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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가상적(virtual) 공간의 생산’에 대한 연구
- 라인 프렌즈 스토어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강 재 혁
지도교수 김 광 현

오늘날 ‘가상성’에 대한 논의는 ‘가상현실’로 일컬어지는 허구로 구성된 실재감 
높은 가짜 현실인 사이버(cyber) 공간, 스크린 위에 그래픽으로 구현된 공간에 
치중되어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대두 이전에도 건축에서는 가상적인 공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는 무엇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며 무엇이 허구이냐는 
질문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물리적 공간에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로 나타난다. 
오늘날 사회가 마주한 국면은 각종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현실과 가상적 현실이 
어느 때보다 서로 근접해 있으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건축 작업에서 보이는 가상성에 대한 해석은 건축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건축가가 이곳에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공간을 재현하는데 충실했는지, 또
는 감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는지, 가상에 대한 사회와 문화적인 의미가 반영되
었는지, 또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집중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 결과이
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축에서의 가상성의 구현에 관여하는 
현실의 성격 또한 다양하다. 특히 오늘날의 가상적 공간은 어떻게 생산되는지 
밝히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을 통해 분석의 틀을 다졌다.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에 힘입어 등장한 가상적 공간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 건축에서 가상성의 구현에 관여했던 여러 가지 성격의 현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키자니아는 테마파크처럼 다른 시공간적 배경의 공간을 
재현하는 성격이 강하고 SM아티움은 현재의 문화적인 가상성이 잘 드러난다. 포
켓몬GO는 디지털 기술이 더욱 강력한 실재감을 획득해 물리적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첨단의 사례이다. 이 중에서 특히 라인 프렌즈 스토어와 카
카오 프렌즈 샵 등 현대의 모바일 기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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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모티콘 기반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시설의 공간은 상기에서 발견한 현실들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상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라인 프렌즈 스토어와 카카오 프렌즈 샵에서 가상성은 실재와 잠재라는 양 극 
사이의 스펙트럼 상에 점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연속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공간과 사람, 사물을 모두 공간의 생산에 관여하는 요소로 여겨 분석에 포
함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이다. 이 연속체에는 익숙한 일상적 차원의 현실과 자본
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속하는 전도된 현실, 다른 원본으로부터 파생된 현실, 모
방 현실, 그리고 물리 세계에 실재하지는 않는 대상들이 속하는 허구의 현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의 연속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실들이 어느 것이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고르게 관계 맺으며 존재할 때 오늘날의 
‘가상적인 공간’이 생산됨을 확인하였다. 

두 사례는 매우 유사하지만 가상성의 구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입지, 형태, 규모, 프로그램 재료와 도면 등을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기술의 발전은 물론 기존 건축물 분
석에서 흔히 포함하지 않았던 사물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사물
의 관계는 요소와 상황, 맥락에서 단계에서 이뤄지며 각각 체현, 이질 생성, 서
사 형성의 방식을 가진다.

공간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기반과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건축 요소들과 물리
적인 사물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표면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경험하고 사용하
는 사람의 행위의 차원에서 가상성은 각각 어느 정도로 생겨나고 그것이 한 데 
모여 최종적으로 ‘가상적 공간을 생산’한다. 본연구는 일상적인 시설을 사례로 
구체적인 생산방식까지 파악한 시도로써 의의가 있다. 실재에 기반을 둬 존재하
는 개념인 가상성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상적 공
간’ 또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파악한 ‘가상적 공간의 생산’은 앞으
로 새로 등장할 공간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가상성, 공간의 생산, 앙리 르페브르, 라인 프렌즈 스토어, 실재 

학  번 : 2016-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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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3. 연구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에서 ‘가상성(Virtuality)’의 논의는 ‘사이버(cyber) 공간’의 대두 전에도 이

미 있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기술을 통해 구현된 컴퓨터 속 새로운 공간, 즉 ‘가
상 현실(Virtual Reality)로 일컬어지는 ‘상상을 통해 구성된 실재감 높은 가짜 
현실’인 ‘사이버 공간’에 치중 되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터넷 등의 사회적 디지
털 미디어에 대한 은유 또는 공간을 스크린 안에 구현한 직접적인 시각 이미지
에 대한 논의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Virtuality’의 다른 의미인 
‘잠재성’의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현실에 이뤄질 수 있는 여지를 
내재한, ‘잠재적 공간’에 대해 저명한 철학가와 건축가의 협업을 통해서 또는 유
명 건축가들이 참여한 공모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렇듯 하나의 개념
어가 다른 두 가지의 의미로 논의되는 것은 각각의 대상을 한정하는 결과를 낳
았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의 ‘가상
성’(Virtuality)의 의미는 이전과 또 달라지고 있다. 지금 ‘가상성’은 어떻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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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고 있으며 건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며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 파
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로 가상과 실재의 논의를 다시금 건축의 영역으로 끌어 
오고자 한다. 이는 정보 기술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가상공간’ 논의를 폄하하
는 것이 아니라, 학문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고 더욱 폭넓은 가능성과 여지를 열
기 위함이다. 특히 오늘날 도시의 건축 공간에서는 건축의 물리적 요소들, 대지
와 형태, 규모 그리고 기능과 프로그램 등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논의만으로 제
대로 파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건축 공간들에 대해 
‘가상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우리 도시 조직의 일부로 등장했지만 다소 간과되고 있는 공
간을 건축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오늘날 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충분히 논의되고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
목해야 하며 그 공간의 구체적 생산과정과 양상, 그리고 사회와 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건축의 영역을 확장하고 더 넓게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
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기술적인 의미로도, 문화적인 의미로도 통상적인 
‘가상현실’과 크게 연관이 있는 문화 상업시설을 선정했다.

특히 이러한 건축 사례들의 생산과정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
(Henry Lefebvre)’의 ‘공간의 생산’을 참고해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도시와 공간에 대한 괄목할만한 그의 학문적 성찰은 오늘날의 건축에도 시사하
는 바가 크고 새로이 등장한 사회현상과 건축물들을 살피는 데에 큰 도움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르페브르의 ‘공
간의 생산’ 이론이 오늘날의 건축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며 적용가능하고 
당시의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양상의 공간, 즉 ‘가상적 공간’에도 유효함
을 밝히는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
다. “공간을 ‘가상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술적, 문화적 의미에서의 
‘가상 현실’과 어떻게 다른가?” 즉, “‘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상성’
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의 공간으로 구현되는 것인가?”, “무엇이 공
간이 가상적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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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선정한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가상성’의 구현을 현상적 측면
과 구체적 사물의 분석을 통한 물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사례에 따라
서 ‘가상성’의 발현의 방식과 정도, 양상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다를 것
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일상적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가상
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마주한 새 국면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연히 등장한 것
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산’된 결과물임을 밝히고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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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에서의 가상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가상성에 대한 폭넓

은 문헌적, 철학적 고찰을 거친다. 이후 가상성이 드러나는 역사적 건축 사례들
과 건축가들의 저술과 작품 또한 살펴본다. 기존의 건축 논의에서 다뤄진 가상
성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롭게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가상적(vir-
tual)’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로부터 공통점을 도출해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가상성을 확보한 실제의 공간들에 해당하는 사례
들이 해당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그 안에 펼쳐지는 현
상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현대 도시 사회의 추상적인 현상과 개념을 건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상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공간에도 근본적으로는 
건축적 특징들이 작용함을 밝히며 이러한 공간들은 현대 사회의 상황과 변화에 
대응하는 오늘날의 ‘건축’으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힌다. 

이에 해당하는 동시에,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연결하는 사례
인 ‘라인프렌즈스토어’, ‘카카오프렌즈샵’, ‘코엑스SM아티움’, ‘키자니아’ 등을 사
례로 선정해 분석하고 가상적 공간의 생산을 밝힌다. 

1.2.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2장에서는 가상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함께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가상성과 건축이 오늘날 새로이 마주한 국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가상적 공간이 실생활 가까이에 등장하게 된 가
운데,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 속에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금 논의
에 등장해야 하는 당위를 밝힌다. 그리고 공간 또한 사회의 ‘생산물’이라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과 후속연구를 살펴 현재의 ‘가상적’ 공간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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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가상성’이 발현되었다고 여겨지는 여러 역사적 건축 작품들과 현대 
건축가들이 ‘가상성’을 언급한 저술과 작품을 우선 살펴본다. 건축가에게 ‘가상
성’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건축에 어떻게 반영, 구현되어왔는지 살펴본
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 사례를 이해하는 바탕을 견고히 하기 위해 현대에 가
장 가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시설인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기
술의 발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맞이한 변화의 장을 살펴본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건축은 철학적인 차원의 Virtuality와, 그리고 현대 기술적으로 언급되는 
‘가상현실’과 어떤 접점을 가졌는지 파악하고 현대의 ‘가상’이 지닌 다양한 면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오늘날의 ‘가상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찾아 현상을 주로 분
석한다. 다양한 학문과 산업, 문화의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 이러
한 변화들이 가진 공간적, 건축적 가능성과 여지를 이해한다. 이는 오늘날의 ‘가
상적’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는 작업으로, 표면에서 
드러나는 현상과 함께 기저에 깔린 사회적 바탕을 함께 다루어 낸다. 이를 통해 
‘가상적 공간의 생산’은 어떠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인지 파악한
다.

5장에서는 위의 과정을 거쳐 파악한 ‘가상성’이 드러난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을 
선정해 공간에 포함된 물리적 요소들을 세밀하게 살펴 분석한다. 실제로 답사하
고 분석함으로써 ‘가상성’이 해당 사례에서 실제로 생산되는지, 생산된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가상성’의 의미는 뭔
지 밝혀낸다. 5장의 목표는 ‘가상성’이 생겨난다면 그 구체적인 생산의 전략까지
도 정리해내는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상적 공간의 생산’은 무엇이며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정리한다. 동시에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며 연구의 발
전 방향과 가능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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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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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성(Viruality)’과 ‘공간의 생산’에 대한 
이론 연구

2.1. ‘가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
2.2.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과 후속 연구 

   

2.1. ‘가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

2.1.1. ‘가상’의 두 가지의 정의
 ‘가상(the virtual)’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 어원의 역사를 추적하며 우선 살

펴보면 14세기 후반의 기록은 중세 라틴 단어 ‘virtualis’에 기반하여 “물리적 
힘이나 능력에 의해 영향 받는” 이라는 뜻이었다. ‘virtualis’라는 단어는 또한 
원래는 힘과 능력(‘인간의’, ‘인간에 의한’이라는 의미도 있다)을 의미하는 고대 
라틴어 ‘virtus’에서 나왔으며, 최초의 기록은 1650년대의 것으로 초기 15세기의 
“어떤 효과를 야기할 능력”이라는 맥락에서 “명명되지 않았을지 언정, 어떤 사실
이나 본질 안에 존재함”이라는 기록이다.1) 1959년에 이르러 컴퓨터와 관련하여, 

1) Virtuality. Dictionary.com. Online Etymology Dictionary. Douglas Harper, 
Historian. http://www.dictionary.com/browse/virtuality (accessed: Nove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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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로부터 만들어져 드러나는”이라는 의미
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에 이르러 단어 ‘Virtual’은 크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현대의 인공지능학(cybernetics)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들뢰즈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논의 상에서 접점이 뚜
렷하지 않다. 

2.1.2. 들뢰즈와 보들리야르의 ‘잠재성’과 ‘시뮬라크르(simulacre)’
철학에서의 ‘잠재성(virtuality)’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제창된 용어로, ‘가능

태’, 또는 ‘잠재태’로 번역되기도 한다. 가능적인 것이 발전하기 이전의 단계를 
잠재력(디나미스)으로, 가능성을 실현시킨 단계를 실제(에네르게이아)라고 명명했
다. 이후 들뢰즈가 말했던 ‘잠재성(virtuality)’은 이전까지의 구조주의의 토대 위
에서 논의되던 담론들이 지닌 한계2)를 지적하고 자신의 사유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대두되는 개념이다. 이전까지의 인식론이 고도로 조직화된 담론으로 이루어
져 왔다면, 들뢰즈는 데카르트적 사고 전통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친다. 그것은 
바로 분절되고 조직되기 이전의 차원, 모든 담론적 행위들이 이뤄지는 공통의 
‘장(場)’을 드러내며 이를 ‘잠재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들뢰즈의 ‘잠재성(virtualite)’은 ‘현실성(actulite)’은 아니지만 ‘실재성(realite)’
이 아닌 것은 아니며, 분명히 있기는 하고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존한
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잠재적 존재 방식인 것이다. 저서 ‘차이와 반복’에서 들
뢰즈는 실재를 하나의 이상적인 원본을 닮은 것들, 유사한 것들이 아니라 각각
이 차이를 가지는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차이 자체를 가지는 것을 실재로 이해하
고 있다. 이를 통해서 들뢰즈의 이전 철학 전통에서 폄하되어있던 ‘시뮬라크르
(simulacre, 허상)’를 ‘실재’의 개념이 가지고 있던 위상과 동등하다고 보여지는 
위치로 상승시킨다. 모든 것은 허상이 될 수 있지만 이 허상은 결코 단순한 모

2017).
2) 플라톤은 현실세계의 모든 것은 이상적 본질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본질에 좀 더 닮아있는, 본질을 더 잘 모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했다. 
본질을 나름 대로 잘 모방하는 것은 ‘복사물’로 그런대로 구제하지만 환각(phantasma)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한다. 이정우는 이 환각, 순간적인 것, 사건, 이마주(image)등을 시
뮬라크르로 보고 있다.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거름, 1999.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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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원형과 어떤 특권적 지위를 전복하는 행위이며 ‘즉
자적3)’ 차이를 가진 심급으로 설명한다. 이 허상은 유상성을 발견할 수 없기에 
원본과 모상을 구분할 수 없는, 각각이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전’인 것이다.4)

들뢰즈의 개념으로부터 장 보들리야르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시뮬라크르’
를 정의한다. 그는 지금의 시대를 시뮬레이션 또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규정하고 이 사회는 이전까지의 ‘실재’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
장한다. 이 때 ‘시뮬라크르’는 더 이상 무엇이 모방의 대상이 되는 원본이었는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린 허상, 가상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뮬라크르도 엄
연히 현실로,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경험이나 상징, 기호가 등장하여 그 자체
가 실재를 대체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로써 현대사회의 모든 이미지는 
허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뮬라크르는 다른 무언가의 모방이 아닌 실재하는 차
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들리야르는 ‘시뮬라시옹(simulation)’이 드러나는 공간적 사례로 ‘디즈니 랜
드’를 꼽고 있다. 명확한 원본을 고르기 어려운,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의 모습을 극적으로 본 딴 테마파크인 디즈니의 건축
에 대해 보들리야르는 그 밖의 세상(그 자체로 확실히 실재라 부르기 어려워진)
을 사실이라도 믿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상상적, 허구적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
다고 논의한다. 

로버트 벤추리와 데니스 스콧 브라운은 <Learning From Las Vegas> 등의 
저서에서 70년대 미국 서부의 라스 베가스의 도로변에 지어진 건축물들과 화려
한 카지노 건물 등을 점검하며 건축물의 표면이 기호와 상징, 이미지로 변모하
여 인식됨을 언급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오리 모양의 식당은 
건축에서는 무가치한 것,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벤추리는 오히려 저급
한 건축물로부터 우리의 삶에 점차 허상, 가상의 공간이 생겨나고 있음을 미리 
파악한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도래할 ‘전자시대’에 대해 건축이 어떻게 대응하
며 살아남아야 하는지 적극적인 태도로 탐구하였다. 

3) 헤겔 변증법에서,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정반합의 제일 단계로, 정(正)에 
대응한다.

4)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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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가상 현실(VR)’과 ‘사이버 공간(cyber space)’
프랑스의 극작가, 연출가인 ‘앙토냉 아르토’가 극장을 묘사하는 단어로 ‘Virtual 

Reality’를 사용한 것이 ‘가상 현실’이라는 단어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가상 현실’이란 단어는 1989년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재런 
래니어’에 의해 널리 쓰이게 되었다.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의 저자인 마이클 
하임(Michael Heim)은 가상현실을 두 단어의 정의로부터 “가상현실이란 효력면
에서는 실제적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건이나 사물”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초기까지 그것의 등장
과, 상용화의 시작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 ‘비트의 문
명, 네트의 사회’등으로 칭해지며 그 자체가 현실의 물리적 제약을 벗어난 새로
운 인간 생활의 장으로써 기능할 것을 기대하는 시야와 함께 그 자체로 ‘실존’에 
대한 철학적 물음의 맥락 안에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철학적, 학문적 접근보다는 기술의 구현과 구체적 활용에 대한 논
의가 주를 이룬다. 오늘날 ‘가상공간’은 컴퓨터나 휴대용 기기로 접속하는 인터
넷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게임, 영화 등에 활용되는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공간과 마지막으로 프로젝터나 스크린 디스플레이 나아가 VR기기로 체
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전부 혼재되어 의미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자시대의 대두와 함께 일찍이 ‘아콘치(Vitto Acconci)’가 ‘전자 시대의 공공
공간’에 대하여 “지점들이 아니라 순환하는 동선들이고, 대화할 필요와 시간이 
없다, 이미 라디오 속 목소리와 상점의 창과 광고판의 이미지와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필요 없다”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전류의 
흐름 속에서 허공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상황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들 중 하나를 ‘당분간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5)이라고 역설한 것이 이미 25
년 전인 1990년이다. 2007년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진행한 강의에서 ‘팔라스마
(Juhani Pallasmaa)’는 “공공영역의 형성을 이끌어내는 문제가 혹시, 건축의 지
배와 통제 그리고 건축가의 의식적인 의도를 초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
을 던지며 현대 사회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해석을 드러내고 나름의 결론을 
내린다. 그는 또한 “시공간 압축을 절절히 경험하는 디지털화된 전자시대라는 현

5) Vitto Acconci, 『Public Space in a Private Time』, Critical Inquiry 16. Chicago 
1990, 9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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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서 궁극적인 변화는 시간의 지평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내파되는 것”6)이라며 
이러한 경험적 압착이 필연적으로 건축적 공간이 어떻게 인지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시공간 압착은 시간의 경험적 깊이와 가소성을 
잃게 하고 빠름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공간은 정착하고 거주하는 것보다 이동하
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 그의 주장은 도시 공간의 정서적, 실존적 문제들이 건
축가들이 흔히 집중하는 건축의 형식적인 문제들을 초월한다는 것이며 현시대의 
문화와 인간의 삶에 대한 생각이 건축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해방시킬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 현실 기술이 크게 발전해 단순히 모니터 스크린 속 인공 
환경만이 아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가상현실(VR)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화두이다. 특히 알파벳 두 글자로 줄여 표기하는 VR 
기술은 기존의 가상현실 기술과 또 유별하게 안경처럼 눈위에 바로 착용하고 이
용할 수 있는 체험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게임이나 특정한 장소를 둘러
볼 수 있는 여행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어느 정도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처럼 VR 기술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업계는 물론 미디어 산업 등에서는 이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
양한 시도들이 한창이고, 나아가 의료, 스포츠,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전에 없던 
새로운 체험과 효과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미 해당 분야에서는 VR기
술을 통한 매체들을 ‘뉴미디어’로 지칭하며 다양한 연구와 탐색을 변화의 최첨단
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공간 체험과, 
공간에 대한 지각을 바꿀 것으로 여겨 건축보다 빨리 ‘공간’이 맞이할 새로운 국
면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7) 어쩌면 VR 기술은 단순히 다른 
시공간을 체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기술이 구현하는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 현실보다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8) 안경처럼 장착

6)  Juhani Pallasmaa, 『Inhabitaiting Space and Time – the Loss and Recovery of 
Public Space』, 2007, Lecture of Delft Univ

7) 신문방송학,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자인 노기영, 이준복(2017)은 ‘뉴미디어와 공간
의 전환’에서 ‘공간’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역사를 검토하는 동시에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앞으로 맞이할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8) 문형철(2016)은 가상현실 기술이 ‘경험적 가치(experience value)’를 지닌다고 밝히며 이
를 1) 제약 극복 가치, 2) 경험 증강 가치, 3) 신경험 창조 가치로 나눠 설명한다. 제약 극
복 가치는 시간, 공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넘어 현실에서 갈 수 없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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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VR기기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몰입감을 가져다주며 기기를 착
용한 체험자가 실제로 위치한 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의 현존감을 만들어낸다. 
이는 가상현실이 최초로 등장할 때 만들어졌던 ‘가상현실’의 중요한 성립 개념 
중 하나인 원격현존감9)(telepresence)이 극대화되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스토
이어는 원격현존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과 생동감
(vividness)을 꼽았는데, 상호작용성은 체험자의 행위에 의해 기술이 구현해내는 
현실이 얼마나 현실감 있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항목들이며 생동감은, 감각적으로 
이미지와 사운드의 질이 얼마나 실제와 같은지에 따라 결정된다. 스토이어는 다
양한 매체들을 생동감과 상호작용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 정리했는데 책, 신문 
등의 매체는 두 항목 모두 낮은 반면 아직 구현되지 않은 공상과학 영화 속 기
계장치인 ‘홀로덱크’와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 초원(The Veldt)를 가장 높게 분
류했다. 노기영과 이준복(2016)은 최근의 연구에서 원격현존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모아 정리한 바 있다.10) 스토이어의 작업이 25년 전인 1992년임을 감안
하면 그동안 개발된 새로운 매체들을 포함하면 분류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분류에 근거해 건축, 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공간은 탈물질화된 공간으로 일컬어지며 전통적인 공간에 대한 관념들을 
뒤집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타고난 신체가 부여한 정
체성으로부터 벗어나고 물리적 현실의 제약이 사라지는 공간. 가상공간은 대두 
이후로 그 자체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진화하고 있지만, 그 사건은 결코 독립적
이지 않다. 기술의 발전과 삶의 다양화와 더불어 실제 세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끼치고 또 받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가상공간이 그 등장 순간 기대되었던 

나, 할 수 없는 스포츠 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 증강 가치는 VR기기와 센서를 
활용해 특정한 감각이나 경험을 더욱 생생하게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신경험 
창조 가치는 현재는 단순 관람이나 기계장치를 통한 상호작용이 새로운 장치를 통해 생생
해지고 게임, 영화, 대화 등의 일상적인 활동까지 가상현실 내에서 재탄생할 것임을 의미한
다.

9) 원격현존감  Jonathan Steuer, 『Defining Virtual Reality: Dimensions Determining 
Telepresence.』 1992, Journal of Communication, 42(4), 73~93. ‘현실에 존재하는 감
각’을 뜻하는 단어 ‘현존감(presence)’에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의 접두
어 tele-를 붙인 단어. ’presence’는 번역에 따라 ‘현전’, ‘실재감’, ‘현실감’ 등으로 사용되
기도 한다. 

10) 노기영 * 이준복, 『뉴미디어와 공간의 전환 – 가상현실 공간의 대안성과 자유에 대한 
탐구』, 한울 아카데미, 2017,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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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물질화 물리적 제약의 탈피로 대변된다면 그 가상공간의 성질들, 특징들을 현
실에 구현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러한 시도들이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 개념의 치환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전략으로 그 낌새를 드러내는지
는 현시점에서는 결코 예측하거나, 계획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관찰하고 분석
함으로써 건축적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2.1.4. 소결 – ‘잠재성’과 ‘가상 현실’의 관계
따라서 혹자는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가상공간’, ‘사이버스페이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들뢰즈로부터 시작된 ‘잠재성’과는 선을 그어 구분을 하기도 한다.  그
러나 또 다른 한편 가상공간과 잠재성의 분리를 극복하고 다시금 연결하려는 시
도들 또한 찾아볼 수 있다. 하임은 ‘가상 현실의 철학적 의미’(1993)에서 ‘가상현
실’은 실재성의 전환 문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며 이를 철학적으로 면밀하게 살
펴봐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엘리자베스 그로스는 ‘건축, 그 바깥에서 – 잠재
공간과 현실공간에 대한 에세이’(2001)에서 ‘가상현실’, ‘사이버스페이스’를 제외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재성의 차원에 포함시키며 주류의 시각이 아닌 바깥에서 공
간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보들리야르는 1990년대 중
반에 이르러 자신의 시뮬라시옹-시뮬라크르 이론을 낡은 것으로 여기고 ‘가상현
실’이 이를 대체한다. “이제 시뮬레이션이 문화의 지배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의 개념은 더 이상 개념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드리야르는 생각”11)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가상’은 들뢰즈에 근거하는 ‘잠재성’, 그리고 ‘사이
버’ 어느 하나의 범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는 연구의 사례들이 철학에서의 가상성의 논의에 근거하는 동시에 기술적으로 
구현된, 기술을 통해 새로 나타난 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단어 
Virtual의 사전적 의미 중, ‘아직 드러나지 않은’이라는 뜻에 집중해 아직 표면
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을 본연구에서의 ‘가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상은 결코 

11) Poster, M. 『버추얼 보드리야르, 또한 마샬 맥루한의 달성되지 못한 유산』, 현대사상, 
제 1호, pp.121~136, 이남표, 『가상현실과 리얼리티의 종말』 2002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과 <신매체의 이해> 강의노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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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인 것 단독으로 성립할 수 없고 일상적이고 익숙한 현실과 겹쳐져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마르쿠스 슈뢰르(2006)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대동 전부터 사실 
실제와 가상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고 인터넷을 둘러싼 논의에서 부활해
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본다. 특히 ‘가능성(잠재성)’은 가상공간과 실제공
간 사이의 상호적인 영향관계로 그는 이것을 상호침투라고 명명한다. 가상공간에 
적용되는 건축적 은유와 가상공간이 변화를 초래한 실제 공간을 차례로 설명하
지만 단순히 실제와 가상의 경계 흐려짐이 결과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설명한다. 실제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만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겹쳐진 다른 수많은 공간이 공존하
고 있다고 정리하며 이를 잡종적 공간이라 칭한다.12)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
는 공간들은 슈뢰르가 말한 ‘잡종적’ 공간과 가깝다고 여길 수 있다. 잠재성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던 ‘가상공간’은 이제 현실의 공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변
화를 가져오는 잠재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철학 전통에서 ‘가상’은 언제나 무엇이 실재인가, 또는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한 물음과 맞닿아 있었다. 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같은 허구의
(pseudo) 것은 물론 아직 드러나지 않은(ulterior) 것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인공적인 구조물의 구축과 함께 필연적으로 자연환경과는 다른 인위적
인 건조환경의 공간 경험은 기존의 것과 대비되어 ‘새로운’ 감각을 불러왔으리
라. 그러나 실존 감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어 새로운 형태로 변태하
는 것이다.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또는, 혁신적으로 빠른 순간에 진행되어 최초
의 실존의 감각을 무수히 대체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새로이 등장하는 것을 ‘잠
재성’의 발현이라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실존감을 바꾸려하는 ‘가상현실’, ‘가
상 공간’은 곧 잠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축에 있어서는 
여러 기술을 적용한 시도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물질의 차원에서 공간과 
사물을 활용해 아직 실제의 현실에 구현되지 않은 것들, 잠재적인 차원에 속하
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후에 다양한 건축 작업
에서 ‘가상’의 해석과 구현 양상을 점검하며 동시에 건축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지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12)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2006(원저), 2010(한글), 에코리브르, p.294, p309~312.



- 15 -

2.2.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과 후속 연구

2.2.1. 앙리 르페브르의 배경과 도시에의 관심
앙리 르페브르는 그의 인생동안 여러 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겪으며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얻었다. 열렬한 혁명주의자로 공산당원이었던 시기도 있으며, 
독일 점령 하에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기도 했다. 갖가지 직업을 전전
하던 그는 중년에 이르러서부터는 말년까지 최고 명성의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
고, 살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그는 철학,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
학, 언어학 등을 관통하는 괄목할 만한 학문적 성과를 냈다. 물론 그 중에서 주
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단연 도시와 공간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이다. 

1950년대에 농촌사회학자로 활약했던 그는 70년대에 이르러 도시 전문가가 된
다. 1966년부터 1973년까지 그는 도시 문제에 관해 총 7권에 이르는 저서를 펴
낸다. (<도시에 살 권리Le droit à la ville(1968)>, <공간과 사회Espace et so-
ciété>, <농촌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으로Du rural à l’urban(1970)>, <도시혁
명La révolution urbaine(1970)>, <마르크스 사상과 도시La pensée marxiste 
et la ville(1972)>, <공간과 정치Espace et politique(1973)>, <공간의 생산La 
production de l’espace(1974)>) 첫 저술인 <도시에 살 권리>는 르페브르의 도
시 문제 연구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언문의 역할을 하며, 도시에서 발
생하는 피폐화, 도시와 도시적인 것의 가치판단이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전환
되며 발생한 도시의 파괴라는 현상에 대해 성찰하며 도시와 철학, 정치의 관계
를 새로이 조명한다. 따라서 필요해지는 새로운 도시적 전략으로써 새로운 권리
의 제정, 즉 도시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주장한다. 이후 창간한 잡지의 첫 논문
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간은 정치적이며, 전략적이고 역사
적 산물로서 물질과 돈, 시간-공간의 계획이 서로 만나는 곳이라 정의하며, 이를 
형성해온 그 전략들의 자취를 다시금 추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도
시 전략’에 대해서는 <도시 혁명>에서 다시 언급하며 현재 도시에서 겪는 소외
의 문제와 일상생활 비판과 엮어서 다시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마르크스 사상
과 도시>, <공간과 정치>에서는 사회 계급과 정치 이념이 도시, 공간과 맺는 관
계들을 살펴보고 공간이 ‘생산물’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공간의 생산>은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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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르페브르는 앞선 저서들의 총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저서이며 그의 
공간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여 ‘공간의 생산’ 이론을 완성해 냈다.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은 당시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보다 면밀히 살펴
서 새로이 ‘공간의 실천(본문 표현: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의 개념을 착안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생산의 개념과 더불어 자연, 생산물, 작
품, 재생산, 생산양식 따위의 철학 개념을 사회와 공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미 40년 전의 고민이지만 그의 도시와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은 오늘날의 건축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비록 시대도 
장소도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의 개념들로부터 새로이 등장한 건축물과 사회현상
을 살피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르페브르가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던 때의 공간의 개념은 매우 혼란스럽고 
역설적이며, 양립하기 어려웠다. 수학,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마치 하나의 유행
처럼 온갖 공간이 난립했고 철학에서는 공간을 도외시하고 그저 하나의 범주로 
여겼다. 여러 학문이 제각기 다른 말로 공간을 이야기한 결과로 공간은 갈가리 
찢겨 파편화되고 그를 수식하는 각종 단어와 미사여구에 의해 한정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간 이론과 공간적 실천 사이에 모순이 드러났고, 이러한 
혼돈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사회적 공간과 사회적 시간을 ‘자연’의 사물이나 ‘문
화’의 단순한 현상이 아닌 ‘생산물’로 간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일반적이
고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사물, 상품, 물체가 아닌 ‘총체성(globalite)’을 지닌 특
별한 생산물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생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집합을 포함하는 
이 새로운 생산, 생산물의 관념을 고려하면 비로소 공간이 더 이상 수동적이고 
비어있는 것, 또는 생산물로서 교환되고 사라지는 것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반작용 등을 통해 생산 자체에 개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적 노동의 조직, 이동, 원자재와 에너지의 흐름, 생산물의 유통망 등에 
개입함으로써, 공간은 생산물이자 생산자이고,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토대
가 된다. 나아가 르페브르는 공간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관계의 ‘재
생산’, 생산 기구의 ‘재생산’ 즉 확대된 ‘재생산’에도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13)

13)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해 그가 얻은 결론은 공간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생산
해내는 결과물이며 동시에 다시금 그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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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간의 생산’과 ‘리듬분석’ – 세 가지 항의 변증법 
공간의 생산 이론의 제일 앞에 선 명제는 ‘(사회적)공간은 (사회적)생산물이다’ 

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르페브르는 몇 가지 함축과 귀결을 통해 자신의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념들을 수립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예로 들면 사회적 공
간은 생물학적 재생산(번식)과 노동력의 재생산, 그리고 생산의 사회적 관계라는 
세 개의 층위가 뒤엉키는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이
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공간은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설킨 사회
적 관계(생산과 재생산)의 재현까지도 전부 포함한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
하여 설명하면, 공간은 사회가 성립하며 작동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산된 결
과물이며, 생산되는 동시에 다시금 사회의 바탕이 됨으로써 그 모든 이해관계와 
구조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세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다.14)

a) 공간의(공간적) 실천 ; 생산과 재생산, 특화된 장소, 상대적인 응집력을 유

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사회적 훈련 각각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공간의 총체를 

모두 아우른다. 이러한 응집력은, 사회적 공간과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공간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능력과 이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행을 

전제로 한다. 하나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공간적) 실천은 공간을 

분비한다. 공간의(공간적) 실천이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을 정착시키

며 예측한다. 공간을 지배하면서, 또 전유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생

산한다.

b) 공간 재현 ; 공간 재현은 생산관계, 그 관계가 부여하는 질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기호, 코드, 정면적인 관계와도 연결된다. 인지

된 공간, 즉 학자들이나 계획 수립자들, 도시계획가들, 공간을 ‘구획 짓고’ ‘배

열하는’ 기술관료들, 체험된 것과 지각된 것을 인지된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과

학성을 추구하는 일부 예술가들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주어진 사회(생산양

식)에서 지배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공간의 기획은 언어적 기호, 그러니까 지

14)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 리브르, 2013. p.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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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마된 기호의 체계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c) 재현 공간 ; 복잡한 상징을 포함한다. 이때의 상징들이란 사회생활의 이면

과 은밀하게 연결되어있는 동시에 예술과도 연결되어 있다. 예술이란 잠재적으

로 공간의 코드라기보다 재현 공간의 코드로 정의할 수 있다. 재현의 공간은 

공간에 따르기 마련인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 즉 ‘주민들’, ‘사

용자들’, 그리고 몇몇 예술가들, 기술하는 자, 작가와 철학자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지배를 받는 공간, 즉 상상력이 변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길들이려고 시

도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대상들을 상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물리적인 공간

까지도 내포한다. 따라서 재현 공간들은 비언어적인 상징과 기호들의 다소 일

관성 있는 체계화를 지향한다.15)

다소 모호하게 적혀있는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공간적 실천은 구체적인 공
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부된 이용방식과 패턴도 함께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일정한 구
조적, 문화적, 사회적 만들어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공간적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간의 생산에 개입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르페브르는 각각을 지각된 것, 
인지된 것, 체험된 것에 대입시킨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층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공간의 요소를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로 주체가 공간과 맺
는 관계와 몸의 관계가 유사하여 공간의 실천은 몸의 이용, 사지와 감각기관의 
이용, 노동과 활동을 위한 몸짓을 전제로 하며 이는 지각된 것에 해당한다. 공간
의 재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포함되는데 이는 인식과 이념이 
개입한 공간에 해당하고 그 예로 특정 문화의 궁전이나 사원 등을 꼽을 수 있
다. 이는 인지된 것에 대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 공간은 앞의 두 개와 
달리 체험되는 성향이 강한데, 본질적으로 질적이고, 유동적이라고 설명하며, 정
열을 위한 장소, 행동하기 위한 장소, 상황의 장소라고 일컫는다. 대체로 상징적
인 작품, 미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고갈되어버리는 상징적인 공간
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중세시대의 사회와 공간을 예시로 들어 더욱 구체적으

15) 같은 책 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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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하는데, 당시의 공간의 실천은 공동체와 농촌, 수도원과 성, 도로, 순례
길, 십자군 원정 등을 전부 아울렀고 공간의 재현은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
던 세상에 대한 인식(우주는 궁륭과, 지상, 지하 세계로 구성되었다는 공간에 대
한 믿음)으로부터 수도원과 성, 교회 건축이 영향을 받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현 공간은 마을 교회와 묘지, 또는 시청과 광장 등의 관계에서 황도 12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음에서 우주적인 모방이 드러남을 발견한다.

<공간의 생산>에서 마련한 세 가지의 층위와 이후의 저술에서도 드러나는 3자
에 대한 집요한 관심은 그에게 있어 ‘세 가지 항의 변증법’이 그만큼 대단히 중
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르페브르는 ‘헤겔’의 유명한 정-반(부정)-합(부정의 부
정)의 변증법이 아닌, 정-부정-타자(otherness)-합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그의 
공간학의 세 가지 항의 변증법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16) 이때 정, 부정, 타자
는 결코 대립관계, 인과관계, 또는 어느 하나가 공간의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르페브르에게 공간의 문제는 어느 한 공간이 다른 
두 가지 항목과 갖는 상호 관련성을 전제로 해서만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

16) 로브 쉴즈, 조명래 역, 『앙리 르페브르 : 일상생활의 철학』, 공간과 사회, 2000, 통권 
제 14호, p.27

그림 2-1 공간의 생산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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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 <공간의 생산> 이후에 출간된 르페브르 말년의 저작 중, <리듬분석>은 그
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공간의 생산>을 능가하는 그의 인생
을 관통하는 대표적 철학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마지막 저작이다. 그는 사
후에 출간된 <리듬분석>에 이르러 다시금 시간의 차원을 이전에 다뤘던 공간과 
같은 궤에 올려두고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사회
적 공간이 표출해 내는 고유한 리듬을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사물에 대해 설명하며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현재에 불과
할 수도 현전에 이를 수도 있다18)고 하며, 작품(oeuvre), 생산물(produit), 사물
(chose)은 각각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형되고 나뉜 작품의 개념이며 리듬분석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19) 따라서 사물은 공간, 사람과 더불어 건축의 담론의 세 
가지 주체(이자 객체) 그리고 ‘항’ 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공간의 생
산 이론에서의 공간의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의 세 가지 개념과 <리듬
분석>에서의 변증법에서의 도출해낸 삼 항 사이의 관계는 간단히 1대1 대응을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공간, 사람, 사물의 관계의 양상과 다양한 조합으로부터 
공간의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진
다고 볼 수 있다. 

2.2.3. 후속연구 검토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에서 그의 공간학을 이루는 세가지 층위를 먼저 설명

하고 공간은 이 층위 혹은 계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생산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공간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공간들의 상호연계성의 초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나 선
후관계에 따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그의 공간개념은 상당히 문학적이며 
때때로 시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한 단계 더 어려워진다. 이러
한 이유로 그의 개념을 분석이나 기획에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공간의 
생산이 출간된 이래로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다 할 기준이 되는 제안이 나오
지 않았다. 다만 몇몇 연구에서 산발적으로 활용되었을 따름이다. 이에 그의 저

17) 노대명, 『앙리 르페브르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2000, 통권 제 14
호. p.44

18) 앙리 르페브르, 정기헌 역, 『리듬 분석』, 2013, 갈무리, p.97
19) 위와 동일,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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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철학, 그리고 연관되는 많은 건축학 내외의 성과물들을 살펴 지금, 여기에
서 중요한 사회적 공간을 분석하고 이해해 나아가 이후의 건축에 기여할 수 있
는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는 공간의 생산의 본문에서도 공간의 실천에 대해서는 재현의 공간이나 공간
의 재현처럼 구체적인 범위에서의 설명이 부족한데,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여 요
약하면 공간의 실천은 공간에 대한 지각, 인지, 체험 중에서 지각되는 부분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가 공간과 맺는 관계와 몸의 관계가 유사하여 공간의 
실천은 몸의 이용, 사지와 감각기관의 이용, 노동과 활동을 위한 몸짓을 전제로 
하며 이는 지각된 것에 해당한다.’ 

최문영(2007)은 공간의 실천은 ‘일상에서 사회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 활동의 복
잡하고 다양한 관계망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생산해 내는 것으
로서 일상에서의 실천이 중요시되는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간의 실천
은 ‘포괄적인 공간으로 공간의 표상(공간의 재현), 표상적 공간(재현의 공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정리하고 있다.20) 

핀란드의 탐페레 공대의 건축과의 기획이론 교수인 Panu Lehtovuori는 그의 
저술 <Artefacts, Oeuvre and Atmosphere – Applying Lefebvre’s Spatial 
Thinking in Urban Design> 에서 도시 계획에 있어서 공공 공간 생산의 사례
를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서 다뤄진 세 가지 항의 변증법적 추론 방법
을 적용 가능하게 간략화하여 살펴보고 시사하는 점을 짚고 있다.

그는 공간의 기획하는 데에는 앙리 르페브르가 짚었듯, 공간이 마냥 투명하여 
기획자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아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의 실천의 작은 항목들(몸짓, 목소리, 발걸음의 궤적, 
낙서, 일시적 전용, 부식)이 도시 안에서 공간을 생산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고려해야만 가능함을 강조했다.

저자는 Mark Gottdiener가 그의 저서 <The Social Production of Urban 
Space>에서 밝힌 바 있는 도시계획(과 결과물)은 그것에 관여하는 기관들, 단체

20) 최문영, 『통영의 근대도시 공간 생산과정에 따른 시대별 경관 특성 – 앙리공간의 르페
브르의 공간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대란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07.12. 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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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도, 그리고 접근과 상호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Michel de Certeau의 
<Walking in the City>에서 강조한 개인 사용자의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사용의 
영향력 또한 중요한 생산 요인이라는 데에서 출발해 앙리 르페브르의 이론을 보
다 실제에 적용하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논지를 펼친다. 그는 위의 두 가지 
항에 더불어 ‘공간의 3항의 변증법’에 세 번째 항에 대응하는 것으로 ‘물리적 인
공물(physical artefacts)’에 ‘타자(other)’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분석을 시도한
다. ‘생산’, ‘생산하다’는 용어는 르페브르에게는 그의 공간적 개념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공간은 생산물인 동시의 생산의 과정이고, 배경이며 주체이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을 구성하는 조합의 요소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살아 
움직이는 것들, 사물, 도구, 작업, 사인, 상징). 공간은 명료하게 이해되거나 해석
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변증법적 접근이 필
수적이다. 세 번째 항으로 제안하는 물리적 인공물들에 대해 그는 르페브르가 
설명하는 공간의 생산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와 구조, 재현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물질성에도 기반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간은 개념어가 아닌 구체적이고 
유별한 구체적인 무엇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
자는 핀란드, 헬싱키의 기차 
격납고였던 ‘MAKASIINIT’
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다. 1987년 철도가 옮겨진 
이후, 90년대에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건물이 
되었다. 의회 건물의 바로 
앞에 놓인 이점 등으로 인해 
공권력의 공간에 대응하는 

대체적 공간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도시 계획 부서)에서는 이 공간에 대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접근했는
데, 문화시설, 사무실과 공원으로 이루어진 온전히 계획가들의 공간의 재현으로 
만들려는 계획안을 만들었다. 공기관과 시민들의 이런 불일치는 결국 핀란드 도
시계획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을 지피는데, 2000년 가을 약 8000명의 시민들이 

그림 2-2 화재로 소실되기 이전의 Makasiinit과 시민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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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모여 인간 담을 쌓고 건물을 지키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국은 공식 재개발안을 확정하고 이는 결국 또 다른 
기념비적 사건인 2006년 대방화로 이어져 건물은 소실되고 말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점유와 이용에는 무엇보다 격납고의 물리적 인공물들의 역할
이 컸다. 건물의 오래된 모습, 나무와 타르의 냄새, 그리고 격납고로 쓰였을 당
시의 모습을 암시하는 잔여물,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조적조의 벽과, 철제 트러
스, 그리고 남겨진 장치들 모두가 만들어내는 특수한 분위기는 위생 관념에 입
각해 재정비하던 도심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독특한 공간을 제공했다. 그리
고 격납고라는 본래의 용도에 맞춰 설계된, 체(거름망)같은 공간, 물 흐르듯 연결
되는 동선, 건물과 마당이 만들어내는 광장 같은 공간 등 건물이 지닌 배치적 
요소들이 한 데 모여 다양하고 일시적인 이벤트들에 꽤 적합한 공간을 꾸려냈
다. 저자는 ‘인공물’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점유와 갈등의 과정이 달랐거나 아예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공물들은 공간의 생산에 있어
서 독립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Makasiinit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르페브르의 변증법의 
세 가지 항에 각각 대응하는데 1) 공간의 실천은 일반 대중들의 점유와 사용 그 
자체이고 2) 공간의 재현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계획을 
가진 접근이며, 3) 재현의 공간(저자는 타자로 정의)은 바로 두 가지 접근 사이
의 구체적인 방향과 마찰을 야기한 물리적 인공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삼항
의 변증법적인 작용을 통해 이 건물을 둘러싼 정치적이며 기념비적인 사건과 공
간(일시적일 수밖에 없는)이 생산된 것이다.

레토부오리의 연구는 이전까지의 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사물간의 배치적 상황
을 논의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소 모호하게 여겨지던 ‘공간의 
생산’을 실제에 적용이 가능하게끔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의 분석 대상이었던 Makasiniit은 현재 불에 타 
존재하지 않기에 실제 답사가 아닌 사진과 기록만으로 연구했으며 도면 또한 함
께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러나 그의 연구로부터 앙리 르페브르가 다
룬 공간에 포함되지 않은 현실들까지 아울러 ‘가상적 공간의 생산’을 밝히는 데
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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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Lehtovuori가 정리한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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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소결 : 3 항의 요소 분석 틀의 실효성 확보 
공간이 사회와 현상에 선행해 이미 존재하는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결

과인 사회적 생산물이라 여겼던 앙리 르페브르의 관점은 당시 여러 학문 분야에
서 중구난방으로 난립하던 공간의 개념을 뒤집는 파격적인 관점이었다. 여느 사
물, 특히 공산품처럼 공간 또한 기저에 있는 사회의 구조와 생산양식,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들의 의도에 따라 계획되고 
설계된 동시에 사용자의 이용과 해석에 따라 변모하는 구체적인 생산품으로 여
겼다. 슈뢰르(2006)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공간을 주어진 절대항으로, 그 속에서 
사회적인 것이 벌어지는 용기나 테두리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비로소 생산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언제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생 만들어진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한 것이다”21)

 태초의 인간의 공간은 자연에서 출발하지만,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로 구조물
들을 만들어 건조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간은 그것
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간 경험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다양한 공
간의 경험을 공간의 질서와 구조에 다시금 영향을 미치며 변형시킨다. 공간은 
이용방식과 패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고 공간을 이용하는 이에게 부과한다. 
사람들은 이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항하기도 하며 공간의 의
미를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 혹
은 특정한 공간을 제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공간에 관여하는 이런 모
든 조건과 과정, 의지와 욕구, 결과와 해석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실천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생산물로 여겼던 르페브르의 관점
은 특히 오늘날의 상업공간에 부합한다. 오늘날 도시를 이루는 공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상품, 즉 사물을 위한 공간이다. 르
페브르의 이론과 저서, 그리고 후속 연구로부터 도출해낸 세 가지 실제 항을 이
용한 분석, ‘방(공간) 안에 사물이 놓이고 그것을 사람(신체)이 이용하는 3자의 

21)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2006(원저), 2010(한글), 에코리브르,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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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그 공간을 생산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오늘날의 가상적 공간의 생산을 이
해하고자 한다. 각각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행동하는 바탕엔 사회(이념, 생산양
식, 문화 등을 전부 아우르는)가 있다. 이 3자의 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디에
서나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각각의 요인이 어떻게 서로 관여하느
냐에 따라 그 관계의 성격도 다채로워진다. 동일한 유형이나 시설이라고 해서 
그 관계도 동일하지 않고 어느 하나가 많거나 적고,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따라
서 이 3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즉 그 사회의 표면의 현상을 살펴보는 것인 
동시에 바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물을 공간, 신체와 같은 
층위에 두고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생산물인’ 새로운 시설(가상적 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의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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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적 공간의 범주

3.1. 가상성이 드러나는 공간 사례
3.2. 쇼핑몰과 테마파크
3.3. 소결

3.1. 가상성이 드러나는 공간 사례
앞 장에서 다룬 것이 ‘가상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분석을 위한 토대로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대한 탐색이었다면,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상성’이 드러나는 역사적 건축 사례들을 이번 장에서는 우선 살펴보
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사례들을 두루 살펴, 보다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가상성’을 찾아내는 데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가상성’을 단순히 현실성의 여부, 실재계의 여부에 기초한다면, ‘가상공간’ 의 
개념은 사실상 대단히 새로울 것이 없다. ‘가상공간’의 등장 이전에 이미 논의 
되어온 ‘미디어’에 대한 볼터(D. Bolter)22)와 이니스(H, Innis)23)의 해석은 각각

22) “각각의 미디어는 우리에게 각자의 공간을 제공한다.” D. J. Bolter(1991) 『Writing 
Space : The Computer, Hypertext, and the History of Writing』. Hillsdale, 
Erlbaum Associates, p.11 라도삼(1998)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 가상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색』. 커뮤니케이션북스 p.30 에서 재인용

23) 미디어는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공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시키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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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디어를 시간과 거리를 뛰어 넘어 우리에게 다른 공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모든 미디어는 전통적인 것이든, 최신의 것이든 
제각기 나름의 가상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24) 따라서 ‘가상성’은 실
체가 뚜렷하지 않은 철학적 담론이나, 인류 역사의 가장 최신에 몰려 있는 기술 
논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도처에 있는 것이다. 특
히 ‘가상성’이 언제나 실존의 물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특정 시점
과 위치의 어느 사회가(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것에 실재의 감각, 현실의 감각을 
지니고 있었느냐에 따라 ‘가상’은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건축물, 비건
축적 공간 사례, 심지어 건물을 모사한 아이들의 장난감에서도 ‘가상성’을 포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가상성’이 건축물이나 공간에서 드러나거나 반
영된 사례들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3.1.1. ‘가상성’이 드러나는 건축적 사례

(1) 착시를 활용한 ‘가상적’ 건축의 역사적 사례 Teatro Olimpico 와 Jesuit 
Church of Vienna의 Quadratura, Villa Farnesina

‘투시도법’의 발견과 발전에 힘입어 건축물에 나타난 기법 ‘trompe-l’oeil’25)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비첸자에 있는 팔라디오(Andrea Palladio)의 테아트로 
올림피코(Teatro Olimpico)를 꼽을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첫 번째 영구적인 
실내 극장으로26), 15080년부터 1585년까지 기간동안 건설되었고 파르마의 테아
트로 파르네세(Teatro Farnese), 사비오네타의 테아트로 알 안티카(Teatro 
all'antica)와 함께 현존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극장이다. 극을 위한 무대인 올림
피코 극장의 무대는 극을 관람하는 좌석에서 바라본 7개의 시야에 따라 무대 안
쪽으로 투시도를 활용한 가상적 깊이감이 나타나게끔 지어졌다. 

H. Innis(1964)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Univ. Press, 라도삼(1998) 위
의 책, p.30 에서 재인용.

24) 라도삼(1998) 위의 책, p.30 
25) 눈을 속이다(deceive the eye)라는 뜻의 프랑스어. 가상의 공간감을 만들기 위해 건축
물의 표면 그려 넣은 회화적 장치 또는 원근감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만드는 장치들을 일컫
는다.

26) 로버트 태버너. 『팔라디오와 팔라디아니즘』. 임석재 역, 1999년, 시공사.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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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찌(Peruzzi)가 설계한 로마의 빌라 파르네지나(Villa Farnesina)는 프레스
코 회화를 활용한 ‘투시도의 홀’에서 ‘가상성’을 만들어낸다. 방으로 들어오는 위
치에서 보이는 벽에 기둥 너머로 보이는 외부도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넣
어 허구의 외부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한다.

비엔나에 있는 안드레아 포조의 예수회 교회 천정벽화는 착시를 이용해 바라보
는 방향에 따라 제대로 보이거나 또는, 일그러져 보인다. 이는 ‘Quadratura’27)

라고 칭하는 천장에 그려진 회화 양식을 활용한 건축물 사례 중 하나로, 예수회 
교회의 경우 실제로는 구현하지 못한 돔 천장의 깊이감을 만들기 위해 교회에 
들어오는 방향, 즉 앱스를 향한 방향으로 바라보았을 때 특히 높게 솟은 돔처럼 
보이는 회화를 그려 넣었다. 따라서 반대로 교회의 안쪽에서 입구 쪽을 보고 섰
을 때는 심하게 왜곡된 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과거에는 건축 공간에 ‘가상성’을 드러내는 것은 대체로 시각에 직접적
으로 작용하는 회화적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현세 너머에 
있는 신의 집으로써 다른 세계를 나타내야하는 종교 건축물 등에서 두드러진다. 
회화적 장치 이외에도 신을 나타내기 위한 요소와 시도들은 다소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기에 뚜렷하게 지각할 수 있는 시
각적 장치들은 특히 효과가 컸다. 이는 이후에 이미지와 영상 등의 투시도법, 착

27) ‘Illusionistic Ceiling Painting’ 벽이나 천장에 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허구의 공간감을 
만들기 위한 회화 장치이다.

그림 3-1 Teatro Olimpico의 평면과 정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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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과 등을 활용해 건축과 공간의 지각을 새롭게 하는 건축으로 연결된다.28)

(2) 르 꼬르뷔지에 : 가상적 경험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

58년 브뤼셀 엑스포를 위해 지어졌던 ‘필립스 파빌리온’은 ‘르 꼬르뷔지에’와 
음악가 ‘이아니스 제나키스’의 협업을 통해 만들었던 건축물로, 네덜란드의 전자
기기 회사 ‘필립스’가 종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념하며 멀티미디어를 통한 
스펙터클을 전시하기 위한 특별관으로 기획되었다. 르 꼬르뷔지에는 당시, ‘찬디
가르’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필립스 파빌리온은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실험적인 작곡가 ‘이아니스 제나키스’가 상대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르 꼬
르뷔지에는 상영할 영상에 포함될 이미지들을 선별하였고 곡은 Edgar Varèse의  
‘Poème électronique’로 완성했다. 작품을 영사하기 위한 9개의 쌍곡선 포물면
을 가진 건물로써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는 벽체 안에 내장한 채 석면으로 덮

28) 류재호(2015)는 『건축에 있어서 가상성에 관한 연구 – 건축역사 속의 가상성과 가상현
실기술의 건축디자인 활용을 중심으로』에서 특히 시각적 인지를 통해 ‘가상성’을 드러내고 
있는 건축물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리하고 있다. 건물 외벽에 영상을 영사하는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월(digital 
wall)’ 등으로 연결된다. 

그림 3-2 Jesuit Church of Vienna의 천장화의 시점에 따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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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굳은 석면은 해면체 특유의 음향 효과를 만들어낸다.

비현실적인 느낌의 영상과 음악으로 채워진 필립스 관은 정형적이지 않은 건축
물의 모양새와 시청각 장치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가상적’ 공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시에 사용된 영상과 음악은 당시의 기술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가장 전위적인 예술 경향을 반영하였다. 여기에 건
축물의 실내공간을 적절히 활용해 오늘날의 증강현실, VR이 제공하는 새로운 공
간 감각 체험과 유사했다. 시청각을 전부 자극하는 미디어와 새로운 콘텐츠, 독
특한 형태를 가진 실내 공간감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
운 가상적 현실 감각을 관람자에게 제공했다. 

(3) 도요 이토 : 미디어 건축을 통해 이미지로 드러나는 ‘가상적 삶’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삶(가상적 삶)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현대인
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지속적인 균질화와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가상적으로 
변해버렸음을 지적하고 있다. 선반에 밝게 빛나며 포장되어 진열된 수많은 상품
이 집에 가져다 둘 때쯤이면 그 빛을 잃거나 사라져 결국 그것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는 것처럼(일용품들은 물리적인 실체를 잃어버린다), 사무실과 집 사이
에 있는 공간들과 그 공간들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 전부 어느 정도 가상적임을 
주장하며 이러한 시대에 건축이 어때야 하는지 나름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에게 
가상은 특히 영상, 이미지 등의 미디어로 주로 이해되며 따라서 가변적이고 일

그림 3-3 Philips Pavilion 과 작품 상영 당시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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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것이다. 그 결과로 그가 말하는 가상적 건축은 영상과 이미지 등을 표면
으로 활용함으로써 영구적이고 허구적인 건축물로 묘사된다.29)

김희범(2017)은 균질화되어버린 세계에 대한 긍정30)에서 그의 작업이 출발한다
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 실제와 가상이라는 두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했음을 언급하고 있다.31) 따라서 도요 이토의 작업은 일본 요코하마 
역 앞에 지어진 ‘바람의 탑(The Tower of Wind)’은 시시각각 대기의 기상상태
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마치 필터처럼 주변 공기를 정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
다고 평가받았다. 이는 이토 도요의 본래 의도가 단지 공기 속으로 빛을 방사하
는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기 자체를 빛으로 바꾸는 데에 있었기 때문
이다.32)

그의 작업은 현대사회가 이미 획득하고 있는 가상적인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것
을 건축에 반영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영상이나 사
진 등의 미디어를 건축물의 표면에 영사하거나 스크린을 설치하는 작업33)은 ‘가
상’에 대한 그의 고유한 해석과 견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사회에
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용물을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기보다는 포장지를 아
름답게 가꾸는 일’이라며 건축물의 표면에 다양한 시도를 적용했다. 이를 위해 

29) “가상의 도시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 물리적인 실체
를 건축물이 갖게하는 것이며, …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먼저 우리는 
비디오 영상과 같은 건축 또는 허구의 건축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건축물
들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이 영상 이미지들로 대체
되어야 한다거나 임시적인 건축물을 사용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구적
인 독립체이면서 일시적이고 허구적인 건축물을 지어야한다.” 이토 토요, “시뮬레이션 도시
의 건축”, : 톰 애버매트 * 클라스크 하빅 * 한스 티어즈, 권영민 역 『건축, 근대성과 공공
역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270-272

30) ‘새로운 테크놀로지-미디어-는 자연과 상반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연을 창조
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알아온 자연이 실제의 것으로 여겨져왔다면 새로운 자연은 가상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G Toyo Ito section 1997, p.132. 김희범, 『헤어초크와 드 뫼
롱 건축 표면에서 나타나는 환경과의 통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7. 
p.39에서 재인용

31) 김희범 같은 논문 p.39 
32) 이토 토요, “시뮬레이션 도시의 건축”, : 톰 애버매트 * 클라스크 하빅 * 한스 티어즈, 
권영민 역 『건축, 근대성과 공공역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 268

33) 파리의 ‘일본문화원’, 아오야마의 ‘나카메구로 T빌딩’과 ‘F빌딩’, ‘바람의 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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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적인 ‘가상 현실’의 체
험 창구가 되는 전자기기
(LCD 스크린, 네온사인 조
명 등)들이 건축물에 적극
적으로 활용된 점과 결과물
의 모습 또한 가상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상
당히 일치하는 점 또한 포
착할 수 있다.

(4) 장 누벨 : 물질성과 가상에 대한 고민

장 누벨은 ‘가상’을 건축으로 표현하려는 적극적인 건축가 중 하나이다. 특히 
보들리야르와의 대담에서 ‘환상, 가상성, 그리고 현실’에 대해 본인의 사유와 가
치관을 드러내기도 했다.34) 장 누벨은 건물의 외피의 재료가 변함에 따라 열을 
내기도 하고 스크린이 되거나 이미지의 전달 매체가 되기도 하는 유리 벽의 사
례처럼 사람들은 건물이 이미지를 가진 빛의 대체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물질성이 흐려지는 것처럼 지어진 건물들을 가상적인 건축
물의 사례로 들고 있다. 그에게 가상은 실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
적으로 물질의 실재함과 대비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상의 건축’은 
모순적인 표현이고 건축가가 해야 할 일은 가상과 실제 현실을 건축적으로 통합
하는 것이 된다.

이보라(2014)는 장 누벨 건축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표현 방식을 정리했는데, 
장 누벨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비-물질화, 둘째는 지각의 
교란, 셋째는 허상의 공간이며 각각은 다양한 물질성의 표피 재료(유리 등)로부
터 발생하는 굴절, 반사 등의 광학적 효과, 투시도법, 원근법을 홀용한 왜곡된 
거리감, 이미지와 텍스트를 프린트하여 영사함으로써 ‘가상’을 구현하여 가상적 

34) 장 누벨 * 장 보드리야르, 배영달 역 『특이한 대상, 건축과 철학』, 동문선, 2000.

그림 3-4 바람의 탑(The Tower of Wind)의 다양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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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정리하였다.35) 결과적으로 그의 작업은 착시, 그리고 빛과 
색, 유리를 이용한 ‘비일상적’, 그리고 ‘환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가상’적이라기보다 ‘비현실’ 또는 ‘초현실’적인 특징이 더욱 두드러
진다. 실제로 그는 가상에 대해 스스로가 선택한 주제어를 ‘소멸’이라고 설명하
면서, ‘한계의 소멸’ 즉, 건물 입면의 ‘물질성의 소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
지 경험의 왜곡’을 구현하는 노력을 펼친다.36) 이 과정에 다른 차원에 대한 개념
적 접근과 현실에서의 건축적 표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가상은 현실과 어떤 식으로든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37) 따라서 그
는 본인이 가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소멸’이라는 주제를 물리적으로, 물
질을 통해 현실에 구현하려는 꾸준한 시도를 하고 작품에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

35) 이보라, 『장 누벨 건축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2014. p.24-52

36) 장 누벨, “건축과 가상의 세계”, : 톰 애버매트 * 클라스크 하빅 * 한스 티어즈, 권영민 
역 『건축, 근대성과 공공역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Spacetime, 2011. 
p,386~388

37) “개념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이상과 컨텍스트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건축
적 표현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과 관련된 문화적 선택이기에 그 용도의 상징적인 차원을 발
견해야한다. … 그러므로 ‘가상의 건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열망하는 것이다. … 가상이라는 것은 현실의 확장에 
불과하다. … 나는 가상의 첫 번째 기능은 실제 현실과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라 믿고 있
다.” 위의 책 p.390

그림 3-5 Fondation Cartier 사옥의 유리 벽면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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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가상과 실제 현실의 통합이 중요한 것에 비해 ‘가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질성의 해체를 통해 얻어지는 지각의 효과의 차원에 머무
르며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까지 확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5) Asymptote : 다양한 장에서 이뤄지는 ‘가상적’ 건축의 제창 

리즈 앤 쿠처(Lise Anne Couture)와 하니 라시드(Hani Rashid)가 1988년 설
립한 뉴욕 기반의 건축 회사인 ‘애심토트(Asymptote)’는 ‘가상성’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건축가이다. 

다양한 작품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것은 뉴욕 증권 거래소의 지휘센터와 함께 
제작한 가상 거래소 인터페이스 작업(NYSE)과 구겐하임 가상 박물관(GVM)이다. 
“평범한 건축 프로젝트와 다름없이 접근했다. 가상 공간이어도 실제 증권 거래소
의 실제 강도(intensity)와 건축적 어휘로 재현되어야 한다.”38)

 뉴욕 증권 거래소의 가상 거래소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지휘센터에 위치한 스
크린에 띄워 나타내기 위한 작업으로, 다양한 수치들이 연속적으로 표기되어 흘

38) 
http://www.floornature.com/asymptote-architecture-virtual-trading-floor-4818/

그림 3-6 NYSE의 가상 거래소 인터페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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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는 바(bar)와 뉴스 영상을 띄우는 창(window),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정
보를 나타내는 투명한 그래프 월(graph wall) 등을 현실의 모습과 유사하게 가
상 공간 안에 구현하였으며 실제 뉴욕 증권 거래소 첨단 지휘센터와 함께 통일
성 있게 기획되었다. 실제 거래소의 환경의 재해석과 변형에서 출발한 가상 거
래소 인터페이스는 기존 환경의 반영인 동시에 새롭고 물리적인 증강 건축을 향
한 도전인 셈이었다. 어심토트는 가상 거래소 인터페이스 작업에서 ‘실제로 건축
적인 경험과 실재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세대의 건축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이미 존재하는 물리
적 형태를 지닌 영속적 건축이 건재하다는 점과 함께 전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에 의한 등장한 가상 상황이 결국에는 수렴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이는 어심토트가 뉴욕 증권 거래소 가상 인터페이스와 구겐하임 가상 
박물관을 구상할 때 실제 건축 작업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고려한 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선 다른 저명한 건축가들과 달리 실제로 디지털 환경 
안에 구축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는 점과 그것이 단순히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디자인 툴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과 함께 가상 환경 자
체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39)

(6) 소결 : 제각기의 해석과 결과로 나타나는 건축에서의 ‘가상성’

역사적 건축 사례에서는 ‘감각’, 그것도 주로 ‘시각’의 차원에서 사실적이지만 
허구의 공간감을 회화적, 조소적 장치들을 통해, 투시도법, 원근법적으로 인지되
게끔 활용함으로써 ‘가상’을 드러내고 있고, 르 꼬르뷔지에의 경우 가상적 현실 
체험을 위한 거대한 매체, 용기로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 장 누벨은 각자가 
‘특이점’을 지니는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환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그의 공간은 ‘일상적인’ 현실과 
‘비일상적인’ 현실이 중첩되어 동시에 인지됨으로써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공간
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요 이토는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가상’을 포착해 그것을 

39) “독일 카젤의 Documenta II과 뉴욕의 가상 주식 거래소, 구겐하임 가상 박물관, Flux 
3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실내공간에 대한 탐구라는 유사성에 대해 라시드는 ‘인테리
어야 말로 실제와 가상을 혼합’할 기회라고 말했다.” Grace Ong, 『Virtually Built : an 
interview with Hani Rashid og Asymptote』, 월간 건축문화 no. 254, 2002. 07.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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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적용하는 시도를 했으며 이는 주로 감각에 치중해 사실적인 허구로 ‘가
상성’을 구현하는 것에 머무르는 이전의 건축 작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어심토
트는 마침내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디자인 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건축 작
업을 선보였으며 실제 건축과도 연결하려는 꾸준한 시도를 했다는 점이 유의미
하다. 

상기 다룬 사례들 이외에도 ‘가상’에서 출발하였거나 설명되어지는 건축 작업은 
많이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가상’은 시각적 효과, 다
른 매체의 체험을 전달하는 매개체, 물질성 실험의 결과, 표면에 대한 탐구 등 
제각기 다른 해석과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모든 사례는 ‘가상’의 일면을 담
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단독으로 가상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작품이 등장한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배경에 따라 당시의 ‘가상’은 어떤 ‘실재’에 대비
되는 새로운 경험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가상’이란 불변하는 것이 아
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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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성’이 드러나는 건축적 사례
작품 가상성의 해석 가상성의 구현 현실 한계/의의
Teatro 
Olimpico, 
Jesuit Church 
of Vienna, 
Villa 
Farnesina

감각에 집중해 
‘착각’을 통한 
허구의 공간으
로 드러남

건축물의 실내 
벽면에 회화적 
장치를 사용한 
‘시각적 가상성’
을 표현

당시의 ‘실제 
현실’ 또는 ‘종
교적 현실’을 
건축물 표면 에 
회화적으로 표
현

주로 감각적 차
원에 머무르며, 
현실에 대한 인
지 또한 일차원
적

Le Corbusier 

미디어의 새로
운 해석을 이용
한 가상적 체험
을 위한 공간

새로운 음악과 
영상을 관람하
기 위한 통상적
이지 않은 형태
의 건축 공간으
로 가상성을 극
대화

벽면에 영상을 
대형으로 영사
한 실내 공간을 
활용해 현대의 
‘증강현실’과 유
사

시청각과 공간
감을 복합적으
로 활용한 새로
운 가상적 현실 
감각을 제공

Ito Toyo

가상적 삶이 우
리의 새로운 환
경, 건축은 이
를 반영해야함

현실의 이미지
를 활용한 영구
적 건축물의 일
시적 허구화 

균질화된( 전도
된) 현실을 물
질에 영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와 가상을 
조우

가상적으로 변
화하는 사회로
부터 건축 작업
의 원동력을 얻
어 건축에 반
영.

Jean Nouvel

‘차이’와 ‘의미’
를 생성함으로
써 건축의 ‘특
이성’을 확보하
는 데에 부합하
는 것은 ‘가상
적 공간’

비물질화, 왜곡, 
빛과 이미지를 
활용해 가상적
으로 느껴지는 
건축을 만들어
낸다

실제의 현실과, 
‘비현실적’인 공
간이 중첩되어 
인지되면서 실
재의 차원과 잠
재의 차원이 겹
쳐진다.

가상적이기보다
는 비현실, 초
현실적인 특징
이 더욱 부각

Asymptote

기술이 만들어
낸 가 상 현 실 과 
현실의 혼합, 
불분명함, 절충

직접 디지털 환
경에 디지털 툴
을 활용하여 공
간을 구현

실제 현실에 존
재하는 공간과
의 관련성을 가
진 가상현실 속 
건축 작업.

기술과 현실의 
접목, 실제 공
간에 대한 가상
적 디자인 접
근, 디지털 작
업과 실제 현실
의 통합을 복합
적으로 고려

표 1 ‘가상적’ 건축 사례의 해석과 구현 양상, 한계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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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예술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상적 공간의 사례
(1) EL Lissitzky의 proun

러시아 구성주의의 대표적 작가인 엘 리시츠키El Lissitzky는 자신의 시공간에 
대한 철학을 담은 연작 proun(pro-UNOVIS : 새로운 예술의 창시자)으로 유명
하다. 그는 1925년에 논문 <A와 범기하학>에서 네 가지의 자신의 공간개념을 
완성했고 이는 다음과 같다. 2차원 평면에 의해 만들어지는 Planimetric 
Space, 한 점의 각추나 원추의 시각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Perspective Space, 
그리고 하나의 시각 원추가 무한대가 될 때의 irrational Space와 마지막 개념
인 Imaginary Space로 나누었다. 특히 Imaginary Space는 영상적 공간으로, 
스크린에 영사하는 영화에서처럼, 빠른 속도로 연속적인 장면의 전환(motion)을 

통해 얻어지는 ‘가상적 공간’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그
의 공간 개념으로부터 연속 회화작품 프라운(proun)과 
그것의 공간적인 해석인 프라운 라움(proun-RAUM)이 
등장할 수 있었다. 

강진구(2000)년 리시츠키의 프라운의 공간 개념을 디
지털 가상 공간의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하는 연구에서 
리시츠키의 공간 개념을 정리해서 명료하게 비교하고 
있다. 그는 리시츠키의 작업을 화면의 앞뒤로 돌출되거
나 물러나는 3차원적인 가상의 공간감을 프라운 회화 
작품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제한된 상자형의 공간 
안에서 부조의 배치를 통해 무한한 공간의 가능성을 
만들어 낸 점을 프라운 라움의 특징으로 꼽고 있다. 특
히 낱개로 두고 작품을 분석하기보다는 연속되는 회화 
작품들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며 파악할 수 있는 해
체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과, 프라운 라움에서의 
고정되지 않은 관찰자의 시선 이동에서 그의 마지막 
공간 개념인 영상적 공간, 가상적 공간을 발견할 수 있
다. 

그림 3-7 El Lissitzky의 프라

운proun과 프라운 라움

proun-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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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l Lissitzky의 공간 개념 분류 (출처 강진구(2000)의 학위논문)

(2) 토마스 데만트 : ‘가상적 공간’의 비건축적 사례

독일 사진작가 토마스 데만트의 유명한 작품들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이 있었던 현장을 실제와 똑같은 크기의 섬세한 종이 모형으로 제작하
여 이를 촬영하는 독특한 작업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이다. 그의 작
품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지로 전달되는 스펙타클을 대단치 않은 상황으로 되
돌려 놓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작품에서 표현된 스펙타클한 상황 속 그가 찾아
내어 재구성한 건축 공간은 실제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작품의 원천이 되는 매체 
속 보도된 상활과는 다르게 전혀 스펙타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Bathroom(1997)은 독일의 정치가 Uwe Barschel이 
1987년 10월 11일에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 객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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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되었던 사건과 이를 발견하고 극적인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아낸 저널리
스트의 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처럼 만들어낸 작품이다. 다른 작품 Control 
Room(2011)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긴박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제1원전 제어실을 
재현하고 있다. 그가 작품으로 재현하는 공간은 사람과 사건의 전후 맥락이 제
거되어 함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리얼하지만 어딘가 낯설고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떤 형태든 간에,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예술은 1차적으로 공간을 내
포하고 있으며, 그 공간이 자연 공간이 아니면 건축의 기본 성질과 공간적 구성
을 따를 수밖에 없기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은 인공적인 공간, 건축 공간에 있다
고 말하는 데만트의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공간은 특히 대부분 건축물의 
실내이다. 그의 작품들이 만들어내는 도시는 사람이 없는 실내공간뿐인 도시이며 
어딘가 근대 건축의 모습과 닮아있다. 콜로미나(2005)는 “현대의 건축은 단순히 
사진 속 배경이 되기 위한 세트가 아니라 미디어의 형태 그 자체”라고 주장했
다.40)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진 실재를 2차원 평면을 통해 재현하는 특성을 활용
하여, 허구를 사진으로 담아냄으로써 실제의 공간을 찍은 것으로 여겨지게끔 표
현한다. 이때 그의 작품에서 실재는 조작되고 교묘한 반전이 생긴다. 촬영을 위
해 만든 종이 모형은 촬영이 끝나면 전부 부수어 없애, 사진 속 장면은 더더욱 

40) Beatriz Colomina, “Media as Modern Architecture”, in : Anthony Vidler, 
『Architecture Between Spectalce and Use』, Sterling and Francine Clark Art 
Institute, 2005.

그림 3-9 Bathroom(1997)과 작품이 재현하는 원래의 장면(Uwe Barschel의 죽음, 1987, 제

네바, Ster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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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이 된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 사회적 사건의 이미지와 동일
하지만 실제 공간이 아닌 모형을 찍은 것이고, 피사체인 모형은 더 이상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최종적 결과물인 사진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수개월에 거쳐 실제의 공간과 사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만큼 정교하게 
모형을 만드는 작업과, 촬영을 진행한 후 그 모형을 부수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포괄하며 그 과정에서 현실은 조작되고 재구성된다. 사진이라는 예술 매체의 전
통적 특성인 ‘현실의 충실한 재현’은 교묘하게 조작한 그의 작품에서 전복되고 
오히려 내재된 허구성이 폭로되는 것이다.41) 

가시적인 결과로 남은 사진을 감상하는 관람자는 단순히 실제 공간을 찍은 것
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진에 담긴 공간이 가진 의미와 작가가 사람과 맥락
을 지우는 행위, 그리고 모형으로 재현하고 부수는 작품 전후의 예술 활동을 전
부 알게 된다면, 사진에 담긴 공간이 지니는 가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상성은 사진이 지니는 매체의 의미를 교묘하게 비틀
며 재현된 공간, 감각적으로는 실제 같으나 사실은 허구인 공간을, 동시에 재현
의 대상이 되는 원본의 공간이 가지는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확보된다. 그의 사
진에서, 작품 행위 전반에서 실재와 가상은 중첩되고 우리의 인식을 교란한다. 

41) “나의 작업은 단순히 사진의 재현적인 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사진이 실재를 조직하고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사진이 가진 
전통적인 속성을 배반하고 비트는 행위이다.

그림 3-10 Control Room(2011)과 작품이 재현하는 원래의 장면(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제어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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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쇼핑몰과 테마파크
건축가의 작업 외에도 현대사회의 공간 중에는 나름의 가상성을 드러내는 시설

들이 있다. 쇼핑몰과 테마파크가 대표적인 시설인데, 이 두 시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들의 근거이며, 쇼핑몰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들처럼 가
상적인 캐릭터와 그 세계관에 기반하는 것은 아니나, 공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이미 익숙해진 공간으로 연구의 사례들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이해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다. 테마파크는 ‘고유한 서사를 가지는 일상과 격리된 가
상적 세계’로 허구적이고 가상적인 대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다. 게다가 오늘날의 쇼핑몰과 테마파크는 서로 닮아가고 있기도 하다. 체
험할 거리를 가진 쇼핑몰과 상점의 규모로 도심 속에 나타나는 테마파크의 사례
도 다양하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쇼핑몰과 테마파크가 지닌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에 해당 시설들을 이해하는 것은 본연구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3.2.1. 테마파크의 가상성
테마파크에 가본 경험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꿈과 환상의 세계’ 등

으로 흔히 불리는 테마파크는 특정한 테마에 따라 놀이기구(Attraction), 건축, 
조경, 캐릭터, 상품, 공연, 조명과 음악까지 전체 환경을 일관성 있게 구성한 공
간이다. 이때 테마가 흔히 생각하는 놀이동산, 유원지와 구분되는 요소인데, 이
들은 엄밀히 말하면 어뮤즈멘트파크(amusement park)이며 외형적으로 유사하
지만 테마의 유무에 따라 전체적인 환경의 구성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진다.42) 
테마파크의 대표적인 예로, 만화, 영화사 디즈니(Disney)가 운영하는 디즈니랜
드,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해리 포터 스튜디오’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건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디즈니의 경우 스턴(Robert A.M. Stern), 그
레이브스(Michael Graves), 벤츄리(Robert Venturi), 이소자키(Arata Isozaki), 
게리(Frank Gehry), 로시(Aldo Rossi) 및 아키텍토니카(Arquitectonica)와 같

42) 태지호, 『공간형 콘텐츠』,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 44 -

은 선도적인 건축가들에게 일을 맡겨 논란이 될 만한 건축을 해왔다. 테마파크
뿐 아니라 숙박시설과 영화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사무실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
물을 남겼다. <Building A Dream>에서 베스 던롭(Beth Dunlop)은 디즈니 본
인과 디즈니 사후 경영을 맡았던 아이스너(Michael Eisner)는 스크린 위에 그려
진 것들을 현실에 건축으로,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했고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힌다. 월터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가 ‘실제’같기를 바
라지 않았다. 다만 그는 모든 것을 충분히 믿음직하게, 그러나 믿음을 강요하지
는 않을 정도로만 실제를 가장한 세계를 만들고자 했다. 그것은 마치 ‘진정한 허
구’(true authentic inauthenticity)의 모순 같은 것이다.43)

“디즈니는 그의 작업이 세상의 비애로부터 심적인 편안함과 도피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공원들이 삶에 뒤따르는 악함으로부터 가려주고 

지켜주는 덤불이 되기를 바랐다. ‘안심의 건축’은 기쁨과 즐거움, 햇살 같은 행

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점잖은 흉내냄은 썩 유쾌하고 다른 무엇보다 이 유쾌함이 바로 디즈니랜드

의 우선 목표이다.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안심하며, 이를 만든 사람들 또한 메

인 스트리트를 따라 물밀 듯 밀려오는 사람들의 성을 향한 긴 행렬을 보고 같

은 감정을 느낀다.”44)

왕족의 사는 성, 괴수가 숨어있을 것 같은 정글, 상상력이 가미된 근 미래도시, 
작은 미국 도시에서 본뜬 마을의 광장과 대로의 모습을 실제와는 다른 스케일
로, 실제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일반적인 이미지
로 모방하여 그것을 한데 어우러지게 한 것이 디즈니가 그의 놀이동산에서 의도
한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며, 감상적으로 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간 전략이었다. 여러 디즈니의 건축물을 설계한 스
턴(Robert A.M. Stern)은 디즈니와의 작업에서 그의 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

43) Beth Dunlop, 『Bulding A Dream – The Art of Disney Architecture』, Harry N. 
Abrams. INC., 1996. p.14.

44) 재인용, Indefensible Space 중 <Architectural Emblematic>, Trevor Boddy의 
<Designing Disney’s Theme Parks>, Karal Ann Marling의 글에서 발췌, 2008, 
Michael Sorkin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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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급한 바 있다. 

"내 건축의 과거의 것의 우스꽝스러운 버전이 아닌 초월적(hyper)버전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 현실보다 더 진짜 같은, 경험을 극대화하는 건축, 극장, 

초현실 말이다.”45)

이렇듯 테마파크는 현실과 단절된 허구의 세계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이 그 공간 
안에 있는 동안은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과 같은 감각을 만들고 선물(판매)한
다. 그러나 테마파크는 필연적으로 일상의 세계와 현실과는 철저히 격리되어 있
다. 물리적으로도 생활 공간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안과 밖의 세상을 구분
하는 담장은 교묘한 장치들을 사용해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테마파크는 개장
하는 시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세계인 것이다. 테마파
크가 가져다주는 꿈과 환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 개인의 기억과 남아 정서의 
형태로 간직된다.

테마파크의 공간들은 다양한 시대와 다
양한 장소를 토대로 재해석, 재구성해서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디즈니랜드’
의 주요한 공간인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의 경우 디즈니가 유년을 보냈던 
고향, 미저리주의 작은 마을 Marceline
의 모습을 본 따고 있다. 자신의 어린 시
절에 대한 향수와 환상을 디즈니랜드에 
재현해 방문객과 정서를 나누고자 했으며 
메인 스트리트의 여러 건물은 시청, 오페
라 하우스, 소방서 등의 역할을 하며 개
장 이래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디즈니의 유년시절의 고향의 모습
은 디즈니랜드의 메인 스트리트와 사뭇 

다르다. 디즈니랜드의 알록달록하게 색색으로 칠해진 건물들과 달리 당시의 

45) Beth Dunlop, 위의 책, p.22

그림 3-11 Marceline과 디즈니 랜드의 Mai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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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ine의 건물들의 외벽은 닳고 색은 칙칙하며 보도와 도로는 제대로 닦여
있지 않다. 원본과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사람
들에게 메인 스트리트는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겪어보지 못한 과거의 미국의 어
느 작은 마을을 떠올리게 하며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그것
은 실제와 같지 않은 가상의 마을이며, 테마파크의 공간은 대부분 이와 같다. 사
회적으로 이미 형성된 공간의 가상적인 이미지를 매혹적으로, 환상적으로 재생산
하며 사람들을 현실의 많은 슬픔과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가상적 세계로 초대한
다.

테마파크의 여러 특징과 테마파크가 성립할 수 있는 여건은 전부 그것이 속한 
사회에 기반한다. 산업이 발전하던 당시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과중
한 노동에 시달렸다. 즐길 거리는 마땅치 않고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삶 
속에 등장한 테마파크는 삶의 고단함을 잊게끔 도와주는 훌륭한 가상의 공간이
었다. 즉 테마파크라는 공간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사회적 생산물인 것이다. 
도시라는 생활 공간 안에서 사회 구성원은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억눌린 여가의 갈망과 일상으로부터의 탈피 욕구가 곧 테
마파크라는 공간이 생산되게끔 한 바탕인 것이다.

3.2.2. 자본주의의 신화, 쇼핑몰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소비는 인간 생활의 절대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핑은 현대인의 공간, 건
축, 도시를 지배하였고, 나아가 시장경제가 우리의 주변을, 궁극적으로 우리 자
신을 형성하는 물리적 결과물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에 이르렀다. 렁(Leong)은 
“쇼핑만큼 우리를 인간으로 엮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에서 주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 상업시설, 즉 쇼핑과 관련한 공간
임을 지적한다.46) 미국에서 주거 면적을 제외한 건물 중 쇼핑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5%, 약 1/4에 이르며 이는 다른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월등히 큰 값이
다. 이렇듯 큰 쇼핑은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적 생활의 핵심으로 녹아들었다. 

46) Sze Tsung Leong 『...and then there was shopping』 in <Harvard Design 
School Guide to shopping>, (2001), Ta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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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의 야간 조명의 도입과 파리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당시에는 스펙터
클이었다. 가로등이 뿜어내는 밤의 어둠에 대비되는 강한 빛이 만드는 실내의 
분위기와 블록 내 쓸모없는 공간들에 거리를 모방한 인공적 실내를 만들어 임대 
수익을 끌어올린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세계’와 그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내부성
을 만들어낸다. 유럽에서 1786년의 최초의 아케이드(galleries de Bois)와 이어
서 등장한 최초의 백화점(1852Au Bon Marche) 이후에 미국에서는 고유한 도
시문화적 상황에 대한 결과로 최초의 근교 쇼핑센터가 등장한다.(1922 country 
Club Plaza Kansas City) 30년이 지난 시점에 빅터 그루엔의 설계로 완성된 
Southdale 쇼핑몰에 이르러 내부 공간에 집중하는 실내형 쇼핑센터가 등장한다. 
현대적 쇼핑몰의 효시인 사우스데일 쇼핑물(1956)의 건축가 빅터 그루엔은 스미
슨 부부의 클러스터 개념을 참고로 하여 보차가 분리되고 다양한 층위와 프로그
램이 응집된 쇼핑몰을 중심으로 하는 교외 개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
한 스미슨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스미슨은 실내와 실내 사이에는 사람들이 감
각을 회복하기 위한 외부 공간이 필요하며, 쇼핑몰 방식의 상업적이고 시스템적
인 공간은 진정한 경험을 통한 장소의 생성을 방해한다고 여겼다. 이는 스미슨 
부부는 쇼핑몰의 통제되고 동질한 내부 공간이 사람들의 감각을 마취하고, 표면
적이고 진정하지 못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핌럿(2007)은 현대의 
도시 속의 거대한 내부 공간들을 가진 많은 시설들은 결국 ‘쇼핑몰’을 직, 간접
적으로 닮아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쇼핑몰은 하나의 ‘전형’이 되어 전례 없
는 규모와 기술로 이전까지의 다양한 상업시설 유형을 진부하게 만들었고, 나아
가 여러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단일화된 유형이 되어버렸다. 동일한 공간 위에 
적힌 브랜드만이 남고 거리는 거대한 진열장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생존을 위해 쇼핑몰이 맞은 변화는 다른 시설들을 쇼핑의 공간으로 점유
하는 것이었다. 공항의 거대한 면세점, 워터파크와 같이 운영하는 쇼핑몰, 테마
파크와 함께 있는 쇼핑몰 등, 쇼핑몰은 이미 현대 도시의 가장 공적인 생활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미묘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그 어느 시설보다 빠
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다시 발명되며 개조되는 것이 바로 쇼핑의 공간이다. 
이를 통해 쇼핑은 점점 더 우리의 일상 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공적생
활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단계에 이르러 ‘마크 오제’ 등은 현대에 새로
이 등장한 쇼핑몰, 공항 등의 시설들에서 여러 특징을 포착하며 전통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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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나 ‘장소상
실’, ‘장소없음’과도 분명 차이를 보이
는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라 설명하며 
이를 ‘비-장소(Non-Place)’라고 이름 
짓기도 한다.47) 

자본주의가 공간에 끼친 영향의 결과 
공간은 상품이 된다. 이는 르페브르가 
말한 생산물보다 직접적으로 재화의 성
격을 띠는 표현이다. 특히 쇼핑몰로 대
변되는 자본주의의 공간은 화려한 물질
로 채워져 사람들을 현혹하는 와중에 
무엇이 가능하고 금지되어있는지 이미 
준비된 행동 규범을 주입한다. 보들리
야르는 일찍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들은 사용가치로서 사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구별을 위한 기호로
써 사물의 이미지를 소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즉물적인 가치보다 이미지
로 소비되는 오늘날의 많은 공산품은 소비자의 앞에 진열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어디에서 나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곳에 
도달했는지, 얼만큼의 자원과 노동력이 순환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것을 소비하는 사람 또한 제공되는 정보를 믿는 것 이외에는 확인할 도리가 없
다. 그것이 오늘날의 상품의 특징이다. 완성되기까지는 숨기고 영롱하게 빛나는 
‘완성품’의 모습으로 소비를 유발하는 사물. 공간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이와 맥
을 같이한다. 

마트 물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다.… 현실에서 물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으며,… 그런데 마트가 조성한 세계에서는 세상

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원형’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마트라는 공간 내부, 

이러한 상품 세계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현

실… 이러한 현실에서 상품은 마치 원래부터 필요했던 것처럼 환상적인 자태

47) Marc Augé 『Non-Places』 2008, Verso

그림 3-12 Edmonton Mall(上), Mall of 

America(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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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뽐내며 진열되고 있다.48)

자본주의적 공간화가 진행되면서 공간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으며 상업적 논

리가 공간 구성과 생산의 기본적 전제가 되었다. 상업적 이윤을 목표로 공간이 

파괴되고 재창조되었다. 대규모 쇼핑몰과 공간적 스펙터클은 소비를 위한 공간

으로 재창출되었고 사람들은 피상적 관람자가 되어 공간을 소비할 자유만이 

부과되었다.49)

 핌럿(2007)은 이런 세태에 소비하는 것이 바로 자유이자, 자아의 실현이 되어
버렸다고 이야기한다. 공간에 입력된 코드는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소비를 권장하고, 그것이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주장한다. 이후 기 
드보르가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스펙타클은 세계와 나, …진실과 거짓의 구분
을 흐리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핌럿(2007)은 스펙타클이 지닌 아우라는 그 
안의 재현을 강화시켜, 현실, 자신, 그리고 타인의 개입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
게 만들어, 결국은 신경쇠약과 마취상태에 이른다고 하며, 이런 상태에 이른 사
람은 자극의 대상인 스펙타클을 진짜로 여기게 된다고 설명했다.50) 렘 쿨하스 
또한 상업적 논리로 탄생한 혼종적인 공간들을 ‘정크 스페이스’로 칭하며 “정크 
스페이스는 현실을 비현실로 끊임없이 변환하여 생산하는 자궁과 같다.”고 표현
한다.

랠프(2005)는 ‘장소성’과 관련된 그의 논의에서 ‘무장소성’을 정리해서 제시한
다. ‘타자 지향성’, ‘획일성과 표준화’, ‘몰양식의 장소, 인간적 스케일과 질서의 
결핍’, ‘장소 파괴’,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으로 그 특징들을 나누어 설명하
는데 관광객을 위한 경관, 인공·가짜 장소(상업지구, 디즈니화된 장소, 박물관화
된 장소, 미래주의적 장소)를 포함하는 ‘타자 지향성’, 인스턴트 식의 신도시와 
상공업 지구 개발, 도로와 공항, 국제주의적 스타일 건축 등으로 설명되는 ‘장소
의 획일성과 불안정성’51)이라는 항목과, 랠프가 꼽았던 ‘무장소’의 대표적인 시
설 중 하나가 쇼핑몰임을 함께 고려하면 그에게 쇼핑몰은 과연 허구적이고, 가

48) 신승철, 『마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 위즈덤하우스, 2016. p.135.
49) 노기영, 이준복 『뉴미디어와 공간의 전환』 2017, 한울아카데미, p.187. 
50) Mark Pimlott, 『Without & Within』, 2007,
51) Edward Relph,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회 역, 2005, 논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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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우리의 공간과 삶을 바꿔버린 것은 이미 벌
어진 결과이다. 더 이상 우리는 쇼핑몰이 생기기 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
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등장할 변화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던 소비의 요인들마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동, 수입, 구매 패턴, 호불호 등이 신용카드, POS기기 따위의 여러 추
적장치들을 통해 암호화되고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소비 활동을 증진시키
기 위한 바램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시금 쇼핑몰과 상업시
설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상품에 대한 구매가 더 이상 실제 장소에서만 가능
한 것이 아닌 시대에 거대한 쇼핑몰들은 도시 안에서 일종의 체험시설, 놀이시
설처럼 변모하며 이벤트와 구경거리, 다양한 체험을 상품으로 취급한다. 소규모
의 상업시설 또한 점원이 없는 상점,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가상
의 상점, 실제 상품이 아닌 디지털 이미지를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점 등의 새로
운 유형들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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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오늘날 건축의 내외에서 가상의 의미는 산재해있으며 때로는 다른 개념에 결부

되어 부연 설명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작업마다 가상의 의미는 다
르지만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떤 것은 가상이 맞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가상성이 워낙 방대한 의미를 가져 앞서 살펴본 작업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낱개의 작업은 가상성의 일면만을 지니고 있으며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현재의 가상적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이 가상을 구현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사회가 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건축 외의 영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드
러나기도 하며, 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과거의 건축 
작업에서 가상이 드러나는 방식을 여러 건축가의 작업을 통해 살펴보았고, 건축 
외의 예술 영역에서 가상적 공간을 다룬 사례를 통해 오늘날 가상의 문화적인 
의미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각이 지닌 한계와 의의를 짚어봄으로써 기존의 가상
적 공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장되고 현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
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주요 사례들은 외형적으로는 테마파
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를 주로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의미적으로는 상업
시설로 여겨져 소비생활의 한 장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장을 
통해 해당 시설들은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에 부합하는 사회적 생산물임
을 밝혔으며 본 연구에서 앞으로 다룰 사례들이 새로운 이유는 흔히 ‘테마파크’
로 대표되는 체험시설(놀이공원, 직업체험관, 아쿠아리움, 박물관 등)은 따로 시
간을 내서 멀리 찾아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상업 시설(그 자체로 항상 최전방에
서 새롭게 변모하는)과 결합하여, 보다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사전에 이해함으로써 본 연구의 사례인 ‘가상적 공
간’의 생산을 밝히는 데에 기틀을 마련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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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의 ‘가상적’ 공간

4.1. 온라인 캐릭터의 오프라인 진출 
 (O2O)

4.2. 코엑스SM아티움
4.3. 비건축적 ‘가상적’ 공간 생산 사례

4.1. 온라인 캐릭터의 오프라인 진출 (O2O)

4.1.1. 라인 프렌즈와 카카오 프렌즈
(1) 동일시, 감정이입을 통한 가상적 인격의 생성

“세상 밖으로 나온 모바일 캐릭터”

모바일이라는 탄생배경을 넘어 일상 생활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5000여 가지의 캐릭터 제품, 애니메이션, 게임, 카페, 호텔, 테마파크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52)

홈페이지의 자사 소개 멘트에 적혀 있듯이 라인 프렌즈는 무료 메신저 어플인 

52) 라인프렌즈 홈페이지 중 소개글 (https://www.linefriends.com/?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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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
랫폼에서 이모티콘, 스티콘 등으로 흔히 접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좋아
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캐릭터와 달리 우리의 일상 속 모습을 닮아있고 
복합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라인프렌즈는 전 연령층을 아울러 폭넓게 사랑받는
다. 이모티콘을 통해 드러나는 캐릭터의 모습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교복을 입
고 학교에 가는 등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고 연인과 단짝, 함께 어울리는 친
구 무리 등 현실적인 관계 설정과 그것이 드러나도록 고안된 덕에 모바일 메신
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대화하는 이들의 상화과 감정을 대리로 전달하는 일종
의 페르소나(persona)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모티콘에 감정이입을 함
으로써 나 자신과 동일시 또는 대화하는 상대방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이는 곧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사람이 캐릭터에 각자 나름의 가상적 인격을 부여하는 결
과를 낳았다. 인기가 치솟음에 따라 캐릭터 자체를 플랫폼으로 삼아 다양한 오
프라인 상품으로도 전개되었다. 이미 메신저의 이모티콘과 게임 등을 통해 익숙
하게 접하며 부여한 ‘가상적 인격’을 가진 캐릭터들은 직접 만나보고 싶고 만나
면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충분히 자극할 만큼 현실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이선영, 이승진(2016)은 이를 캐릭터 자체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가공하여 경
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이후 ‘라이선싱’의 방식을 통한 사업 
연계로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며 이 과정은 ‘머천다이징’53)으로 일컬어진

그림 4-1 라인 프렌즈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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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경제적 가치의 연쇄효과54)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55) 온라인 캐릭터가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이렇게 산업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라인 프렌즈와 카카오 프렌즈가 가상의 대상이 지닌 가
치를 어떤 실제의 사물과 물건으로 연결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크
다.

(2) 전통적 시설의 가상화

‘카카오 프렌즈’ 또한 라인 프렌즈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압도적인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기반의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를 말한다. 
특히 카카오는 국내 인터넷 검색 포털 ‘다음’과 합병한 이후 공격적으로 여러 가
지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상당히 혁신적으로 
기존의 산업과 시설의 정의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도와 내비게이션, 실시간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카카오 T와 최
근 운영을 시작한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등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체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설
은 없어지기도 하고 등장하기도 하지만 ‘카카오 뱅크’는 ‘은행’이라는 견고하고 
전형적인 시설을 대체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화폐는 
그 자체로 가상적이기도 하지만, 통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수단이 
된 이래로 ‘은행’은 그 입지가 가장 탄탄한 시설 중에 하나였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금융 업무를 실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신체나 신분을 증명할 물건(지장, 도장 등) 없이도 할 수 
있게 변했지만, 그것은 언제나 생활 영역 안에 필요하면 갈 수 있는 ‘은행’이 존

53) 라이선싱(licensing) - 컨텐츠에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용권을 특정 사업자에게 대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 다른 물건으로 재가공, 재상산하여 상
품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54) 컨텐츠의 가치가 상품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포터(M. Poter)가 제안한 용어인 가치사슬
(Value Chain)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콘텐츠로부터 전개된 가치 사슬이 다수의 거점(node)
과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것은 가치네트워크라 명명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
즈는 최초의 가치가 온라인 기반 캐릭터에서 출발해 오프라인의 여러 노드들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O2O)로 일컬어지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5) 이선영, 이승진, 『디지털캐릭터 O2O에 따른 캐릭터산업의 가치네트워크 분석 - <카카
오프렌즈>, <라인프렌즈>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2(1),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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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 뱅크’는 그 전제를 뒤집었다. 은행원
을 만나 직접 대화하며 금융 업무를 보는 것은 아예 사라지고, ‘모바일 뱅킹’ 자
체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원한다고 해서 찾아갈 수 없는 ‘은행’이 여전히 ‘은행’
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가상현실에서 익숙하게 적용되어온 공간적 은유 덕에 받
아들이기 어렵진 않지만, 마음 한쪽에 불안함을 남긴다. ‘믿어도 되는 건가?’ 

(3)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의 실시간 동기화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 실생활에 활
용도도 높으며 공간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은 ‘카카오 T’, ‘네이버맵’이라고 꼽
을 수 있다. GPS 기반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있는 택시를 호출하거나, 교통수단별 이동 경로 제안,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제
공 등 이동과 관련하여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주었다. 사람들은 이제 목적지
까지의 여러 경로와 도착하는 데에 걸리는 예상 시간까지도 미리 알 수 있고 우
연히 길을 잘못 들거나 헤매는 일이 줄어들었다. 또한, 위성사진과 3D 그래픽 
모델링을 활용해 실제의 공간과 어플리케이션 속 화면의 모습의 일치도가 높다. 
따라서 더더욱 실제 환경과 가상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는다.

(4) 가상적 대상과 조우할 ‘물리적 거점’

그림 4-2 카카오의 사업영역 – 출처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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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업을 바탕으로 마련한 ‘라인 프렌즈 스토어’와 ‘카카오 프렌즈 샵’
은 국내외에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태원, 명동, 가로수길에 
있는 라인 프렌즈 스토어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입점해 있는 매장과 달리 
한 채의 건물을 통째로 사용한다. 국내외로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라인 프렌
즈와 카카오 프렌즈는 해당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성공만큼이나 그 캐릭터 또
한 괄목할만한 인기를 끌고 있고 주말에는 건물 밖에서 입장 대기 줄을 설 정도
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이 곳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인기 있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휴대 전화 화면
으로 통해 일상적으로 조우하며 이용자와 관계 맺고 가상적 인격을 부여받은 캐
릭터들이 물리적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샵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들과 함께 건축적으로 살펴볼 만한 특징들을 건물 내외
로 가지고 있다. 

그림 4-3 라인 프렌즈 이모티콘 – 브라운과 코니의 일상적인 모습 (출처 장재아(2017) 학위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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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이 애정을 품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이 곳을 기꺼이 방문하며 
상품 구매와 관광 그리고 가상적 캐릭터를 실제로 만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
리를 이해하기에 두 사례는 공간을 캐릭터들의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취한
다. 라인 프렌즈와 카카오 프렌즈의 전략은 어느정도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차이
점을 지니고 최종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해당 사례들을 겉치장이 
화려한 특이한 건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공간을 찾고 
열광한기 때문이다. 본 사례들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요소들의 분석을 진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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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중문화와 연예인의 ‘가상성’

4.2.1. 현대의 ‘아이돌’이 획득하고 있는 ‘가상성’과 공간 체험
(1) ‘실재하는 동시에 가상적인’ 아이돌 가수

“올여름 ‘Party’라는 곡으로 활동을 시작한 소녀시대는 정규 5집 앨범 타이틀 

곡 ‘Lion heart’와 데뷔 이후 멤버 중 솔로 활동 첫 주자로 나선 태연의 

‘I(2015)’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특히 다양한 빛깔로 물

들인 머리를 한 때때론 다소 티가 나도록 붙임 머리를 한 그들을 보고 있노라

면 이 지구상에 여태껏 존재한 인종을 넘어선 신인류 같다는 착각마저 든다. 

우리는 화면 속 생경한 장소를 본 딴 배경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금발의 동양

인 소녀들을 통해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만족감을 얻는 것일까?”56)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양한 연예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아이돌’은 
조금 특별한 존재다. 주로 외모, 노래 실력, 춤 실력이 빼어난 10대 후반에서 20
대 초반 정도의 그룹 형태의 가수로 수년간의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대중에
게 공개되며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중 전반에 고르게 인기를 얻
는 아이돌은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장래 직업 중 하나이며 경제적 파급효
과가 커서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아이돌 그 자체도 하나의 상
품이나 다름없는데 직접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보다 은근한 방법으로 가
상적 존재가 된다. 아이돌이라는 상품은 주로 화려한 의상과 분장을 한 채로 무
대 위나 세트장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직접 관람하거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데 머리 모양과 화장, 의상은 일상적
이지 않은 모습으로 화려하게 꾸미고서 강렬한 조명과 무대 장치가 즐비한 무대
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다른 세계이다. 그마저도 직접 볼 기회는 흔치 않다. 
인기 있는 아이돌일수록 팬이 가수를 직접 만나는 것은 그에 비례하여 어렵기에 
대체로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음반과 음악방송, 뮤직비디오와 사진 등)을 통
해 접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은 다른 그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발매하

56) 『소녀시대와 키치』, 2015, 서울대학교 <예술과 역사> 수업 중 연구자 본인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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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반마다 ‘컨셉’을 정해 활동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컨셉은 음악과 안무는 
물론 특히 시각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컬러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과 의상도 그에 맞춰 준비하
기 때문에 아이돌 가수의 겉모습은 우리와 다른 종의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한
다. 이렇게 완벽히 연출된 모습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실존하는 인간
으로써 개인은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만 볼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하는 더욱 근사한 ‘상품’으로 여겨지기 위한 전략과 그것에 열
광하는 대중이 소비하는 양상은 아이돌 가수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 ‘가상적’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돌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인
데, 주로 아이돌이라는 컨텐츠, 아이돌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즉 음악, 뮤직비디
오, 방송 등 매체를 통한 컨텐츠들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이런 미디어를 통해 접
하는 것 말고 실제 물건들의 구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
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음반이겠지만 아이돌이 광고하는 물건
들(음식, 의류, 화장품 등의 공산품)은 물론 기획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각

그림 4-4 팝 아트 작품과 유사한 뮤직비디오 속 아이돌 가수의 모습 & 다양한 장소를 연상시

키는 세트장 (소녀시대 – Lion Hear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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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물건들, 소위 말하는 ‘굿즈’(또는 MD, 머천다이즈의 줄인 말)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굿즈’는 굉장히 다양한데, 사진이나 브로마이드는 물론, 필기구, 팬
시 아이템, 악세서리, 장식품,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해당한다. 이런 ‘굿즈’는 실
제의 쓰임이나 원래의 값어치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출판권과 저작권을 가진 기
획사에서 공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쓰
임새가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비된다. 거기에 ‘기간 한정판매’ 또는 
‘수량 한정판매’, ‘랜덤 판매’ 등의 조건이 붙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특성은 많은 ‘굿즈’들에 수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부여해서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든 소유하고 싶은 팬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구매한
다. 굿즈는 그 자체로 닿을 수 없고 가상적인 아이돌 가수 본인을 손쉽고 빠르
게 대체하여 팬들이 동일시하는 대상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2) 가상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공동체적 행위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히 교류가 있는 공간은 무
엇보다 ‘가상공간’이다. 특히 아이돌 가수의 음악, 영상, 사진 등 주로 소비하게 
되는 것에는 ‘물질’이 아닌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 공간
은 적절한 창구이다. 또한, 그들이 열광하는 아이돌은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편한 곳에서 만날 수 없기에 기본적으로 아이돌-팬덤 문화는 현실 세계 안에 거
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연예인의 스케줄 
따라 맘 편히 도시 사이를 오갈 수 없는 지방, 해외에 사는 팬들의 경우 특히 
온라인을 통한 교류와 활동이 활발하다. 이제는 해외 팬들도 실시간으로 컨텐츠
를 접할 수 있고 실제로 최신의 정보가 가장 먼저 유통되는 공간도 가상 공간이
다. 소셜미디어라고 불리는 매체들 이 주 소통 창구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활용
도가 높고 집중된 것은 트위터이다. 실시간의 정보공유와 피드백, 검색이 용이하
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네트워크 상의 공간 중에서 스마트폰 등의 휴대기기를 
이용한 공간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다. 기존에 있던 것과 완벽하게 구분되지
는 않고, 다만 형태를 달리하여 확장한 것이다. 휴대기기는 특히 청소년층에서 
활용도가 높다. 

오늘의 아이돌 팬들은 단순히 소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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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노래를 직접 따라 불러서 배포하거나 의상을 갖춰 
입고 안무를 따라 추던 정도에서 출발했다면 직접 좋아하는 아이돌을 주인공으
로 하는 소설(‘팬픽’ Fan + Fiction의 줄인 말)을 쓰고 사진을 이용해 직접 사용
하기 위한 필기구 등의 ‘팬 아트’를 만들던 중간 단계를 지나 현재는 직접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이용해 사진집과 영상집을 만들어 판매하고, 스티커, 엽서, 슬
로건, 메모지, 달력 등을 대량으로 주문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눠 갖고,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며 개인이나 소규모 모임이 직접 장소를 대관해 자
신들의 컨텐츠를 이용해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이런 생산과정에는 특히 ‘홈
(home 홈페이지의 줄인말; 특정 아이돌 그룹의 특정 멤버를 주로 지지함)’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데 DVD, 화보집, 등을 꽤 체계적으로 만들어 유통함으로
써 개인과 주체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 ‘홈’을 운영하는 사람을 ‘홈마스터
(homepage master)’ 줄여서 ‘홈마’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내에서의 이들의 입지
와 권력이 상당하다. 이들은 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과 기동력을 갖춘 사람들
로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연예인의 매 일정을 빠짐없이 함께 소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공식’ 굿즈들에 빗대 ‘비공식’ 굿즈로 일컬어지며 상대적으
로 저렴한 가격과 완성도 덕에 공식 굿즈 못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홈
마들이 제작한 굿즈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연예인의 다음 일정을 따라가는데 
주로 쓰이고 때에 따라, 서포트(연예인 본인과 스텝에게 도시락 등을 후원)나 기
부, 대중교통시설 광고에 쓰인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이런 ‘홈’이 그 이름에 
걸맞게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였다면 지금은 홈의 운영도 ‘트위터’를 통해 주로 
교류의 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컨텐츠들은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판매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중고
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통해 주로 유통된다. 처음에는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졌지만 최근 모바일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발달과 상용화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개인 ‘홈’을 운영하기 쉽지 않고, 
금융기관 이용도도 높지 않은,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청소년들
이 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금액 지불과 편히 이
용할 수 있는 우체국 등기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한 교환 거래 방식이 두드러진
다. 개인이 재생산한 비공식 굿즈와 뽑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몇몇 수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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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굿즈들의 교환이 이렇게 이뤄진다. 지역이 같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동선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환승역의 환승 통로 중
간에서 만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아이돌 팬덤 문화와 커뮤니티의 활동은 이렇다 할 공간적인 표명 없이 
단발적으로 또는 아예 다른 층위에서 펼쳐져 왔다. 디지털, 네트워크, 데이터. 이
런 용어들이 건축과 공간의 논의에 포함되어 서적에, 작품에 등장한 것이 꽤 되
었고 그것이 이제 썩 낯설지 않게 된 시점에, 이러한 활동은 새로이 등장한 영
역(sphere)에서 가능한 활동과 교류라고 여겼고 가상공간 안에서 네트워크 위에
서 이미 모자람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디어
를 통해 주로 접하고 그들의 사진이 그려진 물건을 대상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소비되는 아이돌-팬덤 문화와 주로 네트워크 상에서 교류하는 팬덤이라는 커뮤
니티가 그 모습을 실제 현실에 반영하고 나타내어 등장한 공간이 있다. 이는 부
유하던 커뮤니티와 액티비티를 한곳에 모으는 거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이돌-
팬덤 문화의 다양한 현상과 욕구가 구체적으로 물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거점으로부터 새로이 가능해진 것들이 있다.

(3) 가상이 현실에 닻을 내린 거점 – 코엑스 SM 아티움

한 때 가수이자 현재 SM엔터테
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
만은 아이돌 문화가 만들어내는 
글로벌 현상에 대해 “가상국가
(Virtual Nation)의 부상과 다름
없다”며 “한국의 아이돌 컨텐츠
를 시청하는 전세계의 사람들을 
국민으로 엮어 새로운 가상국가
를 만들고 있다”57)고 언급한 이
후 실제로 자사의 콘텐츠를 활용
한 가상국가 ‘SMTOWN’을 출범

57) 2011년 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중 ‘CEO와의 대화’에서 발췌. 2011. 08. 16. 

그림 4-5 SM아티움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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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58). 여러 연예 기획사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앞서나간다고 평가받는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개장한 ‘코엑스 SM 아티움’은 가상국가 출범의 연
장 선에서 준비한 시설이다. 2009년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처음 열린 이후 지난 
2015년 1월 코엑스 SM아티움으로 그 이름을 달리해 새로 개장했다. 이 곳을 살
펴보면 여러 가지의 재미있는 공간의 모습과 이용 양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
금부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층은 출입구와 건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고 2층부터 6층까지는 각각 컨셉을 달리해 꾸며져 있다. 먼저 2층은 소속 아
이돌을 이용해 만든 각종 ‘굿즈’등을 판매하고 있고 여러 작가 브랜드와의 콜라
보레이션을 통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SUM(Celebrity Shop)을 운영하고 있다. 
3층은 STUDIO인데 캐치프레이즈는 EDUtainment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실제 
연예인들이 하는 화보 촬영과 뮤직비디오 촬영, 음원 녹음, 안무 연습, 보컬 수
업 체험, 등을 하는 스튜디오를 갖춰놓았다. 4층은 CAFÉ/MARKET으로 SM 소
속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이용한 상품과 스낵,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 공간이다. 
5/6층은 기존에 있던 뮤지컬 공연장을 변형해 홀로그램 뮤지컬이 가능하도록 초
대형 미디어 파사드 맵핑을 이용한 공연장으로 사용한다. 현재 평범했던 건물 
외관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싸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18년 1월)

SUM은 이전에는 유명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이용한 이벤트성 팝업 스토어를 운
영하던 것이 발전한 형태로 상설로 소속 아이돌 가수의 작업과 이미지를 이용한 
굿즈를 항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기적으로 앨범을 내는 아이돌의 
특성상 새로운 앨범이 나올 때마다 많은 종류의 새 굿즈가 발매되고 다음 앨범
이 나온 이후에는 새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굿즈를 소장하거나 수집하려
는 팬들이 붐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데 이런 굿즈
를 구하기 어려운 해외 팬들의 특성상 상당한 금액을 소비한다. 또한 이런 외국
인들 중에는 본인이 사용하거나 소장할 물품이 아니라 대리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관광지도 아니고 더욱이 단순히 유명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다.

58)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Ⅲ, 2012. 08. 18.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뮤직 네이션 SM타
운 선포식’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한 공연관람과 숙박을 포함하는 관광상품의 판매와, 국기, 
여권 등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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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도 상당히 특이한 공간인데, 단순히 가창, 안무 연습을 해보는 데 그치
지 않고 실제로 아이돌들이 제공받는 그대로의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같
은 촬영장에서 동일한 소품을 이용해 본인이 부른 노래가 담긴 CD, 본인이 출연
하는 뮤직비디오 DVD, 화보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아이돌의 일거
수일투족의 스케줄을 단순히 좇아 몰려다니고 집과 회사 앞에서 기약 없이 기다
리던 초기의 팬덤 문화에서 아이돌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다양한 굿즈와 미디어 
컨텐츠를 수집하던 단계를 지나, 스스로를 정확히 같은 장면에 좋아하는 아티스
트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자신이 그 대상이 된 것과 같은 체험을 제
공함으로써 이제 팬과 아티스트를 동일시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이다. 특히 방
송촬영장, 공연장과 달리 뮤직비디오 속 세트장이나 화보촬영장은 팬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었던 공간이었던 점에서 이는 SM아티움이 생긴 이후 새로 가능해
진 공간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체험의 결과물은 팬으로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었던 음반과 화보, 영상의 형태로 남아 실재한다. 영상 속 
아이돌 가수가 나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처럼 멀게 느껴지는 것이 ‘가상적’인 부
분이었고 그들을 내가 사는 현실 속에서 가까이 겪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오히려 
역으로 아이돌 가수가 속한 ‘가상적’ 영역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것이다. 

4층의 카페는 SM과 다른 기업의 협업을 통한 상품을 파는 MARKET과 아이돌
을 활용한 각종 스낵과 음료를 파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공간을 이용하는 사
람들의 모습이 특이하다. 주말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 좌석에 사람이 빼곡히 앉
는데 그 중에는 테이블에 각종 물건을 늘어놓은 채 동행 없이 오랫동안 앉아있
는 사람이 눈에 띈다. 지난 몇 번의 개인적인 방문 중에 반복적으로 목격했던 
이들의 정체가 궁금해 짧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결과, 이들은 방문객이 많은 
주말을 이용해 굿즈를 판매 또는 교환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굿즈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로 딱히 구매자와 약속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와서 누군가 사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이곳에 와있
으면 누군가가 물건을 사는데 고객은 주로 중고등학생들과 외국인이라고 했다. 
활동하는 넷상의 커뮤니티나 지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언
제 아티움에 와서 판매를 할 건지 그날그날 게시를 하기도 한다. 팬들 사이의 
개인 거래는 늘 있어왔지만 이를 위한 공간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공간 속에 나
름의 입지를 차지하고 나타난 경우는 여태껏 없었고 SM아티움을 통해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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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구매자가 공간을 기반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6 층은 공연장이 있는데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나 생일파티, 쇼케이스 등을 
열기도 하지만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홀로그램 뮤지컬과 3면 영사를 이용한 
콘서트 실황 상영을 하기도 한다. 세 가지 모두 각기 다른 공간 사용방식이 드
러나는데 실제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나 생일파티 같은 경우는 실제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는 것과 일치하게 크지 않은 공연장을 이용해 팬과 
가수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홀로그램 뮤지컬과 3면 영사 공연 
실황 상영은 실제로 내 눈앞에 배우와 가수가 있지 않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 
실제 라이브 공연장에 있는 듯한 유사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여유 공간을 이용
해 주말마다 공개 오디션을 여는 오픈 부스가 설치되어있어 아이돌이 되고 싶다
는 꿈을 갖고 연예계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의 무리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바로 옆엔 소속 아이돌 가수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도 개최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2016년 가을) 전시 중인 것들은 팬들이 직접 만든 작품(팬
아트)을 접수하여 꾸린 것으로 생산자로서 팬들의 활동을 그 공간에 전시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 코너에는 3D스캔 기술을 이용해 아이돌과 방문객의 3D 프린
팅 피규어를 제작할 수 있는 부스도 설치되어있고, 연예인을 합성해 출력할 수 
있는 스티커 사진기계도 있어 이용하는 팬들이 눈에 띈다.

공용공간은 공간의 분위기와 성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출해 놓았는
데 벽에 설치한 스크린을 통해 영상 컨텐츠를 끊임 없이 재생하고 있고 벽에는 
소속 아이돌 가수의 화보를 도배해 원래의 마감재를 알아볼 수 없다. 무대의상
과 촬영에 이용한 각종 소품과 설치물, 소속 아이돌들의 수상 트로피들을 위한 
전시공간도 마련해 놓았고 등신대 등을 이용해 마련한 디오라마는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사용된 가구와 전시품 곳곳에 친필 
싸인이 있어 이를 하나하나 찾아 인증사진을 찍는 사람도 쉽게 눈에 띈다. 

SM이 인수한 이후 변화한 점은 외부 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직접 답사
를 간 날은 건물 밖에 어린 학생들의 줄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공개 
오디션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필
로티 공간은 이전에는 별다른 쓰임이 없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오디
션을 위해 춤과 노래를 연습하기도 하고 건물 주변에 마련된 전시품을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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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기도 하며 외부에서 보이는 전광판의 영상을 구경하고 건물 입면에 걸
린 아이돌 가수의 광고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코엑스 SM 아티움은 간단히 말하면 상점, 카페, 체험시설과 공연장, 전시장이 
있는 흔한 상업·문화시설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전체를 관통하는 테마인 ‘아이돌 
문화’를 제쳐놓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해당 문화에 대해 이
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곳은 나와는 다른 현실에 속한 것처럼 멀리 느껴지는 
‘아이돌’을 재현하는 다양한 표상들로 가득하고,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
던 사람들과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거점이며, 스크린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
던 아이돌의 세계에 발 디뎌볼 수 있는 창구이자,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초현실
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첨단의 체험 시설이 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주요 사
례로 다루고자 하는 ‘라인프렌즈스토어’, ‘키자니아’ 등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사물
과 공간, 건축 요소를 활용해 ‘가상성’이 만들어지는 경향은 미미하지만 오늘날
의 ‘가상’에 대한 보편적인 관념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시설이기에 의의가 
있다.

그림 4-6 좋아하는 연예인을 합성해주는 사진기계와 3D 스캔,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

물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한 모형



- 67 -

4.3. 비건축적 ‘가상적’ 공간 사례

4.3.1. 포켓몬Go – GIS, AR, VR 
포켓몬GO는 2016년 게임 개발사 나이언틱(Niantic)에서 만든 스마트폰용 게임

으로 이미 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스터’를 휴대폰을 활용한 ‘증강현실(AR)’기술과 접목해 화제가 되었다. 게
임 속 공간이 현실 공간과 일치해,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따라 게임 내에 등장
하는 몬스터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게임을 충분히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 1월 초에 운영을 개시했으며 정식으로 발매되기 
전에도 ‘지역 구분 관계’상 먼저 플레이가 가능했던 속초로 사람들이 몰려 포켓
몬스터 세계관 내의 고유 장소인 ‘태초마을’로 불리기도 했다. 스마트 폰에 기본
으로 부착되어있는 카메라와 움직임과 자세를 감지하여 위 아래, 핸드폰의 위치
를 감지하는 ‘육축 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게임 환경을 제공했다. 유저가 게임을 진행하는 장소에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게임 내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삼아 기존에는 별다른 생각 없
이 지나쳤던 공개부지의 조형작품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가 덧씌
워지고 찾아가는 장소가 되었다. 이미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처럼 게임의 
내부 환경에서의 유저간 상호작용은 이렇다 할 것이 없지만 시공간적 동시성, 
일치 여부로 인해 새로운 교류 형태를 만들어냈다.

게임의 한국 발매 이후 반년이 지난 뒤에 추가된 “레이드 전투 배틀(Raid 
Battle)”은 유저 여러명이 정해진 시간에 한 데 모여 협력해야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였고 이용자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조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익명의 다수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 톡방’, 휴대 기기에서 인터넷 소모
임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 등으로 레이드 전투를 함께할 이용자
를 찾는 모임들이 다수 생겼고, 게임의 특성 상 모임의 구성원은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기존의 온라인 게임은 가상 공간 안에서 다른 이용자를 
만나 교류하던 것에 비해 포켓몬GO는 실제 장소에 유저가 직접 가야만 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게임 속 가상현실과 실제의 현실에서 동시에 만나 교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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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9) 

2017년 12월 중에는 이용자가 위치한 지역의 실제 날씨를 게임 속에 구현하는 
업데이트가 추가되었다. 낮과 밤의 시간적인 표현만 이뤄졌던 이전에 비해 게임 
화면 속에 눈과 비가 내리고, 하늘에 구름이 그려지는 등 시각적인 연출과 함께 
날씨에 따라 게임 속 사물들(등장하는 몬스터)에 영향을 줘 게임의 진행 양상이 
실시간으로 달라졌다. 2017년 12월 현재, 개발사는 보다 휴대기기에 적용된 증
강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게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한 단계 
더 현실적으로 만들 것을 예고했으며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
다.

59) 연구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위례 신도시’의 포켓몬GO 커뮤니티와 ‘서울대학교 포켓몬
GO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며 전자의 구성원은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초등학생 서부터, 
60대의 중년까지 다양하며. 후자는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
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하는 지역에 대한 고유한 지명과 인식을 공유하며 게임을 하지 않
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동네를 함꼐 탐험하고 소속감을 느낀다. 결국 단순히 게임을 
함께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동네 모임, 학교 동아리처럼 다양한 친목 활동이 파생되어 생
겨났다.

그림 4-7 포켓몬GO내의 전투를 하기 위해 관정 도서관 앞에 모인 pokeSNU의 구성원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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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GO는 앞으로 예고된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이다.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는 이미 광역 네트워크를 통해, 휴대기기
를 통해 우리 일상에 상용화되어 삶의 모습을 여러 방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운
전자들은 운전할 때 더 이상 지도책을 보지 않고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해 최
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며 관광객들은 관광 안내 책자보다 
도시별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낯선 도시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
다. 다양한 노선의 버스와 지하철은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와 좌석의 유무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버스정류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
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새에 일상 속에 그
저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준다고 여겼던 기술은 사실 공간 자체에 대한 이용
의 모습 또한 상당히 바꾸어 내고 있다. 

VR 기술은 콘솔 게임, 영화 등을 통해 점점 상용화를 이루고 있으며 PC의 보
급과 함께, PC방, 멀티룸 등의 시설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VR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VR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는 청년층에
게 VR방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도 여러번 취재를 하는 등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 접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맞닦
드린 현실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림 4-8 GIS 기술을 적용한 Google Map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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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 새로운 공간의 창출
가상 공간은 그 자체로 시공간의 제약, 타고난 한정된 신체의 제약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공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그러한 가상공간 또한 일일이 포착하기 어려울만큼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의 접속 창구의 역할을 하는 매개체는 PC에서 휴대기기로 주역이 바뀌
었고 이는 분명 가상공간의 변화의 큰 요인으로 작동했다. 길거리를 오가며 수
많은 사람들은 손쉽게 가상공간에 접속할 수 있고 소통은 더욱 실시간으로 이뤄
진다. 방송, 쇼핑, 게임 등은 더 이상 ‘컴퓨터 앞’이라는 공간을 제약하지 않는
다. (사실 가상 공간이 약속한 듯한 ‘시간과 공간, 신체의 제약’으로부터의 탈피
는 역설적이게도 애초에 또 다른 제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접속의 창구인 ‘컴
퓨터’가 위치한 공간과 직접 신체와 매개하는 자판과 마우스가 그것이다. 그러나 
휴대기기는 그러한 제약을 다소 초월하고 있는 듯하다. 가상 공간의 시각적 연
출은 규격과 연출을 달리해, 보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다가오고 신체는 (거의 
투명하다시피 한 스크린을 통해) 가상적 사물과 직접 조우한다. 가상공간은 직유
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실제의 공간을 복제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매개체
의 특성의 변화와 그로 말미암은 이용행태 변화에 맞춰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
다. 이는 곧 ‘가상공간’의 면면들은 결국 실재에, 현실에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
음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가상적인 것들을 이용해 꾸며 놓은 공간, 가상공간상의 행위가 현실에 옮겨오
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가상과 실재는 그 지위가 역전되기도 한다. 이는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가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언제나 공간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과 사무실 
등의 업무공간 이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공간’의 대부분과 그 이외
의 공간(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은 절대적인 것일 수 없고, 언제나 다른 것과의 
관계, 타자의 정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
른 것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점령하는 등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상호가 서로를 필수불가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살펴
본 사례에서 사람은 대부분 방문자, 이방인의 지위에서 제작자, 계획자가 마련한 
공간과 컨텐츠를 관람 또는 체험하는 입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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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역전된 가상과 실재는 그 이후 개별 주체들에 의해 영향을 더욱 연장
하기도 한다. 이렇게 역전된 공간의 이용은 다시금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포착
되어 가상 공간을 채우는 낱개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상적인 원
본과 유사한 상태와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 다뤄진 사례들은 건축물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이 등장한 사회
적 배경과 문화의 특성, 그리고 영향과 결과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건축과 공간에 대한 분석이 단순히 형태 규모 등에만 국한되지 않음과 동시에 
‘공간의 생산’을 이해하는 데에는 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인식과 해석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한 장을 할애해 현상적인 측
면을 살펴 보았다. 

그림 4-9 공간의 의미 전개 <가상 – 현실 –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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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적 공간’의 생산

5.1. 사람(행위), 사물, 공간의 3 항의 분
  석 

5.2. 가상성의 구현의 조건, 전략의 정도
  와 양상

5.3. 소결 : 단계적으로 생산되는 공간의 
  가상성

‘가상적’이라고 파악되는 이러한 공간들을 그저 오늘날의 ‘가상성’이 실재에 드
러나는 사례들이라고 선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공간이 생산되는 구체
적인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그것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있어 보다 적합할 것
으로 생각한다. 이는 앞선 장에서 사례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현
상적으로 점검한 것과 대조적으로 실제의 물질의 차원에서 사례 안의 다양한 구
성요소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의 생산’ 이론에 기대 사람, 사물, 공간의 3항의 구체적인 생산자로 나누어 각각
이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마다 그 양상과 정도, 초래하는 효과
와 의의가 다를 것이라 기대된다. 구현의 방식과 정도를 규명하는 데에는 실제 
사례에서 활용된 물리적 건축 요소들과 사물들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분석이 필
수적이며 여러 요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파악 또한 중요하다. 물리적 요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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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가상성’은 단순히 허구의 것들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단순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는 그저 1차원적인 허구로 인식되고 
말 뿐이다. 이번 장에서 찾고자 하는 ‘가상성’은 실제의 것과 허구의 것이 부딪
히고 뒤섞일 때,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두 개의 
차원이 겹쳐져 복잡한 관계와 맥락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인식됨으로써 얻어지는 
감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물과 공간을 분석함에 있어 단순히 ‘진짜’와 ‘가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짜 같으며 동시에 얼마나 가짜 같은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5.1. 사람(행위), 사물, 공간의 3 항의 분석 

5.1.1. 라인프렌즈스토어 분석
라인프렌즈스토어의 공간은 실재와 가상의 사이에서 공간을 이루는 다양한 요

소들의 각각의 구체적 특징과 서로 맺는 관계를 통해 저울질하며 ‘가상성’을 확
보한다. 이 장에서는 도면과 사진 자료를 통해 사물, 건축 요소 등을 면밀히 살
핀다.

(1) 외관 – 스크린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면

우선 건물의 외관은 붉은 색의 금
속판으로 마감되어 있고 층고와 거
의 같은 높이의 널찍한 큰 창들이 
층마다 여러 개가 나 있어 내부로 
빛을 들이거나 조명효과를 내고 있
다. 재미있는 점은 창마다 캐릭터
들이 창을 내다보는 듯한 캐릭터의 
모습, 또는 창이 액자나 디스플레
이인 것처럼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
이 프린트되어있어 건물의 정면에서 바라본 입면이 마치 하나의 꼴라주 이미지
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상품을 부각하기보다는 큼직큼직하게 그려진 캐릭터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창문을 주로 덮고 있다. 특히 라인프렌즈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림 5-1 이태원 라인 프렌즈 스토어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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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에서부터 6층까지의 창문은 아예 캐릭터의 흉상 부분을 그린 반투명 필름을 
창에 덧입혀 마치 액자 속의 사진, 디스플레이 속의 이미지처럼 여겨진다. 주로 
휴대용 기기의 디스플레이로 접하는 캐릭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치 건물의 입
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캐릭터들이 사는 기기의 화면으로 들어가는 기
분이 들기까지 한다.

(2) 도로 – 정보 제공과 연상 작용

매장의 1층과 2층의 공간은, 계절의 변화와 각종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장식요
소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낸다. 또한, 신제품이 나오면 제품이 돋보일 수 있
는 진열대를 새로 장만하는 등 구성과 변형이 자유롭다. 이런 와중에 이 공간이 
‘가상성’을 확보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마치 거리의 바닥처럼 거칠게 마감된 
바닥에는 도로 구분선을 연상시키는 하얗고 노란 선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선 중 일부는 실제 매장 공간형태와 연관이 있지만, 일부는 무작위 하게 그
려져 있다. 기둥과 계단 등 건축 요소와 일부 가구 등 고정된 요소들과 평면 형
태에 일치하게 그려진 노란색 선은 고객의 대략적인 동선을 제시하고, 건축 요
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실제 도로 구분선이 하는 역할을 하지만, 흰색 선은 
매장 내 가구 배치, 공간의 형태와 대체로 무관하게 그려져 있다. 횡단보도, 화
살표 등 실제 도로에서 사용되는 기표이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의미
가 불분명한 선들도 있다. 마름모로 반복되어 바닥에 그려진 선들은 마치 하나

그림 5-2 라인 프렌즈 스토어 매장 바닥과 계단에 그려진 가상의 도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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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늬나 패턴처럼 허전할 수도 있는 여백을 채우고 있다. 이런 무늬 중에는 1
층 계산대 앞, 대기 장소를 표시한 것이나, 상품 진열대의 위치와 일치하여 진열 
영역을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진열대와 무관하게 그려진 것들도 
있어 명확히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시설 성격상 내부의 사물 배치가 쉬
이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면 특정 배치에서는 나름의 역할이 있을 여지가 있다.) 
또한 CASHIER나 STOP, 3F 등의 문구도 바닥에 그려져 있는데 몇몇은 실제로 
옳은 방향을 지시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옳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들은 
대체로 기대되는 위치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가 일치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동과는 상관없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다른 사물 등과 겹쳐져 이용에 
혼란을 줄 만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다.

1층의 출입구를 통해 매장에 들어오면 정면에 보이는 대형 캐릭터 인형을 빙 
둘러 자연스럽게 계단으로 도로선이 이어지고, 계단참의 바닥과 옆면에도 도로선
과 화살표가 그려져 자연스러운 관람 동선을 제안한다. 

라인프렌즈스토어의 3층은 카페로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1, 2층과 
달리 고객이 앉아서 음료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좌석들이 준비되어있다. 특히 
카페 공간 중심에 놓여있는 버스정류장 모형과 거리를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소
품과 사물들, 바닥에 그려진 도로와 보도 선들은 이 공간이 ‘가상성’을 획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로선은 건물의 1, 2층의 매장 공간과 주요 동선인 
계단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져 3층까지도 연결된다. 우선 계단에 그려진 도로
선의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바닥면에서 자연스럽게 계단으로 
도로선이 이어진다. 특이한 점은 계단 참에서는 도로선이 바닥면에 있지만, 계단 
자체에는 바닥면이 아닌 옆면에 그려져 올라갈 때는 도로선이 뚜렷이 보이지만 
내려올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도로선이 
계단의 바닥면에도 옆면에도 그려져 있지 않다. 1층과 2층 매장의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거니와 3층에 올라오는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속의 거리 모습이 
나타나기에 이를 누락시킨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3층의 바닥은 어두운 검은 회
색의 작은 석재와 시멘트를 재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도로에 사용하
는 구분선을 그려놓음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
를 보고, 도시의 야외에서 볼법한 바닥 재료와 함께 도로와 유사한 색감, 그리고 
도로선은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결코 서울의 도로를 그대로 닮아있지 않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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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도로에 석재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유럽 도시의 
거리에서 오히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석재와 우리나라의 도로 색을 섞어 만든 
라인프렌즈의 도로는, ‘직접 겪어서 아는 도로’와, ‘도로에 대한 뚜렷한 실체 없
는 이미지’가 한데 뒤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 공간은 일차적으로 ‘가상성’을 획
득한다. 이 도로를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제 도시 속의 도로와는 또 다른 
큰 차이를 가지고 이를 통해 ‘가상성’을 추가로 얻게 된다.

도로가 그려진 부분은 주로 좌석이 아닌 이동을 위한 동선에 해당하는 부분으
로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시작되어 계산대로 이어지고, 이를 지나 카페 제일 
안쪽 공간으로 연결된다. 도로가 아닌 부분은 다른 층과 같은 시멘트와 몰탈 마
감의 바닥으로 마감되어 있다.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마주치는 ‘Line Cafe’라고 
적힌 노란 가게의 입면 앞에 놓인 벤치에는 사람 크기만 한 캐릭터 브라운의 인
형과 그보다 작은 병아리 캐릭터 ‘샐리’의 인형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얼굴을 
본뜬 마카롱 과자를 먹고 있다. 바로 그 앞에서 시작되는 노란색의 도로 구분선
은 우측으로 꺾어져 버스정류장을 맞닥뜨리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버스정류장 앞
에는 버스가 멈추는 영역이 표시되어 있고, 카운터 방향으로는 건널목과 함께 

그림 5-3 라인 프렌즈 카페의 바닥에 그려진 도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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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선이 매장 내부까지 연결된다. 버스정류장 앞의 도로선은 일반 도로선처럼 
중간, 중간 끊어진 점선이지만 좌우로 꺾쇠 모양 화살표를 사용해 진행 방향이 
다르게 표시되어 중앙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차량의 적정 속도를 알려
주듯 30이라는 숫자가 원 안에 쓰여있다.

이런 모든 장치를 활용해 실제의 도로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을 본 따 재현해놓
은 만큼 이 공간은 실제 거리처럼 보이는, 따라서 가상적이지 않은 공간인 것 
같지만, 이런 장치들의 배치 방식과 각각의 관계 등 구체적인 활용을 통해 역설
적으로 ‘가상성’을 획득하고 있다. 바닥에 그려진 도로선만 보면 계단에서 올라
온 지점에서부터 버스정류장을 거쳐 계산기 앞을 지나 매장 가장 안쪽까지 도로
가 무리 없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성립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의 폭은 제각각으로 통일되어있지 않다.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보면 일반적인 도로와 다르게 우측통행이 아닌 
좌측통행으로 표시가 되어있다. 건널목은 한쪽이 다른 사물에 막혀 양방향의 통
행이 불가능하다.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버스의 진행 방향으로는 도로가 끊겨있고 
정류장 앞에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를 표시한 선은 버스정류장의 크기를 고려했
을 때 터무니없이 작다. 

이는 도로가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통행을 실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연하지만 달리 말하면 도로의 체계를 철저히 따르지 않음을 통해 바닥에 그려진 
선으로부터 사람들은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들
은 바닥의 검은 석재와 도로 구분선을 통해 이 공간에서 이 부분은 도로에 해당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결코 실제와 같지 않은 여러 장치를 통해 ‘가
상의 도로’라는 것도 동시에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가 그려지지 않은, 바닥의 나머지는 아래층의 매장들처럼 회색의 시멘트 
위에 우레탄을 시공했다. 이 공간은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과 대조적으로 바닥에
는 전혀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좌석이 놓이며 그 밖에 다
양한 사물들이 나름의 맥락을 가지며 배치되었다. 이 부분은 바닥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통해 도로와 함께 있을법한 거리의 모습 또는 건물 내부 공간의 모습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도로선을 살펴본 이후의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도
로선에 의해 ‘가상의’ 도로가 된 공간이 그 이외의 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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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무엇과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도로와 닿아있는 나머지 공간의 경계는 각기 다른 바닥 재료 사이를 처리하기 
위해 회색의 긴 타일을 사용했다. 도로에 해당하는 바닥의 재료와 색이 크게 다
르지 않아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두 바닥재가 직접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
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색의 긴 타일은 마치 보도가 끝나고 
도로가 시작되는 위치에 사용하는 보도 경계석과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실제의 보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높이 차이가 없다는 점과 다른 사물을 고려했
을 때 시멘트 바닥의 공간이 보도인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실제의 것을 닮았
으나 실제와 같지 않은, 즉, ‘가상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도로와 가로의 경계 – 비일상적인 배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부분이다. 현실의 버스정류장을 
많이 닮은 이 버스정류장은 실제가 그러하듯 보도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버스정류장을 바라본 위치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로 다른 바닥재
가 만나는 경계와 평행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가로등은 도시 속의 가로
등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고정되어있고 실제로 환하게 켜져 조명의 역
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실 속의 가로등처럼 보도와 도로의 경계의 위치에서 양
측에 동시에 빛을 제공한다. 다만 내부 공간의 크기에 맞게 축소되어있고 버스

그림 5-4 라인 프렌즈 카페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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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에서 시작해서 도로가 꺾어지는 지점까지 총 다섯 개의 가로등이 같은 간
격으로 일렬로 서있다, 그러나 이 열에서 이탈한 가로등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여섯 번째의 가로등은 다른 맥락과 상황을 만든다. 

도로와 가로의 경계에는 가로등 말고도 
다른 사물이 존재한다. 회색의 금속 재질
의 펜스가 바로 그것이다. 도시의 생활 속
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보도의 펜스와 크
게 다르지 않은데 이 또한 일반적인 가로
등처럼 도로와 맞닿은 보행로의 가장자리
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실제 펜스의 모습
과 같다. 일렬로 서있는 다섯 개의 가로등
과 평행하게 바닥에 고정된 다섯 개의 펜
스는 더더욱 그것을 경계로 나뉜 도로 옆
의 이 공간을 보행로라고 주장한다. 그리
고 가로등과 펜스를 따라 중간중간 관상
용 나무가 심어진 화분이 놓여있는데, 마
치 거리를 따라 서 있는 가로수처럼 다른 
요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마치 실제
의 가로와 같은 분위기를 더욱 강화한다. 

물론 바닥이 아닌 화분에 심긴 실내에서 볼법한 식재라는 점은 실내공간에 맞춰 
변형된 다른 요소들처럼 실제 같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물로 작용하고 있
다.

서로 다른 바닥의 재료와 가로등, 펜스가 나누어버린 ‘보행로’의 공간에는 보도
를 걷다가 마주할법한 가게가 등장한다. 첫 번째 가게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가
게이고 두 번째 가게는 레코드 가게이다. 각각은 화려한 간판을 내건 채 가게의 
창문 또는 쇼윈도 위로 그럴듯한 차양까지 드리우고 있다. 당장이라도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손잡이까지 갖춘 문도 있으니 길을 
걷다가 마주할법한 자연스러운 상가의 모습이어야겠지만, 이 가게들의 입면은 전
혀 헷갈리지도 않는 ‘허구’, 즉 ‘가상’의 것이다. 첫째로 도로선을 통해, 그다음엔 
가로를 이루는 장치들을 통해 실재를 그럴듯하게 재현하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

그림 5-5 가로등과 도로구분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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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실재와 허구의 사이를 오가며 ‘가상성’을 확보하고 있
는 이 공간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 공간에 있는 ‘가게’를 살펴볼 차례
이다.

(4) 가게 입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Line Cafe’라고 적힌 간판을 
가진 노란색의 가게 입면과 더불어 보행로의 공간에 있는 두 가게까지, 라인프
렌즈스토어의 3층 카페에는 총 세 개의 허구의 입면만을 가진 가게가 존재한다. 
3층 매장 공간 가장 안쪽에 있는 ‘Barber Shop’이라 적힌 이발소까지 총 네 개
의 ‘가상’의 가게가 존재하지만, 이는 나머지 세 개와 다르게 단순히 입면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내부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어 다른 효과를 
지닌다.

입면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가게들은 실제로 불이 들어오고 개성 있는 글씨
로 적힌 간판이 달려있다. 그리고 실제 건물의 외장재로 쓰이는 사이딩과 몰딩, 
창틀 등의 입면 요소를 활용해 입체감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이 
가게의 입면들이 철저히 ‘허구’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요인이 있다. 
강렬한 형광 노란색 또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실제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
도록 재질감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가게의 문, 창틀, 벽면 등 입면을 이루는 요
소들 사이의 접합이나 재질의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 점은 각각이 입체감을 가
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을 가공해 조립했다기보단 통째로 만든 거대한 플라

그림 5-6 가상적 가게 CONY RECORD의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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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의 조형처럼 느껴지게 한다. 창문에 내부 공간이 투과되는 유리창이 아닌 
거울이 들어가 라인프렌즈스토어 카페의 공간을 반사하고 있다. 반사되는 것이 
각종 실제 카페의 좌석과 카운터를 비롯한 매장 공간임을 고려하면 가게의 입면 
안쪽에 유사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효과를 가져오려는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창문인 체하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실제 음식점의 
내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창문이 아니고 단순히 반사하고 있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개의 가게 입면은 비록 단순히 
그림을 출력해 붙인 벽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라인프렌즈스토어의 3층 카페에서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는 방식과 구성요소
가 실제 도시 속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실을 더욱 닮아있다는 사실은 
‘가상성’을 오히려 약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보행로에 맞닿아 있는 ‘가게’들로 
인해 다시금 ‘가상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게의 입면까지 고려했을 때 여
전히 ‘가로’의 공간으로 느껴졌다면, 가로의 느낌을 흐리는 다른 요소들의 개입
으로 그 느낌이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와 흡사한 도로와 
보도의의 경계에는 여유 공간 없이 바로 카페 고객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
다. 테이블과 의자가 가로등과 펜스 옆에 놓이는 순간, 설득력 있게 다가오던 이 
공간은 ‘보행로’라는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

(5) 가구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좌석들은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 가로를 연상시키는 가로등과 펜스의 바로 옆, ‘가상
의’ 가게의 바로 앞은 모두 빼곡하게 좌석이 차지해 보행을 위한 여유 공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 최소한의 공간은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이 좌석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통로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많은 사물과 장치
로 가로로서 나타나던 이 공간은 너무도 현실적인 카페 가구를 통해 ‘가로 같은’ 
카페, 즉 ‘가상적’ 가로가 되는 것이다. 실제의 도시 공간에서라면, 도로와 보도
가 나뉘는 지점에 이런 가구가 놓일 리 만무하기에 가로등은 도로와 보행로를 
비추는 가로등이 아닌, 카페의 실내조명이 되고 펜스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 82 -

것이 아니라 카페 공간을 구획하는 공간적 요소가 되며 바닥재는 용도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닌, 각기 다른 재료를 활용한 디자인 어휘가 된다. 카페 매장 가
장 안쪽은 ‘도로’가 이어져 있는데, 도로선은 그렇지 않다. 도로선이 끊긴 지점에
서부터는 마찬가지로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보행로’에서 가구로 인해 
나타난 효과와 유사하게 ‘도로’로서의 성격을 흐리고 허구임을 일깨워준다.

테이블과 의자가 철저히 현실의 카페를 위한 가구였다면, 허구의 거리를 위한 
가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는 핫케이크 판매대는 해변 등
의 휴양지나, 놀이공원 같은 유원지에서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또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식을 판매하는 이동식 가판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별도의 주방이 있고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식 대부분은 주방에서 조리하지
만, 따로 핫케이크 가판대를 둔 것은 거리의 느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이동식 가판대 또한 다른 많은 요소와 마찬가지로 ‘가상성’을 확보하는 장치
이다. 실제 가판대가 아닌 제작품인데, 이는 실내에 적합한 크기와 형태가 필요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실제로 이동을 하며 판매를 해야 하거나, 재료와 
물품을 휴대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데도 실제 이동에 쓰이
지 않는 지름이 큰 수레바퀴를 달고, 내리쬘 리 없는 햇빛을 막거나, 내릴 리 없
는 비를 막을 차양을 친 것은 거리에 있는 실제의 것과 허구의 것을 뒤섞기 위
함이다. 카운터 앞에는 판매하는 상품을 위한 진열대가 있는데 이 또한 수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실제 수레가 아닌, 수레의 모습을 본뜬 가짜 수레이

그림 5-7 이동식 가판대를 닮은 조리대와 목재 화물 박스를 닮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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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레바퀴를 달려있어도 이동은 다른 바퀴로 하는 이동식 판매대와 달리 
수레바퀴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라인프렌즈스토어의 카페에는 기
능과 형태가 각각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물들이 때로는 조화로운 맥락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가상성’을 전달하고 
있다.

매장 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는 선박이나, 비
행기를 통해 운반되는 거대한 목재 화물 상자이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관하고 진열하는 냉장 쇼케이스와 계산대가 놓인 카운터, 그리고 비품 비치용 
가구는 전부 화물 상자를 차용해 디자인되어 공간 안에 화물 상자가 군데군데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객들이 앉게 되는 좌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더
욱 그러하다. 목재 화물 상자는, 가구 디자인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
체로 일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별도의 쓰임 없이 단순히 소품에 불과하다. 
각자 역할이 다른 사물이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더
군다나 도시 속, 거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사물이기에 ‘가로’의 모습과 
충돌하며 또 다른 공간 분위기를 가져온다. 계산대 옆에는 합판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방이 있는데, 카페의 주방으로 연결되는 직원 공간이지만, 마치 공사장이
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함판 구조물과 많이 닮아있다. 화물용 목제 상자
와는 썩 어울리는 모습이지만, 그 위에 “Sally Kitchen”이라 적힌 간판과 여러 
음식 그림이 그려져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6) 입면

이렇듯 전혀 다른 맥락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물들 속에서 또다른 건축 요소
가 개입한다. 그것은 허구의 가게가 아닌, 실제 라인프렌즈스토어의 카페의 내부
의 입면이다.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은 서로 특징이 다른데, 다른 
사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카운터와 가구들, 그리고 허구의 상가 입면, 가로등 펜
스 등의 사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측과 달리, 좌측
은 목재 화물 상자 소품을 배치한 것 이외에는 크게 두드러지는 점이 없는 듯하
다. 도로와 함께 가로등, 펜스가 모두 끊기고 다른 장치 없이 ‘가상’의 가로가 
아닌 그대로의 카페 공간으로 느껴진다. 장식을 위한 몇몇 소품이외에는 좌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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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는 가구가 주로 놓여있는 이 부분은 내부 벽면이 인상을 주로 결정한
다. 엘리베이터 코어 쪽 내벽은 고유의 나뭇결이 느껴지는 목재로 마감했고, 외
기에 면한 벽의 안쪽은 버스 정류장 뒷면을 지나 가상의 가게 입면이 등장 할 
때까지, 하단에는 백색의 타일로, 그리고 상단에는 회색 페인트칠로 마감했다. 
여느 상업공간의 실내에 쓸법한 재료이고, 또 외벽에 나있는 큰 창들과 내다보
이는 외부의 풍경과 함께 명료한 ‘실내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부분 또
한 따로 격리되어 있지 않고 버스 정류장과, 가로등, 도로 등의 다른 부분과 함
께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맥락 속에서 어떤 ‘가상의’ 건물 속의 공간으로 여겨
진대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어지던 입면은 가상의 가게 두 개를 지나 다시 다른 공간이 등장함에 
따라 또 다른 입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때 바닥은 ‘도로’에 해당하는 석재
가 만들어내는 공간이며, 도로선은 이어지지 않고 좌석이 놓인다. 마찬가지로 너
른 창문이 함께 있는 벽의 안쪽은 이번에는 적벽돌로 마감했다. 실내의 입면 마
감재료로 이미 흔하게 쓰이는 벽돌이지만 바닥의 재료와 벽에 있는 전등, 그리
고 그래피티(graffiti)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그림들로 인해 실외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창문에는 도로와 보도의 경계선에 설치되었던 
철제 펜스가 사용되는데, 개폐가 되는 창문도 아니거니와, 그 자체로 물리적인 
차폐를 이루기에 펜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위치에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조적
조의 외피를 가진 건축물과 함께 도로의 가장자리에 온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바닥면에 따라, 입면의 재료도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의 성격 또한 달라지는 것
이다.

(7) 버스정류장과 이발소

가장 안쪽에는 또 하나의 허구의 가게인 ‘이발소’가 있는데, 이 이발소는 내부
공간을 별도로 가진다. 출입을 위한 문과, 개폐가 가능한 접이식 창문 등이 있는 
벽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별실이다. 이 이발소의 내외부에는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바닥재와 입면재료로 마감하고 별개의 조명과 가구, 그리고 별도의 천장 
마감 없이 구조를 노출한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천장까지 지녔다. 벽의 한쪽 면
에는 실제의 이발소처럼 거울이 나란히 놓여있다. 하지만 이발소의 가구와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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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고객의 모습을 한 모형은 이발소 안에 없고 가구는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
들을 위한 또 다른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내부 공간으로 여겨
지는 이 이발소덕분에, 이발소의 밖은 외부로 느껴진다. 이발소는 이렇듯, 라인
프렌즈스토어 카페의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공간으로 여겨지지만, 이곳
에 있는 네 개의 허구의 가게 중에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을 갖춤으로
써 나머지의 입면들도 이처럼 고유한 나름의 공간을 지닐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다만 방의 바깥 모습과는 달리 평범한 마감재와 가구, 소품을 사용한 미용
실의 실내 공간은 평범한 카페와 구별되지 않고 폴딩 도어를 닫으면 바깥의 라
인 카페 공간과 격리되어 오히려 실재와 허구가 뒤섞이는 가상적 분위기를 잃어
버리고 만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관계를 맺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독보적인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공간 중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모형’이다. 실제 버스
정류장과 형태와 크기가 아주 흡사하고, 비록 가짜이지만, 정류장 명칭과 노선
도, 광고판까지 갖춘 제법 그럴듯한 ‘버스정류장’이다.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
라와 카페를 향해 우측으로 돌면 바로 눈에 보이며, 버스 정류장 뒤로 있는 창
문을 정류장 벽에 있는 허구의 이미지들이 가려, 실제 건물의 바깥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연스럽게 카운터로 옮겨감에 따라 가상의 가게 입면까지 연속적으
로 바라보게 된다. 이는 ‘가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제의 도시를 바라
보게 되는 창문과 거리가 있는 부분에 집중된 것과 같은 이유로 파악할 수 있
다. 버스 정류장의 옆에서 바라본 모습은 정면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
은 바로 상부 구조물에 그려진 줄무늬이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번갈아가며 칠해
진 이 줄무늬는 흔히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함을 알려주는 무늬로, 철로 건널목
의 차단 구조물이나, 도로의 높이 제한 구조물, 또는 주차장의 기둥과 벽, 차단 
시설 등에 흔히 사용되는 무늬이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뿐이기에 ‘버스정
류장’ 모형에 그려진 무늬는 결코 무언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그려진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이 무늬가 보이는 위치에서는 ‘버스정류장’은 다른 많은 사물들에 가
려 온전히 다 인식되지 않고, 진입 차단 구조물을 연상시키는 상부만이 같이 보
이며, 도로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거리 같은 이 공간의 ‘가상성’을 한 단계 견고
히 하는 것이다. 

‘버스정류장’은 방문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모형인데, 실물 크기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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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해놓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가상적’인 정류장에는 사람크기와 비슷한 캐
릭터 모형들이 놓여있다. ‘라인’의 캐릭터 중 하나인 금발의 ‘제임스’가 정류소에 
앉아 신문을 접어 들고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람자를 마주 응시하고 있고, 대표 
캐릭터인 ‘브라운’과 ‘코니’가 버스를 기다리는 듯 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있다. 
정류장의 앞에는 또 다른 캐릭터 ‘문’이 목적지를 검색해보는 것처럼 휴대폰(모
형)을 들고 서 있다. 이토록 주어진 배경에 맞는 상황을 보여주는 캐릭터 모형들
의 모습은 그럴듯한 이야기로서 관람자에게 다가온다. 그 이야기 자체는 비록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보고 겪을 수 있는, 즉 개연성 있는 이
야기의 구조 속에서 관람자는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고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인프렌즈스토어 카페의 다양한 공간, 사물 요소는 마침내 라인의 캐릭
터들이 준비된 장면 안에 등장할 때, 한층 더 강하게 ‘가상적’ 차원에 도달하게 
된다.

(8) 캐릭터 모형 – 가상적 인격의 체화

앞서 살펴본 카페 공간 곳곳에 캐릭터 모형이 있다. ‘버스정류장’에 있는 여러 

그림 5-8 라인 프렌즈 카페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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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과 더불어, 입면만 있는 상가 앞에 놓인 좌석에 마치 일행을 기다리는 것처
럼 턱을 괴고 앉아있는 ‘브라운’이나,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문’ 
등의 캐릭터 모형은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던 다양한 요소가 만들어낸 공간의 
맥락 안에서 상황을 제안한다. 이 때 캐릭터 모형에게 부여되는 역할은, 이미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개인이 모형에 이미 부여한 ‘가상적 인격’을 투
사함으로써 작용한다. 방문객은 모형들과 함께 앉거나 나름의 포즈를 취하며 사
진을 찍고, 모형이 놓여있는 좌석에 가서 앉아 주문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비로
소 하나의 장면과 상황을 완성하게 된다. 이 때 실제를 닮았지만, 실제처럼 작동
하지 않는 요소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던 요소 사이의 관계들, 가짜
라는 것이 뻔하게 드러나던 것들은 결국 ‘가상의 인격’이 투사되는 캐릭터 모형
과 기꺼이 동등한 인격체로 참여하는 행위자로 인해 그 자체로 나름의 ‘실재’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실재는 ‘가상성’으로부터 기인한다. 모형의 특징 중 하나는 
판매하는 인형들과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캐릭터의 생김새를 그대
로 본뜬 제품은 대부분 플라스틱이 아닌 섬유 직물로 겉면을 만들어 인형으로 
느껴진다. 플라스틱 모형은 형태가 고정되어있어 신체와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진
열하는 경우가 많고 천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안고 손과 얼굴로 만진다든지, 실
생활에서는 몸에 닿는 침구와 같이 두기도 하는 등 훨씬 신체와 친근한 재질이
다. 매장 안에 있는 라인프렌즈캐릭터 모형들은 판매하는 인형과 같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 별다른 역동적인 동작을 하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가서 기대거나 올라가거나 붙어 앉는 등 신체적으로 훨씬 가깝고 친근한 상호작
용을 하게 된다.

(9) 관객 – 체험하고 몰입하는 관객성

라인프렌즈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은 단순히 캐릭터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들
어온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만들어진 캐릭터들의 생활 공간이 되는 가상의 거리, 
주택, 가상의 세계를 방문한 손님, 즉 이방인이 된다. 건축요소서부터 가구, 사물 
등이 모두 가상적 세계를 연출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이 곳에서 가상의 세계
와 현실 세계는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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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상성의 발현

‘가상성’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뒤섞일 때 
강하게 드러난다. 통상적인 카페가 아닌, 거리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요소와 실제 
카페로 작동하는 데에 필요한 현실적인 요소는 무엇이 정확히 어느 것에 해당한
다고 명확하게 나누기 힘들고 동시에 여러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
성’은 재현물이 그 대상을 그대로 재현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 또는 완전히 낯선 
허구의 것만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가상성’은 대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재현을 하는 동시에 그 원본의 작동원리와 당연한 맥락을 비틀거나, 형태
와 크기, 기능을 변형할 때 일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영향
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맺고 고유한 맥락을 만들 때, 이차적으로 강화되고, 맥
락 안에서 실재와 가상의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상황을 만들 때 비로소 라인프렌
즈스토어의 카페 공간의 ‘가상성’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때 ‘가상성’은, ‘현실성’
에 반하는 개념이 아니고 또한 ‘허구’와 동일한 의미도 아니다. 현실과는 다르지
만, 온전히 허구의 것이 아닌, 오히려 그사이 어딘가의 위치에서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 마구 뒤섞인 결과로, 그 결과가 현실과는 다르지만 낯설지는 않은 차원
의 것이 된다.

5.1.2. ‘키자니아 서울’분석과 비교

“가상은 없다, 모두가 다 진짜!!”

‘현실 세계의 여러 직업을 체험하며, 어른이 되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직업 
체험형 테마파크’인 키자니아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어린이들의 열
정과 신념이 모여 만들어낸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나라”인 키자니
아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나름의 국새와 국기, 권리도 있고 실제로 하나의 
‘국가’로 여겨지게끔 이름 또한 어린이의 Kid와 ‘~의 나라’를 뜻하는 접미사 –
Ania 두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었다. 가상의 국가와 가상의 화폐를 사용하지만, 
가상이 아니라 진짜라고 말하는 키자니아의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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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니아는 건물의 실내와 외관, 그리고 거리까지 도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놓고 있다. 키자니아에 있는 건축물들은 아이들의 신체에 맞게 2/3의 크
기로 축소해서 재현해놓았으며 실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거의 현실의 도
시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다. 국가를 표방하기 때문에 입장은 출입국시설처
럼 만들어 놓은 매표소를 통해서 하게 되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노동함으로써 키자니아 고유의 화폐를 벌고 그것으로 상품이나 음식을 
구매하는 등 실생활의 경제를 거의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이 가상적 경제활동
을 위해 실제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점은 이 공간을 실제 공간처럼 느껴지게 한
다.

최초로 키자니아가 시작된 남미에서부터 현재 전 세계에 서른여 곳에 달하는 
키자니아가 지어졌고 미국 등의 국가에선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에는 서울
과 부산 두 도시에 각각 운영 중이며 한국보다 먼저 키자니아를 수입한 일본의 
경우도 도쿄와 고시엔 두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키자니아는 2010년 
잠실 롯데월드에 있었던 실내 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들여왔으며 MBC의 자회사
인 MBC PLAYBE에서 운영 중이다.

(1) 입국장

잠실 롯데월드의 입구와 가까이에 있는 키자니아는 ‘국가’를 제창하고 있기 때
문에 입출국 절차를 거쳐야 입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1층의 매표소와 입구는, 발
권대와 출입국관리소를 갖춘 공항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닥이나 벽, 천장 등의 
건물의 실내 마감재에서는 공항을 연상하게끔 하는 특이한 점은 찾아보기 어렵
고 그보다는 다른 사물과 장치들을 통해 공항의 모습을 꾸며 놓았다. 입구와 출
구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장소는 출국장과 입국장의 모습
이 뒤섞인 모습이다. 특히 입장을 대기하는 공간에 나란한 두 개의 기둥을 연결
하며 만들어진 원형의 컨베이어 벨트, 캐러셀 모형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지만 
공항 입국장의 수하물 찾는 곳을 연상시킨다. 기둥에는 A, B 등 창구를 구분하
는 알파벳 간판을 부착하고 캐리어가 올라올 것 같은 통로도 만들어져 있다. 그
러나 원형의 벨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벨트의 폭은 캐리어가 올라가기엔 폭이 
매우 좁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 상부 천장에 수하물 안내용 디스플레이를 연상
시키는 모형물이 매달려 있지만, 화면은 틀어지지 않는다. 결국, 어린이들이 올
라가서 장난치고 놀거나 누워있는 등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거나 사람들이 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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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키자니아의 1층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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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처럼 이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구조물은 공항의 입국 
시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하물 찾는 곳에 놓이는 고유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
소 변형이된 모형만으로도 키자니아의 입구 공간을 ‘가상적’ 공간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벽면에는 세계지도와 함께 여러 나라의 시간을 표현한 시계와 
각국의 키자니아 소개 영상을 틀어져있다. 발권대처럼 보이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을 구매하면, 발권대 옆의 금속탐지기 모양의 게이트를 지나 이어진 입국 심사
장에 도달하게 된다. 세계시계, 직원들의 복장, 대한항공 간판, 안내 표지판 등의 
소품들은 입국장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오며 게이트를 통한 ‘가상적 세
계’로의 진행을 위한 심적 준비를 돕는다.

(2) 거리의 모습과 건물 배치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펼쳐지는 도시의 모습. 아이들의 신체 크기에 맞춰 축
소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축소되지는 않고, 건축물과 설치, 거치용 사물들
이 축소된다. 실제 도시에서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백 없이 빼곡하게 있다. 
나란히 들어선 체험시설은 각각 건물의 형태를 하고 출입문과 창을 가진 입면을 
거리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시설의 사이는 실제 도시에서처럼 도로와 보도
가 있는 거리이다. 거리의 바닥 재료는 보도에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크기와 모
양의 블록을 사용했고, 도로가 되는 부분과 보도가 되는 부분은 각각 다른 블록
으로 차이를 두었다. 블록의 위에는 페인트칠을 했는데 덕분에 실제 거리의 블
록들이 가지지 않는 광택이 생긴다. 페인트는 균질하게 칠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닳은 것처럼 보이게끔 거칠고 두께감 있게 칠했다. 도로와 보도가 만나는 
경계는 길쭉한 도로 경계석 같은 바닥재를 사용해 서로 다른 재료의 충돌 사이
에서 완충작용을 한다. 구름과 파란 하늘이 그려진 천장과 기둥. 가로등과 신호
등이 거리의 빈 공간을 채우며 실제의 거리와 대단히 유사한 모습으로 관람자에
게 다가온다. 체험에 이용되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지만 차도와 보도 사이에 
단차는 없다. 따라서 차량 주행 시 안내 직원이 차량보다 앞서 걸으며 사람들에
게 주의를 주며 주행할 공간을 확보한다.

체험 시설의 유형별로 어느 정도 zoning이 되어있고,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
는 편의시설도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끼어있다. 대체로 체험의 성격이 유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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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급하는 항목이 비슷한 시설들이 함께 놓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것들이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장과 자동차 정비센터가 함께 있는 경
우는 유사 시설끼리 배치한 경우이고 유물 발굴 현장과 초콜렛 제작 시설이 마
주보고 있는 것은 반대의 경우이다. 방문객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편의 시설 또
한 프로그램 배치 상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다. 

(3) 건물과 입면

보편적인 소방서를 연상시키는 키자니아의 소방서 건물은 하얀 외관과 붉은 창
틀, 그리고 유리블록 등을 사용해 관공서, 그중에서도 소방서의 느낌을 잘 살리
고 있다. 차고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건물 형태를 잘 활용해 소방

그림 5-10 키자니아의 거리와 체험시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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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주차될 자리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방서 건물들을 살펴보면 
키자니아의 소방서와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도
시마다 빼놓지 않고 있는 소방서 건물은 대체로 빨간 ‘119 마크’를 잘 보이는 
곳에 크게 붙여놓을 뿐, 상징적인 흰색과 빨간색이 건물 외관에 두드러지게 드
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상층에 많은 차고와 119 간판을 제외하고 보면 다른 
관공서 건물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다. 키자니아의 소방서는 오히려 장난
감으로 만들어진 소방서의 모습과 더욱 닮았다.

키자니아에 있는 다른 많은 건물 역시 소방서와 원리가 유사하다. 해당 시설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했으며, 이 ‘이미지’가 시설마다 떠올리
는 특정 시기를 지닌 경우 적극적으로 특정 시기의 건축 양식을 차용했다. 라디
오스테이션, 시청과, 은행, 공연장의 경우가 그것이 두드러지며 나란한 건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도시 또한 다양한 연대에 지어진 건축
물들이 축척되어 동네를 형성한다는 점과 표면적으로는 공통된다. 다만 실제 도
시에서는 지어진 연대에 따라 표면의 마모와 노후 정도가 차이가 나는 등 시간
의 누적을 인지할 수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색으로 칠해졌거나 실제 건축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지은 키자니아의 건물 입면들은 시기가 달라도 통일감 
있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건물마다 차용하고 있는 시기가 다른 것은 마치 테마
파크의 컨셉이 다른 영역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것처럼 키자니아의 공간 안에서
만 타당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상적 세계가 된다.

(4) 가구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체험 시설마다 필요한 정말 많은 사물들
을 키자니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험에 필요한 물건들 또한,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의 신체에 맞게 축척을 바꿔서 
만들거나, 모형으로 제작된 것도 많다. 이런 사물들은 공간 안에 온통 뒤섞여 있
으며 체험시설 실내에는 아이들과 직원들만 입장이 가능한데다가, 사물 자체가 
너무 많기에 전부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사물들을 언급하기보
다는, 특징적인 몇 가지의 물건들을 골라 역할과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 더욱 적
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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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의 놀이기구들은 한 번에 탑승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듯이 키자니아의 
체험시설 또한 한 번에 입장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시설 밖에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대기할 공간이 필요하
고, 그 앞에 놓인 벤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체험시설 밖 거리에 놓인 벤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검은 철제 다리에 기다란 목재 판을 여러 개 올린, 여느 
거리에서 흔하게 볼법한 벤치와 1부터 숫자가 순서대로 적힌 조금 낮고 상판도 
작은 벤치가 있다. 숫자가 적힌 벤치는 체험시설마다 재료도 조금씩 다르고 모
양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이들만 앉는 의자라는 특징이 있다. 이 의자의 역
할은 단순히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순서를 기다리
는 동안 아이들은 직원이 준비해주는 유니폼을 미리 입고 해당 체험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미리 안내를 받는다. 따라서 이 벤치는 체
험시설마다 다른 역할로 분하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서 다른 정체성을 획득하
는 연결 통로인 셈이다. 대체로 작은 숫자들이 체험시설 건물의 문에 가까이 놓
이도록 배치가 되어있어 아이들은 앞에 앉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문에 가까워질
수록 부모님과 앉아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실제 세계에서 문 너머에 있는 가상
의 세계로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특히 대기하기 위한 이 의자들은 모
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건물의 외관에 맞춰 체험시설에 따라 각기 다른 재료와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벤치는 건물의 외관의 일부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어른들이 앉는 일반 벤치와 구분할 수 있다. 

(5) 관객 – 체험, 관람하는 관객성

키자니아에 있는 사람은 크게 세 종류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를 더해 넷

그림 5-11 아이들의 벤치와 어른들의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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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눌 수 있다. 키자니아의 적법한 국민인 어린이와 어린이가 키자니아 안
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돕는 키자니아의 직원들, 그리고 철저히 없는 사람, 
키자니아의 세계에 편입하지 못하는 사람인 어른들로 나뉜다. 아무리 가상과 실
제가 혼재한 도시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다 해도 결국 가상성을 완성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키자니아의 사람들
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로 키자니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개입하는 주체이다. 바로 키자니아와 계약을 맺은 파
트너사, 기업이 그것이다.

입국장을 들어서는 순간까지 어린이와 어른은 동등하다. 입장하기 위해 함께 
발권하고 같은 입구를 통해서 키자니아에 들어선다. 그러나 키자니아에 입국하고 
난 뒤에는 철저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아이들은 키자니아가 마련한 ‘가상적’ 
세계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가상적’ 인격, 역할, 정체성을 부여받는 주체로써 대
부분의 실내에 입장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체험마다 고유한 
유니폼을 입은 후 교육을 받고서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제품을 제작하거나, 특
정한 액티비티를 하게 되는 어린이들은, 체험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되었다가, 의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벌어들인 가상 화폐 ‘키조’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
기도 하며, 키조를 내고 과자를 직접 만들거나, 유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운전면
허 시험을 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분법적인 경제 주체 이상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수많은 사물과 공
간 요소들이 뒤섞여 만들어낸 가상적 상황을 완성한다. 

아이들이 부여받은 가상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낼 때, 이방인인 어른
들은 실내에 입장하지 못하고 건물 밖 거리에 서서 창문 안의 아이들이 몰입하
는 가상적 상황을 그저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수 밖에 없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른들은 가상적 상황에 함께할 수 없고 키자니아 밖의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지 못한 관객이 되는 것이다. 키자니아에 지어진 건물들의 외벽, 도로구분선과 
신호등, 가로등이 만들어내는 가상적 거리 위에 서 있을지언정 어른들은 결코 
아이들처럼 가상적 상황에 몰입하여 행위의 차원에서 가상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다. 아이들이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바깥의 현실 세계에서 가져온 개인의 
짐과 용품들을 챙기며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 말고는 어른들이 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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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할만한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가상 세계’에서 다시 현실과 만나는 연결고리가 
된다. 체험하는 동안 창밖의 부모님을 볼 수 있고, 다른 체험으로 이어지는 중간
중간에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고 대화하며 실제의 자신을 잊지 않을 수 있다. 몰
입은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경계는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어른들은 들어갈 수 없는 키자니아의 건물들의 벽
이다. 벽을 경계로 안과 밖은 물리적으로는 연속적인 가상성을 획득하고 있지만 
행위의 차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그리고 공간의 쓰임에 따라 위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키자니아의 직원들은 결이 조금 다른 주체이다. 아이들의 체험이 안전하게 진
행되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이자 교육자이며, 드러나지 않은 공간과 시스템을 이해
하고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키자니아의 국민인 어린이들과 이방인인 어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표면 뒤의 공간에까지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가상적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한다. 가상적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을 유도하는 역할
로 라인프렌즈스토어의 캐릭터 인형과 그 역할이 유사하다. 다만, 라인프렌즈 캐
릭터들이 그렇듯 일상에서 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의 형체나 차림새가 가
상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아이들이 몰입하기 위한 가상적 상황에 
걸맞은 역할을 스스로 인식한 채 연기하는 배우와 다름이 없다. 상황에 참여하
지 못하는 관객인 어른들이 아이들이 키자니아 밖의 현실과 연결을 유지하는 다
리였다면, 직원들은 드러나지 않는, 키자니아의 중심에 위치한 미지의 현실(그 
현실이 키자니아 밖의 현실과 동일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로부터의 
가상적 주체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키자니아와 계약을 통해 체험시설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기
업, ‘파트너사’가 마지막으로 키자니아에 관여하는 주체이다. 기업들이 준비한 체
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키자니아의 운영부와 직원들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이 네 번째 주체인 기업은, 아이들과 어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어린이와 어른에게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다양한 건축적 전
형들을 모방하고 있는 키자니아 내의 체험시설 건물들은 운영주체에 따라 키자
니아 자체 프로그램, 또는 협력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력사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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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업의 로고와 상징하는 색, 제품명과 제품 로고 등을 적나라하게 디
자인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 해당 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키자니
아 밖의 실생활에서 접한 다양한 광고와 제품, 상점이나 기업에 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다. 특히 어른들은 키자니아의 협력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기에 
직접적인 광고의 대상이 된다.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놀이와 체험의 운영 주체보다는 놀이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커다
랗게 적힌 기업의 로고 간판과 제품명은 인지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다. 가상의 기업이 아닌 실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알아보고 이미 겪
어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는 기업을 나타내
는 모든 요소가 ‘일상적 현실’을 키자니아로 끌고 들어오는 요소가 된다. 가상의 
거리를 거닐고 건물의 밖에 서서 그 안의 새로운 역할로 분한 자녀를 바라보는 
와중에도 키자니아 밖의 삶과 연결되어 ‘가상적 상황’에 몰입의 정도는 작아진
다. 이에 비해 아이들은 훨씬 깊게 몰입하고 빠져들어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은 
‘가상적 상황’과 ‘일상의 삶’이 역전되며 창밖에 서서 자신을 살피고 사진을 찍는 
부모님을 발견하는 순간순간 현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키자니아와 계약
을 맺음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에 기여하는 도의적인 역할도 하는 동시에 ‘가상적 
세계’에 빠져들지 못한 채 자신을 포착하고 기억할 어른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주체에 따라 같은 공간이어도 전혀 다르게 인식될 여지가 있으며 공간
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주체 또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곧 공간의 ‘가상성’에 연결된다. 공간 자체로는 이미 그 물리적 요소들과 다양한 
사물을 통해서 다양한 차원들의 현실들이 충돌하고 뒤섞이는 가상적 공간을 만
들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가상성은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5.1.3. ‘카카오프렌즈샵 강남점, 홍대점’과 비교
라인프렌즈스토어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카카오프렌즈샵이다. 라인이 일본을 중

심으로 아시아 문화권 국가에서 인기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카카오는 
특히 국내에서 압도적인 사용률과 기반을 갖추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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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독자적인 캐릭터들과 그것
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갖
추고 있다. 특히 캐릭터들은, 어플리케이
션 내의 이모티콘과 다양한 게임 등으로 
인기를 끌며 다양한 상품으로도 만들어
져 그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을 만
들기에 이르렀다. ‘카카오프렌즈’를 활용
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인 ‘카카
오프렌즈샵’은 현재 전국 곳곳에 백화점, 
쇼핑몰 등에 15개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강남과 홍대, 그리고 부산 남포동에는 규

모가 큰 플래그십스토어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플래그쉽스토어는 
이태원,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에 운영 중인 라인프렌즈스토어와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기에 적당한 사례이다. 

특히 홍대와 강남의 카카오프렌즈샵은 지상 1, 2층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
는 매장 공간으로, 그리고 3층은 음료와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카페 공간으로 
구성했고 이는 라인프렌즈스토어와 동일하다. 건물 전면을 차지한 큰 창에는 캐
릭터의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두어 보행자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거대한 크기의 캐릭터 인형 또는 모형을 매장 가운데에 눈에 띄도록 배치하고, 
사람 크기와 같은 캐릭터 모형을 매장 곳곳에 두어 사진을 찍는 포인트로 삼는 
등의 공간 연출 전략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서는 
‘라인프렌즈스토어’와 사뭇 다르다. 

(1) 벽, 바닥, 천장, 진열대

다양한 상품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독립형 매대들에도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제품들이 놓여 판매 공간을 메우고 있지만, 그것을 치운다고 상상해보면 ‘카카오
프렌즈샵’의 공간은 대단히 특징 없는 공간이 된다. 바닥은 옅은 회색빛의 리놀
륨 타일을 전체에 깔았고 벽면은 일부 벽돌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백색과 노
란색의 페인트칠로 마감되어 있다. 한가지의 색으로 깨끗하고 균질하게 이루어진 
바닥은 그 자체로 매장의 바닥일 뿐, 전혀 다른 것을 연상시키지도 그 위에 놓
이는 사물과 특별한 맥락을 만들지도 않는다. 이는 다양한 바닥재를 활용하고 

그림 5-11 카카오 프렌즈 샵 강남점의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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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도로선을 연상시키는 선을 잔
뜩 그려 넣었던 ‘라인프렌즈스토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그 위에 놓
이는 상품 진열대 또한 별다른 특징이 
없는 중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겉은 
목재와 금속으로 보이는데, 금속으로 
된 부분은 회색으로 도색이 되었고 나
무 부분은 나뭇결무늬의 시트지를 덮거
나 재단된 합판 목재를 사용해 전부 균
질하다. 따라서 그 위에 놓이는 사물이 돋보이고 매대와 진열대는 중성적인 배
경의 일부로 녹아들어 두드러지지 않는다. 천장도 구조를 노출 시키고 백색으로 
칠했으며 겉에 드러나는 각종 설비는 최소한으로 조명과 에어컨을 제외하면 거
의 존재하지 않는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모형과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들이 아
닌 다른 종류의 물건들이 놓인대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모습이다. 달리 말하면 
벽과 바닥, 천장 등의 건물의 모습은 카카오프렌즈와 큰 관련이 없다. 

3층의 카페를 제외하면 매장 안에 카운터와 상품 진열대를 제외한 가구들은 찾
아보기 힘들다. 상품 진열대의 모양과 크기는 진열할 상품에 맞춰 다양하지만 
전부 동일한 재료로 통일되어 있고 그 외에 장식을 위한 소품들도 찾아볼 수 없
다. 바닥에 그려진 도로선과 어울리도록 다양한 교통신호 표지판을 활용한 소품
과 장식들이 가득했던 라인프렌즈스토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2) 캐릭터 모형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요소인 사람 크기 캐릭터 모형들은 
사진을 찍기 적당하도록 의도하여 만들어 놓았다. 라인 프렌즈와 비교하여 두드
러지는 특징은 단독으로는 장면이 완성되지 않고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상대역’이다. 카카오 프렌즈 샵에 있는 캐릭터 모형은 
누군가와 벤치에 앉아있는 모형을 다른 캐릭터 모형이 뒤에서 감시하는 모습, 
누군지 모를 상대방에게 헤드셋을 끼워주는 모습, 또는 눈을 감고 상체를 앞으
로 기울여 입술을 내밀고 뽀뽀를 하려는 모습 등, 관람자가 상황의 상대역이 될 
수 있도록 특정한 행위를 연출하고 있다(2017년 봄). 내리는 비를 피하는 듯 코
트를 벗어 머리 위로 펼쳐 든 프로도는 코트를 혼자 덮지 않고 옆에 다른 캐릭

그림 5-12 홍대 카카오 프렌즈 샵 매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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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또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널찍이 남겨두고 있다. 통기타를 치며 마이크를 앞
에 두고 거리공연을 하는 튜브의 옆엔 같이 공연하는 사람을 위한 의자가 하나 
더 놓여있다(2017년 가을). 동작보다는 서 있는 위치의 공간 연출 장치들로 장면
과 상황을 암시하고 상대방을 은근하게 유인하던 라인 프렌즈의 캐릭터와는 그
러나 이러한 모습의 모형들은 매장의 중성적이고 몰개성한 모습으로 인해 결코 
특정한 공간 배경을 가질 수가 없다. 결국, 모형들의 모습은 관람하는 사람의 상
상 속에서만 상황에 맞는 공간과 시간을 갖추든지 또는, 밋밋한 매장의 모습을 
그대로 배경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누군가와 다정하게 벤치에 앉
아있는 모습의 ‘프로도’와 설정상 그의 연인인 ‘네오’가 그 벤치 뒤편에 숨어 눈
을 흘기고 있는 모습의 사람 크기 모형은 다른 것들과는 예외적으로 가구인 벤
치가 함께 있으나 이 벤치는 오히려 매장 공간 안의 다른 사물들과는 동떨어진 
사물이 된다. 형태나 재료는 크게 이질적이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매장 이외
의 다른 공간일 수가 없는 이곳에 ‘벤치’가 놓일만한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맥락이 부재한 채로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가상’의 상대역을 위한 빈 
자리를 남겨 두고서 놓여있는 캐릭터들은 결코 실재와 잠재가 뒤섞이는 듯한 
‘가상적’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얼룩처럼 덩그러니 놓이는 것이다.

한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라인 프렌즈 스토어의 캐릭터 모형과의 차이점은 재
료이다. 카카오프렌즈샵의 캐릭터 모형들은 전부 플라스틱 모형으로 완벽한 조형

그림 5-14 매장 내부의 카카오 프렌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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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조되었다. 이에 비해 라인프렌즈스토어의 모형은 모두 표면이 직물로 이
루어져 판매하는 인형과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천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은 
사람 몸에 닿는 침구와 마찬가지로 신체 접촉이 잦은 것을 생각하면, 바깥 재질 
차이는 모형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라인프렌즈 
모형에는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반면, 카카오 프렌즈 모형은 
접촉의 정도도 작고 빈도도 현저하게 낮다.

이렇듯 전후좌우 맥락도 없고 자체로도 상대적으로 덜 친근한 카카 오프렌즈 
모형은 비록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암시하고 있지만, 사람들과 엮이는 강
도는 낮고 지속력도 강하지 않다. 상품을 구경하는 중간중간 빠르게 사진을 찍
고 다음 차례 사람을 위해 비켜 줘야 하는 설치물에 불과하다.

   

(3) 이미지

판매하는 상품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또한 매장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쪽의 높은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영상
을 틀고 있고, 벽면에 캐릭터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이미지를 액자에 넣어 걸
어 놓았다. 2층에는 벽면 일부를 거대한 액자처럼 틀을 만들고 캐릭터들이 뛰노
는 모습을 평면적으로 그렸다. 이 세 부분은 모두 벽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눈에 띄지만, 명확하게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탈착이 가능한 별개의 독립된 설치
물 또는, 매장과 동떨어진 액자 틀 안의 그림, 화면 속의 영상에 불과할 뿐 다른 
작용을 하지 않는다. 각종 소품과 매장 벽면과 기둥들 구조물 곳곳에 이미지를 
직접 그려 두거나 이미지를 활용한 설치물, 소품을 많이 배치한 ‘라인 프렌즈 스
토어’와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이다.

(4) 3층 카페

3층의 카페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을 
간판에 내건 ‘라이언 카페’는 아래의 매장 층과 같은 마감재를 바닥과 벽에 사용
하고 있고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상품에 직접 빛을 비추기 위해 레일에 설치
하는 핀조명을 활용한 매장 층과 달리 천장 구조물을 활용해 공간 전체에 균질
한 조광을 할 수 있는 간접 조명방식을 선택한 부분이다. 따라서 상품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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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받아 돋보이게 되는 1, 2층과 달리 공간 전체에 은은한 빛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만든다. 판매를 위한 카운터와 쇼케이스, 이용객들이 음식과 음
료를 먹으며 쉴 수 있는 좌석에 사용한 테이블과 의자는 전부 모노톤의 색과 통
일된 재료로 깔끔하고 단정하다. 이곳이 아무 카페가 아닌 ‘라이언카페’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벽에 거린 몇 점의 라이언의 그림 액자와 백색 대리석 상판
을 가진 테이블마다 놓인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 중 하나인 라이언 모양의 LED 
무드등 뿐이다. 라이언 모양의 무드등은 불투명한 백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불을 
켜면 은은한 빛을 발하는 제품으로 조명과 장식의 역할을 한다. 창가에 놓인 소
파 좌석 한자리에는 라이언 모형이 앉아있어 맞은 편 한자리는 고객이 앉을 수 
있으나 2인 이상은 앉을 수 없는 불편한 좌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좌석이 많이 비어있을 때도 해당 좌석은 인기가 많은데, 여러 명이 함께 
와도 옆의 빈 테이블의 의자를 가져다가 라이언과 함께 앉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좌석이 카페의 유일하게 ‘카카오프렌즈’가 신체에 느껴질 정도로 구현된 부
분이기 때문이다. 안락한 소파를 플라스틱 모형에 내어주고 다른 자리의 딱딱한 
의자를 가져다가 불편하게 앉더라도 모바일 스크린 속 이모티콘이 아닌, 제품 
위에 출력된 이미지가 아닌, 현실에 가장 가까운 ‘브라운’과 함께 하는 것이 특
별하기 때문이다. ‘브라운’의 모형은 그러나 전체 카페의 가장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 모형을 제외한 모든 것은 ‘진짜’와 ‘가짜’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서 철저히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가짜’인 ‘브라운’ 모형과 나머지의 ‘진짜’ 
사이를 채우는 다른 현실은 카카오프렌즈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서
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 사이의 유효충돌이 생길 수 없고 연쇄작용을 
이루지 못해 섞이지 못한 채 독립적으로 다만 한 곳에 같이 있을 뿐이다. 

(5) 관객 – 관람과 소비하는 관객성

그러나 소파에 라이언이 앉아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차례를 기다려 매장 
안의 모형들과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카카오 프렌즈 샵’이 ‘라인 프렌즈 스토어’
만큼 ‘가상적’인 공간이 되지는 않는다. 카카오 프렌즈 샵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캐릭터 모형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결코 카카오 프
렌즈 캐릭터들이 속한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다. 카카오 프렌즈 샵에서는 두 현
실이 전도되지 못한 채 단순히 실제 현실에 몇몇 사물이 ‘다른 것’으로 끼어 들
어왔을 뿐, 자신이 속한 현실을 함께 끌고 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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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상업시설에서처럼 빠르게 구경하고, 즐비한 반짝이는 상품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빠르게 구매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5.1.4. 사례 간 비교를 통한 소결
이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세 가지의 사례는 서로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 또한 많다. 그리고 차이점으로부터 각 공간의 가상적인 정도도 달라진다. 
라인 프렌즈 스토어와 카카오 프렌즈 샵은 규모와 용도, 구성이 전반적으로 비
슷할 뿐 아니라, 사회적 배경 또한 대단히 유사하다. 그러나 사물까지 전부 포함
시켜 공간을 살펴보면 가상적 캐릭터의 세계를 연출해 놓은 비중과 정도가 다르
다. 따라서 카카오 프렌즈 샵은 라인 프렌즈 스토어에 비해 다양한 현실이 뒤섞
이며 실재와 잠재가 만나는 것 같지 않고 따라서 가상성의 정도가 약해진다. 키
자니아는 허구의 도시, 허구의 거리를 건축, 모형, 소품, 사물 등 수많은 물건을 
활용해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인 프렌즈 스토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상적
으로 메신저를 통해 접하는 캐릭터들이 부재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존재한
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상업 시설 속에서 친숙한 가상적 캐릭터들의 세계로 다가
오는 라인 프렌즈 스토어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라인 프렌즈 스토어는 세 가
지의 분석 사례 중에 가장 가상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가상성의 구현에 관여하며 세 사례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5-15 라이언 카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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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상성의 구현 전략의 정도와 양상

5.2.1. 가상성의 구현에 관여하는 요소

‘가상성’은 공간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의 단계와 요소들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
의 단계, 그리고 그 관계에 개입하는 주체의 행위의 단계에서 각각 생겨난다.

벽, 바닥, 천장 등의 건축물의 일부이자 고정되어 있는 규모가 큰 요소들과 문, 
창, 계단, 조명(고정) 상대적으로 견고함은 덜하나 여전히 고정된 건축요소로서 
때로는 건축물 자체에서 때로는 모형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리
고 가구, 가전, 소품 등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모형, 이미지 등 건축물 
자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와, 이동이 잦고 사용하는 작은 사물까지 아우를 수 있
다. 이 요소들은 성격과 역할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가상적’ 공간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정도와 방식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폴 밀
그램(1994)은 실제 환경과 가상환경의 개념을 설명하며 현실-가상 연속체
(Reality-Virtuality Continuum)을 제안한 바 있다. 완전한 실제의 환경과 완전
한 가상환경을 양 끝으로 두는 직선형의 연속체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으로, 실제 
환경과 가상환경 사이를 ‘혼합현실(mixed reality)’로 정의하고 이를 또 둘로 나
누었다. 하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증강가상(aug-
mented virtuality)’로 명명했다. 이는 점점 다양해지는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보다 세분화해서 정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증강현실’은 VR과 함께 구분되어 사
용되는 용어이다.60) 그러나 이 개념은 실제의 환경과 가상현실이 흑과 백처럼 
둘로 나뉘어 존재하는 현실의 양면이 아니라, 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한 각각의 공간들이 아라, 그 사이에 중간 단계로 둘의 특징이 공존하는 ‘혼
합된’ 현실이 존재하는 연속된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앞
서 슈뢰르가 언급한 ‘잡종적’ 공간과도 일맥상통한다. 

60) 이영호, 신춘성(2016)은 증강현실은 현실환경에 가상의 물체를 삽입하는 형태, 증강가상
은 가상환경에 현실의 물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이는 가상환경기술에 한정한 설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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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양끝의 ‘가상현실’이 기술에서 쓰이는 의미가 아닌,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
자 하는 실체 없는 잠재적 존재들의 가상적 현실로 대체한다면 여전히 현실과 
가상을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닌 중간 단계를 지닌 연속체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사례를 직접 분석하면서 찾아낸 다양한 요소
들을 밀그램의 연속체처럼, 평범하고 익숙한 현실에서부터, 실체로 드러나지 않
은 잠재적 존재들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분하는 다양한 현실들의 발판이 되는 축의 양 끝에는 
각각 ‘실재’와 ‘잠재’가 적힌다.

(1) 일상현실 

주택설치물의 창밖 풍경과 실제 가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이자 생
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사용하는 사물이다. 이는 관람자가 살아가는 현실, 
즉 이곳과 지금을 나타내는 사물로 배치되어 인식된다. 주택 모형 안에 놓이는 
소파와 테이블, 카펫, 살아있는 식물이 심긴 화분 등의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사물들은 ‘가상적’으로 꾸며진 공간이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환경에
서 그 자체로 기능하는 사물들이다. 이 사물들은 나의 신체와 바로 연결될 수 
있고 나의 감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선험적으로 이미 학습된 것들로, 어색
함 없이 익숙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유달리 두드러지게 인식되기 어렵지만 배치
되는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사례
에서 일상현실의 차원에 속하는 사물과 장치들은 그 이외의 것, 일상적이지 않
은 것의 차원과 라인프렌즈스토어의 들어오기 전까지의 관찰자가 속하는 현실의 

그림 5-16 Milgram의 현실-가상 연속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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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사이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압축해서 연결해준다.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 마
냥 허무맹랑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내가 속해 있는 세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음
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일상현실은 ‘가상적’ 공간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다. 
허구적인 것으로만 전체를 채워서는 ‘가상적’ 공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마
파크와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데, 테마파크는 관객들의 보다 밀도 있는 몰
입을 위해 담벼락을 높게 치고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격리하여 고유하고 특수한, 
‘허구의 세계’임을 강조하는 반면 라인프렌즈스토어는 허구인 것을 일상의 한복
판으로 끌어 들여와 경계와 구분을 흐리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케하는 것은 다
른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 놓이는 일상현실의 사물들이다. 

(2) 전도된 현실 

모형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자칫 ‘전시공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공간을 
빼곡이 채우며 진열된 상품으로 인해 단순한 ‘전시 공간’, 또는 ‘체험 공간’이 머
무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전도된 현실’에는 선반을 가득 채우며 나란히 
진열된 상품이 만들어내는 소비에 대한 환상의 연장선에 있는 사물들이 해당한
다. 신승철이 지적한 것처럼,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며 진열된 수많은 상품은 대
량 생산의 결과물로 그것이 진열된 공간은 인공적인 현실이며 인간 삶의 다른 
많은 부분을 소비로 대체해버린 전도된 현실이다. 이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이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완벽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소비만을 위해 마련된 ‘마트’ 
등의 현재의 상업시설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때 상품은 미디어
가 제공하는 물신적인 이미지를 표방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더군다
나 라인프렌즈스토어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그 즉물적인 가치와 용도를 넘어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가상 현실의 서사가 그 표면에 담겨 소비에의 
열망을 더욱 강화한다.

즉 ‘전도된 현실’61)은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근대 이후에 이미 우리의 사회가 

61) 신승철(2016)은 자신의 고유한 느낌(aura)를 잃어버린 상품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트
의 공간을 언급하며 이를 ‘전도된 현실’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와 상
품, 소비 공간, 상업 시설에서 찾을 수 있는 총체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가짜의 
것, 원본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파생현실’과는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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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닥뜨린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이 전복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 생기는 변화가 실존의 개념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순간마다 반복되어온 사건
이다. 사회의 이데올로기, 생산양식, 의사소통의 수단 등 의식적인 변화에서부터, 
도로가 포장되고, 고층 건물이 세워지는 등의 물리적 변화까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미 현실은 과거의 전통, 관습으로부터 전복되어 새로운 현실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전도된 현실’은 다가올 또 다른 현실이 초래할 새로운 현실 감
각으로 인해 기존의 것을 다시 전통적인 것으로, 평이한 현실로 치환하고 그 자
신이 전도된 현실로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파생 현실 

특정한 시대와 공간의 인상과 분위기를 소환하는 요소들이 있다. 50년대의 미
국에서 주택과 식당 등에 흔히 쓰였던 바둑판무늬의 ‘아르 데코’ 풍 바닥재나 
‘콜로니얼’ 스타일의 벽과 창문 모양이 그렇다. 대략의 출처, 시기와 장소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뚜렷한 재현물인가 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르
데코’ 풍의 바닥이 50년대 미국 주택의 부엌 공간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
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분홍색의 벽과 둥근 아치 모양의 창문이 ‘콜로니얼’ 
스타일의 주택을 재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의 수많은 양
식을 마치 카탈로그에 담긴 수많은 선택지 중의 하나로 취급하여 민감한 소비 
경향을 따라 다른 것들과 ‘어울릴 법한’, 적당한 것으로 선택해 활용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대륙의 먼 나라에서 1950년대
에나 흔했을 법한 공간을 직접 경험하여 실제 감각으로 알고 있기는 어렵다. 오
히려 수많은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할 수밖에 없으며, 실체
를 알지 못한 채로 이미지와 기호로 환원해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상, 결국 그것
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방하고 있는 원본이 애초에 일으켰을 감각이 아니라 오
늘날 그것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이미지이자 파생된 감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이미 많은 우리의 일상적 상업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업시설
의 내부에도 유행과 경향이 있어 다양한 시대와 장소의 공간을 표본으로 하는 
‘스타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이미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을 더
는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분절하고 압축하여 뒤섞은 후에 입맛대로, 
편할 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에 익숙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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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방현실 

여러 가지의 변형과 재해석을 가미해 일상적 현실의 사물 또는 공간을 모방하
는 것들이 해당한다. 가해지는 변형과 재해석의 방식과 정도도 다양하고 낱개의 
사물이나 기호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여러 요소의 집합으로 다른 전체의 부분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 낱개 사물로는 매장 내부 곳곳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도로
표지판, 가판대, 입면으로만 존재하는 가게 등을 꼽을 수 있고, 바닥에 그려진 
도로선, 주택모형 안에 포함된 창문과 벽난로, 구조물 따위의 부분으로도 발견할 
수 있다. ‘파생현실’과 구분되는 점은, 출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모방하는 대상
의 일반형에 가깝거나 혹은 그 대상 자체도 무수히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공산
품, 제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원본과는 분명 지각할 수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
으나 단독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원본의 복제품으로 여기기에 무리가 없다. 이 
차원에 속하는 사물들은 따라서 작동 방식, 원리와 체계를 변형하거나 낯설게 
하는 방식으로 ‘가상성’을 만들어낸다. 

파생현실까지는 기존의 삶의 배경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공간인 반면, 모방현실
은 일반적이지 않고 가상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5) 허구적 현실 

‘허구’라는 용어를 곧 ‘가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상

그림 5-17 모방 현실에 속하는 패러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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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다 복잡한 생산물로, 여러 가지 성격을 띠는 현실들의 차원들이 상호 관
련하여 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여기기로 함에 따라 ‘허구’를 곧 ‘가
상’으로 읽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는 본격적으로 라인프렌즈스토어
에서는 ‘라인프렌즈’ 캐릭터와 그 세계관의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요소들이 해당
한다. 우선 캐릭터 모형 자체가 그렇고 모형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사물, 먹는 음
식, 활동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그러하다. 캐릭터마다 고유한 성격과 이야기의 
배경이 있고 그것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 형태와 질료, 기능이 일치하지 않기에 
철저히 가짜이지만 애초에 ‘우리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짜인 것’이 
곧 본질이고 의미와 가치가 된다. 실세계의 가장 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다른 
요소들과 관련이 있을 때에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의 감각에 다가오는 것
들이다. 키자니아에서도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유한 ‘캐릭터’가 
있지만, 시설 내의 공간에서도, 키자니아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중이 크지 않다.

(6) 과대 현실

과대 현실은 ‘가상성’의 논의가 그러했듯 두 갈래의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철학적 의미에서는 보들리야르의 ‘시뮬라크르’에서 언급된 개념이다. 무엇이 실
재하는지 그것의 시뮬라크르로만 파악할 수 있게 된 사회에서 결국 현실이 아닌 
것들 ‘시뮬라크르’가 현실을 대체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더욱 선명하고 또렷한 현
실감각을 자아내는 것에서 말미암아 ‘과대현실’로 일컬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기
술을 이용한 가상 현실 체험과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로 실제로 감각기관에 작용
하여 실제의 현실로부터 얻어지는 감각이 아닌 허구의 감각들이 압도하여 극도
의 현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대 현실의 차원은 주로 전자장치와 그
것들이 구현해내는 허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벽면에 영상을 비추고 더 나
아가 행동 인식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등, 전시, 교육, 상업의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라인프렌즈스토어에 설치된 새롭고 유쾌한 것, 낯설고 신기한 
것으로 점차 그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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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실재-잠재의 점진적 현실 연속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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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이 속하는 현실은 흑과 백의 양면처럼 단순하게 실제와 
가상의 현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 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축의 양 끝은 단순히 진짜와 가짜가 아닌, 실재와 잠재로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층위는 다르다. 이렇게 분류한 현실들은 밀그램의 분류에서으 혼합현
실, 슈뢰르의 표현에서의 ‘잡종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논의에서 
다뤄진 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은 일상현실에서 파생 현실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분석을 진행한 사례들은 그 너머의 차원에 있는 것들이 실제의 요
소들 사이사이에 불쑥 튀어나옴으로써 일반적인 현실들이 이면의 현실들과 겹쳐
져 만들어내는 ‘가상적 공간’인 것이다.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이론에서 다뤄
진 공간은 당시의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일반적인 생활의 장을 이루고 있는 현
실들까지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반세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인 것들도 
변했을 뿐더러 따라서 잠재에 가까운 현실의 요소들도 함께 다뤄야만 가상적 공
간의 생산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분석한 사례들을 각각 실재-잠재 현실 축 상에 요소를 총괄하여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Ÿ 키자니아 - 키자니아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형태로 파생현실의 요소가 주도적
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들이 제품의 형태로 파
생현실과 뒤섞인다. 그렇게 연출된 공간은 현실의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대
한 사회적인 이미지, 즉 전형을 모방하는 것으로, 모방현실의 모습 또한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치 테마파크와 같이 일상 공간과 완전히 격리된 별개
의 공간이기 때문에 키자니아 밖의 2017년, 서울, 잠실은 키자니아에 ‘입국’
한 순간 다른 차원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일상적 현실의 차원은 몇몇 사물과 
편의 시설에서 일부 드러나며 대체로 아이들과 어른의 상이한 역할 설정에서 
의미적으로만 찾아볼 수 있다. 허구적 현실 또한 카카오프렌즈나 라인프렌즈
처럼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가상적 대상’의 지위를 가진 요소를 키자니아에서
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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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키자니아의 현실 연속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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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카카오프렌즈샵 – 매장과 상품에 그려진 카카오프렌즈를 전부 지우고 보아도 
물리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일반적인 상업시설, 매장 공간으로 여겨질 
정도로 ‘일상적 현실’이 두드러진다. 현대 사회의 일상 속 상업시설은 이미 
‘전도된 현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카오프렌즈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생현실’은 비중이 대단히 줄어들어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 ‘모방현실’과 
‘허구적 현실’은 캐릭터 모형과 상품의 표면, 디스플레이 등에서 혼재되어 나
타나는데 나머지 현실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고 있지 못하므로 현실 간 
단절이 생긴다. 따라서 실재-잠재가 점진적으로 섞이지 않은 채 물과 기름처
럼 한 용기에 담길 뿐 분리되어버린다.

그림 5-20 카카오 프렌즈 샵의 현실 연속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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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라인프렌즈스토어 – 공간적으로는 키자니아와 전략이 유사하고 의미적으로는 
카카오프렌즈샵과 공유하는 특성들이 많다.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현실의 요소들이 고르게 존재하며 낱개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상성’을 촘
촘하게 엮어내고 있다. 따라서 키자니아와 카카오프렌즈샵에서 현실사이의 
단절로 인해 ‘가상성’ 약하게 드러났던 것과 대비해 ‘견고한 가상적 공간’이 
된다. 이는 이후 몰입을 통해 사용자에게 또 다른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상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림 5-21 라인 프렌즈 스토어의 현실 연속체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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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요소의 조합의 방식

(1) 낱개 요소의 가상성 구현 전략 – 체현 & 재현

개개의 요소에서 ‘가상성’은, 요소의 형태(모양과 표면), 기능이 일치하거나 달
라질 때 나타난다. 이 때 ‘요소’는 무언가를 본 따 재현하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로 나뉠 수 있고 재현하는 요소들은 상기 정리한 항목 중에서, 파생 현실, 
전도된 현실, 허구적 현실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대부분이며, 일상현실의 사물 중
에서도 일부 형태나 부분을 변형하여 ‘가상성’을 체현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
다. 우선적으로 ‘가상성’이 생기는 방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언가를 재
현하는 것들은, 원본과 얼마나 유사하게 만들어지는지(재현의 유사 정도), 동시에 
어떻게 가짜일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서로 다른 주
장을 펼칠 때 ‘가상성’이 드러난다.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사물들을 본 따 재현하고 있는 사물들은, 단순하
게 재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양분할 수 없고, 재현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양새와 표면, 만듦새 등을 포함하는 요소의 형태가 원본과 얼마나 유
사하거나 차이를 가지는지에 따라 양상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형태가 원본과 거
의 차이가 없거나 또는 그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 재현물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느껴지는 경우(일치), 모양과 만듦새는 일치하지만, 확대나 축소를 통해 비례가 
달라지는 경우(변형), 원본 사물을 만들 때 생기는 재료 사이의 접합부까지도 생
략하지 않고 만들었으나 실제로 접합되지 않는 경우(형상 복제)로 분류할 수 있
다. 

1) 일치 : 재현하는 것의 형태와 일치하거나, 또는 원본을 정확히 꼽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사물의 모습이 있어 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해당한다. 
이 때 사물은 원본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그 자체로 성립한다. 벽
과 바닥, 천장, 그리고 창 등의 건축적 요소와 그 재료들이 대부분 해당하며, 
사물 중에는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형이나 소품 또는, 모형들이 있
고 – 벽의 실내마감, 바닥 이발소의 회전 사인, 가짜 가게의 입면의 간판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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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초코의 집 안의 벽난로 등

2) 확대와 축소(변형) : 일부만 부각되도록 확대하거나, 생략한 요소들, 그리고 
전체적인 비례를 바꾸어 원본과 유사하나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해당
한다. - 높이가 바뀐 가로등, 초코의 집의 그랜드 피아노, 캐릭터 인형의 비례
에 맞게 만들어진 권투 장갑, 보호 장비, 음료수 병과 식기, 음식 모형 등.

요소의 기능의 측면은 일치 여부에 따라 형태가 실제의 기능과 일치하는 것, 
변형되는 거나,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1) 일치 : 단순히 모양만 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물들로, 맥락에 따라 기능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단독으로는 일치하는 
요소들이 해당한다. - 가로등, 구획용 펜스

2) 변형 : 실제의 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틀거나 바꾸는 경우 – 진행 방향이 
뒤바뀐 도로선.

3) 대체 : 본 따고 있는 원형 사물의 기능과 다른 쓰임을 가지는 경우. - 목재 
화물 상자를 활용한 냉장 진열장과 계산대, 조리대, 수레 모양의 상품 진열 매
대, 이동식 가판대를 활용한 별도의 조리대와 매대.

이렇듯 요소들은 단독으로 보았을 때 형상과 질료, 그리고 기능의 측면에서 각
각 모방의 정도를 달리하면서 가상적인 사물로 완성된다. 그러나 낱개의 요소의 
단계에서는 가상성이 ‘생산’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독립적으로 놓이면 
단순히 가짜 물건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들은 이후 단계에서 
가상성을 한 층 견고히 하기 위한 재료라고 여길 수 있겠다.

(2) 요소 사이의 관계 전략 – 이질생성 

 전혀 다른 영역에 있던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접속시켜 또 다른 차이를 생산
하는 것 가타리의 ‘기계적 이질생성’에서 연유한 개념62)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시

62) 신승철, 『마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들』, 위즈덤하우스, 201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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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과 등으로 적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단순히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넘어, 새로운 현실의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주목해 ‘이질생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질생성’은 화학으로 치면 ‘유효충돌’과 유사하다. 각기 다른 원자, 분자들이 
무작위적인 운동 중에 특정한 설정값을 만족하면서 충돌할 때 결합함으로써 다
른 물질이 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현실에 속하는 것들이 특정한 조건(배치상의 
관계, 의미상의 연관성)을 갖추어 새로운 특징과 양상으로 변모하여 나타나는 것
이다. 그러나 사례에서 살펴보듯 이는 모든 배치와 관계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라인프렌즈스토어’와 ‘카카오프렌즈샵’에서 포토 스팟으로 인기가 많은 캐릭터 
모형들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진짜’와 ‘가짜’, 즉 ‘실제’와 ‘허구’ 사이
를 여러 현실이 촘촘하게 채우며 점진적인, 유효충돌의 연쇄작용이 필요한 것이
다.

각각 나름의 ‘가상성’을 드러내고 있는 요소들은, 배치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
게 된다. 요소들이 관계 맺으며 만들어내는 ‘맥락’은 각기 고유한 ‘가상성’을 드
러낸다. 이 때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요소들이 재현하는 원본들 사이의 관계
의 일치하는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요소와 맥락, 그리고 관계들이 
만든 파편적 맥락과 맥락 사이의 관계에서 또 한 번 ‘가상성’이 생겨 한 켜 더 
견고해진다. 이렇게 생겨난 관계의 현실성와 허구성의 충돌의 결과가 ‘이질생성’
이며 혼자서는 가짜 물건 이상의 의미를 확보하기 힘든 요소들이 ‘가상적’인 의
미를 생산하는 단계로 여길 수 있가

1) 통상적 관계의 재설정 : 요소 간 거리가 실제와 달리 가깝거나 멀게 또는 중
간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생략하거나 순서를 바꿈으로써 원본이 만드는 관계
를 재설정 – 도로 공간의 바닥면과 보도 공간의 바닥면의 관계 

2) 중첩 : 재현하는 것이 아닌 구조가 노출된 천장면과 다른 가상적인 장면 사이
의 관계나 실제 카페 좌석이 만드는 현실적 카페의 모습과 가상의 가로 모습
의 겹침, 

요소의 단계와 관계의 단계에서 각각 나타나고 중첩되는 ‘가상성’과 더불어 외
부에서부터 부여되는 ‘가상성’이 한 겹 더 더해지면서 라인프렌즈스토어의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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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완성된다. 이 때 외부에서부터 오는 ‘가상성’은 라인프렌즈 캐릭터와 그 모
형과 이미지 그리고 그것들을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이 또한 카페 공간 안
에서 구체적 현상으로 드러나며 ‘가상적’ 공간의 생산에 기여한다.

(3) 요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장면 사이의 관계 – 조립 & 서사

취사선택한 요소들을 연출하고자 하는 장면의 서사 구조에 맞춰 배열하고 맥락
을 만들어내는 것 ‘가상성’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조립’,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
을 ‘조립 현실’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테마파크나 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전시실, 
또는 어트랙션마다 고유의 서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다음 시설이나 방으
로 맥락을 이어가며 연결된다. 이 때 서로 조립되는 사이에는 시공간적 설정 상
의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장소나 시대가 바뀐다던지, 아예 세계관이 달라지던
지 하는 따위의 차이이다. 

‘라인프렌즈스토어’에서는 주택 내부의 모습, 거리의 모습, 공사장의 모습 등이 
판매 공간을 사이에 두고 조립되어 있는데, 각각이 조립될 때, 고유한 서사가 무
리 없이 이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충돌하여 혼종의 공간을 만들기도 한
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큰 특징 중 하나인 ‘하이퍼텍스트’와 유사하다. ‘하이퍼
텍스트’는 사이버 공간, 네트워크 상에서 글을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페이지와 
페이지의 링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읽는 것이며 연속성이 아닌 비선형성이 두드
러진다. 라인프렌즈스토어의 캐릭터 모형이 만드는 장면과 공간 모형, 그리고 판
매 공간은 ‘하이퍼텍스트’63)처럼 건너뜀과 상황의 즉각적인 전환을 통해 선택적
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 비논리적인 결합은 ‘가상성’의 아래에서 당위성을 얻
어 의문을 제기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이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들의 행위와 
인식에 큰 연관을 가지는데 조립된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와 단절을 ‘가상
적’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상성’이란 결코 그것을 체험하는 주체의 인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나아가 ‘인식’을 통해 성립하고 완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63) 하이퍼텍스트(hypertext) - 컴퓨터를 통하여 저장된 정보를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와 관
심 및 인지 스타일에 따라서 자유롭게 검색하도록 도와주는 비순차적 텍스트의 전개원리. 
- 출처,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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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니아에서는 각각 시대와 공간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들이 하
나의 가상적 도시에 동시에 존재함으로 다양한 시공간의 혼합체로 느껴진다. 그
러나 과거의 양식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여기는 현대사회에
서 이는 실제 도시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키자니아의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사를 가지며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도시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취
하고 그것을 압축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조립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작위적으로 보이지만 기획자들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결과이기에 

(4) 이용자의 정체성 – 응시, 소비, 놀이하는 관객성

태지호는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사용자, 유저, 행위자로 정의
하기보다 관객으로 표현하고 있다. 테마파크를 물리적 실체를 소유하는 방식의 
소비가 아닌, 체험하고 관람함으로써 기억의 형태로 남는 소비, 즉 가상적 콘텐
츠로 정의하며 동시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제시된 장면을 주로 
시각적인 감각에 의존해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마파크는 단순히 시각적인 
차원의 경험만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감각으로도 그 체험을 확장하
며, 이때 얻어지는 극대화된 몰입감과 ‘주체 효과’, 그리고 ‘현실 효과’를 통해 
관객성이 구축된다.64) 

이용자가 체험하는 공간, 또는 대상이 일상적이라면 응시, 소비, 놀이의 형태로 
관객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태지호(2009)에 의하면 ‘관객성’은 무언가를 관람 혹
은 체험하는 관객의 특정한 경험을 통해 구축되며, 특정한 위치 설정이 조건으
로 따라 붙는다.65) 이는 곧 오롯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64) 주체 효과 – 관객이 자신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지배하는 느낌을 갖게되는 
효과, 현실 효과 – 환영적 이미지를 실제로 착각하게 되는 효과 / 문재철, 『현대영화에서 
내러티브와 스펙터클의 관계: 공상과학영화의 특수효과와 관객성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5권 2호, 2004, p.174, 태지호, 『테마파크의 ‘가상성’을 통한 관객성에 관한 연구』, 인문
콘텐츠 학회지, 2009. p.212에서 재인용

65) 태지호는 문화 콘텐츠, 콘텐츠를 다루는 시설, 또는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시각
적 정보 즉, 보는 경험에 의미를 크게 두기 때문에 유저, 이용자, 사용자 등의 용어 대신에 
관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본문에서는 관람하는 관람자이자 소비하는 고객이라는 의미
를 함께 고려해 관객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 120 -

부여되지 않는 성격이므로 ‘관객성’은 종합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즉 가상적인 
공간에 입장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Ÿ 응시 – 이용자가 체험하는 대상이 접근할 수 없거나, 접촉할 수 없는 등 개
입의 여지가 크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객은 가상적 대상의 
주어진 시각적 정보를 ‘바라보는’ 것으로 참여한다.

Ÿ 소비 – 가상적 대상에 대한 소비는 판매하는 작은 상품에 대해서, 또는 시설
에 입장하는 것이나 체험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까
지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가상적 대상을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거
나 체험할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여긴다는 점이다.

Ÿ 놀이66) - 가상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어진 조건 이상으로 의미를 전
개해 나가는 과정이다. 참여자 마다 해석이 다르고 활용이 다르기 때문에 무
한한 놀이가 가능하며 본 연구의 사례에서 이는 물리적 상황 너머로 확장되
기도 한다.

응시와 소비, 놀이는 관객성의 필요 조건이 아니며, 특징이기 때문에 가상에 대
한 관객성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 상황을 대하는 이용
자에게서 동시에 때로는 따로 발견할 수 있다. 

대상의 ‘가상성’이 견고하거나 때론 희미함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관객성’ 또한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사이의 상관관계를 뚜
렷하게 밝히는 단계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공간이 얼마나 ‘가상적’이냐가 
‘관객성’의 형태를 결정한다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
인다. 다만 ‘가상성’의 정도는 사용자의 ‘몰입’에 큰 영향을 준다.

66) 요한 호이징어는 놀이가 가진 특성 중 시간의 한계, 격리된 공간적 배경을 통해 놀이의 
장은 일상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즉 놀이의 상황은 고유한 질서를 가진 가상적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놀이 자체에도 ‘가상’이 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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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요소의 조합, 관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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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결 : 단계적으로 생산되는 공간의 가상성
앞서 2장에서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의 세 항목을 검토하고 정리했

다. 이번 장에서 ‘라인프렌즈스토어’, ‘키자니아’, ‘카카오프렌즈샵’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도출해 낸 현실과 관계의 양상을 포함한 ‘가상적 공간의 생
산’을 요소와 상황, 그리고 맥락의 단계에서 각각 이해해보았다. 여기에 앞선 4
장에서 정리한 사회적 배경과 표면에서 포착되는 현상까지 아울러 최종적으로 
도달한 ‘가상적 공간의 생산’은 다음과 같다.

3장과 4장에서 파악한 현대 사회 구조와 문화가 지닌 ‘가상적’ 요인들과 다양한 
공동체의 실천으로 현상으로 드러나는 ‘가상적’ 행위들은 물질 차원의 기저와 표
면에 해당한다. 바탕이 되는 사회와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은 물질로 구현된 시
공간을 그 사이에 두어 관통하며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는 과정 중에 
변하는 물리적 차원인 공간에서는 요소와 상황, 맥락의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 
‘가상성’이 생긴다. 단계라고는 하나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필히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준 순차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7]에 표현
된 다이어그램에는 표면과 기저 사이에 위치한 물리적 차원은 연구에서 다룬 오
늘날의 ‘가상적 공간’을 의미하며, 가상적 공간 이외의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기
존의 공간 또한 그사이에 존재하고 수평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
다(‘가상적 공간’은 필히 그 자신을 가상적으로 느끼게 해줄 ‘현실’을 필요로 한
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기저 – 현대사회의 구조가 되는 이데올로기, 생산방식 즉, 후기 자본 주의와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 등을 일컬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
한 새로운 사물과 변화한 삶의 양상,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진 ‘실존의 감각’ 
가상적 콘텐츠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것의 사슬 효과를 통해 사물로 가
치가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산업 구조 등

Ÿ 행위(外) – ‘가상 공간’(VR, 잠재적 차원 ; ulterior dimension 인터넷과 
sns 등)의 일상화와 ‘가상 공간’에서 실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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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평가하는 행위. 특정 테마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과 활용. 일상에 가깝게 
등장한 디지털 캐릭터에 가상적 인격을 부여함. 

Ÿ 요소 – 디자이너, 계획자, 사업가의 행위의 결과로 생산된 사물들. 모방, 체
현, 재현, 재생산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산품, 모형, 복제품 등으로 탄생한다. 
독립적으로 ‘가상성’이 드러나는 것이 가능하다.

Ÿ 상황 – 요소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상황. 관람자의 해석이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단계이며 낱개의 개체가 지니지 못했던 의미가 다
른 사물 또는 요소와의 관계에 의해 드러나기도 한다. 상황은 관찰자의 기존 
공간 경험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Ÿ 맥락 – 상황이 어떤 극의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할 때, 장면과 그 다음 장
면, 또는 장면과 특정 사물이 만들어내는 개연성 있는 서사를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상황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가상성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림 5-23 가상성이 생산되는 여러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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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행위(內) - 응시, 소비, 놀이하며 획득하는 ‘관객’으로서의 정체성. 가상적 상
황과 맥락에 몰입함으로써 주어진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쓰임새를 만들어낸
다. 이때 사람은 경우에 따라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가상적 대상’이 되기
도 한다. 

사례의 분석 결과 ‘가상성’은 각기 다른 현실에 속하는 것들이 인접한 것과 상
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켜를 두르며 결
과적으로 여러 겹의 가상을 두른 하나의 견고한 총체가 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오늘날 이렇게 생산된 가상적 공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한 항목을 다시금 앙
리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 이론을 설명한 세 가지 개념에 대입시켜 봄으로써 
‘가상적 공간의 생산’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Ÿ 공간의 실천 – 현대 사회가 이미 획득하고 있는 구조적, 문화적, 사회적 힘
들이 작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삽입되는 행동 양식과 코드, 즉 3, 4장에서 파
악한 사회의 기저와 표면의 항목들은 공간의 실천에 해당한다. 기술의 발전
과 매체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사람의 모습 전반이 
오늘의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의 실천에 속한다.

Ÿ 공간의 재현 – 계획자와 지식인의 주도 아래 구성된 추상적 공간. 즉 ‘가상
적’ 요소들을 세밀하게 기획하고 제작해 배치함으로써 드러난다. 요소와 상
황, 맥락의 모든 특징은 공간의 재현으로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에서는 건축가 아닌 다른 산업과 속한 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가
상적 요소들이 생산되고 있다.

Ÿ 재현의 공간 – 다양한 해석이 경쟁하는 담론의 장이다. 사용자들은 각자 지
닌 코드, 가치관과 시점에 따라 고유의 의미 부여, 활용, 변형을 야기한다. 
의도치 않은 배치로 인해 생겨나거나 또는, 특정 집단만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 맥락의 성질들은 재현의 공간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리고 변형 
이후에 해당 공간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행위 또한 이에 해당한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 이론에서 정립한 세 가지의 개념들이 서로 충돌
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설명하였다. 사회의 기반이 공간의 실천의 항목으로 작
동하는 가운데,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와 공간을 해석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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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이용자들의 욕구가 상충하여 생기는 갈등과 차이를 중요하게 설명했다. 
현대에 이르러 달라진 점은 더욱 자본과 소비가 삶의 주요한 행위가 되어 일상
적인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의 결과, 정리한 ‘가
상적 공간의 생산’의 세 항목은 전부 자본주의와 소비를 통한 경제의 순환을 큰 
원리로 삼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리한 ‘가상적 공간’의 단계를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의 
개념과 연결하여 해석을 진행해 정리했으나 ‘공간의 생산’ 이론 자체를 새로 구
성한다든지, 개념을 추가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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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여태까지의 건축에서 가상성의 논의는 맥이 끊긴 채 기술의 관점에서 어떠한 
뚜렷한 물리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채 현상적으로만 논의되거나, 건축가의 작품
에서 드러나는 표현적인 부분, 또는 문화 공간으로 나타나는 기획된 총체적 상
품으로써의 모습으로만 논의되어 왔을 뿐, 현실, 그것도 우리의 일상적 삶과 밀
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에서는 그 존재를 이해하기는커녕 제대로 포착해내지도 
못하고 있었다. 가상 공간은 디지털 과학기술로 구현되는 ‘과대 실재’에 불과한 
것도, 실체 없는 인간 생활의 새로운 차원으로 철학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것도 
아니다. 또는 축제, 테마파크 등 일상적 삶과 격리된 별개의 세계로, 별종으로 
여겨 논의에서 제외해서도 안 된다. 건축가들은 ‘가상성’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이는 혼란스럽게 편재되어있는 개
념어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 개념을 확고하게 구축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날 가상 공간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엇이 ‘가상’이며 ‘가상적’인지, 공간은 어
떻게 ‘가상적 공간’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입지
를 주장하며 등장한 이 ‘가상적 공간’은 과거의 담론에 등장한 모든 공간을 포함
하고 엮어내며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 삶의 모습과 그 배경이 되는 
사회와 도시를 바꾸고 있다.

현대 사회는 많은 것을 표면의 뒤에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 사물들의 작동원
리와 자연의 순환, 삶의 구조까지 표면 뒤에 가려져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만을 좇을 뿐이다. 현재의 사물은 그 기계적 작동의 원리가 아니라 ‘선언적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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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manifesto image)’가 전면에 나선다. 변화는 점진적이었고 매 변화의 순간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결과가 다르더라도 수긍하며 적응해갔다. 그 결과 음악은 
악기가 직접 연주하지 않고 다른 매체에 담길 수 있으며, 바늘이 표면을 긁어 

소리가 나는 비닐 레코드에서 자기를 띈 테이프로, 또 
레이저를 이용하는 콤팩트 디스크로 변모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마저도 더 이상 다른 매체, 다른 물질에 
담기지 않고 MP3 파일로 어떤 전자기기든 인터넷에 연
결이 되어있다면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에 출시된 아이폰은 전면에 기계적 버튼(홈버튼)을 없애
고 모든 상호작용은 표면을 터치함으로써 작동한다. 그
러나 인터페이스 상의 시각적 상호작용은 물론 실제로
는 눌리지 않지만 버튼이 눌리는 듯한 진동을 주는 햅
틱 기능까지 이미 탈피한 기계적 감각을 허구로 만들어
내고 있다. 아이폰X(텐)의 광고에는 유동성을 띄는 액
체가 움직이는 영상을 스크린에 재생하고 있는 아이폰
이 등장한다. 특이한 점은 영상 속 액체가 화면의 가장

자리에서 어떤 경계에 닿은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단순히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에 불과하지만 광고를 보는 사람은 아이폰의 화면 안에 실제로 액정
체으 물질이 있으며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이는 아이폰
의 인터페이스 자체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각종 어플의 버튼과 그래픽, 애니
메이션에서 마치 실제로 기계적 작동이 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렇듯 기존의 
현실 감각은 변화의 과정 속에 새로운 감각으로 전복되었고 다음 단계에서 새로
웠던 것이 기존의 것으로,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전복되는 과정이 반복
되어 결국 혼재된 상태인 지금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 전복의 순간에 등장하는 새로운 감각을 ‘가상성’으로 설
명하고자 함과 동시에 현실감각의 뗄 수 없는 공간, 즉 건축을 통해 ‘가상성’, 
‘가상적‘ 공간의 구체적인 생산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상적 공간’
에 대해 단순히 형태와 디테일, 규모와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
고 사회의 기저와 표면 그리고 그사이에 존재하는 물질 세계의 다양하고 무수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만들어진 생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르페브르의 ‘공간

그림 6-1 아이폰X의 광고 

영상 (출처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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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이론은 반세기도 더 지난 현재의 공간을 이해하는데도 여전히 유효하
며 꾸준한 연구와 작업을 통해 다소 이해하기 모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
점도 극복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르페브르가 이론을 정리
하던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공간의 생산 이론이 지니는 
의의와 가능성을 확장했다.

분석의 주요 사례로 다루어진 라인 프렌즈 스토어, 카카오 프렌즈 샵, 키자니
아, SM 아티움의 경우 저명한 건축가의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은 꼭 유사한 사례에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업적 사례이지
만 여전히 건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과거 담론에 등장한 모든 공간을 포함하
고 엮어내며 실체로 다가온다. 오히려 장 누벨, 헤르조그 & 드 뫼롱 등 건축적
인 접근을 통해 낯선 현실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작품들에도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해 봄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과 의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이 논문에서 다뤄진 공간과는 또 전혀 다른 공간이 등장할 수
도 있으며 그것이 건축가의 업역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모든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기에 건축을 공부하거나 업으로 삼는 이라면 누구
나 자신이 그 과정에 관여한다는 인식과 책임을 지녀야 한다. 해당 연구의 사례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새로움을 잃게 될 것이다. 꾸준히 새로운 것
은 등장할 것이며 건축가가 지녀야 할 태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생산하는 데에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변화와 건축을 연결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동시
에 과거로부터의 논의를 현재로 확장하여 연속선상의 현 위치에 방점을 찍는 연
구가 될 것이다. 비록 한 편의 논문으로 산재한 논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개념을 
명료히 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그래서 본연구의 진단에서 연장하여 다른 건축물
과 공간에도 논의를 확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축을 단
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생산물임을 인지하고 건축의 업역을 넓히고 
다채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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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discussion about 'virtuality' is focused on cyber space, 
which is a ‘pseudo reality’ consisting of fiction called 'virtual reality', 
and space that is graphically implemented on the screen. However, 
even before the rise of cyber space, there was a discussion about vir-
tual space in architecture, which is expressed as an interpretation of 
the question of what is real and what is fiction. It appears as an at-
tempt to express it in physical space. The situation that society faces 
today is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physical real-
ity and virtual reality are closer to each other than ever and creating 
a new space.

The interpretation of the virtuality seen in the architectural works 
varies from architect, reflecting whether the architect focused on re-
producing the fictional space that does not exist in real, or ap-
proached from the sensory side, and reflected the social and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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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virtuality. Or even whether they focused on the use of dig-
ital technology.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lities which are 
involved in the archotectural realization of virtuality that appears in 
different ways, also varies. In particular, to clarify how today's virtual 
space is produced, Henry Lefebre's "space production" theory was used 
to frame the analysis.

By studying the examples of current virtual space based on the de-
velopment and various cultures, I was able to discover the reality of 
diverse characteristic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virtuality in 
existing architecture. Kidzania has a distinctive aspect of recreating the 
spaces of different spatial an temporal backgrounds, such as theme 
parks, and the SM artium reveals the present cultural concept of 
virtuality. Pokemon GO is a cutting-edge example in which digital tech-
nology acquires a stronger sense of reality and creates a close rela-
tionship with physical world. Among them, the space of a commercial 
facility selling character emoticons based on modern mobile-based 
messenger applications such as Line Friends Store and Kakao Friends 
Shop can be seen as a 'virtual space' in which realities found above 
are displayed in a complex manner.

Analyzing the Line Friends Store and the Kakao Friends Shop, I found 
a continuum of reality that gradually exists on the spectrum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This is a result obtained by including space, 
people, and objects as element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space 
and incorporating them into the analysis. In this continuum, there ex-
ists a familiar reality to which objects of everyday dimension, reversed 
realities to which goods produced by capital belong, reality derived 
from other sources, imitative reality, and fictitious reality of objects 
that are not present in the physical world. In this study, it is con-
firmed that today's ‘virtual space' is produced when various realities in 
the continuum exist without being disconnected, and evenly relat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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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cases are very similar,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virtuality. This difference can not be found by simply comparing the 
location, form, scale, program, material and drawings of a building. It 
can be understood not only by the development of current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technologies, but also by analyzing things 
that are not often included in the existing analysis of buildings. The 
relationship of things is done in stages in elements, situations and 
contexts, and each has its own methods of formation which is embodi-
ment, heterogeneity, and narrative formation.

In corporation of the social ba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
tectural elements and the physical objects existing in the actual space, 
and the phenomenal experience of the person who uses it, finally ‘vir-
tual space is produc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attempt to 
grasp the specific production method in case of daily facilities. 
Virtuality, which is a relative concept with Reality, is not fixed, and 
'virtual space' will chang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in the future. 
Therefore, I hope that the 'production of virtual space' that we have 
grasped in this study will be an aid to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new space in the future.

Key words : Virtuality, Production of Space, Henry Lefebvre, Line Friends 

Stor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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