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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 개  요

  ㅇ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

  ㅇ 본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

□ 메타버스 개념의 이해 

  ㅇ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등장

    * 美 SF소설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3차원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사용(’92)

   - 美 기술연구단체(ASF)는 ｢메타버스 로드맵(‘07)｣을 통해 메타버스를 가상

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등 4가지 요소로 구분

  ㅇ 이후, 메타버스는 기술 발달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하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

   - 오늘날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상호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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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개념의 이해 ]

“메타버스(Metaverse)는 ❶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❷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❸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

❶ 가상/현실 융합 공간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며 그 경계가 사라진 공간
❷ 상호작용 :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양한 주체 간 소통 또는 현상‧경험 공유
❸ 가치창출 :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생산과 소비 발생

□ 메타버스의 유형과 사례 

ㅇ 메타버스는 활용 목적에 따라 크게 ①사회관계 형성(SNS), ②디지털 자산 거래

(Market), ③원격협업 지원(Assistant) 유형으로 구분 가능

   - 각각의 메타버스 유형은 초기에는 독립적으로 발전하다가 여러 유형이 상호 

융합하며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발전 전망

    ※ 메타(옛 페이스북)는 호라이즌 홈(개인공간), 호라이즌 월드(사교공간), 호라이즌 워크룸

(협업공간)을 공개하며 플랫폼 기능 확장 예고(’21.10)

[ 메타버스의 주요 유형 ]

유 형 주요 기능 사례

사회관계 형성 ⋅SNS‧게임에 집단놀이, 문화활동 등 접목 로블록스, 제페토

디지털 자산 거래 ⋅가상부동산이나 가상상품 등을 직거래 디센트럴랜드, 어스2

원격협업 지원 ⋅원격 의사소통 및 다중협업 지원 MS 메시, NVIDIA 옴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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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부상 

 ㅇ ICT 산업은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등 기술 발달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

루어지며 발전

 ㅇ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

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

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 중

 ㅇ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이어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

    *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국내외 동향

 ㅇ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

 ㅇ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가 형성

 ㅇ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1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

□ 대응 전략

 ㅇ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대

응할 계획

  -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

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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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대응,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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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eqNo=3181303&searchOpt=ALL&searchTxt=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76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5_0001737131&cID=13004&pID=13100



Issue & Trend Report 

5

정책/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 성과 발표

■ 배경

  ㅇ 2019년 1월,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함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시도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서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에하여 시장에서의 시험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ㅇ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 

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 중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 지난 3년간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규제 개선까지 완료하여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게 변경

  ㅇ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 

기업의 투자유치,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 성과

    - 2021년 12월 말 기준, 약 4조 8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고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 원 

증가,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주관부처와 전담기관이 수행한 성과이며, 향후에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 및 발전시켜,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색할 예정임

■ 시사점

  ㅇ SW를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규제에 막혀 사업화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화 도모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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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향후 규제 개선 확장 및 조기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므로 

기업도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더욱 모색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표 1]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구분 분야 성과 합계

투자유치 현황

 • ICT 융합
 • 산업융합
 • 혁신금융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도시

1,076억 원
2,550억 원
2조 1,498억 원
2조 3,572억 원
141억 원

4조 8,837억 원

매출증가 현황

 • ICT 융합
 • 산업융합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도시

688억 원
789억 원
21억 원
62억 원

1,561억 원

고용증가 현황

 • ICT 융합
 • 산업융합
 • 혁신금융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도시

1,549명
403명
1,786명
2,409명
208명

6,355명

[표 2]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

구분 주요내용 사진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 [여객자동차운수법]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

 • 대중교통이 부족한 신도시(세종시)에서 특례
 • 누적 이용객 142,205명, 누적 가입자 25,505명, 기존 

버스 대비 이동시간 약 20분 단축

공동주택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여객자동차법]싱 타인에게 자동차를 대여 
해주려면 등록이 필요

 • 같은 공통주택 입주민간 자동차를 대여하는 중개 
플랫폼이 하남시에서 실증 중

 •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모델로 기대 중

도심 자율주행차 
여객운수운송 서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율주행차 활용 
사업에 대한 여객면허 규정 부재, ｢공원녹지법｣상 
차량의 공원 진출입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도로 
및 공원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금지

 •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여, 일부 도로 
및 도시공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10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 13,000여km 주행을 
실증하였으며, 자율주행 관련 기술 고도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약 1,500여명의 탑승객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광형 자율주행 셔틀 등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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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단일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따라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조건을 직접 알아봐야 
하는 불편, 이를 위해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동시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가능 특례

 • 14개 서비스 출시, 은행 방문 없이 앱으로 은행 
대출금리 비교 가능, 1,100만건(15.7조원)에 달하는 
조회 건수 기록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선불업자)는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 불가

 • 디지털 지급결제시장의 혁신을 촉진 위해 소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선불업자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 가능하도록 면제

 • 누적 82만건(331억원) 이상의 거래를 기록,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 제공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얼굴정보 등록 시 
재실명확인 필요

 • 안면인식 결제를 위한 얼굴정보 등록 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도 등록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 총 5천여건의 결제가 안면인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서비스 활용이 지속적 증가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가게･식당 등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만 이용 
가능, 영세 자영업자는 단말기 구입비, 사용료 등이 
부담

 •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활용하여 앱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 총 29만여건(522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자영업자들은 단말기 비용을 절약 하고, 
소비자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카드결제가 가능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여 원격의료는 불가능

 •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에 대해 원격의료 임시허가

 • 기업과 병원들이 협업하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있어도 현지에서 처방약을 수령하여 치료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에만 허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재활훈련과 상담도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 필요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재활기기를 
활용한 재택 재활치료와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

 • 기존의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하여 재활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안정적으로 재활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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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 [의료법]상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결과 
통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진자는 
검사결과 확인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 검사결과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

 • 총 139건의 서비스 실시되었으며 산부인과 방문을 
기피자의 수검율을 높여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 기여 기대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비는 자동차 
정비소에서만 할 수 있어 차량 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하려면 직접 정비소 방문 필요

 • 무선으로도 차량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10개 완성차 업체가 임시허가를 승인

 • 차량 업데이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업들도 경영개선에 도움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기차의 유선 충전기에 
대해서만 안전･승인 등 인증 규정이 있어 신기술이 
적용된 무선 충전 방식 사업화 곤란 및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도 미배정

 • 임시 인증규정을 만들고,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배정하는 등 실증특례를 부여

 • 주요 전시장·판매장에서 무선 충전을 실증 시험이 
가능,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 충전 편리 기대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내에 연료전지 시설 
구축은 불가능

 • 주유소 내 유휴공간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 승인

 • 향후 연간 약 356만톤의 CO2저감과 송변전에 따른 
연간 약 127억원의 전력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셀프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운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어 수소차 
운전자가 일반 주유소처럼 직접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

 •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신청하여 규제특례를 승인

 • 심야시간에도 충전소 사용이 가능, 수소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에도 기여 기대

액화수소 생태계 
全주기 실증

 • 액화수소의 생산, 저장용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에 대한 연구개발이 정체

 • 동해･삼척 지역 LNG기지의 냉열을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액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액화수소 생태계 
전주기(생산-이송-저장-활용)를 실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특례를 부여

 • 2024년까지 액화수소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1,1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성과 기대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 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항공안전법]상 드론의 비가시권․도심내 비행은 
금지되며, 특별비행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비행이 가능

 • AI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신청, 관련부처의 안전검토와 
제한사항을 충족 요건을 전제로 실증특례 승인

 • AI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향후 지반침하, 화재발생 점검 등 안전 
분야에까지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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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2022. 1. 19.>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1447&parentSeq=103144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 <2022. 1. 1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

nttSeqNo=3181297&searchOpt=ALL&searchTxt=%EC%83%8C%EB%93%9C%EB%B0%95%EC%

8A%A4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 [주세법]상 모든 주류는 대면 판매만 허용되며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

 • 적극해석을 통해 성인 인증을 거친 고객에 한해 
원격 주문 후 대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 이후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고시]가 개정 되어, 주류에 
대한 온라인 주문 서비스가 가능

 • 소비자 편의성 개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 안내 플랫폼

 • 시각장애인 길안내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얻기위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 및 열람하려면 [건축법] 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

 •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 시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

 • 세종시에 있는 13개 매장에서 길안내 및 주문결제 
실증테스트가 진행되었으며, 1,104명이 사용 등 
장애인의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식품제조가공 
업소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

 •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과 일반식품(녹즙 
등)을 일체형으로 만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승인

 • 일주일 만에 83,500여개가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

조제관리사가 
상주하지 않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운영

 • [화장품법]상 화장품을 소분하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의무적 고용,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의 화장품 소분 매장 창업 어려움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은 리필 매장 직원이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비자 편익 증대와 함께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감소 등 친환경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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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12월 통계 현황

  ㅇ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12월 한 달간(`21. 12. 1. ~ 12. 31.)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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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 총 77건으로 나타났으며, 

  ㅇ SW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 33건(43%), 설계(CAD/CAM) 16건(21%), 운영체제 13건

(17%), 그래픽 10건(13%), 멀티미디어 2건(3%), 기타 3건(4%)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

으로 나타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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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2-3호> 발간일은 2월 1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