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것이 ‘현실’인가

&
발이 진행되었고, 그로인해 가격도 1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것

이 기본이었습니다. 즉 일반인들은 실제로 접할 기회도 거의 

없었고, 구매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VR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기존 기기들의 성능을 일부 낮춰 아케이

드용(오락실)과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

다. 하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술로 본 

VR 게임화면은 마치 각진 찰흙덩어리들이 어색하게 움직이

는 듯 했으니까요. 또한 1991년 등장한 ‘스트리트파이터 2’

를 비롯해 비디오게임들이 흥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비

자 입장에선 비싸고, 질이 낮은 VR 게임을 굳이 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VR 산업은 진전이 더뎠습니다. 기기와 함께 이름을 감

춘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빙하기가 닥친 듯한 VR 산

업, 다시 봄을 데려온 것은 ‘오큘러스(Oculus)’였습니다. 오

큘러스는 2012년 국제게임전시회 ‘E3(Electronic Enter-

tainment Expo’에서 게임 시연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겼

고, 이로부터 또다시 VR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VR 기업들이 오큘러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오큘러스는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Facebook)’에 20억 달러에 인수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

으로 글로벌 IT기업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대중들의 인

지도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오큘러스를 인수한 페이스북부터 ‘VIVE’를 내세운 HTC, 그

리고 구글과 소니 등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조기업으로 출발한 HTC의 경우 지난 10

월 스마트폰 분야를 접고 VR 기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

히기도 했습니다.

AR 분야 역시 게임으로 대중의 인지도를 상승시켰습니다. 바

로 전세계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나이언틱(Niantic)의 ‘포

켓몬 고(Pokemon GO!)’가 주인공입니다. 국내에선 본격적

Reality is Real

중국의 장자(莊子)가 어느 날 나비가 된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꿈에서 깬 후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나는 원래 나비고, 지금 사람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사람이 되는 꿈

을 꾼 것인지.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인지 모르는 상황을 뜻하

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의 유래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선 현실과 가상의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

다. 현재 세계는 가상이며, 진짜 현실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

죠. 모피어스는 빨간약과 파란약을 제시하며 선택권을 주었

고, 토마스 앤더슨은 이를 통해 ‘네오’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현실보다 더 행복하다면 어

떨까요? 매일매일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는 세계라면 VR기

기를 착용한 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게 됩니

다. 이에 지난해 개봉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

er One)’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이죠.

게임부터 문화유산 복구까지···현실에 녹아드는 VR&AR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

mented Reality)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을까요? VR 

산업은 과거 국방과 항공우주 등 거대 분야에서 주로 연구개

인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플레이가 가

능해 ‘속초마을’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게임이지만 현재 다양한 분야

에서 VR과 AR을 접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세대 산업계를 이끌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기술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작업환경이 위험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작업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VR과 AR 기술이 도

입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작업공간을 만든 후 

지형을 숙지하거나, 사전 작업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는 

등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선 안내도를 AR로 구현해 시각화의 도움을 주고, 

안내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전달력을 높입니다. 또한 문화재

나 유적지 등은 VR 콘텐츠로 구현해 과거의 모습을 복원함

으로써 더욱 생생한 현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계에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AR 교육 콘텐

츠가 제작되고 있고, 의료계에선 의료 시뮬레이터 및 치매 

예방·치유 플랫폼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이

사 갈 집의 모델하우스를 가상현실로 만나볼 수 있고, 가구

를 배치해봄으로써 적절한 가구 선택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내 옆에서 선망하는 아이돌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도 어색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