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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이 일상이 되는 사회·경제적 메타버스 본격화 시대

가상의 세상에서 만남,쇼핑,학습을 하는 메타버스 시대

줌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전개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과 현장 활동이 기준이었던 비포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넘어 메타버스로

미래

근미래

현재

과거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 Meta(가상)+Universe(세상)=AI+가상화폐+사물인터넷+4D게임+웨어러블+가상/증강현실커머스등
• 2025년까지메타버스시장 315조원예상, 파급효과 520조



‘줌’말고 다른 거 없을까

“교육, 회의 등에서 줌을

사용해봤습니다”

“그 어떤 툴도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75% 5%

줌 N/A
“리모트미팅, 구글 행아웃, 뮤랄

등을 사용해봤습니다”

10%

기타

교육과 소통을 위해 무얼 준비할까

• 대표적인메타버스플랫폼: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동물의숲,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 Roblox 전세계사용자: 1억 5천만명(10대의경우유튜브사용량의 2.5배) 



우리만의 스마트 캠퍼스 꾸미기

무료서비스를 활용해 가상의 교육장을 꾸며봅시다.

구글플레이에 들어가 “Jump VR”앱을 다운 받으세요.

회원가입을 하세요.

핸드폰에서만 가능합니다.(PC,노트북은향후업그레이드예정)

비대면 시대, 현명하게 준비하자

• 본가이드북에서는 SK텔레콤에서 개발한 Jump VR 앱을중심으로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작은단체에도어울리고, 가장쉽게따라할수있어입문용으로좋습니다.



자신의 아바타 꾸미기

원하신다면 자신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습니다.

메뉴는 맨 아래 ‘마이홈’으로 들어가세요.

이름부터 외모까지 한번 세팅하면 지속됩니다.

기본적인 준비하기

• 메타버스에서 중요한것은참가자들끼리의 상호소통입니다.

• 자신의특성을살려아바타를꾸미는것은소통을위해필요한일입니다.



컨퍼런스홀 만들기

하단 우측에 있는 ‘소셜월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을 누르세요.

이제 ‘컨퍼런스홀’을 선택합니다.

이제 우리만의 가상공간을 만들자

• 소셜월드에는 카페, 게임, 극장, 클럽, 컨퍼런스홀 등다양한공간이제공됩니다.

• 강의, 워크숍, 간담회에가장적합한공간은컨퍼런스홀입니다.



컨퍼런스홀 설정하기

월드의 이름을 정하면 이 공간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21명의 참가자, 약 24시간 사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발표자료가 있다면 PDF화일을 첨부하세요.

링크를 복사해 참가자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장하세요. 입장 후에도 참가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호스트/주최자라면 이렇게 만들어봐요

• 제한된사람들끼리만 사용하고싶다면입장시비밀번호(코드)를 설정하는 것이좋습니다. 

• 줌과달리이플랫폼은초청링크없이도아무나쉽게입장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



다양한 기능 알아보기

너무도 쉬운 기능, 따라해보자

현재 참석자

채팅기능, 
입/퇴장 알림

스크린 샷 음소거 헤드셋온오프

주최자
오디오만 켜기,
초대링크 복사,
발표자료 제어

아바타기분
표현

아바타 움직임

아바타착석

발표자료

• 줌과같이음성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참가자들이음성으로소통할수도있고, 주최자만음성전달을할수도있습니다.



발표자료 제어하기

주최자가 메뉴버튼을 터치하며

주최자 폰에서 보이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발표자료 제어를 누르면 화면이 전환됩니다.

리모컨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가 리모컨으로 가려진다면 리모컨

위 X를 터치해 사라지게 합니다.

• 주최자가제어하는동안일반참가자들은발표자료를 감상할수있습니다.

• 현재버전에서는 PDF화일만 업로드가가능하고용량의제한이있습니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네트워킹하세요

딱딱하고 무거운 교육은 그만

• 발표자료를 보고강의를들으면서동시에참가자들끼리 소통할수있다는점이장점입니다.

• 게임성이가미되어현실보다 흥미로운매력이더해지고자잘한재미가있습니다.



비슷한 도구 비교하기

일방향적 강의를 운영하거나

소수의 간단한 회의를

진행하기에 적합

포스트잇을 활용한 분임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간담회,워크숍에 적합

강의, 토론, 워크숍 등에서

참가자끼리의 소통과

네트워킹에 적합

줌,리모트미팅,구글행아웃등 미로, 비캔버스, 뮤랄 등 Jump VR

메타버스는 뭐가 다를까

• 비대면온라인서비스의각장단점을 파악하여적절히활용하시기바랍니다.

• 모든비대면온라인서비스는 계속기능이업데이트되고있음을참조하세요.



이미 일상이 된 메타버스

여러 메타버스 슬쩍 둘러보기

제페토: 세계 2억명가입자(네이버운영)로블록스: 세계 1억5천명실사용자(하루 3천만명이용)

포트나이트: 세계3억5천명가입자(게임내파티로얄에서구현) JumpVR: VR기기중심의서비스(SK텔레콤운영)



CREDITS: This presentation template was 
created by Slidesgo, including icons by 

Flaticon, and infographics & images by Freepik

감사합니다.

Jump VR 혹은 메타버스가 모든 것의 대안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과 학습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npo@nposchool.com
www.nposchool.com

NPOschool Original

http://bit.ly/2Tynxth
http://bit.ly/2TyoMsr
http://bit.ly/2TtBD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