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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까운 미래에 첨단 기술들이 고도화되는 단계에 접어
들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들로 인해 가상
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질 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 시간과 
공간, 장애와 비장애 등의 구분이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
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
한 인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상현실이 실재 현실과 등가가 되는 시대에 가상현실
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현실이 인간의 
내재된 사유 능력과 연결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상현실
과 현실에 대한 실재성과 의미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Ⅱ. 가상현실의 역사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극작가 앙토냉 아르토
가 1938년 관객을 몰입시키는 극장을 ‘가상현실 공간’으
로 묘사한 것에 유래를 둔다. 1984년 윌리엄 깁슨
(William Gibson)의 소설「뉴로맨서」(Neuro mancer)에
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표현과 함께 가상현실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미래를 묘사하고 있다[1]. 기술적 
측면에서 가상현실 시스템의 출발은 1940년대 미국의 공
군과 항공산업에서 개발한 비행 연습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한다. 1965년 이반 서덜랜드(Ivan Sutherland)가 
“The Ultimate Display”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장차 우리
가 컴퓨터로 만들어 보여줄 물체는 너무나 실물과 같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물체와 
실물을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1968

년 그는 가상현실용 HMD(Head Mount Display)를 최초
로 개발하였다[2]. 1989년 재론 래니어(Jaron Lanier)가 
‘가상현실’이란 단어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VR 장갑 및 고글 등의 VR 제품을 처음으로 제작하면서 
VR의 대중화에 앞장섰다고 평가받는다. 

Ⅲ. 실재성의 인식

  실재성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실
재한다는 증명은 없다. 다만 관습적, 실존적으로 실재를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시공을 
경험적 사물의 형식으로 보며 체계적 이해의 틀을 제시
하였으며 사람에게 시간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6년 아마존강 유역 원시림에서 이전
까지 문명사회와 접촉이 없었던 아몬다와족의 문화를 지
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그들에게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념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감성의 
‘선천적’ 형식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이 경우 예외적이며, 
뿐 만아니라 시간성에 대한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실재
성을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1].
   

Ⅳ. 가상화된 실재 현실의 가능성

4.1 오픈웜 프로젝트

  1960년대 말 시드니 브레너는  길이 1mm 정도의 302
개의 신경을 지닌 예쁜꼬마선충(C.-elegans)이란 선형 동
물의 신경망을 시각화 작업을 시작하여 1986년 완성하였
다. 오픈웜 프로젝트(Openworm Project)는 이 선충의 
신경망 지도를 이용하여 302개의 신경 상호간 연결 강도
를 데이터화한 후 컴퓨터 속에 재현하여 인공생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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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가상현실은 고대부터 내려온 개념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 기술의 발달로 실재와 같

은 가상현실의 구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현실 본질에 대한 사유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가상현실에 대한 다양

한 고찰과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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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알고
리즘이 배제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실제와 동일하게 행
동했으며 또한 이 신경망을 EV3라는 로봇키트에 연결했
을 경우에도 동일한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1]. 이 프로젝
트는 신경망이 100만 개에 달하는 꿀벌에 대해서 연구하
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사람의 신경망이 데이터화 된다
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의 틀
의 제공이 시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Ⅴ. 가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

5.1 시뮬라크르

  플라톤의 ‘형상이론’은 최상의 형상인 이데아라는 원본
과 그것과 유사성을 지니는 복제물, 그리고 최하의 시뮬
라크르의 순서로 중요도를 매긴다[2]. 그러나 들뢰즈는 
시뮬라크르를 무수한 차이를 생성하는 역동적인 “운동-이
마쥬”로 해석하여 시뮬라크르를 역동성의 존재로 의미를 
두었다[3].

5.2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

  가상현실에서 주로 언급되는 ‘나비의 꿈’ 의 배경에는 
장자의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이 있다. 장자는 나와 
천지 만물이 분리된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 
생명성으로 접근한다.「제물론」에서는 ‘천지와 내가 아
울러 생하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또한 물화(物化)는 道가 각각의 물(物)로서 현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4]. 

Ⅵ. 새로운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

6.1 상호 관계로서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실재성을 담보로 하여 기호화, 신호화 하
였을 경우 가상현실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가 
창조한 문화는 하나의 가상현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화
폭에 그려진 꽃은 실재의 꽂이 아니나, 꽃으로 인식한다. 
종교의 세계관과 화폐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서 살
펴보아야 할 것은 현실과 가상의 관계인데 이 둘은 상호 
작용 가운데 상보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현실이 창조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이 필연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6.2 실재성 비실재성을 구분하는 능력

  인간은 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려 하는 것인가? 동물
은 가공된 현실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본능대로 행동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능력 중에서 상징과 신화 창조의 능력은 동물과 달리 문
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가상
의 개념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은 이 현실을 가상의 시각
으로 볼 수도 있는 의식의 힘이 인간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6.3 씨써클 관점의 가상현실 인식

  그렇다면 상징행위를 통해 문화를 생성하는 의식의 
힘, 즉, 창조력은 어디서 오는가? 현재까지 밝혀진 물질
의 기본 요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이며 이 기본 단위
들의 상호작용 가운데 구조 결합되어 물질을 생성한다. 
씨써클(Seacircle)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창조력은 
씨써클 요소인 Open Mind(OM)와 Spirit(SP)의 상호작용
에 의해 생성된다[5]. 즉, 문화의 기본 단위를 OM와 SP
로 보고 이 둘의 상호 작용성에 의해 SeaCircle이란 문화
가 생성되는 것이다. 즉, 씨써클 관점에서 가상현실은 하
나의 씨써클 계(System)일 뿐이다. 이는 씨써클 관점에
서는 현실을 만드는 재료와 가상을 만드는 재료가 동일
하기 때문이다. 

6.4 씨써클 관점에서의 가상현실의 함의

  씨써클 관점의 가상현실의 함의는 현실과 가상이 어느 
한 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보적 관계이며 서로 
소통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상현실에 이미 현
실 창조의 요소가  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즉, 신(神), 
영(靈), 이데아의 세계가 현실이고 인간 세계가 가상이라
면 신과 인간이 소통되는 신과 인간의 공통 분모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씨써클 관점에서 인간이 창조한 로봇, 인공지능, 가상
현실 등의 기술 발전에는 인간의 본원적 속성인 OM과 
SP가 내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현
실의 소통 가능성은 미래에 펼쳐질 가상현실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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