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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실감콘텐츠 혼합현실 미디어에 주목하고, 이에 관한 적용사례를 

살펴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발전방향 제시 및 전망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혼합현실은 신체능력을 확

장시키는 미디어로서 교육과 훈련, 공연, 창작, 게임, 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실감콘텐츠로서 다양하게 활용

되어지고 있다. 혼합현실 미디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TV나 인터넷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어 올 것이다. 향후 인간의 오감 모두를 느낄 수 있는 실감콘텐츠로서, 필요시에는 언제어디서나 활용가능하며, 단순

한 소통이 아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감성미디어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ocus on realistic content of mixed-reality media, which has emerged as a new alternative due to 
COVID-19, we need to to investigate relevant cases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prospect of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Mixed-reality is a kind of media that expands physical abilities and it is widely 
used as a realistic type of content for education, training, performance, creation, game, and communication with 
acquaintances. Mixed-reality media will naturally permeate our daily lives like TV and the Internet in the post-COVID19 
era. In the future, it will become a realistic content that can feel the five senses of human, which can be used whenever 
and wherever necessary, and also will become an emotional media that can stimulate human’s emotions and enhance 
happiness. it means that it’s not just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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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배경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1년 전인 2019년 12월 발

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1억 명 이상 

감염되었고, 230만 명이상 사망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2021년 2월 기준)[1]. 이에 미국

은 2020년 12월 12일 화이자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하여 감염 위험군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하

였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2월에 백신이 국내로 들어올 

전망이다[2].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특

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지인들과의 소모임은 물

론 여행, 쇼핑,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생활 등이 현저히 

줄었다. 그런 반면에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온택트[3]가 활발해지면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

한 일상생활 범위가 넓어지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

되었다. 이에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미디어콘

텐츠 산업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대면으로 즐기고 풍유했던 문

화생활들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기

반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고,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문화시설은 문

을 닫으면서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연장에서는 무관

중 공연, 이미 제작된 기획공연 등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디지털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의 새로운 관객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

지만,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콘텐

츠 영상 수익으로 직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관

련 사업자들에게는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
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상황을 백신개발을 통하여 극

복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적합한 대면과 비대면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혼

합한 혁신적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인 혼합현실 미디어

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연구목적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는 비대면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공연, 취미, 여가시간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시

작되었다는 말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시

장의 중심이 되고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실감콘

텐츠 혼합현실 미디어에 주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에 혼합현실 미디어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발전방향 제시 및 전망

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Ⅱ. 인간과 미디어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대표적인 미디어가 존재

한다. 그것이 문자가 적혀 있는 책일 수도 있고, 안방에

서 보는 TV나 영화관에서 보는 스크린일 수도 있다. 또
한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일 수도 있

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

되면서 다양한 미디어들이 상호 융합되고 제작자와 수

용자의 경계가 무너져 새로운 미디어생태계인 트랜스 

미디어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트랜스 미디어는 트랜

스와 미디어와 합성어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

만, 기존의 미디어를 초월하는 미디어라는 의미이다[5]. 
이는 기존의 미디어에서 단순하게 다른 미디어로 바뀌

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디어를 진화하여 새로운 미디

어가 탄생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캐나다의 문명비평가인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

은 [미디어의 이해]의 저서에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 신체능력의 확장물”이라고 하였다. 
뉴미디어 시대에는 미디어가 인간 소통의 도구로써 신

체의 확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6]. 
그는 미디어의 기술이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다른 장소

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TV, 
게임 등은 인간의 신체능력을 확장시키는 테크놀로지

이기 때문이다.
에릭 맥루한(Eric McLuhan)은 마샬 맥루한의 아들로 

[미디어의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림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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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Four Effects”이라는 강화, 퇴화, 회복, 반적으로 4가
지 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7]. 이는 새로운 미디어

의 탄생으로 의해 기존 미디어의 진화로 인한 “강화”와 

필요 없는 기능들의 “퇴화”기존의 미디어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미디어로 “회복”하기도 하고 어려

움을 겪으면서 반전되기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VR/AR은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예전

의 미디어보다 “강화”된 새롭게 창조된 경험을 느끼고 

예전의 미디어 기능들은 “퇴화”시키며 한층 발전된 쇼

핑, 게임 등을 통해 컴퓨터를 통한 접근성 “회복”과 

VR/AR 미디어에 소외된 계층은 정보격리의 “반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Fig. 1 Eric McLuhan’s four dimensions on media

이러한 미디어의 연구들은 인간을 위한 다양한 미디

어 콘텐츠로 탄생하게 된다. 미디어콘텐츠는 디지털 미

디어 환경에서 영상, 소리, 문자 등의 모든 디지털 정보

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영화, 음반, 게임, 모바

일, 책 등이 있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스토리텔링, 재미, 
감성 등의 요소에 의해 미디어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8]. 예를 들어 박물관, 아쿠아리움, 모델하우

스 전시 및 스포츠 경기를 혼합현실 미디어 환경으로 제

작한다면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몰입감 높고 

현장감 있는 미디어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 또한 TV
나 대형 스크린이 아닌 일반적인 대형 건물 전면을 스크

린화하여 일반적인 영상 또는 인터랙티브한 영상 콘텐

츠의 제작으로 수용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미디어 

파사드도 포함될 수 있다. 직장인들은 장시간 시간을 들

여 출장가고 단 시간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혼합현실 기기장치만 있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

아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Ⅲ. 혼합현실 미디어콘텐츠 사례

혼합현실은 1994년 폴 밀그램(Paul Milgram)이 처음

으로 논문에서 제시한 것으로 현실(Real)과 가상(Virtual) 
환경 사이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증강 가

상(Augmented Virtual)의 혼합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물

리적인 오브젝트와 가상의 객체가 상호 융합하여 작용

하는 환경을 말한다[9]. 이는 학자에 따라 증강현실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나 가상현실의 이질감에 대한 프레

즌스 한계와 증강현실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현실감

을 극대화시켜 미디어 콘텐츠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단순히 현실과 가상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

럽고 생동감이 넘치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합하는 것이다. 이는 시각, 청각은 물론이며 

후각, 촉각까지 상호작용하므로 현실과 가상이 모호해 

지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혼

합현실의 시장은 한해 6,800억 정도의 규모이지만, 
2022년에는 2조 1,010억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혼합현실 기술은 교육, 제조, 의료, 헬스케어 등 실

제 산업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인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이

크로소프트사에서는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를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나사에서는 홀

로렌즈를 착용하고 우주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시간 

단축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과대학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체 내부의 장

기, 뇌, 뼈 등을 혼합현실로 구현하여 현실에서 실제 돌

려보면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

에서는 [그림 3]과 같이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장비의 교육 및 작업공정, 수리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Fig. 2 Healthcare Training Using Mixed-Realit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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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dustrial Field Training Using Mixed-Reality [10]

앞서 전술했듯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

기 등으로 온택트가 활발해 지고 있다. [그림 4]는 우리

가 코로나19 이전의 일반적인 대면 방식의 회의이며 [그
림 5]은 일반적인 온택트 온라인 회의방식이다. 현재 온

택트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이나 기관에서 대

부분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대면회의에 비해서, 서로 한 

공간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설득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그림 6]
과 [그림 7]은 혼합현실을 활용한 온택트 회의 방식으로 

대면방식 및 온택트 방식의 장점들만 고려한 새로운 뉴

노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공간에서 마치 대면하고 있는 것

처럼 사이버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 중 참가자들이 제시한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포스트잇에 적어 벽면에 붙이

는 행동,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3차원 그

림으로 직접 그려서 공유하는 것 등을 하면서 회의를 진

행 할 수 있다. 또한 진행된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공유

할 수 있다. [그림 8]은 지인들 간의 소모임 등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을 것이다[10]. 이는 어쩔 

수 없이 혼술, 혼밥으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게는 매우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Fig. 4 General Face-to-face Meetings [11]

Fig. 5 General On-tact Conference [11]

Fig. 6 On-Tact conference Using Mixed-Reality (1) [11]

Fig. 7 On-Tact Conference Using Mixed-Reality (2) [11]

Fig. 8 On-Tact Gathering Using Mixed-Reality [11]

코로나19의 확산은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

들이 모여 있는 공연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술은 공

연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

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4]. 이에 관객들은 스트리

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직접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랜선 

공연을 집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연하는 배우들도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면 쉽게 

바이러스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합현실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이 활발해지고 있다[12]. [그림 9]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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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 마돈나가 무대에 올라 혼자서 노래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림 9]에는 무대에 검은색 옷

을 입은 마돈나와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 한명이 보인

다. 이 흰색 옷의 여성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혼합현실 

미디어로 탄생한 가상의 인물이다. 마돈나는 가상의 인

물과 같은 무대에서 실제 춤과 노래를 부르며 인터랙티

브하게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10]도 가장 왼

쪽에 있는 마돈나를 제외하고 보이는 모든 사람은 혼합

현실 미디어로 탄생한 가상의 인물이다. 이 가상의 인물

들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으며, 같이 

춤과 노래를 할 수 있고 무대의 사람과 인터랙티브하게 

공연을 할 수 있다. 물론 혼합현실을 활용한 공연을 하

려면, 사전에 실제 인물을 다수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

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3D영상물을 제작해야 한다. 
이에 [그림 11]는 혼합현실 스튜디오에서 실제인물을 

다수의 카메라로 360도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다. 촬영

된 데이터는 3D영상물로 사전 완성되어 [그림 12]과 같

이 화면상으로는 실제 사람과 가상의 인물이 서로 대화

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2]은 흰색 옷

을 입은 사람은 실제 현장에서 촬영되고 있는 사람이고, 
오른쪽 검은색 옷의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다. 이처럼 가

상의 인물은 사전 촬영을 통해 몇 명이라도 구현할 수 

있고, 어떤 동작이라고 가능하다. 또한 언제 어디서 나

타나고 사라지는 것도 제작자에 의해 가능하다. 

Fig. 9 Madonna's performance using Mixed-Reality [12]

Fig. 10 Madonna Performances Using Mixed-Reality[12]

Fig. 11 Virtual Person Production in a Mixed-Reality[12]

Fig. 12 Virtual Person Production in a Mixed-Reality[12]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혼합현실

혼합현실 미디어 기술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

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

화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혼합현실 

미디어콘텐츠의 사례에서 언급했듯 교육과 훈련은 물론, 
공연, 창작, 게임, 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이 

가능한 콘텐츠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마샬 맥루한이 미

디어는 신체능력의 “확장물”이라고 했듯이 혼합현실 미

디어는 장소, 거리, 시간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신체능력

을 확연히 확장시키는 미디어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근거로 실감콘텐츠인 혼합현실 미디어는 포

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

며들어 올 것이다. 이는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환경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마치 지금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사

용하듯 일상생활에서 필요시에는 언제어디서나 활용하

는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가 소통하고 

상대방과 교감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화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채워

지지 않는다. 혼합현실 미디어는 양방향 소통 실감콘텐

츠로 가장 현실과 가까운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혼합현실 미디어 기술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양방향 

실감콘텐츠로서 발전해 왔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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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생겼고 개발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아직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

지만, 향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오감모두를 느낄 

수 있는 실감콘텐츠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혼합현실 플랫폼 개발은 당연히 개발자의 영역

으로만 여기고 있지만 향후, 사용자는 단순히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실

감미디어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실감콘텐

츠 혼합현실 미디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혼합현실 

미디어의 사례를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혼합현

실 미디어에 관해서 고찰해 보았다. 
혼합현실 미디어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과 

인간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인간과 인간이 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평범한 일상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

요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혼합현실 미디

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인
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감성미디

어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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