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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심 공간내의 테마파크가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놀이기구나 라이드

어트랙션 등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즐거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상현실과 인터렉션 기술

을 접목한 도심형 테마파크가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심형 테마파크를 개발하기 위해

서 독창적인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션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1. 서론

선진국의 경우 10년 전 부터 도심 공간내의 테마파크가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

지 도심형테마파크에 대해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위해 준비를 한다면 많은 사전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며, 미래지향적인 기술접목을 통하여

앞선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도심형 테마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례조사를

하고,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심형 테마파크의 개념과 정의

도심형 테마파크는 테마파크의 발전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도심형 테마파크는 기존 테마파크의 개념에서 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았을 때 입지 선정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기존의 방

안들은 주로 그 장소가 원거리에 소재하므로 제한된 시간

의 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테마파크의 개발

방향은 도심형 테마파크이면서 동시에 실내형 테마파크가

바람직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도심형 테마파크가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은 “하이테크 테마파크”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

이테크 테마파크란 첨단과학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가상현실(Virtual Reality)1)의 구현을 통해 자연파괴와 환

1) 가상현실(Virtual Reality):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든 가상공간 안에 인

간의 오감을 통한 상호작용을 실현하여 현실세계와 같거나 현실세계

에서 불가능한 상황까지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경파괴를 피하면서 공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체험이나

오락의 효과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표1. 도심형 테마파크 현황

테마파크 위치 비고

Disney Quest 미국 디즈니 다운타운 내

Game Works 미국 미국 내 7개점

Ferrari

Theme Park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테

마파크(약 7만평)

Joy Plus 일본 체인형 게임플라자

Tokyo Dome

City LaQua
일본 도쿄돔 내 위치

Lotte World 대한민국 약 3만6천평

KidZania 세계8개국
세계 8개국 11개 테마파크

보유

Marvel Comics

Theme Park
한국 2013년 개관예정

3.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의 개념 및 특성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란 현실의 상태나 상황을 실험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제 상황을 가정하

여 실시하는 모의실험을 말한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해 전자 및 기계적 제어를 통하여 실제와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는 장치가 모션 시뮬레이터(Motion Simulator)

이다. 즉, 모션시뮬레이션은 탑승자에게 실제 비행이나 차

량 운전을 하는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가상현실 장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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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 내용

스파이더맨의 스토리를 3D

입체영상으로 구현하여 어

두운 조명속에서 관객의 오

감을 집중시킨 다크라이드

형태의 어트랙션The Amazing Adventures of

Spider-Man

3D 입체영상과 인터렉티브

게임을 융합하여 토이스토

리의 캐릭터를 배경으로 게

임을 즐기는 복합형 라이드

게임Toy Story Mania

3D 입체영상과 3축으로 구

성된 모션의자에 탑승하여

오감을 자극하는 바람과 함

께 인터렉티브 게임 즐기는

라이드 필름 복합형 게임
XD Dark Ride

고 정의된다.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현하기 위해 , 전진, 후

진, 가속, 감속, 상승, 하강 등을 통해 발생하는 운동을 해

석하고, 그에 따른 운동 감각, 시각, 청각과 같은 운동 상

황을 탑승자에게 제공한다. 이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션의

경우 게임분야와 4D Cinema 분야에 많이 쓰인다.

4.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 트랜드

해외 대형 테마파크인 디즈니 월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

의 경우 기존의 다크라이드2)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융합형 라이드와 라이드 필름 상영관이다. 일반적인 다크

라이드를 중심으로 3D 입체영상과 모션 시뮬레이터를 융

합하거나, 또는 4D Effect를 통합시켜 현존감을 강화하고

오감체험을 전달한다. 또는 3D 입체영상과 함께 인터렉션

기술을 융합하여 직접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게임 사이의 상호 작용을 하여 흥미

를 준다. IAAPA Attractions Expo 20113)에서 가장 흥미

있는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는 캐나다 업체인 Triotech

의 XD Dark Ride 였다. 기존의 모션 시뮬레이터와 인터

렉티브 게임의 융합된 어트랙션이다. 레이저 건으로 과녁

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체험자가 능동적으

로 게임에 참여하고 대결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 게임

의 몰입감을 확대하였다.

표2. 체감형 모션 시뮬레이터 사례 

5. 도심형 테마파크 개발 방안

현재 구축된 테마파크의 경우 외적으로는 대부분 접근성

2) 다크라이드 :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 속에서 라이드 체험을 하는 것

3) IAAP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

이 떨어지고, 내적으로는 콘텐츠부족으로 특별한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분적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람자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 프로그램과 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어서 지속적인 재투자가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형 테마파크는 최첨단 기술을 집

약시켜 복합적인 가상현실공간의 어트랙션을 조성해야 수

요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전체적 시설배치

뿐 아니라 어트랙션 하나하나에도 오감마케팅(Multi

Sensory Marketing)을 적용하고 있다. 화면이나 특수효과

를 이용한 오감의 자극, 새로운 3D입체영상과 음향효과,

레이저 쇼 등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다이나믹 하

게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적이면서 보편성을 갖춘 독

특한 테마와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 탄탄한 한국형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재방문에 대한 욕구를 이끌어 내

고,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공간

을 잘 계획하여 새로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인 관객유치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6. 결론

테마파크는 전 세계적으로 여가문화공간으로 환영받는

장소이다. 이에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도심형 가상현실

테마파크의 개발은 사람들에게 놀이와 여가라는 또 하나

의 공간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제시한 체감형 모

션 시뮬레이터를 도심형 테마파크에 접목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첨단 도심형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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