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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Metaverse)에 관한 5대 이슈 ‘BEGINS’ 전망

※ 해당 리포트의 내용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메타버스 비긴즈(BEGINS) : 5대 
이슈와 전망”, 「Issue Report」, IS-116, 2021. 4. 20.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원문 출처 : https://spri.kr/posts/view/23197?code=issue_reports

■ 검토배경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메타버스(Metaverse)*에 관한 5대 이슈 ‘BEGINS**’를 

전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분석

*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의미하며, ‘초월, 그 이상’을 뜨샇는
그리스어 ‘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 BEGINS : ① 게임을 넘어 경제로(Beyond Game, Toward Economy), ② 메타버스 기기의
확대(Expanding Metaverse Device), ③ 디지털 휴먼의 성장(Growing Digital Human), ④
다양한 IP와 협력하는 메타버스(IP x Metaverse), ⑤ NFT와 결합하는 메타버스(NFT x M
etaverse) 및 5대 이슈의 시사점, 놀라운 미래(Suprising Future)

[그림] 메타버스 BEGINS(SPRi)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 세계를 기준으로 ‘메타버스’에 관한 검색 추세가 지난 1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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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게임을 넘어 경제로(Beyond Game, Toward Economy)

  ○ 게임과 생활·소통 콘텐츠의 진화 및 융합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와 생산이 

서로 순환하는 메타버스 플랜폼으로 발전하며 이용자가 급증

   - 초기의 메타버스는 게임과 생활·소통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2D 환경의 3D 환경 발전과 PC·Mobile 기반 생활·소통 서비스*가 확산되며 

메타버스 서비스로 발전

* Cyworld, Second Life, Face book 등

   - 분리되어 있된 생활·소통 콘텐츠가 게임과 결합되면서, 과거 평면적·정적의 

메타버스 콘텐츠가 가상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입체적·동적 콘텐츠로 진화

    ◾ 초기의 서비스 제공자 및 소비 중심의 메타버스가 이용자 중심, 생산·소비의 

연계 현실경제와 연관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

[표]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추이
구  분 주요 내용

ROBLOX
 · 월 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명 수준
 · 700만 명의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만든 게임물은 5,000만 개 이상 규모
 · `18년도 수익 71.8 million → `20년 수익 328.7 million 으로 급증

제페토
 · `18년 출시 이후로 가입자 수 2억 명 돌파
 · 이용자 제작 아이템(의상)이 하루 7,000 ~ 8,000 여개 신제품 발생

포트나이트
 · 포트나이트의 이용객은 3억 5,000만 명 규모
 · (美)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 게임 내 ‘Party Royal’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를 개최하여 오프라인 

대비 10배 매출을 달성

  ○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 생활·소통의 공간을 초월하여 업무 플랫폼으로 

진화하기도 하며, 전 산업영역과 사회 분야롸 확산·적용되기 시작

   - 오프라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한 가상업무 플랫폼이 등장하여 서비스 중

    ◾ Gather : 오프라인 사무실 환경을 온라인 가상환경으로 구현

    ◾ Team Flow : 온라인 가상 사무실 환경으로 가상회의실에서 문서활용지원 가능

    ◾ 그 밖에 ROBLOX, MS의 Mesh, 페이스북의 Infinite Office 등 사례 다수

   - 게임엔진(Unreal, Unity) 등의 적용분야가 게임, 가상 생활·소통 등 B2C 분야에서 

B2B, B2G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주로 건설, 설계 등의 영역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별 

산업영역이 가진 시장잠재력이 게임산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Unity,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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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기기의 확대(Expanding Metaverse Device)

  ○ 메타버스는 기존 PC·Mobile·Console 중심의 환경에서 VR HMD* 기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AR Glass도 핵심기기로 성장이 전망

* HMD : Head Mount Display

   - VR HMD(Oculus Quest 2)의 출시년(`20. 10.) 당해 약 140만 대, `21년 2월까지 약 

500만 대가 판매 된 것으로 추정되며 VR 기기가 대중에게 환산되고 있음을 시사

[그림] 차세대 HMD 기기의 확산

* Gartner(2019), “Competitive Landscape: Head-Mounted Displays for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재인용)

   - Facebook, Sony 등 기업은 차세대 VR HMD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대중화 추진

   - AR Glass 등 XR 기기는 전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혁신을 촉진할 주요 

핵심도구로 평균 21% 활용이 전망(예. 생산 운영관리 인터페이스)

[그림] 세계 AR·VR 시장 규모 등

* A가 Investment Management(2021), “Big IIdeas Reprot 2021” (재인용)
* Accenture(2019), “Warking up to a new reality : Building a responsible future for immersive technologies” (재인용)

   - 그 밖에 손목밴드, 반지, 장갑 등과 거울, 타워, 트레드밀 등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관련 XR 기기가 개발 및 출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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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휴먼의 성장(Growing Digital Human)

  ○ 메타버스 서비스의 호가산과 함께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의 활용 증가

* Digital Human : 인간의 모습, 행동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3D 가상 인간을 의미

   -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경험의 제공을 위해 고수준의 

컴퓨터 그래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극사실화 추구로 언어적 소통은 물론 

비언어적 정보(몸짓, 표정 등)을 통해 감정을 연결할 수 있는 가상 캐릭터 고도화 목표

   - 실제 사람과 유사한 디지털 휴먼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용자가 더욱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접점으로 활용 가능하여,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유통, 교육, 금용, 방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

[그림] 디지털 휴먼 사례 예시(SPRi)
가상 인플루언서/모델 “Imma”

(ModelingCafe)
가상 가수 “Rui”
(디오비스튜디오)

가상 캐릭터 “Project TH”
(EVR스튜디오)

고객안내서비스 모델 “Neon”
(삼성전자)

제품홍보 모델 “김래아”
(LG전자)

금연상담 모델 “플로렌스”
(WHO)

고객상당서비스모델 “Amelia”
(IP소프트)

교육서비스 모델 “Will”
(Soul Machines)

방송서비스 모델 “AI아나운서”
(머니브레인)

  ○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도 전문가의 영역에서 대중화의 영역으로 확장

   - 주요 기업들에 의하여 편리한 개발도구*가 출시·공급되면서 전문인력이 없는 

기업들도 이를 활용해 디지털 휴먼 기술을 생성·활용 가능

* Metahuman Creator, UneeQ Creator, Digital Employee Builder, Digital DNA Studio 등

   -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s)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단, 디지털 휴먼 기술 발달은 실제 인간과 혼동을 주는 사기, 기망 요소로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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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IP와 협력하는 메타버스(IP x Metaverse)

  ○ 근래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 IP 사업자와 제휴·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버스 주요 이용층인 10~2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공, 교육, 방송, 

엔터테인면트, 제조, 패션 등 다양한 분야 사업자가 관심*

* IP 사업자가 자사 IP 기반의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도 증가 양상

   - IP 사업자는 가상공간을 통해 홍보 및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메타버스 

플랫폼은 양질의 콘텐츠를 유치하여 제공 콘텐츠의 차별화 및 질적 향상 가능

  ○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여 IT대기업 및 IP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가능

   - 확장성(시·공간적 제약 부재), 실재감(현실감), 접근성, 연대성(커뮤니티 중심)

  NFT와 결합하는 메타버스(NFT x Metaverse)

  ○ 메타버스 플랫폼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NFT*를 통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희소성 및 소유권 부여 가능

* Non-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특정 디지털

창착물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여 복제를 방지하고, 특정인의 소유권정보 등을 기입 가능

* NFT는 기존 디지털 토큰(비트코인 등)과 달리 각 토큰이 고유값을 지니므로 다른 NFT로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짐(고유성)

   - NFT 기술은 창작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하여, 원본 이 

있는 사이트 또는 분산저장시스템에 보관

[표] NFT의 4가지 장점
구  분 주요 내용
위조의 
난해성

 · NFT 토큰은 복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희소성 보장 가능
 · 위조품으로 인한 가치 하락 예방

추격의 
용이성

 · NFT 관련 데이터는 공개성, 투명성, 접근성이 보장
 · 누구든지 NFT의 출처 등 관련 정보에 접근이 가능

권리의 
분리성

 · NFT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가능한 구조
 · 토큰을 1/n 형태로 분리하여 거래 가능

경제적 순환 
가능성

 · 고유성을 가진 NFT 토큰은 디지털 환경 내에서도 진정한 소유 가능
 · 디지털 환경에서 소유권 인정이 용이한 방식으로 거래객체로서 자유로운 거래 예상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1), “블록체인 시장의 다음 메가트렌드, NFT” (재인용)

  ○ NFT의 고유성 등 특성을 활용한 디지털 창작물의 ‘상품화’, ‘수익화’ 

실현이 가능하며, 다른 활동으로의 ‘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완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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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사 점

 □ 5대 이슈의 시사점, 놀라운 미래(Surprising Future)

  ○ 미래 메타버스의 활용성을 고려한 전환 전략(Metaverse Transfomation)이 필요 전망

   - 메타버스의 영향력 확대(B2B, B2C, B2G), 전 산업분야로의 확산, 이용자와 

이용시간의 증가 전망 등 경제주체의 다각적 대응 필요성이 요구

   - (개인) 개인은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새로운 정체성,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가상의 창작물 제작과 수익화를 통한 경제 활동 가능

   - (기업)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활용한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신규 또는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혁신모델 구축 등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 가능

   - (정부)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활용한 공공·사회혁신 방안의 검토 및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의 사전구축 필요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활용되는 디지털 휴먼기술과 NFT를 

악용한 범죄 발생이 예상되며, 법적인 모호성의 해결과 입법불비의 영역 해소 필요

   - 디지털 휴먼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망·사기 범죄

   - 창작자가 아닌 자가 먼저 타인의 창작물을 NFT로 등록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2차적 창작물의 창작과 원저작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저작권 이슈 문제 등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슈리포트

https://spri.kr/posts/view/23197?code=issue_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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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퀀텀)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 본격화

■ 검토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주목받는 양자(Quantum) 

기술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의 본격화를 발표

* 양자기술 : 얽힘, 중첩 등 양자역학정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기술을 의미

   - 과기정통부는 `20년 말 경부터, IonQ* 및 아마존과 협업체계를 갖추고 개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정기 교육을 실시

   - 양자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IBM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참여기관 모집 

및 `21년도 1기 해외연수 참여자 모집을 실시

* 현재 가장 정확도가 높은 이온트랩 방식의 11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제공하는 HW업체

■ 주요내용

  ○ 다가오는 5월부터, 현재 가장 대규모인 65큐비트급 양자컴퓨터와 20여개 관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IBM Q Network’를 운용하고 있는 IBM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지원

   - 국내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인 ‘양자정보영구지원센터’가 IBM Q Network Hub 

역할을 담당하여,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기관 단위 참여를 지원

   - 동 기관은 IBM Q Network의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또한 국내 석·박사 및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 프로젝트 및 교육 참여를 

위한 해외 연수기회를 지원하는 등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추진

[표] 신진인력양성 사업 해외연수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지원 내용

프로젝트형
(1~2년)

박사후연구원
 - `20년 이래 총 8명 선발
 - `21년 모집인원은 상반기(1기, 5월) 및 하반기

(2기, 10월) 2회에 걸쳐 총 45명 내외 인원 선발

인건비
체제비
항공비

인턴십형
(6~12개월)

석·박사생

위탁교육형
(2~4개월)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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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참여연구원은 신기술 분야인 양자기술분야의 양자적 현상 및 물리적 실체 등을 

실제 접하는 등 경험 획득 가능

  ○ 해외의 선진 역량과 자원을 적극 연계·활용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시정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가능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4&bbsSeqNo=94&nttSeqNo=

3180151&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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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특허청, 아이디어 도용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 검토배경

  ○ 특허청은 아이디어 도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의 21일 시행을 발표 

   -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

[표] 아이디어 탈취 의심사례
● 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수 개월 후 

해당 기업에서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어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된 사례

●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제공하였으나, 해당 대기업이 다른 
경쟁업체에 해당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사례

* 해당 보도자료

  ○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마련도 추진

■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최대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침해자에게 부과

  ○ (침해사실 공표)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관부처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침해하실을 관보 등에 공표

   -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 등을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예방에 기여하는 등 실효성 제고에 기여가 전망

  ○ (대체적 분쟁해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절차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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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신청 시, 행정조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 유도

  ○ (기본계획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 중심 기술보호 대책에서 국부유출 

사전 차단, 예방 중심의 기술보도 대책 측면으로 강화

   -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2&pg=1&npp=&catmenu=m03

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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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특허청, 유전자 정보(서열목록) 제출 방법 개선 추진

■ 검토배경

  ○ 특허청은 지난 27일(화), 대한변리사회 세미사실에서 개최한 유전자 서열목록* 

기재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설명회를 개최

* 서열목록 :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심 염기 등의 배열순서(서열)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필수 기재사항

   - 생명공학 관련 국내 및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이  

대상으로 새로운 국제표군(ST. 26)이 적용

■ 주요내용

  ○ 기존 적용되던 기술 표준(ST. 25) 대비 신규 표준(ST. 26)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 새로운 서열목록 국제표준은 차년도(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생명공학 

유전자 관련 국내·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국제표준 준수 필요

[표] 생명공학 분야 유전자 정보(서열목록) 기존 표준 및 신규표준 비교
구  분 기존 표준(ST. 25) 신규 표준(ST. 26)

전자파일 포맷
(Format)

TXT (텍스트 기반) XML

장·단점 비교

① 각 항목의 의미 파악이 어려움 ① 각 항목 의미 파악이 용이
② 정보의 구조적 표현이 어려움 ② 정보의 구조적 표현이 가능
③ 전자파일의 제출 외, 명세서에 별도 

기재 필요
③ 전자파일만 제출 가능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1&pg=1&npp=&catmenu=m03

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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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ANGEL’�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불법복제 SW�제보 ‘ANGEL’�서비스 3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3월 한 달간(`21. 3. 1. ~ 3. 31.) ‘ANGEL

(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88건으로 나타났으며, 

  ○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38건(43%), 설계(CAD/CAM) 20건(23%), 운영체제 18건

(20%), 그래픽 8건(9%), 유틸리티 2건(2%), 기타 2건(2%)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

으로 나타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1년 3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 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제2021-9호)�발간일은 5월 10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