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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가상현실 콘텐츠는 게임, 교육, 의료, 전시, 영화, SNS 등 여러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으며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업적, 기술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콘텐츠 중심 또는 콘텐츠 관점에서의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가상현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콘텐츠 관점에서의 가상현실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테마파크에 적용된 가상현실 콘텐츠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기반 테마파
크 콘텐츠 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고,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는 플레이어의 위치 이동 가능성 및 이동 방식에 따라 ‘고정
형’, ‘연속적 이동형’, ‘분절적 이동형’으로 나누고 여기에 촉각, 미각, 후각, 균형감 등의 감각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른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가상현실, 테마파크, 콘텐츠, 미디어, 공간 콘텐츠
Abstract  Recently, virtual reality contents are being experimented and introduced in various fields such as 
game, education, medical, exhibition, movie, SNS. However, research on virtual reality is mainly focused o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s, so contents-centric or contents-oriented research is on virtual reality is 
very rar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virtual reality properly, content-oriented research is very much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of virtual reality 
contents applied to theme parks. For this purpose, we tried to classify the contents type of virtual reality based 
theme park. The criteria of type classification are divided into 'fixed type', 'continuous moving type', and 
'segmented moving type' according to the player's position movement possibility and movement type, here we 
combine the senses such as tactile, taste, smell, bala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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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으로 들어온 가상현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로 경쟁관계에 있던 제욱

시스와파라시오스는누구의그림이더완벽한지내기를

걸었다. 먼저 제욱시스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덮고 있던

휘장을 걷었다. 그러자 포도 넝쿨 그림이 드러났고 마침

그곳을지나던새들이포도송이를쪼아먹으려날아들었

다. 새는그림에부딪히고땅에떨어졌다. 새의눈을속일

만큼완벽한그림을그렸다고생각한제욱시스는의기양

양해져서 파라시오스에게 이제 그림의 휘장을 걷으라고

했다. 그러자 파라시오시는 지금보고 있는 휘장이 그림

이라고 대답했다. 새의 눈을 속일만큼 완벽한 그림을 그

렸던제욱시스는새의눈을속인화가인자신의눈을속

인 파라시오시의 그림에 자신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욱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이 일화는 현실보다 더 현

실 같은 완벽한 환영을 창조하고 그에 매료되고자 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을 잘 설명해준다. 예술사를 되짚

어보면인간이가진완벽한환영에대한욕망은회화, 사

진, 영화 같은 시각 매체뿐만 아니라 희곡, 소설 같은 문

자 매체를 통해서도 표현되어 왔다. 영화가 그려내는 흥

미로운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 소설이 펼쳐

내는 오싹한 감동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은 우리가 땅을

딛고서있는이현실을잠시나마망각하고일상에서벗

어나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래된 열

망인 것이다.

보다 완전한 환영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경

험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래된 염원은 현실과 구분하

기어려울정도의환영, 또는현실보다더욱현실적인환

영을 만들어내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의 발달

로 이제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대중매체가문화적이미지층위에서가상현실을널

리 유포했다면, 이제 추상의 영역을 벗어나 실현된 현실

로서 가상현실이 일상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

본의 소니가 가상현실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출

시하자 매진 사례가 속출했다는 보도[1]는 이에 대한 단

적인 예라 하겠다.

가상현실은 매우 오래된 기술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부상한 이유를 기술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선행

연구가 밝히듯이 대중화가 될 만한 ICT 기술 및 인프라

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즉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모션및위치정보기술, 컴퓨팅및네트워크기술그리고

대중화된콘텐츠제작및배포기술등의발달이가상현

실을일상으로등장시키게된주요배경이다[2]. 이렇듯

가상현실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관심과 연

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가 주로

기술적, 산업적 관점에 치우쳐있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아직초창기인가상현실의미래를가늠하고제대로준비

하기 위해서는 인간학적 관점, 콘텐츠의 관점에서 가상

현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상현실을 기술보다는 미디어 혹은 미디어-콘텐츠로

이해하는인식의전환이필요한데, 이는크게두가지측

면에서 그러하다.

첫째, 가상현실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뜻하

는 것이 아니다. 맥루한이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인간

지각방식의 변화 또는 인간 의사소통의 변화로 파악한

것과 같이 가상현실 또한 컴퓨터를 인간 지각과 소통을

조작, 처리, 관리하는기계로개조하고있다고볼수있으

므로, 가상현실또한하나의미디어로간주할수있다. 형

식(미디어) 없는 내용(콘텐츠)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3],

내용 또한 내용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을 이용하

고, 형식의한정된조건들을극복하고자하며, 이러한형

식-내용이 인간 지각과 소통에 관여하므로[4] 가상현실

을 정확히 위해서는 가상현실을 하나의 미디어-콘텐츠

로 바라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미디어는문화적영역안에서다른미디어

와 독립적으로 문화적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미디

어들을 참조하거나 개조, 변형하면서 발전한다. 다시 말

해, 뉴미디어는올드미디어의양식과관습을차용하거나

변형하면서 자신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며,

올드미디어는 뉴미디어의 도전에 대응하여 자신의 위상

을 견지하고자 스스로를 개조한다. 볼터와 그루신은 미

디어의계보학을연구하면서 “궁극적으로가상현실은완

벽한매개라는이상을실현시켜주는문화적은유가되었

으며, 다른 미디어들은 이제 가상현실이 설정해 놓은 기

준에부합”[5]하려고한다고말하는데, 이는 단독으로존

재할수없는미디어의특수성과올드미디어와뉴미디어

의 경합 양상을 적절히 설명해준다. 결국 가상현실을 구

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미디어의역사속에서가상

현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여타의 미디어와의 관계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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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며이는가상현실을미디어

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

가상현실은이미교육, 의료, 전시, 영화, 게임, SNS등

여러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으며 도입되고 있다

[6,7,8,9,10,11]. 테마파크에서도 또한 가상현실이 점차적

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공간콘텐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

는테마파크를운영하는사업자에게가상현실은큰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진부화가 빠를 수

밖에없는테마파크에서새로운시설을도입하기에는막

대한비용이소요되는반면가상현실을활용해콘텐츠를

교체할수있도록기존의시설을개선한다면재방문율을

높일수있고이를통해수익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가상현실기술을

도입하고자연구를진행중이며, 해외에서는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와같은대형테마파크에서도도입을검토중

이거나 실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가상현실 콘텐츠가 테마파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상현실 기반의 테마

파크 콘텐츠의 현재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

향을 그려보고자 한다.

2. 테마파크와 가상현실
2.1 테마파크와 가상현실의 만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테마파크를 “계획된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와 연속성을 가지는 환

경, 놀이시설,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구성함으로써 방문

객에게감동과즐거움을제공하는비일상적인레저공간”

으로 요약 정의한다. 앤디 밀맨은 테마파크를 관광산업

과 연관지어 “테마파크란 관광자원의 비교적 새로운 개

념이고 다른 장소 혹은 시대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일반적으로핵심적인주제를중심으로건축,

조경, 전통복장을 입은 인물, 놀이시설, 쇼, 식음료 서비

스 그리고 상품이 조화된 공간”으로 정의한다[12].

백과사전에서의정의가다분히형식적측면에서테마

파크의일반속성을통해개념규정을하고있다면밀맨

은 테마파크가 점차 지역에 특화된 관광 자원으로서 의

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밀맨의 정의는 테마파크가 인지도 높은 콘

텐츠의 속성을 변용하여 파생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OSMU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하나라

는 것을 잘 보여준다. 테마파크는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의콘텐츠에서등장하는유명인물들을만나게해주거나

그 콘텐츠의 공간에 관람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

공하는데, 이러한 참여의 기쁨과 만족이 콘텐츠의 다양

한 파생 상품을 구매하도록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초기의 테마파크가 단순히 오락적 기능을 위주로 관

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면 지금의 테마파크는 교육

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빠르게 추가하면서 복합화 경

향을보이고있다. 시설과내용또한첨단과학의집합체

로서 관람객에게 보다 큰 자극과 몰입을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테마파크에최근가상현실기술이접목되면서테

마파크의 진화에 커다란 동력을 부여하고 있다. 테마파

크는 가상현실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며, 더욱 사

실적이며, 더욱 스펙터클한환영을제공함으로써종래의

그 어떤 미디어보다 깊은 몰입과 보다 실제적인 현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테마파크의 놀이 기구에서 관객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놀라고 소리치는 것 정도의 행위 이상을

할 수 없었다. 테마파크의 놀이기구는 주로 빠른 속도의

상승과하강, 급격한회전등과같이주로신체의균형을

무너뜨려 현기증(vertigo)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

했기때문이다[13]. 그러나첨단영상기술의발달로화려

한시각적볼거리를제공해줄수있게된이후로테마파

크는라이드어트랙션등을통해실제의우주나바다속

혹은 야생 동물들이 가득한 아프리카 초원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현실과도 같은 깊은 몰입

을주기에는여전히부족했는데이제가상현실은기존의

기술과 콘텐츠가 선사하지 못한 보다 깊은 만족감을 제

공하고자 한다.

보다 완전한 몰입은 순전히 기술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인지적작용또한매우중요한인자이다.

자넷 머레이는 가상현실의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몰입

(immersion), 에이전시(agency), 변형(transformation)으

로 나누어 정의하고 설명한다. 머레이에 따르면, 몰입은

현실과가상의경계선에서방문을통해가상으로진입하

고 가상의 환경 속에 머무르는 상태이다. 가상현실이 제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의 가능성과 한계 -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376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May; 15(5): 373-380

공하는 환영은 불완전한 가상 세계의 재현, 너무나 과도

한자극, 참여자의주의력을산만하게하는여러요소등

으로인해언제든지붕괴될수있다. 따라서충분한몰입

과그상태가유지되기위해서는이것은 ‘가짜일뿐이야’

라는수동적인심리적태도보다는자신이경험하는가상

현실이 실재라는 믿음의 적극적인 창조가 필요하다.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킨다는 것

은, 코울리지에따르면 ‘불신의자발적중지’로정의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해서조차도 지나치게

수동적인 정형화로 보인다. 우리가 허구 세계 속으로 들

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비판 능력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

며 창조적인 능력을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신을 중지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믿음을 적극적으로 창

조하는것이라할수있는것이다. 몰입을경험하려는욕망

때문에, 우리는우리를둘러싸고있는세계에관심을쏟게

되고, 경험 세계의 리얼리티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것을활성화시키는쪽으로지적능력을이용한다”[14].

우리는 환영을 경험할 때 외부에서 주어는 환영 그대

로를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적, 인식적인 이미지들을 그 환영에 투사해 환영을 보충

하거나 환영의 틈을 메운다. 그렇다면 가상현실을 통한

몰입의 정도는 기술적 성취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달려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가상현실 기반 테마파크 콘텐츠의 유형
가상현실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 위해 콘텐

츠는어떠한요소와특성을지녀야하는가? 이를생각해

보기위해여기에서는현재제작되었거나기획중인가상

현실 기반 테마파크 콘텐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해보자.

콘텐츠의 유형을 나누고자 할 경우 먼저 해결해야하

는 문제는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설정해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가장기본적인기준을설정하기위해가상현실콘

텐츠가 영상콘텐츠인지 공간콘텐츠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어느한쪽이라말하기어려운것을바로알수있다.

가상현실콘텐츠가영상에서출발한기술이라는점때문

에영상콘텐츠로보아야한다는주장과 HMD와같은도

구를 착용해서 실제 공간을 활보한다는 것 때문에 공간

콘텐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우리는 딱히 하

나를 선택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가상현

실콘텐츠는이양자의속성모두를가지는경우도있으

며, 어느 한쪽의 속성이 큰 경우도 있다.

쉽게 생각하듯이 현전감(presence)을 기준으로 유형

을 분류하는 것은 현전감이 몰입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인간의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치 않다. 제

이슨제랄드는 VR콘텐츠제작가이드를안내하면서가

상현실 공간의 층위를 개인 공간(personal space), 행동

공간(action space), 배경 공간(vista space)로 구분한 바

있다[15]. 개인공간은팔을뻗어서 닿을수 있는거리보

다약간먼거리를, 행동공간은개인공간보다사용자로

부터 더 먼 거리로 대략 사용자로부터 20미터까지의 거

리를, 배경공간은 20미터이상의거리를뜻한다. 이러한

구분은 사용자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것으로명확하게공간을구분한다는장점이있겠지

만, 이러한 구분이 가상현실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말해

주는바는거의없어단순히구분한다는것자체이외의

의미는 없다.

안창현은제작방식에따라 VR콘텐츠유형을분류하

였다[16]. Cinematography Live Action VR, Livestream

VR, 3D/2D CGI Pre-Render, 3D Scan, Game Engine 으

로 구분한 것이 그것이다. 안창현에 따르면 3D Scan을

기준으로 좌측의 유형들이 360VR/Video이며 우측의 유

형들이 Interactive VR이다. 이러한제작방식에따른콘

텐츠유형구분은사용자중심이아닌제작자중심의콘

텐츠 유형 이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때 생성되는 기호론적, 심미론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별반 없다는 문제가 있어 테마파크에서 사용되는

콘텐츠의 유형을 구분할 때 유용하지 않다.

정재은은 VR게임을 구분하면서 플레이어의 위치가

고정된공간, 플레이어의이동제한이없는연속적공간,

플레이어가 다수의 플레이지점을 오가는 공간, 3가지로

구분하였다[17]. 여기에서 플레이어가 다수의 플레이 지

점을 오가는 공간이라 함은 이 공간이 연속적 공간임에

도불구하고게임플레이를할수있는공간이특정한곳

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

는플레이지점이아닌곳으로가거나플레이지점이아

닌 곳에서 플레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재은의 연구

는플레이어와콘텐츠와의인터랙션가능범위와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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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일부설명해주기때문에유용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재은의 연구 일부를 받아들

여 테마파크에 사용되는 가상현실콘텐츠의 유형을 구분

함에 있어 플레이어의 이동 양상과 영상과 음향 이외의

다른 감각(즉, 촉각, 미각, 후각, 균형감 등)으로 확장된

감각을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 다시 말해, 플레이어의 위치 이동 가능성 및이동 방

식에따라 ‘고정형’, ‘연속적이동형’, ‘분절적이동형’으로

콘텐츠의유형을나누고각각의유형에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균형감 등의 감각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콘텐

츠 유형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속적 이동

형과 분절적 이동형의 구분이 문헌연구의 한계로 직접

체험하지못해구분할수없는경우일단 ‘이동형’으로기

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 기준은 콘텐츠의 유형을 그 특성에 따라

아주정확하게구분하기에는부족하다. 또한플레이어의

이동 형태와 확장된 감각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유형의 콘텐츠가 현재 존재하는

것도아니다. 하지만본연구의목적이가상현실콘텐츠

의유형을명확히구분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아직거

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가상현실 기반 테마파크 콘텐츠

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는 일이

므로이러한종류의다른연구에토대자료로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1) 고정형, 기성 콘텐츠 재사용 유형
컴퓨터게임에서출발한체감형콘텐츠를상업시설이

나테마파크의일정공간에구현하는방식으로구현하는

방식의콘텐츠가있다. 이 유형의특징은기존의게임혹

은 게임 방식의 콘텐츠에 가상현실 기술의 일부를 도입

해 체험 공간을 만들고 서비스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게

임기술혹은콘텐츠를토대로하되시각장치를가상현

실체험기기의대표적영상장치인 HMD를활용함으로

써신기술을체험할수있도록서비스한다는것에큰의

의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한 컴퓨터 게

임 콘텐츠를 다른 매체인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경험함

으로써가상현실기술에대한수용력이커질수있기때

문이다. 하지만 초기에 체험하는 콘텐츠의 수준이 기대

에비해현저히낮을경우관련기술의확대에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2) 고정형, 균형감 유형
신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롤러 코스터 기구에 앉아

HMD를 착용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사례로는 영국 알

톤타워리조트(Alton Towers Resort)의 The Galactica

project 가 있다. 2013년 운행 중이던롤러코스터의 충돌

사고로 3개월간 운영을 중지하고 해당 롤러코스터를 리

뉴얼하는과정에서가상현실기술을도입했고, 이는 세계

에서 두 번째로 운행 중인 VR 코스터로 기록되어 있다.

가상현실콘텐츠가사용자의시선과신체를사용자의

자유에맡겨무한대의자유도를허락하면이에대응하면

서 깊은 몰입감을 느끼도록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어려운일이다. 이 유형은사용자의시선과신체움

직임을놀이기구를통해통제함으로써콘텐츠제공자의

기획의도에맞게콘텐츠를감상하도록유도한다는특징

이 있다.

또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구에

HMD를 고정시켜 부착함으로써 기기 관리에 필요한 시

간과 유지보수 문제를 줄인 것은 테마파크 운영 측면에

서깊이있게고민한결과일것이다. 하지만공공시설에

부착된 개인화된 영상장치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가

질수있는공중위생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Galactica

project에서는 이를 캐스트의 프로세스화된 행위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탑승객이 내

리고 다음 탑승객이 타기 전에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HMD 내부에피부가닿는부분을모두닦아내는방식으

로 운영하고 있다.

[Fig. 1] The Galactica project
이를 통해 화장품, 땀 등 타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HMD를다시사용할때경험할수있는불쾌감을제거했

고공공시설에서 HMD 제품을활용해체험을제공하는

방식에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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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형, 균형감 유형
공간의 의미를 더욱 확장해 충실히 사용하고자 하는

가상현실 테마파크의 사례로는 EXA Global VR theme

park를 들수있다. VR룸으로부르기도하는이유형은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tracking) 카메

라가설치되어있는빈공간에 HMD를착용한사용자가

입장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할 수 있

는 시설로 가상현실의 매력중 하나인 시선의 통제를 사

용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 형태이다.

[Fig. 2] EXA Global VR theme park 

그러나이유형의방식은몸이느끼는감각과시각정

보로 제공되는 콘텐츠간의 인지부조화가 문제로 제기되

고 있어 체험 중에 쓰러지거나 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

기위해운영자가체험자의주변에서세심하게살펴보는

형태로 이를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VR룸

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한 유형으로는 omni

treadmill이 있다. 이 기기는인지부조화로발생하는균형

감상실등을해소하기위해몸을고정시키되이동시발

생할 수 있는 균형감 상실을 보완하고자 하며, 사용자와

콘텐츠의원활한상호작용을뒷받침하기위해여러가지

버전으로 제작되고 있다.

4) 이동형, 촉각 유형
공간의이동과촉감의동기화를더욱강화시킴으로써

인지부조화를 막고 몰입감을 더욱 강화시킨 예로는 the

VOID Project가 있다. 기술적으로는더욱정밀한트레킹

카메라와 신호 송수신, 영상렌더링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호 전달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지부조화

를기술적으로해소함과동시에가상환경안에만존재하

는 이미지화된 환경만이 아니라 손을 뻗으면 실제적인

촉감으로 전달되는 대상(오브제)가 있어 가상공간과 실

제공간의 정합도를 더욱 높인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

이다. 가상현실 속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와 실제공간을

일치시키되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흥미로운 이야

기가있는공간으로만들어보여줌으로써실제와가상의

경계를무너뜨리고있다는점에서기존의가상현실공간

콘텐츠의 접근 방식을 뛰어넘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머레이가 제시한 가상현실의 미학적 경험 중 에이전

시(agency)는 가상현실에서 참여자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행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만

족스러운 능력이다[18]. 참여자가 직접 행동하지만 이것

은 가상현실에서의 실행인 대리적 실행이므로 에이전시

라부른다. 요컨대, 사용자는가상현실속에서자신의행

한 행동의 결과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the VOID

Project의 경우 에이전시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다.

[Fig. 3] the actual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the user feels in the VOID

이 방식은 인구밀집도가 높아 새로운 테마파크가 들

어서기어려운도심속에서도충분히구현할수있는방

법이라는점에서향후활성화될수밖에없는도심형실

내 테마파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마파크라고 하는 공간

에서활용할수있는가상현실콘텐츠는크게 1) 고정형,

기성 콘텐츠 재사용 유형, 2) 고정형, 균형감 유형, 3) 이

동형, VR룸형, 4) 이동형, 촉각반응유형으로구분할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2)∼4)의 유형이보다효과적이라고볼수있다. 또

한 위와 같은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테마파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는 상업공간에서는 관객의 안전성

과 기기 운용의 효율성,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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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등을 고려하면서 테마파크 본연의 ‘테마’를 해치

지 않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가상현실은 새로운 기술이 결코 아니지만 그동안 일

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고 대중화되지 못했었다. 하

지만 2016년을가상현실의원년이라고말할정도로가상

현실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시장조사 기관의 전망

에 따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장규모는

5년 후인 2020년에는 2016년에비해 10배이상성장할것

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19], 가상현실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주로 산업과

기술에치우쳐있어실제사용자들이대면하는콘텐츠에

대한연구는매우미미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콘텐

츠관점에서의가상현실연구의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대상으로테마파크에적용된가상현실콘텐

츠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 기반 테마파크 콘텐츠 유형의 분류

를 시도하였고,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는 플레이어의 위

치이동가능성및이동방식에따라 ‘고정형’, ‘연속적이

동형’, ‘분절적이동형’으로나누고여기에촉각, 미각, 후

각, 균형감 등의 감각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른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

몇가지를거론하여그특징과의의를살펴보았다. 본 연

구는가상현실을콘텐츠관점에서연구하고자하는이후

의 노력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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