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의한 비대면 서비
스가 중요해 지면서 메타버스에 관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
비스 구현을 위하여 관련 기업과 협업으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메타버스는 사전적 의미로 초월, 가상이라는 메
타(Meta)와 우주(Universe)를 합쳐서 만들었으며, 
1992년 처음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스노우 크래쉬” 
라는 SF소설이었다. 이때는 인터넷 속도 등 하드웨
어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였으나, 지금의 5G, 와이
파이 등으로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1]. 따라서 전국
적으로 다양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계가 제
작되고 있으며 사회, 경제, 문화생활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제페
토에서 블랙핑크 공연은 4,000만 뷰를 돌파하였으

며 3,000만 명의 팬 사인회를 하였다[2].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제작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메타버스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문헌, 선행연구 및 매스컴에서 다
루어진 메타버스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메타버스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
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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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제작되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메타버스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
하고자 한다. 그 결과, 메타버스는 실세계 경제, 사회, 문화 등과 연결되면서 성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세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메타버스 속의 디지털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향후 메타버스
와 메타버스 간의 연결 등을 통해,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어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는 것
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metaverse by looking at the cases of metaverse being 
produced. As a result, metabuses will grow as they are connected to the real-world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or 
example, if real estate prices in the real world rise, digital real estate prices in metabuses also rise. In the future,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the metaverse and the metaverse, the boundary between countries will be broken down 
and the global village will be connected as one.

키워드

Metaverse,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Case study

 434 



Ⅲ. 메타버스 사례

<디센트럴랜드>

그림 1.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는 한정된 디지털 토지(9만개)를 설
정하여 현실에서와 같이 디지털 토지를 구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또한 건물
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메타버스 안
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건물과 공간을 건설하
면서 그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다. 현실처럼 건물에 
광고를 붙인다거나 쇼핑몰에서 아바타의 패션을 
위한 의상, 가방 등 구매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있다. 또한 마나(MANA)라는 코인을 이용
해 땅과 건물을 사고팔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 사
용하는 화폐와 같은 개념이며, 디지털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현실세계의 돈과 교환할 수도 있다. 특
히 현실의 비트코인(암호화폐)과 같이 가격은 상승, 
하락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
직 사용자는 하루 40명, 월간 500명 정도에 불과하
여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3].

그림 2. 샌드박스 메타버스

샌드박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을 
이용하여 아바타를 생성하고 게임내 토지를 구매
하는 등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에 각
종 수익 행위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즉, 디
지털 땅(16만개)이 있어 소유한 지주에게 땅을 사
고, 그 곳에 농사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
물을 사용자들과 거래를 통해 수익창출이 일어나
는 것이다. 

각종 애니메이션, 비행기, 자동차 등을 만들 수 
있는 복스에딧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마켓플레이스
에서는 아이템들을 사고 팔수 있다. 또한 게임메이

커가 있어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샌드박스는 아직 정식버
전이 출시되지 않아 창작 결과물이 퀄러티가 낮다
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정식버전이 출시되면 높은 퀄러티와 이용자도 늘
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
았다. 메타버스는 최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가상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통해 지
금까지 와있는 것이다. 이에 하드웨어 발전과 블록
체인, 인공지능 등의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세
계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연결되면서 성장할 것
이다. 예를 들면 실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오려면 
메타버스 속의 디지털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향후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간의 연결을 통
해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접속하는 사람의 물
리적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지구 안의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세계가 구축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회, 
문화, 교육,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는 인간이 살아가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기 시점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고 다
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이 짧은 시간에 해
결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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