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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메
타버스는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와 수요가 최근 급증하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산출물의 개발과 공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체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체 친화적인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메타버스의 유형 중 게임형 메타

버스 콘텐츠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발자들이 게임형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

인을 작성하고자 한다. 개발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공통되는 특징적 요소들을 정

리하고 해당 요소들을 어떻게 개발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첨부하였다. 특징적 요소 도출 및 설명 첨부 이후 관

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As non-face-to-face culture melts into people's daily liv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terest in the metaverse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There are several types of metaverse depending on the purpose of applications. With this 
recent explosive interest in the metaverse platform and demanding applications on it, there have been various contents for 
metaverse in progress in industries. However, developing such contents has many real problems since there is no valuable 
guidelines for metaverse contents development in industry. In this study, we aim to propose a development guideline that 
developers can refer to for game-type metaverse content by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contents among various 
metaverse types. In the development guideline, we derive common characteristic components of representative features for 
game-type metaverse platforms and give explanations on developing strategies. Such proposed development guidelines are 
verified by game-type metaverse field experts b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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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일명 언택트(Un-tact) 생활이 유행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사회 및 문화생활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급증

하게 되었다. 메타버스는 초월(Meta)과 현실세계

(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Snow Crash가 집필한 미

국의 SF 소설에서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다[1]. 메타버스

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일부 다르지만 정의들 간

에 주로 발견되는 공통 요소들은 ‘가상 공간’, ‘아바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

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간주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크게 ‘게임형’, ‘거래형’, ‘산
업연계형’으로 3가지로 분류된다[2]. ‘게임형’ 메타버스

는 콘텐츠 내에서 주로 놀이, 모임 등을 통해 여가활동 

또는 사회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해당 유

형의 메타버스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게임성 콘텐츠를 

위주로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를 소

비하며 NF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게임 플레이에 사용될 아바타 외형, 게임 Concept 등 주

로 해당 게임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assett) 
거래가 이루어진다. ‘거래형’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나 

가상 건물, 가상 상품과 같은 디지털 자원의 거래를 목

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해당 유형의 메타버스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NFT를 비롯한 미술품, 부동산 등의, 주로 

콘텐츠와 직접 관련 없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통해 콘텐

츠를 소비하며 사용자의 흥미를 위해 일부 미니게임과 

같은 요소가 있지만 주목적은 블록체인, 암호 화폐를 기

반으로 한 사용자 간 거래이다. ‘산업연계형’ 메타버스

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두드러진 유형의 메

타버스로 비대면 업무를 위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버스로 

현재는 원격업무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각 산업

별로 특화되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가 개

발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3가지 유형별로 나눠진 메타버

스의 유형 중 ‘게임형’ 메타버스의 개발 가이드라인 요

소를 도출하여 개발자들이 ‘게임형’ 메타버스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콘텐츠들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분석

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을 ‘게임형’ 메타버스

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로써 정의하고 이에 대

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관련된 선행 연구

도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학계에서 정확한 정의가 정립

되지 않은 만큼 국내 관련 연구들은 메타버스의 개념 또

는 발전 방향, 활용성과 같은 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 서성은, 한혜원이 2008년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발전 방향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고[3,4] 신춘성과 정주

연 등이 2022년 메타버스의 유형 및 특징, 몰입 요소와 

같은 활용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5,6]. 국외 관

련 연구들은 국내와 동일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Lik Hang처럼 메타버스의 프

레임워크를 제시하거나[7] Haunsheng처럼 메타버스의 

주요 기술을 제시하는 등[8] 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

되었다. 하지만 해당 개발 관련 연구는 하드웨어 기술이

나 네트워크와 같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프라(Infrastructure)기반의 연구

로써 진행되었다.
국내 관련 연구 중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관련하여 진

행된 연구는 2022년 이민호가 유형별 메타버스를 대표

적인 사례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 요소들을 추출하

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메타버스 콘텐츠 개

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

다[9]. 해당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크게 ‘Infrastructure’, ‘Hardware 
& Input’, ‘3D Digital World’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

성을 띄는 요소들을 ‘User Contents’로써 분류하여 총 4
개의 대분류에 속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이에 기반을 두는 가이드라인을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초기 개발자나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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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대분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개발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메타버스 유형별로 차별성을 띄는 ‘User Contents’ 
대분류에서는 유형별 메타버스의 설명이 미흡하며 비

교 표본의 수가 적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Ⅲ. 본  론

3.1. 가이드라인을 위한 비교군 선정

본 연구에서는 ‘게임형’, ‘거래형’, ‘산업연계형’ 3가
지로 분류되는 메타버스 유형 중 ‘게임형’ 메타버스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들의 사례를 선정

하고 이들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한 

뒤 각 요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게임형 메타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

인을 작성한다.
먼저 ‘게임형’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

고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비교군을 선정하였

다. 비교군은 [2]에서 분류한 놀이, 모임 등을 통해 여가 

활동 또는 사회관계 형성하는 ‘게임형’ 메타버스의 정

의에 따라 게임 및 소셜 활동을 주로 서비스하는 콘텐츠

들을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써 객관성을 위해 

월간 사용자(Monthly Active User)가 백만명 이상인 아

래 표 1과 같이 6개의 ‘게임형’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정

하였다.

Table. 1 Game Type Metaverse Comparison Group

Metaverse type Metaverse examples

Game Roblox, Zepeto, Ifland, Fortnite, Minecraft, 
Animal Crossing New Horizons

3.2. 각 비교군 별 키워드 요소 도출

본 장에서는 3.1에서 선정한 비교군들인 ‘게임형’ 메
타버스 서비스 별로 키워드 요소를 도출하고 도출된 키

워드 요소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게임형’ 메타버스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소를 분류하고자 한다. 각 ‘게임

형’ 메타버스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 요소는 해당 메타

버스 서비스 소개 영상 및 직접적인 플레이를 비롯하여 

2020년~2021년 사이의 각 메타버스 서비스 별 홈페이

지 설명, 관련 공개 포럼과 개발 및 소셜 포럼, 보도자료 

중에서 주요 기능 및 자산과 관련된 키워드 요소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키워드는 각 메타버스 서비스 홈페이지

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및 문의 게시판의 

기능 및 에셋 관련 명사들을 직접 추출하였고 명사 도출

과정에서 최소 10번 이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명사들을 

키워드로써 판단하여 정리하였다. 관련 공개 포럼, 개발 

및 소셜 포럼 등에서도 동일하게 개발 또는 질문 게시판

의 주제를 주요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로써 판단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9]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메타

버스 서비스별 키워드를 참고하였다. 키워드를 정리하

면서 비교군에 속해있는 해당 메타버스 서비스의 특징

도 정리하였다.

3.2.1. 로블록스(Roblox) 키워드 요소 도출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사

용자들은 로블록스 내에서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용자

들과 500개 이상의 게임 콘텐츠를 즐기거나 다른 사용

자들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는 소셜 콘텐츠를 즐

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큰 특징은 로블록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 및 소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제작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들이 일명 Play-to-Earn활동

을 하여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

럼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구

축한 로블록스는 구찌(Gucci)와 같은 브랜드와 협업을 

하거나 실제 엔터테이너들의 공연을 로블록스 내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례인 로블록

스의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는 표 2와 같다. 

Table. 2 Roblox Keywords

Metaverse Related Keywords

Roblox

PC, Mobile, Console, Chat, Voice Chat, Avatar, 
Texture Mesh, UI, GUI, AI(Chat bot), Physics 

Engine, Rendering Engine, User count, Animation, 
Sound, Payment System, Robux, Roblox Studio, 

Interaction, Communication, GFX, Teenager,
Message, Game Contents, Tehma, Item Asset, IP 
Partnership, Environment, UGC, Low graphic, 

Emotion, Inverse Kinematics, Character Control, 
Multiplay, Map, Cloud Network, Latency, NFT, P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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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페토(Zepeto) 키워드 요소 도출

제페토는 국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사용자들은 로블록스와 동일하게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는 소셜 콘텐츠

를 즐길 수 있다. 추가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몇가지의 미

니게임 형식인 게임 콘텐츠가 구비되어 있으나 제페토 

서비스의 주요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들과 의사소통하

는 소셜 콘텐츠이다. 또한 로블록스처럼 자체적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페토만의 화폐인 GEM을 활용하

여 사용자들이 Play-to-Earn 활동을 하여 실제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되는 특징은 로블록스가 

공연과 같이 확장된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주

요 서비스는 게임 콘텐츠인 것과 달리 제페토는 게임 콘

텐츠 보다는 엔터테이너들을 기반으로하는 팬미팅, 팬
사인회 또는 각종 전시회 및 온라인 쇼핑 등 소셜 콘텐

츠를 기반으로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로의 확장

을 주요 서비스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례인 제페토

의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Table. 3 Zepeto Keywords

Metaverse Related Keywords

Zepeto

PC, Mobile, Chat, Voice Chat, Avatar, Texture 
Mesh, UI, GUI, AI(Chat bot), Physics Engine, 

Rendering Engine, User count, Animation, Sound, 
Payment System, Gem, Zepeto Studio, Interaction, 

Communication, GFX, Mini Game, Tehma, IP 
Partnership, UGC, Low graphic, Emotion, Teenager 
Character Control, Multiplay, Map, Cloud Network, 

Latency, NFT, P2E, Social Network

3.2.3. 이프랜드(Ifland) 키워드 요소 도출

이프랜드는 제페토와 유사한 사례 중 하나로 사용자

들은 서로 같은 목적을 지닌 사용자들끼리 모여 의사소

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소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제페토가 소셜 콘텐츠 위주의 메타버스 서비스임에더 

미니게임 요소들을 일부 지원했다면 이프랜드는 미니

게임 요소마저 없이 완전한 소셜 콘텐츠 위주의 서비스

를 지향하고 있다. 방마다 설정된 테마 및 모이고자 하

는 사용자들의 목적이 달라 사용자는 쉽게 같은 관심사 

및 목적을 공유하는 사용자들과 소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 하나의 차별점으로는 파일 공유 또는 영상 및 

파워포인트 공유를 통해 공개 발표 및 시사회 등에 적합

하다는 특징이 있어 여러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발표회 

및 시사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례인 이프랜

드의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는 표 4와 같다.

Table. 4 Ifland Keywords

Metaverse Related Keywords

Ifland

Mobile, Chat, Voice Chat, Avatar, Texture Mesh, 
UI, GUI, AI(Chat bot), Physics Engine, Rendering 
Engine, User count, Animation, Sound, Interaction, 
Communication, GFX, Tehma, IP Partnership, Low 

graphic, Emotion, Teenager Character Control, 
Multiplay, Map, Cloud Network, Latency, 

Presentation, File transfer, Video

3.2.4. 포트나이트(Fortnite) 키워드 요소 도출

포트나이트는 2020년 이후 메타버스의 사례로써 소개

되기 시작한 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은 주로 PVP (Player 
Versus Player) 또는 PVE(Player Versus Environment) 
게임 콘텐츠를 주로 즐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Party 
Royale’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기존 게임 콘텐츠와는 달

리 사용자들 끼리 상호작용 또는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콘텐츠, 간단한 미니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포트나이트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소

개되는 이유도 바로 기존 게임 콘텐츠가 아닌 사용자들

끼리 소셜 콘텐츠를 즐기고 목적 없이 자율적으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또한 포트나이트는 

10대 기반의 많은 유저수와 ‘Party Royale’과 같은 포트

나이트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기반으로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장

하고 있다. 이로써 포트나이트는 사용자들이 게임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미래의 SNS와 같은 메타버스로써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례인 포트나

이트의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는 표 5와 같다.

Table. 5 Fortnite Keywords

Metaverse Related Keywords

Fortnite

PC, Mobile, Console, Chat, Voice Chat, Avatar, 
Texture Mesh, UI, GUI, AI, Physics Engine, Game 
Logic, Rendering Engine, User count, Animation, 
Sound, Interaction, Communication, GFX, Game 

Mode, Tehma, World Making, IP Partnership, 
Environment, Low graphic, Emotion, Character 

Control, Multiplay, Map, Latency, NFT, PVE, P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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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마인크래프트(Minecraft) 키워드 요소 도출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 형식의 오픈월드 게임으로 

매우 높은 자유도로 인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메타버스의 최고 후보로 꼽은 주요 사례이다. 실제로 1
억명이 넘는 방대한 유저 수와 단순히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용자 스스로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게임 로

직을 설계하고 사용자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도시

를 구현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문화, 사회, 경제활동 모

두를 즐길 수 있다.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

에 따라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개발사의 관여가 크게 없어 개방성을 띈다는 점에서 가

장 큰 차별점을 지니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뿐만 아

니라 사용자가 직접 아바타를 제작하거나 미니게임을 

제작하여 로블록스처럼 거래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례인 마인크

래프트의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는 표 6과 같다.

Table. 6 Minecraft Keywords

Metaverse Related Keywords

Minecraft

PC, Mobile, Console, Chat, Voice Chat, Avatar, 
Texture Mesh, UI, GUI, AI(NPC), Physics Engine, 
Rendering Engine, User count, Animation, Sound, 

Payment System, Mine Coin, Market Place, 
Interaction, Communication, GFX, Teenager,

Game Contents, Item Asset, Open World, Housing, 
IP Partnership, Environment, UGC, Low graphic, 

Character Control, Multiplay, Map, NFT

3.2.6. 모여봐요 동물의 숲(Animals Crossing New 
Horizons) 키워드 요소 도출

모여봐요 동물의 숲 또한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

로써 소개되는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자신만의 섬에서 

경작, 낚시, 벌목 등 플레이하는데 피곤하지 않은 다양

한 힐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집을 짓거나 여러 구조

물을 배치하는 등 자신만의 섬을 꾸밀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NPC 및 실제 다른 사용자들을 섬에 초대하여 함

께 콘텐츠를 즐기고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

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현실의 

시간과 연동이 되는 점이다. 실제 밤 시간대에는 타 주

민 NPC들이 잠을 자고 낮에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실

제 현실이든 게임 내에서든 하나의 시간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점이 특징이다. 일상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이벤

트,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실제 브랜드의 

전시관 및 홍보관 콜라보와 같은 실제 현실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일상 콘텐츠를 끊임

없이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례인 모여봐

요 동물의 숲의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는 표 7과 같다.

Table. 7 Animals Crossing New Horizons Keywords

Metaverse Related Keywords

Animals 
Crossing 

New 
Horizons

PC, Mobile, Console, Chat, Voice Chat, Avatar, 
Texture Mesh, UI, GUI, AI(NPC), Physics Engine, 
Rendering Engine, User count, Animation, Sound, 

Payment System, Bell, Mileage, Market Interaction, 
Communication, Mini Game, Mission Item Asset, 
Time, DIY, Degree of Freedom, IP Partnership, 
Environment, Low graphic, Character Control, 

Multiplay, Map, Latency, NFT, Housing

3.3. ‘게임형’ 메타버스 키워드 및 특징 도출

본 장에서는 3.2에서 비교군별로 도출한 키워드 및 

특징들을 분류하여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3.2에서 도출된 키워드들 중에서는 이

민호(2022)가 진행했던 선행 연구에서 분류했던 메타버

스 유형과 관계없이 발견되는 공통 키워드들을 제외하

고 오직 ‘게임형’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키워드만을 분

류하고 해당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요소들을 도출하고

자 한다.
먼저 3.2장에서 정리한 각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

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도출된 키워드들을 관련도에 따

라 분류하였을 때 총 5가지의 ‘게임형’ 메타버스 고려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고려 요소는 이하 표 8
과 같다. 먼저 ‘게임성’은 서비스의 흥미 및 재미의 정도

에 관여하는 기능 및 자산 관련 키워드들과 관련된 요소

이다. ‘게임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만족도가 높을수

록 지속적인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게
임성’에는 게임 콘텐츠, 게임 로직, 미션, 미니게임 등 직

접적인 메타버스 내 콘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분류

되었다. ‘자유도’는 메타버스 내 사용자의 활동 범위 및 

반경의 정도에 관여하는 기능 및 에셋 관련 키워드들과 

관련된 요소로써 ‘자유도’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만족도

가 높을수록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다. ‘자유도’에는 사용자 참여 콘텐츠(Do it Yourself), 
커스터마이징 등과 같은 사용자의 행동과 관련된 키워

드들이 분류되었다. ‘확장성’은 기본적인 메타버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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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들을 넘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는 정도에 관여하는 키워드들과 관련된 요소로

써 ‘확장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신규 사용자 확보, 마케팅 등 사용자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확장성’에는 IP 활용, 콜라보레이션, 공연, 
NFT등과 같은 메타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산업 관련 키

워드들이 분류되었다. ‘현실 연계성’은 메타버스 내의 

활동 및 시간이 실제 현실과 연계되는 정도에 관여하는 

키워드들과 관련된 요소로써 ‘현실 연계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용자에게 높은 몰입

도 및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현실 연

계성’에는 시간, 온라인 쇼핑 및 결제 시스템 등 P2E 
(Play to Earn) 관련 키워드들이 분류되었다. 마지막으

로 ‘사용자 참여도’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사용자가 직

접적으로 참여하여 관여할 수 있는 정도에 관여하는 키

워드들과 관련된 요소로써 ‘사용자 참여도’ 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용자에게 높은 몰입

도 및 보상심리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사용자 

참여도’에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분류되었다. 

Table. 8 Game Metaverse Features

Metaverse type Metaverse examples

Game

Gameplay

Degree of Freedom

Scalability

Reality Relevance

User Engagement

3.2장에서 도출한 키워드들 중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에서 분류되었던 메타버스 유형과 관계없이 발견

되는 공통 키워드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게임형’ 메
타버스를 설명하는 키워드들을 표 8에서 정리한 고려 

요소들에 따라 분류하고 이하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9 Keywords by Features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형’ 메타버스의 주요 특

징은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도출된 키워드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표 9에서 정리된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주요 고

려 요소와 각 고려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기

반으로 ‘게임형’ 메타버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자 한다.

3.4. ‘게임형’ 메타버스 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본 장에서는 3.3장에서 분류한 ‘게임형’ 메타버스 서

비스의 특징 별로 각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

로써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고자 한다.

3.4.1. 게임성(Gameplay)
게임성은 3.3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비스의 재미 및 흥

미의 정도를 의미한다.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는 유

형 자체가 ‘게임형’인 만큼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이용하는 원동력으로 게임성을 중요시한다. 로
블록스와 같은 경우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게임을 설

계하고 배포할 수 있어 수많은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지

속적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게임 콘텐츠들이 생성되

며 포트나이트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출시당시

부터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PVP 및 PVE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게임 콘텐츠 중심

이 아닌 소셜 콘텐츠가 중심인 제페토의 경우도 사용자

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을 유치하

기 위하여 미니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처럼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게임성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특징이다. 게임성이 보장되

지 않을 경우 아무리 메타버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도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2000년대 초 출시된 메타버스의 시초 

격이라고 불리는 ‘세컨드 라이프’ 서비스도 사용자들에

게 지속적인 흥미 및 동기부여를 하지 못해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한 사례가 있다.

Features Related Keywords

Gameplay Game Contents, Game Logic, Minigame, Mission,

Degree of 
Freedom

DIY(Building, Making, Obtaining, etc), 
Interaction, Customizing, Avatar. Emotion

Scalability IP Partnership, Collaboration, NFT, Concert, 
Entertainment 

Features Related Keywords

Reality 
Relevance Time, Shopping, Payment

User 
Engagement

UGC(Game Contents, Game Logic, Avat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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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자유도(Degree of Freedom)
자유도는 3.3에서 언급하였듯이 서비스 내에서 사용

자의 활동 범위 및 반경의 정도를 의미한다. 게임과 ‘게
임형’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척도 중 하나로 일반적인 게

임은 사용자가 게임의 로직(Logic)내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정해진 게임 콘텐츠의 플로우(Flow)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한다면 ‘게임형’ 메타버스는 언제든지 사용자의 의

지에 따라 게임 콘텐츠를 벗어나 다른 사용자들과 상호

작용 및 의사소통과 같은 소셜 콘텐츠를 즐기거나 자신

만의 개인 공간에서 시간을 갖는 등 게임 콘텐츠의 플로

우(Flow)에 구애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게임형’ 메타

버스 내에서 자유도는 사용자들이 게임 콘텐츠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자유도가 높으

면 높을수록 사용자가 아바타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상호작용, 의사소통과 같은 행위가 많아진다. 
이는 즉, 메타버스 내에서 몰입감을 담당하게 되는 직관

적인 특징으로 ‘게임형’ 메타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특징이다.

3.4.3. 확장성(Scalability)
확장성은 3.3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제공되

는 게임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기

타 산업과 연계되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한다.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초기 개

발자들이 크게 고려해야하는 특징은 아니지만 사용자

의 흥미 및 재미 요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직

접적으로 연관되는 특징으로써 고려해야할 특징임에는 

틀림없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블록스 및 포트나이트

에서 진행한 실제 가수들의 가상 콘서트, 제페토에서 진

행한 실제 가수들의 사인회, 이프랜드에서 진행한 실제 

전시회 및 발표회,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진행한 선거 

운동 등이 대표적인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사례이다. 이
뿐만 아니라 패션쇼, 신상품 쇼핑몰 등 게임 콘텐츠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사용자

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도 매우 긍정적이며 수익성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그 예

로 포트나이트에서 진행된 ‘트래비스 스콧’의 가상 콘

서트는 약 2,770만 명에 달하는 플레이어가 관람하고 제

페토에서 열린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서울’ 전시회에

는 일주일 만에 46만명이 모이고 제페토 내 구찌 브랜드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용자에게 게임 콘

텐츠 이외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4.4. 현실 연계성(Reality Relevance)
현실 연계성은 3.3에서 언급하였듯이 ‘게임형’ 메타

버스 서비스 내의 활동 및 시간이 실제 현실과 연계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앞서 3.2.6에서 설명하였듯이 실제 현

실의 시간과 연동되는 메타버스 서비스 내의 시간 또는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졌던 쇼핑이나 

거래가 실제 현실의 물품으로 교환이 되어 사용자가 수

령할 수 있는지와 같은 특징이다. 가장 큰 사례로는 사

용자 제작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s)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를 통해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에서 게임 콘텐츠 및 아바타 

제작, 제페토 내에서 아바타 제작을 하고 사용자간 거래 

또는 전용 스토어에 판매함으로써 메타버스 내에서의 

활동이 현실에서도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현실 연계성은 사용자에게 플레이 동

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는 ‘거래형’ 메타버스 서비스와는 다르

게 게임성 특징이 주 특징이 되어야한다[9].

3.4.5. 사용자 참여도(User Engagement)
사용자 참여도는 3.3에서 언급하였듯이 메타버스 서

비스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게임성과 동일하게 단순하게 제공되

는 게임 콘텐츠만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가 달

라진다. 그 예시로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단순히 오픈월

드만 제공될 뿐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즐길지는 전형적으로 사용자의 몫이다. 마찬가

지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 방식을 채택하는 

로블록스 또한 대부분의 게임 콘텐츠들은 사용자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콘텐츠이다. 이처럼 ‘게임형’ 메타

버스 서비스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주도

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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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조사

4.1. 전문가 기반 설문조사를 통한 가이드라인 평가

본 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

스의 특징과 고려 요소와 작성된 개발 가이드라인의 적

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하여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은 ‘게임성’, ‘자유도’, ‘확장성’, ‘현실 연계

성’, ‘사용자 참여도’의 5개 특징 별로 각 도출된 키워드

들의 적절성 및 작성된 가이드라인의 타당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문항으로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 대한 답변은 리커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답변

을 유도하였고 설문의 주 내용은 [표 10]과 같다.

Table. 10 Survey Questions

Question Validity Check

Features of the game-type 
metaverse were properly derived Negative 1 2 3 4 5 Positive

Keywords were properly 
classified for each feature Negative 1 2 3 4 5 Positive

Feature ‘Gameplay’ is a factor to 
consider when developing a 
game-type metaverse

Negative 1 2 3 4 5 Positive

Feature ‘DoF’ is a factor to 
consider when developing a 
game-type metaverse

Negative 1 2 3 4 5 Positive

… … 1 2 3 4 5 …

설문 문항은 각 특징별로 6개의 질문들로 총 30개로 

정리된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의 5가지 특징과 각 특

징에 속하는 키워드 도출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을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고 작성된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및 효율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메타

버스 서비스 개발자 및 MMORPG 개발자들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 매니저(PM), 프로그래머 직

군을 대상으로 총 2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4.2.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5개의 

각 특징별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에는 도출된 5개의 특징별로 조사된 문항마다 리

커트 5점 척도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기록하였으며 해

당 개수를 기반으로 수식 1을 사용하여 특징별 적절성

을 평가하였다.

Table. 11 Survey Result

Features 1 2 3 4 5 Validity

Gameplay 0 0 20 50 50 83.3%

Degree of 
Freedom 0 0 30 70 20 75.0%

Scalability 0 0 31 73 16 74.0%

Reality 
Relevance 0 0 44 58 18 63.3%

User 
Engagement 0 0 20 66 34 83.3%

전체응답수
′그렇다′이상응답수

 (1)

설문조사 평가 결과 ‘게임성(Gameplay)’ 특징과 ‘사
용자 참여도(User Engagement)’ 특징이 83.3%로 가장 

높은 적절성이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유도

(Degree of Freedom)’ 특징이 75.0%, ‘확장성(Scalability)’ 
특징이 74,0%, ‘현실 연계성(Reality Relevance)’ 특징

이 63.3%로 가장 낮은 적절성이 평가되었다. ‘현실연계

성(Reality Relevance)’ 특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특

징은 모두 70% 이상의 높은 적절성이 평가되었으나 설

문조사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실 연계성(Reality Relevance)’ 특징은 ‘게임형’ 메타버

스의 몰입을 도와주는 부가적인 요소로써의 역할을 하

나 다른 특징들에 비교하면 개발자들이 고려해야할 요

소로써 유의미한 역할을 보이지 않으며 ‘거래형’ 메타

버스 서비스에서 개발할 때 고려해야할 특징임을 알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

뢰도를 측정한 결과 ‘게임성’ 분야는 0.877, ‘자유도’ 분
야는 0.817, ‘확장성’ 분야는 0.745, ‘현실 연계성’ 분야

는 0.793, 마지막으로 ‘사용자 참여도’ 분야는 0.827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 연계성’ 특징을 제외

한 4개의 특징은 ‘게임형’ 메타버스 개발 시 고려해야할 

특징으로써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게임형’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하

고자 하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개발 가

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로 서론에서 언급한 ‘게임형’, ‘거
래형’, ‘산업연계형’ 메타버스 중 ‘게임형’ 메타버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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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를 비교군으로 

삼아 개발자들이 ‘게임형’ 메타버스를 개발할 때 공통

적으로 고려해야하는 특징과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덧붙여 개발자들

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특징과 키워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한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과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평가 결과 도출된 5개의 특징인 ‘게
임성’, ‘자유도’, ‘확장성’, ‘현실 연계성’, ‘사용자 참여

도’ 중에서 ‘현실 연계성’ 특징을 제외하고는 ‘게임형’ 
메타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로써 적

절성 및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아직까지 학회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기업 및 개발자들이 메타버

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개발자

들의 시행착오와 효율적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

라인의 제시가 지속적인 시장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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