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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서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이

미피케이션을 통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게

이미피케이션 고도화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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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코로나의 약화로 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는 기존 비대면 서비스들의 

이용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어온 비대면 

서비스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용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다른 

생활환경에 익숙해졌다.

특히 2022년에 이르러 메타버스를 통한 생활 서비스와의 연동은 

기존 게임에서 시작된 메타버스들과 다르게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존 

대면 서비스들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기반으로 메타버스에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제페토[1]를 필두로 대중적으로 인지도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 기업의 기존 서비스들을 내재화시켜 대면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던 서비스들을 비대면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

여, 그 안에서 사용자들에게 기업들이 제공했던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하려는 방향이다.

두 가지 모두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가상의 공간 안에 접속하게 

유지시켜, 사용자들을 통한 상호작용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II. Main Subject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2002년 닉펠링(Nick Pellling)에 

의해 처음 사용됐으며,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이 아닌 콘텐츠, 서비스들을 

기획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중요한 요소들 

중 메타버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 3가지는 동기부여, 

몰입감, 보상이다. 

특히 동기부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

들의 이용 시간을 증가시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들과의 

연관성을 지속시킨다.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게임 콘텐츠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의 내재화된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는 동기부여[1]

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동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서비스의 지속성 역시 급격히 감소된다.

그리고 몰입감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외적인 자극과 마음에서 

전달되는 내적인 자극들이 상호작용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스스로 극복하게 나가게 한다. 이러한 자극의 개연성은 

플랫폼의 영속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므로 기획에서부터 

구체화시켜야 하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은 문제의 해결을 통한 시스템적 보상을 사용자에

게 즉시 전달함으로써 내적 성취감을 줄 수 있으며 시스템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사용자의 투영 매개체인 아바타에게 반영시킬 수 있는 

리더보드, 점수, 레벨, 실물경제와의 연결 등의 보상 시스템의 가시화 

기능이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의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사례를 찾아보면 

내부적인 특징이 보인다. 먼저 대중적인 인기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제페토는 기존의 아바타 기반의 서비스 한계를 제페토 월드[2]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게임 기반의 재미를 동기부여 요소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유출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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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제페토 월드

이프렌드[3]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메

타버스 플랫폼 속으로 내재화 시켜서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작용을 확대시킴으로써 내부에서 사용되

는 AR/VR 기술을 통한 서비스의 실체화를 통해 사용자의 몰입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 샌드박스[4]는 제공되는 게임 콘텐츠를 즐기고 자체 

화폐 시스템인 샌드의 보상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경제활동을 연계하

는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 또 랜드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고 

있는 부동산 개념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내재화 시켜 사용들의 상호작

용을 극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게이미피케이션 핵심 요소 

더 샌드박스

게임 콘텐츠의 플레이와 랜드 

기반의 부동산 연계를 통한 보상시

스템과 경제시스템 연계

제페토

아바타 서비스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제페토 월드 플레이 재미를 기반으

로 동기부여

이프랜드

AR/VR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

한 몰입감 제공

Table 1. 메타버스 플랫폼별 게이미피케이션 비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들은 몇 가지의 핵심 요소들로 단정 지어 

적용하기 어렵지만 기반이 되는 핵심요소들을 바탕으로 기획적으로 

내재화 시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기존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대면, 비대면 서비스와 디바이스 간의 

연결성을 강화 시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III. Conclusions

메타버스 플랫폼은 유저의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유저 행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들 중 구체화

된 사례를 통해서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몰입감, 동기부여, 보상으로 대표되는 핵심요소들이 기능적인 요소

로서 내재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메타버스 플랫폼과 

게이미피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과의 연관성을 모두 

밝히기에는 제한적이었으며, 차후 연구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과 

게이미피케이션의 관계에 대한 연관성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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