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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온라인 가상공간과 현실의 융합공간으로서 ‘가상공존세계(virtual shared

space)’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 개념이 화두가 되고 있음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아직

학계의 일치된 정의는 부재하나, 인터넷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공존하는 집합적인
‘가상공존세계(virtual shared space)’를 의미
 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확장을 반영한 ‘인프라

(D·N)-플랫폼(P)-콘텐츠(C)-IP’의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을 기반으로 접근
 향후,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 IT 산업생태계의 분류

방식인 C-P-N-D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독창성과 접목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IP 영역도 포함할 필요
<표 1>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로 구성되는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인프라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5G), 몰입적 경험을 지원하는 실감형 디바이스

플랫폼



실감형 콘텐츠의 개발, 유통, 서비스를 구현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운영 기반



VR·MR·XR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육, 의료, 산업 분야 등의 실감형
창작물



패션, 엔터, 게임, 캐릭터 등 독창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IP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1]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의 주요 기업과 서비스 사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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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로 구성되는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는 각 부문별 기술

혁신을 통한 진화의 양상을 보여주며, 최근 데이터 기반의 혁신사례도 등장
 (인프라) AR·VR 실감형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의 양과 질이 발전하였고 이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로 가속화
 (플랫폼)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잇는 공간일 뿐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문화·경제 활동이 가능한 기능적 혁신을 수반
 (콘텐츠·IP)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현실과 유사하게 공간 및 사람 등이 구현 가능

해져 사용자 기반의 콘텐츠 생산과 가상공간의 브랜드 및 아티스트 IP의 제휴 활발
 (데이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기술혁신은 가상공간에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제조, 의료, 교육, 광고 등 다양한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속화
 디지털 전환을 토대로 한 원격경제와 서비스의 진화는 ‘산업 지형의 변화’, ‘생산성

혁신’, ‘시장 확대’의 세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며, 본 연구는 이를 메타버스의 발전
단계(도입기, 안정기, 성숙기)에 적용함으로써 단계별 전망 시도1)
[그림 2] 원격경제와 서비스산업 혁신에 대한 3가지 차원의 분석

자료: 김석관 외(2021), 미발표 회의자료.

1) 국내 산·학·연 메타버스 전문가 그룹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종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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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지형 변화 측면에서 본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전망
 (도입기) ‘웹→모바일→메타버스’로의 인터넷 산업의 지각 변동과 디지털 재화의 부상

- 오프라인 공간 기반으로 VR·AR 경험 플랫폼의 확대 및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2

2

 (안정기) 메타버스 기반 O 2O 융합혁신과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인터넷이 메타버스 안으로 흡수되고, 메타버스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지배적 플랫폼
기업으로 좁혀지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VR),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AR) 상호
연동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성숙기) 지배적 플랫폼으로의 산업생태계 재편 및 표준화, 신개념 경제체제로 이행

- 메타버스 시장의 전통적 밸류체인 재편, 부가가치 시장의 형성
 생산성 혁신 측면에서 본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전망
 (도입기) 메타버스 인프라 확충, 디자인 프로세스 혁신 및 MR·XR 기반 대체경험 확산

- 메타버스 산업 인프라 시장의 확대·고도화 및 디자인 프로세스 혁신
 (안정기) 스마트워크 생산방식의 확대 및 글로벌 차원의 사용자 주도형 혁신 가속화

- 메타버스에 오피스, 집무실, 사무 공간 및 버추얼 컴퓨터를 두고 근무하는 ‘메타
워크’ 형태의 생산 경험 확대
 (성숙기) 메타버스 기반 마케팅,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실사화 방식의 혁신패턴 확립

- 기업 마케팅 변화와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메타버스의 실사화 혁신 등
 시장 확대 측면에서 본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전망
 (도입기) 메타버스 서비스의 다각화 및 부문별 적용 시장의 저변 확대

- 국내 메타버스 시장은 서비스 부문별 다각화되고 마케팅,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에서의 점진적인 혁신을 것으로 예상
 (안정기) 플랫폼 강자가 주도하는 생태계 재편,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시장 활성화,

전통적 교육·문화 인프라의 메타버스화
 (성숙기) 메타휴먼 거래, 마케팅, 건강한 메타버스 라이프 등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실천 논의 구체화

4

| 요 약 |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원격경제 진화의 핵심 변수인 ‘플랫폼 발달 정도’ 와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를 기준으로 국내 메타버스 기업 생태계의 발전 수준을 진단
 한국 메타버스 생태계로는 VR, AR 기술 구현하는 기업 또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스타트업으로 주로 구성되며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등 IT분야의 대기업·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로의 사업 확장이 활발
 ‘플랫폼 발달 정도’ 측면으로는 기존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간 경쟁인

‘이행기’에 일부 있으며 그 외엔 도전이 시작된 ‘도입기’에 위치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 측면으로는 가상세계의 구축을 이제 시작한 단계로 가상

세계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 기반의 분석을 통한 혁신 정도는 부족
[그림 3] 국내 주요 메타버스 기업들의 진화단계별 분포

자료: 국내 메타버스 전문가 그룹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매핑

- 현재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글로벌 수준의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국내
기업은 네이버Z의(‘제페토’)와 SK텔레콤(‘ifland’)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메타
버스 가상세계의 소셜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스타트업들은 주로 게임SW개발, 광고 콘텐츠 제작 등 콘텐츠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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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의 메타버스 진화단계에서의 경쟁력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와 플랫폼 발달 정도로 구분하자면, 미국

이나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의 확장성으로 인해 상대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지식재산권
(IP)’의 대부분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도 함
-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기존에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가 뛰어나고, 플랫폼 측면에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상황으로
B2B, B2C를 도전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국내 메타버스 기업이 경쟁력과 강점을 보유한 분야는 ‘콘텐츠․IP’ 부문
 인프라, 플랫폼, 지식재산권(IP) 분야에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선점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전략적 선택지로 택할
수 있는 분야는 ‘콘텐츠’ 산업으로 나타남
- ‘메타’와 ‘MS’ 회사의 경우는 VR기기와 관련 플랫폼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이미 시장
점유율 확보에 선점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기업의 인수 및 연구개발 투자의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최근 K-pop, 웹툰, 소설, 드라마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콘텐츠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족
-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페토’라는 플랫폼 내에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의 IP와 결합을
시켜 콘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네이버Z의 제페토는 비록 미국의 유니티(Unity) 사의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였지만,
아바타 콘텐츠를 토대로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비전펀드에서 약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
 현재 한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실감형 창작물인 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

분야인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
- 제페토, 위버스 등 포털형 SNS, K-pop 콘텐츠 등 특화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되
연계서비스 및 IP 부문으로 부가가치 확장 경로를 모색할 필요
- 국내 기업과 정부는 국가적, 기업적 차원의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콘텐츠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창작자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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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

과제 1. 메타버스의 실감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력 강화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에 따른 디스플레이 폼팩터의 다양화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전략적인 투자·지원 필요
- MicroOLED, OLEDoS 등은 OLED 시장에서 거센 추격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서의 의미 또한 큼
-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훌륭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투사하여 이미지화 시켜주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실감의 차이는 크게 달라짐
- 메타버스 디바이스의 완제품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핵심이 되는 디스플레이의 요소기술에서는 국내기업의 공략 가능성이 있음

과제 2. 범용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둔 기술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K-POP, K-Culture등 특정 부문에 집중한 콘텐츠에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메타버스 비즈니스 영역이 활대될수록 Universal
하게 적용 가능한 콘텐츠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은 결국 B2B 콘텐츠에서의 경쟁력이 좌우할 가능성
-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처럼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환경에서 호환성을
무기로 효과적인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는 기업들이 부상 중
 분야별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유연하게 연동 가능하고, 설계 내용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저작툴의 범용성 및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필요
- 이들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범용성과
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 언어 공유와 관련하여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필요한 경우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전략적 인수합병 및 협력 제휴 시 세제혜택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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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메타버스 공간 내 활발한 창작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거래환경 조성
 각 플랫폼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메타버스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함
-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기존 온라인 세계와 차별화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의
경제적 수익 창출’임
-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락인과 몰입을 유인하기 위해 저마다의
사용자 리워드 및 수익 모델을 홍보하고 있음
 현재 플랫폼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자체 화폐를 가지고 실질화폐로 교환까지 가능한

기업은 소수이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용자의 창조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에 부합하는 보상의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가에 대한 검토도 논의되어야 할 주제임
- 향후 2차 창작자로서 사용자의 저작권, 원저작툴을 제공한 플랫폼과의 사용권한 등을
중심으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국내외 거래소 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고 편의성과 보안성이 증진된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크리에이터 전문가에 대한 육성도 필요
-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품 인증서와 같은 ‘NFT(대체불가토큰:
Non Fungible Token)’ 기반의 창작물에 대한 생태계 육성 필요
-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상자산과 NFT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에선 명확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특히, NFT가 ‘창작물에 선택적으로 소유권 부여·양도,’ ‘희소성/상징성, 제작자 명성
등에 기반한 가치 산정,’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상품화,’ ‘다른 창작 활동에 재투자’
등과 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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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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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버스 개념 및 특징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써 아직

학계의 일치된 정의는 부재하나, 인터넷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공존하는 ‘가상공존세계
(virtual shared space)’로서의 개념적 의미 내포
- Neal Stephenson의 SF소설 ‘Snow Crash(1992)’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3차원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인 아바타를 묘사하며 가상과 현실이 뒤섞인
공간을 지칭
- 인터넷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과 이와 연결된 가상공간의 융합에 의해 탄생된
집합적 ‘가상공존세계(virtual shared space)’를 의미(Smart, et al., 2010)
- 아바타를 통한 의사소통, 정보와 재화의 교환, 현실세계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가상적 세계(김한철 외, 2008)
[그림 4] 현실과 가상의 초월적 융합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개념적 의미

자료: 연구진 작성

 최근 하드웨어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의 진화로 완결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형성 등 메타버스의 대중화 여건이 조성됨
- 현실과 동일한 시간개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이자, 리셋이나 중단 없이 지속가능하고
완전한 경제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 중(김상균, 2020)
2) 이 글은 김석관 외(2021),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 전략의 모색』 보고서의 제6장, 「메타버스」 (윤정현·김가은)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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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분류 유형 및 특징
 미국의 비영리 가속연구재단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2007년에

제시한 네 가지 분류 틀이 현재까지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음
- ASF는 기술의 적용 형태(증강/시뮬레이션)와 대상의 지향 범위(내적-개인/외적-환경)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네 가지로 구분
- 메타버스의 4가지 분류체계는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최근 상호 경계를 허물며
융·복합되는 형태로 변화 중(이승환, 2021)
* 메타버스의 4가지 분류의 공통점은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 정보가 서로 교류하며 상호작용 한다는
것이며, 최근 기술고도화와 서비스 간의 융합으로 이들 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
 네 가지 유형 중 ‘메타버스 가상세계’는 최근 VR·XR 기술의 빠른 성장속도와 보급, 신개념

서비스와의 연계에 따라 혁신동력 창출 공간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야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주요 특징은 현실세계와의 ‘연속성’, ‘실재감’, ‘상호운영성’, ‘동시성’,

‘경제적 흐름(호환성)’이라 할 수 있음(김상균, 2020)

2. 코로나19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부상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재부상
 코로나19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불러와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적용되었으며 비대면

패러다임에서 실감형 체험 콘텐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함
- KDI 경제정보리뷰의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증강현실’, ‘ 가상현실’,
‘가상세계’, ‘메타버스’ 등의 언급이 진행되었지만 ‘메타버스’는 2020년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언급량이 증가해 21년 2월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메타버스 논의의 중요한 시점은 2016년 증강현실 관련 ‘포켓몬GO’ 게임서비스의 출시,
2018년의 가상세계를 담은 ‘레디플레이어원’ 영화의 개봉, 2020년 메타버스 세계관
K팝 그룹 ‘에스파’의 데뷔 등이 있음
- 메타버스는 초기 게임서비스 위주로 제한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그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매김 중

10

I. 연구 배경

[그림 5] 온라인 미디어메타버스 언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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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경제정보리뷰, https://eiec.kdi.re.kr/publish/reviewView.do?idx=81&fcode=000020003600005&ridx=7, (접속일: 2021.12.09.)

 메타버스 가상확장세계로의 진화
 코로나19 이후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뿐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 또한

증가하여 양적, 질적 변화흐름이 나타남
-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치중되어 있던 VR(Virtual Reality, 이하 VR) 서비스는 친교
활동과 교육,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가상의 공간이 실제 현실로 착각할 만큼
정교해지고 일상의 활동 대부분이 구현됨으로써 두 세계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 감소
-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18p)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상현실(VR) 게임을 경험한
이용자의 26.6%가 코로나19 이후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 특히, VR 게임
콘텐츠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5.7%는 이전보다 콘텐츠 구입에 더 많은 지출
 메타버스의 시대는 가상과 현실의 공존인 ‘혼합세계’와 점차 현실 공간을 가상 세계가

대체하는 ‘대체세계’로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확장가상세계’로의 진화
- (혼합세계) 상호 분리된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경험이 점차 긴밀히 연결
- (대체세계) 일상의 활동 대부분이 가상세계에 구현되며 가상의 세계가 현실을 대체 시작
- (확장가상세계) 현실과 가상의 양자가 융합되고 경계가 허물어져 오히려 현실세계보다
가상세계에 머무는 시간과 중요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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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시장 확대와 활용 현황
1.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시장 현황 및 특징
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시장규모 및 성장전망
 현재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AR·VR·MR)의 규모는 2021년 현재 307억

달러(약 36조 원)에서 2024년에는 2,969억 달러(약 350조 원)로 무려 10배 가까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Statista, 2021)
 엔비디아(NVIDIA), 메타(META, 구Facebook) 등 제조 분야와 플랫폼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3)
- 일례로 페이스북은 창업 후 17년 만에 처음을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한 비즈니스 진화와 혁신에 초점을 둘 것임을 시사(META 홈페이지)
- 실제로 페이스북은 최근 VR·AR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유럽에서 메타버스 관련
인력으로 약 1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4)
 메타버스 가상세계 구현에 활용되어왔던 VR·AR·MR·XR 관련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는 게임 산업임
[그림 6] 메타버스 시장규모 전망(2021-2024)

자료: Statista(2021), https://bit.ly/3Ehlksh (접속일: 2021.10.18.)

3) Zdnet(2021.9.28.), 「페이스북, 메타버스 외부연구에 2년간 600억 원 지원」, https://zdnet.co.kr/view/?no=20210928092224
(검색일: 2021.10.11.).
4) 뉴시스(2021.10.18.), 「페이스북, 유럽에서 1만 명 고용계획.. ‘메타버스’ 건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8_0001616752 (검색일: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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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R·AR·MR·XR 기술에 대한 투자 추이(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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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덕우(2020.10.14.), p. 5; Statista(2020.3)

나.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플랫폼 고도화
 현재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플랫폼 발전단계는 아직 시장과 산업지형의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도입기의 모습을 보임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성장경로의 뚜렷한 패턴을 아직 확립하지 못하

였고, 가격·품질경쟁이 치열해지는 성숙된 시장단계로도 접어들지 못한 상황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산업계의 지배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유니티, 하이브 등 국내외 중견기업, 그리고 자이언트스텝 등 신생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혼재되어 경쟁과 협력의 구도를 형성
- 이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디바이스, 네트워크 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콘텐츠
등 다각적인 시장의 다층적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 이 중 어느 한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
- 다만 인프라-플랫폼(특히 하드웨어) 부문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플랫폼(소프트웨어) 일부와 콘텐츠 영역에서의 중견-스타트업들의 선전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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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용자층의 연령이 10~20대로 잠재적 소비집단의 편중성이 높으며 지역별 분포, 활용

분야 등의 확장력이 남아있어 향후 부문별·연령별·지역별 균형 있는 성장여력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용자 측면)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서비스는 아직 파편화되어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프라, 콘텐츠 부문의 중견,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합종연횡하고 있는 상황
 소셜파티 부상과 온라인 기반의 신규 서비스 출현, 기존 서비스의 메타버스 가상세계 환경

으로의 대체 등이 대표적 현상임
 아직 앱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게임에서의 소셜파티 서비스 확대,

게임 서비스 저변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중
[그림 8] B2C, B2B 측면에서의 글로벌 VR/AR 시장 확대 전망

자료: 유안타 증권 리서치센터(2021.10.12.), p. 31.

 (기업혁신 측면) 메타버스 장비 인프라를 구성하는 MR센서, 칩셋, 메모리 등을 생산하는

부품 업체와 관련 액세서리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
 5G, 에지컴퓨팅, 저작툴, 3D 엔진, 메타버스 스튜디오 등의 인프라 활용 기회가 제공되는

중이며 이는 메타버스 연계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
- MR과 연동된 스마트팩토리 혁신, 메타버스 마케팅과 일하는 문화 혁신 시도, 메타버스 회의,
협업, virtual computing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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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시장 확대와 활용 현황

 향후 플랫폼화가 본격화되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의 메타버스 경험 확산을 통해 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웹, 모바일에 이은 혁신 동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드웨어 기기와 소프트웨어,

STEPI Insight |

네트워크 인프라, 킬러앱 등 전반적인 시장이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 메타
버스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전통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고도화의 수단으로서의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도입
되고 있으며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가속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의 주요 쟁점
 (개인정보보호 문제)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선순환적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보호와 보안 문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폭력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은 미흡한 상태
 메타버스에서는 각 개인을 상징하는 아바타를 통해 개인 간 상호관계가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과정에서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블로그·SNS 환경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그 차이에 맞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국회입법조사처는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
- 다른 사람 아바타의 사적 공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가 있는 가상공간의 사물(건물, 조형물, 차량 등)을 침범하고 훼손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5)

5) 아주경제(2021.8.20), 「[아주 쉬운 뉴스 Q&A] 유통가 몰리는 메타버스, 정부 규제사항은 없나요?」,
https://www.ajunews.com/view/20210819152730134 (검색일: 20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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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 다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가 통제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6)
 최근 정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힘

-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급 분류가 부재하며, 게임의 분류기준 도입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 또한 첨예하게 대립 중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인 10대에게 불법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

- 이미 불법 성인물의 이미지를 삽입한 아바타와 아바타 간 성폭력 논란 등이 해외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아동 성범죄(아바타 스토킹·몰카·성희롱 등) 발생 가능성도 존재
 (가상재화의 소유권·저작권 이슈) 현재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상 재화에 대한 소유권 인정,

저작권 침해 기준이 모호한 상황
 메타버스 내에서 아이템 혹은 창작품과 같은 가상 재화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주고, 플랫폼이

종료될 때는 메타버스 운영사가 해당 자산 가치를 이용자에 보존해주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현실적인 효력 여부, 상거래의 과세 여부, 창작과 표현

물의 권리 정의, 메타버스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침해될 경우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등이 대표적 이슈
 (기타 법·제도적 보완 이슈)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두 세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심지어 현실세계를 대체하는 활동들이 증가하면서 현실의

문제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물리적 실제
공간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정합성이 부족
 메타버스 산업은 점차 영역 간 융합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파편적인 전담조직과

거버넌스의 형태로는 효과적인 지원과 대응이 어려운 이슈가 존재
 가상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과 이에 따른 조세 포탈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금전적 탈취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6) 이코노믹리뷰(2021.10.15.). 「게임이냐 메타버스냐... ‘청소년 유해물’ ‘사행성’ 엇박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137 (검색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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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산업 생태계 구조
가. 전통적 IT산업 기반의 ‘C-P-N-D’ 분류 방식
 전통적 IT 생태계 기반의 ‘C-P-N-D’ 관점은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를 의미함
 이 같은 전통적 IT 생태계 분류틀은 기술적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활용 장비와 제한적인

AR·VR 기술들의 구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유용
 그러나, 사회적 교류를 넘어 비즈니스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제공하는 폭넓은 사용자 경험과 잠재적 서비스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9] C-P-N-D로 분류한 AR·VR 생태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7), p. 3.

나. ‘HW-SW-Service-Tool’ 분류 방식
 ‘HW-SW-Service-Tool’의 관점은 하드웨어와 그 위에 탑재되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SW 플랫폼,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킬러앱 서비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와 각종 엔진 등의 저작툴까지를 포함하는 접근
 디바이스와 플랫폼, 콘텐츠를 HW와 SW, 서비스로 재분류한다는 점에서 ‘C-P-N-D’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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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객의 유입과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된 사용자 경험을 주도하고 있는 킬러앱에
보다 초점을 둠으로써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과 스타트업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가진 역동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김지현, 2021, p. 15)
 그러나 ‘C-P-N-D’의 분류방식이 안고 있던 문제처럼,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가진 특징적 소통방식과 경제적 확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사용자 경험 장비와 통신 네트워크, OS와 같은 응용 제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부문

들이 혼재되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요소들의 역할과 상충하는 문제도 존재
- 이러한 문제들은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새로운 구현가치를 반영한 대안적 생태계 분류틀이
필요함을 시사
[그림 10] HW-SW-Service-Tool로 바라본 메타버스 게임 생태계

자료: 김지현(2021), p. 15.

다.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의 대안적 생태계 분류 방식
 경제적 측면에서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확장을 반영한 ‘인프라(D·N)-플랫폼(P)-콘텐츠

(C)-IP’의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향후,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C-P-N-D의 상호 유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독창성과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둔 IP 영역도 포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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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시장형 생태계 구축,’ 이용자가 아이템 등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창작 도구

도입,’ 창작물의 수익화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
로의 발전이 가능해지고 있음(한상열, 2021, p. 20)
STEPI Insight |

- 최근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 게임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직접
개발한 수많은 연계 게임과 아이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아바타에 새로운 가치와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외부 지식재산권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10~20대 중심으로 이들을 홍보·소통 타겟으로 설정한 패션, 엔터테인먼트, 교육, 제조,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IP 사업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이승환·한상열, 2021.4.20,
p. 18)
- 이용자들은 특정 IP 기반 아이템(의상,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자신의 아바타에 착용
하거나 이와 유사한 현실 제품을 구매하기도 함
<표 2>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로 구성되는 대안적 생태계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인프라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5G), 몰입적 경험을 지원하는 실감형 디바이스

플랫폼



실감형 콘텐츠의 개발, 유통, 서비스를 구현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운영 기반

콘텐츠



VR·MR·XR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육, 의료, 산업 분야 등의 실감형 창작물

지식재산권(IP)



패션, 엔터, 게임, 캐릭터 등 독창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IP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11] ‘인프라-플랫폼-콘텐츠-IP’의 주요 기업과 서비스 사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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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기업 간 경쟁 구도
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군
 현재 메타버스 가상세계 시장은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IP의 네 영역 중 특히 인프라와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력이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 분야

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취하는 중
- (메타(舊 페이스북)) 2014년 VR 제조사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는 메타는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시장의 진출에 나섰으며 자체 개발한 킬러앱 ‘Horizon’을 선보임
- (애플) 2022년 자체 AR 기기를 출시할 예정(김지현, 2021, p. 16)
[그림 12] 글로벌 메타버스 가상세계 헤드셋 매출 전망

자료: 삼성증권(2021.11.5.), p. 22.

-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콘텐츠 부문에서 2014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소유한 개발자 Mojang Studio를 인수, 2015년에는 증강현실
HMD 홀로렌즈를 통해 혼합현실 시장에 본격 진출
* 이후 윈도우 및 ‘Azure’ 등과 연동하여 PC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AR로 확장, 2017년 가상현실용
소셜 앱 기업 알트 스페이스 VR을 인수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자체 메타버스 개발 툴 ‘Mesh’를
발표하면서 가상 업무 환경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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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S의 ‘Azure’ 매출액 및 성장률

STEPI Insight |

자료: 삼성증권(2021.3.11.), p. 54.

- (구글) 2013년 AR 기기 구글 글래스를 출시한 이후 2016년 ‘Cardboard’라는 스마트폰
기반 VR 툴킷을 선보였고, 2021년 5월에는 3차원 영상대화가 가능한 ‘구글 스타라인’을
공개하기도 함
- (텐센트) SNS 플랫폼에서 게임,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핀테크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
시장 확대를 위한 ICT산업 전 분야의 강점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 특히 게임개발, 퍼블리싱, 라이브스트리밍 분야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장악한 텐센트 생태계에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포함되어 있음(산업경제리서치, 2021, p. 76)
* 뿐만 아니라 위챗, 스포티파이 등 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업들에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고 전자상거래와
소셜네트워크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중

나.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니티(UNITY)는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글로벌 상위 100개 게임사 중 94개가

고객일 만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장 대중적인 서드파티 게임 엔진임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PC, 콘솔, AR/VR 기기에 활용되는 3D 콘텐츠 제작용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간 활성 엔드 유저는 27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7)
7) 매경이코노미(2021.8.24.),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석 달 만에 회원사 300곳 넘어」,
https://m.etnews.com/20210824000053 (검색일: 2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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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분야의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 부상
 국내 1위의 포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웹툰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옴
 자회사 네이버제트가 개발한 ‘제페토(ZEPETO)’는 가상현실 기반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간 내에서 사용자의 고유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일상을 경험 가능하도록 구현
되었으며 아바타 간 친교와 아이템 거래, 개발 등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
- 코인(Coin)과 젬(Zem)이라는 자체 재화를 통해 플랫폼 내 결제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됨
[그림 14] 제페토 내 젬/코인 가격

자료: 유안타 증권 리서치센터(2021.10.12.), p. 78.

- 유수의 브랜드와 협업하여 가상 캐릭터 의류를 제공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서도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음
 하이브(HYBE)는 콘텐츠 기반의 메타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2020년 유가증권 상장 전후로 YG, JYP 엔터테인먼트 등과 협업을 통해 K-POP 콘텐츠

를 제공하는 자회사 ‘위버스(Weverse)’를 세웠으며 네이버와 지분 스왑 등을 통해 단순히
아티스트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음(좋은정보사, 2021, p. 406)
 ‘리니지’ 시리즈로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평정한 엔씨소프트는 최근 K-POP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를 출시하고 게임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
 유니버스는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 역할뿐 아니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

‘스튜디오(Studio)’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직접 꾸미고,
아티스트의 헤어, 의상, 소품 등을 스타일링하거나 조명과 배경, 카메라 앵글까지 직접
선택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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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플랫폼 기반 라이브 콘서트 ‘유니-콘’에서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등 확장현실

(XR)이 적용된 콘서트가 열리기도 함8)
STEPI Insight |

다. 국내 주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자이언트스텝은 광고 VFX(Visual Effect) 사업을 시작으로 게임, 영화, 영상 제작 등의

영상 처리 제작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임
 버추얼 휴먼, 실감형 콘텐츠를 생산해왔던 자이언트스텝은 특히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와

수준 높은 VFX, CG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음

 국내 메타버스 문화 콘텐츠 부문에는 스코텍엔터테인먼트와 벤타브이알 등 다수의 스타

트업들이 존재함
 (스코텍엔터테인먼트) 세계 최초로 VR 건슈팅 게임을 상용화 했으며, VR복합문화공간인

VR SQUARE를 오픈한 바 있음
 (벤타브이알) 최근 교과 과정 및 발달 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역사 유적지, 미술작품 등을

XR 실감 스캔 및 모델링해놓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벤타버스’를 발표하기도 함

 그 밖에 인프라, 콘텐츠, 플랫폼 부문에서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이 진출 중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은 최근 초경량 AR 스마트 글라스, HOE 광학 모듈, HOE 설계

및 제작에 진출 중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 융합 전문가, VFX 그래픽 아티스트, 영상 전문가 등의 양성을 위한

융·복합 영상 콘텐츠 교육 플랫폼을 출시하는 스타트업들도 출현

8) 뉴스1(2021.1.22.), 「엔씨소프트, ‘K팝 플랫폼’ 유니버스 시동... 종합엔터 ‘진화’」, https://www.news1.kr/articles/?4188789
(검색일: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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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혁신 사례
가. 데이터 기반의 기술혁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혁신은 현실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도와주는
등 제조, 건설,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제조업 분야에서는 가상의 공간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
들을 조합하여 신제품 테스트 및 품질 검증 등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함
- 의료업 분야에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 환자에게 가상 수술을 진행하는 등 각종 시뮬
레이션을 진행해 원격 학습과 수술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활용함
- 마케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메타버스 내에 3D 아바타인 ‘디지털 휴먼’을 탄생
시켰고,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활동의 장점으로 국내외에 기업에서 적극 활용 중임
-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지출하게 될 비용은 150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상당 부분을 가상 인플루언서(디지털 휴먼)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9)
<표 3> 디지털 휴먼의 국가별 사례
국가

사례

관련 내용

미국

브러드
‘릴 미켈라((Lil Miquela)’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 수(약 300만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명품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하고, 게시물 작성 하나에 약 1,000만원의
가치로 측정됨

싸이더스 스튜디오엑스
‘로지’

- MZ세대를 겨냥하여, 빅데이터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외모로 구현하였
으며, 국내외 기업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임

한국

LG전자 ‘김래아’

- 2020년 CES에서 첫 공개되어 LG 전자 제품을 홍보를 담당함

일본

AWW의 ‘이마’

- ‘이케아’의 홍보 모델로 약 7억원의 수익을 내고, 국내외 활동중

중국

칭화대·즈푸·샤오빙
‘화즈빙’

- 칭화대 입학한 새내기의 가상인간으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1위를
하는 등 가상세계 활동 중임

자료: 중앙일보(2021.07.07.)10), 매일경제(2021.10.04.)11)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9) 한국경제(2020.10.31.), 인간보다 낫다?…가상인물이 1년에 130억씩 버는 세상 (접속일: 2021.12.13.)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0306030i
10) 중앙일보(2021.07.07.), 「팔로워 300만명, 연수입 130억…'릴 미켈라'도 인간 아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0336#home (접속일: 2021.12.12)
11) 매일경제(2021.10.04.), "연예인보다 낫다"…모델료 10억 22살 오로지, 中 화즈빙 日 이마 도전장 내밀었다,
(접속일:2021.12.12.) https://www.mk.co.kr/news/it/view/2021/10/93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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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 기반의 기술혁신
 플랫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잇는 공간일 뿐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 사회문화·경제

STEPI Insight |

활동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기능을 가진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자사 개발의 AR(Augmented Reality, 이하 AR)기기 ‘홀로렌즈
(Hololens)’를 공개하며, 윈도우 10과 호환성을 맞추고, ‘Dynamics 365’, ‘Mesh’,
‘Azure’ ‘MS teams’* 등의 다양한 원격 접속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원격 근무, 원격 협업 등을 가능케 함
* 추후 Dynamics 365와 MS teams(화상회의 프로그램)는 통합될 예정

- 미국의 게임사 ‘로블록스’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진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
하였고, 로블록스 내에 창작자가 게임 개발을 통해 실제 현금화 가능한 수익 창출해
경제활동을 가능케 해 사회문화적·경제활동을 흡수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함
- 또한, 블록체인 등의 기술혁신은 메타버스 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개념으로 ‘대체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탄생시켰고, 복제가 불가능해 현실 세계의 예술
작품 및 명품 보증서 등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가짐
- 현실 세계의 정보를 가상 세계에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거래시스템, AI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혁신을 통해 B2B 비즈니스가
B2C, D2C의 비즈니스를 촉진하였고 부동산, 농축산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중임

다. 인프라 기반의 기술혁신
 ‘인프라’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이며,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AR·VR 실감형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의 기술혁신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로의 전환을 가속화
- 경험을 확장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은 VR기기로 최근
기술혁신을 통해 초기 모델보다 무게는 가벼워지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2는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 3G의 판매량에 버금가는 수치
-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인 ‘메타(舊 페이스북)’이 대표적으로 인프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VR기기사인 오큘러스의 인수뿐 아니라, 오큘러스의 콘텐츠
이용 시 페이스북 계정으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현재, 오큘러스의 점유율은 글로벌 확장현실(XR, Evtended Reality) 장비 시장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오큘러스가 53.5%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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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메타 오큘러스사의 VR기기 혁신과정
오큘러스 리프트

오큘러스 GO

오큘러스
리프트S

오큘러스
퀘스트1

오큘러스
퀘스트2

PC

필요

선택

필요

선택

선택

디스플레이

OLED

LCD

LCD

OLED

LCD

해상도

2160 x 2100

1280 x 1440

2560 x 1440

1440 x 1600

1832 x 1920

저장공간

해당없음

32GB, 64GB

해당없음

64GB, 128GB

64GB, 256GB

무게

380g

468g

610g

571g

503g

가격

599달러

199달러

399달러

399달러

299달러

출시일

2016.3

2017

2019

2019

2020

구분

자료: 오큘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oculus.com/compare/?locale=ko_KR (접속일: 2021.6.11.)

- 또한, 2019년 5G망의 상용화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 대역폭 등의 이점을 가지게 되었
으며 빅데이터를 소화할만한 기술의 혁신 덕에 가상 세계에 연속성 있고 실재감을 주는
상황이 구현가능하게 되었음
- 무엇보다 클라우드 기술의 혁신은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에 저장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공 및 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반을 다졌다 할 수 있음

라. 콘텐츠·IP 기반의 기술혁신
 콘텐츠·IP 주도형 혁신 주요 사례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ZEPETO)’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결부시키면서 사용자 기반의 콘텐츠 생산 및 확산 메커니즘을 설계
- 2018년 8월에 출시된 제페토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다운로드 수는 2020년 12월까지
지속해서 상승중이며 매출액 역시 동일하게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제페토는 사용자 참여 기반의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창작자들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설계하였음. 이는 미국 게임사 ‘로블록스’와 유사한 비즈니스지만,
사회·문화적 기능이 더 많이 접목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빌드잇’을 통해 아바타의 아이템을 제작 및 판매하며, 수익창출이 가능함

12) Counterpoint(2021.3.10.), Oculus captures half of XR headset market in 2020 (접속일: 2021.6.11.)
https://www.counterpointresearch.com/oculus-captures-half-xr-headset-marke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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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페토 월간 다운로드수 및 매출액
제페토 다운로드 수(월간)

제페토 매출액(월간)

STEPI Insight |

자료: 미래에셋대우(2020.12.3.), p. 5.

- 제페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 수는 6만 명이상이며 초기 공개 이후 8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13) 하는 등 창작자 수의 증가와 함께 제페토 내의 콘텐츠도 풍부해지고 있음
- 제페토에 콘텐츠 제작 창작자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빌드잇 스튜디오는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구현해놓았다는 것에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1년 콘텐츠
현업인 재교육 특화과정' 실버 크리에이터 과정도 개설함
 특히, 제페토는 콘텐츠에 아티스트 IP와 브랜드 IP를 적극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여 사용자

들의 락인(lock-in)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함
- 하이브(舊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YG,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총 170억 원의 투자유치
받았으며 소속 가수들의 안무 공개, 가상 팬사인회 개최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였음
- 2020년 9월 YG의 ‘블랙핑크’ 그룹은 3D 아바타로 실제와 같은 모습을 구현해 가상
팬사인회를 개최하였으며, 세계에서 무려 4,600만 명이 참여한 바 있음
- 또한,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패션 브랜드에서도 제페토를 마케팅 및 소통의 채널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021년 5월, 패션 브랜드 구찌(Gucci)는 제페토 내 ‘구찌빌라’를
설립해 신상품 공개 및 아바타의 특화된 아이템 공개 등의 활동을 진행함
- 제페토의 주 이용객은 10대이며, 세계 165개국의 누적 가입자 2억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아티스트IP와 브랜드 IP를 콘텐츠 결합하는 것은 중요한 잠재적 수요 고객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

13) 매일경제(2021.3.10.), [메타버스가 온다] 위드 코로나19 시대 메타버스서 옷 산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05330 (접속일: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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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진화와 혁신전망
1. 디지털 혁신 측면에서 본 메타버스 생태계의 발전단계
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원격경제·서비스산업의 혁신패턴
 원격경제의 혁신을 위한 주요 산업적 이슈는 디지털 전환과 파괴적 혁신, 글로벌화 및

플랫폼화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음
 디지털 전환은 ‘비경쟁적 사용,’ ‘재생산의 한계비용 제로,’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기술의

특징을 기존 산업에 도입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 업체의 플랫폼화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음
 디지털 전환은 경쟁 지형의 변화와 플랫폼화 등을 통해 기존 레거시 산업에 파괴적 영향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원격경제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만들어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기술을 소비자들이 팬데믹이 종료
되더라도 사용자들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김석관
외 2021)
* “강제된 사용 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됨으로써 초기의 디지털 도구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더 완전한 모습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
 디지털 전환 경쟁은 전체 시장의 파이를 확대하고 국내시장 수성·글로벌 시장에 진출 등

시장 확대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의미
[그림 16] 원격경제의 산업적 이슈: 네 가지 키워드

자료: 김석관 외(2021), 미발표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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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경제의 진화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단계
 원격경제와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3가지 차원에서 분석 가능함
STEPI Insight |

 (산업 지형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먼저 산업의 경쟁 지형이

바뀌고, 많은 경우 플랫폼화가 진행
 (생산성 혁신) 경쟁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 시도가 일어나고, 일부는 파괴적 혁신으로 귀결

되어 기존 기업이 쇠퇴
 (시장 확대) 온라인화와 생산성 혁신을 통해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화가 진행

[그림 17] 원격경제와 서비스산업 혁신에 대한 3가지 차원의 분석

자료: 김석관 외(2021), 미발표 회의자료.

<표 5> 디지털 기술의 특징과 주요 내용

자료: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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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경제의 진화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전망
가. 산업지형 변화 측면
 (도입기) ‘웹→모바일→메타버스’로의 인터넷 산업의 지각 변동과 디지털 재화의 부상
 웹, 모바일에 이은 3번째 인터넷 산업의 지각 변동으로서 HW와 SW, 네트워크 방식, 킬러앱

등의 전반적인 시장 재편과 신규 스타트업들이 출현
 오프라인 공간 기반으로 VR·AR 경험 플랫폼의 확대 및 전통 산업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
- 메타버스 기술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아바타, 스크린, 센서 등 메타버스 구성
기술에 대한 다양한 투자 진행
* 게더타운 형태의 원격 근무, 원격 회의 플랫폼 등장, 정부 지원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가 원격경제를 지향하는 ‘차고 벤처(Garage Venture: 창업 아이디어의 산출지
및 첫 창업 공간을 의미)’로 부상 중
 메타버스 공간을 위한 디지털 재화 및 콘텐츠·IP 산업의 태동

- 메타버스 공간 내 디자인 브랜드화, 디지털 액세서리 시장의 투자 확대
- 국내에서는 케이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형 그룹’ 출현
* 최근 멤버별 메타버스 부캐를 보유한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 후 큰 반향을 일으킴

[그림 18] 메타버스형 4세대 걸그룹 ‘에스파’와 부캐

자료: 헤럴드경제(2020.11.2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22000201 (검색일: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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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기) 메타버스 기반 O22O2 융합혁신과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메타버스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지배적 플랫폼 기업으로 좁혀지며 일부 메타버스의 니치

공간을 공략한 새로운 플랫폼들은 기존 플랫폼들을 점진적으로 대체
STEPI Insight |

- (메타버스 기반 인터넷) 인터넷이 메타버스 안으로 흡수되며 기존의 텍스트, 2D 동영상
기반의 인터넷은 그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상실
- (O22O2 융합 혁신)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VR),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AR) 상호 연동
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AR·VR 위주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현실의 ‘physical
things’를 인식, 인증함으로써 on-off 연계 강화, 제조업 상품의 메타버스화 촉진
* 메타버스 플랫폼 및 솔루션 기업과 전통기업, IT 기업 간 사업 제휴 확대
* XR 기기 대중화에 따라 햅틱 의상, 4D 의자, 메타버스 사물통신, 감각통신(internet of senses)에
대한 다양한 투자 확대 및 XR 기기 성능 제고를 위한 SoC 산업 매출액 증가 전망

 (성숙기) 지배적 플랫폼으로의 산업생태계 재편 및 표준화, 신개념 경제체제로 이행
 메타버스 시장의 전통적 밸류체인 재편,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공급망과

부가가치 시장의 형성
- (밸류체인의 재편) 기존 산업의 공급구조가 해체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기반한 대체 밸류
체인으로 진화함으로써 새로운 공급망과 부가가치 창출
[그림 19] 메타버스 밸류체인 진화 구조

자료: 신한금융투자(2021.11.2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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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간 표준화) 이종 메타버스 플랫폼 및 웹, 모바일 간의 상호 연계·호환성을 위한 지배적
형태의 표준 프로토콜 마련 본격화
* 이종 플랫폼 간의 아바타, 구매 디지털 재화 등을 상호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 360° 3D 촬영 서비스, *디지털 미용 서비스 등 신개념 메타버스 산업 등장
* 본인의 얼굴을 3D Scanning한 후 디지털 성형을 통해 아바타의 외모를 바꾸는 개념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고도화 및 IP에서의 NFT 거래 활성화

- (Creator Economy)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개인 창작자의 등장과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공개된 저작툴의 고도화
- (NFT 거래 활성화) 지적재산권(IP), 사용권을 보장하는 각각의 고유성을 지닌 ‘대체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거래 활성화
* 분산화되고 민주화된 NFT 모델을 통해 콘텐츠 소유자는 배포 및 수익화 측면에서 기존 중개자 구조를
탈피 가능하며,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은행은 "NFT가 IP, 라이선스 및 상품 관련 수익에 적용돼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Citi G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2021.3.3.)

나. 생산성 혁신 측면
 (도입기) 메타버스 인프라 확충, 디자인 프로세스 혁신 및 MR·XR 기반 대체경험 확산
 메타버스 산업 인프라 시장의 확대·고도화 및 디자인 프로세스 혁신

- (혁신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트윈의 재발견, 혼합현실(MR)과 연동된 스마트팩토리 혁신
및 관련 부품, 저작툴, 스튜디오 시장의 고도화
* MR 센서, 칩셋, 메모리 등 부품 업체, 5G, 에지컴퓨팅, 저작툴, 3D 엔진, 메타버스 스튜디오 등 활용
인프라 투자의 기회 제공
* 360도 3D 동영상 저장, 콘텐츠 저장을 위한 고용량·고속도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디자인 프로세스 변화) Varjo나 Hololens2를 이용한 메타버스 최적화 디자인 채용
 핵심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마케팅 확대, 대체 경험을 제공하는 확장현실(XR)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
- (메타버스 내 digital object 마케팅) 메타버스 내 의류, 뷰티 부문 기업의 유료 상품화
시도, 핵심 사용자층인 MZ세대를 공략한 마케팅 활성화
- (XR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등장) 이를 이용한 교육 프로세스 개선 및 위험이 수반된 교육을
가상현실 교육으로 수행, 현실적 제약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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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기) 스마트워크 생산방식의 확대 및 글로벌 차원의 사용자 주도형 혁신 가속화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워크 문화의 혁신 및 사용자 주도형 생산 프로세스 가속화

- (메타버스 기반 업무 프로세스 확대·표준화) 탁월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STEPI Insight |

플랫폼으로 원격근무 형태의 확대 및 표준화, 기업 생산성 제고
* 메타버스 기반 기업의 생산성 제고, 오프라인 근무와 메타버스 온라인 근무 간의 격차가 거의 소멸

- (메타워크 생산 경험 확대) 메타버스에 오피스, 집무실, 사무 공간 및 버추얼 컴퓨터를 두고
근무하는 형태의 메타워크 경험의 확대
* 메타버스 회의, 협업, virtual computing 등의 원격근무 형태의 고도화

-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원격지에 분산 거주하는 전문인력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공동
상품 디자인,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활성화
- (사용자 주도형 혁신 활동) 자신이 사용할 제품을 메타버스 내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발전, 사용자 디자인 상품 제조 공급망 사슬관리 체계 강화
 (성숙기) 메타버스 기반 마케팅,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실사화 방식의 혁신패턴 확립
 메타버스 구현 공간의 고도화에 따른 기업 마케팅 변화와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생산·

시뮬레이션 방식의 혁신 가속화
- (다양한 비즈니스 마케팅 혁신) 메타버스에서의 세일즈, 메타버스 내 디지털 object,
콘텐츠 유료화를 넘어선 새로운 비즈니스 마케팅 시도
* 메타버스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AI agent 등의 다양한 UX 등장

- (솔루션 비즈니스의 확대) 메타버스 내 공간, 아바타, digital object,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 (메타버스의 실사화 혁신) 고도화된 3D 엔진과 AI 기술로 현실같은 메타버스 공간 구현을
통해 현실과 같은 프로토타입 생산, 시뮬레이션 시도의 제약이 없어짐
* 생산 제품의 3D 이미지를 통해 실제 쓰임새를 가늠한 뒤,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 향후 유통 단계에서도 제품의 특장점을 소비자에게 손쉽게 소구 가능
* 빛의 세기·방향, 교통량에 따른 소음, 빗소리 등 추가적인 환경 데이터 산출, 상주인력 규모에 따른
최적화된 공간 배치 등 다양한 측면의 생산공정 전 단계에서의 혁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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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 확대 측면
 (도입기) 메타버스 서비스의 다각화 및 부문별 적용 시장의 저변 확대
 국내 메타버스 시장은 서비스 부문별 다각화되고 마케팅, 금융서비스에서의 점진적인

혁신을 것으로 예상
- (메타버스 서비스 시장 저변 확대) 게임에서의 소셜파티 서비스 확대, 신규 서비스들의
출현 등 일부에서 시작된 현실 메타버스 서비스의 대체
- (모바일 AR 활용 서비스 부상) 초기 단계에서는 MR 보급 저조로 앱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를 대체
- (메타버스 기반 마케팅 도입) 초기에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크지만, 점진적으로 증가
- (메타버스 금융시스템 등장) 메타버스 금융 거래소, 지점, 암호화폐와 연계 강화 등 메타
버스를 기반으로 한 금융결제시스템이 개발 중
* 현재 금융사들의 메타버스 활용도는 거래 시스템 보단 대내외 ‘비대면 영업점’ 등 대체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환경과 현실금융을 연결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예술품 거래, 레저 회원권 판매 등에 적용 시도
* 최근 증권사들은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를 연계한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을 출시

 (안정기) 플랫폼 강자가 주도하는 생태계 재편,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시장 활성화, 전통적

교육·문화 인프라의 메타버스화
 주력 플랫폼 위주로의 메타버스 시장 재편, 온라인 시장과 킬러앱 서비스 장악

- (메타버스 플랫폼 강자 출현)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배적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파편화된 킬러앱, 서비스들이 주력 플랫폼으로 흡수
- (e-커머스 시장의 메타버스화) VR·AR 등 실감경험 디바이스의 대중화 및 메타버스 앱
서비스 활성화로 2D 기반 온라인 시장의 무게중심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이동
* 메타버스 쇼핑 구매 증가 및 메타버스 기반 관광, 박물관 등 문화관광 산업의 대중화

- (킬러앱으로서의 소셜파티 성장) 대표 킬러앱으로서 소셜파티 부각, 메타버스 신규
킬러앱 등장 및 기존 서비스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전환
- (메타버서티, 멀티버시티) 메타버스 기반 대학 ‘메타버시티’ 확대, 물리적 캠퍼스와
메타버스 캠퍼스를 모두 가지고 있는 ‘멀티버시티’도 등장
* 행사나 세미나 형식에 주로 적용되던 메타버스 캠퍼스는 최근 양방향 소통 및 학습자 주도형 수업의
비중이 큰 영역인 실험 및 실습 부문으로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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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메타버스 대학의 공학교육실습실 ‘퓨처VR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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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기술대(2021) http://mirae.kpu.ac.kr

 (성숙기) 메타휴먼 거래, 마케팅, 건강한 메타버스 라이프 등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실천 논의 구체화
 메타휴먼 중심의 P2P 거래 확산, 마케팅·세일즈 채널 확립, 균형있는 메타버스 라이프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 수립 전망
- (메타버스 P2P 거래 확산) 메타버스 공간 내 아바타 간 자유거래 활성화 및 digital
object 상호작용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치 거래 확대
- (메타휴먼의 보급 활성화) 특정인의 아바타가 아닌 AI로 만든 메타휴먼의 등장과 이를 통한
메타버스 마케팅 시장 확대 및 제휴 활성화
*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 확대

- (마케팅을 넘어 세일즈 채널화) 고객 서비스 운영방식 또한 기존의 메타버스 방식으로
홈페이지, 상품 전시관, 상담 창구 등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채널 방식의 변환
- (메타버스 라이프와 현실의 균형 문제) 완전한 몰입형 메타버스로 발전함에 따라 일상
에서의 메타버스 중독, 사회화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의 대두 가능성
* 메타버스 중독 증상으로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발생하는 오컬트 등 다양한 범죄 우려
* 메타버스 공간 내 건전한 활용 가이드라인 등 제도화, 지나친 중독현상 방지, 치료를 위한 ‘메타버스
디톡스(detoxification)와 같은 새로운 클리닉 시장의 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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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진화와 경쟁력14)
가. 메타버스 생태계의 데이터 혁신과 플랫폼 진화
 최근의 원격경제에 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플랫폼 발달 수준과 데이터의 혁신 역량을

기준으로 국내 메타버스 기업 생태계의 발전 수준을 진단
- 메타버스는 재부상을 통해 태동기를 겪고 있는 분야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수의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함
- 한국 메타버스 생태계로는 VR, AR 기술 구현하는 기업 또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스타트업으로 주로 구성되며, 일부 대기업에서 메타버스로의 사업 확장하는 경향을 보임
- ‘플랫폼 발달 정도’ 측면으로는 기존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간 경쟁인 ‘이행기’에
일부 있으며 그 외엔 도전이 시작된 ‘도입기’에 위치한다고 판단됨
-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 측면으로는 가상세계의 구축을 이제 시작한 단계로 가상세계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및 딥러닝 기반의 분석을 통한 혁신 정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 한국의 기업별 메타버스 가상세계 분포 현황

자료: 국내 메타버스 전문가 그룹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매핑

14) 국내 산·학·연 메타버스 전문가 그룹의 자문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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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국가별 메타버스 가상세계 기업의 발전 수준
 현재 미국, 중국의 발전 수준
STEPI Insight |

 (미국) 글로벌 IT 기업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로의 비즈니스 확장이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이 존재
- 메타의 경우 VR기기 업체인 ‘오큘러스(Occulus)’사의 인수와 자사 개발한 가상 세계의
커뮤니티 ‘호라이즌(Horizon)’ 개발 등 IT 기업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확장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임
- MS사 역시, 자사가 보유한 안정적이고 보완성 높은 윈도우 체계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애져(Azure)’ 그리고 데이터 혁신 기술을 메타버스 구축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VR 게임업체 ‘모장(Mojang)’과 VR 소셜 플랫폼 ‘알트스페이스’의 인수 등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보임
 (중국) 중국 역시 글로벌 IT 기업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로의 비즈니스 확장이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존재15)
-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는 자회사 ‘위안징성성(元境生生)’을 2021년 12월에 설립계획을
밝혔으며, ‘XR 실험실’을 마련하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예상됨
- 텐센트는 자회사 ‘티미 스튜디오(TiMi Studios)’에서 메타버스 전담팀을 설립하고,
미국의 로블록스 사의 중국 사업권도 획득하는 등 메타버스 사업의 확장을 준비 중임
-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현재 준비 중이므로 ‘도입기’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빅테크가 가진
데이터 기반 혁신 기술 역량을 고려한다면 데이터 기반의 혁신 정도는 넓게 퍼져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국 내의 메타버스 관련 상표출원 총량이 2021년 11월 기준 6,400건에 달하고,
상표출원을 신청한 회사의 수는 2021년 9월에 130여개, 10월 400여개, 11월에 960여개
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생태계 진화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됨

15) 아래 내용은 Zdnet의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
Zdnet Korea(2021.12.10.), 中 알리바바, 메타버스 사업 진출...텐센트·넷이즈도 합류, (접속일: 2021.12.11.)
https://zdnet.co.kr/view/?no=20211210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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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국·미국·중국 메타버스 가상세계 기업 발전 수준

자료: 연구진 작성

 10년 후의 미국, 중국의 발전 수준
 10년 후에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생태계 진화 정도는 ‘미국’과 ‘중국’의 소수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의 ‘안정기’, 혹은 ‘이행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3] 미국·중국 메타버스 가상세계 기업의 10년 후 전망
미국

주요 기업



페이스북



NVIDIA



MS



구글



애플

중국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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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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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버스 가상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
STEPI Insight |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는 ‘콘텐츠·IP’ 부문
 인프라, 플랫폼, 지식재산권(IP) 분야에도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IT

기업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전략적 선택지로 택할 수 있는 분야는 ‘콘텐츠·IP’ 분야임
- 현재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지식재산권
(IP)’의 대부분은 글로벌 IT,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도 함
- 인프라와 플랫폼 시장에서는 미국, 중국의 빅테크, IT 기업들의 선점*이 시작되었고, 관련
기업들의 인수 및 연구개발 인력 투입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메타(meta)’ 기업이 인수한 오큘러스 회사의 XR 기기 시장 점유율은 75%에 육박함16)
** ‘메타’는 산학연 협력의 ‘확장현실 프로그램과 연구 기금(XR Programs and Research Fund)’ 2년간
5천만 달러(약 200억)를 지원, 미국 뿐 아니라 서울대, 홍콩대 등에서도 참여 예정17)

-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기존에 데이터 기반
혁신 정도가 뛰어나고, 플랫폼 측면에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상황으로 B2B,
B2C를 도전하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K-Pop’, ‘K-포맷’, ‘K-웹툰’, ‘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 창작물의 경쟁력은 세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은 기존의 플랫폼, 인프라, IP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콘텐츠산업의 기업 매출 규모는 2019년 기준, 126조 7,123억 원으로 자동차, 반도체
산업 다음으로 높은 산업으로 조사됨18)
-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에서는 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이용자와 매출액 증가로
연결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콘텐츠의 창작 및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한국은 지난 10년간, 드라마·예능 등의 ‘K-포맷’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65개국에
200여건의 리메이크되는 성과를 보임(한국콘텐츠진흥원 보도자료, 2020.12.23.)

16) Counterpoint(2021.7.14.), Oculus Quest 2 Cumulative Sales Hit Record 4.6 mn as XR Headset Shipments Almost
Triple YoY in Q1 2021, https://bit.ly/3GN6WJJ (접속일: 2021.12.17.)
17) Zdnet(2021.9.28.), 페이스북, 메타버스 외부연구에 2년간 600억원 지원, https://zdnet.co.kr/view/?no=20210928092224
(접속일: 2021.12.17.)
18) 매일경제(2021.6.22.), 일자리 68만개 매출 126조 K콘텐츠, 반도체 넘본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6/603717/ (접속일: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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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 기업 제작의 콘텐츠 수출 성공사례
구분

사례

TV Show

-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Netflix)’ OTT 플랫폼에 첫 출시 4주 만에 세계 1억 4,200가구가
시청하였고 94개국에서 1위 프로그램에 등극, 신규 가입자 수도 전분기 대비 440만 명
증가하였고, 해당 콘텐츠가 긍정적 영향(2021.10) 19)
- ‘지옥’ 역시, 넷플릭스에서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71개국 나라에서
톱 10위 권 안에 드는 성과(2021.11)20)

포맷
(드라마·예능
·교양 등)

웹툰

-

2013년
2014년
2018년
2018년
2020년

MBC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중국 수출
tvN ‘꽃보다 할배’ 미국 지상파 수출
MBC ‘복면 가왕’ 미국 수출
KBS ‘굿닥터’ 미국 수출
MBN ‘로또싱어’ 미국 수출

- ‘여신강림’은 세계 조회수 51억 건,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 등 번역되어 제공, 북미권에
단행본으로 출시예정 등(2021.11.)21)
- ‘이태원 클라쓰’ 대만에 웹툰 IP 수출(2021.2)22)

자료: siliconrepublic(2021.10.20.), 중앙일보(2021.11.24.), 아주경제(2021.11.22.), 뉴스핌, 2021.2.24.) 기사내용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콘텐츠 창작물 자체가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해당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 또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 확보도 중요함
- 1998년 1월 사이버 가수 ‘아담’의 등장, 1999년 개인 홈페이지 서비스 ‘싸이월드’의 탄생
등 선구적인 아이디어 제시에도 기술적 문제나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함
- 한국은 K-POP, 웹툰, 소설 등의 분야의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 기술 수준의 경우는 주요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021)
- 메타버스 생태계에서는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콘텐츠 구현 기술
지원과 육성이 필요함

19) Siliconrepublic(2021.10.20.), https://www.siliconrepublic.com/business/netflix-squid-game-new-subscribers
(접속일: 2021.12.17.)
20) 중앙일보(2021.11.24.), ‘지옥’, 넷플릭스 공식 집계 1위…글로벌 ‘톱 10’에 한국 드라마 4작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416#home (접속일: 2021.12.17.)
21) 아주경제(2021.11.22.), 해외로 뻗어나가는 K만화... 네이버웹툰 여신강림·신의탑 등 3종 美서 단행본으로,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2092034177 (접속일: 2021.12..17)
22) 뉴스핌(2021.2.24.), 카카오, '이태원클라쓰' 웹툰IP 대만 수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24000824
(접속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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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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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버스의 실감 환경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력 강화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에 따른 디스플레이 폼팩터의 다양화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 전략적인 투자·지원 필요
 메타버스 서비스의 방향은 VR․AR 기반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가상환경에서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진화중이며 정밀한 센서 기술의 활용성이 증대될 전망
 MicroOLED, OLEDoS 등은 이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분야로 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OLED 시장에서 거센 추격을 벌이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로서의 의미 또한 내포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훌륭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투사

하여 이미지화 시켜주는 디스플레이 장비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실감의
차이는 크게 달라짐
- 실리콘 기판용 OLEDoS(OLED On Silicon)인 마이크로 OLED의 경우, 가상 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시선이 끊기거나 흔들림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는 사용자를 투영하는
아바타 생성 및 소통 시 얼굴인식 AI 기술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임
- 마이크로 OLED는 더 얇고 작으며 전력 효율이 더 높다는 강점을 지니는데, 이는 사용자
경험의 몰입뿐만 아니라 휴대성과도 직결됨
- 애플은 2023년 출시 예정인 자사 AR글래스의 디스플레이로 마이크로 OLED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디바이스의 핵심이 되는 디스

플레이의 요소기술에서는 국내기업의 공략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AWS)이 31%, MS(애저) 19%, 구글(구글 클라우드)
7%를 차지하며, 3사의 분기 합산 설비투자 금액이 25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자본 기반의 비즈니스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문
- 반면, 향후 VR 대중화는 독립형 VR 형태로 갈 것으로 전망되며, 자체 디바이스로 VR
환경을 만들면 플랫폼이이 필요하지 않아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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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용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둔 기술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분야별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유연하게 연동 가능하고, 설계 내용을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저작툴의 범용성 및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K-POP, K-Culture등 특정 부문에 집중한 콘텐츠에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메타버스 비즈니스 영역이 활대될수록 Universal하게
적용 가능한 콘텐츠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
- 메타버스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은 결국 B2B 콘텐츠에서의 경쟁력이 좌우할 가능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독자적인 운영체계와 플랫폼 서비스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는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처럼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환경에서 효과적인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는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음
-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에서 범용성과 유연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 언어 공유와 관련하여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
점이 있음
 필요한 경우 국내외 주요 기업과의 전략적 인수합병 및 협력 제휴 시 세제혜택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도입 가능

3. 메타버스 공간 내 활발한 창작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거래환경 조성
 각 플랫폼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합리적인 메타버스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어야 함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기존 온라인 세계와 차별화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의

경제적 수익 창출’임
-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을 단지 잠깐의 여가를 보내는 차원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락인과 몰입을 유인하기 위해 저마다의 사용자

리워드 및 수익 모델을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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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플랫폼 내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자체 화폐를 가지고 실질화폐로 교환까지 가능한
기업은 소수이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용자의 창조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에 부합하는 보상의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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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도 논의되어야 할 주제임
- 향후 2차 창작자로서 사용자의 저작권, 원저작툴을 제공한 플랫폼과의 사용권한 등을
중심으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통상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용자들이
갖되, 그러한 창작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메타버스 운영자들이 포괄적인
저작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명시
* 로블록스의 경우 개발자들에게 오픈 저작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페이스, 그래픽,
디자인, 데이터 코드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하고 있으며
(Roblox Terms of Use, 2021), 사용자가 만든 게임과 아이템들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독립
적인 2차 저작물의 성격을 갖게됨

 국내외 거래소 간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고 편의성과 보안성이 증진된 환경이 구축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크리에이터 전문가에 대한 육성도 필요함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의 정품 인증서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NFT(대체불가토큰: Non

Fungible Token)의 적용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NFT가 ‘창작물에 선택적으로 소유권 부여·양도가 가능,’ ‘희소성/상징성, 제작자 명성
등에 기반한 가치 산정,’ ‘메타버스 사용자는 NFT를 활용해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상품화,’ 이를 ‘암호화폐 등 대가를 받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창작 활동에
재투자’ 등과 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NFT 기반의 창작물에 대한 생태계가
성숙되어야 함
 최근 디지털 창작물을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NFT 거래소들도 출범하고 있음

- NFT 거래를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및 블록
체인 기술정책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
 기타 NFT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 필요

- 다만,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창작물을 NFT로 선등록해 그 소유권을 주장
하거나, 패러디물 등 2차적 저작물의 NFT 소유권이 원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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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Outlook and Innovation Strategy for the Metaverse
Virtual World Ecosystem
Junghyun Yoon and Gaeun Kim

 The concept of 'metaverse', which means 'virtual shared space' as a

convergence world between online virtual space and reality, is emerging
 There is no consistent definition of metaverse, but it means a collective

coexistence of internet space and physical space
 COVID-19 has triggered a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resulting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demand for immersive experience content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Metaverse service is evolving into an “expanded virtual world” whe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real and virtual boundari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lternative ecosystem analysis framework of

'Infrastructure(Data·Network)-Platform(P)-Content(C)-Intellectual Property(IP)'
reflecting the expansion of the metaverse virtual world in economic and social aspects
[Figure 1] Ecosystem of Metaverse Virtual World

46

Summary

 This study attempted to predict aspects of each development stage of

metaverse(early, intermediate, and mature)
 The evolution of the remote economy and service based on digital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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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analyzed in three aspects: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novation
of productivity', and 'expansion of market’
 The Metaverse ecosystem in Korea consists mainly of start-ups such as VR, AR

technology, or game software development
 The

business expansion to metverse is active mainly i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IT industry
 Competitiveness evaluation of domestic players from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of metaverse ecosystem
 Metaverse start-ups in Korea are mainly entering the market based o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content sector, such as game software development
and advertising content production.
 US and China's Global IT giants have already strengthened their dominance in

infrastructure and platforms, so the strategic sectors that Korea can choose are
'content' and 'IP’
[Figure 2] Comparison of Evolution Levels of Korean, US, and Chinese Metaver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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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Metaverse Virtual World Ecosystem

1. Reinforcement of core technology to realize immersive metaverse
 Strategic investment and support are needed to develop core element

technologies to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of display form factors and the
increase in demand due to the spread of metaverse services
 Although global big tech companies dominate the finished product market for

metaverse devices, there remains an opportunity for domestic companies to
compete in the core display element technology field.
- MicroOLED and OLEDoS are technologies that can widen the gap with
Chinese companies competing in the OLED market

2. R&D program support focused on adaptability and openness
 Compatibility of authoring tools should be improved and professional

manpower should be nurtured so that it can be flexibly linked to the new
content environment for each field and can easily incorporate design contents.
- In the rapidly changing metaverse service environment, companies that
produce and provide effective content with compatibility are emerging.
-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method that provides incentives such as
tax benefits for strategic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cooperative alliances
with major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3. Building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creativity and economic activity
 Copyright guidelines in the metaverse virtual world should be prepared at a

level that does not infringe on corporate autonomy.
 It should be managed so that smooth exchange between NFT exchanges is

possible and an environment with enhanced convenience and security is built.
- In particular, NFTs can achieve unique functions such as 'granting and
transferring selective ownership of creations', 'assessing value based on
scarcity and symbolism and creator's reputation', 'commercializing own
digital creations', and 'reinvesting in other cre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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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호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2021.07.05.

제275호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2021.06.01.

제274호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향

2021.05.17.

제273호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

2021.05.12.

제272호

혁신정책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시스템 평가체계 구축 방안

2021.05.03.

제271호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

2021.04.26.

제270호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04.08.

제269호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과 지속가능성 진단

2021.03.22.

제268호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2021.03.08.

제267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021.02.18.

제266호

CES 2021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트렌드와 대응방안

2021.01.29.

제265호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위성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2020.12.30.

제264호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

2020.12.23.

제263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

2020.12.17.

제262호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2020.11.17.

제261호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정보의 생성·지원 체계화 방안

2020.11.10.

제260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진단: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를 중심으로

2020.10.30.

제259호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020.09.23.

제258호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2020.08.10.

제257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2020.07.10.

제256호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

2020.06.15.

제255호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2020.05.25.

제254호

실증연구 없는 기술사업화는 가능한가

2020.05.11.

제253호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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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호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

2020.04.10.

제251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제언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

2020.04.01.

제250호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2020.03.16.

제249호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

2020.03.05.

제248호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2020.02.20.

제247호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0.02.10.

제246호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후생의 측정: GDP-B

2020.01.30.

제245호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

2020.01.15.

제244호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 특성과 대응방안

2019.12.30.

제243호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2019.12.20.

제242호

진짜 유니콘을 키우자!

2019.11.20.

제241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③ 중국의 로봇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10.15.

제240호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2019.09.18.

제239호

기술사업화 효율화를 위한 기술금융 제안

2019.09.04.

제238호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2019.08.18.

제237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② 중국의 3D 프린팅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08.08.

제236호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

2019.07.15.

제235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①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06.28.

제234호

2019 CES와 MWC의 디지털 혁신 트렌드와 정책 제언

2019.05.30.

제233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2019.04.29.

제232호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2019.03.29.

제231호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비교와 시사점

2019.02.12.

제230호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2019.01.15.

제229호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2018.12.31.

제228호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2018.12.27.

제227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2018.12.21.

제226호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향한 비전과 전략과제

2018.11.20.

제225호

스케일업을 통한 지역 중소도시 혁신 방안

2018.08.20.

제224호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와 방향

2018.07.23.

제223호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2018.05.03.

제222호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2018.04.09.

제221호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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