유기적. 유동 

적인 형태를 가진 공간들이 속속 둥장하고 있으며. 01런 

공간의 내부 질서는 모더니즘이 만든 논리적 질서률 따 

르기 보다는 공간의 불연속적 배열과 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의 3차원 공간은 인터넷 공긴과 같이 자유롭 

게 접하고 넘나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 

와 같은 무작위적성올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간의 
4) 이는 지원성， 또는 햄위유발성으로 해석되는 어포던쇠affordance)훌 의 
미효씩. 불연속과 무작위성은 은유적.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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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최근 최대형의 복합 공간의 구성을 보면 사이 

버스페이스와 같이 공간의 기능과 툴리직 경계를 모호하 

게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절대적 위치를 잃는 것처럼 

공간 이용을 위한 길찾7 1(way finding)와 내비게이션 

중심의 공간 정보디자민이 중시되고 있다. 

툴째， 물질공간에서 컨텐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물질공간에서 ‘킨텐츠톨 어떻게 정의할 것인개하는 

모호한 문제가 대두되지만 공간디자인은 이제 계획단계 

에서 공간구축과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고려 

해야한다. 컨텐츠를 담은 물질공간은 기온적으로 내용물 

의 성격을 공간 형태. 구조. 표피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전부터 공간디자이너는 구축되는 공간의 성격，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장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 

왔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고려 

해야 할 것은 공간이 하는 일 공간이 이용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즉 공간이 행하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 

다. 물질공ζ뻐|서 컨텐츠의 비중이 종대된다는 것은 앞 

서 언급한 공간이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더 커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질공간이 디지털신호로 저장， 

변환되는 정보를 담고， 재현휩 수 있게 되면서， 정보가 

공간 구성의 큰 부분율 차지하는 전시관， 박물관， 상업공 

간 동에서 공간과 컨텐츠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프로 

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컨댄츠롤 더 심도 있게 분석. 기 

획하고， 이를 물질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장치들로 프로 

그램 하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포스 

터모던 건축가이자 건축이론가인 로버트 벤츄리(Rober1 

Venluri)는 디지털시대에 건축의 역할이 정보제공이라 

주장한다5) 공간에서 컨탠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서， 물질공ζ뻐|서 개념적 차원이 아닌 실제작으로 컨텐 

츠의 주요 원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 

된다. 

셋째 물질공간은 이미지로 경관을 만든다. 이미지스 

케이프(imagescape)는 공간디자인에서의 이러한 륙성 

과 경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신조어라 할 수 있다. 이 

미지는 과거와 같이 사진 그립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 전자 미디어를 통한 변화하는 메시지를 억동적으로 

보여주는 것 까지를 포힘한다. 물질공간이 중력에 대항 

하여 존재한 구조가 골격을 형성하고， 외피(ski이는 공간 

의 성격과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율 했다. 과거 외띠의 

표현이 소재， 질감. 색. 조영에 후로 의존했다연， 오늘날 

LCD 둥을 비롯한 첨단 디스플레이로 둘러싼 공간의 외 
띠는 다앙하고 동적인 이미지로 공간의 감성 변화률 만 

툴어낸다. 이처럼 전자적 이미지(eleclronic image)로 

구성된 외피는 또 다른 경관이 되며. 이롤 스킨스케이프 

(skinscape)로 정의할 수 있다ôl 정보기술을 활용한 물 

질공간의 외피가 만드는 이미지는 단순회 공간의 표현민 

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담고 있는 컨텐츠와 연 

동하여 정보를 보여준다. 이련 맥락에서 컨탠츠， 정보， 

이미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보를 비롯한 컨 

텐츠가 이미지로 외띠에 투엉될 때 공간은 메시지의 발 

신쳐IOnlormation source)7~ 된다. 

넷째. 물질공간도 제한적이나 인간 또는 환경과 대화 

하기 시작했다.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물질공간이 사이 

버스페이스처럼 유연하고 다변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 

럽지만， 여러 가지 방법과 매체률을 사용하여 상호대화 

가 실험되고 있다. 인간괴 사물 간의 관계롤 집중 연구 

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은 디지털 기솔 발달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디자인도 디지털 기 

솔 진보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성호작용성이 

적용된 공간에서 이용자는 공간의 능동적 침여자가 되어 

예기치 못한 공간 변화와 새로운 감성을 경험한다. 이용 

자와 공간과의 상호작용성은 공간에 대한 홍미와 재미를 

배가시키고， 앞서 제시한 건탠츠와 걸합하여 통합적인 

내러티브(narralive)룰 구성할 때. 공간은 인간과 유리된 

물리적 구조체가 아니라 인간과 대화하는 생명체로 탈바 

꿀한다.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미적 상호교감을 강 

화하고， 비가시적인 기능과 정보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5) 케메론 맥널 interaclfve exper써nce， 공간， 466호 p.l05 
6) 전민흥 인터핵티브 앵. 월간 공간， 2004년 5월，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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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 혹성과 를훨공간으로의 반영 

사이버스빼이스의 공간특성 | 설 영 물질공간으로의 반영 핵심키워드 

상대적 위치의공간 | 하이퍼텍스트 구조의 불연속， 공간의 중첩과 경계의 모호힘， ! hypertext, navigalion, 
무작위성， 절대적 지점의 부재 이용자의 임의적 선택 확대 network. node 

데이터로채워진공간 건텐츠톨 담은 소프트입l어톨 건텐츠 충심의 공간 프로그램， data, informalion, conlent, 
제공하는공간 건텐효톨표현하는공간 narrative, software 

이미지로보이는공간 
멀티미디어 기반에 다앙한 디스톨레이의 외띠， skin, message. electric 

메시지훌제시하는공간 정보와 감성의 전자적 이미지 image, communication 

상호작용하는공긴 
툴리적. 시각적으로 이용자애 

인간과 대회하고 반응하는 공간 . 
반용하여 변화하는공간 

experience. context, 
reaction, feedback 

〈그월 2) interactìve carpet, 공간 속의 사혐의 융직임이 건톨 
외피얘 표시된다， (사죠!흩처: 월간 공간， (후)공간'Af) 

상효성과 더불어 중요한 인터랙션의 중요한 시사점은 사 

람률은 능동적 참여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신체가 인터 

메이스로 기능하고 이를 통해 공간이 반응힐 때 민간은 

공긴에 좀더 적묵적이고 늄동적으로 다가가고 그 경험도 

한층 강화된다. 상호작용성(interactivily)의 핵심은 ‘어 

8 사이버스1이스의 훌간깨버확 구.훌간외 상한훌1 고힘 

떻게 인간과 공샌사물)이 상호작용을 하느냐.의 문제와 

만률어친 .결과가 어떻게 인간의 경험으로 연걸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과 연구는 디자인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학문과 분야의 협력과 상호발 

전울 꾀할 수 있는 다학체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이 그대로 물질 공간이 투영되 

는 것이 아니며. 공간은 제품과 달리 장소와 영역에 크 

게 엉항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용방법툴 

은 개념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역사만큼 물질 공간으로의 실험도 초기단계로 향후 더 

급진적으로 발전 변화할 수 있다， [표 2]는 사이버스메이 

스의 특성， 의의， 물질공간으로의 반영. 그리고 핵심 디 

자인 어휘를 추출한 것이다. 

4. 곁톨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시이버스퍼|이스는 물리적 원 

직 너머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물질과 비물질이 함께 존 

재하는 가상의 공간이다. 절대적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데이터와 정보로 만툴어진 공간， 이미지로 감각하 

는 공간， 그리고 상호작용 하는 공간 등의 특성율 갖는 

사이버스페이스는 물질공간과 대비하여 공간에 새로운 

인식과 접근법을 제시한다. 공간의 상대적 위치는 물질 



공E뻐|서 하이퍼텍스트의 이야기 구조률 따르는 무작위 

적 구성과 배치률 은유적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물질공간에서 건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종대되고， 

공간이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도록 디자민 프로세스가 변화하고 있다. 물 

질공간의 외피는 정적인 감정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미지롤 통해 메시지를 전달히는 

발신체로 진화하고 있으며 다앙한 상호작용성의 실힘을 

통해 이용자에 대해 반웅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진화하 

고 있다. 디지털 공간과 구축공간의 관계는 디지털의 전 

자매체와 아날로그적인 건축의 접목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톨 통해 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물질적인 존재인 사이버스페이스에 .공간’ 이라는 의 

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공ξ뻐| 대한 인식 확장을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장선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공 

간적 특성이 물질공l_1i게 반영된다는 점은 단순히 디지털 

기반의 디자인 트렌드툴 수용한다는 것 이상의 의의가 

있다. 이는 공간 디자인과 구촉에 새로운 방향의 제시에 

만 주목활 것이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가 제시한 공간 

개념의 확대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아 

직까지 실험단계에 있는 가상공간과 물질공간의 접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연 

구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사이버스떼이스의 특성과 

물질공간의 반영은 기존의 학문적 를 안에서 해결이 쉽 

지 않다. 디지털 시대의 공간디자인은 디자인과 건축의 

이론과 담론만으로 시대훌 선도하기 힘든 앙상을 보이고 

있다. 인지공학. 검퓨터공학， HCI, 인류학 등 여러 관련 

학문이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협력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툴 학문과의 교류률 통해 샤이버스떼이스와 물질공간 

의 관계는 더욱 심화. 확대된 형태로 설명될 것이다. 더 

불어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 륙성 반영에 다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서， 디지럴 기솔이 갖는 기계중 

심. 인간 소외， 감각으로의 치중과 같은 제반 문제를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울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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