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들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검색
되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메타버스라는 의
미를 살펴보고 재해석하여, 메타버스라는 의미를 
두 가지의 개념으로 살펴보고, 메타버스 기술이 적
용된 현재상태를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보고 한
다.

Ⅱ. 메타버스의 현재

많은 논문이나 기사자료에서 메타버스는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즉, 가상의 생활로 지칭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가상현실(VR)이라는 
단어와 융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과거 유행처럼 
사용했던 유비쿼터스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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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1]. 
 필자는 메타버스를 설명하기에 앞서 유비쿼터

스의 개념을 먼저 짚고자 한다. 유비쿼터스는 영어 
사전에 의하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라는 라틴어
의 어원에서 시작되며, 이 단어가 개인화되는 컴퓨
터 환경과 접목될 경우 네트워킹된 환경을 의미하
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유비쿼터스와 메타버스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메타버스(metabus)는 현실세계를 지칭하는 
"universe' 와 추상을 의미하는 “meta"가 더해진 합
성어이다. 직역하면 추상적인 현실세계, 우리는 이
것을 그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단어
로 사용하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시대가 열리면서 비대면
시대(언택트시대)라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
다. 사람간의 직접 접촉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기존
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활동이 코로나19
의 감염력보다도 폭발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사회
학자들은 코로나19시대에 정착된 새로운 환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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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이 코로나 종식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편하
고, 빠르게 사회활동이 가능한 점을 깨우치고 습관
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등장한 단어가 바
로 메타버스이다. 2020년 이전에도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는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가기도 했었다.

그림 1. Neal Stephenson‘s Snow Crash

1992년 미국의 작가 닐 스티븐슨이 집필한 SF장
편소설 “스노우 크래쉬” 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이를 아바타들이 새로운 땅 혹은 공간에
서 활동하는 무대라고 설명하였다.

이 소설은 영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대표적인 작품 3개 만 꼽자면 “아바타”, “인
셉션”, “서로게이트” 등이 있다.

아바타는 닐 스티븐슨의 메타버스 개념의 영향
을 받은 첫 번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이 아
닌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서 활동하는 작품
으로 그의 개념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인셉션과 서로게이트 역시 본인의 현실 위치와 
다른 가상의 세계 혹은 가상 로봇을 이용한 활동
으로 유사하다.

메타버스는 소설에서 시작된 단어로 영화화만 
된 것일까?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필자는 가상현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정의한 바 있다.

첫 번째 단어 그대로의 가상의 현실세계이다. 가
상이라는 개념은 가공의(Artificial) 개념에 해당한
다. 즉, 3D로 물체(Object)와 환경(Environment)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내가 위치하는 현재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체험하는 개념이다. 과거, 현재, 미래 등 다
양한 시간적 공간을 HMD 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체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상현실은 나 혹은 나의 현재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아바타 혹은 새로운 환경을 체험하는 
것을 뜻한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의 연장선상, 혹자는 증강된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메
타월드, 메타갤럭시 등 여러 가지 정의를 기반으로 
가장 진보적인 메타버스를 “가상적으로 증강된 물
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가상공간과의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몰입형 실감형 체험을 제공
하는 모든 가상, 증강현실의 서로 연결된 가상의 
공통적인 공유공간”이라고도 한다.

필자의 메타버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광의의 개념으로서 인간이 디지털기기

를 통해 활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메타버스화된 것
으로 칭한다. 여기서 디지털기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발달된 디지털화 된 기기를 말하며, 우주항
공, 게임,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
며, 현재는 개인화된 스마트폰을 지칭할 수 있다. 

두 번째, 협의의 개념이다. 가상현실의 개념과 
더불어 새로운 나,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즉, 특정 영역 혹은 공간을 미리 정
하고(게임 속 캠페인이나, 유저가 생성한 방 등) 그 
공간내에서의 활동도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정해져 있는 규칙과 행동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번째, 광의와 협의의 중간 개념으로, 현재의 메
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결과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메타버스의 현재까지 활용되었거나 활용되
고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모바일나 PC를 이용한 것과 VR HMD기
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PC를 통한 플랫폼을 알아보겠다. PC는 모
바일 스마트폰 시대 이전부터 빠르게 개인화된 기
기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화가 
진행된 분야이다. 네트워크의 특성상 개인PC에서 
다른 PC사용자 혹은 서버와 통신 혹은 탐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등장한 것이 바로 PC
통신(챗플랫폼)이다. PC통신은 메타버스의 기초적
인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저는 본인이 
제작한 가상의 이름(아이디, 닉네임 등)을 사용하고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다른 유저와 교감을 하는 형
태로, 현재의 메타버스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모바일을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알
아보자.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기가 
15~20년 정도로 인류사에 비추어 보면 PC보다도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이다. 이 모바
일 분야에서의 메타버스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는데, 먼저 PC통신과 괘를 같이하는  메
타버스 모바일 플랫폼을 알아보자. 대중적으로 사
용되어 지고 있는 카카오톡, 라인 등의 메신저플랫
폼이 그것이다. 본인을 사진이나 영상 프로필을 드
러내고 네트워킹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텍스
트, 영상, 이모티콘 등)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PC통
신과 매우 유사하다. 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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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제공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같
은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의 하드웨어 발전과 더불어 PC에서만 가능한 게임
들이 모바일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다. 무수한 게임
이 현재도 제작되어 지고 있으며, 정해진 룰과 행
동이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수 잇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이전의 유사 메
타버스 플랫폼 혹은 콘텐츠 정도로 칭할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메타버스 모바일 플랫폼이라 일
컫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2. Naver's ZEPETO

 그림 2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제페토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모바일 플랫폼의 대표작이다. 2018년 8월
에 출시된 제패토는 글로벌 가입자가 1억 명을 돌
파한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하면 제페토를 떠올리
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직접 사
진 촬영 혹은 선택을 통해 아바타를 생성하고 제
패토에서 정한 공간내에서 다른 유저들과 소통한
다는 점, 라인SNS와 스노우등의 카메라 어플리케
이션까지 함께 사용한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제페토의 인기에 더불어 최근 중국에서는 “메
이투”라는 아바타 카메라를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 SK텔레콤에서 “이프렌드”를 출시했는데 제
패토와 유사한 메타버스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향
후 VR HMD기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
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세 번째는 모바일이 아닌 PC와 연동하는 VR 
HMD를 활용한 플랫폼이다. 국내외에 다양한 분야
에서 개발중이거나 일부 제품이 나온 형태이다. 기
본적으로 과거 페이스북의 VR챗 기능을 기본으로 
개발한 것으로 현재는 특정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 마주보거나, 함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분야이다. 최근
에 출시한 제품들을 보면 과거의 채팅처럼 만나서 
얘기하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파악되는데, 다른 콘
텐츠와의 융복합을 통해 실생활과의 접목이 기대
되기도 한다.

아래 화면은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한 사람이 
가상의 아바타가 되어 가상의 동일 장소에서 만나
는 장면이다. 

그림 3. A scene where you become a virtual avatar 
and have a meeting

그림 4. meeting progress scene

그림 5. the performance scene

그림 3,4,5는 실제 VR 기술과 결합하여 메타버
스를 체험하는 예시 사진으로, 가상의 아바타가 되
어 사람을 만나고, 마주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
고, 공연 관람 등의 현실에서 가능한 일들을 VR로 
경험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준다.

Ⅲ. 결  론

이처럼 인간의 활동과 연계된 메타버스 플랫폼
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펜데믹 시대로 인해 언택트 트렌드가 
형성되고, 폭발적인 메타버스의 시대는 피할수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기술적 혹은 하드웨어 적으로 접근한 
메타버스 논고와는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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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 메타버스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이 부분은 향후 지속되고 개발하는 연구에서 다
시 다뤄보고자 한다. 좀 더 확보가능한 사례 및 데
이터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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