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서론
1.
실재의 이중적 모사라는 플라톤적인 이미지 규정에 대한 전복, 비판의
분위기와 더불어 이미지는 그것의 범람으로 특징화된 현대 사회 안에서
새로운 의미의 정립을 요청한다. 이미지 자체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존의 것과 존재론적 조건 자체가 다른 디지털 이
미지와 수용주체에 대한 입장은 다층적이면서 동시에 필연적으로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이미지가 현대 문화와 예술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에게 기존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
질적 체험의 장을 열어주었음은 주지된 사실이나, 이것이 실제로 수용자
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구체적 체험을 양산하고 이를 합리적인 인식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는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거나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한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체
자체의 내용이나 형식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디지털이 지배하는 디스
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우려로 귀결되거나, 수용자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된다 하더라도 매체-수용자 상호작용(interactivity)의 활성화라는
정도의 피상적 차원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재현의 차원을 넘어 실재와 가상, 진품과 모사,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이미지들의 변화가 우리 삶의 더
많은 경계들을 해체할 가능성을 지닌 이 시점에서 이미지의 재규정은 물
론이거니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는 수용주체와의 관계가 보다 체계적인
차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가장 고도화된 형태라 일컬어지는 가상현실에 이르면 체험은 현실과 가
상의 경계를 가로질러 더욱 역동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관객은 수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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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모되며, 체험되는 시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에 호응할 새로운 접근 방식
이 요청된다.1)
이 체험의 이질성과 역동성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욱 확장된 실재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철학적 전통 속에서 시공간의 문제는 인간 주체와 유리된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데카르트나 뉴턴 식의 기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공간 개념이 극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은 일정한 물리적 한계를 동
반한 채 제한된 범주 안에서 논의되었다. 즉 이 시공간은 언제나 인간
경험의 근원적 토대이되 동시에 개별 인간의 경험의 폭을 규정하는 실존
적 조건으로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와 가
상현실 체험은 이 시공간의 한계를 단숨에 넘어선다. 가상적 시공간과
현실적 시공간의 경계는 애매해지며 이로써 일상적 물리적 시공간이 지
닌 한계는 극복되고 해소될 가능성을 얻게 된다. 시공간이 제한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무한히 펼쳐지고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써 이 이미지와 이것을 경험하는 수용자와
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변화된 관
계를 면밀히 고찰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미지, 매체와 수용자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2.
1) 일반적으로 가상현실은 효력 면에서는 실제적이나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건이나 현
실을 통칭하나 가상현실이 단지 허구가 아닌 실재의 새로운 국면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서는 가상성의 의미를 재고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시키
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사용하는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기술로서 구현한 가공적인
현실이자 동시에 현실화될 가능성을 지닌 확장된 실재로서의 가상적 실재라는 의미
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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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인 전통 속에서 매체 이론은 매체라는 담지체의 물질성을 강조
하는 방식, 예술 혹은 기술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에 담긴
재현과 전달 기술을 강조하는 방식, 그리고 사진, 영화, 텔레비전 등을
아우라나 독창성 상실과 연결지어 새로운 매체의 소통과 미학의 발생을
관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들과 관련되어 1930년대
와 1940년대에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체,
문화 비평이 일어났고, 이후 캐나다 학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흐름이 형
성되었다.2)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나 호르크하이머
(Max Horkheimer)는 문화 산업론의 입장에 서서 기술적 매체를 주로
내용 전달의 매개나 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이것이 대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했다. 기술적 매체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매체 형식의 변화와 지각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면서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매체가 기존 매체와 완전히 다른 기술복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카메라로 인한 새로운 지각 방식으로 인해 수용
자의 지각이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3) 이후 캐나다 학파의 맥루언
(Marshall McLuhan)에 의해 매체의 내용 분석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매
체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맥루언은 매체를 단지
내용을 담는 수단이나 도구 혹은 매개물로 보는 입장에서 벗어나 매체

2) Dieter Mersch, Medientheorien zur Einführung, Hamburg : Junius, 2006 - 디터
메르쉬, 『매체이론』, 문화학연구회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pp. 6-7.
3) 벤야민은 카메라의 시각을 통해 인간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봄으로써 인
간의 시각 경험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지각 능력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발
견할 수 있었듯이 카메리를 통해 시각적 무의식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alter Benjamin,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Gesammelte Schriften Ⅰ. 2, Unter Mitwirkung von
Theodor W. Adorno und Gerschom Scholem, Hrsg. von Rolf Tiedemann und
Hermann Schweppenhäuser,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91 – 발터 벤야
민,「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옮김, 민음사,
1983, pp. 225-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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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지닌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인간의 감각과 연결시켜 인
간 몸의 확장, 지각의 확장으로 바라보았다. 맥루언에게 있어 전자 매체
는 그 매체가 담지하는 내용보다 그 형식적 고유성으로 인해 청각과 촉
각을 포함한 공감각의 확대를 가져오며, 감각의 확장으로 인해 더 많은
감각들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4)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디지털 이미지의 탄생이 이미
지와 매체, 예술과 기술, 그리고 수용자의 몸이나 지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면서 매체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매체 미학’, 혹은 ‘매체
감성학’(Medienaisthetik)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것은 매체 형식
과 지각에 집중하는 맥루언의 논리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매체 미학이란
시청각 매체에 의한 지각 형식과 표현 형식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서 매체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매체에 의해 매개된 내용을 수용자
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애초에
미학을 “감성적 인식에 대한 학문”으로 규정했던 바움가르텐(Alexander
G. Baumgarten)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바움가르텐이 미학
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도했던 것은 철학과 구분된 감성, 감응, 지각 등
의 부분을 학문화 하는 것이었으므로 감성적 지각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
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볼츠(Norbert Bolz)에 의해 매체 미
학이 전통적 미학과 구별되는 감성적 지각에 관한 것임이 주장되면서 미
학이 감성적 지각에 대한 학문임이 재확인된다.5) 이러한 매체 미학의
맥락 속에서 매체 자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매체와 관련된 수용자나
지각의 문제는 더욱 부각되게 되었으며, 매체와 수용자가 맺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키틀러(Friedrich Kittler)는 인간의 감각 능력이 아닌 매체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인간의 감각이나 지각과 무관한 매체 자체의 기록방식에 관

4)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그린비, 2012, p. 264 참조.
5) 심혜련, 『사이버 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새로운 아름다움이 세상을 지배한다』, 살
림, 2006, pp. 20-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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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기울인다. 키틀러에 따르면 매체는 정보 기록과 저장 기술 발전의
산물이며,

기록,

저장의

기술은

한

시대의

주도적인

기록체계

(Aufschreibesystem)를 구성한다.6) 그는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기록방
식과 기록매체들에 주목하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매체들이 어떻게
전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체계를 해체시키는가에 중점을 둔다.7) 키틀러
에 의하면 디지털 매체 시대는 아날로그 매체 시대와는 다른 기록체계를
보이는데, 소리, 이미지 사유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체에 의
해 통합적으로 기록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8) 맥루언이 모든 매체가
인간이 지닌 재능의 심리적 물리적 확장이며 이러한 감각의 확장이 인간
의 사고와 행동 유형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키틀러는 인간의 몸과 기술의 관계에서 기술이 보다 우세한 힘으로 채택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매체는 더 이상 인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려되
지 않는다. 디지털과 같은 기술적 매체의 진보는 인간과는 무관하게 그
것의 내재적인 법칙과 우연성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인간과 기술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이로써 인간은 점차 소외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이다.9)
키틀러가 인간의 몸과 지각의 역할을 축소하면서도 매체로 인한 몸의
소멸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매체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는 정도에 머물렀
다면, 비릴리오(Paul Virilio)는 강한 비관론에 기반하여 매체와 수용자
의 관계를 논한다. 비릴리오는 동시대의 지배적인 지각 논리를 매체가
지닌 속도(vitesse)와 관련하여 분석하면서 이 속도가 가져오는 시공간
6) 최소영, 「키틀러 매체론에서의 지각의 문제에 관하여」, 『미학예술학연구』 제44
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15년, p. 83 참조.
7)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키틀러는 축음기가 실재계의 패러다임을, 영화는 상상계
의 패러다임을, 타자기는 상징계의 패러다임을 보여준다고 보았으며, 특히나 영화와
같은 매체가 분쇄되고 절단되는 편집의 과정을 거치므로 소리와 소음을 모두 기록함
으로써 실재와 연결되는 축음기와 달리 실재와 연결되지 못하고 현실과 간극을 형성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pp. 163-179 참조.)
8)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p. 178 참조.
9) 최소영,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매체이론 연구-‘기록체계’ 개념을 중심으로」, 홍익대
학교 박사논문, 2013, pp. 132-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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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멸 그리고 지각의 소멸에 대해 언급한다.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철
도와 자동차로부터 시작된 속도에 관한 논의를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매
체의 변화로까지 이어가면서, 비릴리오는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과
같은 사실적인 것과 가상적인 것의 혼합과 혼동 그리고 물질적 공간과
비물질적 공간의 융합이 현실공간의 소멸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 기
술적 매체는 인간을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존재하던 공간을 더 이상 멀리 있
지 않게 함으로써 오히려 현실적 공간을 삭제하고 편향된 시각 체계를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10) 즉 비릴리오에게서 속도에 의존하는 시각
매체는 인간의 지각을 재편하나, 이렇게 매개된 지각은 인간의 눈을 대
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허상이자 강요된 것으로서 자연적 지각을 상
실하게 하고, 인간 실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11)
반면 매체와 수용자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입장이 기술
적 매체를 제한적으로 이해한 관점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면서 긍정적 측
면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경향성도 존재한다. 레비(Pierre Lévy)와 같은
사람들은 비릴리오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서 디지털 이미지와 같은
기술적 매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한다. 레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공간성이 창출될 수 있고 이 확장된 시공간 안에서 수용
자들의 지각은 가상화와 현실화를 반복하게 되며, 수용자들은 더 풍부하
게 자신들의 지성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시간과 공간은 고
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기술에 의해 재창조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인식도 집단지성(intelligence collective)으로서 이
시공간을 통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감성적 지각 개념과 연결시켜 매체 미학을 정립한 볼츠(Norbert
10) Lev Manovich, The Language of New media,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2001 –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서정신 옮김, 생각의 나무,
2004, pp. 232-234 참조. (이하 한역본 쪽 수.)
11)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p. 247-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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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z)는 레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매체의 등장이 새로운 지식 형태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면서 매체 영향의 긍정성을 주장한다. 볼츠는 우리
의 지각 대부분이 직접적 지각이 아닌 매체 매개적 지각이므로 미학도
매체를 주된 주제로 삼는 매체 미학이어야 한다고 본다.12) 볼츠에 의하
면 매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매체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매체의 급진적인 변화에 따른 수용자
지각 양상의 변화이다.

3.
디지털을 비롯한 기술적 매체들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이렇듯 매체수용자 관계가 매체 미학, 혹은 매체 감성학이라는 맥락 속에서 집중적
으로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정작 매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수용자의
몸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13) 몸은 기술적 매체가 야기하는 지각
적 확장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여겨지거나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에 의해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특히 디지털 가상현실 이미지를 체험하
는 수용자는 자신의 몸과 유리되거나 몸이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해방되
는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크루거(Myron

Krueger)가 언급하는 바 가상현실은 “지식추구 활동에서 몸의 적극적인
사용을 허용한 최초의 지적 기술”이자 “마음과 몸의 재결합으로 인한 새
로운 유형의 지성체”가 탄생할 가능성이다.14) 실제로 디지털, 가상현실
12) Norbert Bolz und Willem van Reijen, Walter Benjamin, Frankfurt : Campus
Verlag, 1991 - 노르베르트 볼츠, 『발터 벤야민 : 예술, 종교, 역사철학』, 김득용
옮김, 서광사, 2000, pp. 139-140.
13) 본 논문에서는 corps나 body를 ‘몸’으로 번역해서 사용할 것이나 이미 번역된 부분
을 인용하거나 ‘몸’라는 번역이 맥락상 어색할 때는 ‘육체’, ‘신체’로 기술할 것이다.
14) Michael Heim, The Metaphysics of Virtual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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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수용자 관계에서 몸의 개입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바로 이 이
미지가 기존의 이미지, 매체와 차별화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다. 또
한 매체 감성학의 차원에서도 몸의 문제는 지각과 연계하여 더 섬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수용자 몸의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몸의 소멸을 논하는
관점들이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 체험에서의 수용자 문제를 고려하고
는 있으되 이를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다고 보면서, 이 이미지 체험에 몸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각의 확장이나 재
편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현적 이미지와는 차별화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일반적 특징들을 우선적
으로 검토하고, 디지털 이미지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형태로 일컬어지는
가상현실 이미지의 특징과 이 이미지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고찰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 체험에 대한
탈육화론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몸을 중심으로 한 육화론을 토대로 하되
이를 가상과 현실의 혼재를 상정하는 혼합현실 패러다임(mixed reality
paradigm)에 입각하여 설명할 것이다.15)
이러한 관점에 의거해 이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실재,
이미지와 수용주체의 관계를 기존의 이분법적 관계로 규정하지 않는 이
론적

토대가

필요하다.

베르그손(Henri

Bergson)과

메를로-퐁티

(Maurice Merleau-Ponty)는 기존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던 관념론과 실
재론, 합리론과 경험론의 구도에서 벗어나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 그리
고 현상 그 자체를 탐구함으로써 세계와 주체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
다. 이들에 의하면 주체와 대상 그리고 실재와 이미지의 관계는 애매하

1993 - 마이틀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여명숙 옮김, 책세상, 1997, p.
13.
15) ‘혼합현실 패러다임’(mixed reality paradigm)이라는 용어는 본 논문이 중요한 논거
로 삼고 있는 핸슨(Mark N. Hansen)이 본인의 저서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의 서문에서 “모든 현실은 혼합현실이다”(All reality is Mixed
Reality)라고 선언하며 사용한 표현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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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차적이며 서로 얽혀있다. 이렇게 바라본 주체와 세계, 그리고 그
관계는 기존과는 달리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더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한
것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세계와 관계 맺은 일차적 단계이며 원초적 인
식의 조건으로서의 몸과 지각은 가상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무한한 의
미 창출 가능성의 일환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몸은 디지털 이미지와 접
촉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강조되며 몸이 세계와 소통하
는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한다면 세계는 주체와 유리된 것일 수 없고, 가
상현실이라는 세계와 시공간 역시도 몸과의 연관성 속에서 비로소 의미
를 지니게 된다. 즉 비트(bit)라는 비물질적이며 추상적인 구조에 기초한
가상현실 이미지가 몸이라는 물질적 구체성과 결합하여 현실적인 것으로
변모되고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시공간은
더 이상 근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의 절대적이고 기하학적 시공간이
아니며 반드시 수용자의 몸이나 지각과 연관된 현상학적인 세계이자 시
공간으로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즉 가상현실 체험에서 수용자의 몸은
탈육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배제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이미지(image), 몸
(corps), 지각(perception), 정념(affection) 등을 비롯한 주요 개념과 이
를 뒷받침하는 그들의 독특한 존재론을 기본적인 분석의 토대로 활용하
되, 이들의 몸, 지각 이론을 새로운 기술적 매체의 해석에 적극 활용한
아이디(Don Ihde), 솝책(Vivian Sobchack), 핸슨(Mark B. Hansen) 등
매체이론가의 논의를 중심으로, 디지털,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구축하는 새로운 현실과 시공간에 대해 고찰해보
고자 한다. 또한 이런 기술적 매체 체험에 기반하여 수용자 몸과 지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보기 위해 현상학적 인지
론자인 바렐라(Francisco J. Varela), 기술철학자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 등의 논의를 참조할 것이다. 주체와 세계, 실재와 이미지가 완
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듯 가상현실 이미지 역시 수용자와

- 9 -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몸과 지각의 메커니즘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디지
털, 가상현실 이미지와 몸, 지각의 필연적 연관성, 이로 인해 확장되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연루된 지각하는 수용자 몸의 변화가능성과 확
장가능성을 규명해볼 것이다.

4.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본고의 Ⅰ장에서는 우선 전통적 이미지와 차별
화 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일반적 특징들이 검토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체 논의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으로서 이미지의 원본 없
음과 변형가능성을 규정하는 비물질성, 비지표성, 가상성, 디지털 시공간
성 그리고 기존 이미지-수용자 관계를 넘어서는 메타적 이미지-수용자
의 관계, 상호작용성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에 있
어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이며 이후 논의될 내용들은 디지털 이미지의 이
러한 특징들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상호작용성과 같은 특징은 본고
전반에 걸쳐 진행될 이미지, 매체-수용자 관계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어 Ⅱ장에서는 디지털 이미지의 일반적 특성들을 포괄하되 가장 극
적인

형식으로

일컬어지는

가상현실의

메커니즘으로서

시뮬레이션

(simulation), 원격현전(telepresence), 몰입(immersion) 개념을 고찰할
것이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상현실에 참여하는 수용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주로 많이 논의되어 온
이 이미지-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탈육화론적 관점들을 제시하고, 더불어
이 시각이 지닌 한계점과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본고가 논의의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혼합현실로서의 가상
현실과 수용자 관계가 본격적으로 고찰될 것이다. 이것은 탈육화론적 접
근의 대안이자 가상현실 체험을 이해할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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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 것이며, 혼합현실 패러다임과 몸-기술 육화론에 기반하여 이루
어질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토대로서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주요 개념들이 활용될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질 중심 개념은
베르그손의 이미지로서의 몸과 지각, 지각과 분리 불가능하되 이와 차별
화되는 비결정적인 작용으로서의 정념, 그리고 메를로-퐁티의 현상적 몸
과 몸틀, 몸-세계 관계의 근원적 방식으로서의 지각 등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 의거하여 이 장은 수용자 주체의 몸과 지각이
기술적 이미지와 더불어 어떻게 육화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는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이미지, 실재 개념과 지각론을 자신의 매체론과 예술론에 적용시킨 아이
디, 솝책, 핸슨 등의 논의와 몸의 문제를 인지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바렐라, 기술을 기억, 지각과 연결시켜 후천성 계통발생을 주장한 스티
글레르의 이론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될 것이다. 여기서 집중적으
로 논의될 내용은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인
기술매개적인 몸과 코드화된 몸, 이미지와 코드화된 몸의 가역적 관계,
코드화된 몸의 촉각성, 정념성, 몸-두뇌의 성취로서의 지각적 체험 등이
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수용주체의 몸은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 속
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몸과 지각적
능력이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 체험 속에서 인터페이스로서 작동하고
이미지를 프레이밍 한다는 점이 제시될 것이다.
이어 Ⅳ장에서는 이러한 수용자의 몸과 지각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혼합현실과 지각적 시공간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베르
그손, 메를로-퐁티의 신체론과 지각론의 존재론적 기반인 지속 개념과
체험으로서의 시간성,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과 현상학적 시공간성을
토대로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실재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시공간이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현실과 시공간이
몸과 지각이 지닌 유동성과 개방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확장된 현실이자
시공간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을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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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실재관과 시공간 개념을 넘어서는 체험적 현실, 촉각적이고 정념적
인 제3의 시공간이 탄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
해 디지털 이미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과 지각의 확장과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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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지털 이미지 일반론

“이미지 합성 전문가는 우리 눈과 두뇌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고 또 존
재하지도 않을 표상들과 로켓, 그리고 분자들과 세계를 실제로 보고 있
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화면 위에서 색점들을 춤추게 하는 안무가이
다.”16)

카도즈(Claude Cadoz)의 이 말에는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특징과 가
능성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디지털 이미지란 물리적으로는 존재
하지 않는 것들을 비물질적인 요소로서 구현하여 마치 존재하는 듯 만드
는 전자적 기술에 기반한다. 애초에 이미지는 그 자체로서 인정받기보다
항상 어떤 것의 이미지, 실재의 재현과 모방으로서 그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이미지의 실질적 구현은 언제나 물질적인 요소들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디지털 이미지는 이러한 지위와 토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미지이다. 사물의 양이나 정보의 연속성을 토대로 한
아날로그 이미지와 달리 디지털 이미지는 불연속적인 정보와 요소를 토
대로 하는 이미지로서 원본과 모사, 혹은 지시체와 기호라는 기존 이미
지의 관념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론적 위상을 가진
이미지이다.
아날로그 이미지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
이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든 혹은
전적인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기존 이미지가 가진 물리적 실재와의
관계, 지시체와의 연관성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거나 상실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일종의 정보의 흐름이며, 실재의
16) Claude Cadoz, Les Réalités Virtuelles : Un exposé pour comprendre, un
essai pour réfléchir, Paris : Flammarion, 1994 - 클로즈 카도즈, 『가상현실』,
영림카디널, 1997,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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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라기보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실재가 될 수 있는 일종의 가능성이
자 잠재성으로서 인식된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이미지는 완결된 이미
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열린 체계이다. 그리고 이것은 본 장에서
살펴볼 디지털 이미지의 주요 특징인 변형 가능한 원본 없는 이미지로서
의 유동성, 수용자의 개입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디지털 이미지
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 비물질성(immateriality), 지표성의
상실, 가상성(virtuality), 유동적 시공간성은 전자와 관련이 깊고, 메타
이미지적 성격과 메타시선,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후자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 각각의 특성들은 디지털 이미지를 기존의 이미지와 차
별화하는 요소이자 여전히 기술적 발전 과정에 있는 이 이미지를 규정하
기 위해 계속 논의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쟁점들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디지털 이미지가 지니는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이미지가 재현을 위한 고정된 기호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나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 변화무쌍한 이미지 창출 과정에서의 수용자 개입이
기존의 다른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핵심적 요소임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가상현실과 수용자의 관
계, 혼합현실과 수용자 몸, 지각의 관계를 위한 논의의 토대이자 이들
전반을 포괄하는 특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1. 변형 가능한 원본 없는 이미지와 시공간

1) 비물질성, 지표성의 상실

디지털 이미지는 0과 1의 이진코드 혹은 색깔이나 무게가 없는 가장
작은 원자적 요소인 비트(bit) 단위로 구성되고, 이 이진코드의 조합,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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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에 의해 생성, 변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전자적 이미지를 일컫
는다. 물질들의 집합이나 흔적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가 한 개 이상 모여 그래픽의 분자이며, 색이나 강도의
단위인 픽셀(pixel)을 형성하고, 정수 값을 하나의 픽셀에 할당함으로써
형태나 색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픽셀들의 배열과 조합이 컴퓨
터 모니터 상에 드러남으로써 이미지가 형성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실재
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지표성을 지니는 사진과 같은 광학적
이미지와 구분되며, 구상이든 비구상이든 대상의 현존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화와 비유될 수 있으되 물질적 재료에 기반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 양식을 갖는다.17)
기존의 아날로그 이미지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달리 디지털
이미지는 불연속적이다. 아날로그 이미지가 무한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톤이나 공간의 변화가 연속적이고 아무리 확대해도 여전히 지시체나 물
질적 재료와 연관을 갖는다면, 디지털 이미지는 지시체가 아닌 비트의
조합인 픽셀에 부딪히게 될 뿐이다. 출처를 파고 들어갔을 때 결국 발견
하게 되는 것은 코드들이나 수학적 알고리즘이다. 즉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 질감, 색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구체화된 물질이 아닌 형식적
이고 추상적인 코드이며, 알고리즘과 일정한 코드화 계획에 따라 이미지
가 결정되고 변경된다. 이 이미지는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담겨진 수들
의 매트릭스로서 제시되며 이는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연산
을 통해 합성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픽셀 단위에 변화만
주더라도 무한히 다양하게 변화되는 이미지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코드화와 프로그래밍 과정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디
지털 이미지란 모니터나 스크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지각되는, 본
질적으로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은 일정한 코드화 계획에 따라 한 정수 값을 한
17) 주형일,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열린시선, 2008,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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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에 할당하여 톤과 색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드로 된 그림 평면의 픽
셀 전체에 각각의 값이 할당되면 완전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픽셀 값
을 할당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정한 종류의 센서 배열이나 스캐닝 장치
를 사용하여 가시적인 범위 내의 강도를 기록하는 것, 즉 디지털 카메라
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진에 디지털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의 커서를 사용하여 픽셀
을 선택한 후 원하는 값을 그 픽셀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 페
인팅 디지털 이미지인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페인트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 번째 방법은 3차원의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영과 음영화 과정을 디지털 기하학에 응용
하는 것이다.”18)

쿠쇼(Edmond Couchot)에 의하면 비트 단위의 픽셀은 이미지와 수치
간의 일종의 교환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이미지
는 지각할 수 있는 형태인 지각적 유사물, 즉 표면상으로 인지할 수 있
는 감각적 이미지로서의 아날로곤(analogon)이자 동시에 컴퓨터에 의해
계산가능한 데이터, 지각불가능한 디지털 숫자이다. 이것은 고도로 추상
적인 언어일 뿐이며, 가상세계는 전적으로 인위적인 세계이이지만 동시
에 지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실세계와의 일정한 유사성을 포함한
다.19) 따라서 이 이미지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눈에
가시화시키기 위해 변환되는 자료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지라
기보다는 디지털적 생산, 처리, 변경 등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쿠쇼
는 디지털 이미지의 미학을 이루는 기술적 실체를 ‘잡종화’(hybridation)
라고 지칭하는데,20) 디지털 이미지의 잡종성은 이미지 자체가 지닌 비지
William J. Mitchell, The Reconfigured Eye : Visual Truth in the
Post-Photographic Era,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92 – 윌리엄 J.

18)

미첼, 『디지털 이미지론』, 김은조 옮김, 아이비스, 1997, pp. 6-7.
19) Edmond Couchot, La technologie dans l’art : de la photographie à la réalité
virtuelle, Ni�
mes : Édition Jacqueline Chambon, 1998,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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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성격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실재가 지니는 범주의 구분에 구애되지
않고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혼종화된 이미지들과 코드의 융합이 가
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가 현실로부터 그
대상을 차용하고 현실과 완전히 단절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아날로그적
성격을 지니되 동시에 추상적인 데이터의 무제약적인 조합으로서 이러한
성격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모순적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것으로 보이는 특성이 디지털 이미지의 비물질화에
대한 한계로서 작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이미지를 물질적 한계
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요소로서도 작동한다. 이 이중적 성격을 기반으
로 디지털 이미지는 실제 대상을 모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지시체와는 일의적, 유동적이 관계를 가지거나 아예 지시체를 가지지 않
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는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의 이
미지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형시키는

식의

캡처(capture),

샘플링

(sampling)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전체 과정이 가공적으로 창작된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경우 모두를 가리키는데, 합성의 경우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달리 어떤 대상에도 의존하거나 인과론적으로 연결되
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전통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21)
이것은 원본 없는 이미지이며, 기존의 이미지가 지니던 ‘어떤 대상에 대
한 이미지’라는 지표성을 상실한 이미지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본
성에 큰 가치를 부여했던 전통적인 이미지관과 예술관을 붕괴시키는 디
지털 이미지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다.
아날로그 이미지의 경우 물질형태의 직접적인 모방으로서 대상물의 미
세한 변이를 연속적으로 모방하는 반면, 디지털 이미지는 정보를 이진법
의 논리에 맞추어 조정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시 대상을
재현하거나 모방하지 않는다. 아날로그 부호화가 대상의 미세한 변이들

20) Edmond Couchot, La technologie dans l’art : de la photographie à la réalité
virtuelle, p. 13.
21)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향연, 2008, pp. 58-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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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속적으로 모방하는 데 비해 디지털은 그 의미를 제한하고 모호성이
나 잡음을 제거하는 식으로 단순화한다.22) 즉 디지털 이미지는 그 이미
지에 선행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디지털 이미지
에 선행하여 그 이미지를 산출시킨 것은 이진법의 수치일 뿐 이미지는
대상의 어떤 흔적도 재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미지가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수학적 코드이고 이 코드를 시각화함으
로써 이미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실상 어떤 것을 이중적 단계를 거쳐 재
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으
므로 이 재현된 이미지와 실재 사이에는 임의적 관계만 성립한다.
마노비치(Lev Manovich)에 의하면 디지털 이미지는 물리적 현실이
아닌 물리적 현실의 어떤 특징을 재현하는 것이다.23) 즉 이 이미지가 재
현하는 대상은 물리적 현실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성이
며,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가 기존의 이미지가 가지는 재현과 지표성의
논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디지털 이미지가 실재 대상으
로서 존재했었다는 식의 일시적 지표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디지
털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항구적인 물리적 근거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므로 이내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노비치는 이러한 효과
를 일종의 기존의 환영주의와는 차별화된,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환영주
의와 연관 지으면서 뉴미디어 객체가 주체에게 환영적 세계를 제시해주
지만 동시에 인위적 성격, 불완전성, 구성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재인식
시켜줌으로써 환영이라는 세계에서 집중과 분리를 번갈아 경험하도록 하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4)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
시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재현 관계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비물질성과 실제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대상과
22) Mark Poster, The Mode of Information :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 마크 포스터, 『뉴
미디어의 철학』, 김성기 옮김, 민음사, 1994, p. 179.
23)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56.
24)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p. 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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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연관관계를 맺지 않는 비지표적 특성은 이미지 생산, 처리, 변
경 과정에서의 용이함, 유동성과 연관된다. 이러한 변경가능성과 유동성
은 사실상 디지털 이미지 전체를 지배하는 성격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대상을 기존의 아날로그 이미지들처럼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캡처나 샘
플링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고 철저히 코드와 알고리즘이라는 비물질성
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무한히 산출될 수 있고, 복제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지시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무한히 변경될 수 있다. 아날
로그 이미지에는 무한한 양의 정보가 들어있으므로 이것을 확대시키면
표면이 흐려지고 질감은 거칠게 나타나는 반면, 디지털 이미지는 확대하
더라도 그리드로 된 픽셀의 세부구조가 나타날 뿐인데 이러한 특징이 결
국 무한히 복제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원본과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다.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 언제나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이미지로서 폐
쇄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다. 그리고 이 변경된 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 독립적인
또 하나의 이미지로서 존재론적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를 산출하는 과정만큼이나 이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디지털 이미지는 완결된 어떤 이미지라기보
다는 처리되기 위한 혹은 처리의 과정 중에 있는 과정적 이미지이다. 캡
처, 샘플링 되고 합성된 픽셀 값들은 연결의 흔적이 없이 조합되고 자연
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변형되고 가공되는 과정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지만 이것들은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더욱이 디지털
이미지는 산출의 시작은 있으되 마감에 해당하는 지점은 열려있으며 변
조나 개조의 과정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디지털
이미지의 비물질성과 지표성의 상실이라는 특성은 역으로 이 이미지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와 가치의 무한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원본이 존재
하지 않는 대신 산출되는 모든 이미지는 원본의 역할을 하며 또한 동시
에 모든 이미지는 변화의 가능성 속에 개방된다.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가 기존의 사진이나 영화 이미지의 원본 없음이

- 19 -

나 복제 가능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미지임을 시사한다. 사진이나 영
화는 지시체가 있으되 이미지의 원본성을 상실한 상태이나 디지털 이미
지는 단지 이미지의 원본성이 아닌 실재의 원본성과 무관한 이미지이며
조작가능하고 변형가능한 이미지이다.25)

2) 가상성

이미지의 비물질적 성질이 함축하는 새로운 이미지-실재 개념은 디지
털 이미지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특징인 가상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26)
어떤 것이 ‘가상적’이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것은 허구적이거나 인
공적인 것,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를 이용해 만든 이미
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그러나 더 엄밀한 사전적 의미에서 ‘가상
적’(virtual)이란 “본질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형상적으로
는 인지되거나 인정되지 않는(being in essence or effect though not
formally recognized or admitted)” 것을 의미한다.27)
가상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이미 꾸준히 이어져온 바 있다.28) 가상
25) 심혜련, 『사이버 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새로운 아름다움이 세상을 지배한다』, p.
103 참조.
26) ‘virtuality’는 주로 실재와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가상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
것은 베르그손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비실재가 아닌 현실화되기 이전 생성의 동력으
로서 ‘잠재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성’을 실재확장 가능성이나
잠재적 능력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베르그손이 의미하는 바의 ‘가상성(잠재성)’
개념의 원리를 어느 정도 차용하는 지점이 있으나 주로 들뢰즈나 레비에 의해 변형
된 의미를 참조하고 있고, 가상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 용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모두 ‘가상성’으로 통일하여 언급할 것이다. 다만 글
의 맥락상 특별히 잠재성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 경우나 이미 번역된 저서를
참조하는 경우에는 잠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7) 김희정, 「가상현실」,『미학대계-제3권 현대의 예술과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 424 참조.
28)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인 ‘에네르게이아’(energeia)와 대립되는 역량, 힘, 가능태
로서 뒤나미스(dynamis)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있음과 없음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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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일차적으로는 이미지를 수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현될
수 있는 무언가를 자신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을 수식하기 위해 사
용되었으며,29) 실재와 비실재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실재성에 주목하
고 이 영역과 현실적 실재 영역 사이에 연속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대두되었다.30) 디지털 가상현실을 철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던 레
비(Pierre Lévy)에 의하면 가상성을 표현하는 virtualité라는 단어는 힘
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라틴어 virtus에서 유래된 것이며 잠재된 힘의 상
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현실(actuel)과 대립되는 개념이기는 하되 실재
(réel)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정태적이고 이미 형성된 것으로서의
가능(possible)과는 반대로 가상은 문제의 복합체이며 현실화를 촉구하
는 경향성이나 힘이라는 것이다. 즉 가능은 실재와 대립되는 것이며 미
리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창조적인 것이 아닌 반면, 가상은 이미 충만한
실재성을 가진 것이며 예측불가능하고 창조적인 것이다. 가상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사이에는 상호주의적 작용, 즉 결정 불가능한 가역성이 존
재한다.31) 레비는 자신이 들뢰즈(Gilles Deleuze)의 『차이와 반복』의
제3의 영역으로서 현실적인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량을 지
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스콜라 철학의 전통 속에서 ‘포텐시아’(potentia)
나, ‘비루투스’(virtus) 등으로 번역되어 현행 상태가 아니라 잠재적인 힘의 상태로 존
재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어졌으며, 오늘 날 virtuality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 가
상성은 중세 철학자인 스코투스(Johannes Duns Scotus)에 의해서도 중요하게 다루
어졌는데, 그에게서 가상성은 한 사물의 유적 본성, 개념적 형상 안에 경험적 속성들
이 형식적으로가 아닌 가상적으로(virtualiter) 담겨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것은 현
실적 실재성(realitas actualis)과 대립되는 바의 가상적 실재성으로 순수 필연성과
순수 우연성 사이를 잇는 중간 영역을 의미한다. 스코투스에게서 가상적이라는 용어
는 실제 사물이 단일한 통일체 내부에 자신의 경험적인 성질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했고, 이를 통해 스코투스는 형상적으로 통일된 실재와 무질서하게 다양
한 경험들 사이의 간격을 잇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이클 하임, 『가상
현실의 철학적 의미』, p. 212 ; 김상환, 「디지털 혁명은 존재론적 혁명이다」.『철
학과 현실』 제40집, 철학문화연구소, 1999, pp. 197-199 참조.)
29) Martin Joly, L’image et son interprétation, Paris : Nathan Université, 2002 –
마르틴 졸리,『이미지와 해석』,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9, p. 141. (이하 한역본
쪽 수.)
30) 김상환, 「디지털 혁명은 존재론적 혁명이다」, p. 198.
31) Elizabeth Grosz, Architecture from the Outside : Essay on Virtual and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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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성 개념을 참고하고 있음을 밝힌다. 가능성과 가상성(잠재성)을 구
분하면서 가능은 잠재적인 실재가 결여된 것이고, 가상은 현실적이지는
않으나 실재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들뢰즈의 논리
를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성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레비에 의하면
가상이란 단지 실재와 대립되는 비실재가 아니라 언제나 가시화의 과정
과 경험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이 가상화된다고 할
때 이것은 현실감의 상실이라기보다 일종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한다.32)
이러한 가상성에는 어떤 존재의 잠재적 역량과 문제점, 그 존재를 활성
화시키는 긴장, 제약, 계획 등이 응집되어 있고 현실화까지의 과정에서
창조와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성이 존재한다.33)
졸리(Martine Joly)에 의하면 이러한 가상성의 본래적 의미, 즉 “잠재
상태에 있고 현실적인 존재 속에 단순한 가능성의 상태에 있거나 혹은
현실화의 모든 본질적 조건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이라는 의미는 디
지털과 같은 합성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현실화된 잠재성보다는 어떤 형
태의 탈현실화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변용되었다. 가상적 이미지란 인위
적으로 시공간에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탈현실적 허
구 이미지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4) 사실상 예술 속의 모든 이미
지들은 가상성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술
Space,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2002, p. 80.
32) Pierre Lévy, Qu’est-ce que le virtuel?, Paris : Éditions La Découverte, 1995
– 피에르 레비,『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전재연 옮김, 궁리, 2002, pp. 22-23.
33) 가상성에 대한 이러한 의미규정은 베르그손이 가능성과 대비하여 실재적인 것으로
중요시한 가상성(virtualité) 개념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베르그손은 비
결정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생명의 원리와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막대한 가상성(잠재성)”인 생명이 물질과 만나 다양한 형태들로 분화하며 자신의 경
향을 현실화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뒤나미스(dynamis)처
럼 단순히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발현하는 것도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가능
세계와 등치되는 개념도 아니다. 뒤나미스와 가능세계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없지만
베르그손의 가상성은 그 자체로 실재적인 것이고, 변화와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
적인 것이다. (김재희,『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pp. 376-387 참
조.)
34) 마르틴 졸리,『이미지와 해석』, pp.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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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자체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능한 세계의 모습을 열어준
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가상성의 역사라고 해석되기도 한다.35) 프리드버
그(Anne Friedberg) 역시 가상과 관련된 용어를 다룰 때 디지털에 의해
강화된 연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가상적 이미지에 대한 미학
과 시각 체계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이전의 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고 주장한 바 있다.36) 플라톤적 전통에서 가상적 이미지를 참된 실재와
대비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으로부터 3차원적 세계와 물질성을 2차
원적으로 구현한 카메라 옵스큐라, 사진, 영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
술적 이미지들은 실제로 가상의 영역들을 매개된 재현으로서 드러낸 것
이다.37) 다만 이러한 예술적 가상성은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성을 논의하
기 이전에 잠재적 역량의 실현이라기보다 허구적 이미지의 구현으로 주
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레비는 가상성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성
이 현실적이지는 않으나 비실재가 아닌 어떤 상태이며 지각주체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는 실재이자 이 실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8) 디지털 이미지는 매체 위의 물리적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면
서도 전자적 통신망의 각 부분에서는 비물질적 정보로서 존재하는 것으
로 이 이미지를 이루는 각각의 픽셀들은 n개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자적 통신망에 존재하는 비물질적 정보 코드는 직접적으로 판
독될 수 없으나 개별적 사용의 맥락과 일정한 구현방식을 통해 현실화되
고 판독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가상적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공적이
35) 이러한 해석은 예술의 역사를 가상성의 역사, 환영의 역사로 보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라우(Oliver Grau) 등에 의해 시도된다. 그는 Virtual Art라는 자신의 저서
를 통해 예술의 역사 전체를 환영의 역사로 기술한다. (Oliver Grau, Virtual Art :
From Illusion to Immersio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3, pp. 5-9
참조.)
36) Anne Friedberg, The Virtual Window: From Alberti to Microsoft,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2006, p. 11.
37) 전혜숙, 『20세기 말의 미술-일상의 공간과 미디어의 재구성』, 북코리아, 2013,
pp. 258-259.
38) 피에르 레비,『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p.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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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공적이라는 의미나 실재의 부재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며 가상적이되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잠재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쿠
쇼에 따르면 디지털 이미지는 무한정한 다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존재 속 가능성의 상태로 있거나 현실화의 모든 조건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무한한 생산의 장소로서의 “매트릭스 이미
지”(image-matrice)이고

“역능

이미지적

이미지”(image

à

la

puissance image)이다.39)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성은 인공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잠재적 역량이자 처리 과
정, 지각자를 통해 창조적인 의미를 산출할 가능성으로서 이해될 수 있
다. 하임(Michael Heim)이 말하듯 가상적이라는 용어는 “주어진 환경과
한층 더 인공적으로 첨가된 차원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40) 이 좁혀진 간격에 의해 회화나 사진, 영화 이미지들과 달리
디지털 이미지는 단지 인공물이나 허구가 아닌 실재적인 것으로서의 위
상을 얻게 된다.

3) 디지털 시공간

디지털 시공간은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인 비물질성, 가상성 등에 기반
하여 구성된 것인 만큼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서, 실제로는 물리적인 시공간이 아니되 물리적 공간처럼 지각되는 시공
간, 그리고 기존의 물리적 시공간 개념을 넘어서는 가상적 시공간을 일
컫는다. 이 시공간은 재현적 질서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규정을 받지 않
으며 수용자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단지 수많은 정보의 흐름으로서의 무
39) Edmond Couchot, La technologie dans l’art : de la photographie à la réalité
virtuelle, p. 223.
40)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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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적, 가상적인 시공간성만을 지닌다. 장소와 물질에 기반을 둔 현실
의 물리적 세계와 구분되면서도 가상적으로는 분명 시공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간은 수직,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3차원
적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에워싸는 연속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며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심리학적으로 공간이란 시각이나
촉각 등의 작용에 의한 공간지각에 의해 공간표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며, 철학적으로 그러한 공간표상에 의해 출발한 경험적 공간은 특별한
요소에 의해 규정된 선험적 공간과 구별된다. 이때의 공간은 시간과 더
불어 물질을 이루는 기초 형식을 의미한다. 또한 수학에서는 일반적인
집합을 공간으로 규정하여 이로부터 위상공간, 선형공간, 함수공간 등의
공간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근대 이전의 공간은 주로 현실 세계의 존재론적 근원과 연결되어 추상
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었으며 근대 이후부터 공간을 현실의 물질적 세계
로 한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식론적 근거와 인식론적 방법
을 통해 전개되었다. 즉 근대 이후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이 물
질적 속성을 가지며 공간은 이 물질적 속성을 매개로 파악되는바 공간에
대한 규정은 물질 개념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근대인들에게
있어 공간은 인간의 지각이나 실존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
자 균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이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 뉴턴(Issac Newton)적인 공간 개념과 상통하며, 이러한 공
간은 기하학에 의거하여 규정된 철저히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공간이
다.41) 기하학에서의 공간 개념은 2차원과 3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을 시
작으로 한다. 이후 데카르트가 해석기하학을 창안하면서 공간은 좌표와
41) 둘 다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뉴턴과 데카르트의
공간개념은 차이가 있다. 데카르트의 공간이 물질적인 연장으로서 기하학이나 물리학
을 통해 규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뉴턴의 공간은 일체의 부분공간이나 상대 운동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절대 공간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 데카르트적인 기하
학적 공간을 역학적 공간으로 개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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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으로 표현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간개념이 확대되어 n차원의
공간까지 사고할 수 있게 되었고, 리만은 유클리드의 공리를 변형시키고
미분 개념을 적용하여 비유클리드적인 벡터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르네상스 직후의 예술은 근대적 공간 개념의 특성인 공간의 추
상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시대의 건축과 회화는 철저히 기하학적 원
근법에 의거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인물들, 사물들 간의 거리, 위치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하나의 소실점을 중심에 두고 기하학적 비
례에 의해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고, 어떠한 주관적이거나 사회적인 차원
도 제거한 철저히 절대적인 공간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질적 차이
가 배제된 양적이고 동질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 시간 역시도 공간과 더불어 측정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뉴턴에 의하면 시간은 다른 외적인 것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한 시간, 하루, 일 년 등의 양적 개념으로 정해져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절대적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은 제논으로부터 정립
된 공간화된 시간이고, 구체적인 체험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이거
나 주관적 경험의 형식적 조건으로서의 시간이다. 비록 아우구스티누스
(Aurelius Augustinus)에게서 시간이 의식과 연결되어 이해되기는 하지
만 이 시간은 여전히 주관성의 구조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 실재에 대한
지시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파악되는 시간 역시
근대적 공간에서처럼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시간이거나 주관성을 배제한
형식으로서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42)
이러한 절대적 근대적 시공간 개념은 삶의 근원적 지평으로서의 시공
간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되었고, 공간을 시간과의 연관성
속에서

탄력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 등을 통해 극복되었다. 철학적으로는 근대의 공
간화된 시간성을 비판하며 시간을 지속 개념과 연결시킨 베르그손이나
42) 심귀연,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시공간성과 주체성 그리고 신체」, 『철학논총』
제76집, 새한철학회, 2014, pp. 478-4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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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Edmund Husserl),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메를로-퐁티 등
과 같은 현상학자들에 의해 주체나 실존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추상적
이고 형식적이며 관념적인 차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경험적인
차원에서 재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철학적 전통 속에서 시공간은
다분히 자연 세계에 기반한 제한된 영역에서 인식되어 왔으며 데카르트
나 뉴턴 식의 절대적 시공간 개념이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 극복된 후에
도 여전히 물리적 한계를 동반한 채 논의되었다. 즉 시공간은 언제나 인
간 경험의 근원적 토대이되 동시에 개별 인간의 경험적 폭을 규정하는
실존적 조건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이후 시공간에 대한 인식은 매체
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디지털 가상현실 시공간에 의해 다시 한 번의
전기를 맞게 된다. 가상적 시공간의 탄생으로 시공간의 범위는 확장되고
이 시공간과 현실적 시공간의 경계는 애매해지며 이로써 일상적 물리적
시공간이 지닌 한계는 극복되고 해소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반면 디지털 공간은 그 자체로는 비물질적인 정보의 확장이자 추가나
삭제, 변형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가득한 공간으로서 고전적, 근대적 의
미의 물리적인 공간과는 달리 공간의 펼쳐짐, 즉 연장성이 극소화되어
있거나 거의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흐름으로만 이루어져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소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상적 성격을 가지
되 비물질성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물질성에 토대를 둔 근대적 공간 개
념과는 상이한 것이다. 이것은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지 않고 거리가
부재한, 또한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정확한 위치나 장소를 가지지 않으나
또 어디엔가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이고 잠재적인 공간으로 그
자체로는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철저히 비물리적인 공간
이다. 이 공간은 공간이라 불리지만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물리적
공간의 사물들이 그렇듯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이 공간은 물
리적 대상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데이터의
크기, 밀도, 연속성 등 다른 공간의 논리를 적용 받으므로 모종의 장소
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공간은 3차원적인 장소성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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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되 전적으로 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
으나 ‘어딘가’에는 있는 것이다.43) 물리적 공간이 타 대상의 점유를 배
제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여러 존재자들의 공유, 겹
침, 침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동일성과 타자성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
을 지닌 혼종적이고 경계와 한계가 없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44)
여기에는 또한 일상적인 시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공간과 불
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디지털적 시간성이 공
간성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질서 외부에 놓여져 있음은 자명하다. 공간이
펼쳐지지 않으면 연장성이 부재한 상태가 되고, 이것이 부재하면 시간의
지체나 연속성이 사라지며, 이를 통해 일상적 시간성이 해체되기 때문이
다. 이것은 정보적 시간성이며 여기에 물리적 법칙이나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일방향의 비가역적 시간의 질서는 작동하지 않고, 시간적 연속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보적 시간성은 서로 다른 계열의 이질적 시간들
의 중첩을 가능케 하며 반복되고 재규정되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비
선형적 시간성을 의미한다. 즉 일상적 시간과 달리 디지털적 시간은 압
축, 연장, 역전, 단절, 도약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러한 디지털적이고 가
상적인 시간성은 가상적 공간과 같이 그 자체로는 무시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건성과 등치된다. 그것은 조작자나 수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도출되는 시간이며 개별적이고 반복될 수 없는 수용자의
시간과 얽혀지고 잡종화될 가능성으로서의 시간이다.45)
이러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일상적 세계에서의 시간적 공간
적 질서, 연속성, 통일성을 깨뜨리면서 사건 발생의 순차적인 연속성을
파괴하고 교란시킨다. 일상적 시공간에서의 안정성과 고정성이 유동성과

43) 깁슨은 “거기엔 거기가 없다(there is no there)"라고 사이버 공간을 표현한다. (황
태주, 「사이버 공간의 공간적 특성 연구」, 『과학과 문화』 제4집, 서원대학교 미
래창조연구원, 2007, p. 36 참조.)
44) 이종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사이버 공간, 영화, 미술 건축에 대한 현상학
적 사색』, 문예출판사, 2003, p. 21 참조.
45) 박성수, 『디지털 영화의 미학』, 문화과학사, 2001,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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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으로 대체되면서 일상적 시공간이 지닌 한계를 벗어날 여지를 제
공하는 것이다.46) 일상적 시공간에서 존재자들은 자기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가상적 시공간 속에서 존재자들은 자기 경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 시공간 안에서는 타 존재자들의 침입이나 그들과의 중복, 뒤섞
임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가상공간 내의 대상들이 물리적
공간에서보다는 자유롭고 유동적이나 그것이 완전히 무질서하고 임의적
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들은 데이터의 크기, 밀도, 연속성의 지배를
받으며 모종의 통일성과 공간논리를 가지고 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
간성을 가진다. 물리적 관점에서 이 공간은 길이, 부피, 크기를 가지지
않지만 수용자의 감각, 사고 등은 일종의 탐색 가능한 범위의 위치에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간은 기존의 시공간
과는 이질적이며 이것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설 만큼 충분히 역동적인 시
공간이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특유의 비물질성, 비지표성, 가상성이 구성하는
역동적 시공간은 일종의 잠재적 역능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이 이미지
에 대한 수용자 개입의 가능성을 미리 전제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원본
없는 이미지로서의 변형 가능성과 이것에 의해 구축되는 시공간성은 사
실상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 이미지를 규정하는 특성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 비물질성과 비지표성이 일시적 사건으로서의 물질성과
지표성을 띠게 되고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유동적 확장적 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수용자의 지각은 기존의 어떤 매체나 이미지에
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자 지
각의 문제는 차후 논의될 수용자 몸과 더불어 이 이미지와 시공간이 지
니는 성격을 공유하고 이를 재규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46) 이종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사이버 공간, 영화, 미술 건축에 대한 현상학
적 사색』, p. 19 참조.
47) 황태주, 「사이버 공간의 공간적 특성 연구」, p.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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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생성에 개입하는 수용자
1) 이미지의 메타성과 수용자의 메타적 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이미지는 물질성에서 벗어나 있고 대상
과의 연결이라는 이미지 본래의 성격을 벗어나 그 자체로 실재적인 잠재
적 역량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미지 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이미지이기는 하되
사실상 이미지를 넘어서는 이미지, 즉 메타(meta) 이미지적 성격을 지니
고 있다. 그리고 이 메타 이미지성이 바로 디지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와 차별화시키면서 이 이미지 안에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수 있
도록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메타성이란 이미지를 고정적
재현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바로 이미지의 변화가능성과
유동성을 가능케 해주는 이러한 메타성이 수용자의 작동과 참여를 독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 이론가인 솝책은 디지털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
자 이미지가 이른바 ‘메타세계’(metaworld)를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솝
책에게서 전자 이미지가 갖는 ‘메타성’은 실제 세계가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몸이나 물질로부터 해방되고 원본을 상실하며 일
상적인 지각의 시공간성으로부터 멀어져 “기호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의 체
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이 제시하는 자연
의 경험적 객관성을 재생산하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영화가 보여
주는 개별적 주관성과 무의식을 표현하려는 것으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메타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48)
이러한 이미지의 메타성은 바이벨(Peter Weibel)이 언급하는 ‘기
48) Vivian Sobchack, “The Scene of the Screen: Envisioning Cinematic and
Electronic “Presence””, in Film Theory : An Introduction, Robert Stam(ed.),
Malden, MA : Blackwell, 2000,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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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Zeichen)로서의 매체 예술의 이미지 혹은 비물질성에 기반한 ‘동적
인’(dynamisch)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das bewegte Bild)를 연상케
한다. 바이벨은 전통적 이미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미지를 ‘기호’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가 원본에 대한 모사적 관계를 전제하
지 않고 기계적 조작에 의해 항상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이벨은 전통적인 조형 예술의 경우 공간 개념에 몰두하여 시간적 변화
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영화 이후의 예술에서는 움직이는 이
미지와 연동하여 시간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고정
된 공간적 이미지가 아니라 유동적인 시간과 관련한 움직이는 이미지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벨에 의하면 과거의 이미지와 미학
이

모두

참된

실재와

관련한

‘정적인

존재

개념’(der

statische

Seinbegriff)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화가의 의무는 그것이 자연이든
존재이든 진리이든 참된 실재와 동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반
면 디지털 이미지는 종래의 미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이미지이다.49) 이것은 작가가 물질성에 기반하여 하나의 고정된 결과물
로서 만든 이미지가 아닌 임의적 정보로서 순간적이고 유동적인 이미지
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의 고정성을 탈피한다는 의미의 이미지 메타성은 단순한
도구로서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 경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파악되
고 그 이미지 자체가 다른 이미지로 변화, 진전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미지가 물질성을 떠나 정보로서 일상적 시공간을 넘어 부유한다는 것
은 이러한 비물질성에 의거하여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등의 경계를 무
너뜨린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것이 무엇과도 결합할 수 있고 그러한 상
호침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이미지가 완결
Peter Weibel, “Transformation der Techno-Ästhetik”, in Digitaler
Schein-Ästhetik der elektronischen Medien, Florian Rötzer(hrsg.), Suhrkamp

49)

Verlag, 1991, pp. 205-206.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p. 66, pp.
84-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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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물이 아니고 처리 과정이나 작동 과정에서의 수용자의 개입 등을
통해 다른 이미지로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 기존의 이
미지가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미지-대상의 관계가 고
정적이고 이미지는 단지 대상과 수용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
해 디지털 이미지는 유동적인 대상으로서 이 대상의 생성, 변형 과정에
서 수용자라는 변수를 허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
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즉 메타 이미지로서의 디지털 이미지는 과거
와는 다른 수용자와의 관계를 내포하며 수용자의 위치를 재정립하도록
만든다.
그림, 사진과 같은 광학적인 재현의 상황에서 관찰자나 수용자는 초
점이나 정점의 위치에 놓여 총체적인 실재를 파악하려는 중앙조직자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디지털 이미지는 그 유동성으로 인해 관찰자에게 어
떤 시선의 특권적이고 고정적인 위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열린 체계인
수의 매트릭스(matrice numérique)로서의 디지털 이미지를 마주함에 있
어서 관찰자, 수용자는 대상-이미지 대결관계 속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이자 이미지의 주위에 던져져 그 이미지의 생성과 의미를 정
교하게 가다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용자는 단지 이미 주어진 특권적
위치에서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닌 이 이미지 구성에 감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이미지는 수용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만
드는 매개가 아니라 수용자가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된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쿠쇼는 이 새로운 이미지가 이제 미디어(média)가
아닌 ‘비미디어’(immédia)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한다.50) 미디어가 매개
로서 대중적이고 시공간적인 간접성의 의미를 갖는 것에 비해 비미디어
라는 개념은 개인적이고 시공간적인 직접성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디지
털 이미지를 통해 대상, 이미지, 수용자 개념과 그것들 사이의 거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며, 이미지가 기존의 미디어로서의 이미지 역할을 넘
50) Edmond Couchot, "Sujet, objet, image", Cahier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Vol. 82, 1987, pp.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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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연관되는 모든 것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이미지이다. 이미지와 상관관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포괄하면서
수용자의 영역마저도 이 이미지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다. 즉 이미지의 메타성이란 이미지의 양상을 띠되 이 이미지가 기존의
이미지성을 넘어 다른 요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연합될 수 있는 가능
성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메타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수용자의 메타적 지각, 메타적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용자는 광경을 단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광경을 조직하는 자가 되며, 이때의 이미지는
수용자의 “시선이 광경 속에 삽입되는 과정”(inclusion du regard) 그
자체이다.51) 즉 수용자의 시선은 이미지 속에 포괄되며, 이미지는 더 이
상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관객의 눈과 펼쳐진 광경 간의 짝짓기와 같은
것이다. 수용자의 시선은 과거와는 다른 시각성을 내포함으로써 ‘메타시
선’(méta-regard)으로 변모된다. 메타 이미지가 수용자의 시선까지도 메
타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 메타성 속에서 이미지와 관객의 시선은 경
계를 넘어서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근법, 사진, 영화, 비디오 등
과 같은 기존 이미지나 매체를 체험하는 수용자들의 시선을 넘어서서 그
들의 이미지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전통적 이미지처럼 작가가 규정하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부유하고
떠돌아다니며 수용자를 비롯한 여타의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해 여러 이
미지로 구현될 가능성을 지닌다.

51) Jean Louis Weissberg, “Sous les vagues, la plage”, in Anne Cauquelin et al.,
Paysage virtuel : image vidéo, image de synthèse, Editions Dis Voir, 1988, p.
25, p. 38. (김원방, 『몸이 기계를 만나다: 뉴미디어 아트의 미학 』, 예경, 2014,
p.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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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성

디지털 이미지는 유동성을 토대로 규정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여러
이미지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성을 상정
하는 이미지이다.52) 즉 디지털 이미지는 물리적 지속성이 결여된 일종의
정보 프로세스로서의 열린 체계이며, 상호작용성을 통해 여러 작품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지닌다.
상호작용성은 디지털 이미지를 전통적인 이미지와 차별화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
으며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단 디지털 이미지와 같은 매
체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제프리 쇼(Jeffrey Shaw)가 “모든 예술
은 원래 상호작용적이다”53)라고 언급했듯, 이미 모든 예술 작품은 작가
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상정하고, 수용자는 예술 작품의 의미나 해
석의 창출에 개입하므로 상호작용성은 근본적으로 모든 매체가 가진 특
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마노비치는 이러한 의미에서 고전적이든 현대적이
든 모든 예술 작품들이 여러 가지 방식에서 상호작용적이라고 설명한다.
문학적 서사에서의 생략, 시각예술에서 대상의 세부 묘사 생략, 재현적
인 축소(shortcut)는 수용자로 하여금 사라진 정보들을 채워 놓도록 요
구하며, 연극이나 회화에서도 관객의 주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연출이나
구성을 하는 식으로 예술가와 관객, 혹은 예술 작품과 관객 사이에 상호

52) 인터랙션(interaction)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인간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
스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양식이다. 넓은 의미에서 인터랙션은
인간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사물이나 사람 혹은 존재 등과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
미하며, 이러한 행위의 기능성을 제공하는 매체를 상호작용적이라고 한다. 인터랙션
이 개체가 취하는 행동이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에 미치는 행동을 의미한다면 상호작
용성(interactivity)은 매체의 속성이 아닌 가변적인 특성을 지닌 커뮤니케이션 과정
의 구성물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성이란 인터랙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터랙
션의 측정 단위가 될 수 있다. (신동희, 『휴머니타스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북
스, 2013, pp. 13-16.)
53) 제프리 쇼, 1996년 일본 ICC 국제 심포지엄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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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54) 실제로 상호작용은 심리적 의미의 상호작
용과 물리적 의미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예술 수용
에서는 상호작용이 주로 이 심리적 의미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심리
적 상호작용이란 회화에서 추상주의나 입체파 작가의 축약된 표현, 영화
에서의 편집과 같은 것을 관객이 상상이나 해석을 통해 보완해서 이해하
는 것처럼 매체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내재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55)
그러나 상호작용성은 디지털 이미지라는 새로운 매체 속에서 기존 예
술에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매체에서는 우선적으
로 작가와 매체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과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작가들은 자동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능적인 사물 즉 컴퓨터와 같은 기계와 복잡한 과정을 거친 상
호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자신들의 기계로 예술작품을 소환하
여 감상하는 관객이나 미리 프로그램 된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을 조
작하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예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6) 이때의
상호작용성은 수용자가 매개환경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즉 컴퓨터를 통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나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간 정보교환 차원의 기술적 기능성, 인터랙션 과정의 구성물 등
으로 정의되며, 수용자가 어떤 통합된 방식으로 행동의 일부가 됨으로써
수용자, 행동, 기술적 매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그
리고 매개된 환경의 형태와 내용을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수용자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기존에는 작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실
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이미지나 예술 작품을
54)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103.
55) 김영용, 『인터랙티브 미디어 유희성』, KT문화재단, 2006, pp. 16-23 참조.
56) Michael Rush, New Media in Late 20th Century Art, New York : Thames &
Hudson Ltd., 1999 – 마이클 러시, 『뉴미디어 아트』, 심철웅 옮김, 시공아트,
2003,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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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변화시켜 이미지 자체를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예술에서의 상호작용은 주고받음으로써 나타나는 변화가 물리적
실제성을 지니지 않고, 심리적인 측면만을 지니는 반면, 디지털 이미지
의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으로 인해 물리적인 변화가 야기된
다. 심리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물리적 상호작용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그 의미뿐만이 아닌 그 존재 자체가 작가에 의해 규정
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창출될 가능성을 지닌
이미지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상호작용의 양상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기존 이미지가 존재하는 데 전제가 되었던 물질성
이 아닌 디지털 공간 안에서 부유하는 비물질적 정보를 토대로 이 이미
지가 형성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미디어 작가이자 이론가인 애스콧(Roy Ascott)은 이러한 종류의 인간
-기계 상호작용이 미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예술가들은 경
험의 집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양상들을 포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57) 이러한 상호작용적 시스템 속에서 관객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수용자는 작가가 만든 예술작품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체험을 다시금 체험하는 식으로 피드백의 순
환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성이 기존 예술
과 새로운 예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
는 이런 종류의 특별한 상호작용성이 예술을 사실 혹은 사물의 본질 개
념으로부터 사건을 촉발하거나 존재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만들고, 사
물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으로 이행하게끔 함을 시사한다. 그러한 의미
에서 애스콧은 이 새로운 예술의 특성을 “행동적”(behavioral)이라고 규
정한다. 애스콧이 말하는 행동적 예술은 작가, 매체, 작품, 수용자가 행
동적 맥락 안에서 연관되며, 관찰자의 경험과 반응이라는 출력변수와 이
57) Randall Packer, Ken Jordan(ed.), Multimedia : From Wagner to Virtual
Reality, W. W. Norton & Company, 2002 – 랜덜 패커, 캔 조던 엮음, 『멀티미디
어 :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 아트센터 나비 학예연구실 옮김, 나비프레스, 200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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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한 입력 변수라는 피드백의 고리를 통해 그들 간의 경계가 사
라지는

것을

의미한다.58)

이것은

인간의

개입이라는

소급적

과정

(retroactive process)을 구성하며 그 안에서 작품은 매트릭스이자 촉매
로서 기능한다. 여기서 예술 작품은 작품과 수용자라는 두 가지 행동 양
식 사이의 물질이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도 존재할 수 없다.59) 예술은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닌 작가, 매
체, 작품, 수용자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열린 장이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성 속에서 수용자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지각적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이미지 속에 참여하고, 작가들은 이미지의 단순한
창조자이기보다 이 이미지와 대화하고 작품에 기여하는 관객들을 위한
중개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60) 수용자는 이미지 속에 참여
하고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사람으로서 작가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지
만 앞으로 이어질 가상현실-수용자 관계, 혼합현실-수용자 몸, 지각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다. 가상현실의 주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데도 수용자의 개입과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혼
합현실 패러다임 속에서 수용자 몸과 지각의 영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
는 것도 디지털 이미지가 이러한 상호작용성이라는 성격에 기반하고 있
기 때문이다.

58) 로이 애스콧, 「행동주의 예술과 사이버네틱 비전」, 랜덜 패커, 캔 조던 엮음, 『멀
티미디어 :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 pp. 189-191.
59) 로이 애스콧, 「행동주의 예술과 사이버네틱 비전」, p. 198.
60) Christiane Paul, Digital Art, New York : Thames & Hudson Ltd., 2003 – 크리
스티안 폴, 『디지털 아트』, 조충연 옮김, 시공사, 2007,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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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상현실과 수용자의 관계
디지털 이미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화 가능한 원본 없는 이미
지이며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수용자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미지와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 장에서 살펴볼 가
상현실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가상현실은 디지털 이미지가 구현할 수 있
는 가장 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은 발생 초기에 상호작용적인 인공 환경을 구축하는 특정한
기술 장치로 이해되었으며, 이후 디지털 이미지에 의해 마치 현실과도
같이 3차원적으로 구현된 사이버 공간이나 효력 면에서는 실제적이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건 혹은 사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가상현실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가상과 현실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61) 그러나 이
두 개념이 모순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가상을 실재의 부재로서 바라보
는 통념 때문이다. 가상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인 것과 대립
되는 것이되 실재적인 것을 내포한다면 가상현실은 사실상 모순적인 개
념의 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현실화될 가상적 실재성을 포괄
하는 확장된 실재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디지털 이미지가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듯 가상현실은
현실과 이 현실의 체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 이것을 체험
하는 수용자에게 자연적 세계와 극단적 대립 지점에 있는 인공적 세계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가상현실 체험은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기본적 성질
로서의 비물질성, 가상성 등을 토대로 하되 시뮬레이션(simulation), 원
격현전(telepresence), 몰입(immersion)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
다. 이것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상
현실 체험을 다른 이미지 체험과 차별화 시켜 주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61)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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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한다. 다른 어떤 이미지나 매체 체험에서도 이러한 메커니즘은 가능
하지 않다. 수용자는 현실과도 같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자연 상태에
서의 현전(presence)이 아닌 기술적 매개에 의한 ‘원격현전’ 상태에 놓
인다. 그리고 가상공간 속에서 수용자는 입출력 장치들을 통해 디지털
정보를 지각하고 다시 이에 대한 수용자의 감각이나 위치 정보를 송출하
는 식으로 디지털 이미지와 상호작용한다.62) 이 과정 중에 3차원 이미
지, 음향, 촉각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적 표상이 수용자에게서 일
어나고, 가상현실 환경은 이러한 수용자의 위치와 감각적 변화, 행위에
대응되는 감각적 데이터를 곧바로 출력하여 수용자의 몸에 새겨 넣음으
로써 다시금 수용자의 지각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수용자의 몸을 향해
‘시뮬레이션’ 된 표상들은 현실과 비슷하거나 혹은 현실보다 더 강렬한
체험을 야기함으로써 ‘몰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상현실 체험이 수용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들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른바 가상현실
62) 가상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장치는 컴퓨터가 지각자의 위치와 신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력장치와 지각자가 감각 채널들을 통해 전송된 정보를 지
각하는 출력장치로 구성된다. 이 출력장치는 지각자의 시각, 청각, 촉각, 움직임 등의
반응을 입력장치가 감지한 후 다시 지각자가 자신의 반응을 곧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러한 정보의 입출력 과정을 위해 대표
적인 시각 출력 장치이자 위치 입력장치인 HMD를 비롯하여 시각, 청각 디스플레이
장치 및 표면의 질감이나 무게와 같은 감응을 제공하는 촉각, 힘, 움직임 피드백 장
치 등이 사용되며, DG, 데이터 슈트, 모션 캡처(Motion Capture), 조이 스틱(Joy
Stick), 터치스크린(Touch Screen)과 같은 입출력 장치와 위치추적기(Tracking
Wand), 음성인식장치, EMG(Electromyography), EKG(Electrokardiogramm),
EEG(Electroencephalography)와 같은 생리 심리 상태 입력 장치 등이 이용된다. 그
리고 모든 과정은 기계방식, 광학방식, 자기방식, 음파방식을 통해 공간 내 사용자 신
체의 위치와 방향을 입력하는 위치추적의 차원과, 외재 골격대(exoskeletons)나 데이
터글로브 등을 통해 손과 발 머리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차원, 그리고 EMG 등을
통해 얼굴 표정과 안구 움직임 등을 감지하거나 음성 및 오디오 장치, 3D 마우스 등
을 통해 청각과 촉각을 감지하는 차원에서 거의 동시에 실행된다. 이 입출력 장치들
이 가상현실 체험자의 이동 궤적을 추적하여 그로부터 신체 위치와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 받고, 다시 그 체험자의 위치 변화에 상응하는 감각적 데이터들을 실
시간으로 출력해 체험자의 신체 기관에 새겨 넣는 식으로 작동하면서, 가상현실-참
여자의 상호작용과 원격현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재현,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pp. 365-3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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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한편에서 이 체험은 몸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가상현실 체험은 물리적인 몸을 떠난 탈육화의 상
태에서 인간을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몸의 소멸
을 말하되 그것을 몸의 해방으로 보지 않고 기술에 의한 몸의 식민지화
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이 가상적 체험이 실제로 탈육
화적인 몸의 소멸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로 이어나가기 위해 가상현실 체험의 기
본적 메커니즘인 시뮬레이션, 원격현전, 몰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
고, 이러한 메커니즘과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중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탈육화론적 입장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탈육화
론적 입장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 보는 과정을 통해 육화론적
입장과 혼합현실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1. 가상현실 체험의 메커니즘
1) 시뮬레이션

기술적 의미에서 가상현실은 참여자가 수신한 정상적인 감각 입력을
컴퓨터가 산출한 정보와 대치시킴으로써, 참여자가 실제로 다른 세계에
있다고 확신하도록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63) 또한 이것은
63) 가상현실이라는 용어 자체는 1989년 래니어(Jaron Lanier)에 의해 고안되었고, “컴
퓨터에 의해 제작된 몰입적인 시각 경험”으로 정의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들에 의
해 가상현실이 정의되었는데, 스토이어(Jonathan Steuer)는 이것을 “지각하는 자가
원격현전을 경험하는 실재적 또는 시뮬레이션 된 환경”으로, 또한 하임은 “참여자가
수신한 정상적인 감각 입력을 컴퓨터가 산출한 정보와 대치시킴으로써 참여자가 실
제로 다른 세계에 있다고 확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힐리스(Ken Hillis)는
가상현실이란 “육체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기계”, “현실 세계에 필
적하는 탈육체화된, 그리고 점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고 있는 시각적 세계, 즉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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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가 실제 공간을 항해하는 것처럼 작동되고 재구성되며 재조합되
는 공간, 그리고 부가되고 변형가능한 정보로 가득 찬 공간”이며,64) “스
크린 이미지를 넘어서서 현실에 대한 지각적, 신체적 체험을 시뮬레이트
(simulate) 하는 것”을 지칭한다.65)
가상현실은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상 이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 원리는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이란 원래
현실을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마치 실제의 상황처럼 인식하고 체험하도록 설계하여 이로부터의 결과나
반응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디지털 기
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작동 원리는 아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디지
털 기술이 매우 정교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욱 엄밀한 수준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비물질적 특성, 즉 비트 단위
로 이루어진 픽셀들의 배열과 합성을 통해 무한한 이미지의 생산이 이루
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실재감 있는 가상의 현실과 시공간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기술로써 2차원 평면을 바라보더라도 세밀한
돌출효과와 질감 등의 실재성을 경험할 수 있고, HMD나 VR고글 등의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 2차원을 3차원으로 체험하는 등의 시뮬레이션 효
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66) 가상현실이 마치 현실과도 같은 상황을 구현
하여 참여자 수용자의 경험을 촉발하는바 가상현실을 체험한다는 것과
어떤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즉 HMD와 데이터 글러브 등을 통해 참여자의 움직임에 따른
위치와 운동의 변화 데이터가 컴퓨터 수신기에 보내지면 이 컴퓨터는 이
렇게 수신된 데이터의 흐름을 크기와 깊이 등으로 계산하여 시뮬레이션
한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출력되어 참여자의 신체 기관에 입력되고, 이
버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재현,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3, pp. 72-73 참조.)
64) Oliver Grau, Virtual Art : From Illusion to Immersion, p. 247.
65)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213.
66)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p. 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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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참여자의 지각 과정이 발생되는 것과 동시에 체험 가능한 이미
지나 음향 등이 시뮬레이션 됨으로써 마치 현실과도 같은 경험이 가능해
진다. 시뮬레이션이란 이렇듯 가상현실이 수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본
원리이며, 기술적인 의미에서 디지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면밀하게 접근해보면 가상현실의 기본 원리로서의 시
뮬레이션은 이러한 기술적인 원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적
인 측면 외에도 디지털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원본 없는 이미지로서의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디지털 이미지는 대상의 모방과 재현이라는 기존 이미지 규정으
로부터 벗어나 대상 없는 이미지, 원본 없는 이미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이렇게 원본과 모사의 구분 자체
를 소멸시키는 상태를 ‘시뮬라시옹’이라고 본다. 보드리야르는 이 구분이
사라지고 실재와 이미지가 하나가 되는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시뮬라시
옹으로의 전환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시뮬라시옹이 실재가 없이, 실재적
인 것의 모형들에 의해 만들어져 현실을 대체할 과실재(hyperréel)를 만
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실재의 영역에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와 실재, 가상과 실재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것들은 서로 충돌
하고 그 경계를 붕괴시켜 나가며, 이때 이미지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것이 된다. 가상현실은 이러한 시뮬라시옹의
상태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실재의 상황처럼 가공
한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되 이것을 구성하는 디지털 이미지 자체
가 이미지와 실재의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이미지와 실재의 경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과실재로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67)
요컨대 가상현실의 기본 원리로서의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두 가지 의

67) 궁극적으로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을 실재의 부재를 알리는 부정적인 장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원래 보드리야르가 규정했던 바대로
이미지와 실재의 경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의미를 한정해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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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즉 가상현실은 실재를 가상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서의 시뮬레이션이자 이미지와 실재의 경계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의 시뮬라시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서 모두 설명될 수 있다. 시뮬레이
션이라는 기제를 통해 가상현실은 원본과 모사의 구분이 없이 인공적으
로 만들어진 세계를 마치 현실과도 같이 경험하게 되고 인공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수용자가 가상
현실을 체험한다는 것은 가상현실 세계를 마치 자신의 세계처럼 시뮬레
이션하는 것이며, 이로써 가상과 현실, 이미지와 실재의 경계를 교란시
키는 과정에 참가하고 편입된다는 의미이다.

2) 원격현전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본적 원리로서의 시뮬레이션은 디지털 이미지
의 특성들에 기반하여 인공적 세계를 마치 실재처럼 느끼게 해줌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어딘가에 존재
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원격현전’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원격현전이란
어딘가에 나타나 있지만(presence)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tele), 혹은
몸은 여기에 있으되 가상적으로 다른 어떤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식이
며 실시간 접속과 상호소통의 근본적인 원리이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지금 나타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가상
현실은 원격현전이라는 특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68) 가상현실은
“원초적 감각입력을 컴퓨터에 의해서 생성된 정보와 대체함으로써 참여
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라고 규정되며,69) 이것은 곧 가상현실이 원격현전이라는 원리에 기반하
68)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p. 187.
69)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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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스토이어(Jonathan Steuer)에게서 ‘현전’(presence)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 느끼는 존재감(sense of being)”을 뜻하며,70) ‘원격현전’이란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어떤 환경 속에 실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즉 환경에 대한 매개된 지각(mediated perception)”을 의미한
다. 매개되지 않은 환경에 있게 될 때 주위의 물리적 환경은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매개된 환경과 매개되지 않은 환경 두 가지가 동
시에 주어지게 될 경우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가 문제시 된다. 원격현전
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질 때 매개된 환경 속에서 즉각적인 물
리적 환경에서보다 더 실재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71)
이러한 맥락에서 매개된 환경으로서의 가상현실 체험은 공간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지금 나타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현전
이라는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책, 편지, TV, 비디오, 인터
넷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해 원격
현전을 경험할 수 있지만 HMD나 데이터글로브와 같은 장비로 구성된
현대적인 가상현실 시스템에 의해 이것은 더욱 실재감 있게 구현된다.
현실과도 같은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수용자는 가상 세계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으나 자연적 지각만이 아닌 매개된 지각을 토대로 가상적 세계를
70) 이와 관련하여 롬바드(Matthew Lombard)와 디튼(Theresa Ditton)은 현전의 개념
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원격현전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보여
준다. 이것은 친밀함(intimacy), 즉각성(비매개성, immediacy)과 관련된 ‘사교적 풍부
함’(social richness), 매체가 묘사하는 내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가의 사회적 현
실감과 대상이나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지각적 현실감
을 포괄하는 ‘현실감’(realism),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전’(transportation)의 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지각
적 몰입과 심리적 몰입을 포함하는 ‘몰입’(immersion)의 문제, 매체 내 인물이나 대
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매체 내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 within
medium)서의 실재감, 매체 자체가 행위자처럼 상호작용하게 되는 ‘매체가 사회적 행
위자’(medium as social actor)가 되는 경우 등과도 관련이 있다. (이재현, 『멀티미
디어와 디지털 세계 : 뉴미디어란 무엇인가?』, pp. 376-378.)
71) Jonathan Steuer, “Defining Virtual Reality : Dimensions Determing
Telepres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 Vol. 42, 1992, pp. 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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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 원격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원격현전
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뮬레이션 내부에서 현전하는 듯한 환영을 얻기 위
해 노력하는 가상현실과 동일하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환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여기와 다른 장소에 현전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각을 획득하도록 지각적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기반한다.72) 따라서 완
전한 형태의 원격현전은 가상현실과 같은 매체 환경 속에서 비로소 완전
하게 가능해진다.
스토이어에 의하면 이러한 원격현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지 정보의 생생함’(vividness)과 ‘상호작용
성의 정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생함은 매개된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
의 형식적 특성과 관련되며 이것이 풍부할수록 원격현전감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원격현전은 그 자체가 수용자의 움직임을 전송하고 이 움직
임을 통해 대상을 원거리에서 조종하는 상호작용성과 거의 동일한 의미
로 사용되므로 상호작용성의 정도는 당연히 원격현존의 효과를 결정하게
된다.

스토이어가

여기서

말하는

생생함은

“재현적

풍부함

(representational richness)”을 의미하는데, 이 재현적 풍부함은 동시에
전달되는 감각차원의 수인 폭(breath)과 이 지각 채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인 깊이(depth)가 결정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재현적 풍부
함이란 기술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73)

72) Stephen Wilson, Information Arts : Intersections of Art, Science, and
Technology,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2002, p. 527.
73) 폭은 얼마나 다양한 감각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매체의
발전 자체가 이렇게 폭과 관련하여 시각, 청각 뿐 아니라 촉각, 후각에 이르는 다양
한 감각기관에 중첩적인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재현적 풍부함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깊이는 감각기관에 제공
되는 감각정보의 질이나 대역폭과 관련된다. 인간의 감각기관이 완전한 대역폭을 가
지고 작동하는 것에 비해 매체들은 대역폭이 제한적이다. 현전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는 청각의 경우 서라운드 입체 음향 시스템이나 헤드폰 형태의 음향 시스템이 대역
폭의 확대를 넘어 공간 환각(illusion of space)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시각
의 경우 HDTV 영상 시스템이나 HMD와 같은 가상현실 시스템이 대역폭을 확장해
주는 식의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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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현전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상호작용성은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매개된
환경의 형태와 내용을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
미한다. 가상현실은 수용자의 감각기관에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감각적
이고 비언어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며 동시에 수용자의 감각적 반응을 가
상현실 이미지 속에 반영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한다. 상호작
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원격현전도 가상현실이라는 시스템 자
체도 불가능하다. 이때 상호작용성은 속도(speed), 범위(range), 매핑
(mapping) 등의 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높
은 현전감을 경험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험과는 상이하되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된다.74) 이 가운데 상호작용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속도, 즉 반응시간이다. 기존의 매체들에 비해 가상현실 상태의 상호
작용 속도는 거의 즉각적이다. 범위는 매개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속성
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와 그 변화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 공간적 조직화, 소리의 크기, 이미지의
밝기, 냄새 등과 관련된 강도, 주파수 등을 포함한다. 상호작용성을 규정
하는 마지막 요소인 매핑은 디지털 이미지 혹은 매개 환경과 인간 행동
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가상현실은 데이터글로브,
위치 추적기, 음성 인식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행동을 매개 환
경에 그대로 구현하고, 매개환경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다이얼을 돌리면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 컴퓨터 마우스의 움직임
으로 화면이 변화되는 것 등 수용자의 동작이 매개환경 속에서 얼마나
유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지가 매핑의 관건이 된다.75)
74) 이 상호작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
다. 디오다토(Roberto Diodato)에 의하면 이것은 개별적인 정보가 매개된 환경에 완
전히 동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속도와, 주어진 환경에서 가능한 행위의 숫자인 폭,
매개된 환경 내에서 시스템을 자연스럽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Robert Diodato, Aesthetics of the virtual,
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2, p. 4.)
75) 이재현,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 뉴미디어란 무엇인가?』, pp. 378-38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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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속도, 범위, 매핑 등의 요소가 적절하게 갖추어질 때 상호작용
성의 정도는 높아지고 이것이 원격현전감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가상현실은 현실과도 같은 이미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 정보의 생생함, 상호작용성의 정도와 같은 원격현전의 메
커니즘을 통해 수용자가 저기 멀리에서도 현전감을 경험해야만 가능하
다. 수용자가 가상현실을 통해 물리적 시공간과 자신의 현존을 넘어서는
이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상현실 이미지와 장치가 이렇
게 완벽한 수준의 원격현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3) 몰입

시뮬레이션, 원격현전과 더불어 몰입은 기존 이미지나 매체 체험과 크
게 차별화되는 가상현실 체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몰입은 원격
현전의 메커니즘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서 여기 있으되 먼 장소, 즉
“가상 세계에 현전하는 느낌”을 의미하며,76) 이 몰입의 메커니즘이 존재
하기 때문에 가상적인 환경에서도 수용자는 그것을 마치 실제처럼 받아
들일 수 있다. 가상현실에서의 수용 방식은 기존 이미지의 경우와는 완
전히 다른 양상을 띠면서 수용자가 가상의 시공간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즉 가상현실은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통해 구현하
면서 이 상호작용을 실제적인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체험하도록
하며, 이렇게 표상화 된 현실에의 참여와 몰입을 유도한다. 몰입은 이러
한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성이 극대화된 상태이다.
원래 몰입은 체험자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의미의 flow,77) 행위
조.
76)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p. 240.
77) 몰입 이론의 창시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에 따르면 ‘flow’는 무언가에 빠져있는 심리적 상태, 현재 하고 있
는 일에 심취하는 무아지경 상태를 의미한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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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심리적 태도인 commitment, 대상과 자
신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involvement를 모두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예술에서 몰입은 일종의 정신 집중
상태를 일컫는다. 그라우(Oliver Grau)에 의하면 몰입은 하나의 상태에
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변화의 과정이며 이미지와 같은 사태에 정서적
으로 깊이 연루되어 비판적인 거리를 상실하는 상태를 지칭한다.78) 그리
고 이러한 몰입의 상태가 극대화될 때 체험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수용
자는 자신의 지각적 능력의 최대치나 이를 넘어선 상태를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몰입이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 체험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는 몰입의 양상과 강도는
다른 매체나 예술 체험과 분명 차이가 있다.79)
가상현실에서의 몰입이란 immersion의 번역으로서 몰입형 장비를 통
해 체험하는 지각적 몰입의 상태를 의미한다. 몰입은 지각, 심리적 인식
이 외부 세계와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이미지나 디지털 기술을 통
해 다수의 감각에 깊게 관여하거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매체
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하며, 원격현전과 동
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가상현실은 자연상태의 현전이 아닌 기술적
매개에 의한 원격현전 상태에서 수용자로 하여금 이러한 몰입적인 체험
을 하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작동한다. 그라우에 따르면 입
체경(stereoscope)로부터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 장치들은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몇 시간이 한 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지며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상태라고 정
의했다.
78) Oliver Grau, Virtual Art : From Illusion to Immersion, p. 13.
79) 실제로 비징(Lambert Wiesing)과 같은 사람은 몰입을 디지털 매체의 주요 특징으
로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미지 공간으로의 몰입이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도 있었음을 강조한다. 몰입적인 그림, 영화, 가상현실이 있을 뿐이며 몰입 자체가 매
체 간의 특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혜련, 「이미지
수용의 변화 : 읽는 이미지에서 지각하는 이미지로」, 『범한철학』 제70집, 범한철
학회, 2013, pp. 503-5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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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을 더 깊이 이미지 속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80) 가상현실은 사실상 이것이 극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
상현실 시공간의 총체성 속에서 수용자의 인지와 지각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다. 그는 기존의 예술을 통해서는 아무리 사실감을 높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가상현실을 이용한 예술 작품은 생생한 환경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실제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몰입의 효과를 극대
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가상현실 이미지 자체에 여러 지각적 정보가 결합
되어 있으므로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을 주면서 수용자 자신이 실재와
같은 환영의 공간과 환영 같은 실재의 지각이라는 모순적 양상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81)
가상현실에서의 몰입은 이러한 다양한 지각적 정보의 결합 뿐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공간 자체가 지닌 비물질적 성격과도 연관된다. 가
상현실은 아이디어나 은유의 3차원적 재현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며
비물질적인 디지털 이미지에 기반하므로 회화나 사진, 영화, 조각, 연극
등이 지니고 있는 물질성이나 고형성(solidarity)을 지니지 않는다. 이것
은 이미지와 수용자 사이에 경계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체험자
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물질적 장벽을 넘어서 디지털 이미지가 구현하는
사물 사이를 마치 가로지르고 떠다니는 것 같은 체험을 하기도 한다.82)
가상현실은 이러한 비물질적 유동성을 바탕으로 현실과 가장 유사한 재
현물을 보여주거나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되 HMD,
데이터글로브, 데이터 슈트 등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 다른 어떤 매체에
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이미지나 매체 체험과 구별되는 가상현실에 대한 몰입의 정
도는 디지털 가상현실이 지니는 정보의 과잉이라는 특성과도 긴밀한 연
관성을 갖는다. 초기의 디지털 이미지가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80) Oliver Grau, Virtual Art : From Illusion to Immersion, p. 368.
81) Oliver Grau, Virtual Art : From Illusion to Immersion, pp. 13-15.
82) Char Davies, “Osmose : Notes on being in Immersive virtual space”, Digital
Creativity, Vol. 9, 1998,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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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사물의 형태를 식별하기조차 어렵게 했던 반면, 현재의 디지털 이
미지가 지닌 정보량은 이미 인간의 시각으로 한 번에 지각할 수 있는 범
위를 넘어선다. 이 정보의 양은 수용자의 지각을 압도할 정도로 풍부하
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정보는 이미지-수용자 상호작용이 극대화되는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복합적 지각 체험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요소들을
통해 더욱 강렬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라우의 표현
대로라면 이것은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환영의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수용자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시각적 경험에 압도되고 거리두기를 포
기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83)
요컨대 이러한 새로운 환영의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몰입은 디지털 이
미지가 지닌 비물질성, 정보의 과잉 뿐 아니라 가상현실이 요구하는 총
체적인 수용자의 지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극도의 몰입을 경험할 계
기를 얻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가상현실에서의 몰입 상태는 수용자가 “스
크린을 깨고 들어간다”거나 “자신의 몸을 빠져나온다”거나 “시뮬레이션
의 세상에서 자신을 잃는다”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84) 이것은 가상현실
과 수용자의 접속에 의해 상호 간에 존재의 유입을 경험하면서 둘 사이
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다.85) 이때의 몰입 상태는 가상현실 이미지
83) Oliver Grau, Virtual Art : From Illusion to Immersion, p. 152.
84) Erkki Huhtamo, “Encapsulated bodies in motion : Simulators and the quest
for total immersion”, in Critical Issues in Electronic Media, ed. Simon Penny,
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 159.
85) 뒤게(Anne-Marie Duguet)는 이러한 몰입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스크
린이나 화면은 달리 표현해 기계적 한계 또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
운 점은 가상환경에서의 프레임의 소멸,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프레임의 소멸에
의한 이미지의 소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HMD를 착용하고 가상공간 속으로 완전
히 뛰어든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이미지 내부에 있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이미지
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이미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수많은 시각적 재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겠으나 일반적 의미
의 이미지들은 결코 아닐 것이다.” (Anne-Marie Duguet, “Image électronique et
la synthése impure” in Esthétique des arts médiatique, ed. Louis Poissant,
Québec :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1995, p. 182. (김원방, 『몸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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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니는 특수성뿐 아니라 이 가상현실 세계 자체가 수용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이미지나 매체 체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지닐 수밖에 없다.

2. 가상현실 체험에 관한 탈육화론적 접근
1) 가상현실 수용자와 탈육화론

가상현실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시뮬레이션, 원격현전, 몰입의 메커니
즘은 디지털 이미지자체가 지닌 비물질성과 가상성 등의 특성에 기반하
되 존재론적으로 수용자와의 쌍방향성을 상정한다. 특히나 가상성과 같
은 특성은 수용자의 지각을 통해서만 현실화되고 의미를 갖는다. 앞서
디지털 이미지 일반론에서 살펴본 상호작용성이 모든 가상현실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며, 가상현실의 메커니즘 각각은 체험하는 수용
자와 긴밀하게 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은 2차원적 시공간을 3차원으로 재
현하고 이미지와 실재를 교차하도록 만듦으로써 수용자가 마치 실제 공
간에서 지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
용자로 하여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존재하게끔 하는 원
격현전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또한 이렇게 상호작용성이 극대화된 상태
로서의 원격현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상적 시공간에서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
자로 하여금 실제와 같은 지각을 획득하도록 기술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고 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수용자의 지각적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
라서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수용자의 체험과 지
계를 만나다』, p. 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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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능력은 그 어떤 기존의 매체나 이미지 경험에서보다 중요하게 인식
되며, 이렇게 단순한 관찰자에서 적극적인 개입자이자 참여자로 변모되
는 수용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미지와 수용자, 혹은 수용자의 지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
는지 그리고 수용자의 개입과 참여가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가상현실 체험
이 몸을 초월하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줌으로써 인간을 해방시
켜 준다고 보거나 수용자의 몸이 소멸된다고 보는 이른바 탈육화
(disembodiment) 담론이다.
깁슨(William Gibson)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이 탈육화
담론에서 인간은 몸에 의해 구속된 존재이며 사이버 세계는 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장소로서 인식된다. 여기에서 몸은 가상의 세계로 들
어갈 때까지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른바 “고깃덩어리”에 불
과하다. 가상의 세계는 이러한 몸이 지닌 물질성에서 벗어나 몸이 탈물
질화 되는 것을 도움으로써 물리적 시공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가상의 세계에서 추방되는 것은 낙
원으로부터의 추방과 같다는 것이다.86)
이와 관련하여 하임은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를 체험하는 수용자의 탈
육화를 추동하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플라톤주의의 산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즉 사이버 스페이스를 산책하는 사이버 인간들은 몸이라
는 감옥을 떠나 디지털 감각의 세계로 들어왔으며 이들이 배회하는 장소
가 플라톤적 순수 개념과 유비된 형상화된 사물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스
페이스를 플라톤주의의 현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87)
86) 깁슨은 실제로 자신의 저서인 『뉴로맨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사이버 스
페이스에서 비육체의 환희를 좇으며 살아온 케이스에게 이것은 낙원으로부터의 추방
이었다. 그때까지 유능한 카우보이로서 드나들던 바에서는 엘리트답게 처신한다는 것
은 육신을 은근히 무시할 줄 안다는 뜻이었다. 육체란 단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런데 케이스가 바로 육체라는 감옥에 처박혀버린 것이다.” (William Gibson,
Neuromancer, Ace Books, 1984 – 윌리엄 깁슨, 『뉴로맨서』, 열음사, 199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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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체험을 탈육화의 체험으로 규정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가상현
실은 그 자체가 물질성을 지닌 인간과는 다른 비물질적 데이터를 토대로
“몸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며, “현실 세계에 필
적하는 탈육화된, 그리고 점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고 있는 시각적 세
계, 즉 사이버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다.88) 가상현
실은 자연적 실재로부터 일어나는 표상이 아닌 시뮬레이션에 의한 가상
적 표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수용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현
전감을 느끼는 원격현전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원격현전
의 상태는 여기 나의 몸으로부터 벗어나 저기에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 저기 어딘가의 공간에 있는 것은 여기 나의 몸이 아닌 것이
다. 원격현전은 자연적 환경에 대한 나의 자연스런 지각이 아닌 ‘환경에
대한 매개된 지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탈육화론이 주장하는 바
에 의하면 이렇게 매개된 지각에 의해 매개 환경에 접근하는 동안 나의
몸이라는 인터페이스는 무시되고, 매체를 통한 지각의 확장은 이루어지
되 여기 나의 몸은 소멸하게 된다.89)
또한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디지털 이미지는 무한에 가까운 정보를 기
반으로 현실 세계를 재현하거나 가상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고 동시에 인간의 지각 능력을 넘어선다. 즉 현실 세계의 재현이
든 가상세계의 창조이든 디지털 이미지는 무한에 가까운 정보를 이용해
그 한계가 없는 재현의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재현의 범위를 초과하면서
수용자로 하여금 현실에서의 경험하는 이상의 과잉 체험을 하고 지각의

87) 마이클 하임,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p. 150.
88) Ken Hillis, “A Geography of the Eye : The Technologies of Virtual Reality”
in Cultures of Internet : Virtual Spaces, Real Histories, Living Bodies, ed. Rob
Shields, London : Sage publications Ltd., 1996, p. 70.
89) 헤일스(N. Katherine Hayles)는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 탈육화론적인
관점을 이와 같이 비판하면서 몸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의 포스트 휴먼에 대해 재논
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 Katherine Hayles, “Embodied virtuality : Or How
to put bodies back into the picture” in Immersed in Technology : Art and
Virtual Environments,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9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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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넘어서도록 추동한다.90) 이렇게 가상성을 통해 수용자의 정신이
전자적으로 코드화된 정보와 결합되는 동안 몸은 이러한 가상성에 의해
자신의 물질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의 몸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상현실 체험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관점 중 하나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이론이다. ‘사이버네틱스’란 1948년 위너
(Norbert Wiener)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동물과 기계, 생물과 무생물을
동일한 원리에 의해 탐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람의 신경 작용을 코
드화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즉 생물, 무생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제어
와 통신의 과정을 사이버네틱스 이론으로 동일하게 고찰할 수 있다는 관
점이다.91) 이것은 튜링(Alan Turing)이 제안하듯 인간 두뇌 신경망과
컴퓨터 같은 기계가 질료적인 측면에서만 다를 뿐 기능적으로는 동형이
며, 전자신경을 만들어 두뇌에 연결할 수 있다면 두뇌와 유사한 종류의
사고와 기능법칙을 수행할 수 있으되 두뇌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두뇌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두뇌를 코드
화 정보화할 수 있다면 인간 몸과 기계의 구분을 사라질 것이고, 인간은
몸이라는 한계와 경계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
는 것이다.92) 이러한 전망은 단지 몸으로부터의 해방뿐 아니라 새로운
가상의 몸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이보그적인 몸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까
지 이어진다.
피셔(Jeffrey Fisher)에 의하면 사이버 스페이스 속의 가상의 몸은 현
실 몸의 역사와 기억을 부정하고 탈육화되며 초육체적 종합으로 되돌아
온다.

즉

이러한

변증법적인

운동을

거쳐

‘불멸의

시뮬라크

럼’(indestructible simulacrum)으로 종합되고, 이를 통해 “어디든지 가
90) 주형일, 「이미지의 과잉과 실재 : 매체와 메시지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8집, 한국언론학회, 2012, pp. 237-239 참조.
91) Kevin Worwick, I, Cyborg,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2 – 케빈 워릭,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정은영 옮김, 김영사, 2004, pp. 5-6 이인식 해설
참조.
92) 김선희, 「사이보그와 개인동일성의 문제」, 『철학』 제85집, 한국철학회, 2005,
pp. 179-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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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초월적인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93)
이러한 논의들은 가상현실에 의한 탈육화 자체를 정신을 구속하는 몸
으로부터의 해방과 초월로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기술비관론자인 비릴리오의 논의는 탈육화론의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해준다. 가상현실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
지는 않지만 기술적 매체의 발달로 인한 지각과 몸의 소멸이라는 그의
결론은 가상현실에 대한 탈육화론적 접근의 결론과 그 맥락이 맞닿아 있
다. 단 비릴리오에게 있어 매체 경험은 물질적인 몸을 벗어난 해방이 아
닌 기술을 통한 몸의 식민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함의
를 갖는다.94) 기술적 이미지를 바라보는 탈육화 담론 안에서도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릴리오는 동시대의 지배적인 지각 논리를 분석하여 새로운 재현 방
식이 지닌 영향력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매체의 발달로 인해 몸의
소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릴리오에 의하면 매체의 발전을
통한 속도의 가속화는 현실 공간의 축소를 야기하며,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과 같은 사실적인 것과 가상적인 것의 혼합과 혼동 그리고 물질
적 공간과 비물질적 공간의 융합이 궁극적으로는 이 공간의 소멸을 가져
온다. 또한 전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시각 기계의 발달은 일상
적 체험과 다른 지각 체험을 야기하고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지각적 공
백에 의한 지각의 분열을 초래한다.95) 시각 기계와 통신 기술이 만들어
낸 원격촉각과 같이 여기에서가 아닌 저기에서 벌어지는 지각활동은 여
기-몸을 중심으로 한 감각을 훼손시킨다. 촉각이 원격으로 존재할 수 없
으므로 원격촉각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고 이것이 현실 지각에

93) 이재현, 『인터넷과 사이버사회』,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pp. 245-246 참조.
94) 디터 메르쉬, 『매체이론』, p. 197.
95) 비릴리오는 자신의 이론을 ‘드로몰로지’(dromologie)로 규정하고, 현대의 전쟁이란
“매체기술을 이용한 프로파간다이며, 속도의 법칙들로 가득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Paul Virilio, La Vitesse de libeŕ ation : essai, Paris : E�
d. Galile�
e, 1995 - 폴
비릴리오,『탈출속도』, 배영달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pp. 50-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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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릴리오에게 있어 매체의 발달로 인한
가상 공간의 확장은 실제 공간의 소멸을 의미하며 가상적인 몸의 등장은
실제 몸의 소멸, “기술을 통한 몸의 식민지화”96)를 의미하는 것이다.97)
물론 비릴리오의 관점은 매체 비관론과 융합되어 탈육화론 중에서도
매우 극단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탈육화론은
이렇듯 가상현실을 비롯한 매체가 수용자의 몸을 삭제하거나 정보화되고
가상화된 몸에 통합시킴으로써 몸이 지닌 위상을 탈각시킨다는 것에 동
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기저에는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으며
정신이 몸의 우위에 놓여있다는 심신이원론이 자리하고 있다. 이 관점에
서 몸은 정신을 담는 용기에 불과하며, 기술적 요소들은 몸으로부터 정
신을 해방시키거나 원격현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몸을 소멸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용자의 지각적 활동에 방점을
두기는 하되 이것을 주로 몸이 아닌 의식의 층위에서 파악함으로써 몸을
유리시키는 것이다.

2) 탈육화론적 접근의 한계
이렇듯 가상현실과 수용자 관계에 대한 탈육화론적 입장은 수용자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정작 이 체험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인 몸의
영역은 배제한다. 시뮬레이션이나 원격현전과 같은 상태는 육체이탈의
열망이 실현되는 상태이며, 매개된 환경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몸과 같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잊혀질 때 이러한 시뮬레이션과 원격현전
의 상태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98) 또한 몰입 역시 여기에 있
96) 디터 메르쉬, 『매체이론』, p. 197.
97) 심혜련, 「매체, 몸 그리고 지각」, 『한국영상학회논문집』 제14집, 한국영상학회,
2016, p. 126 참조.
98) 박선희, 「탈육화 담론의 비판으로서 육화이론」, 『언론정보연구』 제47집, 서울대
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pp. 213-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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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몸을 떠나 저기에 존재하는 가상의 몸을 상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파
악한다. 즉 이러한 체험 과정이 수용자의 의식과 몸을 분리시키고 여기
의 내 몸과 저기의 가상적인 몸을 분리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에 대한 매우 제한된 분석
일 뿐이며, 우리가 가상현실과 같은 사이버 스페이스로 들어가 가상성을
구성할 때 몸 혹은 물질성이 활용되고,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심신 이원론적 입장에 기반
한 “물질성과 신체성의 체계적인 평가 절하”99)의 일환으로서, 수용자의
지각 활동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몸의 운동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자연적 시공간이 아닌 가상의 시공간이기는 하나 이
시공간에서의 지각적 체험은 분명 지금 여기에 있는 실제 내 몸에 의한
것이며, 단지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사실상 매개된 환경에서 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궁극적인 인터페
이스”(ultimate interface)는 몸이고,100) 이 몸의 운동이 가상현실 체험
을 가능케 한다. 이때 몸은 감각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정신에 이르게
하는 채널이자 정신을 외부로 표시하는 장치이며 외부의 타자에 커뮤니
케이션 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101) 즉 탈육화 담론이 탈육화된 상태라
고 말하는 가상현실에서의 시뮬레이션이나 원격현전 상태는 사실상 몸
자체가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며, 기술적으로 육화된 몸이 확
장된 상태이지 의식만 존재하고 몸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기술철학자인 아이디에 의하면 이러한 체험에서 나의 몸과 가상적인
몸은 유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여기-몸(here-body)은 현실생활과 연
99) N. Katherine Hayles, How We Become Posthuman :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캐서린 헤일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플래닛,
2013, p. 101.
100) Myron Krueger, Artificial Reality Ⅱ, Mass. : Addison-Wesley, 1991, p. 19.
101) Flank Biocca, “The Cyborg’s Dilemma : Progressive Embodiment in Virtual
Environment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3, 199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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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특정

장소를

점유한

감각적

몸이다.

이와

달리

몸-바깥의

(out-of-body) 경험 형태를 갖는 몸은 가상적인 몸이자 이미지-몸
(image-body)이다. 이 가상적 이미지-몸은 여기-몸이 아닌 저기-몸이
지만 이것은 여기-몸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상적인 몸은 새로
운 위치에서 육화된 지금-나이자 여기-몸이라는 것이다.102)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여기-몸은 기술로서 육화되어 저기의 가상적 몸, 이미지몸으로 확장되는 것이지 소멸되거나 유리되는 것이 아니다. 매체를 통해
가상화된 수용자의 경험은 현실의 몸에 기반한 것이고 이것은 결코 매개
된 지각과 유리된 것이 아니며 저기-몸은 여기-몸과 분리된 것이 아니
다. 시뮬레이션은 장치들과 결합된 여기 내 몸의 운동을 컴퓨터가 데이
터화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몸이 저기에도 존재하는 원격현전과
같은 상태 역시 가상적인 저기 몸과 연결된 여기 몸의 활동에 철저히 의
존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의 이미지에서와는 다른 가상현실에
서의 몰입 또한 수용자의 시각만이 아닌 수용자 몸 전체의 운동이 작동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가상현실 체험 속에서 몸과 이미지는 감각 기
관들이 인터페이스와 연결되고 몸의 움직임과 활동이 인터페이스의 일부
가 되며, 감각운동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합체되고 융
합되는 것이다.103)
예컨대 가상현실이 가능케 하는 ‘온몸몰입’(full-body immersion)과
같은 상태는 현실의 몸이 이 가상성 구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체험적, 직
관적으로 보여준다. 기존 이미지에서 몰입은 이미지와 수용자 간의 거리

102) Don Ihde, Bodies in Technology, Minneapolis, MN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 돈 아이디, 『테크놀로지의 몸』, 텍스트, 2013, pp.
43-44.
103) 비오카는 이렇게 인간의 몸과 인터페이스가 연계되는 과정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
명한다. 첫 번째 수준은 감각 연계의 수준으로 감각기관들이 인터페이스와 연계되는
정도를 말하며, 두 번째는 운동 연계 수준으로 몸의 움직임과 활동이 인터페이스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감각운동의 조정으로서 물리적 환경에서 상호작
용할 때 나타나는 피드백의 과정을 말한다. (Flank Biocca, “The Cyborg’s
Dilemma : Progressive Embodiment in Virtual Environments”,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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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었으나, 온몸 몰입은 수용자와 이미지 사이
의 물리적 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수용자는 장치들을 자
신의 몸으로 직접 조작하고 이를 통해 가상 이미지 속에 진입하여 이 이
미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다.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소멸되는 가운데 수
용자 몸의 활동은 이미지와의 교류로 인해 더욱 활발해지며, 이미지와
인터페이스, 수용자의 몸은 그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작용한다. 온몸 몰
입의 상태에서는 기술 장치로써 가능한 가상현실 이미지와 이것에 참여
하고 이것을 작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수용자가 자신의 몸이라는 인터페이
스를 통해 장치-작동자라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상호 연계되며, 이때 인
터페이스는 가상현실과 몰입자로서의 수용자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연결
하는 역할을 한다.104) 이 몰입의 상태를 통해 이미지와 교류하면서 이를
변형시키는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는 것은 분명 기술적 장치와 융합되어
운동하는 몸이다.
실제로 샤 데이비스(Char Davies)의 대표적 가상현실 예술작품인
<Osmose>(1995)와 <Ephemere>(1998)는 가상공간에 몸이 적극적으로
연루되는 이러한 온몸몰입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샤 데이비스 스스로가
언급하듯 이 가상현실 체험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자가 이 가상공간에서
존재의

중심(centre-of-being)으로서의

자신의

내적인

몸(interior

body)을 어떻게 감각하는가이다. 샤 데이비스에게 있어서 가상현실은 몸
이라는 존재를 탈피하여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위치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105) <Osmose>의 경우 3차원의 그리드로
표시되는 데카르트적 공간을 시작으로 한 12개의 가상공간 속에서 ‘몰입
자’(immersant)라고

불리는

관객은

HMD와

모션

트래킹(motion

tracking) 자켓을 장착한 채 이 가상세계를 체험한다. <Ephemere> 역
시 <Osmose>와 유사하게 몰입자인 관객이 3개의 공간을 탐색하는 방
104) 전혜현, 「뉴미디어 아트에서의 매개된 몰입에 관한 연구」, 『미학』 제74집, 한
국미학회, 2013, pp. 98-99 참조.
105) Char Davies, “Osmose : Notes on Being in Immersive Virtual Space”, p.
7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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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작품들에서 관객은 자신의 호흡과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가상공간과 상호작용 하고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마치 잠수부와도 같이 유영하면서 실제 세계와 이질적인 새로운 공간을
경험한다. 이때 관객의 시선이나 위치, 호흡 등은 자켓과 HMD를 통해
즉각적으로 측정되어 컴퓨터에 전달되고 컴퓨터는 이 데이터에 맞추어
세계를 재구성하면서 이를 관객에게 펼쳐 보인다.106) 즉 수용자는 이미
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이미지 속에
존재하며 몰입자로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미지와 상호작용하고 상호
침투한다. 몰입자로서의 수용자는 가상현실을 통해 자신이 처한 물리적
세계에서 이탈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물리적 지각적 세계에 이 이미지
들을 결합시킨다.
이러한 온몸 몰입 상태는 수용자의 몸이 탈육화론에서 말하듯 정신으
로부터 유리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이미지 구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
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육화 담론이 몸으로부터의 해방이라
고 말하는 경험의 순간조차도 역설적으로 몸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가
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현실과 수용자의 관계를 더 면밀히 고찰해
보기 위해서는 기술과 몸의 관계를 탈육화가 아닌 육화의 관계로 바라보
는 관점이 요구된다.

106) http://www.immersence.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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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혼합현실과 수용자 몸, 지각

가상현실 체험에 대한 탈육화론적 접근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체험에 있어서 수용자 지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지각을 가능
케 하는 몸의 영역은 배제하고 지각과 몸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이 이미지 체험이 지니는 실질적인 상황을 명확히 규명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현실이 또 하나의 현실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체험 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디지털 이미지,
HMD, 데이터 글로브 등과 같은 기술적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장치
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용자와 이미지 사이에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용자의 몸이다. 또한 기술적 장치들에 의해 확장되는 지각은
몸과 분리된 작용이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는 나의 몸의 작용으로서 파악
되어야 한다. 지각은 세계와 맞닿은 가장 원초적인 인식능력이면서 수용
자와 세계를 매개하는 작용이므로 모든 매체나 이미지 체험에 있어 필수
적인 조건이다. 더욱이 가상현실은 관조하고 감상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기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체험 방식, 즉 시뮬레이션, 원격현전, 몰
입이라는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몸의 운동,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복합적
인 지각과 수용자와의 쌍방향적 소통을 요구하므로 이 이미지 체험에서
몸과 지각은 세계를 이해하는 일차적인 통로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력하
게 요청받게 된다. 지각 작용은 수용자의 몸과 유리될 수 없는 몸의 작
용으로서, 디지털 이미지라는 세계와 수용자의 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
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상현실과 수용자의 관계는 몸과 유리된 탈육화 담
론이 아닌 세계를 몸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몸을 정신과 세계의 연속체
로 이해하는 육화 담론으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비롯한 모든 현실을 가상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의 혼합으로 바라보는 혼
합현실 패러다임은 이러한 육화론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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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혼합현실 패러다임은 인간, 테크놀로지,
세계 사이의 육화관계와 상호관계가 항존하고 이들 사이의 경계가 뚜렷
하지 않은 현실을 상정한다.107) 혼합현실은 통상적으로 기술적 결합 과
정을 통해 가상과 현실의 두 세계가 혼재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증강 가상’(augmented virtuality)을 의미하지만 최근의 미디
어 이론가들은 이 범위를 확장하여 가상세계와 수용자 세계의 혼합과 상
호작용을 모두 포괄한다. 혼합현실은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가상적 세계
와 물리적 세계가 얽혀있는 확장 가능한 현실이며, 이 현실에서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수용자의 몸과 지각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가상
현실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가상과 수용자의 몸이라는 현실이 혼재된 혼
합현실 이미지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현실 이미지 체
험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는 세계를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고정적인 주체
-대상, 이미지-실재의 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주체의 의식만큼이나 몸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이 새로운 현실과 체험을 규명하
기에 매우 유용한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는 기존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던 관념론과 실
재론,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주체와 세계를 바라보고
자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체와 대상 그리고 실재와 이미지의 관계는
애매하고 교차적이며 서로 얽혀있다. 이렇게 바라본 주체와 세계의 관계
는 이분법적인 주체-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그 경계가 불분명한 유동적
이고 변화무쌍한 것이다. 또한 지각은 세계와 교류하는 몸의 작용이자
주체와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가상현실에서의 주체와 대상, 즉 가상현실 이미지
와 수용자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가상
화하고 각각의 잠재성을 끌어올리는 주객이중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때
수용자의 몸과 이 몸의 활동인 지각은 주체와 이미지, 주체와 대상을 연
107) 박선희, 「탈육화 담론의 비판으로서 육화 이론」, p. 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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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줌으로써 가상현실을 완성시키고 무한한 의미를 창출할 가능성의 원
천이 된다. 그렇게 가상현실은 디지털 이미지가 구성하는 가상과 수용자
의 몸, 지각이라는 현실이 혼재된 혼합현실로서 변모되며, 동시에 실재
의 확장과 지각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자 역량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혼합현실 패러다임에 기초한 가상현실과 수용자 간의 관
계를 제시하기 위해 우선 이론적 토대로서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몸, 지각 이론을 검토해 보고, 이에 기반하여 기술 매개적인 몸과 코드
화된 몸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과 수용자 간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 수용자 몸과 지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
다. 이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적 이미지와 융합되고 교류하는 수용자 몸
과 지각이 새로운 현실로서의 혼합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 혼합현실을 구성하는 코드화된 몸
1) 베르그손의 이미지로서의 몸

관념론과 실재론의 대립이라는 철학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베르그손에게 있어 이미지와 실재, 주관과 객관은 그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혼합현실과
가상현실 이미지와 수용자 관계에 베르그손을 도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베르그손에게 있어 가장 특이한 지점은 『물질과 기억』 1장
에서 어떤 대상의 심상이나 재현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관념을 뒤
엎고 모든 물질을 이미지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원론이 지닌 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며, 베르그손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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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 논리로 작용한다. 또한 이로써 물질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대상 세계에 대한 일시적인 반영물로서 취급되던
이미지의 존재론적 위상, 그리고 고정 불변하는 것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관념은 베르그손에 의해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베르그손은 이미지에 전통적인 이미지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와 보
다 상승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한다. 오랜 철학적 전통 속에서 이미지
는 원본에 대한 모사나 의식 내적인 정신적 대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열등한 가상적 현상의 계열에 속해 있는 것이며, 실재에
관한 표상적 내용을 함축하는 정도에 있어서 추상적 관념이나 개념에 뒤
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참된
실재의 불완전한 가상도 아니고 순수하게 주관적인 표상도 아니며, 우리
의식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우리로부터 독립적인 실재라는 모순적인 현상
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108) 베르그손에 의하면 우리에게 경험적 자료
로서 주어져 있는 것은 오직 이미지뿐이다. 즉 이미지는 실재론자들이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것이며, 또
한 동시에 물질계의 운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된 정신적 구성
물인 표상과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물질은 ‘이미지들’의 총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
로 의미하는 것은 관념론자가 표상이라고 부른 것 이상의 존재, 그리고
실재론자가 사물이라고 부른 것보다는 덜한 존재, 즉 사물과 표상 사이
의 중간 길에 위치한 존재이다.”109)

베르그손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상식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면서 우
리가 철학 이론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108) 김재희,『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pp. 55-56.
109) Henri Bergson, Matière et mémoire, Paris : Press Universitaires de France,
1896, p. 1 – 앙리 베르그손,『물질과 기억』, 박종원 옮김, 아카넷, 2005, p. 22.
(이하 MM으로 약칭. 이하 원본과 한역본 쪽 수를 함께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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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의미에서의 이미지”110)이며, 지각되는 것은 규정되고 닫혀있는
실체로서의 물질이 아니라 이미지라고 주장한다.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
은 관념론자가 말하듯 물질적 대상이 정신 안에 존재한다고 하면 몹시
놀랄 것이고 실재론자가 말하듯 그것이 색깔이나 저항, 소리와 같은 감
각적 속성 등과 관계없는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해도 놀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물질적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지각하는 대로 여러
감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르그손에게 있어 이미지로서의 물질은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
고 언제나 운동의 상태에 있으며 부동의 점으로 채워지는 기하학적 공간
이 아닌 일종의 흐름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매순간 변
화하지만 안정되어 있고 허상이나 환상은 아닌 것으로서 사물과 표상의
중간 단계를 표시하며, 이것이 베르그손이 말하는 바 사물과 표상의 중
간 단계인 물질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물이
란 내가 지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지각하는
바 그 자체로 생생하다는 것이다.111) 물질은 곧 이미지라는 주장을 통해
베르그손은 물질을 추상적인 실체로 두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표상
을 주관적이고 내재적인 것으로만 보는 전통적인 관점을 거부하고자 한
다.112) 베르그손은 이렇게 물질을 정신과 물질의 매개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의 총체로 바라봄으로써 이미지와 실재라는 이분법 자체를 해체했
으며, 물질을 고정적인 것이 아닌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했다.
물질과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 속에서 베르그손은 두뇌와 신경체
계를 포함한 우리의 몸을 이러한 이미지 중 특별한 이미지로 바라본다.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수용하는 주체로서의 몸은 다른 기반을 지닌 것이
110) MM, p. 11(37).
111) 베르그손은 이것이 버클리 식의 “존재는 지각된 것이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이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미지이며 우리가 지각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모든 지각에 독립적으
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p. 54 참조)
112) 김재희, 「베르그송의 이미지 개념」,『철학연구』 제56집, 대한철학회, 2002,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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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이미지로서의 물질이라는 동일한 존재론적 토대 위에 놓여 있는 이
미지들이다. 베르그손은 몸을 단순히 정신을 담는 용기에 불과하거나 자
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적인 것으로 보았던 기존 철학의 입장에
서 벗어나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 했다.113) 데카르트와 같은 근대철학자들에 있어서 몸은 정신의 하위
개념에 불과한 것이었다.114) 그러나 베르그손은 몸이 살아있는 생명체라
는 것에 주목함으로써 몸에 대해 데카르트가 지닌 관념을 어느 정도 극
복하고 몸에 대한 관념을 재정립한다.115) 물질이 사물과 표상의 중간에
위치한 이미지인 것처럼 우리의 몸 역시도 그 중간 지점에 놓인 이미지
이되 다른 물질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이미지라는 것이다. 이미지들은
물질로서 자연적 법칙에 따라 서로 간에 작용하고 반작용하지만 어떤 이
미지는 자극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고유한 방식으로 반응
을 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몸’(corps)이라는
113) 데카르트 식의 이원론적 실체관이 왜곡시킨 몸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작업은
정신주의적 실재론에 의해 진행되어 있었고, 비랑을 효시로 하여 라베송과 라슐리에
를 거쳐 베르그손에 이르는 이 흐름은 데카르트가 동물정기로 이루어진 자동인형이
나 기계로 폄하한 몸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했다. (홍경실, 「베르그손으로부터 메를
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으로」, 『베르그손의 철학』, 인간사랑, 2005, p. 196.)
114) 데카르트는 심신이원론을 토대로 정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몸을 영혼이 없는
사물로 규정했다. 데카르트의 정념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 외부사
물이 정신에 주어지는 방식은 사물의 자극이 인간 몸에 전달되고 이 자극이 몸의 송
과선을 통해 정신의 영역인 감각으로 변형되는 것처럼 수동적이며, 이런 과정 속에서
는 몸의 역할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능동적인 것은 오직 정신이고 몸은 이러한 능
동성이나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즉 데카르트에게 있어 의식은
몸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몸은 단지 세계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
다. 그에게 있어 몸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이고 추상적 연장성에 의해
파악되었고, 몸의 작용은 자연히 기계적 작용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그의 철학적 사유
속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한편으로 내가 오직 사유하는 것이고 연장된 것이 아닌 한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물체가 오직 연장된 것이
고 사유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물체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내 신체와는 실제로 다르고, 신체 없이 현존할 수 있다고 단언하게 되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p. 109.)
115) 주성호, 「베르그송의 신체 철학에 숨겨진 현상학적 신체론」, 『철학과 현상학 연
구』 제23집, 한국현상학회, 2004, p. 2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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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다.

“여기에 외적 세계의 이미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의 신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신체가 주변의 이미지들에 가한 변양들이 있다. 나는
외적인 이미지들이 내가 나의 신체라고 부르는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를 잘 안다. 그것들은 나의 신체에 운동을 전달한다. 또한 나의 이
신체가 외적 이미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는지를 안다. 나의 신체
는 그것들에게 운동을 되돌려준다. 따라서 나의 신체는 물리적 세계의
전체 속에서 다른 이미지들처럼 운동을 받고 되돌려 보내면서 작용하는
이미지이며, 단지 자신이 받을 것을 되돌려 보내는 방식을 어느 정도까
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116)

이 이미지로서의 몸은 외부로부터 파악되는 동시에 내부에서도 알 수
있는 이미지이며, 모든 이미지들 가운데에서 대상들에게 실질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이미지이다. 즉 몸은 내가 외부로부터 지각을 통해 인
식할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정념을 통해 인식하는 이미지이다. 이 이
미지는 다른 이미지들과 달리 결정된 방식으로 운동을 주고 받지 않고
이미지들의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 선택의 여지라는 시간적 간격을 도입
한다. 나의 몸은 “대상들에 대해 특권적 위치를 점하며”117) 다른 이미지
들은 나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배열된다. 몸은 행동
의 중심으로서 외부의 이미지들에게 자동적 과정 이외의 영향을 행사하
지만 아무렇게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선택은 “주변의 이미
지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다소간의 이점에 의해” 이루어진다.118) 그
리고

이

선택의

여지는

시간적

간격을

확보함으로

‘비결정

성’(indétermination)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의 몸과

116) MM, p. 14(41).
117) MM, p. 15(42).
118) MM, p.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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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아있는 신체와 물체의 차이는 단지 운동 방식의 차이, 작용 반작
용 사이의 속도, 시간적 간격에서의 정도 차이만 있으며 바로 이 차이로
인해 나의 몸과 같은 특별한 이미지들은 세계의 여기저기서 ‘비결정성의
중심들’(centre d’indétermination)을 이루고 우주 전체에 새로움의 생성
이 가능하도록 한다.119)
이렇게 베르그손에게서 이미지는 대상의 주관적 표상이나 실재의 모사
가 아닌 실재 그 자체이다. 또한 몸은 표상과 사물의 중간 지점에 위치
한 이미지 중에서도 특별한 이미지로서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
는 것이며, 능동적으로 세계를 선택하되 동시에 이것과의 끊임없는 교환
과 침투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이미지로서의
몸은 물질성을 공유하며 이미지인 세계와 소통하는 토대이자 이 세계를
구축하는 원동력이다.
베르그손의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 개념은 디지털, 가상현실 이미지를
단지 가상의 이미지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자체로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으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시각과 일치한다. 가상현실 역시 몸을 통해
현실화되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몸은 기술에 의해 확장된 몸으로서 가
상현실과 연결된다. 이미지라는 동등한 존재론적 층위에 기반하여 가상
현실 이미지와 수용자의 몸 이미지가 그 경계를 가로지르며 상호침투되
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 이미지는 베르그손의 이미지와 같은 실재로
서의 이미지이며, 이를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과 동일한 위상을 지니고
교류하는 이미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와 몸의 관계, 이미지와 수용
자와의 관계는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현상적인 몸과 세계의 관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119) MM, p.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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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를로-퐁티의 현상적인 몸, 몸틀

기술-몸의 육화, 이미지-수용자 몸의 상호관계를 논함에 있어 메를로
-퐁티의 몸 개념은 이론적 틀로서 매우 유용하다. 그가 말하는 몸은 주
객이중성을 띤 육화된 정신으로서의 현상적 몸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적인 심신이원론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으되 베르그손의 몸에 대한 이
해는 여전히 몸과 분리된 영역에 대한 형이상학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
다. 또한 몸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에는 주목하지만 여전히 사물
과 행하는 객관적 작용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베르그손의 몸에 대한
관념에는 여전히 심신이원론적인 구도에서의 육체라는 객관적 의미와 탈
이원론적이고 현상학적인 몸이라는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120) 메를로퐁티는 베르그손에게서 그 단초가 보였던 세계와의 교호 과정으로서의
몸의

문제를

더욱

정교화하고

‘체험된

몸’(corps

vécu),

‘현상적

몸’(corps phénoménal)을 자신의 철학적 핵심 개념으로 삼으면서 베르
그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관념론과 실재론을 비판하는 가운데 자신의 철학적 개념들을 정초했던
베르그손의 논리와 유사하게 메를로-퐁티는 합리론(지성주의)과 경험론
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 지성주
의자나 경험주의자에게 있어서 몸은 영혼이 없는 사물에 불과하거나 기
계적 장치 혹은 감각을 수용하는 수동적 수단으로서 자연과학적 분석의
대상 정도로 간주되었을 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즉 메를로-퐁티
가 비판하는 바 근대 철학에서의 몸은 일종의 사물로서, 체험하는 ‘고유
한 몸’(corps propre)121)에 대비되는 객관적 대상이었다. 메를로-퐁티는
120) 홍경실,「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우리의 몸에 대한 이해 비교」,『철학』 제
95집, 2008, p. 93 참조.
121) Maurice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
Gallimard, 1945, p. 84 -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
학과 지성사, 2002, p. 130. (이하 PP로 약칭. 이하 원본과 한역본 쪽 수를 함께 기
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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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이 언급하는 현상학적 경험의 구조를 받아들이되 순수의식이 아닌
육화된 의식으로서의 몸을 자신의 철학의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이
를 극복하고자 한다.122) 메를로-퐁티는 의식을 절대화하여 정신의 능력
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보다 더 참다운 세
계라고 보는 것에 반대하면서, 기존의 철학이 정신이나 의식을 몸과 완
전히 이분화시키고 인간의 정신을 절대화함으로써 몸을 통해 직접 체험
되는 구체적인 세계를 경시했다고 비판한다.
후설에 의하면 의식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세계와 더불어 있고 언제나 그것과 상
관관계 속에 있기는 하지만 원리상 그 세계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절대
의식 또는 순수의식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세계는 이렇게
순수의식에 의해 구성되거나 의식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
재와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
는 이와 같은 세계와의 필연적 관련성을 전제하면서 인간 존재가 세계와
관련을 맺는 것은 순수의식이 아닌 몸으로서이며, 이러한 몸으로서의 인
간 존재가 이미 세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메를로-퐁
티에게 있어 기존의 철학자들이 믿었던 바대로의 순수한 의식이란 존재
하지 않는다. 우리가 몸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투명한 의식은
살아있는 신체적 행동의 추상화에 불과하며, 투명한 의식과 신체적인 행
동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순수한 의식이란 없고
세계 속에서 ‘육화된’(incarné) 것으로 존재하는 의식이 있을 뿐이다. 이
렇게 세계 속에 존재하는 육화된 의식이 바로 몸이고 순수한 의식으로서
122) 후설은 세계 자체가 인간의 경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
하는 기존의 자연적 태도에 반하여,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의식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의식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 개념화에 의해 분류되
고 분석되기 이전의 원초적 경험과 지각, 표상, 상상, 판단, 느낌 등 의식의 직접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후설은 의식을 단편적인 대상에 대한 일시적이고 개별적
인 인상이 아닌 하나의 흐름이며, 무엇에 대한 것으로서 파악한다. 이때 대상은 의식
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의식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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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이 아닌 이러한 몸이 바로 주체이며 ‘나’이다. “나는 나의 몸 앞
에 있지 않고 나의 몸 안에 있다. 아니 차라리 나는 나의 몸이다.”123)
이렇게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몸은 경험론자나 합리론자의 주장과
는 달리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물질 혹은 정신의 하위에 있는 단순한 사
물이거나 단순히 감각이 수용되는 용기가 아닌 정신적인 기능을 함께 수
행하는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서 이해된다. 애초에 순수의식이란 존재하
지 않으며 의식과 몸이 분리될 수 없듯 세계나 대상도 몸과 물질성을 공
유하며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특수한 과학적 물리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대상적이고 객관적인 몸이 아니라 세계 속에 살아있고 그
속에서 체험하는 ‘체험된 몸’, ‘현상적 몸’이다.

“객관적 신체는 현상적 신체의 진리, 즉 우리가 체험하는 그대로의 신체
의 진리가 아니고, 그 왜소한 상일뿐이다. 영혼과 신체의 관계 문제는
개념적 존재만을 가지는 객관적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상적 신체에
관한 것이다. 오직 진리인 것은 우리의 열린 개인적 실존이 획득된 고정
된 실존의 최초의 지층에 의지한다는 점이다.”124)

즉 메를로-퐁티에게서 몸은 현상학적 몸으로서 이미 이 세계에 속해
있고 그것의 일부이면서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주객 이중성을
지닌 육화된 정신이다. 심장이 유기체 안에 있는 것처럼 주체의 고유한
몸은 세계 안에 있으며,125) 세계를 향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적 몸이 세계와 관련을 맺는 근본적인 조건으로 메를로퐁티는 ‘몸틀’(schéma corporel)을 언급한다. 몸틀이란 일반적으로 외모,
신체적 운동, 위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와의 소통관계를 전제하되

123) PP, p. 175(238).
124) PP, p. 493(644).
125) PP, p. 2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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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중 특별한 이미지로서 몸을 바라본 베르그손의 다소 막연한 몸
개념보다 훨씬 더 진전된 방식으로 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몸틀 개념을 도입한다. 메를로-퐁티의 몸을 통한 주객 상호작용의 메커
니즘은 사실상 이 몸틀 개념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완성된다. 정
신병리학자인 쉴더(Paul Ferdinand Schilder)에 의하면 이것은 모든 사
람이 자신의 몸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3차원적인 신체상이
자 몸의 통일적 표상으로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명이 배제된 기계론적
몸으로서는 구성될 수 없고 내적 의식과 몸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기적인 몸’(animated body)을 전제로 한다.126) 메를로-퐁티는 쉴더의
이러한 생기적인 몸 개념을 수용하여 몸틀을 나의 고유한 몸이 세계와의
끊임없는 교류와 교환을 통해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알려
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는 초기『행동의 구조』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몸이 구조
화되는 형태, 혹은 몸의 지향적 행동이 일정한 구조적인 형태를 띠며 작
동하는

것을

일컬어

‘감각-운동적

아프리오리’(a

priori

sensori-moteur) 혹은 ‘실천적인 범주들’(catégories practoques)127)이
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각의 현상학』에서의 ‘몸틀’ 개념으로
발전시킨다.128) 메를로-퐁티는 기존의 몸틀에 관한 이론이 심리학적인
연상론에 입각해 있음을 비판하면서 더욱 정교화된 몸틀 개념을 전개해
나간다. 연상론에 따르면 몸틀은 나의 몸의 전반이 나에게 주어질 때 병
렬된 여러 기관들의 집합체로 주어지지 않고 나의 기관이 어디 있는가를
곧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126) Paul Ferdinand Schilder, The Image and Appearance of the Human Body,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8, p. 283. (하피터, 「메를로퐁티와 쉴더에 있어서 신체도식 개념」, 『시대와 철학』 제85집, 한국철학사상연구
회, 2009, p. 203에서 재인용.)
127) Maurice Merleau-Ponty, La Structure du Comportement, Paris : Pres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2, p. 110.
128)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
학사, 2004,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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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과정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몸틀에 관한
이들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되 이것을 세계와의 상관관계
속에 정초하면서 몸틀이란 “몸이 세계에로의 존재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129)이라고 정의한다. 즉 몸틀은 경험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연
상적인 내용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에 선행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연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라는 것이다. 우리 몸은
모자이크 식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몸틀은 이러한 총체적인 몸이 세계나 상황을 포착하고 세계로
확장해 가도록 도와주는 원리이다.130)
이러한 몸틀 개념은 메를로-퐁티의 지향성(intentionalité)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31) 즉 몸틀은 지향성을 토대로 그 구조를 변경한
다.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지향성은 이른바 육화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향성 개념을 통해 메를로-퐁티는 기존의 몸틀 개념과 차별
화될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그것은 몸의 작용, 감각-운동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 원리로서 메를로-퐁티가 ‘지향호’(arc
intentionnel)라 지칭하는 것이다. 육화된 의식인 몸은 언제나 대상을 지
향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향해 있기 위해서는 마치 서치라이트와도 같이

129) PP, p. 117(169).
130) PP, p. 114(166-167).
131) 몸이 세계로 향한다는 것은 몸이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향성 개념
은 메를로-퐁티가 후설에게서 이어받아 확장시킨 것으로 의식이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의식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세계나 대상에로 향해져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후설에게 있어서 지향성은 의식의 본질로서 인간의 의식이란 대상과의 경험적 관계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관념에 기초하여 논의되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의식의
지향성을 몸이 세계를 향해 지향하는 운동적 지향성, 육화적 지향성으로 확장시키면
서 몸이 육화된 의식으로서 세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향적으로 작동되며, 근본적으
로 역동성을 지닌 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몸은 세계 안에 있으면서 세계와
물질성을 공유하고 세계를 향해 열려져 있으며, 몸이 하나의 대상으로 향할 때 그것
은 이미 몸에 의한 선택이고 몸에 의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게서 몸은 이러한 지향성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는 것이며, 따라서 몸
은 세계를 향한 지향성을 활성화시키고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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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스스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벡터를 필요로 한다. 지향호는 이러
한 벡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과거와 미래, 환경
과 물리적 상황, 이데올로기나 도덕적 상황을 투사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관계 하에서 상황을 맞게끔 한다.132) 이 지향호에 기초하여 몸틀은 세계
로 향해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다.
몸은 이러한 지향호를 토대로 세계로 향하고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한 습관의 획득을 통해 몸틀을 변형시켜 나간다. “습관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로의-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새로운 도구들
에 의해 우리를 합병시킴으로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표현”
하며,133) 따라서 몸틀, 몸의 구조화, 습관의 획득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장님의 지팡이는 그의 몸에 병합됨으로
써 “더 이상 장님이 지각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그것과 함께 지각하는
도구이며 그것은 신체의 부속기관이자 신체적 종합의 연장이다.”134) 즉
“습관을 획득하는 것은 몸틀을 개조하고 개선하는 것”이고,135) 새로운
습관을 획득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지성적인 것도 아니며 몸
이 세계 내의 목적을 향해 자신을 수렴시키고 운동해 가는 또 다른 방식
을 계속해서 획득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우리
의 몸은 이러한 몸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기본 구조를 형성
한다.
요컨대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주체로서의 몸-세계 상호관계의 통일성
은 이렇게 몸틀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몸틀은 공간적, 시간적인 것의 통
일성, 상호감각적인 통일성, 몸의 감각-운동 간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
는 경험 가능성의 근거로서 몸이 다른 사물과 차별화되는 것임을 나타낸
다. 몸이 지각하는 지각의 세계는 항상 전체적인 하나의 세계로 지각이
되며, 몸이 세계 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달라지면 세계를 향
132)
133)
134)
135)

PP,
PP,
PP,
PP,

p.
p.
p.
p.

158(218).
168(229).
178(241).
16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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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를 위해 집중하고 통일하는 방식도 달라
지게 된다. 이렇게 몸틀을 기반으로 몸과 세계 내의 사물들은 구조화되
고, 이 구조를 교환하며 상호작용한다. 몸틀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러한 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며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다.

“따라서 그것(습관)은 신체도식(몸틀)의 본성을 규명한다. 우리가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체의 위치를 제공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경험주의
의 방식에 따라 그것이 ‘외연적 감각’의 모자이크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열린 체계, 세계에 상관적인 체계
이다.”136)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몸, 몸틀 개념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을 설명하는 데 그대로 적용된다. 가상현실 체험에 참여하는 수용자
몸은 메를로-퐁티가 규정하는 주객이중성으로서의 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이미지를 체험하는 몸이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육화된 의식으
로서의 몸은 세계와의 가역적 상관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고 그
의미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역동적인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가상현
실과 교류하는 수용자의 몸은 기술에 의해 육화되고 확장되며, 가상현실
체험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상현실 세계에 육화된 상태
로 연루되어 있다. 모든 이미지 체험에서 수용자의 몸은 이러한 성격을
갖지만 가상현실 체험 속에서 수용자의 몸은 더욱 견고하게 이 세계와
연루되어 있다. 가상현실 자체가 이러한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세계
이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몸은 현상적인 몸으로서 기술 장치, 기술적 이
미지와 결합하여 가상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주체이다. 수용
자의 이러한 체험은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지향하는 몸틀이라는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몸주체는 이러한 열린 구조 속에서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포착하고 선택해 나간다. 사실상 몸틀은 디지털, 가상현실 이
136) PP, p. 168(229(주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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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와 이를 체험하는 수용자의 현상적 몸을 규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
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몸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 기술
적 이미지를 육화하고 철저히 이를 토대로 가상적 세계와 소통하며 자신
을 변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기술 매개적인 몸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몸이 애초부터 세계와 불가분의 관
계로 연결되어 있고 세계는 정적인 사물로서의 세계가 아닌 몸과의 상관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듯 가상현실은 수용자의 몸을 통해 구성되
고 그 의미가 새롭게 창출된다. 이때 가상현실 이미지는 이 체험을 위한
여타의 장치들과 함께 몸의 연장으로서 작동한다. 이것은 메를로-퐁티가
말하듯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몸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것이 몸과 결합하여 육화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몸이 기술 매개적인
몸으로 변모되는 과정이다.
아이디는 몸을 자신의 기술철학에 깊숙이 끌어들이면서 기술을 받아들
이면서 세계와 교류하는 몸이 객관적인 몸이 아니라 현상적인 몸임을 보
여준다. 또한 몸이 기술이나 기계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 맺는지를 메를
로-퐁티 몸 철학의 주요 개념인 ‘지향성’과 ‘육화’에 기반하여 제시한
다.137) 초기에 아이디는 주로 현미경, 망원경과 같은 일방향적 지각 행
위를 가진 도구들을 예를 들어 기술적 육화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것은
137) 아이디의 기술 철학은 하이데거, 후설, 메를로-퐁티에 영향을 받아 기술 또는 기
계가 의식의 지향성과 세계 속에서의 육화에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하이데
거는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사
회, 역사적인 의도나 지향과 일치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기계나 기술을 단
지 물질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이디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관점을 적극 받아들이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주로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들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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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과 같이 관객 체험이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매체들을 완전히 설
명하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나 스크린,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매체와
장치를 육화된 도구로서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아이디에

의해

설명되는

‘테크놀로지화

된

몸’(bodies in technology)의 토대가 된다.
아이디에 의하면 우리가 도구를 통해 세계를 지각하거나 해석할 때,
그것은 완전한 투명성을 전제한 것일 수 없다. 즉 도구 자체가 기록하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몸을 통해 내성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경
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도구 매개적 지각이고 도구 매개적 해석이
며, 이때 도구는 언제나 그것을 쓰는 사람에 의해 육화되고, 세계와의
연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는 도구 매개적 지각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분필과 같은 단순한 도구를 통한 경험을 예로 든
다. 우리가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선을 그을 경우, 우리는 분필을 통해
칠판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우리는 분필의 끝에서 느껴지는 칠판의 부
드러움이나 딱딱함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칠판을 만
질 때와는 다르다. 내 몸이 느끼는 것은 분필의 끝 혹은 분필-칠판의 접
촉점에서

느끼는

것이며

세계로

향한

나의

지향적

연장의

‘종착

점’(terminus)138)은 칠판 위에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나는 분필을 통하
여 칠판을 경험하는 것이고, 분필은 일차적으로는 경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필을 통해 칠판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분필에
대한 경험은 나의 자아-경험에 속하게 된다. 분필은 이차적으로만 나에
대해 대상이 되고, 일차적으로는 나의 손의 연장으로서 나의 경험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139) 이것은 나의 경험이 내가 사용하는 기구나
138) 아이디가 사용한 ‘종착점’(terminus)이라는 용어는 고정된 마지막 종점이라는 의미
가 아니라 지향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위치를 의미한다.
139) 아이디에 의하면 이때 분필이 나의 경험에 완전히 흡수되지는 않는다. 나는 분필
끝에서 칠판을 느끼면서 동시에 손가락과 분필의 접촉점에서 어떠한 압력을 동시에
느끼는데 이러한 일종의 저항과 같은 압력을 아이디는 ‘반향초점’(echo focus)이라고
부른다.(Don Ihde, “The Experience of Technology : Human-Machine
Relations”, in Cultural Hermeneutic 2, Boston : D. Reidel Publish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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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을 통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기구나 장치 이상
의 어떤 것을 경험할 여지를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이디는
이렇게

몸과

연관된

것으로서의

도구

매개적

경험을

‘육화

관

계’(embodiment relation)로 지칭한다. 즉 인간이 기계를 사용할 때 그
기계적 요소는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는 지향적인 행위, 지각하는 사람의
몸에 통합된다. 그리고 이때 육화 관계를 통한 도구 매개적인 지각은 어
느 정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도구를 매개로 하지
않은 일상적인 경험보다 확장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변형시킨다.140)
아이디는 기계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육화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해석적인 관계’(hermeneutic relation)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아이
디에 의하면 기계를 통한 지각 경험, 즉 육화된 도구 매개성 뿐 아니라
기계에 대한 지각 경험, 즉 해석적 도구 매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난방기사가 한 건물의 냉난방 시설을 체크하기 위해 문자판,
계량기 등을 보고 있다면 그는 이러한 기계들에 대한 경험에 의해 현상
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기계는 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
지만 난방기사는 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직
접적인 지각적 경험을 넘어선 현상을 기계가 드러내준 바에 의존하여 파
악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를 통해 어떤 일이 어떤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사는 그 기계를 가로질러 지향적 종착점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기사의 일차적 경험의 종착점은 기계이고 이것이 아이디가 칭하는 해석
적 관계이다. 기계와 세계 사이에는 불투명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므로
지향의 종착점인 세계는 경험하는 사람에게 오직 간접적으로만 드러난
다.141)
이처럼 기계적인 요소들은 지각하는 사람의 몸과 통합이 되어 육화 관
1974 - 돈 아이디, “기술에 대한 경험: 인간-기계 관계들”,『기술 철학-돈 아이디의
기술과 실천』, 김성동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8, pp. 45-46 참조. (이하 한역본
쪽 수.))
140) 돈 아이디, “기술에 대한 경험: 인간-기계 관계들”, p. 47-49 참조.
141) 돈 아이디, “기술에 대한 경험: 인간-기계 관계들”, p. 52-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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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되고, 이렇게 육화된 기계적 요소는 다시 세계와의 해석적 관계 속
에 놓여지게 된다. 이 육화 관계와 해석적 관계의 융합이 모든 기술적인
것과 마주하는 우리 몸의 작동 과정에서 복잡하게 일어나므로 기술은 단
지 투명성에 기초한 도구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 아이디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의 구도는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컴퓨터
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매체들 역시
아이디가 언급한 도구나 기계와 같이 기술적인 요소이자 동시에 주체가
지향하는 세계로서 체험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과 통합되고, 그 몸을 통
해 다시 주어진 세계를 해석하는 식의 순환적인 과정을 겪는 구조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이디의 기술철학과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을 자신의 영화
이론과 미디어 이론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솝책(Vivian Sobchack)의
이론적 체계에는 이러한 도구나 기계, 인간, 세계 간의 육화 관계와 지
향적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솝책은 아이디의 나-분필-칠판의 관
계를 영화감독-카메라-세계의 관계와 관객-영사기-세계의 관계에 그대
로 적용시킨다. 영화감독에게 있어서 세계는 카메라를 통해 경험되며,
세계는 카메라 렌즈의 끝 즉 렌즈-세계의 접촉점, 세계를 향한 영화감독
의 지향적 연장의 종착점에서 보여지고 느껴진다. 또한 관객은 영사기를
통해 스크린이 보여주는 세계를 경험하며, 영사기의 빛-스크린의 접촉점
을 경험한다. 물론 이 경우 빛-스크린 종착점은 아이디의 분필 매개적
지각의 종착점이나 카메라 매개적 종착점과는 성격이 다르며 훨씬 더 복
잡하다. 이 빛-스크린 종착점은 관객의 지향적 종착점임과 동시에 그 자
체가 영화감독과 관객 상호관계의 매개가 되는 것으로서 작용한다.142)
142) 솝책에 의하면 분필이 나의 손의 연장으로서 나의 경험 속에 들어오지만 그 사이
에 반향초점이라는 압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영화감독의 지각적 연장인 카메라의 뷰
파인더와 감독의 눈 사이에도 반향초점이 작용한다. 영사기와 관객의 경우에서도 마
찬가지로 영사기의 빛은 나의 비전의 연장으로서 나의 경험 속에 들어오지만 그러한
도구 매개적 지각은 결코 나의 몸을 통해 지각하는 것과 같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관객의 눈과 영사기의 빛 사이에 반향초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눈과 카메라
뷰파인더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두 가지 경우에 걸쳐 산발적으로 경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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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화감독은 카메라가 몸과 연합하여 육화된 도구 매개적 몸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며 관객은 영사기와 스크린과 연합하여 육화된 도구 매개
적 몸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143)
해석적인 도구 매개성은 영화에 적용시킬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 영화
감독이나 관객은 자신과 육화된 카메라와 영사기를 통해 세계를 바로 지
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에 의해 파악된 것을 해석적 관계 속에서 지각
한다. 즉 도구를 가로질러 지향의 종착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에 의해 해석된 바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영화감독이 카메라를 통
해 세계를 경험할 때 카메라가 나타내주는 세계는 영화감독이 직접 경험
한 세계도 카메라가 기계적으로 기록한 세계도 아니다. 영화감독은 자신
과 이미 육화된 카메라로, 카메라에 의해 이미 해석된 세계, 즉 카메라
가 지닌 특수한 능력에 의해 해석되어진 상태를 지각하는 것이다.144) 관
객과 영사기의 해석적 관계는 이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영사기는 표현
적인 도구이므로 영화감독과 카메라 사이에 맺어지는 해석적 관계와 동
등한 관계를 관객과 맺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사기는 카메라가 찍었
던 것만큼을 표현하므로 관객과 영사기 사이의 해석적 관계는 별로 강하
지 않다. 영사기는 카메라와는 달리 지각적인 도구가 아니므로 해석적인
관계가 없이 카메라가 지각하는 것만을 표현하며, 관객은 자신과 육화된
관계 속에 있는 영사기를 통해 이것을 경험한다. 관객은 이중적인 도구
하나는 관객의 시각장을 완전하게 채우지 못하는 프레임 때문에 스크린의 직사각형
이라는 외재적인 경계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관객의 신체
적인 공간과 영사된 시각적 공간의 접합점, 즉 관객의 보는 몸과 영화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영사된 것이 관객 안에 완전히 흡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접합점에
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도구 매개적 지각 관계에서 이러한 반향초점은 기술로
서 육화된 지각의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이차적이고 잠재적인 것이며 일
차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종착점으로서의 세계이다. (Vivian Sobchack, The Address
of the Eye : A Phenomenology of Film Experienc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177-178.)
143) Vivian Sobchack, The Address of the Eye : A Phenomenology of Film
Experience, pp. 175-179.
144) Vivian Sobchack, The Address of the Eye : A Phenomenology of Film
Experience,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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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에 의해 영사기가 보여주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경험하지만 영사기에
의해 다시 도구 매개적으로 육화되어 있으므로 카메라가 찍은 세계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영화라는 기술적 매체와 관객 사이에는 육화된 도구 매개성
과 해석적 도구 매개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화는 카메라와 영사기
를 매개로 영화감독과 관객의 지각 행위와 지향성이 육화되어 있는 ‘영
화-몸’(film-body)으로서,145) 관객이나 감독의 몸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
고 있으며 이들의 인식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영화-몸에
연루된 감독은 단일한 도구 매개적 몸을 갖게 되나, 관객은 영화-몸에
연루된 감독의 도구매개적인 몸과 영화-몸에 연루된 자신의 도구매개적
인 몸을 이중으로 경험하게 된다. 즉 감독의 도구매개적인 몸-영화 몸관객의 도구 매개적인 몸은 이렇게 육화와 지향성을 토대로 상호 침투되
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가상
현실 이미지 역시 하나의 기술적인 장치이자 하나의 세계로서 수용자의
체험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과 통합되는 육화의 과정을 겪고, 수용자는
그 기술적으로 육화된 몸을 통해 다시 주어진 세계를 해석하는 식의 순
환적 과정을 겪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솝책은 영화에
서와는 달리 디지털 이미지에서는 시간적 특수성이나 실존적인 가치가
배제되므로 몸이 위태로워지고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디
지털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를 영화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고자 한
다.146) 비슷한 맥락에서 캄퍼(Dieter Kamper) 역시 디지털 이미지는 다
145) Vivian Sobchack, The Address of the Eye; A Phenomenology of Film
Experience, p. 75.
146) 캄퍼는 가상현실의 가능성은 그것이 몸 또는 물체적인 것과 결별함으로써 자신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가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의 조건을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발생을 부인함으로써 물체적인 것과 결별하는 것이므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몸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Dieter Kamper, Äesthetik der
Abwesenheit : Die Entfernung der Körper, München : Wilhelm Fink Verlag,
1995, pp. 22-23. (박성수, 『디지털 영화의 미학』, p 2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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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매체와는 달리 세계 안의 물질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세계 안의 몸과
연관성을 가지 않고 세계 안에 있는 몸의 위치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147) 디지털 이미지는 어떤 몸에도 속하지 않는 이미지이며, 따라
서 예술가나 감독의 몸이 지닌 세계에 대한 지향성이 훨씬 덜 반영될 수
밖에 없고, 수용자의 몸도 지향성과 실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지적한 탈육화론에서처럼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을 디지털 이미지의 비물질성이나 비지표성에만 중점을 두어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가 구체적인 물질을 지
칭하지 않고 프레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이미지이므로 이 이미지 체
험에서 자연적 세계와 같은 지각의 지향적 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며 수용
자의 몸은 탈육화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상현
실에서 세계에 대한 예술가나 작가 몸의 지향성이 영화와 같은 매체보다
덜 반영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배제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리고 그 세계가 자연적 세계와 같은 구체적인 물질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해도 지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수용자 몸의 지향성은 영화 관람에서보다
가상현실 체험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기존의 매체들과 달리
수용자의 몸은 가상현실 이미지 자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작가의 가상현실 이미지와 연합한 도구 매개적인 몸과 가
상현실 이미지, 그리고 수용자의 가상현실 이미지와 연합한 도구 매개적
인 몸은 가역적으로 얽혀있으며 영화에서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상호관
계를 맺는다. 즉 가상현실 체험은 영화와 유사한 기술적 매개의 구조를
지니되 작가의 지향성과 수용자의 지향성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이미지를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은 앞서 말한 도구 매개적 몸
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되 훨씬 더 복잡해지고 진화된 이른바
하이퍼매개된 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육화와 지향성을 토대로
147) 박성수, 『디지털 영화의 미학』, pp. 278-279 참조.

- 82 -

기술과 직접적으로 결합되는 몸이자 기술에 의해 매개되거나 덧붙여지고
변성, 수정되는 몸, 미디어에 대한 매혹을 드러내고 미디어 형식의 다중
성과 매개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
퍼매개(hypermediation)란 볼터(Jay David Bolter)와 그루신(Richard
Grusin)의 뉴미디어 재매개 발전 논리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투명성이
아닌 불투명성에 입각하여 미디어의 개입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
매개(remediation)란 하나의 매체가 다른 매체의 표상 양식, 인터페이스,
사회적 인식이나 위상을 차용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의미하며,148) 하이퍼
매개란 미첼(William J. Mitchell) 식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재매개의 과
정 중에서도 “분절화, 불확정성, 이질성을 우선시하고 완성된 예술 대상
보다는 과정과 수행을 강조”149)하면서 다중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매체
자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매개 방식을 일컫는다. 따라서 몸이 하이퍼매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미디어로서의 특징을 가지
기도 하고 이 기술을 재매개하기도 하며 재매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150) 이런 수용자의 몸은 각 매체와 기술들과의 경계를 교
란시키고 무너뜨리면서 더욱 복잡하고 강력하게 기술적으로 재구성되는
몸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미디어 형태와 패러다임을 재매개
하듯 디지털 기술과 만나는 몸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몸이 관계 맺었던
여러 방식을 재매개한다.151) 이 몸은 이미 수많은 재매개의 과정을 거친
148) 볼터와 그루신에 의하면 매체는 실제 존재하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비매개성’(immediacy)과 보는 자에게 미디어를 환기시켜 주어 미디어 자체에 주목
하게 만드는 ‘하이퍼매개성’(hypermediacy)을 가지고 있으며, 재매개의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성질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오가며 의존적으
로 작동한다. 하이퍼매개 자체가 애초에 비매개성을 구현하려는 목적에 의해 시작되
었지만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미디어 자체의 존재감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Jay David Bolter & Richard Grusin, Remediation :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99 -『재매
개 : 뉴미디어의 계보학』, 이재현 옮김, 2006, p. 21-52 참조. (이하 한역본 쪽
수.))
149) 윌리엄 J. 미첼, 『디지털 이미지론』, p. 7.
150) 제이 데이비드 볼터 & 리처드 그루신,『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p. 286.
151) 전혜숙, 「뉴미디어 시대의 하이퍼매개된 신체들」,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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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체에 의해 다시 재구성되는 몸이므로 아이디 식의 몸-매체 간
의 육화 관계와 해석적 관계에 기반하되 이것이 훨씬 더 다중적이고 복
합적으로 융합된 상태의 몸이라고 볼 수 있다.

4) 코드화된 몸

기존 이미지들과 달리 3차원으로 제공되는 가상현실 이미지들을 경험
하는 수용자의 몸은 응당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접속
하는 몸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술 장치에 연루되는 몸처럼 가상현실을 통
해 그 능력이 확장되고 그로써 자신의 능력 이상을 경험하게 되는 도구
매개적인 몸, 기술로서 육화된 몸이다. 또한 다중적인 매체의 속성이 복
합적으로 얽혀있으며 이 속성들이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하이퍼매개
된 몸이다. 그러나 디지털 가상현실과 소통하는 몸은 이러한 도구매개적
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 스스로 가상현실의 가상성에 참여
하고, 이러한 가상성을 기반으로 주어진 이미지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핸슨은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기술 매개적인 몸, 가상
성에 참여하는 몸에 메를로-퐁티가 언급한 바 모든 고유한 몸 속에서
발생하는 유동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서의 ‘몸틀’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코드화된 몸’(Body in code)152)이라 지칭한다. 핸슨에 의하면 가상현실
예술을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은 단지 정보로 이루어진 정보 집합체이거
나 일상적인 몸이 디지털 기술로서 탈육화된 것이 아니다. 핸슨은 디지
털 이미지 자체를 규정할 때부터 이미 수용자 몸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서 전제하며, 물리적 영역과 가상의 영역이 애초부터 결합된 혼합현실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논의를 진전시켜 나간다. 핸슨에게 있어 가상현실
이화인문과학원 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pp. 246-249.
152) Mark B.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New
York : Routledge, 2006,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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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체험하는 몸은 애초에 베르그손에게서 몸이 그랬듯 이미지의
일부이며 이것이 바로 다른 매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의
새로움이다. 디지털 정보 그 자체는 인간에게 지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몸이 이 정보들 중의 어떤 것들을 걸
러내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창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의 몸은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디지털 이미지와 기술적 장치가 몸틀 속
에 통합된 몸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몸틀은 세계와 관계 맺는 도식
이자 원리로서 고유한 몸속의 여러 부분들이 통일적이고 조화롭게 작동
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시공간의 통일성, 상호감각적인 통일성을 구축하
도록 만들어 주는 체계이다. 디지털 기술을 접하는 수용자의 몸은 기존
의 몸틀을 통해 기술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체계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또
한 동시에 그 기술적인 요소들로 인해 자신의 체계를 변화시킨다. 이 몸
은 기술에 의해 장악되는 몸도 아니고 기술을 장악하는 몸도 아니다.
핸슨은 이렇게 가상현실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술이 수용자의 몸틀 속
에 통합되어 ‘코드화된 몸’이 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장된 몸이 다시
금 새로운 몸틀을 구성하면서 디지털 이미지와 상호작용을 반복하게 되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53) 이때 몸은 마치 베르그손에게서 이미지인 몸
이 이미지인 세계와 만나듯 이미지와 더불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서 작
용하고, 무한한 의미를 제공할 잠재성을 지닌 가상현실 체험 속에 얽혀
있으면서 동시에 지향성을 지닌 능동적인 몸주체로 위치하게 된다. 다른
한편 가상현실 속의 디지털 이미지는 그 자체로만은 완결된 이미지라 할
수 없고 수용자의 몸과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154)
예컨대 페니(Simon Penny)의 <Fugitive>(1995)와 같은 가상현실 예
술작품은 수용자 몸의 능동적 개입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가상현실의
예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방에 관객이 들어서면
153) Mark B.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p.
133-134.
154)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2004, p.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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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미지도 없던 깜깜한 벽면에 비디오 이미지가 투사되고, 이 이미
지는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방향, 다른 방식으로 투사되거나 다른
이미지로 교체된다.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장소를 바꾸
어 가며 달아나는 이미지를 뒤쫓는 방식으로 작품이 진행된다. 관객의
몸과 이미지는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고 벽에 투사된 이미지와 관객의
몸은 끊임없이 교호작용을 한다. 이때 관객의 몸은 가상현실 이미지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이자 인터페이스로서 작동하는 것이
며, 지향성을 가지고 가상현실 예술에 참여하는 주체이자 자신의 몸틀을
통해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 몸틀을 기술에 의해 재구성하는 코드화된 몸
이다.155)
앞 장에서 언급한 비오카의 인간 몸과 인터페이스가 연계되는 세 가지
차원을 적용해 보면 이 과정은 좀 더 명료해진다. 1차적 단계에서 감각
기관에 의해 가상현실 인터페이스와 수용자의 몸이 연계되면 가상현실
체험의 가장 기본적 단계인 시뮬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용자 몸의 운동과 활동은 인터페이스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여기-몸
과 저기-몸, 즉 가상의 몸을 연결하여 원격현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
이다. 인터페이스의 일부가 된 몸의 운동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 체험과
는 전혀 다른 양상의 온몸몰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몸의 운동을 통해 입
력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156) 이러한 인터페이스와 수용자 몸과의 육화과정이 이루어
지면서 몸은 코드화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는 이미지라는 세계와 대상을
향해 열린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핸슨에게 있어 가상현실 이미지에 개입하고 이를 구성하는 수용자 몸,
즉 코드화된 몸은 기술적으로 육화되는 몸이자 동시에 이 이미지 체험의
과정에서 가상현실의 가상성(잠재성)을 공유할 가상적 존재로 변모되는

155)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p. 165-167.
156) Flank Biocca, “The Cyborg’s Dilemma : Progressive Embodiment in Virtual
Environments”, pp. 1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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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다. 솝책이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영화 경험에 적용시키면서 수용자
몸의 실존성, 구체성에 집중하여 논의를 펼쳐나간다면, 핸슨은 메를로퐁티의 몸-세계 상호관계의 도식을 활용하되 이 몸을 가상(잠재)화/현실
화의 영역과 접목하여 전개시킨다고 볼 수 있다.157) 그는 가상성이란 더
이상 뉴미디어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뉴미디어의 의미는 우리를 가상
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본다.158) 즉 디지털 이미지의 가상성은 단지
이 이미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와
몸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몸의 가상성을 초래한다는 것
이다.
가상현실 예술 작품 중 하나인 플라이슈만(Monika Fleischmann)과
스트라우스(Wolfgang Strauss)의 <Liquid View: The Virtual Mirror
of Narcissus>(1993)는 관객의 몸이 복합적인 지각을 통해 가상현실과
결합하여 가상성을 공유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마치 나르
시스가 자신을 반영할 샘을 발견하듯 관객이 물소리와 반짝이는 불빛에
끌려 가상의 샘인 스크린에 접근하고, 반영된 자기 모습에 몰입하여 만
지고자 하나 그 이미지를 만지는 순간 가상의 샘에 반영된 관객의 이미
지가 흐트러지고 파괴되도록 구성된 작품이다. 이것은 미리 작품이 구성
되어 있고, 단지 터치스크린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의 가상성을 현실화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람자의 시각과 더불어 움직임이나 터치가 이미지
를 만들어내고, 또 다시 다른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작품은

157) 이러한 작업은 핸슨의 두 개의 저서를 통해 행해진다. New Philosophy for New
Media에서 디지털 이미지, 가상현실에 참여하는 몸은 주로 베르그손의 정념이나 가
상성(잠재성) 개념 등을 통해 설명되며, 후에 출간된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에서는 이러한 몸에 메를로-퐁티의 개념을 접목하여 ‘코드화된
몸’이라는 용어를 확정한다. ‘코드화된 몸’이라는 용어 규정이 두 저서 중 더 이후에
나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자의 논리적 흐름을 반영하여 이전의 논의들을 제
시하는 과정에서도 이 용어를 활용할 것이다.
158) Richard Rushton, “Passions and Actions : Deleuze’s Cinematographic
Cogito”, Deleuze Studies, Vol. 2, 2008,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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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촉각, 이미지-몸, 실재-가상 등으로 상징되는 가상현실의 대립 쌍
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관객을 통해 이미지가 현실화될 뿐 아니라 디지
털 이미지에 의해 관객의 몸 또한 가상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 준다.159)
몸이 가상현실 이미지를 경험하면서 가상화된다는 것은 이것이 기존의
상태를 해체하고 재현실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핸슨에 의하면 코드
화된 몸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기술적 탈영토화(technical
deterritorialization)160)에 의해 구성되며 오직 기술에 의해서만 구현되
는 몸이다.161) 가상현실 이미지를 체험하는 관객의 몸은 이 이미지의 기
술적 요소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해체되고 재배치되는데, 이것은 코드화
된 몸의 몸틀과 몸-이미지(body image)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162)
즉 기술과의 연합을 통해 가상화된 몸-이미지가 기존의 몸틀을 변화시
키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몸-이미지는 정신
분석학에서 말하는 ‘반영된 몸-이미지’와는 달리 내부로부터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이미지를 일컫는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몸-이미지는 상상
계의 마지막 단계이며 주체 형성의 원천이 되는 거울단계에서 자신이 타
자의 시선에 의해 보여지게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을 타자의 시선에
대상화된 것으로 위치시키도록 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에
게서 자신의 몸-이미지는 주관적인 몸, 원시적인 주관성과 관련을 맺는
159)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18 참조. (이 책에서
핸슨이 이 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코드화된 몸의 가상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함
은 아니다. 여기서 핸슨은 촉각과 시각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수용자 몸의
터치를 통해 작품의 가상성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작품을 활용한다.)
160) 기술적 탈영토화라는 표현은 들뢰즈의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라는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들뢰즈에게서 ‘영토화’란 어떤 내용물을 위해 형태, 배치, 표현, 기능
을 할당하는 것이고, ‘탈영토화’는 영토화가 수행한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 즉 모든
코드, 형태, 기능, 의미작용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영토화’는 이렇
게 해체된 것에 다시 애초의 영토와는 다른 본성의 영토를 부여하는 것이다.
(Arnaud Villani & Robert Sasso,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Vrin, 2003
- 아르노 빌라니, 로베르 싸소 편집, 『들뢰즈 개념어 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12, pp. 395-402 참조.)
161) Mark B.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 20.
162) Mark B.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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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통해 몸이 내부로부터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다.163) 코드화된 몸은 기술에 의해 육화된 가상적 몸이며 몸-이미
지이지만 나의 몸을 통해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내지각적 이미지의 성
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코드화된 몸이 기술과 결합되어 그 고유성이 해
체되고 재구성되는 성격을 가지되 자신의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지각을 기술을 통해 활성화시키면서도 기술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코드화된 몸은 지각의 복합성에 기반한 몸이며, 이를 통해 개
방되어 있되 이미지를 재구성할 자신의 능동성과 지향성을 잃지 않는 몸
이다.
즉 인간-기술의 육화로 이루어진 이 코드화된 몸은 기술과 세계, 기술
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로서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시켜줄 뿐 아니
라 기술이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능동적 동인 혹은 행위자
(agent)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몸이다.164) 디지털 기술로 인해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상호침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 두 영역의 경계는 불
분명해진다. 기술과 육화된 행위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서 세계를 확
장시키고 몸의 운동과 능력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코드화된 몸의 잠재성
과 역동성은 가상현실이 지각적인 측면에서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된 특
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디지털 기술은 세계에 보다
더 밀접하게 접근하고자 몸의 움직임이나 지각적 인터페이스를 강화시키
는 쪽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 이미지에 접근하는 수용자 지각
의 복합적 영역, 즉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하
게 여겨질 수 있었다. 가상현실에 개입하고 연루되는 코드화된 몸의 특
징은 가상현실의 특화된 지각 작용과 무관하지 않으며, 가상현실 이미지
가 지닌 이러한 지각적 특성은 수용자 지각 체계의 해체, 재구성과 직접
163) Maurice Merleau-Ponty, “The Child's Relation with Others”, trans. William
Cobb, in The Primacy of Perception, Evanston, Ill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p. 116.
164) Mark B.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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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가상현실과 수용자의 관계는 지각작용의 구조
와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다. 가상현실 체험에
서 수용자 몸이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이미지의 구성에 몸이 필수
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각의 메커니즘을 통해 더 확실히
드러난다.
몸과 지각과의 연관성, 지각이란 관념이나 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임이 근대 지각론을 비판하는 철학적 맥락 속에서 부각된 바 있다.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지각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있다. 이
미 살펴본 가상현실 이미지와 몸의 관계에서처럼 수용자 지각의 체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에도 몸과 연관된 그들 지각론의 핵심 개념들은 유용
한 토대가 된다.

2. 코드화된 몸의 정념성과 촉각성
1) 베르그손의 지각과 정념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지각은 세계와 맞닿는 일차적 통
로로서의 몸의 작용이며, 주체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베그르손과 메를로-퐁티 지각 개념의 특별함은
지각하는 주체와 대상 어디에도 더 방점을 두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둘 다의 위상을 동시에 폐기하지 않는다는 데에 놓여있다. 그들의 논리
에 의하면 현상을 그대로 탐구했을 때 결국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각하
는 몸에 얽혀있는 대상이다. 베르그손이나 메를로-퐁티에게서 지각이 이
렇듯 세계와 맞닿는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매개이며 세계와 연결된 열
린 체계로 작동하듯, 가상현실 체험 속에서 수용자의 지각 역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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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된 수용자가 가상화 과정에 진입하고, 이 이미지를 통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지각 양상의 역동적인 통합을 경험하게끔 작동한
다. 이러한 지각 과정은 이미지와 수용자 몸을 가상화하고 현실화함으로
써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고 실재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다.
베르그손은 이미지로서의 몸이 또한 이미지인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을
‘지각’(perception)과 ‘정념’(affection)으로 바라본다.165) 이미지가 가상
적인(잠재적인)것으로부터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지각
은 이 가상적인 존재를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도구이다. 근대 철학에서는
지각을 몸의 작용으로 보지 않고 관념이나 표상의 형태로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166) 실재론자들은 객관적 이미지의 세계에서
주관적 지각을 도출하려고 하고 관념론자들은 지각으로부터 객관적 세계
를 도출하고자 하나, 두 체계는 원리적으로 다른 세계에 속해있기 때문
에 이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167) 베르그손은 실재론과 관념론 둘
다가 지각을 행동과 상관없이 순수표상의 체계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
순된 체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두 세계가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처럼 “지각을 전적으로 사변적이고 순수한 인식”168)
165) MM, p. 11(38).
166) 경험론자로 분류되는 로크의 경우 외부세계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
와 가깝고 관념만이 실재한다고 보는 버클리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베르그손은 이 둘
이 같은 경험론자임에도 로크는 실재론자로 버클리는 관념론자로 대치한다. 인식 과
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나 이들 모두 지각을 관념에 입각해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167) 베르그손에 의하면 실재론자들은 수학적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 물질들의 세계를
전제하며 여기에는 특권적 중심은 없고 모든 이미지들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그러
나 이렇게 되면 이미지들의 각 체계가 자족적이고 다른 것에 함축되어 있지 않으므
로 지각을 설명하려면 무한히 전개되는 동일한 평면 위에서 중심을 갖지 않는 이미
지들의 체계 밖에 지각작용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지각 작용을 낳기 위해서는 “지
각을 하나의 우연적 사건으로, 하나의 신비”로 볼 수밖에 없다. 관념론자들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지각의 세계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이미지들의 체계는 나의 몸이라
는 특권적 이미지에 의해 정돈이 된다. 그러나 이 지각의 세계는 이미지들의 객관적
관계나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MM, p. 23(55) ; 황수
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06,
pp. 65-66 참조.)
168) MM, p.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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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지각은 대상 이미지와 몸 이미지의 접촉면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이미지의 부분집합인 만큼 이미지가 지닌 물질성과 정신
성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으되 의식이 아닌 대상으로부터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물질성에 더 가까운 지각-이미지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에
대한 순수인식이 아니라 생명체의 행동 경향성이다. 지각을 순수의식으
로 보는 사람들은 감각 신경을 통해 들어온 외부의 자극이 뇌에서 표상
으로 변형된다고 보지만, 지각은 순수의식의 표상적 활동이 아닌 공간
성, 연장성의 측면을 가지고 운동하는 작용이다. 이것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비결정적인 내 몸의 선택작용이며, 이미지로서의 물질에서 나온
빛이 이미지로서의 몸에 부딪혀 반사되고 그것의 내부에 잠재적 이미지
가 형성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지각은 몸의 행동과 행동을 연
장하는 운동 속에서 성립한다. 이때의 연장성은 기존 철학에서 의미했던
무한가분성의 동질적인 기하학적 공간으로서가 아닌 불가분적인 질적 성
질을, 운동성은 하나의 질적 상태에서 다른 질적 상태로 이행하는 연속
적인 질적 변화로서의 운동을 의미한다.169) 즉 물질과 물질에 대한 지각
은 둘 다 이미지로서 본성상의 차이가 없고 잠재적인 이미지 전체와 그
로부터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이미지라는 정도상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
다. 물질의 세계는 지각의 대상들로서 권리상 무한하지만 사실상 제한되
며, 지각은 전체에 대한 이미지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관심을 끈 것으로
축소된다. 그것들이 지각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축소를 대가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물질과 지각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169) “만일 신경계가 동물 계열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 행동을 점점 덜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구성된 것이라면, 신경계의 진보를 따라 진보하는 지각 역시 순수 인식을 향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동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까? 그렇다면 이러
한 지각 자체의 점증하는 풍부함이란 사물들에 대한 생명체의 행동 속에서 생명체의
선택 앞에 남겨진 비결정성의 몫의 증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안 될
까?” (MM, p. 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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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물질 속에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과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많은 것이 있다. 아마도 의식적 지각은 물질의 전체에 도달하지 못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적인 한에서, 이 물질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욕구들에 관련되는 것을 분리하거나 분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이러한 지각과 물질 자체에는 단지 정도
의 차이만 있을 뿐 본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순수지각
은 물질에 대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170)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개개의 물체들은 실체가 아니라 이미지에 불과하
며 지각은 몸이라는 이미지에 포착된 이미지이다. 나의 몸이라는 특별한
이미지는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이 수
용할 수 없는 것들은 제거함으로써 대상들을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로서의 지각은 본성상의 차이가 없는 이미지로서의 물질로부터 관
심 없는 것을 빼버리는 작용이다. 지각이 이미지들의 세계에 무엇인가를
추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미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물질
성과 정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로서의 나의 몸과 이
것이 행하는 이미지로서의 지각 역시 이 두 성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즉 베르그손에게서 지각은 물질과 본성상 같은 이미지로서
주체 바깥에서 대상과 함께 대상 안에서 대상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주
어지는 것이고, 근대 철학자들이 말하듯 주체의 내적인 의식 상태를 바
깥의 외부 대상으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순수의식의 표상이 아
니다.171)
170) MM, pp. 74-75(125).
171) 베르그손 지각론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지각의 조
건으로서 ‘순수지각’(perception pure)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의 개별적이
고 주관적인 기억이 덧붙여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각이 아닌 원리적 차원에서 구
체적 지각(perception concrète)의 조건이 되는 권리상(en droit)의 지각이다. 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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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베르그손에게서 지각은 대상과 주체와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순수표상이 아닌 공간성, 운동성을 지닌 것으로서의 이해된다.
메를로-퐁티의 지각 개념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의 접촉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수용자 지각을 설명
함에 있어 베르그손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
할 부분은 베르그손의 지각이 정념이라는 작용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
이다. 베르그손에게 있어 지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몸
의 작용은 정념이며, 애초부터 지각이란 이 정념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
는다.172) “정념적 상태”(état affectif)는 “존재했던 물리적 진동들이나
현상들” 즉 우리의 지각뿐만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 존재하길 원
각은 권리상 외부 대상에 속하며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억을 불러내는 신
호의 역할을 한다. 이 신호작용이 이미지의 세계에 발생함으로써 기억 작용이 일어나
고 순수지각에서 현실적 지각에로의 이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베르그손이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각이 비록 기억과 뒤섞여 있는 것이기는 하되 실제적 사물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며 물질에 더 가까운 것이고 우리 주관 속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수지각은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대상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모든 지각은 끝없이 변화하고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최초의 지각
인 순수지각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 지각은 이 순수지각이 기억과 결합하여 만들어지
는 것으로 지각의 물질성과 정신성의 결합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작용
이다. 구체적 지각은 기억에 의한 순수 지각의 무한한 종합이며 시간의 측면이 포함
된 것으로 순수기억보다 그 범위가 좁다.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
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pp. 82-86 참조.)
172) ‘정념’이란 우리 내면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을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의 ‘파
토스’(pathos)에서 기원된 말이다. 이 파토스가 프랑스어 ‘passion’으로 이어지는데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정념론』에서 이 단어는 신체를 통해 들어오는 외적
자극으로 인해 영혼이 겪는 기쁨이나 고통 등의 감정들을 말하며 완전히 수동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에게서의
정념은 신체에 원인이 있으나 그 원인이 정확히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정
념적 감각’(sensations affectifs)으로서 감각(sensation)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
다. 이것은 외부 원인에 의한 상태 변화로 이루어진 모든 감성의 운동을 지칭하며 스
피노자(Baruch de Spinoza) 식의 의미로 ‘변용’이라 번역되어 신체의 행동하는 능력
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 즉 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것의 결과물을 가리키
는 말로도 사용된다. 베르그손에게 있어 정념은 이러한 감각과 변용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며 실행될 운동을 준비하
기 위해 신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인 점에서 변용이다.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p. 107 ; 김홍기, 「베르그손의 물
질과 정신의 일원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pp. 3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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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운동들이나 현상들”173) 즉 우리 신체의 행동들에 대응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념은 지각의 끝이자 행동의 시작이고 지각과 행동 사이
에 위치한 간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은 사물들에 대한 나의 가능적 행동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고,
신경계가 복잡하게 발달할수록 자극에 반응하는 선택지가 많아지므로 행
동의 반경도 넓어지게 된다. 대상과 나와의 거리가 멀수록 행동은 여유
롭게 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하는 긴박성이 높
아지는데, 그 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지점에서는 우리 몸이 결국
지각 대상이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각은 더 이상 가능적 행동이 아
닌 실제적 행동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베르그손이 말하는 바의 정념이
다. 우리 몸은 물질성을 띠고 있고 대상의 거리가 제로일 때 몸은 대상
과 공유된 그 물질성으로 인해 대상의 작용을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게 됨으로써 대상이 지닌 물질성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받게 된다.
지각이 관심을 끄는 대상을 반사하고 그 결과로 내부에 잠재적 이미지나
표상을 발생시키는 작용이라고 한다면, 정념은 대상과의 거리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대상과 우리 몸이 맞닿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며 몸
의 흡수 능력을 가늠하는 작용이다.174)
정념은 우리 몸에 지각된 대상이 닿는 순간, 즉 행동이 잠재성에서 현
실성으로 이행하는 과정 사이에 위치하며, 이러한 이행은 나의 몸 외부
에서 내부로 물질이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정념과 지각은 단
지 정도의 차이가 아닌 실제적인 행동인지 가능적인 행동인지에 따라 본
성상의 차이를 갖게 된다. 즉 베르그손에게서 지각이 몸의 외부와 관련
을 맺는 것이라면 정념은 나의 몸과 내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
173) Henri Bergson, Essai sur les données immédiates de la conscience, Paris :
Press Universitaires de France, 1889 - 앙리, 베르그손,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
들에 관한 시론』, 최화 옮김, 아카넷, 2001, p. 25(54). (이하 DI로 약칭. 이하 원본
과 한역본 쪽 수를 함께 기입함.)
174) MM, pp. 57-58(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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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잠재적인 것이라면 정념은 실제적인 것이다. 외부의 사물과 더 긴
밀한 지각과 달리 정념은 대상과 나와의 거리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내 몸의 일부가 된 느낌이지만 지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지각이 우리 몸 밖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면 정념은 우리 몸 이미지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정념이 없는 지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175)
지각이 외부 사물들로부터 온 작용에 대한 몸의 영향력을 가늠해 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정념은 감각 신경 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운동 경
향으로 외부 사물들의 영향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며 투쟁하는
능력이다. 흡수된 감각은 정념의 작용이라는 노력에 의해 몸의 변용이
완결되는 한에서만 해소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현실화되지 못한 채 잠
재적으로 머물러 있던 행동이 비로소 현실화되어 실재적 운동이 되는 과
정이다.
이렇듯 베르그손에 있어서는 정념 역시도 전적으로 정신의 활동이라기
보다 지각처럼 행동이나 운동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공간을 점유하고 있
는 연장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통과 같은 정념은 명확하진 않지만 체
험된 공간, 즉 구체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념은 지각
처럼 행동을 매개로 나타나며, 이 행동은 운동 이미지와 몸이라는 특별
한 이미지를 매개로 나타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념은 운동 이미지가
몸과 그것의 행동이라는 이중의 매개를 거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각이 객관적이고 외적인 형태들의 공간을 형성하는 반면, 정념은 몸에
대한 내적인 힘의 공간을 형성한다. 즉 정념은 지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며 지각과도 같이 연장적인 것으로서 외부의 물질적 이미지에 우리
의 몸 내부가 섞여져 있는 상태이되 단순한 물체가 아닌 생명으로서의
몸이 가진 고유한 영역으로, 몸이 기계적인 과정을 겪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비결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작용이다. 즉 정념의 영역을
통해 새로운 것들이 덧붙여질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175) MM, p. 5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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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정념 자체 내에 그것을 같은 종류의 다른 정념들과 구별하
고, 그것을 시각 또는 촉각의 다른 모든 소여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가능적 소여에 관련시키도록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사실은 결국 정념이 처음부터 하나의 어떤 연장적 규정을 지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176)

이와 같이 연장성을 가진 것으로서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념이라
는 작용은 외부 대상의 단순한 반영이나 복제가 아니며 외부대상으로부
터 특정 요소를 선별하여 조립하는 활동에만 그치는 작용도 아니다. 베
르그손은 “고통 속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것이 있다”177)라고
하면서 정념은 기쁨, 슬픔과 같은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장
소라고 주장한다. 즉 베르그손이 말하는 바 정념의 작용은 “우주와 우주
의 역사에 진정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것”178)이다.
이러한 지각과 정념에 대한 베르그손의 규정은 앞서 언급한대로 몸이
라는 이미지가 물질 이미지와 달리 외적 대상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하
지 않고, 비결정적인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념의 작
용에 의해 그것과 분리불가능한 지각은 풍부함을 갖게 되고 지각의 풍부
함은 비결정성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이것은 베르그손에게 있어 정념과
연합된 지각이 수동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기여하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가 몸과 상관없이 객관적
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지각작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베르그손의 이와 같은 지각, 정념 개념은 이후 논의될 코드화된 몸의
정념성과 촉각성, 즉 정념과 지각을 통한 가상현실 이미지와의 소통과
이미지의 선택 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수용자는 자신의 통합적인 지각
활동을 통해 가상적 이미지의 현실화에 참여하고, 가상현실은 기존 이미

176) MM, p. 61(106).
177) MM, p. 55(98).
178) MM, p.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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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다른 특유의 메커니즘, 즉 시뮬레이션, 원격현전, 몰입 같은 상태를
발동시킴으로써 이에 참여하는 수용자로 하여금 더 강한 지각적 정념적
작용을 유도한다. 이러한 지각적 정념적 작용이 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
미지를 대상으로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규정되지
않은 이미지와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현실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가상현실 체험의 과정에서 베르그손의 정념 개념이 특히 중요
해지는 것은 가상현실이 다른 어떤 이미지보다 더 강렬한 정념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서이다. 디지털 가상현실 이미지 속에는 인간이 통상적으
로 지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정보가 가상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기
술적 장치들을 통해 매우 강렬하고 예측 불가능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지각적 충격의 상태에 놓이게 하기도 하고 강한
정념의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지각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추동한다. 그리
고 이러한 과정은 지각과 정념이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 메커니즘을
통해 기존 이미지보다 더욱 강력한 기술적 오염을 겪음으로써 이루어진다.

2) 메를로-퐁티의 지각, 촉각적 시각성

베르그손이 이미지인 세계와의 통로로서 지각을 다루었듯 메를로-퐁
티에게 있어 지각은 현상적 몸이 대상이나 세계와 관계하는 가장 근본적
인 방식이며, 주체와 세계, 그리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
인 요소로 다루어졌던 개념이다. 비록 베르그손과 같은 방식으로 정념의
문제까지 연계시키지는 않았지만 메를로-퐁티에게서 대상과 주체를 연
결시키는 원초적 통로로서의 지각이 지닌 역동성과 가역성, 그리고 공감
각적 특성 등은 베르그손의 지각 개념에서보다 훨씬 더 진전된 형태로
드러나며, 이것은 가상현실 지각 체험의 가역적 구조를 한층 더 명료하
게 드러내주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거주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구체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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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세계를 주요한 탐구 영역으로 설정하면서 기존의 철학자들이 설명
하는 바의 지각 개념들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지각 현상들의 원천을 분
석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지각이론을 정립해 나간다. 지각을
운동성과 연결시켰던 베르그손과 마찬가지로 메를로-퐁티 역시 지각이
운동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의식과 사물의 중간적인 것
으로서의 몸이 행하는 운동 작용이므로 주객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규
정했다.
메를로-퐁티는 육화된 의식으로서의 몸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
대의 경험론자와 합리론자의 지각 개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각론을
정립한다. 경험론자들이나 합리론자들에게 있어서 경험을 통해 인식을
구성하는 주체는 의식이다. 이렇게 주체를 의식으로 볼 경우 의식의 간
섭을 받지 않는 대상의 성질만이 강조되거나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의식만이 강조된다. 대상의 성질만을 강조하는 경험론자들에 의
하면

지각이란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이

인상(impression),

연상

(associa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의식에 반영되는 현상이다. 또한 메를로
-퐁티가

지성주의자라고

칭한

합리론자들에게

있어

지각은

주의

(attention)나 판단(jugement)과 같은 방식으로 잡다한 감각자료에 질서
를 부여하는 의식의 지성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이다.179)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전통적인 주장들이 지각의 현상을 정직하게 설
명해주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지각이 순수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육화된
179) 경험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의 대상은 여러 가지 감각적 성질들의 집합으로 이루
어져 있고 감각은 순수한 원자적 경험들로 결합되어 있다. 외부 대상으로부터의 자극
과 주체의 반응 사이에는 일대일의 인과적 대응관계가 성립되며, 의식은 대상이 일으
키는 자극을 오직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인다. 경험주의자들에게는 이렇게 대상으로부
터 오는 감각자료들을 통합하여 의식 속에서 단순한 기록처럼 복원하는 것이 바로
지각이다. 다른 한편 지성주의자들에 따르면 몸은 감각을 수용하는 믿을 수 없는 오
류의 원천이며 의식의 하위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고, 의식의 지성적인 능력이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 조직하는 것이다. 지각은 불확실한 현상을 제공하므로 참다운 인식
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각에 담겨있는 감각적 요소들을 추려내고 순수한 판
단을 끌어내야 하며, 따라서 지각은 이성의 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 (PP, pp.
20-63(51-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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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인 몸의 작용이며,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
여 의식에 반영하는 현상만도, 대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조직하는 지
성적인 능력만도 아닌 중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각은 경험론자들
이 주장하는 바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일대일의 반응으로 나
타나는 감각자료들의 총합이 아니라 이미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몸이
이것들을 정리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감각적 성
질들은 항상 이미 통합된 전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어떤 대상을 감각하는 일과 그 대상의 통일성을 지각하는 것은 동
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감각경험을 통해 대상의 전체성이
주어진다는 것은 의식이 지성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으로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로의-존재인 체험된 몸이 대상을 전체성으로서 파
악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준다.
메를로-퐁티의 지각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육화된 의식인
몸의 작용으로서의 지각이 몸틀이라는 원리에 의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으
로 이루어지며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므로 세계라는 지평으로부
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가 지평이라는 것은 세계가 모든 감각
가능한 대상들을 자신의 ‘형태’(figure)로서 품고 있는 ‘배경’(fond)과 같
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감각은 배경 위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지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평을 떠난 순수감각이란 존재하지 않으
며

형태심리학에서

설명하듯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것이

속한

‘장’(champ)에 따라 달리 지각된다. 즉 모든 감각은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지각이고 그것은 지각장 속에 있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
각된다.180) 이를테면 붉은 색을 지각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붉은 색 그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장미꽃의 붉은 색, 노을의 붉은
색, 융단의 붉은 색을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그 이외
의 배경, 상황들과의 상호관계와 조합 속에서 지각한다. 같은 붉은 색이
라고 하더라도 장미꽃의 붉은 색과 융단의 붉은 색은 그 지평이나 장과
180) 김형효, 『메를로-뽕티와 애매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6,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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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관 속에서 질적으로 다르게 지각된다.181)
또한 지각이 세계라는 지평에서 감각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은 우리의 지각 경험 속에서 감각적 성질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
의 현상으로 통합되어 공감각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
각’(synesthésie)이란 각각의 감각 기관이 하나의 공통적인 배경 위에서
상호침투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감각에 주어진 모든 대상이
동시에 다른 감각들과도 일치되는 작용을 부르는 것이며, 우리 몸의 각
감각기관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작
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경험 속에서 지각주체는 감각적 성질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양탄자의 붉음’
과 같이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여 인식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각자료들의 총합이 아니며, 지각하는 몸은 감각기관들의 총합이 아니다.

“감각들은 사물의 구조에 열림으로써 상호간에 의사소통한다. 사람들은
유리의 경성과 연성을 보고, 유리가 투명한 소리를 내면서 깨어질 때 나
는 그 소리는 눈에 보이는 유리가 날라다준다. 사람들은 강철의 탄성,
붉게 물든 강철의 전성(展性), 대팻날의 경도, 대팻밥의 부드러움을 본
다. 대상의 형태는 그 기하학적 윤곽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에 대해서 말한
다. 아마포나 면포의 주름의 형태는 우리로 하여금 섬유의 유연성이나
무미건조성, 피륙의 차가움이나 훈훈함을 보게 한다. 결국 가시적 대상
의 운동은 시각적 장에서 그 대상에 상응하는 색 반점의 단순한 전치가
아니다.”182)

181) “지각적 ‘어떤 것’은 항상 다른 어떤 것 사이에 있으며 항상 ‘장’(champ)의 일부를
형성한다. 진실로 동질적인 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각할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지각도 주어질 수 없다. 실제적 지각의 구조만이 우리에게 지각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있다. 그러므로 순수인상은 발견될 수조차 없고 지각될 수 없으며 지각의 계
기로서 생각될 수 없다.” (PP, p. 10(38-39).)
182) PP, p. 2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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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의 지각론은 시각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지각적 작용들과
의 공감각, 혹은 촉각과의 통합적 작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립된다.
그에게서 시각은 촉각과 같은 다른 지각들과 연계되어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메를로-퐁티에게서 시각은 항상 무엇에 대한 것
이거나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지향적 활
동이므로 항상 운동을 수반한다. 시각과 운동은 서로 결부되어 있으며
나는 나의 눈을 움직임으로써 보고, 나의 움직임 때문에 본다.183) 즉 메
를로-퐁티적인 시각은 몸의 운동, 대상의 운동과의 관련성을 함축하면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공감각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각적인 시각성은 그의 후기 살 존재론을 통해 촉각적 시각성의 개념
으로 더욱 정교화 된다.
메를로 퐁티는 이미 전기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 주관과 객관의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순환 체계로서 몸의 가역적 순환성을
설명하기 위해, 어떠한 사물을 만지고 있는 왼손을 오른 손으로 만지는
경우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후기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에서는 이러한 만짐의 만짐을 시선의 촉각적 쓰다듬음으로 확장시킴으로
써 시각과 촉각의 연관성을 더욱 구체화한다. 눈이 더듬는 행위는 촉각
적인 쓰다듬음의 독특한 변양이며 가시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경험은 항상
시선의 운동들을 맥락으로 해서 주어지므로 가시적인 광경은 촉각적인
성질들을 만지는 것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각된 대상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지각하는 몸에 의해 해석
되고 의미화된 대상이며 지각하는 몸도 이미 그것의 물질성을 바탕으로
세계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하는 몸과
지각적 대상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와 대상은 애매
하게 얽혀있다. 예컨대 내가 푸른 하늘을 지각할 때 이미 나는 그 푸른

183) Maurice Merleau-Ponty, L'Oeil et l'esprit, Paris : Gallimard, 1964, pp.
17-18 – 모리스 메를로-퐁티, 「눈과 마음」,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옮김, 서광
사, 1983, p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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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속에 잠겨있으며 주체는 대상에 대상은 주체에 물들어 있다. 지각
적 작용이란 지각행위의 주체와 그 행위가 향하고 있는 목표물이 분리될
수 없는 종류의 행위이고, 지각하는 나의 몸은 또 하나의 지각대상일 뿐
아니라 지각의 지평을 구성하는 지각의 출발점이므로 지각적 지평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나의 몸은 보이는 세계와 맞물려져 있다. 나의 몸은 사물이지만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물이다. 내 몸을 자아와 사물의 연결 지점으로
만드는 내 몸과 내 몸 그 자체와의 관계가 있다. 나의 오른 손이 나의
왼 손을 만졌을 때, 나는 그것을 ‘물리적 사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원한다면, 일상적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다. 왼 손이 나
의 오른 손을 지각하기 시작한다. 물리적 사물은 활성화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스스로 만지고 있음을 만진다. 나의 몸은 일종의 반성을 취한
다. 그것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지각하고 있는 사람과 그가 지각하는
것 사이에 일방향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역되고, 만
져진 손은 만지는 손이 된다. 그리고 나는 만지는 감각이 몸으로 확산
되며, 그러한

몸은 ‘지각하는 사물’, 즉 ‘주체이며 대상인 것’이

라고 말해야 한다.”184)

즉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지각은 이미 세계 혹은 대상과의 상호작
용 속에 있는 몸의 지향적 작용이므로 어떤 것을 지각한다는 것은 단지
대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몸이 세계 속에서 해
석하고 의미화한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지각한다는 것은 곧 표현
한다는 것이고, 몸은 이러한 지각과 표현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소이며
지각하는 주체이자 타자에게 있어서는 표현하는 대상이라는 두 가지 측
면을 동시에 지닌다.185) 이것은 지각활동이 표현이자 원초적 의미의 표
184) Maurice Merleau-Ponty, “Le philosophe et son ombre” in Signes, Gallimard,
1960,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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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라는 것, 그리고 의미화작용(signification)이 기존의 철학에서 주장
하는 바와는 달리 개념이나 사유 이전에 이미 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186) 지각은 지성적 반성 이전의 전반성적인 차원,
혹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원초적 반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
로서 지성의 객관적 종합이 일어나기 이전 미완성적인 지평의 종합이라
는 터전을 제시한다. 지각주체는 전반성적으로 체험되는 지각의 우선성
과 몸의 원초적이고 내재적인 반성에 의해 지각을 주관하는 자로서의 자
신을 인식하며, 자신이 타자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지각의 주체라는
것을 원초적으로 인식한다. 모든 종류의 지성적 반성과 사고, 그리고 개
념화는 언제나 이러한 전반성적 지각의 지평 위에서 형성되며 이 두 개
의 차원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렇듯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지각작용은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
고 있는 몸의 작용이며, 이 몸은 지각작용을 통해 세계와 끊임없이 물질
성을 교환하고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지각은 언제나 일대일의 자극
-반응이 아닌 총체적, 공감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자체가 세계를 바라
보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유에 의한 반성 이전의 이런 지각활동
은 주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므로 이렇
게 파악된 모습이 모든 개념적 사유 이전에 검토되어야할 원초적이고 경
185)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표현’은 지각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위 혹은 몸의 사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제스추어나 미세한 떨림과 같은 것들뿐만이 아니
라 몸에 의해 막연하고 애매하게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을 뜻한다. (박이문,『현상학과
분석 철학』, 일조각, 1983, pp. 131-137 참조.)
186) “모든 지각,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즉 인간 신체의 사용은 모두가
이미 원초적인 표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즉 그것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의미와 사용
규칙을 갖고 주어진 기호를 표현된 것으로 대체시켜 놓는 이차적 노력이 아니라, 최
초로 기호들을 기호들로서 구성시켜 주고, 기호들의 배열과 배치 구성만의 웅변
(éloquence)을 통해서 표현된 것을 그들 기호 속에 존재케 하며,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에 의미를 심어 주고, 따라서 의미가 발생하는 순간 스스로 끝나버리기는커녕 하나
의 질서를 열어주어 하나의 제도 또는 전통을 창시하는 일차적인 작용인 것이다.”
(Maurice Merleau-Ponty, Signes, Paris : Gallimard, 1960, p. 84 – 모리스 메를
로-퐁티,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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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인 사태의 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매체가 기술적으로 육화된 관객의 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또
한 개념의 차원 이전에 몸이 행하는 원초적인 과정이고 이 몸이 행하는
지각의 상호작용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가상현실 체험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총체적이고 공감각적인 지각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복합적인 지각 능력을 유도하며, 이미지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
은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상현실 이미지는 이러한 상호작용
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고 구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현실 체험은
메를로-퐁티의 주체-세계 간의 지각적 상호작용, 지각, 표현의 가역성을
가장 단적이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은 그 자체
가 대상과의 가역적 관계를 상정하므로 지각한다는 것은 곧 지각적 주체
와 지각되는 대상 간의 역동적 체계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역
적 지각작용을 통해 가상현실 이미지는 가상화와 현실화를 반복하면서
이미지를 완성하고 재구성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코드화된 몸의 정념성
과 촉각성을 촉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각의 원초적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몸 역시 가상화와 현실화를 가역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지
각적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3) 지각의 가역적 체계
베르그손에게서 지각이 이미지이자 연장성을 지닌 운동으로서 가상적
이미지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작용이듯, 또한 메를로-퐁티에게서 세계
와 몸의 주객 이중성을 반영하는 가역적 작용이듯 기술적 매체와 관객은
지각을 통해 지각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이 세계와 교류
한다. 상호작용성에 기반한 기술적 매체 경험의 구조는 베르그손과 메를
로-퐁티 지각 개념이 암시하는 바의 지각적 능동성이나 가역성을 매우
잘 드러내준다.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 이미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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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이런 지각적 가역성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준 매체였다.
솝책에 의하면 영화는 영화감독의 눈과 연합된 카메라의 눈으로 지각
한 것을 영사기와 스크린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주관적으로는 지각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는 표현하는 “보는 봄(viewing view)이자 보여지는
봄(viewed view)”이다.187) 또한 영화경험이란 메를로-퐁티에게서 지각
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적인 것이 아닌 지각하는 것과 지각되는 것의 ‘가
역성’(réversibilité)으로서 체화된 역동적인 체계이듯 지각과 표현의 가
역성을 지닌 것이다.188) 영화는 그 특유의 운동성에 의해 단지 재현적인
도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이고 표현적인 존재의 경험을 “현
전화”(present)하는 특징을 지닌 것이다. 영화감독의 지각과 연합된 카
메라의 봄과 영사기, 스크린을 통한 보여짐은 단지 재현된 것으로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경험 안에서 지각과 표현의 현전화 행위를
통해 운동성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그것이 가진
운동성과 프레임의 단절되지 않는 연속적인 제시를 통해 감독의 시각과
연합된 카메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지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지각 체
계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때 이 지각체계는 세계를 향
해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지각에서 이전의 지

187) Vivian Sobchack, The Address of the Eye : A Phenomenology of Film
Experience, p. 133.
188) ‘가역성’이란 일반적으로는 열역학에서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상호 작용하여 처음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변화하지만, 그 과정의 역과정을 통해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
아가는 성질을 의미한다. 메를로-퐁티 철학에서 가역성은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된
대상,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서로 얽혀져 교차되고 역전되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
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된 대
상이 주관적인 양상 혹은 객관적인 양상으로의 위치 전환과 순환을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상호 관계를 통한 위치 전환과 순환을 통해 주체와 대상은 서로의 작용을 주
고 받으며 역동적으로 변화된다. 솝책은 메를로-퐁티의 지각 이론을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기술 이론에 도입한 래니건(Richard L. Lanigan)과 아이디의 해석에 따라 지
각하면서 동시에 표현하는 몸이 세계와의 교류 속에서 주관적으로는 지각, 객관적으
로는 표현으로 순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일컬어 “지각과 표현의 가역성”이라 일괄적
으로 지칭한다. (Vivian Sobchack, The Address of the Eye : A Phenomenology
of Film Experience, p. 4, p.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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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이 다음에 나타나는 지각장과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듯 영화적 지각
역시 그것의 운동성에 기반하여 수많은 프레임의 연속으로서 현전화된
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지각처럼 일종의 비밀스럽고 잠재적인 경계로
서 기능하면서 언제나 세계에 개방되어 있다.189)
이러한 현전화를 통해 영화는 마치 메를로-퐁티에게서 지각주체와 지
각대상이 주객이중성을 기반으로 얽혀있듯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몸, 그
리고 지각으로서 관객과 상호관계를 맺는다. 그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영
화감독과 카메라의 지각 행위를 초월하여 그 스스로의 지각적이고 표현
적인 경험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관객의 지각은 단순히 영화가 전달해
주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의해 해석된 바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객의 지각과 표현의 가역성과
영화의 지각과 표현의 가역성이 생생하게 연루되고 교류된다.
가상현실 이미지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 작용도 이와 유사한 가역적인
구조를 지닌다. 영화가 운동성을 토대로 현전화(present)된 영화 이미지
를

드러내듯

가상현실

이미지

역시

운동성을

토대로

원격현전화

(tele-present)된 이미지를 드러낸다. 감독이나 예술가의 지각적 지향성
이 영화 만큼은 반영되지 않고 프레임도 고정적이지 않으나 가상현실 이
미지 역시 이 지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그것을 현전화하고 표현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이미지를 관객의 지각이 경험하듯 수용자의
코드화된 몸은 가상현실의 원격현전화 되는 디지털 이미지들과 상호작용
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내고, 이것을 다시 다양한 지각적 반응들을
통해 가상현실의 이미지에 반영한다. 수용자의 몸은 가상현실 이미지와
의 가역적 교환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코드화된 몸으로 계속 갱신되며,
이렇게 기술적으로 육화되고, 가상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코드화된 몸
은 체험을 통해 지각 능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게 된다. 이미지-수용자
몸 간의 지각 표현의 가역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상현실 이미지는 영
189) Vivian Sobchack, The Address of the Eye : A Phenomenology of Film
Experience,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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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미지 체험과 유사한 지각적 구조와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와는 달리 정해진 프레임을 가지지 않으며 수용자의 몸을
가상화할 수 있을 정도의 지각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의 고유함은 이로부터 더욱 진전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가상현실
이미지는 자연적인 세계나 기존의 영화 매체보다 훨씬 과잉된 체험을 제
시하고, 육화된 영화적 지각이 단지 정보의 흐름이라는 방식으로 최소화
되어 있으며, 애초에는 지시체가 없이 가상성으로만 존재했던 것을 수용
자 몸의 개입을 통해 현실화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영화 속에서도 솝책이 미처 다루지 못하고 간과했던 바 ‘클로즈업’(Close-up), ‘점프컷’(Jump cut), ‘플래시백’(Flash back) 등과 같은
영화적 지각과 효과가 나타나기는 한다. 싱어(Linda Singer)에 의하면
영화는 카메라의 조작이나 편집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산만함을 제거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영화적 상황 등에 의해 일상적인 경험에서 느끼는 것
보다 훨씬 더 과잉적인 의미를 생산한다. 관객은 이러한 과잉된 의미가
발생시키는 쾌(pleasure)에 의해 영화에 이끌린다는 것이다.190) 클로즈
업이나 영화에서의 조명, 초점, 렌즈의 사용, 점프 컷과 같은 영화만의
기술들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의 시각적 경험을 이
끌어가므로 영화에서의 나타남은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관객은 이것을 통
해 일상적 체험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쾌를 느끼게 된다. 영화는 자연적
비전과는

차별화되며,

메를로-퐁티가

표현하는

바의

“범속한

비전

(vision profane)이 비가시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191)을 드러내는 것
이다. 영화적 비전은 분명 자연적 비전의 한계로부터 나타나는 결핍을
채워주는 측면을 포함한다. 즉 싱어의 논의에 따르면 카메라는 단지 인
간적 지각의 모방이 아니라 봄의 능력을 크게 확대한 장치로서 일상적

190) Linda Singer, “Eye/Mind/Screen: Toward a Phenomenology of Cinematic
Scophophilia”, in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Vol. 12, 1992, p. 52.
191) 모리스 메를로-퐁티, 「눈과 마음」, p.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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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각적 차원을 제시해준다. 광각렌즈를 사
용했을 경우 자연적 비전에서와는 달리 전경과 후경은 서로에게서 사라
지거나 멀어지지 않는다. 깊이와 넓이는 자연적 비전 안에서는 서로 배
타적인 관계에 있게 되지만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영화를 찍을 경우 깊이
와 넓이가 모두 희생되지 않고 전경, 후경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도
록 강요되지 않는다. 줌인이나 클로즈업의 경우 자연적 비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과장된 형태의 주의(attention)작용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편
집을 통해서도 영화만의 지각은 매우 과장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
게 되는데, 예컨대 점프컷과 같은 편집 효과는 일상적 상황에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시공간 체험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192)
가상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이질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것은
일상적 비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각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이고 비가시적 측면을 드러냄에 있어서 영화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적극
적이다. 가상현실의 경우 과잉체험의 효과는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그 체험의 구조나 그에 따른 지각자 몸의 가상성 등이 단지
영화적 지각과 관객의 상호작용에서보다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상현실은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지각적 조건이 총체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지닌 것이고 극도의 감각적 몰입상태를 가능케 하며 현
실의 재현을 넘어선 전적으로 새롭고 예측불가능한 체험을 제공한다. 또
한 영화 체험해서 발생하는 정념이 영화적 지각 작용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은 수용자의 지각 능력을 훨씬 넘어선
자극과 정념을 창출하며 이것은 이전의 체험과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반응을 구성한다. 따라서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는 지각 표현의
가역성이라는 영화적 체험 구조를 넘어 고찰되어야 한다.
실제로 솝책은 자신의 영화이론보다 진전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논
의들을 통해 모핑(morphing)과 같은 디지털 기법이 기존의 영화적 매체
192) Linda Singer, “Eye/Mind/Screen: Toward a Phenomenology of Cinematic
Scophophilia”,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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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것이 지닌 시간적인 특수성과 실존적 가치를 비워버린다고 주장
하면서 디지털 이미지가 기존 이미지와 다르게 논의될 수 있음을 암시한
다.193) 모핑 기법은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연속적으로 변형시
키는 디지털 시각효과로서 수학적인 과정을 프로그래밍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된다. 이것은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뮤직 비디오에
서와 같이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흑인에서 백인으로, 남자에서
여자로, 사람에서 동물로 변화하는 식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여러 형상
을 거쳐 최종 이미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지 변형의
완벽한 운동을 가시화시켜주는 디지털 기법이다. 솝책에 의하면 영화적
지각은 지각, 표현의 가역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상호주관적이거나 객관적 시간의 연속성 안에 이러한 가역적
성격을 구축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디지털 모핑 이미지 속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디지털 이미지는 원리적으로 지
시체를 지니지 않고 영화 이미지와 같은 지향적 구조를 지니지 않으며
구체성과는 무관한 추상적 정보의 흐름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몸과의
연관성을 잃게 되고 체험이 누적된 현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다. 모핑 기술의 완벽하게 ‘이음매 없는’(seamless) 변형과정은 기존의
영화에서 편집 등을 통해 만들어냈던 형태의 변화 과정을 누락이나 비약
이 없이 매끈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이것은 과장된 변형을 통해 시간적
인 특수성과 실존적인 가치를 삭제해버리므로 오히려 변형의 왜소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이음매 없는 변형은 자기 정체
성 변형을 통한 타자성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의 부정을
내포하여 타자성을 지운다. 이것은 이러한 과장된 변형을 통해 이질성이
나 다양성이 아닌 동질성만을 보여주므로 어떤 지시체나 현실적인 내용
도 담지 않은 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몸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194)
193) Vivian Sobchack, Meta-Morphing, http://www.heise.de/tp/english/special/film/
61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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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핑 이미지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솝책은 디지털 이미지의 시
간성이 불연속적이고 순간적이므로 실존적으로 체화된 경험을 이루어내
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솝
책이 디지털 이미지를 단순히 이음매 없는 교체와 변형, 그리고 변형의
변형인 모핑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것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므로 기존
의 아날로그적 매체와 차별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논의로부터 단서를 얻
되 디지털 이미지가 지닌 특수성을 더 정교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이미지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은 단지 2차원적 이미지가 아닌
확장된 실재성의 차원에서 더 진전된 논의를 요구하는 영역일 뿐 아니
라, 단순한 관객이 아닌 적극적 참여자의 지위로 격상된 수용자의 몸,
지각, 더 나아가서는 정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서 논의되는 지각의 문제는 단지 주체-대상의 지각과 표현의
가역성이라는 단계를 넘어 복합적 지각들 사이의 가역성, 즉 보다 근본
적 층위의 시각, 청각, 촉각의 가역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상현실 이미지를 경험하는 지각자의 몸은 이전의 매체에서와는
전혀 다른 지각적 경험을 통한 매우 이질적인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가상
현실의 본질적 요소인 가상성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4) 선인칭적 기술발생적 몸의 정념성과 촉각성
가상현실 이미지의 가상성을 통해 몸이 가상화될 수 있다는 것은 수용
자의 몸을 단순히 가상현실과 가시적, 현실적 층위에서 상호작용하는 주
체,

대상의

관계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

즉

이

몸을

‘선인칭적

인’(prepersonal)195) 감각 존재로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를로-

194) 박성수, 『디지털 영화의 미학』, pp. 280-282 참조.
195)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p.
295, p. 3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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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티에게서 ‘선인칭적’이란 나에 대한 의식 이전에 이미 보는 주체와 보
이는 세계가 스스로 생을 전개하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방식으로 주
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의 것, 너의 것을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익명성의 상태를 지칭한다. 모든 인칭적인 것은 이 선인칭적인 것
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선인칭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모든 역동적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와 층위에서 코드화된 몸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코드화된 몸은 이러한 선인칭적인 몸을 디
지털

기술로서

활성화시키고

이

기술로서

확장시키는

‘기술발

생’(technogenesis)196)적인 단계에 놓이게 하는 몸이다.197)
가상현실이 이처럼 선인칭적이고 기술발생적인 몸을 구성하고 이를 활
성화시키는 것은 가상현실이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은 세계에 보다 더 밀접하게 접근하고자 몸의
움직임이나 시각, 촉각 등의 인터페이스를 강화시켜왔으며 이를 통해 몸
이 지닌 잠재력과 구성능력을 더 강하게 자극시키고 확장시켜왔다. 이
디지털 기술이 결집된 가상현실의 경우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지
각들의 통합적 작용이 일어나고 매우 강렬한 체험과 몰입을 야기하므로
몸은 지각적 작용과 함께 강한 정념을 발생시킨다. 일상적인 현실이나
기존의 영화 등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 높은 정념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베르그손에게서 정념은 나의 몸과 내적인 관련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항상 지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대상과 나
와의 거리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내 몸의 일부가 된 감정적 감각이
나 느낌을 말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감각신경 위에서
일어나는 운동 경향이자 사물에 저항하는 능력이며 지각에 밀접한 영향
196) 기술발생(technogenesis)은 인간이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진화한다는 것을 지칭하
는 개념이다. 이것은 본 논문 뒷 부분에서 언급할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가
‘후천성 계통발생’(epiphylogenesis)이라는 개념을 통해 견지하고 있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197) Mark B.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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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작용이다. 지각이 몸 밖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면 정념은 외
부의 물질적 이미지에 우리 몸의 내부가 섞여져 있는 상태이되 단순한
물체가 아닌 생명으로서의 몸이 가진 고유한 영역이며 몸이 기계적인 과
정을 겪지 않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결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해주는 작용이다. 핸슨은 베르그손의 이 정념 개념을 적극적으로 끌
어들이고 확장시켜 디지털 이미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는 매우
강렬한 상태를 ‘정념성’(affectivity)라고 칭한다. 정념성은 몸이 자신을
초과하도록 하는 매개이자 힘의 잠재적 영역이며, 예측불가능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몸의 행동을 촉발하는 것을 의미한다.198)
이보다 앞서 베르그손의 정념 개념을 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
석한 사람은 들뢰즈이다. 들뢰즈는 베르그손의 “비결정성의 영역”에 주
목하면서 영화나 기계적 이미지들이 지니는 비결정성의 영역의 확장 가
능성과 정념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영화에 관한 그의 저서

Cinema를 통해 영화에서의 클로즈업과 같은 표현 기법이 관객으로 하
여금 정념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클
로즈업은 서사의 흐름이나 특정 장면을 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관객이 서사로부터 이탈하여 긴장감과 초조감을 느끼게끔 하기도
한다. 서사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면 서사의 맥락
에서 벗어나는 간격이 생기고 여기에서 정념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념의 발생은 이미지를 서사에 통합시키기보다 공간, 시간 좌표
로부터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199) 이것은 서사를 단절시킴으로써 관습적
인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 정념이란 익숙한 습관이나 관습
과 단절됨으로써 새로운 서사를 촉발하게 하는 것이다. 영화는 신체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간의 지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
고방식을 창출해낼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일상적인 지각이 기계적

198)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226.
199) Gilles Deleuze, Cinema 1, L’image-mouvement, Paris : Editions de Minui,
1983,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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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각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핸슨에 의하면 이러한 들뢰즈의 영화-정념 관계를 디지털 이
미지 가상현실과 같은 뉴미디어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들뢰즈
는 영화가 인간의 몸이 지닌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것은 영화와 같은 기술적 매체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몸이 지닌 역할
을 부정하고 몸의 개입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200) 들뢰즈의 이론에 따르면 몸으로부터 벗어날수록 새로운 지각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은 베르그손이 주장하는 바의 지각과 정념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베르그손에게 있어 정념과 지각은 몸으로부
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몸을 토대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충분히 감안할 때 기술적 매체와 수용자 지각의 관계는 더 명확
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핸슨은 들뢰즈가 정념을 영화나 기계적
인 매체가 제공하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효과로만 보았던 건 정념을 지각
을 발생시키는 몸의 작용 중 일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핸슨에 의하면 이는 들뢰즈가 베르그손의 정념 개념을 축소하여 이해하
고 있는 것이며, 수용자의 몸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배제하는 것이다.201)
핸슨에 의하면 베르그손의 지각이론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몸이 단순히 주어진 이미지를 수용하는 역할이 아니라 비결정성
의 영역에서 일정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매우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지각 작용 자체가 수많은 이미지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표상하는
200)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5.
201) 그러나 러쉬튼(Richard Ruchton)은 핸슨이 들뢰즈 Cinema에서의 지각과 정념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논의를 펼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핸슨은 들뢰즈의 영화
를 수용자 주체-영화 대상이라는 관계로 분석하고 있으나 들뢰즈에게 있어 이 관계
는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다. 즉 핸슨이 말하듯 들뢰즈가 Cinema에서
정념을 영화 이미지라는 대상이 발생시키는 효과로 한정시켜 바라본 것은 핸슨이 대
상과 복잡하게 얽힌 들뢰즈의 주체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들뢰즈
역시 정념을 베르그손이 말하듯 주체와 대상의 일치, 주체와 대상의 혼합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Richard Rushton, “Passions and
Actions : Deleuze’s Cinematographic Cogito”, pp. 125-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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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므로 디지털 이미지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몸은 정념에 따라 아직
은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디지털 이미지들을 선별하여 지각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파격적이고 강력한 체험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이미지가 투사된 가상현실의 상황에서
수용자는 정념을 통해 이미지를 선별하며, 이렇게 선별된 바에 따라 수
용자의 지각활동은 이루어진다. 즉 어떠한 정념이 수용자의 몸에 의해
발생되는지가 수용자 지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들뢰즈가 정념을 이
미지가 발생시키는 지각 양태 중 하나로 본다면, 핸슨은 정념을 일으키
는 몸 자체가 그 정념이 이루어진 바에 따라 동시적으로 지각 활동을 일
으킨다고 보는 것이다.202)
핸슨에 따르면 정념성은 몸이 세계를 통해 자신을 넘어선 자신을 스스
로 경험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하고 실험적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감각
운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능력을 말한다.203) 그리고 이 정념성을 통해 수
용주체는 자신을 새로움의 세계에 개방하게 된다.204) 가상현실이라는 이
미지 공간과 수용주체의 관계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활동 이전의 신체
적 정념성이라는 매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몸은 그 자
신을 넘어서서 가상화될 수 있는 강도와 감각-운동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정념성은 감각적 자극과 운동 반응 사이의 내적 간격을 메운
다기보다 오히려 이 간격을 여는 역할을 하면서 이 간격 안에서 몸이 그
자신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새로운 공간과 영역
이 창출되도록 추동하는 것이다.205) 즉 가상현실의 강력한 체험에 의해
수용자 주체는 지각능력의 확장 외에도 몸의 내부에서 강한 정념을 느끼
게 되고, 이 정념의 비결정적인 영역이 각기 다른 몸의 반응과 확장을
이루며 예측불가능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게 된다. 이 비결정적인 영역
202) 박영욱, 「디지털 예술과 몸의 개입」, 『드라마
2014, pp. 23-25 참조.
203)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204)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205)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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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44집, 한국드라마학회,

Media, pp. 7-8.
Media, p. 133.
Media, p. 216.

은 사물 속에 내재된 무수히 많은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영역으로서 인간
이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있지 않지만 지각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영
역이다. 베르그손에게 있어서 지각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비결정성의 정
도가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디지털이나 가상현실이 정념성
을 토대로 이 비결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지각 능력의 증대 역시 자
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코드화된 몸의 가상화는 이러한 정념성과 함께 촉각성을 토대로 이루
어진다. 가상현실 이미지는 시각, 청각뿐 아니라 촉각을 통해 체험된다
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된다. 핸슨에 따르면 이 촉각성이 정념성
과 연합하여, 간격을 만들고 비결정적인 영역을 확장한다. 이 코드화된
몸과 가상현실 이미지가 공유하는 촉각성은 애초에 메를로 퐁티가 자신
의 지각 이론에서 시각성 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이다. 후기에
‘살’(chair)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그 상호얽힘의 근원적 원리를 심층적으
로 다루기는 하나 그는 초기부터 시각과 촉각이 몸이라는 현상학적 체험
의 장에서 통합되어 지각됨을 강조했다. “시각적 촉각적 소여들은 총체
적으로 형성화되고 이것은 그 소여들 자체가 그것들의 지반 위에 공간적
조직화를 실현한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206)는 것이다. 즉 우리가 본
다고 할 때 그것은 동시에 만지는 것이며 지각하는 행위 안에는 이렇듯
하나의 감각 이상의 감각들이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메를로-퐁티가 후
기 살 철학을 통해 봄(vision)과 보이는 것의 관계를 만지는 자와 만져
지는 대상의 얽힘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더욱 명료해진다. 봄은 곧 만짐
이고 이 둘은 하나로 통일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역적인 얽힘 관계는 물
질도 정신도 실체도 사실의 총합도 아니며, 시공간적 개체와 관념의 중
간쯤에 위치한 잠재적이고 근원적 요소인 살에 의해 가능해진다. 메를로
-퐁티는 봄이란 대상에 접촉하여 그것을 감싸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
서 시각이 촉각의 고유한 속성을 모방하는 측면이 있고 모든 지각의 원
리인 살의 단초가 촉각으로부터 제공되어졌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촉각
206) PP,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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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사실상 시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층위에 놓여져 있는 지각적 성질이
라 볼 수 있다.207)
이때의 촉각성은 메를로-퐁티가 주장한 바대로 시각과 분리되지 않는
시각적 촉각성, 혹은 촉각적 시각성이고 원초적 촉각성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핸슨은 이 촉각성을 선인칭적인 차원에서 몸과 디지털 이미지
의 가상성과 현실성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것, 혹은 코드화된 몸의 촉
각, 시각이 아직 분화되기 이전 원초적 상태로서의 잠재성으로 파악한
다.208) 촉각은 일상적인 대상이나 기존의 예술을 통해서도 발생되되 정
보가 과잉되고 극도로 복잡하면 이것은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즉
촉각은 몸을 즉각적이고 기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발생적인 단
계에 놓이게 만들며, 가상과 현실의 접면으로서 촉각성은 경험적 현실적
구조와 가상적 구조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 구조들을 결합하고 변형시
키는 역할을 한다.209)
이것은 곧 촉각적인 몸이 가상현실 이미지와 만나고 접촉하도록 돕는
인터페이스(interface)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10) 기술적
이미지에 의해 구성되는 인터페이스는 촉각에 의해 몸의 일부로서 유입
되고 이미지와 몸은 하나의 경계를 이룬다. 인터페이스가 외부와 내부,
추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기계와 정신, 지각과 재현, 가상과 실재를
접속하고 교류하게 만드는 접점이며 장소라고 한다면, 인터페이스로서의
촉각적인 몸 역시 기술적 이미지라는 외부와 수용자 몸이라는 내부를 뫼
207) 정지은, 「시지각의 촉각적 성격에 관한 연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 61집,
한국현상학회, 2014, p. 24 참조.
208) 핸슨은 매체이론가 케르코프(Derrick de Kerckhove)의 저서를 인용하며 정보가
극도로 복잡하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산되면 이해(understand) 이전에 느끼게
(feel) 되고, 이때 촉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Mark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 225 참조.)
209) Mark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 20.
210)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터페이스(interface)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의 경
계나 기계와 인간 사용자들이 상호 접속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접속점, 접촉면(face)
을 빌려주어 두 영역을 소통하게(inter) 하는 장치로 정의된다. (전혜숙, 『20세기 말
의 미술-일상의 공간과 미디어의 재구성』, p. 2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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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스의 띠처럼 연결하고 우리의 감각을 다른 시공간이나 이질적인 영
역에 전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핸슨은 이러한 코드화된 몸, 인터페이스로서의 몸의 촉각성을 보다 심
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앙지외(Didier Anzieu)와 빅(Esther Bick)의
피부자아(Moi-peau) 개념을 언급한다. 이들의 피부자아 개념이 ‘감각적
-초월’(sensible-transcendence)로서의 코드화된 몸의 촉각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앙지외(Didier Anzieu)는 자아가 신체 표면
의 투영이며 신체 감각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프로이트의 신체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피부자아’(Moi-peau) 개념을 제시하면서 “자아란 피
부이다”라는 획기적인 주장을 내세운다. 앙지외에 따르면 촉각 혹은 피
부는 자아를 외부화시키는 가장 일차적인 영역으로 다른 어떤 감각기관
보다 더 빨리 형성되는 것이며 시각, 청각, 미각 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
이다. 피부는 하나의 기관 이상이며 다른 신체 기관들을 감싸는 하나의
전체이고 다른 감각기관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앙지외에게 있어
서 피부는 자아를 드러내는 표시이자 흔적이며, 이러한 피부자아는 심리
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 사이의 전이 단계로서 규정된다. 피부자아는
신체 표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내용물을 담아주는 자아로서 외부
세계에 대한 자극을 담기 위해 내부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심리적
싸개’(enveloppe psychologique)를 의미한다. 다양한 감각들로부터 비
롯된 심리적 싸개들이 서로 끼워 맞춰지고 포개져서 심리장치의 표면으
로서 자아를 구성하며 이 표면이 자신과 세상의 경계가 된다는 것이
다.211) 피부자아는 내부 지각과 외부 지각의 경계에 놓이는 촉각적 피부
의 이미지와 관련된 신체적 자아와 동일성의 근거가 되는 심리적 자아가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부 지각과 외부 지각 등이 원활하
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외부 환경을 통해 모아진 좋은 것
211) Didier Anzieu, Le Moi-peau, Paris : Dunod, 1995 - 디디에 앙지외,『피부자
아』, 권정아, 안석 옮김, 인간희극, 2008, pp. 13-14(역자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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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담아내는 기능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경계면으로서 외부와 내부
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타인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212)
핸슨은 이 피부자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촉각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촉각을 담당하는 피부가 자신과 타인,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안과 밖 양자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장소이며, 코드
화된 몸의 촉각성이 이러한 피부의 역할,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코드화된 몸의 촉각성은 그 자체로 미분화
되어 있으나 감각적으로 미분화되기 이전의 간격(écart)을 포함한 것으
로서 파악될 수 있으며 경험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의 두 측면을 다 가지
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둘 사이에서 이것들을 가로지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213)
촉각은 다른 감각들에 앞선 원초적 체험이며, ‘고체성의 논리’(logics
of solid)에 기반한 시각에 대비하여 ‘유체성의 논리’(logics of fluid)에
기반한 것이고, 주체과 객체, 안과 밖 등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이른바
‘감각적-초월’이다.214) 그리고 가상현실 체험 속에서 수용자는 이러한
촉각적인

몸을

인터페이스로

삼아

세계의

경계면과

접촉하는

‘inter(sur)face’21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접촉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로서의 코드화된 몸은 만지는 주체와 만져지는 대상의 경계를 가로
지르며 ‘그 사이’(in-between)에 존재한다. 촉각 과정은 인간-기술 사이
의 인터페이스인 수용자 몸이 그 미분화된 간격 사이로 기술적 매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성을 획득하고 변형을 겪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212) 디디에 앙지외,『피부자아』, pp. 83-84.
213) Mark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 60.
p.68.
214) 전혜숙, 『20세기 말의 미술-일상의 공간과 미디어의 재구성』, p. 239.
215) 전혜숙, 『20세기 말의 미술-일상의 공간과 미디어의 재구성』, p. 249.
(inter(sur)face는 전혜숙이 interface와 surface를 합쳐서 만든 용어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접촉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와 표면으로서의 피부를 동시에 표
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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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들의 미분화된 잠재성, 주관과 객관, 안과 밖, 시각과 촉각 등의 상
호가역성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즉 촉각적인 몸은 기술적 매체라는 외부
와 접촉하는 인터페이스이면서 나와 기술적인 타자를 결합시키는 장소이
자, 정서적 교환과 전이가 일어남으로써 둘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애매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이것은 또한 생물학적 물리적 표피를 넘어선
‘정념적 인터페이스’(affective interface)로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미지와 시공간이 창출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베르그손에게서 지각과 정념이 분리되지 않듯 코드화된 몸이 지닌 촉
각성과 정념성은 불가분의 것으로 몸이 디지털 이미지와 접촉함으로써
촉각이 발현되는 동시에 정념 또한 발생된다. 즉 핸슨에 의하면 코드화
된 몸은 기술적으로 육화되고 지각적으로 확장된 몸이되 능동적이며 비
결정성의 중심인 몸으로서 촉각과 정념을 매개로 가상현실이나 디지털
이미지와 필연적으로 얽혀있고 이것에 개입하면서 변화하는 몸이다. 몸
의 가상화는 이러한 지각의 연장, 강렬한 정념적 촉각적 체험을 통해 현
실을 초과하면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상화된 몸은 가상현실의 가상성
과 분리불가능한 것으로서의 가상적 실재를 구성하게 된다. 가상현실의
디지털 이미지는 몸이라는 이미지가 개입되어야만 완성되는 이미지로서
고정된 현실의 재현이 아닌, 그 자체로 유동적인 실재이며 하나의 경향
성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정념의 이미지 프레이밍

코드화된 몸의 정념성, 촉각성이 디지털 가상현실 체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술적 이미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선인칭적이고
기술발생적인 조건일 뿐 아니라 유동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디지털 이
미지들 중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프레이밍’(fram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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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기 때문이다. ‘프레임’이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구성하는
정지된 이미지들 중 한 장이나 카메라 뷰파인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
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한 대상의 재현으로서 작품의 제작자
나 감독의 의도에 의해 그 경계가 규정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 예술작품의 경우 이러한 프레임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가 않으며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경계
가 완성되고 변화된다.
가상현실에서는 이미지가 지각의 과정 안에서 창조되며, 더 이상 기계
적인 요소가 지각을 위한 프레임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이 프레임
을 만드는 과정이 지각에 통합된다. 즉 프레임은 감각운동적인 수용자의
몸을 통한 이미지 정보의 프레이밍에 의해 형성된다. 무한한 이미지들
중 일부를 걸러내어 하나의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념이라고
본 베르그손의 주장처럼 정념성이 매개가 되어 몸의 지각적 경험에 따라
가상현실 속의 변화하는 유동적인 이미지들 중에서 특정한 이미지가 선
택되고, 이 과정에서 고유의 이미지가 구성되는 것이다.216)
정념이 자연스러운 서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간격에서 발생하는 정
서적 반응이며 영화라는 매체의 충격적 효과 혹은 이미지가 발생시키는
지각반응이라고 주장했던 들뢰즈와 달리, 핸슨은 베르그손이 애초에 정
념을 통해 지각의 내용을 필터링했듯 가상현실과 같은 체험에서 수용자
의 몸이 정념을 토대로 이미지를 프레이밍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핸
슨에 의하면 들뢰즈는 정념을 지각 이미지와 행동 이미지 사이에 위치한
운동 이미지의 한 유형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념을 기술적 장치가 만드는
프레임의 효과로 환원시켰다. 그 과정에서 정념은 탈육화되고, 기술적으
로 조합된 이미지들 세계 속에서 주체의 바깥에 놓여지게 된다. 들뢰즈
식으로라면 이렇게 프레이밍 과정에서 몸은 능동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운동 이미지가 각인되는 수동적인 장소에 머물게 되지만, 핸슨은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미지의 프레이밍은 몸의 능동적 작용을 원천으로 삼
216)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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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217) 그리고 이는 마노비치가 디지털 이미지를
일정한 프레임을 가진 영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
이다.
마노비치는 디지털 이미지를 기존의 이미지들과 완전히 단절적인 것이
아닌 영화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바라본다. 디지털 이미지는
단일 시점의 원근법, 직사각형의 프레임, 역동적 카메라, 촬영과 편집 관
습 등의 영화적 전통과 새로운 컴퓨터 기술의 혼합이며 과거에 영화였던
것들은 이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된 것이다.218) 이 인터페
이스의 언어는 영화적 재현형식 뿐 아니라 이미지를 조작하고 제어하는
인간-컴퓨터-인터페이스(HCI)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터의 스
크린은 가상공간을 향해 열려있는 창인 동시에 가상의 제어판의 기능을
한다.219) 이것은 환영적인 공간으로서의 이미지이자 행위 도구로서의 이
미지이다. 마노비치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가 사용자
(user)가 조작하는 ‘이미지-인터페이스’(image-interface)나 ‘이미지-도
구’(image-instrument)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이미지란 사
용자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때
사용자는 이미지-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제어하여 컴퓨터가 이
미지를 보여주도록 하거나 이미지-도구를 써서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
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마노비치에 의하면 디지털 이미지는 수용자의
지각이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터페이스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220) 마노비치에게서 뉴미디어 혹은 디지털화란 이미지가 사용자에게
현대 물질문화의 정보광경(infoscape)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디지털 이미지는 사용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217) Tim Lenoir, “Haptic Vision : Computation, Media, and Embodiment in Mark
Hansen’s New Phenomenology”, i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Mark B.
N. Hansen, pp. 19-20.
218)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136.
219)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142.
220)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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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는 것이고 여전히 영화와도 같은 일정 정도의 프레임 속에 구속되
어 있는 것으로서 파악된다.
핸슨은 마노비치의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면서
디지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와 차별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정념적인
몸의 프레이밍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디지털 이미지는 마노비치가 말하
는 것과 같은 수용자 행동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인터페이스나 도구가 아
니며 또한 몸은 이미 프레임이 구축된 이미지를 수용하는 기관이 아니라
는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는 완결된 것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며 프레임
속에

구속될

필요가

없는

무형적인(formless)

것이고

다형적인

(polymorphous)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성과 다형성에 지각가능한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수용자의 정념적인 몸이다. 핸슨은 마노비치
가 디지털 이미지를 영화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 이미
지의 형성 과정에서 수용자의 몸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보
면서,

이

정념적인

몸이

구현하는

프레임

활동을

‘절대적

프레

임’(absolute frame)이라 일컫는다.221)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떠
한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어떠한 프레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와 동일하다. 디지털 이미지는 기존의 아날로그 이미지와 달리 그 자체
로는 프레임이 없으나 수용자의 몸이나 정념 작용이 프레임의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현실의 경우 기계적인 요소들은 더 이상 지각을
위한 프레임으로서가 아니라 지각을 포괄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통합되
게 된다.
핸슨에 의하면 제프리 쇼(Jeffrey Shaw)의 작품들은 수용자의 정념적
인 몸이 이러한 프레임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이다. 예컨대 <The Legible City>(1988)와 같은 작품에서 자전거에 앉
아있는 관객의 몸 자체는 디지털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작품의 공간을 구축하는 프레임, 즉 절대적 프레임의 공간이 된다. 또한
<Eve>(1994)에서는 HMD를 착용한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이미지 자체
221)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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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프레임을 재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222)
핸슨은 이러한 이미지 프레이밍의 과정에서 뤼예(Raymond Ruyer)의
‘형식을 부여하는 형식’(form-giving form), 즉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미지가 아닌 차원이 없는 주관적 이미지, 오직 유기체
가 자신의 몸 안에서 내재적으로만 감각하는 이미지의 형식이 작용을 한
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형식으로서 감각하기 때문에 이미지
를 지각할 수 있고, 이미지는 지각에 앞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
라 이 형식에 의거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내재적
으로 감각하는 형식을 베르그손 식으로 지각적 경험의 기초가 되는 정념
과 같은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각은 이러한 정념에 의
존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재적 감각인 형식, 혹은 정념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미지는 프레이밍 된다.223)
그런데 베르그손에게 있어 정념이 외부대상의 단순한 반영이나 복제
혹은 외부대상으로부터 특정 요소를 선별하여 조립하는 활동에만 그치는
작용이 아닌 스스로의 지각적 능력을 고양시키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역
동적인 활동인 것처럼, 코드화된 몸의 정념성이 이루어내는 프레이밍 작
용은 단지 주어진 이미지들 중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선별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수용자의 몸과 잠재적 이미지들의 상호작용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상황을 창출한다. 주어진 이미지들은 수용자의 몸에 의해 프레
이밍 되고 끊임없이 변화될 뿐 아니라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는
수용자 몸의 가상성에 의해 이미지의 잠재적 역량은 무궁무진하게 펼쳐
질 수 있다. 결국 몸과 디지털 이미지의 상호작용은 절대적 프레이밍이
자 무제약적 프레이밍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요컨대 핸슨에게 있어서 가상현실 이미지는 스크린 표면에 나타나는
인터페이스와 도구로서 현실을 가상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아닌 수용자의
지각적 정념적 작용을 통해 이 이미지를 생산하는 전 과정을 포괄한다.
222) 박영욱, 「디지털 예술과 몸의 개입」, pp. 25-26 참조.
223)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p. 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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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과정은 이미지와 지각적 정념적
몸이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인간의 몸과
‘발생학적’(embryogenic)으로 연결되고 ‘프레이밍’ 되며, 이러한 몸의 지
각적 작용과 정념적 작용이라는 잠재력이 없이는 이미지가 성립될 수 없
다.224) 몸은 그 자체로 ‘프레임’이면서 이미지를 ‘프레이밍’ 하는 것이다.
사진이나 영화가 관객의 시뮬레이션적인 의식에 의한 연속적 지각을 위
해 물리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반면 가상현실 안에서 이미지는 지각, 정
념의 과정 안에서 창조된다.

6) 지각의 미시물리학적 영역의 개방

수용자 몸이 가상현실 이미지에 개입하고, 이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과
정을 더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수용자라는 두 개의 존재가
교차되고 접속, 균열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지각과 정념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위해 지
각 작용과 관련된 두뇌의 인지 처리 방식이나 신경 체계의 메커니즘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각 절차 자체가 두뇌와 환경 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기도 하며 다양한 ‘신경 총체’(neural ensembles)들 간의 상호 협
력적 구조에 의해 정보가 선택, 여과, 변형, 창조되는 과정이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볼

때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은

‘인간-기계’가

‘몸-두

뇌’(body-brain) 안에서 융합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핸슨
은

이러한

이미지

체험을

일컬어

‘몸-두뇌

성취’(body-brain

achievement)라고 지칭한다.225)

224) Tim Lenoir, “Haptic Vision : Computation, Media, and Embodiment in Mark
Hansen’s New Phenomenology”, i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Mark B.
N. Hansen, p. 22.
225)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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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두뇌의 인지처리 방식과 연관시키는 작업은 주로 인지주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인지주의는 초기에 지각의 문제를 두뇌의 작용으
로 보되 이를 철저히 정보 처리의 영역에 국한시키는 방식으로 논의해왔
다. 이러한 방식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이 세계의 속성을 기호적으로 표
상하여 마음속에 재현해 내며, 이것이 마치 컴퓨터의 정보 처리 방식,
즉 계산적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감각기관이 정
보를 입력하면 이 정보는 인지의 단기 메모리에 저장되었다가 인지 프로
세서로 전달되어 장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 분석되고, 분석의
결과 입력된 정보에 대응하는 반응이 선택되면 이 선택된 반응은 운동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되어 몸에 적용되면서 지각작용이 일어난다는 논리
이다.226) 그러나 이것은 지각이나 정념과 같은 경험의 실질적 측면들을
226) 이러한 인지주의에 입각한 지각의 절차는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두뇌의 신경 체계
에 의한 입출력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지주의에 의한 두뇌의 정보처리 과정은
신경계 단위들 사이에서 신경생리학적 정보가 교환, 처리, 저장되는 방식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지각은 자극(stimulus), 전기
(electricity), 경험(experience)과 행동(action), 지식(knowledge)이라는 요소가 관여
된 복합적인 처리 과정이다.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는 신경체계에 의해 전기
신호로 변화되고 이 변환된 전기 신호는 다른 뉴런을 활성화시키며 두뇌에까지 전달
된다. 이 과정에서 뉴런들은 다른 뉴런과 상호작용을 맺으며 서로를 활성화시킨다.
지각은 입력된 정보가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쳐 두뇌에 도달하는 작용이며 지각자가
지식을 관여시켜 그 정보를 범주화하고 알아보는 재인(recognition)의 단계와 행동
(action)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괄한다.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과정의 분명한 예는
동물들에게 시각 자극이 주어졌을 경우 뉴런의 전기적 반응, 즉 시각피질에 대한 연
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지각 전반에 있어서 유사하게 적용된다. 피질상에 있는
뉴런들은 일종의 ‘모양 탐지자’(feature detector)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
는데 이 구조는 주어진 대상의 방향, 대조, 속도, 색 등의 속성들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구조에 기반하여 대상의 모양을 탐지하는 뉴런이 입수한 정보가 두뇌의 더
복합한 처리 과정인 개념적 범주화, 기억 연상, 결과적 행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즉 눈과 귀가 정보를 지각하여 단기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지각 절차과정이 이를 처
리하고,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다시 장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 분석되며 이
분석의 결과에 대응하는 반응을 선택되어 몸에 적용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각작용뿐만이 아니라 정념이나 감정을 처리할 때도 유사하게 나타
난다. 신경과학자인 르두(Joseph LeDoux)는 정념이나 감정이 지성적 인지과정과 마
찬가지로 두뇌의 신경처리 절차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르두는 ‘감정의
처리과정’(emotional process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뇌에 존재하는 수많은 회
로들이 감정과 관련되며 감정이란 뇌가 어떤 자극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계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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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것은 개인의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인간의 감각 기관이 단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여 두뇌에 전
달하는 수용체 이상이며, 인간 주체가 의식만이 아닌 무의식과 몸의 총
합으로서 세계와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존재임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
바렐라(Francisco J. Varela)는 현상학적 인지주의를 토대로 이를 설
명하기에 유용한 논점들을 제시해준다. 바렐라는 베르그손, 메를로-퐁티
의 지각, 정념 개념 등에 영향을 받아 지각, 정념을 단순한 두뇌의 정보
처리과정이 아닌 몸과의 연관성 상에서 파악하고자 했고,227) 뉴런의 연
합체가

단순한

기호조작이

성’(emergence)228)을

지니고

아닌
있음을

‘자기조직화’
주장했다.

능력과

또한

‘창발

‘육화된

인

지’(embodied cognition)와 ‘발제’(enaction) 개념을 수립함으로써 지각
과 정념의 문제를 정보처리 과정으로 환원하는 인지주의의 문제점을 극
복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마음이 단지 뇌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확장하여
몸과 환경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인지가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사회 환
경에 적응하는 유기체에 의해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작동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렐라의 ‘발제적 인지’(enactive cognition)는
처리과정이라고 정의한다. (E. Bruce Goldstein, Sensation and
Perception, Boston : Cengage Learning, 2010, pp. 5-8 ; Judith Reitman Olson,
Gary M. Olson, “The Growth of Cognitive Modeling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since GOMS”, Human-Computer Interaction, Vol. 5, 1990, pp.
223-227 ; Joseph LeDoux, Synaptic Self : How Our Brains Become Who We
Are, New York : Penguin Book, 2002- 조지프 르두, 『시냅스와 자아』, 강봉균
옮김, 동녘사이언스, 2005, p. 346 참조.)
227) 바렐라는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서의 몸과 지각을 철학적 기조로 삼았던 메를로퐁티의 영향을 받고 후설의 시간관 등을 아우르면서 지식과 인지의 육화를 토대로
한 ‘발제적 인지과학’을 수립했다. 바렐라는 감정, 정념의 문제를 시간과 연관지어 논
의하지만 직접적으로 베르그손의 정념 개념을 언급하지는 않고 신경생리학자 다마지
오(Antonio R. Damasio)가 다루는 감정, 정념 개념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는다. 바
렐라의 시간론은 핸슨에 의해 베르그손의 정념 개념과 적극적으로 연결된다.
228) ‘창발성’이란 하위 수준의 구성 요소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수준, 즉 전
체 구조에서는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으로, 하위 수준의 구성 요소들에 의한 상위
수준에서의 파급 효과를 지칭한다.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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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정신적 인지적 작용이 기능적으로 구별되거나 지형학적으로
분배된 두뇌의 다양한 영역들과 신경체계의 정합적 활동, 그리고 그것들
의 감각운동적인 육화의 동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229) 이러한 육화의 관점에 의하면 인지는 몸과 세계의 상호작용에 놓
여 있으며, 운동 활동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과정이 추론 과정의 일부를
이루게 되므로 행위에 따라 발달한다. 바렐라에게 있어 인지 작용이 일
어나는 두뇌는 곧 몸-두뇌이다. ‘발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된 개념으
로, 지각이 지각을 통하여 인도되는 행동으로 구성되며, 인지구조는 주
어진 행동이 지각을 통해 인도되도록 하는 반복적 감각운동의 패턴으로
부터 창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각을 기호와 표상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표상적 인지론에 따르면 지
각 과정이 세계의 미리 주어진 속성을 재현하는 정보처리의 과정이지만,
발제적 인지론에 따르면 지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지각자의 행위의 결
과로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지각 이해의 기준점이 이미 주어진 지각자 독
립의 세계가 아닌 지각자의 감각운동 구조, 즉 신경체계가 감각과 운동
을 연결하는 방식이 된다. 신경망은 지각에서 행위로 연결되는 일방적
통로가 아니며, 지각과 행위,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선택하며 창발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미리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지각자가 육화되는 방식이 지각자가 행동하는 방식과 지
각자가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의해 조절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며, 행동이 지각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감각 체계와 운동 체계의 연결
법칙을 찾음으로써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230) 육화된 행동으로서의 인
229) Francisco J. Varela, “The Specious Present : A Neurophenomenology of
Time Consciousness”, Naturalizing Phenomenology : Issues in Contemporary
Phenomenology and Cognitive Science, Jean Petitot, Francisco J. Varela,
Bernard Pachoud. Jean-Michel Roy,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 272.
230) Varela, Francisco J., Thompson, Evan, Rosch, Eleanor,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 The MIT Press,
1991 - 프란시스코 J. 바렐라,『몸의 인지과학』, 석봉래 옮김, 서울 : 김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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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표상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항상 결여된 어떤 것을 향
하거나 그것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각을 통해 인도
된 행위가 택하거나 밟게 될 열려진 체계의 다음 단계를 상정한다. 즉
육화된 행동으로서의 인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택하거나
밟아야 하는 경로 두 가지 모두를 규정한다.231)
바렐라의 발제적 인지론에 기반하면 가상현실 이미지를 수용하는 지각
과 정념의 작동 과정과 지각 확장의 메커니즘이 보다 정교하게 설명된
다. 핸슨은 이러한 바렐라의 논리를 가상현실 이미지 규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렐라에 따르면 ‘내생적’(endogenous)으로 발생하는 역동의
‘프레임워크’(framework) 안에 감각운동의 작용들이 통합되며, 이것이
생생한 현재의 지속을 설명해준다.232) 가령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과 같
은 것은 기계적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이라기보다 역동적이고 자기조직적
인 두뇌 신경적 조합에 기반한 내생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저변에는 지각자의 감각운동 작용과 정념, 그리고 연속적이고 비선형
적으로 지각되는 시간성에 대한 문제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베르그손이 정념과 시간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핸슨은 바렐라의 이론을 토대로 특히나 시간의 발생에 있어서 정념
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강조한다. 바렐라는 베르그손이 시간을 기
억과 연결시킨 것과 달리 후설의 시간 개념에 기반하여 정념을 미래의
시간인 ‘예지’(protention)와 연결시켜 설명한다. 후설에게서 의미 있는
시간은 물리학적 시간, 자연적 시간, 세계시간 등의 객관적 시간을 환원
하여 확보한 내적 시간 의식의 장으로서의 시간, 즉 현상적 시간이다.
후설은 대상이 눈앞에 분명하고 명증적으로 주어지는 지각의 현재야말로
모든 인식의 궁극적인 권리원천이지만 이 현재는 물리학적 수학적 시간
pp. 279-280.
231) 프란시스코 J. 바렐라, 『몸의 인지과학』 pp. 330-332.
232) Tim Lenoir, “Haptic Vision : Computation, Media, and Embodiment in Mark
Hansen’s New Phenomenology”, i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Mark B.
N. Hansen,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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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상정하는 점이 아니라 파지, 근원인상, 예지로 이루어진 세 가지
계기라고 주장한다. ‘파지’(retention)가 지금 막 지나가버린 것으로서 현
재에 이어주는 활동이자 자기 내에 보존하는 의식의 활동이라면, ‘예지’
는 바로 도래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의식의 활동을 의미한다. 바렐라
는 이 예지가 정념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러한 정념에 의해 시간적인 흐
름이 형성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지각이 정념에 오염되어 있듯 시간도
정념에 오염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정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바렐라는 후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각의 저변에 놓여진 베르그손적
인 정념성과 시간성의 관계에 대한 단초를 인지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제공한다. 바렐라에 의하면 시간적 지각과 같은 모든 인지적인 행위는
두뇌의 다양한 영역들과 감각운동적 육화의 동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
어진다. 시간은 ‘자기-조직적인’(self-organizing)233) 신경체계에 기반한
몸의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흐름이며, 정념은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지
각적인 시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바렐라에게 있어 정념성을 통
해

나타나는

신체적

공간성은

생생한

현재,

혹은

지속과

동질적

(cosubstantial)이다. 그리고 이는 신경체계를 감각운동적으로 육화된 것
으로 봄으로써 지각을 미시물리학적인 영역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
다.234) 이러한 접근에 의하면 지각과 정념이 지속하는 시간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되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렐라에 의하면 ‘넥커 큐브(necker cube) 현상’235)에서 발생하는 것
과

같은

갑작스런

지각적

변동은

시간의

깊이나

압축불가능한

(incompressible) 지속을 동반한다.236) 어떤 지각적 사건이든 그것은
233) ‘자기-조직화’란 주어진 입력 패턴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 조직화를 가진 신경망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환경에 맞도록 스스로 시스템을 구조화 한다.
234) Mark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250.
235) 넥커 큐브 현상은 하나의 정육면체가 몇 초마다 두 종류의 정육면체로 번갈아 가
며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일정한 자극이 오면 지각과 이에 따른 두뇌의 신경 활동이
몇 초마다 바뀌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두 종류의 박스가 보이게 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두뇌가 가변적인 지각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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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지각적인’(subperceptual) 신경절차를 유발하는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속과 같은 시간성이다. 이 시간성은 불연속적이며 비선형
적이고 수많은 분산된 조합들에 역동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시간이며, 두
뇌 신경의 내생적이며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각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뇌의 기능적으로 구분된 영
역과 그것의 감각운동적 육화이며, 이 감각운동적 육화와 관련이 되는
것이 정념이다. 베르그손적인 구도를 떠올리게 하되 베르그손이 시간을
기억, 혹은 과거와 연결하면서 직관을 통해 설명하는 것과 달리, 바렐라
는 시간을 도래하고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의식의 활동인 예지, 정념과
연결시킨다. 바렐라는 시간성과 정념은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있고, 이것
이

언제나

시간성에

선행하며

시간적

흐름의

역동성을

“조각한

다”(sculpt)고 주장한다.237) 즉 시간의 흐름은 생물학적으로 정념과 연
결되어 있고, 비올라(Bill Viola)의 주장처럼 “정념(감정)은 시간 밖에 존
재한다.”238) 지금 현재를 창발케 하는 신경역학의 현상학적 상관관계 속
에서 정념성은 시간의식의 예지적 영역과 분리될 수 없다. 방금 지나간
것을 보존하는 의식의 활동인 파지와 달리 예지는 어떠한 인상이나 지각
적 현재에 앞선 새로움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예지에는 항
상 정념이나 감정이 스며든다.239) 이렇게 정념과 감정을 동반한 예지는
비결정적이지만 자기운동이 가능한 개방성으로서 역동적인 시간을 조직
하게 되고, 이것이 지각 내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념은
시간의 흐름과 지각적 사건을 연결하는 시간 의식의 육화된 토대의 역할

236) Francisco J. Varela, “The Specious Present : A Neurophenomenology of
Time Consciousness”, p. 273.
237) Francisco J. Varela, “The Specious Present : A Neurophenomenology of
Time Consciousness”, p. 301.
238) Tim Lenoir, “Haptic Vision : Computation, Media, and Embodiment in Mark
Hansen’s New Phenomenology”, i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Mark B.
N. Hansen, p. 26.
239) Francisco J. Varela, “The Specious Present : A Neurophenomenology of
Time Consciousness”,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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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한다.240)
이러한 설명은 가상현실 이미지의 기계적 시간이 시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이 이미지에 참여하는
수용자의 정념과 지각의 문제를 미시물리학적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가상현실 이미지의 기계적
사건은 그 자체로 자연적인 지각이 포괄할 수 없는 ‘잠재지각적인’ 수준
을 가지며 수용자의 지각에 이와 상응하는 잠재지각적 단계의 신경 절차
와 내생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영화적 지각에서도 수
용자의 지각이 포괄할 수 없는 시간적 가역성이나 도약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가상현실과 같이 강력한 체험은 이러한 반응을 한층 더 강하
게 유도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현실 이미지는 물리성을 재현
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비물리성에 기반한 것이고, 이때의 시공간성은
일상적 지각이 포괄할 수 있는 단계를 기존의 어떤 기계적 시공간보다
훨씬 더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베르그손에게서 정념에 의해 지각이 오염되는 것과도 같
은 인간 지각에 대한 기계적인 요소의 매우 강렬하고 심각한 ‘오염’이며,
이로써 기계적 사건은 무의식적 신경 역학을 자극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시간성, 새로운 ‘지금’(now)들의 창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현재-시간
의식’(present-time consciousness)으로서의 이러한 ‘지금’은 기계적인
요소에 대응하는 신경역학적이고 미시물리학적 요소에 기반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구성한다.241) 또한 이 내생적 역학에 의해 발생한 시간은 내성
적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가 기계적 사건에 의해 지각된 시간을 불연속
적이고 비선형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순한 일련의 시간적 흐름이
아닌 통합의 지평으로서 변화무쌍하고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성격을 지니
게 된다.

240) 바렐라는 후설의 영향을 받아 체험 속에서 시간이 드러난다는 의미로 시간을 ‘시
간의식’이라 표현한다.
241) Mark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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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계적 사건에 의한 지각의 오염은 기계 시간과 인간 지각의 직
접적인 상관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육화된 신경 역학의 지각되지
않으며 경험되지 않은 영역을 통한 간접적 상관관계를 상정한다. 기계적
시간은 지각자의 실시간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둘 사이에 틈을 발생시키
는데, 이러한 균열과 틈에서 정념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시간을 구분하는 것도 정념성이고, 이 틈을 메우는 매개가 되는 것이 바
로 정념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념성은 기계적 기록으로서의 시간과 구
별되는 육화된 시간 의식의 예지적 영역과 연결되어 새로운 시간성을 창
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신경 절차를 통한 매우 정교하고 정제된 감각운
동 간격에 기반하여 구축되는데, 이 정교한 감각운동 간격이 지각자의
수축된 습관과 리듬을 초과하는 몸의 잠재성을 건드리게 된다.242)
요컨대 가상현실의 기계적인 시간이 수용자의 시각, 청각, 촉각과 같
은 전지각적 경험의 토대가 되는 시간성에 작동하고 지각된 기계적 시간
은 내생적 역학에 의해 창발적인 성격을 지니는 불연속적인 시간으로 미
분화된다. 이러한 시간적 체험은 지각자의 일상적인 능력을 초과하여 작
용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시물리학적 요소들의 변화가 유발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프레임이 구성됨으로써 지각적 능력의 확대가 가능
해진다. 또한 가상현실의 기계적 시간과 지각 사이에는 강력한 체험으로
부터 야기되는 정념성이 개입하게 되고, 이러한 정념성이 기계적 시간과
수용자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극을 채우면서 새
로운 시간성을 창출한다. 이렇게 기술과 수용자의 지각, 그리고 정념이
서로를 오염시키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가상현실이라는 기계적 사건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간과 프레임을 생산하고 지각적 능력의 확대를 가능
케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가상현실 이미지라는 기계적 사건과 정념성, 그리고 시간의 관계는
스티글레르(Bernard Stiegler)의 논리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후
설이나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론에 주된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스티글
242) Mark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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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 역시 베르그손적인 시간성의 구도를 참조한다. 스티글레르는 인류
의 진화가 미디어를 통한 기억 외재화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무의식적
인 ‘제3차적 기억’(tertiary memory), 혹은 ‘기술성’(technicity)243)에 대
해

언급한다.

‘제3차적

기억’은

후설에게서

‘이미지-의

식’(Bildbewusstsein)244)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후설에게서 제1차적 기
억인 ‘파지’와 제2차적 기억인 ‘상기’(Erinnerung)245)는 시간의식의 영역
에 포함되지만 이 이미지-의식은 시간의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티글레
르는 후설의 기억 개념의 위계를 전복시키면서 이 제3차적 기억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스티글레르에게서 ‘기억기술’(memory technology)이
라고도 표현되는 제3차적 기억은 제1차적 파지에 제2차적 기억을 연결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이에 의해 경험되었거나 기술
적인 기억의 보조물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제3차적 기억은 그
자체로는 의식으로서 경험되지 않지만 시간의식의 조건이 된다. 이것은
기억에 직접 작용하므로 인간 각자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오늘날 디지털 기술 사용자에서 나타나듯 대뇌 연결망의 회로도 바꿀 수
243) 스티글레르는 시몽동(Gilbert Simondon)의 영향을 받아 ‘개체화’(individuation),
‘기술성’(technicité) 등의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기술을 유기체의 생성과정에 유비시
킨다. 시몽동에게 있어 개체화는 모든 개체가 겪는 개체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체
화의 과정은 곧 생성을 의미하며 생성이란 이미 개체화되어 있는 존재의 생성이 아
닌 존재가 개체화 되는 과정의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모든 개체는 그 자체가
‘전개체적인’ 존재의 개체화과정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성이란 전개체적인 것의
개체화 과정을 기술적 요소의 층위에서 언급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형태와 질료
사이의 중간적인 것으로서 대상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뜻한다. (박성수, 『디지털 영
화의 미학』, pp. 119-121 참조.)
244)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의식’은 보통 ‘상의식’(像意識)이라고 번역되는데 후설에게
서 이것은 지각, 상상과 더불어 의식의 대상에 대한 지향적 관계 중 하나의 양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지각된 대상이 유사성을 매개로 다른 대상을 표상하게끔 되어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독특한 표상이다.(기다 겐, 노에 게이이치, 무라타 준이치, 와시다
기요카즈, 『현상학 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2011, p. 162 참조.)
245) 후설 현상학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대하고 있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에서 분명하
게 떠올리고자 하는 작용을 일반적으로 ‘준현재화’라고 부르는데, 그 중 정립의 활동
을 하지 않는 ‘상상’에 반해 정립의 활동을 하는 준현재화를 ‘상기’라고 한다. (기다
겐, 노에 게이이치, 무라타 준이치, 와시다 기요카즈, 『현상학 사전』, 이신철 옮김,
pp. 158-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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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정도로 인간 정체성에 있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스티글레르는 이러한 기술성과 개체의 발생을 연결시키면서 ‘후천성
계통발생’(epiphylogenesis)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후천성 계통발생’
이란 인류의 진화가 선천적인 유전자의 차원을 벗어나 인간과 기술이 한
몸처럼 후천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류와 기술은 하나
의 단위로서 진화해 왔고 그러한 맥락에서 대뇌피질과 도구의 발전은 함
께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246) 스티글레르에 의하면 특히 레코딩이나
영화 기술과 같이 반복과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진보는 지각과
시간적 대상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기술과 시간 관계의 역사에 획기
적 전기를 가져온 사건으로 파악된다. 즉 반복적인 청취와 관람이 가능
해지면서 과거에 녹음되거나 녹화된 동일한 시간적 대상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지각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다.247) 기억기술로서의 제3차적
기억은 제1차적 기억, 제2차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이 기억이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은 지각을 오염시킨다.
핸슨은 스티글레르의 이러한 구도를 베르그손에 적용하여 지각과 지속
과의 관계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핸슨은 스티글레르에게 있어서 기술성
은 현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뿐 그것과 일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지각이 확장될 계기를 얻지 못하나 베르그손의 구도에서 이것은 지
각적 의식으로서의 ‘지금’을 확장할 계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실상
246) 스티글레르는 인간이 단순하게 유전적으로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집단 기억을 문화적 인공품과 기억의 객관적 지지물이라는 형식을 빌어 외재화시키
는 문화적인 방식으로도 진화해왔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은 기술 진화와의 연관성 속
에서 공진화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발전과 진화에 기술적인 요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미디어는 인간 삶의 다양한 감각, 지각, 인지 양태를 위한
객관적 외재적 지지물로서 인간 삶과 진화하고 인간 삶을 진화시키는 요소이며, 이것
이 스티글레르가 말하는 후천성 계통 발생이 의미하는 바이다. (W. J. T. Mitchell &
Mark B. N. Hansen, Critical Terms for Media Studie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 W. J. 미첼 & 마크 B. N. 핸슨, 『미디어
비평용어 21』, 정연심 외 옮김, 미진사, 2015, p. 218.)
247) Bernard Stiegler, “The Time of Cinema. On the ‘New World’ and ‘Cultural
Exception’”, R. Beardsworth(tr.), Tekhnema 4, 1998, p. 76. (Mark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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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손은 영화와 같은 기술적인 것이 사유에 의한 인식 방법에 의거한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는 생생한 지속을 드러내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베르그손은 영화와 같은 기술적인 것이 직관이 아닌 지능적 방법을 영화
적 방법이라고 보면서 영화란 어떤 움직이는 것을 수많은 고정적이고 부
동적인 사진으로 찍어 운동을 재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핸슨은 베르그손이 기억을 현재 지각 하에, 또는 지각적 현재를 채우는
생생한 지속에 놓았고, 이 도식대로라면 스티글레르가 말하는 제3차적
기억, 혹은 기술성은 이러한 지속을 설명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베르그손 식의 지속과 기억, 시간의 관점을
적용하자면 영화적 대상은 스티글레르와는 달리 의식의 시간적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각은 의식의 시간적 대상, 혹은 지각 불가능
한 영역을 향해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핸슨은 베르그손의 주장과
달리 베르그손의 이론적 구도 속에서도 영화와 같은 기술적인 것은 지속
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지속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
다.248)
베르그손이나 스티글레르가 이렇게 시간을 기억이나 파지와 연결시킨
반면 바렐라는 시간을 예지와 연결한다. 바렐라의 분석은 스티글레르가
기억에 중점을 두는 과거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 그리고 미래
에 대한 개방성을 현재의 본질적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명
확히 드러내 준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스티글레르가 말하듯 시간의식
이 과거와 연결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개방되어 있음에 대한 단초를 찾
을 수가 있다. 이것은 현재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로 향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간의식은 미래를 향할 수밖에 없음
을 보여준다. 기술의 개입으로 의식은 ‘지금’이란 시간성으로부터 유리되
고 지각불가능한 것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의식은 신경역학적 차원에
서의 정념적 감염을 겪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티글레르의 제3의 기
억, 기술성이 파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도로 기술성이 정념을 산출
248) Mark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p. 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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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이 예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때의 기
술성은 스티글레르의 제3의 기억과는 달리 시간의식의 예지적 영역과
연관된 것이다. 시간은 정념에 의해 오염되고, 정념은 기술성에 오염된
다. 디지털 기술은 개체 이전의 전개체적인 영역과 예지적 의식을 매개
하고, 이 기술에 오염된 정념성을 드러낸다.249) 이때 디지털 가상현실과
같은 환경은 다른 어떤 기술적 도구보다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전개체적
영역과 시간의 예지적 차원을 매개하고, 이러한 기술은 더욱 강한 정념
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념성은 지각 가능한 차원과 지각 불가능한 차
원을 매개함으로써 디지털 이미지를 산출하는 동인이자 시간의식을 미래
로 확장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지각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미지의 프레이밍은 기술성과 정념성 그리고 시간의식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미시물리학적이며 자기
조직적인 신경절차의 여러 요소들은 내생적인 반응을 유발하며 생생한
현재의 지속, 즉 이산적이고 비선형적이며 통합적 지평인 시간성에 상응
하는 프레임을 요구하고 이를 부여한다. 신경절차 상의 여러 가지 요소
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프레이밍 기능은 앞서 언급한 이미지 프레이밍의
원리가 된다. 가상현실 이미지는 몸-두뇌 신경 절차의 프레이밍 기능으
로 인해 이미지로 완성이 되며, 기계적 시간은 지각자의 시간 의식을 창
발하는 신경 체계의 미시물리학적 등가물들과 결합해야 하므로 이에 상
응하는 미시물리학적 차원을 개방하고 확대한다. 기계적인 시간은 지금
현재라는 프레임을 구성하고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는 몸-두뇌에 의해 프레이밍 되며, 이러한 프레이밍 과
정을 통해 몸-두뇌의 감각운동적 차원은 확대된다.250) 신경체계의 빠른
적응성 혹은 가소성(plasticity)을 동반한 육화된 마음은 가상현실에 신
속하게 적응하여 디지털 이미지들에 프레임을 부여할 능력을 지니고 있
249) Mark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p. 266-267.
250) Mark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251.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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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신경 절차 단계의 무의식적 프레이밍 과정이 다시금 지각,
정념의 과정에서의 몸의 운동성과 기능 더 나아가 지각적 능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수용자의 코드화된 몸이란 오직 기술에
의해 육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가상적인 몸이며, 디지털 이미지, 가상현
실과의 접촉과 관련된 촉각성, 정념성에 의해 가상적 이미지를 현실화하
고 이미지를 프레이밍하면서 새로운 몸틀을 갖추게 되는 몸이다. 이 코
드화된 몸의 지각작용은 감각운동적인 몸의 작용이자 역동적인 몸-두뇌
의 작용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산출하고 자신의 신체적, 지각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가상현실 체험은 그 이미지 자체가 지
닌 가상성과 수용자 몸이 결합하여 몸-두뇌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실재성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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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혼합현실과 체험적 지각적 시공간
기존의 다른 이미지 체험보다 가상현실 체험이 더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확장된 현실과 시공간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혼합현실 패러다임에 의하면 이
러한 확장된 현실과 시공간은 수용자의 몸과 지각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 참여와 개입에 의해 구축된다.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디지털 이미지에
는 언제나 지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가상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
으며, 이 가상성은 수용자의 몸과 이 몸이 행하는 지각작용을 통해 수많
은 양상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원격현전, 온몸몰입과 같
은 가상현실 특유의 메커니즘 역시 수용자 몸을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요구한다. 이렇게 수용자 몸과 지각에 의해 현실화된 가상적 이미지가
가상적 실재라는 새로운 현실과 시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현실 시공간이나 이것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수용자와 상관없이 객관
화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몸이 개입되어 지각함으
로써 나타나는 체험적 지각적 시공간이며, 혼합현실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육화이론과 혼합현실 패러다임 속에서의 현실이란 결국 수용자
의 몸과 지각에 의해 규정되는 현실이며, 시공간이란 가상적 상태를 수
용자가 현실화시키는 시공간이다. 레비의 주장대로 이 가상적 시공간이
실재와 대립되는 비실재가 아니라 일종의 경향성이나 힘으로서의 실제적
위상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육화이론과 혼합현실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전적으로 참여자, 체험자의 몸에 의한 현실화 가능성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시공간은 몸이 지닌 유동성과 개방성을 그대로 공유하
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확장되는 현실이며 시공간이다. 그리고 이는 지
금까지 본고가 이론적 토대로 삼으며 논의를 진행해 온 베르그손, 메를
로-퐁티의 존재론을 연상케 한다. 본고의 논리적 기반이었던 베르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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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의 신체론과 지각론은 모두 이들의 존재론에 기반한 것이다.
베르그손은 지속 개념을 통해 무한히 변화하고 생성되는 존재의 원리와
실재를 제시하며 메를로-퐁티는 주객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살 존재론을 제시한다. 이들의 존재론은 모두 주체-세계 교환 관계의 토
대가 되는 것으로서 주체를 통한 실재와 시공간의 무한한 다양성과 확장
을 상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실재와 시공간을 체험하는 주체의
몸, 지각의 변화와 확장 가능성을 도모한다. 가상현실 수용자의 몸, 지각
에 이어 마지막 장에서 이것이 구축하는 현실과 시공간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하는 것은 베르그손, 메를로-퐁티 존재론이 지니는 함의와 유사한 방
식으로 이러한 가상현실과 시공간을 체험하는 수용자 몸과 지각의 확장
과 재편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이미지와 수용자의
몸, 가상과 현실, 기술과 몸의 얽힘과 교환이 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을 탐색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베르그손의 지속으로서의 실재 개념과 체험으
로서의 시간성, 메를로-퐁티의 살 존재론과 현상학적 시공간 개념을 살
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가상현실 수용자의 몸과 지각이 구축하는 체험적
실재로서의 혼합현실과 촉각적 정념적 성격을 지닌 지각적 시공간에 대
해 논의해 볼 것이다.

1. 체험적 실재로서의 혼합현실
1) 베르그손의 실재

앞서 살펴본 이미지, 몸, 지각, 정념 개념과 더불어 베르그손의 철학을
기존의 철학과 차별화하는 결정적인 지점은 베르그손이 실재를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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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실재는 이미지와 유리된 것이
아니고 이미지인 물질과 이미지인 몸을 포괄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재에
대한 새로운 관념은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 체험이 만들어내는 새로
운 현실과 실재의 모습을 설명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베르그손은 지각과 정념을 정신적인 것의 작용이 아닌 운동의 관점,
혹은 물질의 단면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지각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의
물질을 이미지의 총체로 보면서 표상과 실재의 긴장 관계를 해결하고자
한다. 몸을 포함한 물질을 이미지의 총체로 봄으로써 지각 주체는 애초
부터 세계와 소통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일성에 머무는 것이 아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역동성과 생성의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베르
그손에게서 존재의 무한한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생성과 변화를 가
능하게 해주는 과정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개념은 ‘지속’(durée)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베르그손이 말하는 실재이며, 우리 삶의 참된 모습
이다. 베르그손에게서 이미지는 이 지속이 물질적 현실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베르그손은 기존의 철학이 시
간을 공간화 했음을 비판하고 시간의 실재성을 복원하면서, 이 실재성으
로서의 지속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지속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이지 않고 연속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상태와 이전의 상
태를 분리하고자 시도할 때, 우리들의 의식 상태가 연속된 형식을 취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의식이 체험한 지속은 질적으로 순수한 변화이
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삼가할 때, 우리의 의식 상태들의 계기
가 취하는 형태”251)이며, 우리 안에서 “의식적 사실들의 유기적 조직화
와 상호침투 과정이 계속됨”252)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251) DI, p. 75(130).
252) DI, p. 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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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에서는 의식적 사실들의 유기적 조직화와 상호침투의 과정이 계속
되며 그것이 진정한 지속을 이룬다. 내가 그런 방식으로 지속하기 때문
에 나는 현재의 진동을 지각함과 동시에 내가 과거의 추의 진동들이라
부르는 것을 표상한다. 그런데 계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진동들을 사유하
는 나를 잠시 제거해 보자. 추의 오직 한 진동, 그 추의 오직 한 위치,
결국 지속의 한 점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추와 그 진동을 제거
해 보자. 서로에 대해 외적인 순간들도, 수와의 관계도 없는, 자아의 이
질적 지속 외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253)

베르그손은 단지 의식으로서의 지속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것
을 물질을 비롯한 우주 전체의 존재 방식으로 확장하여 설명한다. 지속
은 심리학적 의식의 지속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와 같거나 다른 생명체
들의 지속, 더 나아가 물질 그 자체의 지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리듬을 가진 지속으로서 실재한다. 지속은 명확한 윤곽도 없고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는 질적인 변화 그 자체이며, 연속적 다양체이고 끝없는 파
동 속에 있는 전우주적 존재 방식이자 생성의 근거이다. 지속은 이렇게
사물들과 우주적 지속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존하며 질적 다양체로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다양체(multiplicité virtuelle)로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
속의 흐름 속에서 존재는 완성된 상태로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를 산출하는 역동적 과정 속에 놓이게 된다. 즉 베르그손에
게 있어 존재란 자기동일성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속이라는 질적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실재의 모습이다. 사물들과 존재의
실재성은 더 이상 구성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되고, 침투되
고, 체험되는 것이며,254) 이러한 실재 속에서 이원적인 존재들은 불가분
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253) DI, pp. 80-81(140).
254) MM, pp. 7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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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베르그손에게 있어 실재란 플라톤의 이데아나 칸트의 물자체와
같이 현상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실재가 아니
다. 즉 그에게 있어서의 실재는 경험론에서 얘기하는 경험적 진리의 대
상도 아니고 합리론에서 얘기하는 필연적인 이성적 진리의 대상도 아니
며, 이미지로서의 물질, 그리고 이들의 생성과 상호침투와 역동적 변화
를 담지한 실재를 의미한다. 이는 현상과 사물을 외양, 혹은 이미지와
진실한 모습으로서의 실재가 아닌 부분과 전체로서 보는 관점에 의거한
것이다.255) 이때 이미지는 표상과 사물의 중간으로서의 유동하는 물질을
규정하는 것이며, 실재의 부분집합이자 실재의 단순한 반영이 아닌 실재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베르그손에게 있어 이미지는 단순한 실재의 반영이 아니며 그
자체로 실재의 위상을 갖는다. 또한 지각하는 주체는 이미지인 세계와
소통하는 주체로서 이질적 흐름의 연속인 지속의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자아와 의식을 통해 이질성을 생성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체험한다. 이러
한 논리는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적 이미지
체험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이미지나 가상현실은 지시체를 가지지 않는 독자적 실재이거나
실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며, 이러한 이미지는 그 자체가 실재로서 기
존 의미에서의 실재와 구분되지 않고, 실재와 얽혀있다. 또한 하나의 이
미지인 몸은 이러한 이미지, 실재와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
계를 가로지르며 상호침투 되어 있다. 이것이 베르그손이 말하는 실재이
며,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이 상정하는 이미지-실재이다.

255) 홍경실, 「베르그손의 시간철학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베르그손의 철학』,
pp. 142-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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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를로-퐁티의 세계-에로의-존재와 살
베르그손이 이미지로서의 물질, 그리고 질적 잠재적 다양체로서의 지
속 개념을 통해 생성과 역동성을 토대로 한 실재 개념과 이미지-물질실재 간의 관계를 제시했다면,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적 관점에 의한 주
체-세계의 상호관계,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살’이라는 개념을 통해
존재의 산출과 변화 과정 그리고 확장된 실재를 암시한다.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세계를 이분화시키지 않고 서로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세계-에로의-존재’(être-au-mond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라
는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실존이란 세계와의 구체적 관련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세계 내에 있는 존재이며, 세계 속에 있지만 세계 속에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향하는 방식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주
체와 세계의 관계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
는 연결되어있는 관계이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구
조를 교환하며 변화시켜가는 역동적 관계이다. 세계는 단순히 주체에 의
해 구성되는 것도 주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것도 아닌 주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평이나 장이며, 따라서 주체는 객체와 결
코 분리될 수 없는 세계-에로의-존재이다. 즉 하나의 세계나 현실에는
반드시 주체가 연루되어 있다.
베르그손에게서 지속이 역동적 실존의 원리라면 메를로-퐁티에게 있
어 이러한 주체-세계의 애매한 관계와 주객이중성, 그리고 확장된 실재
의 토대가 되는 원리는 바로 ‘살’이다. 살은 물질도 아니고 사실의 총합
도 아니며 시공간적 개체와 관념의 중간에 놓여있으면서 뫼비우스의 띠
처럼 맞물려 얽혀져 주체와 세계의 상호교환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존
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다. 이것은 객관과 주관의 중간형성자이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과 얽혀짐을 가능케 하는 주객의 애매하고 잡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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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세계’(intermond)가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이 살을 기반으
로 창조되고 표현되며 변별화 된다.

“살은 존재들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보태거나 서로를 이어가는 존재의
미립자들이라는 의미에서의 물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것(나의 몸
과 같은 사물들)은 어떻게 해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존재하며, 나의 사
실적 몸에 영향을 끼치는 사물들에 의해 존재에게 오게 된 어떤 심적 소
재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물질적 사실들의
합도 정신적 사실들의 합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신에게 떠오른 표상도
아니다. (중략) 살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들의 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장소와 지금에 유착되어 있다. 더구나 그것은 어디와 언제의 개시, 사실
의 가능성과 요구, 즉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것이다.”256)

살은 자기동일성이나 존재의 충만성을 간직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간격’(écart),

‘불일치’(non-coïncidence)

혹은

‘좋은

오차’(bonne

erreur)이다. 이러한 살과 세계의 차이, 그 갈라진 틈(déchirure)으로부
터 존재의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존재의 열개”(déhiscence de
l’Être)가 일어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중적으로 분화되
는 존재의 운동이 전개된다.257)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내
포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교차되면서 변화와 창조가
일어난다. 메를로-퐁티에 의해 ‘교차배어법’(Chiasme)258)이라고 불렸던
이 살의 ‘상호얽힘’(entrelacs)을 통해 안과 밖, 주체와 대상,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서로 교환되면서 존재의 드러남이 가능해지는 것

256) Maurice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Paris : Gallimard, 1964, p.
181 -모리스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 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p. 200. (이하 VI로 약칭. 이하 원본과 한역본 쪽 수를 함께 기입함.)
257) 이소희, 「베르그손의 생성의 존재론과 메를로-퐁티의 살의 존재론」,『철학연
구』 제41집, 대한철학회, 2010, p. 344 참조.
258) VI, p. 17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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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존재는 이러한 끊임없는 관계와 교환으로부터 자신을 현상하며 자
신을 연다. 이것은 애초에 완결될 것이 아니라 애매하고 규정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 현상을 초과하지만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실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존재와 현상의 비가시성과 가시성의 교차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한하다.
각기 다른 양상으로 개념화되고 있음에도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에
게 있어 세계는 근원적 원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전개하고 진화해 가
는 존재의 펼침으로 인식된다. 베르그손의 존재가 이질적인 것을 창출하
는 무한한 흐름 그 자체라면, 메를로-퐁티의 존재는 무한한 열림일 것이
다.259) 이들에게 있어 실재란 항구적 동일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이
것은 지각주체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변화하는 고유한 몸인 지각주체와 지속적으로 관계 맺고, 상호영향력 속
에 있는 변화무쌍하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베르그손에
게서 실재로서의 지속하는 시간은 자아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고, 메를로
-퐁티의 세계는 살을 토대로 주체와의 연관성 속에 존재한다. 즉 이때의
실재는 일종의 경향성이자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운동으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실재는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이 수용자와의 관계를 통해
펼쳐가는 가상적 실재를 연상케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가상현실 체험은
물리적 자연과 기계적 인공 사이, 인식주체와 대상 사이의 차이가 소멸
하는 지점, 안과 밖의 차이가 무효화되는 지점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항들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간격, 불일치, 오차와 균
열이 기술적 이미지와 수용자 몸이라는 실재의 확장을 유발한다. 가상현
실 체험에서 수용자 주체는 결코 이 가상적인 현실과 구분되는 존재가

259)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 메를로-퐁티는 실상 지속의 시간관은 거
부하며, 자신의 존재론 속에 ‘무’(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메를
로-퐁티에게서의 무는 사르트르가 말하는 비존재로서의 무가 아니다. 이때의 무는
존재가 자기 자신과 갖는 거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메를로-퐁티에게서 존재는 이 무
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르트르 식의 적극적 부정주의와는 차별화된 것이다. (김형효,
『메를로-뽕티와 애매성의 철학』, pp. 319-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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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 가상현실 체험이 구축하는 현실은 세계-에로의-존재인 몸이
구축하는 현실이며, 지각 작용에 의해 그 프레임이 규정되고 변화되는
유동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와 주체가 서로 얽혀져 있고,
그 경계가 애매하며 주관과 객관이 상호침투 되어 있다고 보는 메를로퐁티의 세계는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의 세계와 정확히 맞닿
아 있다.

3) 확장가능한 유동적 현실

가상현실 이미지가 구축하는 현실은 마치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에
게서 이미지와 실재가 얽혀있고, 주체와 대상이 얽혀있듯 가상적 이미지
라는 대상과 수용자 주체가 경계를 가로지르며 만들어내는 현실이다. 스
토이어에 따르면 가상현실은 하드웨어의 집합체라기보다 특정 개인이 겪
는 경험의 유형이다.260) 즉 이것은 기계적이고 매개적인 장치 등을 통해
하나의 통합되고 총체적인 이미지로서 수용자의 체험 속에서 지각 가능
한 것이 되며, 새로운 현실로 구현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현실은 수용
자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수용자가
개입되어 지각함으로써만 나타나는 체험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렇게 수용자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합된
상태를 핸슨은 혼합현실로서 바라본다.261)
핸슨은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디지털 이미지란 표면적인 이미지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육화된 경험을 통해 지각가능해지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262) 디지털 이미지는 완성된 결정체가
260) Jonathan Steuer, “Defining Virtual Reality :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p. 74.
261) Mark B. N. Hansen, Bodies in Code : Interfaces with Digital Media, p. 2.
262)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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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정보로서의 디지털 이미지는 우리 몸과 상호
결부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지각 가능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라고 부를 때 그 이미지는 객관화된 대상으로서의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체험자에 의해 지각되는 과정을 애초에 포괄하는 개념이
라는 것이다. 즉 핸슨에게 있어 이 이미지가 구축하는 현실은 곧 지각
주체를 포함한 현실이다. 베르그손에게 있어 이미지가 실재와 분리되지
않고, 메를로-퐁티에게서 현실과 세계가 존재들의 이분법에 의거하지 않
듯 가상적 이미지의 영역과 수용자의 체험을 포함한 현실적 영역은 언제
나 겹쳐있고 혼재되어 있다.
혼합현실은 가상현실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며 현실을 증강하거나 가
상성을 증강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가상현실이 현실세계를 인
공적 세계로 대치하는 것임에 비해 이것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두고 그
것을 증강하면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상현실이 인위적 환경을 제
공하는 것과는 달리 증강현실은 가상적인 세계를 실제 세계와 중첩시켜
혼합함으로써 현실감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실제 세계를 인공적인 것으
로 대체한다기보다 실제 세계 위에 가상 세계를 덧붙여 추가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 공간에 가상으로 생성한 컴퓨터 그래픽 정보, 소리 정보,
촉각 정보, 후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혼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함으
로써 정보의 사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현실 공간
을 그대로 두고 증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람자의 적극적인 상
호작용에 의해 혼합현실의 정도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혼합현실의 범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상적 세계
와 수용자 세계의 혼합과 상호작용까지를 포괄한다.263) 가상현실은 물리
적 세계와 구분되는 정보 공간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이 물리적
세계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애초에 혼합현실 개념이 사용자의 활동
263) 핸슨은 미디어 작가 플라이슈만과 스트라우스가 <Murmuring Fields>(1999)라는
가상공간과 이 공간에서 지각하고 행위하는 수용자의 물리적 현실을 통합한 혼합현
실 예술 작품을 제작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의 혼합현실 개념에 수용자의 몸이
나 지각의 문제를 포함시킨 새로운 현실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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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활성화되는 가상공간을 의미하고, 이미 테크놀로지가 일상적 자
연적 삶과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현실 속에 지각 주체의 세
계와 가상적 세계는 늘 혼합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다. 초기의 가상현실
이 일종의 재현적 환상을 강조하고 기술과 지각의 기능적 유사성에 방점
을 두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혼합현실로서의 가상현실은 새로운 세계
를 창조하는 몸이나 지각의 기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264) 즉
모든 현실이 어느 정도의 인공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현실은 인공성과 자연성을 혼합한 혼합현실이듯 모든 가상현실은
수용자의 지각적 측면과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혼합현실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일련의 인위적 장치뿐
아니라 수용자의 몸이 인터페이스로서 작동하고 있고, 이 몸에 의해 가
상현실은 지각 가능하고 수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시공간으로서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상적 현실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이
루어져 있듯 가상현실 역시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혼합현실이며 모든 종
류의 현실은 이렇듯 혼합현실의 양상을 띠고 있다.
가상현실은 현실의 모사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지만 분명 이
를 초과하는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하며, 이것의 가상성은 수용자를 통해
서만 현실화된다. 수용자는 이렇게 가상현실과 조우함으로써 그 체험의
범위를 확장하며, 또 한편 수용자를 통해 이 시공간은 혼합현실로서 불
확정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현실과 가상의 중첩이 일어
나면서 시간적 간격과 공간적 거리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지속적
인 변화와 유동성이 강조되는 불확정적 공간이 생겨나게 되며, 또 한편
으로 기술과 결합된 수용자의 몸은 세계 안에 있으면서 그것에 도달하거
나 그것을 여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265)
결국 이러한 혼합현실로서의 현실이란 수용자의 몸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되는 현실, 그리고 가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이 교차하면서 변
264)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p. 2-5.
265) Mark B. N. Hanse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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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유동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베르그손이나 메를로-퐁티의
실재 개념을 통해 제시되었던 바 지속과 살이라는 존재론적인 원리를 기
반으로 주체의 영역을 포괄하면서 확장되는 실재와 동일하다. 혼합현실
은 가상현실 이미지와 몸 이미지가 융합되고 상호침투 되어 있는 현실이
며, 이미지로서의 세계와 지향성을 지닌 세계-에로의-존재로서의 몸이
서로 얽혀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가상적 실재와 실재적 실재가 융합된
실재이며,266) 질적 변화로서의 지속과 존재의 열개로서의 살이라는 원리
에 기반하여 확장되는 실재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각작용을 수행하는 수용자의 몸이다. 몸은 가상현실 체험
자체를 가능케 하는 인터페이스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출할 원동
력이다. 이 몸이 구축하는 현실은 이 몸에 의해 확장되고 이를 통해 다
시 그 세계를 구성하는 몸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유동적인 현실이다.

2. 지각적 시공간
1) 베르그손의 체험되는 시간

가상현실은 수용자 몸의 지각적 특성을 통해 혼합현실이라는 확장된
실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혼합현실 시공간을 탄생시킨다. 이렇게 구
성되는 시공간은 고정적이고 객관화된 시공간이 아닌 체험적이고 유동적
인 시공간이다. 혼합현실이라는 체험적 실재를 논함에 있어 시공간의 성
격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체험이 인간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시공간을 토대로
266) 가상적 실재(die virtuelle Realität)와 실재적 실재(die reale Realität)라는 개념은
벨슈(Wolfgang Welsch)가 자연적 세계와 인위적 세계를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
한 개념이다.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p.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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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가상현실 이미지로서 구성되는 시공간이 매우 독
특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시공간의 문제는 데카르트나 뉴턴 식의 기하학적이고 절대적인 시공간
개념이 극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물리적 한계를 동반한 채 제한된
범주 안에서 논의되었다. 즉 시공간은 언제나 인간 경험의 근원적 토대
이되 동시에 개별 인간의 경험의 폭을 규정하는 실존적 조건으로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창출된 가상현실 시공간은 이 한
계를 단숨에 넘어 선다. 이 시공간은 주체의 경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체험적 시공간이고, 그 체험이 수용자의
몸을 통해 무한히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은 곧 시공간이 제한적이지 않고
유동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시공간 개념은
이러한 시공간의 역동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미지와 실재, 주체와 세계
가 분리되어 있지 않듯 이들이 규정하는 시공간 역시 주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체험적 시공간의 성격을 지니며 확장되고 변화된다.
베르그손에게서 시간은 존재에게 생성과 변화를 부여하는 참된 실재로
서 인식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지속이라는 실재와 동질적인 의미의
시간이다. 베르그손은 몸을 포함한 물질을 이미지의 총체로 봄으로써 지
각 주체는 애초부터 세계와 소통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확보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자기동일성에 머무는 것이 아닌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고, 또한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역동성과 생성의 가능성을 부여받
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과 존재의 산출을 가능케 해주
는 근원적 조건이 바로 지속하는 실재로서의 시간이다. 베르그손에 의하
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역동적인 생성과 창조라는 측면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적인 공간 표상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
진다.267) 그러나 이것은 주로 현재-지금을 중심으로 하여 계기적 운동
267) 베르그손이 실재로서의 시간을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공간은 질적인 것이라기보다
기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바의 양화가 가능하고, 분할 가능한 것으로서의 연장성을 가
진 공간 표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질적인 것이며 질이 부재하는 비어있는(vide) 것
이다.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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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측정되는 운동에 종속된 시간이거나 인간 정신의 내재적 활동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의식에 종속된 시간이며,268) 이는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다. 베르그손의 시간은 실재성을 복원한 이질
적이고 구체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베르그손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에
서 출발하여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것임에 주목한다.
우리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으로’(immédiates)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탐
구하면서 베르그손은 우리의 자아가 그 대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즉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상 일치함을 제시한다. 의식
에 주어지는 것들은 그 자체로 실재적인 것이며, 우리의 자아가 스스로
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현재와 과거의 의식을 작위적으로 분리하
는 모습을 중지할 때 우리 의식의 연속적인 상태는 지속으로서 나타난
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으로서
파악된다. 즉 지속의 시간관은 과학적 객관적 시간이 아닌 어느 한 순간
도 동질적이지 않은 이질적 흐름의 연속으로서의 시간, 존재의 구체적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시간을 상정한다. 그리고 이 이질적 흐름의 연속
은 우리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체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으
로서 존재하는 시간은 하나의 풍경 속의 여러 색조, 하나의 멜로디를 이
루는 여러 음표들처럼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식별불가능하게 얽혀있다. 또한 각 계기들이 상호 융해되
어 현재 속에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억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269)
참조.) ; 베르그손은 사실상 질적 연속체로서의 물질적 연장과 인간적 인식 형식으로
서의 추상적 공간을 구분하면서 공간의 이중적 측면을 언급한다. (김재희, 『베르그
손의 잠재적 무의식』, p. 202 참조.)
268)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pp. 191-193 참조.
269) 지속하는 시간의 이러한 모습을 베르그손은 음(音)의 사례를 들어 표현한다. “말하
자면 전체가 녹아 들어간 한 선율의 음들을 상기할 때처럼 그것들을 자아와 유기적
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음들은 계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
들 서로를 서로 속에서 파악하며 그 음들 전체는 생명체, 즉 그 부분들이 비록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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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손에 있어서 시간은 의식의 여러 부분들이 상호침투성의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상호 배척이 없는 연속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성과
창조의 질적 변화를 끊임없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현실적
으로 주어지는 시간의 양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일반적으로 인식
되어 왔던 의식적 시간의 작동 근거로서 우리 삶과 적극적인 연관을 갖
는다. 즉 이 시간은 인간의 경험적 구조를 직조하는 내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은 이러한 풍부한 시간성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
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간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
은 생성, 변화와 창조의 잠재적 토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
지다. 시간이 지속으로서 실재한다는 것은 이것이 잠재적인 실재로서 작
동하며, 이것을 토대로 시간 속에서 지속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며 질적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70)
요컨대 베르그손 시간론의 핵심은 이 시간이 공간화된 것이거나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외재화된 시간이 아니라 상호침투된 연속적 시간이며
불가분의 질적 다양이자 이질적인 생성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자
아 또한 끊임없이 생성되는 이 시간의 흐름에 대응하며 변화하는 흐름이
라 볼 수 있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또한 몸, 지각, 정념은 물질의 단면이자 이미지
의 총체이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지속으로서의 시간이 물질적 현실과 관
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동성 그 자체이다. 시간은 이러한 이미지
되지만 그들의 유대의 결과 자체에 의해 상호침투라는 생명체와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증거는 선율의 한 음에 적합한 길이 이상으로 머물면서 장
단을 깨면,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은 길이로서의 그 과장된 길이가 아니라, 그것
에 의해서 음절 전체에 가해지는 질적 변화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별 없는 계기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을 또 요소들의 상호침투, 연대, 내적인 유기적 결합으로서 생
각할 수 있다.” (DI, p. 75(130-131)).
270) 베르그손의 시간개념이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의식에 주어진 것, 그리
고 의식이 체험하는 것으로서의 시간을 규명하고 있으므로 그의 시간관을 현상학적
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참
고하여 베르그손의 시간의 문제를 경험적 시간의 원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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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따라서 베르그손의 시간은 이러한
이미지들의 체험으로서의 시간이다. 지속으로서의 시간은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르고, 공간화된 같은 시간 안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의 질
에 따라서 그 시간의 지속이 달리 나타난다. 지속하는 시간의 이질성은
경험이 이처럼 다채로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자 이
체험의 이질성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수용자의 시간은 베르그손의 지속의 시간과 유사
하게 체험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담지한 시간이다.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디지털 이미지 자체의 시공간은 비물질적이고 가상적인 정보로 구성된
시공간으로서 그 자체로는 무시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수용자의 체
험과 결합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시간성으로 변모된다. 디지털 시공간이
지닌 가역적이고 잡종화된 시간성이 수용자 개개인의 체험적 시간성에
덧붙여져 독특한 시간성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무질서
한 시간도 아니고, 완전히 가역적인 시간도 아니나 일상적인 시간의 질
서를 전복시키고,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닌 시간성이다. 이것은 가상적
실재로서의 혼합현실을 구성하고 이 현실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시간성이다.

2) 메를로-퐁티의 현상적 시공간

베르그손에게서 시간이 자아의 체험을 담지한 것이듯 메를로-퐁티의
시공간 역시 주체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적 시공간이다. 메를로
-퐁티는 베르그손에게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주관성의 측면을 적
극적으로 자신의 시공간 개념에 포괄하고, 공간의 문제를 시간과 연계하
여 역동적인 체험의 토대로 활용한다. 메를로-퐁티에게서 현실과 세계는
언제나 주체의 총체적인 지각작용이 상호침투된 것이고, 시공간 역시 이
러한 지각작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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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시공간은 주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절대적이
고 객관적이며 균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과 나의 관계로부터 탄생하는
것”이다.271) 시간은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적 틀이거나 현
실적 과정, 혹은 내가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실제적 연속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을 강물의 흐름처럼 인식하지만 메를로-퐁티
에게 있어 시간은 인간의 주체성과 함께 등장하는 ‘지향성의 망’272)으로
서 주체의 현재에 과거와 미래가 침투하고 얽혀있는 방식으로 존재한
다.273) 인간의 의식이 없다면 시간관념도 생기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가 하나의 시간적 흐름으로 통일되지 못한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가역성과 상호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라
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침식되어 있고, 미래는 존재하게 될 것으로
서 이미 현재 속에 관심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운동하는 환경”, “전이의 종합”274)으로서 폐쇄적인 것이 아닌
과거와 미래에로 초월하는 개방적인 것이다. 베르그손이 시간을 지속과
연결시키며 무(無)는 없고 오직 가득찬 존재로서의 실재성으로 본 것과
달리 메를로-퐁티는 과거와 미래는 비존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
았다. 인간이 이러한 비존재의 영역을 의식 속에 담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으로서의 의식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식의 실존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에게서
시간성은 곧 주체성이다. 그리고 이 주체성은 이미 세계 안에 존재하고
세계로 향해 있는, 사물인 동시에 의식인 몸에 기반한다. 이 때 몸은 객
관적 공간 내의 사물과 같이 존재하는 몸이나 감각의 뭉치가 아니라 가

271) PP, p. 471(614).
272) PP, p. 477(622).
273) 이 부분은 베르그손의 시간관과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메를로-퐁티는 과
거와 미래를 비존재의 가능성으로서 보고 있다. 반면 베르그손은 무는 없고 오직 가
득 찬 존재의 지속밖에 없다고 본다.
274) PP, p. 480(62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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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행동의 체계이자 주어진 광경을 지각하기 위해 요구되며 상황에 의
해 규정되는 ‘가상적(잠재적) 몸’(corps virtuel)이라고 할 수 있다.275)
시간은 이러한 가상적(잠재적) 몸의 지평이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벗
어나는 ‘탈자’(ekstase)276)로서의 주체가 무한한 열림으로서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다.
지각은 감각의 통합적 작용을 통해 파악한 현상을 과거와 미래에 연결
시킴으로써 세계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시간적 종합이며, 지각은 언제나
이 시간적 전개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내 몸은 시간을
“분비하고”(sécrète) 만들어낸다. 이때 몸이 시간을 분비하고 만들어낸
다는 것은 메를로-퐁티에게서 시간이 주체로서의 시간과 객체로서의 시
간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세계와 사물성을 공유하는 나의
몸은 세계가 제공하는 객관적 시간의 측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식에 침
투하여 나의 시간이 된 주관적 시간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간은 이러한 주체성으로서의 시간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주체의 지
각장으로서 공간은 몸이 경험하는 실존적인 공간이며 필연적으로 시간을
함축한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경험주의는 주체와 상관없는 공간적 질
서를 상정하고, 지성주의는 공간을 주체의 지성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바라본다.277) 반면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공간은 감각에 주어진 위치나
정신이 구성한 위치가 아닌 ‘제3의 공간’278) 즉 체험적 삶의 공간이다.
경험주의자나 지성주의자에게 있어서 방향성이나 공간성은 감각적 내용
들이 경험하는 의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거나 의식이 감각적 내용을
공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지만, 제3의 공간은 이것과는 차별화된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은 “상대적인 것 속에 있는 절대적인
275) PP, p. 289(380).
276) PP, p. 491(642).
277)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경험주의는 “공간화된 공간”을 상정하면서 주체를 “달리
규정된 영역들의 물리적 공간과 관계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한편 지성주의는 “공간
화한 공간”을 상정하면서 주체가 “대체 가능한 차원들을 가지는 기하학적 공간을 가
지고 장소의 순수변화를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PP, p. 282(371).)
278) PP, p. 28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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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다시 말해서 현상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그들 속에 정박해 있
고 그들에 의해 견고해지며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실재론적 방식으로 주
어지지 않는, 그들의 혼란에도 살아남는 공간”279)이다. 제3의 공간은 공
간이 단순한 사물의 반영도 공간화하는 의식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물이면서 의식인 몸의 공간지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잠재적인 몸은 현실화되어 나타나 공간을 바로 세우고 그 안
에 거주하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도 의식적인 공간도 아닌 제3의 공간
을 형성한다. 또 한편 어떠한 상황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몸이 자신
의 삶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공간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진정한 공간은 몸이 상황에 처해 있도록 하는 것이다.280)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모든 공간적 지각과 방향성은 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
고 있고 몸으로부터 출발한다.

“광경의 방향 설정을 위해 도입되는 것은 객관적인 공간 속의 사물과 같
은 사실상의 내 몸이 아니라 가능적인 활동들의 체계로서의 내 몸이다.
말하자면 현상적인 장소를 가지는 잠재적인 몸이다. 그 현상적인 장소는
그 몸이 겨냥하는 목표와 그 몸이 놓인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내 몸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281)

메를로-퐁티는 ‘거리’(distance) 혹은 ‘깊이’(profondeur)282)로서 이
279) PP, p. 287(377). (이 부분의 번역은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메를로-퐁
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p. 334를 참조함.)
280)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p.
336.
281) PP, p. 289(380).
282) 김형효는 ‘profondeur’를 ‘아득함’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몸의 실존적 체험과 연관
되어 있으며 물체가 멀어지거나 깊어지면서 나의 눈의 오므림, 물체의 작아짐, 거리
감 등이 서로 별개로 추상적 계기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득함”을 느끼게끔
나의 몸에 와 닿는 동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나의 몸은 그 ‘아득함’을 느끼는 만큼 손
에 잡히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형효,
『메를로-뽕티와 애매성의 철학』,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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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객관화되거나 경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과 몸의 경험, 몸과 세계와의 관계를 통한 원초적인 차원의 삶의 두께나
깊이를 의미한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지성주의자나 경험주의자는 가
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을 크기와 비례하여 수치화하므로 깊이를 볼 수
없다. 깊이는 사라지고 공간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관념만 남
게 된다는 것이다. 경험주의자인 버클리에게 있어 거리나 깊이는 너비나
넓이에서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지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동시에 주어지는 지점들을 반성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메를로-퐁
티는 깊이란 사물 자체만으로도 시각의 집중만으로도 생겨날 수 없고 이
두 개가 결합될 때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넓이는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서 인간의 개념적 사유가 객관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깊이는 사물 자체의 크기에 속하는 속성
이 아니라 몸 혹은 지각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넓이가 사물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깊이는 사물들과 지
각 주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리는 메를로퐁티가 깊이와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개념이다. 깊이가 사물의 크기와 시
각적 집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때 필수
적으로 전제가 되어야하는 것은 지각하는 주체와 사물간의 멀고 가까움,
즉 거리이기 때문이다.
‘깊이로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메를로-퐁티는 공간이 처음 열
리는 원초적인 사태를 기술함으로써 공간이 절대적, 객관적인 것이 아니
고, 사물로 향하는 지각의 원근법과 관련이 있으며, 애초에 몸과 얽혀있
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이 공간은 실존적인 공간
으로, 지각의 개입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고, 지각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공간은 너비나 높이 등과 같이 수량화 혹은 기하학적으로 추상화
할 수 있거나 반성적 사유에 의해 획득되는 영역이 아니라 몸의 체험이
연루된 영역임을 깊이로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 공간지각, 혹은 공간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지각장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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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없고, 이 지각장이 주체에게 뿌리 내릴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공간
이 성립한다.
이러한 깊이로서의 공간성은 필연적으로 시간성과 연관된다. 멀리 사
라져가는 대상을 지각한다거나 심연으로 사라져가는 사물을 바라볼 때
주체의 공간지각은 단절된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적 종합과 연계되어
일어난다. 과거와 이미 변화된 현재의 두께 아래 접목되어 있고, 미래도
현재와 동떨어지지 않은 채 전이의 종합이 일어나는 시간성과 유사한 방
식으로 공간지각도 가까운 여기와 먼 저기의 전이의 종합을 수행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 시공간은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몸의 지각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지각적 시공간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
면 이런 시간성과 공간성의 통일은 앞서 언급한 몸틀에 의해 가능해진
다. 이것은 부분의 총합 이상으로서의 나의 몸이 세계와의 교류와 교환
을 통해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해 운동해 가는
방식이자 원리라고 할 수 있다.283) 몸틀은 몸 자체 내에서 몸의 총체적
기능과 이러한 몸의 지각 기능을 통해 지각되는 세계를 통일시키는 역할
을 하면서 공간을 ‘위치의 공간’이 아닌 ‘상황의 공간’으로 만든다. 몸틀
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만큼 지각장이나 시공간은 매번 새롭게 구
축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는 바 이러한 몸틀의 작
용 방식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로의-존재인 “몸을 가짐으로써 (시)공간
을 가지게 된다.”284)
가상현실 시공간은 이러한 현상학적 지각적 시공간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길이나 넓이와 같이 양적, 기하학적으로 표현될 수
없고 주관성과 유리된 채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파악될 수 없다. 이 시공
간은 전적으로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시공간이라 할 수 없고 수용주체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되는 ‘거리’이자 ‘깊이’로서의 시공간이다. 이것은 메
를로-퐁티가 주장하는 바 주관성과 객관성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제3의
283) PP, pp. 114-115(166-167) 참조.
284) PP, p. 11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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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성을 지니고 있으며 원초적인 삶의 두께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시
공간이다. 이처럼 시공간은 주체를 포괄하면서 존재하되 이렇게 구축된
시공간성에 의해 다시금 주체를 가상적이고, 탈자적인 것으로서 개방한
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혼합현실로서의 가상현실 시공간은 수용자의 몸
과 지각의 적극적 개입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시공간성이 지니는 지각적 체험적 시공간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베르그손의 지각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정념성,
메를로-퐁티 지각에 있어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파악되는 촉각성을 띤
촉각적, 정념적 시공간이다.

3) 촉각적 정념적 시공간

이렇듯 가상현실 시공간은 베르그손이 이질적인 잠재적 다양체의 흐름
으로 여겼던 베르그손의 시간이나 메를로-퐁티가 경험으로서의 공간이
라 여겼던 제3의 공간처럼 이미 주어진 장소나 고정된 인식에 의해 구
성된 곳이 아닌 주체와 세계가 만나는 제3의 시공간이자 이미지로서의
몸과 이미지로서의 물질, 현실과 가상이 만나 서로 침투되고 융합을 겪
는 혼합현실 시공간이다. 이러한 혼합현실 시공간은 그 가상성이 관객
주체의 개입을 통해 현실화되는 시공간이며, 이들의 이질적인 체험이 반
영되어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성격을 띠는 시공간이다. 더욱이 가상현
실 수용자는 시각, 청각, 촉각이라는 복합적인 지각을 활용하여 이 이미
지와 상호작용 하는 참여자, 체험자로서 이 공간과 다른 어떤 매체보다
지각적으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때 제3의 시공간 혹은 혼합현실 시공간을 구성하는 몸은 기술로서
확장된 몸이고 몸틀을 통해 가상적 이미지와 상호관계를 맺는 코드화된
몸이므로, 이 시공간은 지각적 시공간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

- 160 -

되 일상적 지각이 창출하는 시공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가상
현실과 수용자 몸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되는 지각적 시공간의 보다 근
본적인 특성은 기술과 더불어 지각적으로 확장된 코드화된 몸이 지니게
되는 몸의 가상성, 즉 촉각적이고 정념적인 몸이 지니는 가상성을 통해
더 명확하게 규명된다. 몸의 가상성이 이 시공간의 가상성에 영향을 미
치고 변화를 추동하면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
상현실 시공간은 ‘촉각적 정념적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이미지
체험이나 예술적 체험과 차별화되는 온몸몰입과 같은 가상현실 특유의
상태가 가능한 것도 사실상 코드화된 몸이 선인칭적인 단계를 통해 이러
한 촉각적 정념적 시공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온몸몰입의 상태가 다시금 선인칭적 단계의 촉각적 정념적 시공간을 재
구성하기도 한다.
매체의 발달에 의한 몸의 소멸과 지각의 분열을 주장했던 비릴리오는
이런 기술적으로 확장된 지각적 시공간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
지한다. 기술적 매체에서의 접촉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의 시각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이러한 접촉 혹은 촉각 안에는 공격성이 잠재해 있
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촉각이라는 감각은 대상을 불경스럽게 방해하
는 것이며, 기술적 매체들의 거리를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 대상간의 상
호 관계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공간 개념을 의미 없게 만든다고 주장한
다.285) 비릴리오에게서 기술적 매체들이 요구하는 촉각성은 주체 대상
간의 물리적 질서를 없애며 대상을 습격하고 종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릴리오의 이러한 관점은 촉각성이 공간에 미치는 잠재적인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가상현실의 시공간은 코드화된 몸의 촉각성과 중
첩되어 공명하는 시공간이며, 이때 발생하는 촉각성은 수용자의 몸이 기
술적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몸틀을 갱신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공
간이 코드화된 가상적인 몸의 선인칭적이고 기술발생적인 촉각성을 공유
하면서 변화되고 확장되도록 한다. 또한 지각을 추동하는 능력이며 수용
285)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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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몸이 자신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상화되고 개방되도
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정념성은 감각적 자극과 운동 반응 사이의 간
격을 여는 역할을 하면서 이 간격 안에서 몸이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새
로운 시공간이 창출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은 마노비치가 인류학자 오주(Marc Auge)에게서 차용하
여 설명하고 있는 이른바 ‘비장소’(non-place)의 성격을 가진다.286) 여
기서의 비장소는 장소 없음이 아닌 장소를 가능하게 하는 결여와 균열의
성격을 지닌다. ‘장소’(place)가 안정성, 항구적인 정체성과 관계성을 특
징으로 하는 문화생산자의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비장소는 사용자에 의
해 만들어진 것이며 장소를 가로지르는 개인의 궤도이다. 이 비장소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유동적인 흐름이고 순수하게 기능적인 공간이
아닌 심리적 욕구, 존재의 상태, 주관적 위치, 주체의 궤도에 의한 표현
이다.287) 마노비치는 리글(Alois Riegl)이 공간 이해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한 촉각적 이해 방식과 시각적 이해 방식,288) 그리고 파노프스키
286) 오주는 그의 저서 『비공간, 초현대성의 인류학 서론』에서 “초현대성은 비장소
(non-place), 즉 인류학적 장소가 아니며, 보들레르의 현대성과는 달리, 그 이전의
장소와 통합되지 않는 장소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오주의 이런 장소와 비장소의
구분은 프랑스의 역사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공간론에 영향을 받
은 것이다.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353.)
287)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p. 348-354.
288) 리글은 『후기 로마시대의 공예』에서 고대 예술의 과제는 평면 내에서 대상을 질
료적 통일성을 지닌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세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촉지적인 것이 특징인 이집트 예술, 둘째는 시각계에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촉지적인 것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각적-촉지성이 특징인 고
대 그리스 예술, 세 번째는 시각적인 것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후기 로마시대 예술이
다. 즉 본격적인 시각 중심이 이루어졌던 것은 후기 로마시대부터이며, 그 이전은 시
각과 촉각이 혼재했던 시기라는 것이다. 리글에 의하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묘사
의 평면은 우리가 사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착각을 일으키는 불명료한
시각적 평면이 아니라 근시적이고 촉지적인 평면이다. 외계 사물을 지각함에 있어 자
신들의 지각적인 확실성을 불신하고 외면적 현상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집트인들은
질료적 개체에 대한 확신을 촉각될 수 있는 ‘불침투성이라는 확실성’에서 찾았다. 실
제로 이집트의 부조상을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 그 상은 단조롭고 생기 없는 듯한 인
상을 주지만 조금씩 접근해서 보면 생기가 증가하고 상의 표피와 질감들까지 생생하
게 나타난다. 이 때 표피와 질감들은 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만지는 것이 되며, 우리
의 시선은 마치 손으로 더듬어 가듯 윤곽을 더듬어 가게 되는 것이다. 저-부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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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 Panofsky)의 집합적 공간과 체계적인 공간이라는 도식에 의거하
여 이러한 공간이 시각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아닌 촉각적이고 집합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다.289) 시각적 지각이 공간적 연속성 안에
대상을 통합시키는 것인 반면 촉각적인 지각은 어떤 영역 안의 대상을
공간적 연속성 안에 통합하지 않고 별개의 존재로 분리해낸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촉각적인 방식과 관련된 공간이다. 또한 이것은 실제 공
간이라기보다 개별 대상의 집합체에 가까우며, 이것은 유클리드 식의 집
합체라기보다는 다면체 모델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의
체계적인 공간과 대비되는 그리스식의 비연속적이고 집합적 공간과 유사
하다는 것이다.290) 그리고 이러한 비장소는 경험적인 것이 아닌 그 경험
을 산출하기 위한 토대나 기반의 성격을 지닌다.
베르그손에게서 지각과 정념이 분리되지 않듯 코드화된 몸이 지닌 촉
각성과 정념성은 불가분의 것으로 몸이 디지털 이미지와 접촉함으로써
촉각이 발현되는 동시에 정념 또한 발생된다. 촉각성이 외재적 공간성에
선행하는 내재적 이미지로서의 촉각적 공간성(haptic spatiality)을 창출
한다면,291) 정념성은 감각적 자극과 운동 반응 사이의 내적 간격을 열면
평한 표면은 근접 시각에 의해 형태와 배경이 똑같이 가깝게 있으면서 동일한 평면
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면은 이집트적 예술 의지 속에서 촉각과 시각이라는
두 감각의 결합을 보장한다. (장미진, 「보링거의 양식심리학: 미술사와 종교사」,
『미술사학』 제9집, 미술사학연구회, 1997, p. 102 ; Bogue, Ronald, Deleuze on
Music, Painting, and the Arts, London : Routledge, 2003 - 로널드 보그, 『들뢰
즈와 음악, 회화 그리고 일반 예술』, 사공일 역, 동문선, 2003, p. 219-220 참조.)
289) 파노프스키는 『상징적 형식으로서의 원근법』에서 그리스 시대의 ‘집합적인 공간’
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체계적인 공간’과 대비시킨다. 파노프스키는 공간 재현
의 역사를 추상적 사고의 발전과 대비시킨다. 공간 재현의 역사는 고대의 개별적 대
상의 공간에서 근대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추상적 사고의 발전은 물리적 우주를 비연속적이고 집합적인 것으로 보는 고대
의 철학적 견해에서 시작하여, 공간을 무한하고 균질적이며 체계적인 것으로서 이해
하는 후기 르네상스적 이해방식으로 나아갔다.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 325.)
290) 레브 마노비치,『뉴미디어의 언어』, pp. 324-326.
291) Tim Lenoir, “Haptic Vision : Computation, Media, and Embodiment in Mark
Hansen’s New Phenomenology”, in New Philosophy for New Media, Mark B.
N. Hansen,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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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공간성과 시간성이 창출되도록 추동한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렐라의 논의에서처럼 정념성이 항상 시간성에 앞서 시간의 흐름과 기
술 지각적 시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시간성, 새로운 지금
을 창발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주체의 몸과 지각이 시공간성에 연루된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그 시공간이 정태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것으로 파악됨을 유추할 수 있으
나 이로부터 더 나아가 여기에 촉각성과 정념성을 통한 가상성이 덧붙여
짐으로써 그 역동성과 확장성은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이미 논
의된 바와 같이 디지털 이미지는 단순히 실재의 모사가 아니라 그 자체
로 실재인 가상적이고 잠재적인 것일 뿐 아니라 수용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각 가능해질 수 있는 과정 자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디
지털 이미지로 구성된 가상현실 시공간은 수용자의 지각작용을 통해 가
상화와 현실화를 반복하며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시공간에서 구체적 시공
간으로 변모되고 확장된다. 즉 이 시공간이 가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 애초에 그것이 단지 디지털 코드로서의 추상성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변화가능성과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시공
간이 수용자의 몸과 지각이 지닌 가상적이고 잠재적 측면, 즉 촉각성,
정념성과 같은 특성을 일상적 대상이나 기존의 이미지보다 더 활성화시
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특성들과 중첩되고 공명함으로써 더 두텁고
개방된 시공간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상현실 시공간은 가상적인 것만도 현실적인 것만도
아니고 비물질적인 것만도 물질적인 것만도 아니며, 세계이면서 동시에
주체의 신체적 현존까지 포괄한 체험적 시공간, ‘제3의 시공간’이다. ‘제
3의 시공간’은 단지 기술적 확장이 아닌 주체와 세계, 환경과 인간, 아날
로그와 디지털, 물질과 비물질, 가상과 현실이라는 이분법이 해체되고
이 양자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양자가 역동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변화되
는 것을 의미한다.292) 이것은 코드화된 몸에 의해 지각적, 정념적 시공
292) 심광현,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생산과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09, p. 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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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육화되는 시공간이면서도 동시에 항상 자신을 초과할 가능성을
지닌 코드화된 몸의 지각작용을 추동하는 시공간이며, 관객 주체의 몸이
지닌 구체성을 토대로 하면서도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
운,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포괄하면서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시공간이다.
그리고 이 시공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곧 이 시공간에 연루
된 수용자 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가상현실 이미지를 통해
시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수용자의 몸과 지각의 확장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시공간은 수용자가 자신의 몸의 능력을 넘어서고
초월하도록 하며, 수용자의 단일 시점을 해체하고 복수의 시점을 야기함
으로써 기존의 지각 양식을 교란시키고 붕괴시킨다. 기존의 매체나 이미
지들 역시 관객으로 하여금 일상 세계를 넘어 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
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가상현실 이미지는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변화무쌍하고 확장된 시공간과 세계를 제시한다. 촉각적, 정념적 시공간
성은 변화와 확장가능성을 내재함과 동시에 수용자의 심리적 강도를 변
화시키고 지각적 다양성을 추동함으로써 이미지 체험의 영역을 더욱 풍
부하게 할 시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현실과 지각적 시공간성에 대한 논의는 가상적 이미지와
현실적인 몸은 유리되어 있지 않으며 시뮬레이션과 원격현전을 통해 존
재하는 가상적인 저기-몸은 현실적인 여기-몸과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
라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가상현실에 대한 기존의 관념과는 달리 오히
려 수용자의 몸은 기존의 매체나 이미지에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이미지에 개입하고 연루되며 연루의 양상도 다르다. 가상현실 체험은 이
이미지와 몸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며, 가상현실이 혼합현
실로 가상현실 시공간이 혼합현실 시공간으로 변모되는 과정이다. 이 체
험이 야기하는 현실과 시공간은 수용자의 몸에 의해 구성되는 체험적 현
실이자 시공간이며, 가상적 이미지와 현실적인 몸의 혼합으로 이루어지
는 시공간이다. 이것은 코드화된 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것과 맞물려
변화되는 혼합현실 시공간이자 촉각적 정념적 시공간이다. 이러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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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공간에 대한 관념은 이 이미지를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 지각 능력
을 복원하고 이 몸과 지각의 확장과 재편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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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은 이미지 자체를 대상의 재현이라는 전통적
인 의미에서가 아닌 실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이해하도록 촉구하고 관객
과의 쌍방향적 소통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미 수용자의 이미지 체험을
이전과는 다른 층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비물질성과 비
지표성, 가상성과 같은 특성들을 토대로 그 안에 이미 수많은 정보를 내
재하고 있으되 그 자체로서는 완결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과 방식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산출한다. 그러한 이유로
수용자의 역할은 그 어떤 이미지 체험에서보다 중요해지며, 수용자의 체
험은 그 자체가 이 이미지 구성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
와 가상현실 체험을 분석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이 이미지와 수용자 관계
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정작 이 체험에 적극적으로 연루되는 수용자
의 몸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디지털 이미지의 비물
질성이나 가상성, 상호작용성, 그리고 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원격현전,
몰입과 같은 메커니즘은 여기-몸이 아닌 가상적인 저기-몸과 관련된 것
일 뿐 여기-몸과는 관계가 없거나 이것을 소멸시킨다고 본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이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 체험을 정확히 설명
해주지 못하며, 기존 이미지와는 차별화되는 이 이미지 체험이 수용자
몸의 개입과 몸의 능동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보면
서 이 이미지와 수용자 몸의 관계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시켰다. 가상
현실 체험에 의해 현실의 몸이 소멸된다는 이른바 탈육화론적 주장과 달
리 이 체험에는 수용자의 몸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며, 바로 그러한 개입
을 통해 가상현실 이미지는 현실화 되고 비로소 완성된다. 심지어 탈육
화적 경험의 상태라고 여겨지는 모든 기술적 상태조차도 몸이 개입되고
작동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또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지각은 몸과 분리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이미지를 경험하고 있는 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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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작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이 기존
의 이미지나 매체와 달라지는 지점이다.
이에 본고는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를 육화론과 혼합현실 패러
다임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했고, 이를 위해 베르그손, 메를로-퐁티의
몸, 지각론, 그리고 이들의 이론을 매체 분석에 반영한 아이디, 솝책, 핸
슨, 그리고 현상학적 인지론자인 바렐라와 기술철학자 스티글레르 등의
논의를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베르그손의 이미지로서의 몸이나 메를로-퐁티의 세계-에로의-존재로
서의 몸 개념에 의하면 주체의 몸은 의식이나 세계와 이분법적으로 분리
되어 있지도 않으며, 기존 철학이 주장하는 바처럼 정신의 하위 개념이
거나 의식을 담는 용기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다. 베르그손에게서
몸은 이미지 중에서도 특별한 이미지로서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이
미지로서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상을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몸은 의식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육화된
의식이며, 지각은 이러한 몸이 세계와 관계 맺고 세계에 향해 있다는 것
을 입증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가상현실과 이를 체험하는 몸 역시도 베르그손과 메를로-퐁티의 이미
지-주체, 주체-세계의 관계에서처럼 서로 얽혀있고, 상호 침투되어 있으
며, 각각의 구조를 가역적으로 교환한다. 이미지-몸-세계가 연결되어 있
듯 시뮬레이션 된 이미지와 원격현전 된 가상의 몸, 그리고 이것을 체험
하는 여기의 몸은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수
용자의 몸은 기술적으로 육화된 코드화된 몸으로서 자신의 몸틀 속에 가
상현실 이미지를 통합하고 이를 다시 이미지 체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상현실과 교류한다. 이 과정에서 코드화된 몸은 자신의 촉각성과 정념
성을 통해 가상적 이미지를 현실화하고 이미지를 프레이밍 하며, 또 한
편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가상화하고 현실화하는 식의 상호작용을 하면
서 기존의 세계보다 훨씬 풍부한 시공간을 구성하고 경험할 몸틀을 갖추
게 된다. 이때 일어나는 모든 지각작용은 감각운동적인 몸의 작용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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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신경 절차를 지시하는 두뇌의 작용, 즉 역동적이고 자기 조직적
인 몸-두뇌의 조합에 의한 것이다. 일상적 지각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상
현실의 강렬한 체험이 수용자의 정념에 신경절차상의 미세한 변화를 일
으키고, 지속에 상응하는 몸-두뇌의 내생적 프레이밍 절차를 통해 기술
적 오염을 일으킴으로써 지각적 확장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가상현실
이미지와 수용자는 체험의 원초적 조건으로서의 몸, 인터페이스로서의
작용을 통해 가상화와 현실화를 반복한다. 이 기술적 이미지의 가상성은
무한한 실재의 확장가능성으로서의 잠재적 경향성으로 인식될 수 있으
며, 이 경우 수용자의 몸과 지각의 영역도 이 가상성의 한 영역으로서
확장된 실재의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디지털 가상현실 시공간은 이러한 수용자 몸의 적극적 개입에 의
해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혼합현실 시공간으로 변형되고 확대된다. 이
시공간을 체험하는 수용자의 몸과 지각이 정태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성
격을 지니는 바 이 시공간의 성격도 수용자 몸, 지각작용과 연동되며 현
상적이고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변모된다. 즉 가상현실과 이것이 구축하
는 시공간은 살아있지 않은 영역과 살아있는 몸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
이 제시하는 기술적 확장성에 대한 이른바 몸-두뇌 적응 과정의 성취물
(body-brain achievement)이다.
따라서 가상현실과 수용자 관계의 핵심은 바로 몸과 이 몸의 작용으로
서의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몸의 개입이 사실상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현실이 다른 이미지나 매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다. 더 나아가 케르코프가 말하듯 가상현실의 가상성은 몸의 감각을 다
시 복원시키고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 가상현
실 체험은 수용자가 잠재적으로 품고 있던 감각의 귀환이요 몸의 확장의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293) 또한 그런 의미에서 가상현실 체험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조합이라는 증강현실의 연장선, 혹은 혼합현실의 관
293) 김원방, 『몸이 기계를 만나다』, p.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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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294)
가상현실을 몸이나 지각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이 시공간을
혼합현실 시공간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를 상
호 침투되고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관계로 바라본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미지와 실재, 이미지와 수용주체의 관계를 기존
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몸을 단지 정신의 하위
개념이나 매체에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가상현실이라는 존재
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몸에도 능동적 위상을 부여한다.
몸이 베르그손이 말하는 바 비결정성의 중심이고,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바 능동적 지각의 토대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지와 수용자 몸의 상호관계를 통해 양자가 끊임없이 변화
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실재로 확장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미지-수용자 몸 관계를 통한 자아 정체성의 재고를 추동한다. 자연적
인 몸 역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지만 기술적 이미지와 결합되는
몸은 그 한계를 넘어선다. 이미지는 몸에 적극적으로 연루되고 몸은 이
미지와 결합된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인식의 주체
로서의 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몸과 이미지의 교환을
통해 변화된 몸-지각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재고와 성찰을 요청한다.
몸, 지각의 능동성과 역동성은 결국 이것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이 확장
은 다시금 이것의 변형과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확장은
이미지와 실재, 현실과 가상,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실재
의 확장을 이루고 기존의 몸 체계나 지각 체계를 해체할 가능성을 제시
해주기 때문이다.

294) 쿠쇼 역시 자신은 가상현실이라는 말의 패러독스를 피하기 위해 증강현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언급을 한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가상현
실이 현실을 어떻게 증강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애초에 증강현실이나 증강가상을
지칭하는 개념이었던 혼합현실은 가상현실을 포괄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
절하다. (Edmond Couchot, La technologie dans l’art : de la photographie à la
réalité virtuelle, p. 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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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용자의 몸과 지각에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이 몸의 역할로 인해 기술적 이미지 또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과정
이다. 이것은 이미지와 수용자 관계를 전적으로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
며, 이 관계를 통해 수용자가 세계를 기존의 체계에 얽매여 습관적인 것
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유도한다. 가령 모핑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이미
지는 비록 솝책에게서는 형식만 존재할 뿐 내용이 결여된 변화이며 타자
성의 부정이라는 한정된 의미에서 분석되었지만, 사물이 사람으로 사람
이 또 다른 사람으로 이음매 없이 변형되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를
체험하는 수용자의 상징적인 질서 체계나 존재의 동일성이 신체적 지각
적으로 교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이 몸이 행하는 지각은 원초적 인식으로서 모든 지성적 인식의 토대가
되므로 디지털 가상현실 이미지로 인해 기존의 지각방식을 해체하고 지
각을 재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통한 지성적 인식의 확장과 재편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지성적인 차원의 인지
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선술어적인 차원에서 의미화작용이 일어난
다.295) 이것은 세계라는 지평 속에 있는 사물들이 이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그 세계의 일부인 몸이 의미로서 느낀다는 것이며, 메를로-퐁
티가 주장하는 바 언어 차원의 개념적 의미가 발생하기에 앞서 언어 이
전의 행동적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개념적 의미는 이러한 언어
이전의 행동적 의미가 단순화되고 추상화되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 두
차원의 의미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개념적 의미란 지각적
의미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듯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의 인식
의 저변에는 신체적 차원에서의 지각적인 활동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
한 지각이 해체, 확장, 재편될 수 있음은 지성적 인식이 해체, 확장, 재
편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것은 가상현실 이미지를 통한 지각적 변화
295) ‘선술어적’(vordeskriptiv)은 애초에 후설이 사용했던 용어로서 지성적 인지가 이
루어지기 이전에 대상 영역 쪽에서 일종의 유형을 드러내면서 의식에 자극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무의식과도 통하는 말이다. (조광제, 『주름진 작은 몸들로 된 몸-몸 철
학의 원리와 전개』, 철학과 현실사, p. 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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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궁극적으로 수용자 인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
예컨대 이것은 본질적으로 차이나 개별성보다는 동일성과 통일성을 전
제로 하는 기존의 거대 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지각방식에 의한
인식적 확장과 변화로 해체되고 새로운 담론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을 암시한다. 계급의 문제나 성차별, 인종 차별 등을 포함한 기존의 지
배 담론 이데올로기는 디지털 가상현실 이미지 체험을 통한 몸의 작용이
나 지각방식의 해체와 재편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고찰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기술적 오염과 육화에 따른 가상화의 과정, 그리고 지각 재
편 과정이란 자기 정체성을 재고함으로써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상현실을 통해 고소공
포증, 발표공포증을 치료하거나 노인의 저하된 인지능력을 어느 정도 회
복시킨 최근의 의학적 연구사례는 가상현실 체험에 의한 지각방식의 변
화나 확장이 지각적 혁신이나 인식의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상현실 예술 체험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다. 러쉬(Michael Rush)가 언급한 바처럼 디지털 가상현실 예술은
어떤 ‘이즘’(ism)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떠
한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296) 이것은 동시에 이와 관계 맺는 수용자의 몸이 이러한 예술 방식
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변화될 수 있으며, 관객의 지각이 기존 예술 체
험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재편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물론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고찰이 이 관계를 전적으
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니다. 디지털 가상현
실과 같은 기술적 이미지가 여전히 진화의 단계에 있으며 어디에도 없으
나 어딘가에는 있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부정적인 것으로도 긍정적인
것으로도 존재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수용
자의 몸과 지각이 기술적으로 오염되고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은 이에 따
라 몸, 지각, 그리고 더 나아가 인식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
296) 마이클 러시, 『뉴미디어 아트』,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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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적 이미지의 체험이
몸이 지닌 잠재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실
제로 가상현실 속에서 몸의 활동이 장치에 의존한 채 한정된 공간 안에
서 이루어지므로 기술 장치나 이미지에 의한 몸의 통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 체험이 제한된 공간과 장치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정신과도 분리되지 않고 저기의 가상적인 몸과도 분
리되지 않는 여기-몸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비릴리오
와 같은 극단적인 탈육화론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에 의
한 몸의 구속이라는 측면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용자 몸
이나 지각이 새로운 세계와 시공간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은 디지
털 이미지나 가상현실이라는 대상보다는 뉴미디어를 경험하는 수용자 주
체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한 해석이라 평가될 수도 있다.297)
핸슨이 주장하듯 새로운 기술적 매체와 가상현실 이미지는 수용자가
지닌 잠재적 몸, 지각 능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기존의 몸, 지각 체
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으나 그 자리에 새롭게 자리한 지각과 인식의
체계가 단번에 주체의 정체성과 그가 속한 세계를 변화시키리라고 확신
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지에 반영되고 프레임을 구성하는 수용자의 지각
체계 자체가 이미 수용자의 축적된 경험과 시간 속에서 나름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각 체계에 어느 정도의 균열을 낼 수는 있으
되 이 체계를 온전히 재구성하는 데는 그 만큼을 대체할 축적된 체험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몸과 지각 능력의 확장이 이루어지
고 인식이 재편되더라도 가상현실에서 만큼 쉽게 변화하지 않는 세계는
오히려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297) 앞서 Ⅲ-4 ‘선인칭적 기술발생적 몸의 정념성과 촉각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
쉬튼은 들뢰즈 Cinema에서의 주체 대상의 관계, 정념의 문제를 핸슨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핸슨의 수용자 주체에는 “주도권”(sovereignty)이 부여되어 있
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Richard Rushton, “Passions and Actions: Deleuze’s
Cinematographic Cogito”, p.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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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가상현실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고, 이 관계에서 수용자 몸의 개입을 상정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확장된 실재를 받아들이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만 이 관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술적 이미
지나 매체의 발전에 의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될 수도 있을 우리의
몸을 다시 소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작용을 통해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으며, 무엇으로
든 변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결국 이 이미지의 잠재성
을 통해 우리 몸의 잠재성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또한 그럼으로써 확
장된 실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 이미지나 매체의 발전에
조응하여 몸이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으며,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를
통해 양자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되고 진보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적 이미지와 수용자의 관계에서
수용자 몸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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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mages and
Audience-

Lee, Eun-Ah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larifi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images and
virtual

reality,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ological images and the audience on the basis of discussions
on the body and perception that is of primary importance as the
first step of cognition.
Digital images and virtual reality urges people to understand the
image itself as another aspect of reality rather than in the
traditional sense of representation,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which

elevates

recipients’ perceptual experiences to the unprecedented level.
Digital images constituting virtual reality have a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based

on

characteristics

such

as

immateriality and virtuality, but they can attain a status as an

- 187 -

image only after being completed by the audience participation.
Therefore, although all images assume the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digital

importance

of

images

this

and

relationship.

virtual

reality

Especially,

maximize

features

such

the
as

simulation, telepresence, and immersion that constitute virtual
reality experiences are mechanism that basically assumes the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image and the audience needs to be inspected in a different
way from existing methods.
However, existing discussions analyzing the digital image and
virtual

reality

experiences

also

consider this

relationship

as

important, but examine this relationship in a similar way to
analyze the existing traditional images, or exclude the audience
body which is actively involved in the experience. This method
not only fails to accurately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rtual reality and the audience, but also results in minimiz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audience body, perception, and reality
that can be developed by this relationship. Therefore, in order to
define this relationship more clearly, it is required to approach by
the mixed reality paradigm which sees human, technology, and the
world as an embodiment relation rather than a disembodiment
approach which excludes the audience body. Through the mixed
reality paradigm, it is easier to deal with the issue of the
audience

who

experiences

digital

images

and

virtual

reality

because it is based on the embodiment theory centering on the
body and assuming the mixture of virtual and reality. It is
because the experience of these technical images is actually a
mixture of the images of virtuality and the reality of the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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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xplain this experience based on this point of view,
a

theoretical

basis

is

required

which

does

not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reality, mind and body, image and
audience as a dichotomized viewpoint. Bergson and Merleau-Ponty
attempted to escape from the existing dichotomy and to see
things and phenomena in themselves, and to perceiv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reality and image, body
and mind was ambiguous, intersecting and intertwined. The virtual
reality and the body of the audience experiencing it are also
intertwined

and

interchanged

as

in

the

Bergson

and

Merleau-Ponty’s concepts of image-reality, image-subject, and
subject-world

relationship,

and

their

structure

is

reversibly

exchanged through this relationship. Therefore, the main concepts
of Bergson and Merleau-Ponty can give a useful theoretical
framework to discuss this new image experience.
Ihde, Sobchack, and Hansen actively use these Bergson and
Merleau-Ponty theories of body and perception, explaining the
embodiment of human, technology, and world and their reversible
interactions. In particular, Hansen looks at the body of an
audience experiencing virtual reality as a technically mediated and
embodied ‘body in code’, while this body repeats virtualization and
realization, integrating a virtual reality image into his or her body
scheme and

reflecting it back into image experience. It is

explained that we interact with virtual reality in the way. Based
on its own tactility and affectivity, the body in code actualizes a
virtual image, composes this image and interacts with it. And it is
the process of combining the body and the brain to complete the
image,

and

expanding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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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perception

simultaneously. The virtual image-body-reality of audience are
connected as the image-body-world are connected from Bergson
and Merleau-Ponty. And the body and reality can be finally
expanded through the close interaction between them.
Ultimately, the co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rtual
reality and the audience is the body and the perception, which
differentiates this image experience from other image experiences.
Virtual reality experience is a process of framing and actualize
virtuality through body and perception rather than a mere image
experience. It is a process of demanding the potentiality of body
and perception and restoring it again. In other words, looking at
virtual reality through linkage with body or perception, and seeing
time and space constructed based on this relationship as the time
and space of mixed reality mean 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audience as a virtuous circle which positively affects
each other. This paradoxically suggests that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image can lead to the return of body and
sensation rather than destroying the body or weakening the
function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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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affectivity, ta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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