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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 human-centered reality that integrates real, virtual, and remote 

worlds where users communicate, share and collaborate together and 

feel ‘a sense of coexistence’ with other users and various artifacts  

 

Coexistent Reality (공존현실) 



What is Coexistent Reality? 

Virtual World 

Human 

Remote Real World 

원격 실감 교류 공간  

인간과 다양한 인공물이 
공존하는 현실 공간 

현실과 가상 공간이 
복합된 혼합 공간 



Paradigm Shift in Reality Model 

A 

A B 

A B 

Traditional Reality Model 

Virtual Reality Model 

Coexistent Reality Model 

Real Physical World  
in which human beings 

interact with other 
humans and various 

artifacts here 
e.g., face-to-face 
communications 

Virtual World  
in which human beings 

interact with other 
humans and various 
artifacts out there 

e.g., Games, MMORPG 
(World of Warcraft, 
Second Life, etc.) 

Integrated World of Real, 
Virtual & Remote Realities 
in which human beings interact 
with other humans and various 

artifacts here and there 
in a mixed and extended space 

e.g. Mirror World 
 



“Being Here” 
 

Places people in a real physical world 
 Human beings interact with others humans and various 

artifacts in real space, in here 

Reality (현실세계 - Real Physical World)  

  “Being There” 
 

Places people in a computer-generated world 
 An avatar interact with humans (own and others) and 

various artifacts in remote space, out there  

Virtual Reality (가상세계 - Virtual World)  

What is Coexistent Reality? – Cont’ 



“Being Here & There” 
 

Places people and various artifacts in a mixed world where the 
real physical worlds and computer-generated worlds are 

combined and converged 
 An avatar interact with humans (own and others) and various 
artifacts in a mixed and extended space, here and there , in real 

time, real 4D+ world 

Coexistent Reality (공존현실 – Mixed & Extended World)  

What is Coexistent Reality? – Cont’ 



“Communication beyond Communication”!  
 

“Sharing beyond Sharing”! 
 

“Collaboration beyond Collaboration”!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Coexistent Reality 

What is the Sense of Coexistence? 



원격의 사용자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고 느끼고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공감’을 느끼는 것??? 

 
 

= Presence, Telepresence, Copresence, Social Presence ??? 

Sense of Coexistence (공존감)? 

What is the Sense of Coexistence? – Cont’ 

CR should be beyond the reality that requires vivid 
representation of possible communication, sharing and collaboration 

between users 

Why do we need to refine the definition? 



Redefining the Sense of Coexistence in CR 

What is the Sense of Coexistence? – Cont’ 

원격의 사용자들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함께 존재’ 한다고 인식

하고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공감’을 형성하고  

행위적으로 소통과 공유와 협업에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A Theoretical Model of the Sense of Coexistence 

공존감 
(최대) 

ⓨ Spatial Presence 

ⓧ Social Presence 

사용자가 공존현실 공간 및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실재감(실감재현)” 
 
 

공간/ 사물 묘사의 감각 차원 수 
공간/ 사물 묘사의 해상도 

사용자 행동에 대한 공간/ 사물의  
반응 속도 

사용자 행동에 대한 공간/ 사물의  
자연스러운 일치화 정도 

Being Social 

Being Engaged 

Being Here/There 

사용자가 공존현실 속에서 공간, 
사물, 사회적 존재와의 

“행위적 몰입감(행위 몰두)  
+ 심리적 보상(행위 즐거움)” 

 
 

대상의 이동 가능성  
대상의 조작 가능성 
대상의 조작 가능성 

사용자 이동/ 탐색 가능성 
시스템/ 정보의 생성/ 편집/  

활용 가능성 

사용자가 공존현실 속  
사회적 존재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실재감(실감재현)  
+감성적 실재감(감성공유)” 

 
 

사회적 존재 묘사의 감각 차원 수  
사회적 존재 묘사의 생생함 수준   
사회적 존재 간 피드백 전달 속도 
사회적 존재 간 인터랙션의  
자연스러운 구현 정도 

원격 사용자들이 4D+ 감각을  
통해 감정 및  

경험적 공감을 형성하고,  
소통과 협업에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최고 수준의 공존감 



Perceived realism of media 
environment 

The sense of being together 
Perceived realism of one’s  
self in media environment 

Perceived realism of physical objects 
in media environment 

Physical 
Presence 

Spatial 
Presence 

Social 
Presence 

Self 
Presence 

Sensory vividness 
of virtual objects 

Sensory vividness of and 
emotional identification 

with embodied or 
imagined virtual self 

Sensory vividness of 
virtual environment 

Sensory vividness and 
social sharing of 

emotion of other social 
entities (e.g. other users, 

virtual agents) 

Presence: Overview 



Interaction with Physical 
and Spatial Artifacts  

Interaction with Social 
Entities (Self + Others) 

Presence in Coexistent Reality 

Spatial Presence 

Social Presence 



Flow 

Skill-Task 
Balance 

Intense 
Concentration 

Autotelic 
Enjoyment 

Behavioral 
Immersion 

Flow: Overview 



Flow 

Social 
Presence 

Spatial 
Presence 

Number of 
Senses of 
Space/ 
Object 

Resolution of  
Space/ 
Object Physical  

Response 
Speed 

Degree of 
Mapping of 

Space/ Object 

개발된 공존 기술은 공간/ 사물을 몇 가지 감각으로  
묘사하는가? 

해당 기술의 공간/ 사물 묘사는  
얼마나 정교한가? 

해당 기술은 사용자가 얼
마다 자연스럽게 공간/ 
사물에 반응하게 해주나?  

해당 기술은 사용자가 얼마나 
빠르게  공간/ 사물에게 반응

하게 해주나?  

Number of 
Senses of 

Social 
Entities 

해당 기술은 사회적 대상을  
몇 가지 감각으로 묘사하는가? 

Vividness of 
Social 

Entities 

해당 기술의 사회적 
대상 묘사는 얼마나 

사실적인가? 

Feedback 
Speed of 

Social 
Entities & 
Interaction 

해당 기술의 
사용자 간 피드백  

전달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Natural 

Expression 
of Social 
Entities & 
Interaction 

해당 기술의 사용자 간 피드백 
전달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Moving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자유롭게  
대상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 

Manipulating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자유롭게 대상을  
변형/ 변화시킬 수 있는가? 

Operating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자유롭게 대상을 조종/ 조절할 수 있는가? 

Exploring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가? 

Embedding 

해당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자유롭게 
시스템/ 정보를  
생성/ 편집/ 활용할  
수 있는가? 

CSF (Critical Success Factors) Facilitating the Sense of Coexistence 



Testing CSF (Critical Succes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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