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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R/VR/MR/XR 기술이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교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AR/VR/MR/XR의 기기, 통신망, 콘텐츠, 서비스를 융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는 
대표적인 사업화 품목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정보통신 기반의 웨비나, Zoom 회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메시지, 온라인 강의/수업/교육, 온라인 쇼핑, 홈쇼핑, 물류/유통/택배 같은 스마트 
생활과 지구온난화 해결/온실가스 감축/이산화탄소 감축/감염병 대응을 위한 아나바다 운동, 쓰레기/범죄/
사건/사고/문제/악성증후군/포장지/허례허식/낭비/과소비의 감축 같은 그린 생활이 현존한 21세기 인류에
게 보편화 및 표준화되어 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AR/VR/MR/XR 기술의 국내외 사업화 동향
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I. 서론

세계적인 그래픽카드와 GPU(Graphic Processor Unit) 전문기업 NVIDIA의 CEO Jensen 
Huang은 2020년 10월 개발자 행사인 “GTC 기조연설”에서 “미래 20년은 공상과학과 다를 
게 없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던 이 두 개의 문장은 가상세계
와 현실세계의 연결이 2041년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사용자의 두뇌, 감각기관, 신경망, 
인격(언행의 통제)에 어떤 역기능(혼란, 혼돈, 치매, 망각, 실어증, 결정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간질, 정신착란, 강박증,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신경마비, 근육마비, 중풍, 
신경질병, 감각기관 손상, 뇌출혈, 뇌손상, 트라우마, 악몽 등) 또는 어떤 순기능(교육, 훈련, 
연습, 역량강화, 기량개선, 인격개조, 개과천선, 스트레스 풀기, 오락/게임/운동/놀이/댄싱/
체조 등)을 줄 수 있을 만큼 기술들의 개발과 진화가 계속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본 내용은 박승창 수석연구위원(☎ 070-4842-9806, scpark39@naver.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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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타버스는 20∼30대로 이루어

진 “MZ세대(Millenials세대+Z세대)”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더욱 주목받기 시

작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 연구를 하는 

미디어 분야 전문가 겸 벤처투자자인 

Matthew Ball은 메타버스의 주요 속성

들로서 “지속성, 실시간, 개별적인 존재

감, 동시 참여, 독자적인 경제체계, 가상

과 현실 양쪽 세계에서의 경험 공유, 모

든 정보와 자산의 호환,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가능성”을 지목했다[1]. 여기에서, [그림 1]과 

같은 메타버스에 연결된 각종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암호화폐(또는 가상화폐), 콘텐츠 재편

집과 재생산, 콘텐츠의 저장~유통~판매가 Off-line 매체인 USB(Universal Serial Bus)/ 

CD(Compact Disk) 메모리 사용자들과 On-line 매체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의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라인/스마트앱/홈페이지/블로그/사이버카페의 이

용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의 합성어

로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이용자는 기존 게임을 종료하듯이 메

타버스를 쉽게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며, 현실세계처럼 구매와 소비를 처리한다. 즉, 메타버스 속에서 이용자는 아바

타 의상을 구매하거나 콘서트 비용을 지불한다. 특히, MZ세대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명

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가상세계 속의 인간관계와 현실세계 속의 인간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MZ세대가 메타버스 열풍을 주도하

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의 방역 대책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백신 접종하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과 인터넷 기반의 웨비나, Zoom 회의,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메시지, 

온라인 강의/수업/교육, 온라인 쇼핑, 홈쇼핑, 물류/유통/택배 같은 스마트 생활과 지구온난

화 해결/온실가스 감축/이산화탄소 감축/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나바다 운동, 쓰레기/범죄

<자료> Forbes, 2020. 

[그림 1]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열 모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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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문제/악성증후군/포장지/허례허식/낭비/과소비의 감축 같은 그린 생활이 전 세

계 생존 인구에게 보편화 및 표준화되어 가고 있다. 즉, 현존하고 있는 약 70억 명 인류 

중에서 “유비쿼터스 모바일 컴퓨팅과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방송)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인류는 과학기술 문명, 생산과 소비의 시장 경제, 지구환경의 보존과 정화의 

측면에서 스마트 생활 및 그린 생활의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지능에 연결되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인체의 두뇌와 뇌리에 구축되는 지식, 

정보, 기술, 직무의 수행능력, 역량, 기량과 함께 인체의 5감 기관들과 신경망에 구축되는 

자세, 태도, 습관, 버릇에 공급하면서, 인격에 구축되는 삼강오륜, 윤리, 도덕, 결심, 대오, 

해탈, 달관, 절제, 배려, 친절, 사단칠정, 순수이성, 실천이성, 사상, 철학 같은 교육과 훈련을 

MZ세대가 중장년이 될 2050년 이후부터 평균수명 100세의 인간들에게 공급할 태세이다. 

따라서 2050년 이후에는 ‘디스토피아(Dystopia)’ 세상이 대폭 사라지고 ‘유비토피아(Ubitopia 

=Ubiquitous Utopia)’가 대폭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2]. 이에,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의술, 콘텐츠의 선용 또는 악용의 관점에서 AR/VR/MR/XR 기술의 국내외 사업화 동향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II. AR/VR/MR/XR기술의 국내외 사업화 동향

1. 국내

가. AR+AI챗봇 부문의 ‘VREVIEW’

[그림 2]와 같이 인덴트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VREVIEW’는 회사의 특허기술인 AI 챗봇

이 실구매자의 동영상 리뷰를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는 원스

톱 플랫폼으로서, 출시 2년 만에 2,000여개 쇼핑몰에서 도입하고 있다. 제품이 눈앞에 보이

듯, 생생한 동영상을 리뷰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도와줘 온라인으로 선물을 고를 

때 효과적이다.

고객이 선물할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싶다면, 그에게 ‘VREVIEW’를 활용하고 있는 액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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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쇼핑몰 ‘윙블링’을 AI챗봇이 추천을 해준다. 윙블링에서는 실제 착용한 액세서리 리뷰를 

동영상으로 제공해 반짝거림이나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다. 만약, 어느 고객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면, 아동복 전문 웹사이트 ‘오즈키즈’를 이용하여 실착 

동영상 리뷰를 다양하게 느껴 본 후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에 어떤 느낌일지의 스타일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매우 유용하다[3].

나. VR 부문의 ‘VR NewYork Story’

2021년 5월 7일, 에이트원이 자체개발한 VR 콘텐츠 “VR NewYork Story”가 세계 VR 

기기 점유율 1위 ‘Oculus App. Lab.’에 등재되었다. 여기에서, ‘App. Lab.’은 플랫폼과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모아둔 Oculus의 Side Quest 플랫폼 중의 하나로서 

VR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 속의 정식 콘텐츠로 등재되기 전에 시장의 반응

을 살펴보고 호환성과 상호 보완점을 시험하는 곳이다.

최근 에이트원은 중국 VR기기 1위 기업 피코 인터렉티브와 VR 및 AR 콘텐츠 유통 업무

협약서를 교부했다. 현재 에이트원이 자체 제작한 “VR NewYork Story” 콘텐츠는 피코 

HMD 기기에 등재되어 검색되고 있다. 에이트원은 피코 인터렉티브를 통한 중국 시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유럽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XR 주요 기업들과 사업 논의를 통해서 지속적으

로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4].

[그림 2] Vreview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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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R 부문의 ‘Weeekly’

2021년 4월 29일, SKT는 차세대 K팝 스타들에 MR 기술을 적용한 “K팝 메타버스 프로

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K팝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여 K팝 

열풍을 이어가고, 5G 통신 시대의 메타버스 같은 혼합현실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획되

었다. [그림 3]과 같이 SKT는 먼저 아이돌 그룹 ‘위클리(Weeekly)’의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제작해서 “Jump AR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했다.

특히, ‘위클리’의 대표곡 ‘애프터스쿨’의 안무를 디지털 휴먼 콘텐츠로 제작하여 팬들이 자

신만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 위클리와 함께 나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SKT는 최근 “Jump AR”이 북미 App. 시장에 공식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글로벌 K팝 팬들도 MR 기반의 새로운 K팝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된 위클리는 위클리 비대면 라이브 팬미팅 현장에 등장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SKT는 “애프터스쿨 뮤직비디오”를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 형식으로 새롭게 제작

하여 K팝 대표 미디어인 ‘원더케이(1theK)’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다. 뮤직비디오

에서 위클리 실제 멤버들과 Volumetric 기술로 탄생한 “AR 디지털 위클리” 멤버들이 메타

버스로 구현한 학교 운동장 및 교실을 배경으로 노래와 춤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SKT는 

<자료> 연합뉴스, “K팝, 혼합현실로 즐긴다…SKT ‘K팝 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 2021. 4. 29.

[그림 3] ‘위클리(Weeekly)’ 디지털 휴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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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Jump Virtual Meet up”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위클리’ 같은 K팝 스타 콘서트 또는 

팬미팅을 개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SKT는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기존 “MR 서비스 Co(Company)” 조직의 명칭을 “메타버스Co”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중심의 혼합현실 경험 제공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5]. 이런 SKT의 계획은 MR이 XR로 

진화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라. XR 부문의 ‘갤러리XR’

2021년 5월 8일~21일, ‘갤러리XR’은 [그림 4]와 같이 ‘류영도’ 작가의 개인전을 AR과 

XR을 적용하여 On-line과 Off-line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AR 기술로 

유명작가 미술작품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다. 즉, 미술품에 AR 

기술과 XR 기술을 활용하여 미술품 컬렉터나 관람객들이 유명한 화가 또는 작가의 작품들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객들이 갤러리 또는 외국의 유명 아트페어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첨단 AR 기술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미술작품을 메타버스의 공간에 걸어보고 그 미술작품이 나의 현실 

공간에 어울리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전시 기간에, 관객들이 온라인 “갤러리 AR Mall”

에서 Off-line 전시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Off-line 갤러

리 XR”에서도 작가의 미술작품에 XR 기술을 가미함으로써 관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실제 그림처럼 디스플레이와 웹 기반의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료> 스포츠서울, “갤러리XR, 증강현실 더해 류영도 작가 전시 오픈”, 2021. 5. 5.

[그림 4] XR 기술로 전시한 류영도 작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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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XR은 ‘스타윙스’ 기업이 AR 분야에서 AR 쇼핑과 AR 컴퓨터 화면으로 축적했던 

기술력에 ‘팝스라인’의 기술을 가미하여 출시한 웹 기반의 AR 기술 및 사업명칭이다. 스타윙

스 기업은 비대면 시대의 미술작가들이 자유롭게 국내외 관람객과 컬랙터들에게 자기 작품

을 소개하고 관람객은 비대면으로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의 시장 

수요에 따라 실감 콘텐츠 기반의 ‘갤러리XR’을 사업화했다[6].

마. XR 부문의 ‘Web XR’

“Web XR”은 웹이 App.에 비교해서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선, 

Web XR은 App. 기반 XR에 비교해서 신속하게 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하고 콘텐츠 변경이 

자유로운 점, XR 기기가 새롭게 추가되었을 때에 개발자가 별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기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이용자가 별도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내려 받지 

않고도 즉시 콘텐츠에 접근 가능한 점 등의 장점들이 있다.

그렇지만, 단점은 ‘호환성’이다. 네이버 검색의 경우에는 1일 평균 3,000만 명의 사용자들

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기, 운영체제, 브라우저에 대응해주고 있다. 하지만, 

‘Web XR’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여타 API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신 

API로서 그것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개발사 또는 제조

회사이든 개인별 사용 환경의 차이를 해결해주어야만 일관되게 “Web XR”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7].

한편, 웹 검색 환경 전반에서 XR이 활용되는 3D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는 막대한 용량 

처리도 무시할 수 없다. 2012년 아마존은 웹 페이지 로딩이 1초 증가할 때마다 16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정도로 3D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에 비교해서 엄청나

게 큰 용량이다. 결국, 3D 콘텐츠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줄인 상태로 사용해야만,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기법을 도입했다. 첫째 기법은 3D 모델에 특화

된 ‘Draco’ 압축 방식을 이용하여 3D 모델을 더 낮은 용량으로 만든다. 두 번째 기법은 

LOD(Level of Detail)이다. 즉, 품질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3D 모델을 준비해 놓고, 이를 

순차적으로 불러와 낮은 Detail의 3D 모델을 먼저 표시하는 것이다. 초반 화면에서 낮은 

Detail의 3D 모델을 먼저 표시해서 사용자가 보는 3D 모델 자체를 신속히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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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최대한 많은 사용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Web XR’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실감 

콘텐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대용량 텍스트를 포함한 3D 모델에 LOD 기술을 적용하여 파일 크기를 98%까지 
줄일 수 있다. 3D 모델을 로딩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함으로써 원본 모델에 약 5초 정도 
소모되던 공정이 1/7초 정도의 시간만 소모하게 된다. 이런 “Web XR”의 문제 해결은 VR의 
고글(Goggle)과 다르게, 고글이 필요 없는 일반 스마트폰에 이어폰만 연결하여 콘텐츠의 
실감 특성을 사용자가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2. 국외

가. 미국

미국의 미래가속화연구재단(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은 [표 1]과 같이 
메타버스를 크게 AR, Life logging(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ㆍ정보를 캡처, 저장, 
공유하는 것), 거울세계, 가상세계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해 
VR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기술들이 접목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
다. 즉, 위치정보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이나 AR 기술이 융복합되며 다
양한 유형의 메타버스가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 메타버
스들이 더욱더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인 ① 인프라, ② 플랫폼, ③ 콘텐츠, ④ 단말, ⑤ 
사용자의 총 5가지를 위한 기본 토대로는 통신(5G, LTE 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표 1] 메타버스의 유형과 특징
AR Life Logging

- 현실 공간에 가상의 2D 또는 3D 물체를 겹쳐보이게 하여 
상호 작용하는 환경

- 위치 기반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마트 환경을 구축
- 포켓몬고 게임

-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ㆍ정보를 캡처, 저장, 공유
- 증강기술 활용하여 사물과 사람의 정보를 기록
-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거울세계 가상세계

-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 가상지도, 모델링, 혠, Life Logging 기술 등을 활용
- 구글어스, 에어비앤비

-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
- 이용자의 자아가 투영된 아바타의 상호작용
-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자료> 미국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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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하드웨어적인 기반설비들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구현되고, 플랫폼에 콘

텐츠가 얹히며, 소프트웨어적인 토대를 이룬다. 여기에 사용자 집단이 참여하고, 상호작용하

며 메타버스가 운영되면서 그것의 플랫폼과 사용자를 연결하기 위한 단말(예; Goggle, 스마

트폰)이 필요하다[8].

나. 중국

2021년 3월 30일, 중국에서 최대 VR 서비스 플랫폼의 ZMVR과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체결한 “디비전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반 VR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VR 솔루션 기술 개발ㆍ구축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잠재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제휴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ZMVR은 2013년 설립 이후, 중국 약 1만 개 이상의 매장들에서 VR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중국 VR 체험관 90%가 ZMVR 플랫폼을 사용 중이고,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연간 9억분 이상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ZMVR은 중앙제어 플랫폼과 상업용 

백오피스 관리 시스템을 위한 다수의 VR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수천 개의 

우수한 VR게임과 수백 개의 독점 VR 타이틀을 출시했다[9].

다. 일본

최근 반다이남코 연구소는 도쿄 세카가야에 있는 도호 스튜디오를 새로운 3D 게임 개발의 

실험 장소로 만들었다. 여기에 있는 레이저 스캔, 드론 촬영, 포토그라메트리(Photogrammetry) 

등의 기술들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재현한 도호 스튜디오의 3D 데이터를 게임 엔진에서 

불러들여 게임 공간 설계에 사용한다. 그 가상공간 내부에 현실 공간의 3D 데이터를 배치한 

뒤, VR 아바타가 들어가서 이벤트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KDDI로서 3D로 가상공간과 캐릭터를 구현하고, 5G 이동통

신 회선을 통해서 소리와 영상 이외에도 3D 공간과 캐릭터를 전송하여 KDDI의 5G 서비스

에서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KDDI의 서비스인 “버추얼 시부야”와 “버

추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는 COVID-19로 오프라인 참가가 어려운 무관객 경기와 

Halloween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개최되면서 현실을 대체하는 무대로 사람들의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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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10].

라. 유럽

2021년 4월 21일 EU집행위원회는 “위험한 AI”에 관해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이 규제안

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나 인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시와 실시간 안면인식 같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학교 성적 또는 직장 기록, 신용 점수 같은 정보

의 분석, 이민과 치안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EU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았고, 각 정부들이 AI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사회적 

채점”과 어린이들의 착취에 이용될 수 있는 앱은 금지하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AI 규제안은 

기업들이 윤리 위반을 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6%나 3,000만 유로(약 403억 원)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11].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하여 한국, 일본, 중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경영의 관점에서 NFT(Non Fungible Token)의 우려를 간과하기

가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NFT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NFT는 본질적으로 암호화폐의 한 형태로서 대체 불가능한 디지

털 자산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라 예술작품/티켓/음악/사진/비디오 클립 같은 것들을 지칭한다.

메타버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은 다른 유형의 물리적 자산처럼 암호화폐로 사고팔 수 

[그림 5] KDDI의 “버추얼 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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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가치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사용자의 재무 정보를 검증하는 합의 알고리즘인 “작업 증명(Proof of Work: 

PoW)” 방식의 채굴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마트 생활 및 그린 생활 개념에서 암호화폐 채굴

과 거래로 인해 NFT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인류가 미래로 

가는 ‘유비토피아’ 세상의 진화에 위배된다[12].

III. 결론

지금까지, 본 고에서는 AR/VR/MR/XR 기술의 국내외 사업화 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NFT와 암호화폐(가상화폐)의 보급과 함께 “탄소중립 또는 탄소 Zero, 
탄소발자국”에 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스마트폰/노트/패드 및 스마트 TV와 각
종 PC방 또는 게임방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점차 초고화질 해상도의 SUHD급으로 교체되어 
감에 따라, 가상현실기기인 Goggle의 SUHD급 기기가 사용자에게 보급되면서 나타날 가상
세계와 현실세계가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이는 콘텐츠에 관한 인간 두뇌의 중독성에 이어서 
나타나게 될 각종 뇌질환과 정신병이 걱정된다. 특히, 메타버스는 AR/VR/MR/XR 총 4가지 
기술들의 융복합적 서비스와 콘텐츠로서 현재는 이것이 일부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더 다양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13].

결국, EU집행위원회가 규제하기 시작한 위험한 AI와 메타버스가 결합하여 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서비스와 콘텐츠에 의해 인간의 두뇌와 신경계, 감각기관에서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그 환자들이 증가할 경우 COVID-19 팬데믹으로 일상화된 비대면 서비스들에 의한 좀비

(Zombie)의 양산이 확연하다. 또한,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게임 그래픽 수준의 공간 배경과 

아바타가 아니라 현실에 더 가까운 시각효과가 구현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개발 중인 Tele-haptic(원격 촉감 전달) 기술도 메타버스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미래에는 1999년에 개봉했었던 SF영화 “The Matrix”에서처럼 AI메타버스의 사용

자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별하지 못한 채, 혼돈과 혼란에서 또는 악마의 구렁텅이와 

지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EU집행위원회처럼 위험

한 “AI, 메타버스, NFT, 로봇, 인공 전염병, 핵무기”를 적절히 규제해야만 미래의 재앙을 



기획시리즈-AR/VR/M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3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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