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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2.0과 온라인 게임의 만남 : 메타버스

□ 인터넷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웹 2.0

 o 웹 2.0은 2004년 10월 5일 미국 샌 란시스코에서 열린 제 1

회 웹 2.0 컨퍼런스1)에서 O'Reilly 부사장 Dale Doughert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차세  인터넷기반 (웹) 서비스’를 뜻함

(출처 : www.wikipedia.org)

1) 웹 2.0 컨퍼런스 웹 페이지 - www.web2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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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웹의 경우 주로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일방 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웹 2.0의 경우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정보

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제작컨텐츠)2)로 표 함

 o 웹 2.0의 표 인 서비스로 Wikipedia(인터넷 백과사 ), 

del.icio.us(즐겨찾기 공유), flickr(사진 공유), YouTube(동 상 

공유), Google Maps(웹 지도 기반 치 검색), 네이버 지식인

(지식 검색), 싸이월드(커뮤니티)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사용

자 심의 콘텐츠 생산  가공이 서비스의 핵심 요소임

   - 10월 9일 Google은 일일 약 1억 건 이상의 비디오를 송하

며 인터넷 비디오 시장의 47%의 유율을 보유한 웹 2.0  

기반의 동 상 공유 사이트인 YouTube를 16억 5천만 불에 

인수하여 UCC기반의 온라인 비디오 시장을 확보

   -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야후 코리아 등의 형 포털 사이

트를 심으로 웹 2.0 서비스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 일본, 국 등에 비해 국내 기업  학계

의 심은 낮은 수 임

(출처: 전자신문 열린마당, ‘웹 2.0 혁명’에 대비해야’, 2006년   

        10월 10일)

□ 온라인 게임에서의 UCC

 o 국내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성공 요소 에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 사용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길드3), 맹4))로 게임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2)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 제작/생성/창조형 콘텐츠로 해석되며 과거 소비  

   주체였던 소비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의미함

3) 길드(Guild) - 동일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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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이외에 게임 내부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다양한 UCC

가 시도됨

   -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지속 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엔씨

소 트의 리니지(Lineage) 시리즈의 경우 맹을 바탕으로 게임 

내에서의 세력간 다툼(공성 5), 쟁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

지며 게임 자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퀘스트6)) 못지않게 사용

자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오락성을 제공함

<리니지2에서의 사용자간 공성   쟁 (출처 : playforum.net)>

  

   -  세계 약 700만 명7)의 사용자를 보유한 블리자드(Blizzard)의 

MMORPG게임인 월드 오  워크래 트(World of Warcraft)의 

경우에도 수많은 길드를 심으로 보스  NPC(Non-Player 

Character) 공략, PvP(Player vs Player)로 표 되는 사용자간의 

결투, 게임 내부의 감정 표  시스템을 활용한 춤, 연극 등의 

각종 퍼포먼스를 통하여 사용자를 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UCC가 이루어짐

4) 혈맹 - 엔씨소프트의 MMORPG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길드 개념

5) 공성전 - 온라인 게임에서 길드나 혈맹 간에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하여 벌이는 싸움

6) 퀘스트(Quest) - 게임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 혹은 과정

7) World of Warcraft hits 7 million subscribers (2006.09.07. www.joystiq.com) - 2006  

  Austin Games Conference에서 월드 오프 워크래프트의 사용자 수가 700만 명 돌파를    

  발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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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오  워크래 트에서의 NPC 공략  춤 (출처 : flickr.com)> 

  

 o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은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8)를 이용하여  

게임의 진행뿐만 아니라 사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 길드, 채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간 경제  친목 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생활을 온라인 게임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유하고 있음

□ 메타버스(Metaverse)와 메타버스 로드맵

 o 메타버스는 1992년 Neal Stephenson의 SF(Science Fiction) 소설

인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언 된 말로,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를 나타냄

   - 2006년 5월, 비디오 게임, 지리 공학, 하이테크 연구, 소 트웨

어 개발, 통신 등의 분야별 문가들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주 한 제 1회 메타버스 로드 맵   

서 9)에서 향후 10년간 3D 웹 응용서비스 분야의 시장    

동향  망에 한 메타버스 로드 맵 작성을 합의함

8) 아바타(Avartar) - 인도에서 신의 강림을 뜻하는 용어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가상의 분신이라는 뜻으로 1992년 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     

   (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사용됨

9) Metaverse Roadmap Summit - 2006년 5월 5~6일 양일간 2006~2016년 3D 웹의 미래  

   전망에 대한 로드 맵 작성을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STI International 연구소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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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로드 맵 웹 페이지10)에서는 참여형 웹 기술인 Web 

2.0에 실시간 3D 상 기술을 이용하여 웹 페이지의 외형 인 

표 을 확장  강화하기 한 다양한 방법들의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로드 맵 작성을 하여 각계 문가들의 자발

인 참여를 통한 자료 수집 에 있음

2. 매트릭스11)를 꿈꾸는 메타버스 

□ 실과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서비스

 o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 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들의 아바타와 다양

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공유하며, 실 세계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하여 다양한 차세  웹 응용 서비스를 제공받음

10) 메타버스 로드 맵 웹 페이지 - www.metaverseroadmap.org

11) 매트릭스(The Matrix) - 1999년 래리와 앤디 워쇼스키 형제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카데미 수상작으로,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를 다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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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서비스 개념도>

   - 가상 홈(Virtual Home) : 가상 세계의 Virtual Home 내부   

아이템들과 실생활의 정보기기들이 서로 연동되며, 가상 세계

에서의 기기 조작이 실생활로 반 됨

예) MP3 플레이어 아이콘에 음악 파일을 넣으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실제 MP3 플레이어에 해당 음악이 저장됨

   - 가상 오피스(Virtual Office) : 가상 세계의 Virtual Office에  

들어가면 동료 아바타가 보이며 이들과 실생활과 동일하게  

회의를 하거나 공동 작업을 수행함

예) 가상 회의실에서 동료 아바타와 함께 가상 화이트보드를 보며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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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서비스 : 뉴스, 스포츠, 게임 등의 포털 서비스를 3D로   

     즐길 수 있으며, 3D 아바타로 된 뉴스 앵커가 오늘의 뉴스를  

     방송함

   - E-헬스(Health) : 사이버 병원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몸에 장착된 센서를 통하여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집으로 응  구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인스턴트 콘텐츠 서비스/ 자상거래 : 3D 가상 쇼핑몰에서  

아이템을 구입하고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함

예) TV 아이콘에 영화 파일을 넣으면 실세계의 TV로 해당 영화가  

    출력되며,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상 세계의 게임     

    지역에 들어서면 해당 게임으로 화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됨

   - E-러닝 : 사이버 학교에서 3D 아바타 선생님을 통하여 학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며 이를 통해 학  취득도 가능함

   - 가상 커뮤니티 : 친구 아바타가 사는 가상 세계를 나의 가상 

세계와 통하도록 연결할 수 있으며, 친구 아바타를 나의 가상 

세계에 입주시킬 수도 있음

 

<메타버스 서비스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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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서비스의 연구 목표  

 o 기존의 2D  텍스트 기반의 웹에서 진화된 차세  3D 웹  환경

을 구축하기 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역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세계 수 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

는 유비쿼터스 3D 메타버스 서비스를 한 솔루션을 개발함

   - 실세계 환경과 가상공간을 연동하고, 시/공간/단말기의 제약 

없이 다양한 3D 웹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한 솔루션 개발

   - 웹 환경에서 규모 3D 콘텐츠  개인 창작 콘텐츠를 제작, 

유통, 보호하기 한 어 리 이션 S/W 솔루션 개발

   - 국가 규모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 하기 한 극  규모 가상

공간 구축  서비스 솔루션 개발

   - 3D 웹 업, 고품질 더링을 한 미들웨어  공개 SW 기반 

메타버스용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

   - 단말기에 최 화된 3D 디스 이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Multi-Modal Interface) 제공

3. 메타버스 련 국내․외 기술  서비스 동향

□ 국외 동향

 o 2000년 웹에서 3차원 가상환경을 표 하는 표 안인 X3D 최종 

드래 트 발표에 발맞추어 Web3D 컨소시엄12)에서는 X3D 편집

을 한 X3D Edit 라는 소 트웨어를 배포했고, X3D 련   

소 트웨어들이 다수 개발됨

12) Web3D 컨소시엄 웹 페이지 - www.web3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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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D 작도구 : X3D Edit, SwirlX3D, Visx3D>

 o 온라인 공간상에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 하기 하여, 2002년 

미국 Moove는 Moove online 서비스13)를, 2003년 미국 Active 

worlds는 본격 인 3차원 가상환경인 Active worlds 서비스14) 

시작하 음

<Moove online 실행 화면 : Community, 장식, 쇼핑>

   - Active worlds는 Alpha world라는 가상의 행성에 속하기 

해서는 용 라우 가 필요하며, 이곳에서는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아바타를 가지고 가상공간 속을 유 해 다니

며 3차원 가상환경에서의 채 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쇼핑을 

즐길 수 있음

13) Moove Online 웹 사이트 - www.moove.com

14) Active worlds 웹 사이트 - www.activeworl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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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worlds 실행 화면 : 건물 생성, 친구 만들기, 쇼핑>

 o 2003년 미국 린덴 랩(Linden Lab)이 공개한 세컨드 라이

(Second Life) 서비스15)는 사용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가는 

3차원 가상 세계로,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콘텐츠를 만들

고, 이를 서비스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개방형 구조임

   - AP통신에 따르면 세컨드 라이 에서는 매일 수십만 달러의 돈

이 거래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건물, 옷, 보석, 무기, 애완동물 

등을 직  제작, 매할 수 있음. 한 독일인 여성 사업가는 자

신이 만든 안쉬 청(Anshe Chung)이라는 아바타를 이용한  부

동산 거래를 통하여 미화 10만 불 이상을 번 것으로 유명함16)

   - 세계 인 통신사인 로이터가 세컨드 라이 에 지국을 설립17)하

고, 실제 로이터 기자가 아담 로이터(Adam Reuters)라는 캐릭

터로 가상세계 내에서 벌어지는 소식들을 취재, 보도한다고 함

(출처 : news.kbench.com)

15) 세컨드 라이프 웹 페이지 - www.secondlife.com

16) 'Second Life' 3-D Digital World Grows, Associated Press, 2006.10.8.

17) 로이터 세컨드 라이프 지국 웹 페이지 - secondlife.reuters.com



ETRI CEO Information 제47호

                                                                                   11 

<세컨드 라이  실행 화면>

 o 2005년 데스크 탑 환경을 3차원으로 변경해주는 3DNA18), 

SphereXP19), Deskloops20) 등이 출시됨

   - 3DNA에서는 사용자들이 마치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듯   

“내 문서” 폴더를 열어볼 수 있고, 벽면에 걸린 형 디스

이를 통해 “즐겨찾기” 웹 사이트를 지켜볼 수 있음

<3차원 데스크탑 환경 : 3DNA, SphereXP, Deskloops>

 o 2005년 미국 Google은 지구상 모든 곳을 찾아볼 수 있는 일종

의 디지털 지구본 서비스인 Google earth21)를 공개하 고, 확  

축소 기능도 있어 역지도는 물론 세부지도로 활용할 수 있음

18) 3DNA 웹 페이지 - www.3dna.net

19) SphereXP 웹 페이지 - www.spheresite.com

20) Desk loops 웹 페이지 - www.xilokit.com/deskloops

21) Google earth 웹 페이지 - earth.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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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입체 게임을 하듯 도시의 주요 건물, 계곡, 산과 구릉 등을 

입체 가상 화면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3D 모델링 문 회사

인 스 치업(SketchUp)22)을 인수하여 요 건물 등을 3차원으

로 표시할 계획임

<Google earth 실행 화면>

 o 2006년 국 Buzz3D23)는 Digital Home의 다양한 가 제품을 

리/운 하기 한 미디어 허 로 Buzz3D를 개발하 고, PC, 

TV, 인터넷의 종합 리로 내․외에서 미디어 이의 통제 

가능

<Buzz3d 서비스 개념도>

22) 스케치업(SketchUp) 웹 페이지 - sketchup.google.com

23) Buzz3D 웹 페이지 - www.buzz3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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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동향

 o 2001년 ETRI는 용량 3D 데이터 정보 조작  업 미들웨어 

기술 개발

   - 인터넷에 분산된 규모 사용자들이 3차원 가상공간에서 용

량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하여 공동 설계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산 가상환경 멀티미디어 미들웨어(SHINE)를 개발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개발

<SHINE을 이용한 가상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o 2003년 ETRI는 온라인 3D 게임 엔진인 Dream3D를 개발하 고, 

규모 다  사용자 온라인 3D 게임 제작을 한 엔진의 국내 

표 안 작성과 온라인 3D 게임 엔진을 개발함

<Dream3D를 이용한 게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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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엔진에 특화된 다양한 에디터를 개발하 고, 이를 기반으

로 다양한 장르의 온라인 3D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용화

를 추진함

 o 2004년 코원시스템은 3차원 채  커뮤니티인 아이 티

(iDANTY)24)를 개발함

   - 실감 넘치는 3차원 공간을 이용해 기존의 평면 인 채 이

나 커뮤니티 서비스와의 차별화 시도함

   - 나만의 방 꾸미기 서비스인 티룸을 이용하면 3차원 아이템

을 사용해 실제 방처럼 TV나 오디오를 설치하고, 친구를 

하여 스 티를 즐길 수 있음

<3차원 채  커뮤니티 아이 티>

 o 2006년 GS이샵(e shop)은 3차원 화면으로 백화  매장을 구축

해 놓은 3D이샵25)을 개장함

   - 백화 의 한 층을 실제로 보는 듯한 화면에서 원하는 랜드

를 클릭하면 원하는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음

24) 아이댄티 웹 페이지 - www.idanty.com, 현재 서비스 중지

25) 3D 이숍 웹 페이지 - http://image.gseshop.co.kr/flash/3deshop2nd/op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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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이샵 실행화면 - 1층 매장, 개별매장, 상품 시>

 o 2006년 3D 가상 실 솔루션 문기업인 엔 이엘소 트는 3D 

기반의 게임엔진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이 상을 

제작할 수 있는 3D 화 제작 스튜디오 “젭(zeb, 

http://www.zeb.co.kr)"을 공개함

<젭 스튜디오를 이용한 실시간 3D 화 제작>

   - 머시니마(machinima)26) 장르를 선보인 젭은 3D 온라인 게임을 

즐기듯 가상공간에서 직  소품을 배치하고 캐릭터 동작을   

지정해 그 움직임을 촬 하는 3D 화 제작 서비스임

26) 머시니마(Machinima) - machine animation 혹은 machine cinema의 합성어로, 실시간 

3D 게임 엔진을 이용한 영화 제작의 한 장르임. www.machinim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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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 홈피를 꾸미듯 개인의 촬  스튜디오를 꾸미고 원하는  

스토리에 맞게 캐릭터들을 등장, 배치시켜 그 움직임을 촬 해 

상을 제작할 수 있음(출처: 세계일보, “가상공간서 3D영화   

만들어볼까”, 2006. 5. 2.)

4. 메타버스 련 시장 동향  규모

□ 시장 동향

 ◦ 인터페이스의 패러다임과 통신 환경의 변화가 IT산업 시장의 

성장을 주도

   - 과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DOS 환경에서 그래픽을 이용한 

인터페이스인 Windows 환경으로 환할 때 컴퓨터 련   

시장의 고속성장이 이루어짐

   - 로컬 작업 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으로 환하는 과정에서 IT 

시장의 형성과 성장이 본격 으로 이루어짐

 ◦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이 2D그래픽에서 3D

그래픽으로 환

   - 게임, 애니메이션, CG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콘텐츠가 비약

으로 늘어나고 있음

   - E-러닝, 아바타, 신상품소개, 가상모델하우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3D인터페이스를 통한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

하기 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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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3D 화, 가상체험 등 3D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 환경이 사용자 심 유비쿼터스 통합 네트워크 환경으로 

환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단말 장치를 통합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한 요구가 발생

   - 컴퓨터, 가 제품, 텔 매틱스, 휴 단말기, 로  등 다양한 IT 

장치에서 장치의 일 성 있는 조작환경의 구축과 이를 한 

웹을 3D로 통합하기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 시장 규모

 ◦ 2005년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2,424억 달러이며, 2010

년에는 4,878억 달러로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망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년 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보고서, 2006.)

◦ 3D 웹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련 산업 분야로는 텔 매틱스

(Telematics), 지능형 로 , 홈 네트워킹이 있고,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로는 RFID/USN, 임베디드S/W, 역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정보보호가 있으며 국외의  

련 IT산업의 총 규모는 2005년 재 약 1조3천억 달러 수 으

로서 연간 15% 성장이 상됨 

(출처: IT839전략 기술개발 Master Plan,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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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03~ ‘08
CAGR

디지털콘텐츠 1,512.2 1,734.6 1,994.5 2,263.5 2,536.7 13.81%

S/W 솔루션 6,002.70 6,369.20 6,797.69 7,260.26 7,739.54 6.3%

RFID/USN 104.3 158.6 203.3 256.2 327.8 58.6%

텔 매틱스 99.6 176.0 220.7 251.6 342.7 36.2%

지능형 로 10 14 22 49 82.9 69.2%

홈 네트워킹 400 488 561 632 730 16%

임베디드S/W 1,071 1,143 1,195 1,254 1,312 5.7%

차세  PC 158.21 213.49 277.01 354.28 483.24 36.4%

BcN 2,105 2,293 2,507 2,732 2,927 10.2%

정보보호 269 322 385 454 542 12.1%

서비스 체 11,732.01 12,911.89 14,163.2 15,506.84 17,023.88

<국외 3D 웹 기술 련 IT 산업 시장 규모>

      (단 : 억 달러)

 출처: IT839 략 기술개발 Master Plan, 2005년 6월, 회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계산되거나 추정된 값임

□ 국내 시장 규모

 ◦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2005년 약 8조원에서 2010년 약 

14조 8천억 원 수 으로, 연간 13% 성장이 상됨(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 2006.)

 ◦ 국내의 련 IT산업의 총 규모는 2005년 약 347억 달러 수 으

로서 연간 15% 성장이 상됨(출처: IT839전략 기술개발 Master 

Plan,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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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03~ ‘08
CAGR

디지털콘텐츠 64.8 78.5 94.1 112.0 135.0 20.1%

S/W 솔루션 56.65 61.25 67.45 74.15 81.64 9.7%

RFID/USN 2.3 4.3 8.3 14.3 21.8 90.1%

텔 매틱스 1.7 4.4 8.1 11.4 21.5 88.6%

지능형 로 0.5 1 1.8 3.5 6.7 91.3%

홈 네트워킹 56.0 70.8 93.0 117.9 155.9 32.2%

임베디드S/W 52 59 64 69 75 11.3%

차세  PC 7.80 13.72 21.07 35.63 55.8 56.6%

BcN 48.2 51.2 55.2 59.6 63.9 8.5%

정보보호 2.69 3.22 3.85 4.54 5.42 20.2%

서비스 체 292.64 347.39 416.87 502.02 622.66

<국내 3D 웹 기술 련 IT 산업 시장 규모>

      (단 : 억 달러)

  출처: IT839 략 기술개발 Master Plan, 2005년 6월, 회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계산되거나 추정된 값임

□ 수출입 효과 측

 ◦ ‘04년도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 속에서도 국내 GDP 성장률이 

4% 를 기록한데 수출 부분의 호조가 지 않은 역할을 했듯

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산업에서도 수출 부문의 높은 성장이 

내수 부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음

   - 국내 디지털콘텐츠 련 수출 시장의 경우 제작  서비스  

분야가 3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솔루션 부문에 있어

서 5.3%의 성장률을 보여 ‘08년도 12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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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국내 수입시장의 경우 제작  서비스 

부문의 경우 29.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솔루션 부문의 경우 47.1% 의 성장률을 보여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수출입 불균형으로 지 되고 있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성장률

제작  서비스 388 503 674 903 1,209 33.9%
솔루션 38 40 42 44 46 5.3%

체 426 543 716 947 1,255 30.7%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체 수출 규모>

 (단 :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성장률

제작  서비스 150 194 251 325 420 29.3%
솔루션 60 88 130 191 281 47.1%

체 210 282 381 516 701 29.3%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체 수입 규모>

 (단 : 백만 달러)

     출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보고서, KIPA, 2004.

   - 웹 서비스 시장은 2008년 11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됨(KIPA 시장

조사보고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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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효과

□ 산업  기 효과

 ◦ 방송/통신 융합, 유/무선 통합, 단말기 융합으로 디지털 미디

어 시장의 심이 네트워크와 기계에서 디지털콘텐츠로 이동

하여 콘텐츠 산업이 격히 확 됨

   - 재 세계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상 심으로 구성돼 

있으며(49.7%) 2010년까지 모바일콘텐츠, 온라인음악 산업이 

각각 연평균 35%, 45%로 확 될 망

     <출처: 매일경제>
    

 ◦ 재 UCC는 실사 동 상 주이나 3D 웹 도구의 보 으로 

3D 합성 상  고품질 콘텐츠 심으로 확 될 것이며, 사용

자 창작 게임(UCG, User Created Game), 업지식

(Collaborative Knowledge) 등으로 3D 콘텐츠 산업 역이  

강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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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웹 요소기술 개발과 더불어 각종 단말기, 콘텐츠 제작,   

서비스까지의 토털솔루션 제공을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게임/ 상, 방송/통신, 교육/의료, 항공/군사 등 련 산업체 

기술  확   응용산업 발

 ◦ 3D 웹 콘텐츠의 송 매체  단말기의 발 에 따라 시장이 

격히 확 됨

   - 웹 서비스 시장은 2004년 재 세계시장 규모가 620억 달러이

며, 매년 10% 이상 고속 성장 

(출처 : Google, Yahoo, MSN 2004년 실적 보고서)

□ 기술  기 효과

 ◦ 3D 웹 서비스 기술의 보 으로 실감형 e-러닝 기술, e-헬스

(e-Health), 양방향 TV(Interactive TV), 양방향 드라마

(Interactive Drama) 등 使用  中心의 實感型 技術이 普遍化

될 것으로 망

 ◦ 모바일 디바이스와 양방향 TV의 융합으로 인한 재의 SMS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심의 시청자 참여형 방송에서 벗어나  

방송을 보면서 주인공의 의상, 소품 등을 실시간으로 주문하는 

등 양방향 서비스 기술이 보편화될 것임

 ◦ 각종 정보기기와 3D 웹 콘텐츠 서비스 목을 통한 차세   

인터넷  콘텐츠 분야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표 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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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술을 포함한 토탈 솔루션의 제공

으로 콘텐츠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비 문가도 

고품질의 3D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 가능하도록 하여 창장욕구

에 한 기술  장애를 극복

 ◦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고 상호간의 교감이 가능한 가상 

사회(Virtual Society)의 등장에 따른 실감나는 가상공간 구축 

 다수의 사용자의 정보 보안성을 고려한 디지털 라이    

구축 기술 확보

□ 사회/문화  기 효과

 ◦ 재의 디지털 세 와는 차별화되어 향후 사회  추  역할

을 담당하게 될 새로운 세 인 포스트 디지털 세

(Post-Digital Generation)를 한 신 개념의 콘텐츠 서비스

   - 사용자 창조형 콘텐츠 제작 도구의 보 으로 웹상에서 자기 

공개를 즐기는 퍼블리즌(Publizen=Publicity+Citizen) 상   

콘텐츠 서비스가 확산됨

   - 규모 산이 소요되는 고품질 콘텐츠가 보편화되고, 개인이 

콘텐츠를 창작/제작하는 콘텐츠 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의 지속 인 증가로 콘텐츠 생산주체가 

다양화

 ◦ 시ㆍ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근무, 이동근무 환경이 조성되

어 가상 사무실 환경이 실 되어 재택근무  자유시간근무제

의 보편화되고 경제활동의 다변화로 인하여 둘 이상의 직업  

소유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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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커뮤니티 확 에 따라서 시․공간을 월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가상사회의 지속 인 발 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향력이 가속을 받음

   -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는 가상 세계에서  다른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들과 실 세계와 유사한 유  계를 

   - 연/지연 심의 인간 계의 약화  네트워크를 통한 친분

계 강화

 ◦ 가상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하여 온라인 고 시장 폭 성장

   - 웹 기반의 고 시장은 2006년에 7,87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상, 이 가운데 ‘인터넷 배 ’로 통칭되는 디스 이 고 

시장이 3,707억, 키워드 검색 고 시장이 4,163억 원으로 2005

년 비 각각 20%와 30%씩 성장

   - 재까지 뉴미디어(온라인, 이블TV)  매체 온라인 고 성장

세가 돋보 으며, 특히 온라인 고는 2003년 2,700억 원에서 

2005년 5,669억 원으로 110%가 넘게 성장하 으며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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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일기획>

 ◦ 향후 디지털 컨버 스는 단말기, 네트워크, 통신/방송, 유비쿼

터스 환경 등 련 인 라의 융합에서 인 라를 활용한 콘텐

츠  서비스의 융합, 산업의 융합으로 개될 것임

6. 결 론

 ◦ 시ㆍ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근무, 경제활동, 여가활동,   

문화, 교육 등의 확 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연/지연 심

의 인간 계에서 커뮤니티를 통한 친분 계 강화로 세계화에 

일조

 ◦ 세계 인 에 지 고갈의 문제 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에 지 

감형 IT 서비스임

   - 가상공간에서 공동 작업, 업무 회의, 교육 등의 기능을 지원하

여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도   

실제와 거의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에 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ETRI CEO Information 제47호

                                                                                   26 

 ◦ 국내의 우수한 통신 환경 인 라 에 세계 최고 수 의 규

모 사용자 온라인게임 기술을 융합할 경우,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거주할 수 있는 世界 大 規模의 假想世界를 構築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

   -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강 을 발휘하여 단시간에 우 를 유할 수 있는 분야임

   - 연 1조 규모의 시장임에도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음성 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탈피하여 사용자의 창조  노력에 의한 

합법 인 사이버 경제라는 새로운 收益 모델 創出이 可能함

   - 메타버스는 웹 2.0과 온라인 게임이라는 세계 인 심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기술로 국내 련 기업, 학교  연구소의   

持續的인 投資  觀心이 必要함

단히 감사합니다.                                      IT Global Lea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