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 코로나 19사태를 
맞아 비대면 사회에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메타버스는 게임 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산
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언급되는 플랫폼으로, 작년
에는 아이돌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
(Dynamite)’를 발표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했고, 
또한 테그리더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필
두로 ‘소셜 미디어’의 강점과 ‘VR 기술’을 결합하
여 새로운 메타버스를 창출해가고 있어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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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이어 미래 인류 생활 패턴을 이끌어갈 
주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메타버스의 발전이 기대
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
으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한다.

Ⅱ. 메타버스 활용분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휴

가상세계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진화수 · 송은지*

남서울대학교
A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Virtual world 

Metaverse Industry
Hwa-su Jin · Eun-jee Song* 

Namseoul University · Namseoul University 

E-mail : chch2201@gmail.com / sej@nsu.ac.kr 

요  약 

 가상의 세계인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술은 가상증강현실과 전자통신기술이 기반을 이루며,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등 여러 학문분야가 융합된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술이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이 놀이, 업무, 소비, 소통 등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대면 사회에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의 활용분야를 살펴보고 미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한다.

ABSTRACT

The technology to build the virtual world metaverse is based on virtual augmented reality and electronic communicat
ion technology.. Metaverse is establishing itself as a new industry in non-face-to-face society as a platform where users 
can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play, work, 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avatars. In this paper, w
hile interest in metaverse is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promising industry that will create a new 
marke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ields of application of metaverse and conside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ut
ure metaver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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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Digital Human)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A
I, Cloud, CG 등 기술 발전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휴먼의 활용 분야는 그림1과 같이 
엔터테인먼트, 유통, 교육, 금융, 방송, 교육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 플랫폼 네이버제트의 ‘제
페토’ 속 가상공간에서 쏘나타 N 라인을 시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제페토의 비디오 
및 포토 부스에서 쏘나타를 활용할 수 있게 해, M
Z세대만의 자동차 콘텐츠 생산과 그로 인한 마케
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메타버스
를 만들어 신입 행원 교육이나 세미나, 연수 등에 
사용하고, 행장급도 참여하는 이벤트도 늘고 있다. 

Ⅲ. 메타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메타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에 발맞춰 
다양한 기업, 기관 등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
츠산업 2021년 전망 보고서'에는 가상과 현실 상
호작용의 주요한 수단인 아바타가 더욱 진화하고 
AR과 AI를 활용한 아바타가 등장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기
업들은 전통 미디어와 일부 온라인 미디어의 일방
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어,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활용 새
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것이 예상된

다. 따라서 기업은 메타버스 시대에 맞추어 전 산
업, 가치사슬별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한 생산성 혁
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
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과 몰입감이 증대된 디바
이스 같은 전자⋅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선도형 기
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메
타버스를 활용한 공공·사회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인력양성 방안과 선도형 메타버스 핵심 기술 개발
을 위한 지원 정책 및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의 위
험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향후과제

 메타버스 적용 범위가 게임, 생활·소통 서비스를 
넘어 업무플랫폼으로 확산 중이며, 비대면 시대에 
맞아 급성장하고 있다. 혁신적인 업무 플랫폼이 지
속 등장 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플랫폼은 ’21년 이
후부터 B2B, B2G 영역의 성장이 가세하면서 메타
버스 성장은 변곡점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요국들
은 미래를 이끌 핵심 디지털 기술로서 XR을 지정
하고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국방, 교육, 문
화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의 XR 융합을 지원하
고 있다. 국내도 XR 기술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최근 ‘가상융합경제발
전 전략’ 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을 국
가 차원의 경제전략 정책으로 격상하고 있다. 앞으
로 메타버스의 폭넓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의 조화,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한국
판 뉴딜 정책 실행계획에 XR 활용 비중 확대, 메
타버스 시대에 대응한 정책 고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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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휴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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