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 virtual’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는 ‘가치’, ‘잠재성’ ‘어떤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짜’ 보다는 어떤 효과를 ‘잠재한’ 긍정

의 기운을 지닌 단어였죠. 그렇다면 가상의 영역에 변화를 줄 때 그 결과로 진정한 의

미에서 현실이 변화되는 것일까? 라크리마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서 가상이 실제 현실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몇 가지 사

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스포츠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활용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 상황을 구체적, 반복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실전에 준비하는 이러한 훈련

이 효과가 높은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특정 동작을 하는 것과 가상의 상황을 이미지화

하여 동작을 할 때 정신이 보이는 반응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1  이러한 점을 응용하

여 루시드 드림을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의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는 루시드 드림과 운동성과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꿈 속에서 특정 동작을 연습하는 것 역시 운동 성과

를 끌어올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2  가상의 영역에서 현실을 준비하는 경

우는 다른 분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VR 기술을 가장 활발하게 응용

하고 있는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는 위험을 동반하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VR

을 통해 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간 인테리어를 위해 먼저 

3D 모형으로 이를 구현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에 대한 은유적 이미지를 담은 

가상의 게임 스토리도 활용해볼 수 있을까? ‘재창조’(re + creation)를 뜻하는 ‘놀

이’ (recreation)의 영어 단어처럼, 놀이하는 가상이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을

까? 라크리마토리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크리마토리 

세계는 처음에는 밤하늘에 별이 없어 길을 잃는 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오메가 포인트에 별을 띄워 올릴 수 있고,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별

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방향에 대한 정보를 주는 별이 밤하늘에 있다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의 질문에 대

한 답을 찾아보면서 게임을 통해 어떠한 현실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나누어 보면 좋겠

습니다. 

가상: 현실의 잠재태

      가상의 이야기는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요? 내 삶에 영향을 준 이야기가 있나요? 그에 

대해 나누어주세요. 

     나는 어떠한 미래 현실을 꿈꾸고 있나요? 그

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가상을 어떻게 활

용할 수 있을까요?  

     라크리마토리 이야기는 길을 잃어버린 ‘소

년’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속한 현

실 사회의 ‘소년’들은 어떤 영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한 현실에서 길을 찾아가기 위해 어떠한 

‘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떠한 ‘별’을 띄워

보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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