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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및 보급됨에 따라 가상현실 

산업에 대한 기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삼

성이나 LG 등 대기업들이 가상현실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R&D 및 초기 생태계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그
러나 국내에선 아직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기에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가상현실에 관련한 스타트업이

나 중소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 가상현

실 시장과 산업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거시적 관점으로는 PEST 분석과 미시적 관점으로는 SWOT 
(Strength,Weaknes,Opportunitiess,Threats)분석, 소비자 분석, 경쟁구조 분석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상

현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가상현실 생태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킬러콘텐츠와 국산 디바

이스의 부재 ,사업성의 불확실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디바이스 구입 및 사용문제 개선 

그리고 관련 사업에 관한 정부의 투자 확대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ABSTRACT

As the virtual reality technology,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recentl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preading and spreading throughout the society, expectation about virtual reality is gradually increasing. The 
major big companies such as Samsung and LG in Korea are concentrating on R &D and early ecosystem composition of 
virtual reality field as well as large global corporations such as Google and Facebook. But in Korea, the environment is 
not well equipped to compete with the global market and although there are many SMEs and start-up companies related 
to virtual reality, there are few successful compani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virtual reality 
market and industry and present ways of activation on virtual reality industry. We analysis by PEST analysis , SWAT and 
competitive structure analysis.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ways to revitalize the virtual reality industry are sugges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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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분야

인 가상현실의 특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

간 내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현실감 있는 사용

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시각과 청각을 

통한 몰입감의 비중이 크지만 인간의 오감을 두루 자극

하여 더욱 실제와 같은 환경 구축이 기술의 발전을 통

해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초기

에는 과학 실험이나 군사 훈련 등 일상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특수한 환경을 재현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으나, 
점차 게임이나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1].
가상현실 생태계가 기존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나 

혼합현실(Mixed Reality)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2].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가상현실 시장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아 최

근 국내에서도 가상현실에 관련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기

에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관련 업체들

은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현실 콘

텐츠가 현재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 치중되어 소

비되는 경향이 있지만, 의료, 교육, 문화, 방송, 국방, 스
포츠, 건축,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점

을 감안하면 시장 규모를 더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산

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가상현실 산업의 활성화를 위

해 여러 가지 요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

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가상현실 산업의 개념 

및 배경을 고찰하고 산업 동향과 시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으로는 

PEST 분석과 미시적 관점에서 SWOT 분석, 소비자 분

석, 경쟁구조 분석을 한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

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가상현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Ⅱ. 가상현실 산업 배경 

2.1. 가상현실 산업 전망 

Fig. 1 The frequency of 'VR' search word as time goes by

최근 ‘VR’ 검색어 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

이 전 세계적으로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16년
까지 대폭 증가하는 추세였다. 대기업들이 가상현실 관

련 기술들을 흡수하고 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활동을 보

이기 시작하면서 대중들 또한 가상현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과거 가상현실 기술이 여러 번 활성화

될만한 기회의 시기가 있었지만 기술적 발전이 필요했

고, 대중화되기엔 너무 부족한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요

소의 장벽이 존재하였다[2]. 최근 가상현실 기술력이 발

전하고 스타트업 기업인 오큘러스VR을 페이스북이 약 

2조 원에 인수하면서 다시 가상현실 붐이 일어나게 되

고,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이 동

참하면서 더욱 다양한 가상현실 제품군이 출시되고 대

중들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드웨어 기기뿐만 아

니라 가상현실 플랫폼, 콘텐츠 등 관련 산업들까지 같

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2.2. 가상현실 생태계 

Table. 1 Status of Virtual Reality Ecosystem Construction 
of Major Enterprises

가상현실 생태계는 처음에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형

성되었으나, 콘텐츠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이 대두되면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
바이스)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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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업들의 생태계 구축 현황은 표1과 같다[3].
글로벌 ICT 기업들은 카메라나 HMD 디바이스 등 

하드웨어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관련기업을 

인수합병하고 기업 간 파트너 제휴 그리고 제품 라인업

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등 생태계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중심

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으나, 관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하기에 아

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

는 가상현실 기술이 계몽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투자 가치가 꽤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비디오와 

게임 등 콘텐츠 중심에서 차차 솔루션과 서비스, 소프

트웨어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4].
현재 가상현실 생태계인 C-P-N-D(Contents- Platform- 

Network-Device)은 아직 각 부분끼리 선순환의 생태계

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콘텐츠는 개별 생태계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고, 플랫폼도 단말기 연동 범위의 

제한으로 상호간 호환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2.3. 가상현실 시장

미국의 IT시장조사업체인 Tractica에서 발표한 보고

서의 내용에 따르면 시장에 가상현실이 채택되고 인식

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됨에 따라 HMD(Head-Mounted 
Display), VR 액세서리, VR 콘텐츠의 합산 매출액이 

2014년 1억 2880만 달러 수준에서 2020년에는 218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성장률(CAGR)은 

142%로 가상현실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고 장비 보급 

및 채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업계 매출이 하드웨어 판

매에서 콘텐츠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콘텐츠 매출은 2020년에는 가상현실 시장 전체 매출의 

3분의 2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5].
한국VR산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가상현실 시장 

현황 전망은 콘텐츠보다 하드웨어 시장이 강세를 띌 것

으로 예측된다. 이는 삼성 등의 대기업이 하드웨어 위

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콘텐츠의 경우 국내에서 개

발 및 보급되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Ⅲ. 가상현실 산업 분석

가상현실 산업을 그림2와 같은 단계로 분석한다. 2장

의 가상현실 산업 배경은 1,2단계에 해당한다. 

Fig. 2 Steps of Virtual Reality Industry Analysis

3.1. 거시적 환경 분석

3.1.1. 법·제도적 환경(Political environment) 
가상현실이 일상에서 활발히 보급된다면, 가상현실

과 관련된 법규 마련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게임과 관련된 규제부터 콘텐츠 체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네트워크 활용에 따른 개

인정보 유출, 지나치게 중독되어 가상세계와 실제세계

를 혼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등 각종 문제

와 부작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2는 미래창조과학부 외 3개 부처가 

‘가상현실 산업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발표

한 내용 중 향후 법·제도적 개선점을 정리한 표이다[6].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의 시장인 만큼 콘텐츠 이용 가이

드라인과 콘텐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제도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Table. 2 Law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lated VR
Improvements

VR games, VR theme parks, and other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VR convergence market.

(Current: mobile → improvement: mobile + online + console + 
VR game etc.) according to revision of game law ('16 .519)

In order to prevent the industrial revitalization caused by side 
effects (human influence, poisoning, etc.) due to VR use, 
maintenance in terms of related systems and use

Simulator, training, and theme parks to which VR applies. 
Legal and system maintenance necessary to activate VR new 
industry

3.1.2. 경제적 환경(Economical environment) 
최근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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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콘텐츠 산업과 가상현실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

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도 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지원이 그림 3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3]. 
교육과 게임이 가장 많은 지원 대상으로 앞으로도 지속

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1:Education 2:Game 3:Entertainment 4:Medical 5:Industry 
6:Thema Park 7:Military 8:Image 9:Architecture 10:Adult 11:Others
Fig. 3 Government Support Field for Virtual Reality Content

3.1.3. 사회문화적 환경(Social-culture environment)
그림 4는 향후 가상증강현실 분야 중 하드웨어와 게

임콘텐츠가 강세일 것으로 예측하는 Digi-Capital의 자

료이다.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가상현실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7].

Fig. 4 Revenue Forecast by Virtual Augmented Reality 
Factor

가상현실 활용 분야 중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가 현재 

게임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교육 분야에 관한 

기대가 높다. 가상현실 콘텐츠가 PC 뿐만 아니라 모바

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직접 체험 

및 눈으로 보는 교육을 가상현실을 통해 쉽게 구현이 

가능하여 교육관련 가상현실 콘텐츠의 수요 증가가 예

상된다. 

3.1.4. 기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
가상현실 기술의 범위는 크게 실세계 인식/분석, 가

상현실 인터랙션 기술, 그리고 가상현실 재현으로 구분

된다. 국내외의 가상증강현실 영역별 기술 개발 동향과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첫째, 실세계 인식/분석에 있어 국내의 경우 실감교

류 인체감응 솔루션연구단에서 고려대, 카이스트 등 대

학이 참여하는 실감교류와 4D 실감소통 연구, 바이오

닉 인터페이스 기반 감각 및 감성 표현 연구 진행 중이

며 국외의 경우 퀄컴에서 Vuforia SDK를 사용해 컴퓨

터 비전 기반의 증강현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가상현실 인터랙션에 있어 국내의 경우 한양대

는 가상세계와 실세계 상호작용을 위한 내추럴 인터페이

스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고 카이스트에서 착용형 디스

플레이 기반으로 손동작을 인식하여 가상의 객체를 컨트

롤하는 연구 진행 중이다. 국외의 경우는 콜럼비아 대학

의 Steven Feiner 그룹에서 관리와 수리를 위한 증강현실 

기술 및 각종 상호작용 기술 연구 진행 중이고 조지아 공

대에서 증강현실을 웹 플랫폼에서 구현하게 하는 기술, 
증강현실 저작 도구 및 협업 시스템, 증강현실 게임 등의 

연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셋째, 가상현실재현에 있어 국

내의 경우 햅틱 증강현실 기술, 변형체 시뮬레이션 기술, 
Depth image 기반 햅틱 렌더링 기술, 촉각 방송 기술, 터
치스크린에서 실감나는 버튼 피드백을 재현하는 기술 등

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외의 경우 Data-Driven 
Haptics, 실제 표면 접촉 정보를 이용한 질감 모델링 및 

렌더링 기술, FEM을 이용한 변형체 햅틱 렌더링 기술 등

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3.2. SWOT 분석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규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SWOT 분석을 

하면 표3과 같다. 

Table. 3 Virtual reality industry SWOT analysis
Strength Weakness

Ÿ Highly immersive content
Ÿ Real experience
Ÿ There is no limit to the 

width of content experience

Ÿ Technological limitations such 
as inconvenience of wearing 
HMD or cyber nausea

Ÿ Hardware price is high, so it is 
difficult to absorb various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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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과 같이 가상현실 콘텐츠는 높은 몰입감과 비교

적 저비용으로 실제와 같은 가상의 현실을 제한 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낮은 해상도와 

기술의 미흡함 때문에 사이버 멀미를 유발하여 다소 어

지러운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점, 그리

고 HMD 착용 방식이 불편하고 좁은 공간에서의 체험

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존재

한다. 가상현실이 가진 기회로는 다양한 산업에서 접목

시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태동기의 

시장으로 블루오션의 기회가 무한해 시장 선점 시 유리

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기들의 보급이 미흡한 상태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3. 소비자 분석

소비자 분석을 위해 가상현실에 대한 대중화 정도, 
콘텐츠 만족도, 디바이스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있는 분야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조사하였다. 본 설

문조사는 20대 대학생 100명과 직장인 33명 전체 133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Table. 4 The degree of popularization.

대중화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에서는 표4와 같이 콘

텐츠를 이용한 경험은 있으나 아직은 대중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게임 분야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Table. 5 Contents Satisfaction

Division Frequency %

Were you 
satisfied with the 

contents you 
experienced ?

Strongly Disagree 4 5

Disagree 5 6.2

Somewhat 34 42.5

Agree 36 45

Strongly Agree 1 1.3

Total 80 100

Are you willing 
to buy?

Yes 85 63.9

No 48 36.1

Total 133 100

Why do not you 
want to buy it?

It's expensive 14 29.2

I do not feel I need it 28 58.3

Cyber sickness 2 4.2

etc 4 8.3

Total 48 100

체험한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표5와 같이 보통이

상이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36%정도 구매의

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사가 없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아 킬러 콘텐츠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Device Satisfaction

Opportunities Threats

Ÿ Blue Ocean Opportunity 
as a Starter Market

Ÿ Can be in a favorable 
position when preempting 
the market

Ÿ Inadequate penetration of 
hardware

Ÿ Difficult to make aggressive 
investment due to market 
uncertainty

Division Frequency %

Do you think 
virtual reality 

is 
popularized?

Strongly Disagree 7 5.2

Disagree 44 33.1

Somewhat 57 42.9

Agree 34 18

Strongly Agree 1 0.8

Total number of degrees 133 100

Content usage 
experience

Yes 80 60.2

No 53 39.8

Total number of degrees 133 100

Division Frequency %

Experienced 
contents field

(Can be 
duplicated)

Game 70 56

Education 21 16.8

Sports 16 12.8

Medication 8 6.4

Leisure 9 7.2

etc 1 0.8

Total number of degrees 125 100

Division Frequency %

Are you willing 
to buy devices?

Yes 74 63.9

No 59 36.1

Total number of degrees 1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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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는 표6과 

같이 경험했지만 구매의사가 없는 이유에서 가격이 비

싸다는 이유가 가장 많아 아직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일

반인이 구입하기에는 비싼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7 Contents Demand Survey
Division Frequency %

What fields do you 
think you need in 

the future?
( Duplication 

possible)

Game 72 34

Education 43 21

Sports 31 15

Medication 38 18

Leisure 23 11

etc. 2 1

Total 209 100

가상현실 콘텐츠 수요를 조사한 결과 표7과 같이 역

시 게임분야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교육 분야로 나타났

다. 본 설문결과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나 디바이스를 향

후 구매 의향이 있는 잠재적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만

큼 가상현실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시장 규

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설문은 20대 대학

생이 대부분이므로 좀 더 정확한 설문을 위해서 향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여

겨진다. 

3.4. 경쟁구조 분석 

가상현실 산업이 동종 IT업계의 빅 데이터나 인공지

능산업에 비해 더 많은 우위를 가지는 이유는 우선 상

호작용이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조작 한 번으로 모든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

으며 이것이 몰입감을 주는 시각화로 이루어져 기존의 

3D 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상호작용이 매

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가상현실만의 장

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IT 분야가 아니더라

도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게
다가 증강현실 같은 기술은 모바일 기반에서 그 활용성

이 극대화 될 수 있고, 타 산업과 융합하여 일상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Ⅳ. 가상현실 산업의 활성화 방안 

4.1. 가상현실 산업의 문제점 

가상현실 산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이 도출되었다.
1) 킬러콘텐츠의 부재: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의 잠재

력은 높은 수준이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까지 연

결되기 위한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마음에 드는 콘

텐츠가 출시된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 잠재적 소비자

의 비율을 고려할 때 콘텐츠 부족은 분명 가상현실 산

업의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산 디바이스의 부재 : 국내 가상현실 산업은 하

드웨어 부문에선 모바일에 한해 경쟁력이 있으나 PC기

반 하드웨어, 가상현실 저작도구, 소프트웨어 기술, 그
리고 플랫폼과 콘텐츠 측면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에 비

해 취약하다. 특히, 현재 디바이스들이 거의 외산이어

서 국내 유저들은 관련 장비를 주로 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산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개발이 시급

하고 외산 디바이스 유통업체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3) 사업성의 불확실성 : 현재 많은 업체들이 가상현실 

분야에 뛰어들고 있지만 소수의 업체를 제외하면 뚜렷

한 성과를 내는 곳은 거의 없다. 이제 막 떠오르는 산업

의 특성상 눈앞의 수익 창출 보다는 시장 활성화와 생태

계 조성을 위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확실

한 미래를 보고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

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2.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가상현실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가상현실 분야의 인

력양성을 해야 한다. 가상현실 분야의 인력양성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남서울대학교는 2014년부터 가

상증강현실 전공 학부과정과 대학원을 개설하여 운영

Division Frequency %

Why do not you 
want to buy it?

It's expensive 27 45.8

I do not feel I need it 26 44

Cyber sickness 1 1.7

etc 5 8.5

Total number of degrees 5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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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대학은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

여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교내전시 및 전국 가상현실관

련 전시회 등에 전시하여 관련 업체들과 접촉 후 취업

과 연계하고 콘텐츠를 배급하는 교육 시스템 체계를 가

지고 있다. 

4.3. 디바이스 구입 및 사용문제 개선

현재 가상현실 관련 디바이스를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식 유통망은 한정되어 있다. 가장 대중적인 

HMD기기 중 바이브나 오큘러스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

에서 주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물량이 

부족해서 국내에서 주문하는 것이 어렵고 해외 구매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 배송비 등을 지불하며 배송 기간 

또한 몇 주가 소요된다. 디바이스 구입 뿐 아니라 착용

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해상도에 관한 부분도 개선되어

야 하는 요소이다. 멀미를 유발하는 문제나 머리에 계

속 무거운 것을 쓰고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 등 기술적

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

점으로 접근하여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

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4.4. 관련사업 투자 지원 확대

정부가 발표한 가상현실 산업 육성계획에 따르면 세

계 주요국들이 가상현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까지의 목표를 연 매출

액 10억 이상 또는 글로벌 유통 가상현실 콘텐츠를 5종 

이상 보유하는 ‘가상현실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상현실 신시장 창

출 및 확산, 가상현실 거점 조성 및 글로벌 역량강화, 생
태계 기반 조성 등 가상현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6].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

기업이나 스타트업, 개인 개발자 등이 가상현실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다소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상현실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이 필요하다.

Ⅴ.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에서 가상현실은 IT
융합적인 면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
히, 가상현실이 인간의 오감을 두루 자극하여 더욱 실

제와 같은 환경 구축이 실현되어 가고 있어 다른 산업

군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가상현실 시장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서도 가상현실에 관련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기에는 환경

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관련 업체들은 불확실

한 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성공한 기업의 사

례를 보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상현실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가상현실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외

적인 가상현실 산업을 PEST 분석, SWOT 분석, 소비자 

분석, 다른 산업과의 경쟁구조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한 결과 가상현실 생태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는 일반적인 내용이외에 킬러콘텐츠의 부재, 국산 디바

이스의 부재 그리고 사업성의 불확실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디바이스 구입 및 

사용문제 개선 그리고 관련 사업에 관한 정부의 투자 

확대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상현실 플

랫폼 개발을 하여 각종 분야에 적용시키고 소비자와 기

업 간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

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태계 조성이 안정적인 지점으

로 넘어간 후에도 현재 당면해있는 기술적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9] 
[10].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활성화 방안이 지속된다면 가상

현실 산업은 확대될 것이며 산업이 활성화 된 후에는 

보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적절한 비즈

니스 모델을 선정하고 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의 지속적

인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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