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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gain insight through understanding the Metavers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The study utilizes the methods of case study and News Bigdata Analysis
Services. The Metaverse can be defined as a world with no separation between the virtual
and real worlds. Currently, the Metaverse is dominated mainly by the MZ generation, but
just like smartphones have quickly entered our lives, the Metaverse will soon, too, become a
part of our lives. To follow up on this change, all companies, including global companies,
are going after the Metaverse. Today, the Metaverse is successfully being used in all types of
fields, including gaming, performing arts, business, etc., and its essential technologies include
VR/AR/MR/XR and AI. This study intends to help understand the Metaverse through a
case analysis of Zepeto, which has 200 million users worldwide. On Zepeto, users can
decorate their own avatars, hang out with friends, go to art galleries and performances, and
create and sell items. Of these users, 90% are from outside of South Korea, and 80% are
teenagers. With most of the users being underage, many legal and social problems also
follow. Nevertheless, who will be the first to conquer the new world of the Metaverse will
continue to be a big issue. This study also analyzes domestic news articles about the
Metaverse by utilizing the BigKinds system. Starting in 1996, the number of articles about
the Metaverse each year remains single digit, until in 2020 when the number sharply rises to
86 news. As of June 2021, there are 1,663 articles on the Metaver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averse should now be carefully examined and closely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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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스

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1] 한 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스노우 크래쉬에서는 아바타 개념도 제시

되었고, 이러한 메타버스의 개념을 활용한 영화로 매

트릭스, 아바타, 레디 플레이어 원이 있다.

메타버스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축제,

대화, 모임, 업무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메타버스의 중요한 기술

로는 VR/AR/MR/XR과 AI 등이 있으며, 최근 

COVID-19 팬데믹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생활

이 활성화되고, 경제인구의 디지털화에 따른 영향으

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wC)[2]는 현재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 연령층인 

MZ세대 중 10대가 20대, 20대가 30대가 되는 2030년

에는 약 1,700조(AR 1,092십억 불, VR 450십억 불) 규

모의 시장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차

세대 주요 산업으로 보고 있다[3]. 즉 현재 메타버스 

세상은 MZ세대가 주류를 이루지만, 스마트 폰이 우

리의 삶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메

타버스가 우리 삶속의 일부가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이승환·한상렬[4] 보고

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5대 이슈로 ① 게임을 넘어서 

경제로(Beyond Game, Toward Economy) ② 메타버

스 기기의 확대(Expanding Metaverse Device) ③ 디

지털 휴먼의 성장(Growing Digital Human) ④ 다양

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과 협력하는 

메타버스(IP × Metaverse) 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NFT)과 결합하는 메타버스

(NFT × Metaverse)를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전환(Metaverse Trans-

formation)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구는 게임 엔진 구현[5, 6],

개발동향과 발전전망[4], 가상세계의 유형 및 발전방

향[7], 공간디자인[8], 증강현실[9], 가상현실[10], 스마

트 공간 전시안내 기술개발[11], 역사교육콘텐츠[12],

메타버스 월드[13] 등 일부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 중요도 대

비 매우 미흡한 편이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분석 방법과 사례연구 방법의 혼합

을 통해 메타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을 

통해 연구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Ⅱ. 문헌연구
2.1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meta

와 우주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뚜렷한 

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14]. 즉 학자나 기관

마다 다르다. 손강민 등[15]은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

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

게 되는 가상의 세계"라고 정의했고, 류철균·안진경

[16]은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이라 정의했다. 서성은[1]은 "단순한 3

차원 가상공간이 아니라, 가상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방식 그 자체"라고 정의했

고, 김국현[17]의 경우 “메타버스 현실의 재구성”이라

는 측면에 주목했다. 미국의 전기전자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표준[18]에 따

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

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고 

정의했고, 글로벌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인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ASF)는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공간

의 융합”이라고 정의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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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를 “가상과 현

실의 구분 없이 연결된 세상”으로 정의한다.

2.2 뉴스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로 구성된 비정형 데이터

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워

드 클라우드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시계열 분석 등

이 있으며, 이 기법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20]. 이중에서 토픽 모델링 분석은 문서에서 

단어들 간에 관련성을 파악하고, 어떤 주제어들이 있

는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다[21]. 토픽 모델링은 많

은 문서들에 대한 지혜를 도출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

행한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크다[22].

토픽 모델링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데, 새로운 이슈의 추출과 온라인 리뷰 분석으로 사용

자 경험 파악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토픽 모델링

은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논문의 초록 분석을 통해 주

제어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3-25]. 본 연구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2.3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유사한 사례

를 찾아내어 폭 넓게 분석하는 조사방법이다[25], 사

례연구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한 개의 

사례를 측정하는 단일사례연구방법과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사례를 다루는 다중사례 연구방법이 있다

[26-28]. 이러한 사례연구의 범위는 실생활에서 일어

나는 현재의 현상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과, 현상과 

정황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이다[27, 28].

Ⅲ.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3.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사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은 국내 54개 언론사의 뉴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카인

즈(www.bigkinds.or.kr)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이러

한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한다. 빅카인즈 시스템은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및 방송사 등을 포함하고,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를 포함하며, 국내 

최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이러한 

빅카인즈 시스템은 뉴스를 수집하는 시스템, 뉴스를 

분석하는 시스템, 뉴스를 저장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저장된 뉴스를 기반으로 분석한 정보

를 국민과 언론사, 학계 및 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이러한 빅카인즈에서 “메타버

스”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도출된 뉴스 빅데이터 결과

를 토대로 활용하였다[29].

한편, 본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다

중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메타버스와 관련된 선

도 기업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뉴스 빅데이터 자료와 사례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메타버스 관련 기사는 빅카인즈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분석 기간은 1996년도

부터 2021년도까지이며, 1,802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 자료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각 사례의 관련 홈페이지와, 관련 기사, 관련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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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메타버스 분석
4.1 메타버스 뉴스 빅데이터 분석
4.1.1 뉴스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결과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통

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1996년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보도 및 뉴스는 총 1,802

건으로 나타났다. 1996년 1건을 시작으로, 2019년 7건

으로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다가, 2020년 86건, 2021

년 5월 31일 현재 1,663건의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발전과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메타버스가 활성

화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음 <그림 1>

은 메타버스 키워드 관련 뉴스 건수 트렌드를 나타낸

다.

언론사별 기사 건수 분석 결과, 머니투데이 180 건,

한국경제 177건, 전자신문 166건, 매일경제 165건, 아

시아 경제 139건, 서울경제 114건, 아주경제 111 건,

헤럴드경제 100건, 디지털타임즈 88건, 중앙일보 77

건, 파이넨셜뉴스 60건, 동아일보 49건, 조선일보 33

건, 경향신문 31건, 세계일보 30건, 국민일보 30건, 서

울신문 25건, 부산일보 24건 문화일보 18건, YTN 17

건, 강원도민일보 15, 한국일보 15, 한겨례 15건, KBS

13건, 내일신문 12건, 중도일보 10건 영남일보 8건,

대전일보 7건, 국제신문 7건, 중부매일 6건, 경인일보 

6건, 강원일보 6건, 충청일보 5건, 경상일보 5건, 충청

투데이 4건, 중부일보 4건, 경기일보 4건, 전남일보 3

건, 무등일보 3건, 매일신문 3건, 광주일보 3건, SBS 2

건, OBS 2건, 충북일보 2건, 울산매일 2건, 대구일보 

2건, 경남신문 2건, MBC 1건 전북도민일보 1건의 순

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2>는 언론사별 메타버스 

기사 건수이다.

4.1.2 뉴스 빅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뉴스 빅데이터 워드 클라우드 정확도기준 상위 

100건 분석 결과, 1위 키워드는 Metaverse로 가중치 

19.19 빈도 31건으로 나타났고, 3위 키워드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로 가중치 17.1 빈도 43건, 4위 키워드는 

현실세계로 가중치 15.94 빈도 41건, 5위 키워드는 가

상현실로 가중치 13.95 빈도 72건, 7위 키워드는 아바

타로 가중치 13.15 빈도 138건, 8위 키워드는 코로나

19로 가중치 12.69 빈도 54건, 9위 키워드는 VR로 가

중치 11.92 빈도 112건, 10위 키워드는 SK텔레콤으로 

가중치 11.64, 6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11위 키워드는 네이버로 가중치 11.59 빈도 75, 13

위 키워드는 AR로 가중치 9.33 빈도 117건, 16위 키

워드는 현대차로 가중치 7.9 빈도 26, 17위 키워드는 

혼합현실로 가중치 6.86 빈도 34건, 18위 키워드는 출

범식으로 가중치 6.61 빈도 31건, 19위 키워드는 블록

체인으로 가중치 6.55 빈도 48건, 20위 키워드는 가상

공간으로 가중치 6.21 빈도 45건, 21위 키워드는 5.87

빈도 19건, 22위 키워드는 제페토로 가중치 5.05 빈도 

76건, 23위 키워드는 Universe로 가중치 5.04 빈도 19

건, 24위 키워드는 MZ세대로 가중치 3.81 빈도 20건,

25위 키워드는 산업발전으로 가중치 3.56 빈도 14건,

27위 키워드는 ICT문화융합센터로 가중치 3.5 빈도 

10건, 28위 키워드는 순천향대로 가중치 3.08 빈도 50

건, 29위 키워드는 입학식으로 가중치 2.86 빈도 71건,

30위 키워드는 스테이씨로 가중치 2.64 빈도 20건, 31

위 키워드는 뮤직비디오로 가중치 2.4 빈도 21의 순

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3>은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이며, 다음 <표 1>은 정확도 상위 100건 기준 워

드클라우드 빈도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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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타버스 기간별 뉴스 기사 건수

<그림 2> 언론사별 메타버스 기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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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뉴스 빅데이터 관계도 분석 결과

메타버스 키워드와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메타버

스를 중심으로 아바타, 네이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네이버 랩스, 로블록스, 유니버스, 네이버제

트, SK텔레콤, 미국, 엔비디아, 애플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4>는 메타버스 관

계도 분석결과이다.

4.2 메타버스의 4대 요소
메타버스 4대 요소는 가상세계(Virtual World), 미

러월드(Mirror World),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으로 구성된다[30].

이러한 구성요소는 증강기술과 모의실험, 내재적 요

인과 외재적 요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가상세계는 내재적이며 모의 실험적 특성을 가진

다. 이 특성은 3차원 그래픽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

니티를 총칭하는 메타버스로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

트, 리니지 같은 게임과, 세컨드 라이프 같은 생활형 

가상세계가 있다.

미러월드는 실제 현실 세계의 반영으로 외재적이

며 모의 실험적 특성을 갖는다. 이 메타버스의 예는 

구글어스이며, 위성 이미지, 지도 및 3D 건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증강현실은 외재적이며 증강기술적인 특성을 갖는

다. 이는 우리의 일상세계를 가상세계로 확장시킨다.

증강현실은 현실의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 영상을 추

가하여 현실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메타

버스로서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이 있다. 이는 착용

형 컴퓨터 분야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어진다.

라이프로깅은 내재적이며 증강기술적인 특성을 갖

는다. 라이프로깅은 개인의 일상적인 체험을 기록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컨드라이프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라이프 로그는 개인의 삶을 영상과 음

<그림 3>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정확도 상위 100건)
<표 1> 워드 클라우드 빈도 분석 결과(정확도 상위 100건) 
Ranking Keywords Weight Frequency

1 Metaverse 19.19 31

2 메타 18.14 160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1 43

4 현실세계 15.94 41

5 가상현실 13.95 72

6 가상세계 13.75 127

7 아바타 13.15 138

8 코로나19 12.69 54

9 VR 11.92 112

10 SK텔레콤 11.64 64

11 네이버 11.59 75

12 합성어 10.41 47

13 AR 9.33 117

14 증강현실 9.12 55

15 SKT 8.48 76

16 현대차 7.9 26

17 혼합현실 6.86 34

18 출범식 6.61 31

19 블록체인 6.55 48

20 가상공간 6.21 45

21 사람들 5.87 19

22 제페토 5.05 76

23 Universe 5.04 19

24 MZ세대 3.81 20

25 산업 발전 3.56 14

26 Meta 3.53 51

27 ICT문화융합센터 3.5 10

28 순천향대 3.08 50

29 입학식 2.86 71

30 스테이씨 2.64 20

31 뮤직비디오 2.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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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백업하고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윤

택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로깅은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줄 것

이다. 다음 <그림 5>는 메타버스 4대 구성요소이다

[30].

4.3 메타버스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는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증강현

<그림 5> 메타버스 4대 구성요소

<그림 4> 메타버스 관계도 분석 결과(정확도 상위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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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이프로깅/미러월드 중에서 가상세계/증강현실 

기반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비즈니스 관점으

로 초점을 둔다. 메타버스 사례분석에서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로블록스/모여봐요 동물의 숲/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제페토/호라이즌 등을 위

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게임, 공연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

며, 중요한 기술로는 VR/AR/MR/XR과 AI 등이 있

다[31].

4.3.1 메타버스 사례: 게임

게임업계는 메타버스에 가장 관심이 많으며, 차세

대 사업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대표적인 기

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의 게임업체 로블록스

가 있다. 로블록스는 2004년 설립 후 2006년 로블록

스를 출시한 후 2021년 3월 뉴욕 증시에 상장 첫날 

종가기준 382억 6천만 달러(약 43조)로 성공하면서 

주목 받게 되었다.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사용자 생성 

게임은 많은 게이머들, 특히 어린이들과 십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로블록스에서는 2020년 7월 현재 미

국 어린이와 16세 이하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게임을 

하고 있다. 로블록스 게임 개발자들은 로블록스 내에

서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하여 돈을 

번다. 이곳에서 게임관련 아이템 등을 구매하려면 가

상 화폐인 ‘로벅스’를 사용한다. 2020년 9월 현재 3명

의 개발자는 1,0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았으나,

대다수의 개발자나 크리에이터(962,000명)는 전혀 보

상을 받지 못했다. 2021년 1분기 기준 하루 4천 210만 

명 이상의 게임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32, 33].

에픽게임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 게임

회사이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내의 ‘파티로얄’

이라는 3D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5,000여만 

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파티로얄’에

서 다른 아바타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인기 스타의 

공연을 본다[34, 35].

닌텐도의 메타버스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2020년 9월 2,250만대가 판매되어 2번째로 잘 팔리는 

게임이다. 동물의 숲은 배경이 섬이다. 게임 플레이어

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섬에 건물을 짓기도 하고, 낚

시와 농사 등의 활동으로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고 

생활한다. 3D가분수 캐릭터들과 마을의 모습이 정말 

귀엽고 아름답다[36].

마인크래프트는 포트나이트와 더불어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인식되며, 현재 1억 명 이상의 게임 이용

자들이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아이들이 모래를 이용

하여 소꿉놀이 하듯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 

게임의 대표이며, 3D 블록빌딩 게임이다[37]. 다음 

<그림 6>은 로블록스이며, <그림 6.1>은 포트나이트,

모여봐요 동물의 숲,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사례이다.

4.3.2 메타버스 사례: 플랫폼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제트는 제페토를 기반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제

페토는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 3D 기술을 활용해 만

든 아바타로 가상공간에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로블록스처럼 이용자는 증강현실 아바타 

의상을 직접 만들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

다. 공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 수만 명이 한 

번에 참여하는 가상 전시회를 여는가 하면, 구찌,

MLB 등의 명품 브랜드와 제휴해 다양한 패션 아이템

을 판매도 한다. 제페토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가

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페토는 아바타 꾸미

기, 친구모임, 미술관 및 공연관람, 크리에이터 기능

(옷 판매) 가상화폐 사용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용자 90%가 해외 사용자이고, 80%가 10대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 가입자로 인해 도출되는 법

적, 사회적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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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021년 1월 메타버스 생태계인 ‘유니

버스’를 134개국에서 선보였다. 유니버스는 케이팝

(K-POP)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출시되었으며, 아

바타를 사용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월간 이용자는 

약 330만 명이고, 해외 비중이 80%에 달한다. 이용자

들은 일평균 30분씩 미디어, 프라이빗 메시지, Fan

Network Service 등의 콘텐츠를 즐긴다[40].

해외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례로는 페이

스북(Facebook)의 호라이즌(horizon)이 있다. 특히 호

라이즌은 기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instagram)으

로 연결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다음 단계로 메

타버스 기반의 가상현실 소셜 공간서비스를 지향한

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기존 스마트기기와 

운영체제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

기 및 운영체제의 변경으로 인해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도출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으로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은 2014년 VR기기 선도기업인 오큘러스 퀘스트를 인

수하여 하드웨어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며 메타버스

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여 왔다. 그동안 VR기기를 통

한 수익창출은 미미하였으나, 지난해 10월 오큘러스

퀘스트 2 버전의 VR 헤드셋 기기의 성공적인 런칭으

로 인해, VR 대중화를 이끌 첫 기기로 주목 받고 있

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

스를 VR기기 기반의 3D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변화

를 주도하고 있다[41, 42].

이외에 미국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3D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6> 메타버스 게임 사례 : 로블록스

<그림 6.1> 메타버스 게임 사례 : 포트나이트, 모여봐요 동물의 숲, 마인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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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차 등을 제작하는 작업자들이 현실과 가상

에서 동시에 사무실에 접속할 수 있다[43].

국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례 중의 하나

는 네이버제트의 제페토이며 상기 <그림 7>과 같고,

해외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례 중의 하나는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고 상기 <그림 7.1>과 같다[38,

41].

4.3.2 메타버스 사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포트나이트에서 MZ세대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또

래들과 소통하고,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

현한다.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얄’에서 음악을 듣고,

공연도 즐기고, 방송도 듣는다[34]. 포트나이트에서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에서 1,230만 명이 동시에 접

속했고, 2,000만 달러 (약 22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내의 업체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와 게임간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70억), YG엔터테인먼

트(120억), JYP엔터테인먼트(50억)가 모두 네이버제트

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메타버스를 접목할 요소가 많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제페토에 방탄소년단, 블랙핑

크 등의 소속 가수 3D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한다. 블

랙핑크의 경우 제페토 내에서 진행된 가상 사인회에

서 4,600만 명 넘는 이용자가 몰리기도 했다[44]. 다음 

<그림 7> 메타버스 플랫폼 사례: 네이버 제페토

<그림 7.1> 메타버스 플랫폼 사례: 페이스북 호라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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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해외 힙팝 가수 트래비스 스콧, 국내 블

랙핑크, BTS, 트와이스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4.3.4 메타버스 사례: 비즈니스

메타버스 중의 하나인 제페토에서는 교육, 입학식,

광고, 아이템 판매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순천향대는 입학식을 진행했으며, 네이버

는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제페토에서 관광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찌

와 같은 명품 브랜드도 아바타를 위한 패션 아이템을 

판매한다[31, 38, 39, 45]

닌텐도의 메타버스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소

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 운동은 많

이 진행되었지만, 가상 세계에서 대통령 후보 아바타

가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46]. 또한, 발렌티

노 및 마크제이콥스 등의 명품 브랜드들은 게임속 아

바타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동물의 숲 게임 

안에서 신상품을 발표했다. 현실에서는 접하기 어려

운 브랜드를 게임 속에서 손쉽게 구매 할 수 있다

[47]. 다음 <그림 9>는 메타버스 비즈니스 사례이다.

4.3.5 메타버스 사례: 장비 및 기반산업

메타버스의 성장에 있어서, 플랫폼 장비 및 기반산

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 장비와 관련된 

선도기업으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구글,

<그림 8>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사례: 트래비스 스콧, 블랙핑크, BTS,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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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네이버, 삼성전자 등이 있다. 또한 네트워크 등

을 포함한 기반산업과 관련한 선도기업으로는 아마

존, 유니티, 앤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T&T, 버라이

즌, 퀼컴, 구글, 브로드 컴이 있다.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장비로 VR/AR/MR/XR 기

기가 있는데 다음 <그림 10>은 메타버스 관련 페이

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 VR 기기와 마이크로소프

트웨어 홀로렌즈(Hololens) 2 MR 장비이다[48, 49].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 VR 기기는 299달러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용도이며, 마이크로 소프트의 

홀로렌즈 2 MR 장비는 기본 3,500달러 수준으로 산

업용으로 제작되었다.

4.4 메타버스 문제점 및 발전전망
4.4.1 메타버스 문제점

메타버스의 발전에 있어서 (1) 불법행위와 사법권,

(2) 가상화폐의 현금화, (3) 가상세계 중독 등의 문제

점이 있다.

메타버스 내의 불법행위와 사법권과 관련,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도박과 사기, 매춘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법규를 가상세계에도 같

이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한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한다고 해도 첫째, 가상세계는 물리적 장소 개념

이 없어 재판관할에 대한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둘

째, 사이버 마약과 같이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가상화폐의 현금화관련, 가상화폐의 대규모화로 

인해 현금화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첫째, 가상화폐

를 정당한 부가가치로 인정하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으로 새롭게 인정할 것이냐에 

관련된 문제다.

가상세계 중독관련, 현실과 사회적·경제적 활동 양

상이 닮은 메타버스의 경우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다르

<그림 9> 메타버스 비즈니스 사례: 순천향대 입학식, 네이버 신입사원 설명회, 관광공사 광고, 바이든 캠페인

<그림 10> 메타버스관련 기기 VR & MR 사례: Facebook Oculus Quest 2 & Microsoft HoloLe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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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상생활로 인식될 수 있어 중독성 심화가 가능하

다. 가상세계에서의 몰입은 현실에서의 일상을 피폐화

시키고 정체성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14, 50].

4.4.2 메타버스 발전전망

메타버스는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내포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이슈들이 메타버스의 발

전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 

등 다양한 관련 주체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다양한 문제점과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

로벌 기업을 포함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점에

서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메타버스를 통해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

고 있다. 앞서 기술한 메타버스 사례연구를 통해 우

리는 메타버스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다가오는 미

래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채팅으로 시작

해서 선물하기, 이체하기, 예약하기를 통해 쇼핑, 금

융, 문화 단계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카카오의 사

례를 통해 메타버스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카카오의 현재 위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

다. 단지 카카오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또 다른 기업

이 그 자리를 차지할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 이외의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

다. 다음 <그림 11>은 메타버스 트렌스포메이션이다

[31].

Ⅴ. 결론
본 연구는 문헌연구, 뉴스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메타버스에 대한 현상과 

의미를 파악 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메타버스

의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타버스는 플랫폼(장비)을 기반으로 하는 구글, 페이

스북, 네이버 등,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로블록스,

닌텐도,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등, 미디어를 대표

하는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기반산

업에서 유니티, 엔비디아, AT&T, 아마존, 구글 등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게임, 공연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

고, 메타버스에는 VR/AR/MR/XR과 AI 등과 같은 

중요한 기술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학문적 시사점으로 첫째, 연구자들에게 연구

<그림 11> 메타버스 :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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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서의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

다. 메타버스의 주 사용 층이 MZ세대임으로 인해, 그 

가치를 낮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구자들은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

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치 있는 연구를 시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타버스의 이해를 위해, 뉴스 빅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사례연구 기법을 혼합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최근 글로벌 저널의 연구 트렌

드를 보면 혼합연구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

서, 향후 연구를 추진하는 연구자들이 방법론으로서 

혼합연구 방법론의 채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타버스를 미시적인 수준이 아닌 거시적인 수준으

로 접근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은 VR/AR/MR/XR 기

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또는 기술에 한정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VR/AR/MR/XR

수준의 연구를 확대해서 전략적인 수준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점을 확대하여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 첫째, 기업의 실무자들은 메타

버스의 변화가 각자의 기업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

도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투자를 앞 다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버스의 파급효과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버

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둘째, 현행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채팅으로 시작해서, 선물하기, 쇼핑, 금융,

문화까지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하

면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향후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

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것이 기업들이 메타버

스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기업

들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메타버스의 활용이 선

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산

업의 구조가 바뀌거나, 소비자의 문화나 행태가 바뀌

면,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되거나 페업한다. 본 연구자

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

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판단하

기에, 이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권고한다.

상기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메타버스

의 거시적 관점을 다루었기에 이용자들의 인식을 다

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소비

자나 생산자 대상의 인식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설문조사 기법을 활

용한 접근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뉴스 빅데이터 분

석 범위를 국내 뉴스로 한정하였다. 글로벌 뉴스 빅

데이터로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

중 사례연구기법의 사용하였기에, 메타버스 전체 사

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보다 더 다양

한 사례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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