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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 

최근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까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 

머물던 가상현실 기술이 이제는 제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교육 콘텐츠 시장의 성장은 아직까지 

킬러 콘텐츠가 없는 초기단계인 국내 가상현실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가상현실의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와 이를 활용하여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흐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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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 MS 등이 가상현실 기기 및 플랫폼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인텔이 가상현실 시장 진출을 선언하였고 

애플도 2017년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가상현실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글로벌 대형 ICT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TrendForce는 글로벌 가상현실 기기 판매량을 

2016년 약 9백만개에서 2020년에는 약 5.6배 성장한 5천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

다. 또한 이러한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은 2016년 8조원규모에

서 2020년 80조원으로 10배 성장을 전망하였다.  

[글로벌 가상현실 기기 판매량(백만개) 및 가상현실 시장 규모(조원)] 

 

출처 : Trendforce(2016.6) 

글로벌 가상현실 주요 사업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구글은 유튜브를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제작 및 편집 툴 제공과 함께 VR 채널

인 ‘360도 동영상 채널(#360Video)’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28만 

명 수준이었던 채널 구독자 수는, 2017년 6월 약 9배 증가한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구글은 저가형 VR HMD 카드보드(Cardboard)를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4년 오큘러스를 2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가상현실 단말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이용자 수가 17억 명에 달하는 글로벌 대표 SNS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VR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상현실 속의 SNS 구

현으로 주커버그는 “가상현실은 페이스북의 미래이며, 향후에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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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가상현실 기기인 홀로렌즈 개발과 동시에 가상현실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기업인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윈도우 10과 연동되는 가상현실 기기 

MS 홀로렌즈(Hololens)를 현재 개발 중이며, 2017년 출시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는 가상현실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14년 스웨덴의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모

장(mojang)社를 2.5조원에 인수하였다.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학

교 정규 수업에 마인크래프트를 포함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모장은 마인크래프

트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별로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영상 등 교육용 콘텐츠의 성장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체험형 교육용 영상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구글이 추진 중

인 구글 엑스퍼디션(Google Expedition)을 들 수 있다. 구글은 아즈텍 문명, 중국 만

리장성, 타지마할 등 세계 주요 유적 체험이 가능한 VR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교사

가 테블릿을 통해 구글 엑스퍼디션 콘텐츠를 재생 시키면 학생들의 구글 카드보드

(Cardboard)에서 동시에 실행되어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순한 

방식으로 인하여 현재 전세계 123개국에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50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아일랜드 Immersive VR Education 社는 VR 교육 

플랫폼을 HTC, 오큘러스 Rift 등을 통해 제공 중에 있으며,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에 가상현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글 엑스퍼디션을 통한 교육현장(좌) 및 Immersive VR Education 社의 가상교실(우)] 

   

출처 : www.rachelvsmall.com                      출처 : www.technewstoday.com 

 

 

http://www.technewstoday.com/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muLTR75DRAhXLnpQKHV6fCFgQjRwIBw&url=http://www.rachelvsmall.com/2016/04/googles-expeditions.html&bvm=bv.142059868,d.dGo&psig=AFQjCNFerXkqmyC0WIuzcbhHX6yTO8CzIg&ust=1482807333255924


 Issue&Trend 

 

 

4 

 

II.  부상하는 국내 가상현실 시장  

최근 들어,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 가상현실 하드웨어 시장은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기기 삼성 Gear 

VR 등을 출시하면서 리딩하고 있으나,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의 선도기업은 등장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통신 3사의 가상현실 콘텐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KT는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전용관인 K-Live를 통해 '사이언스 쇼 인체박물관' 

등 디지털 체험 학습, 홀로그램 뮤지컬 등 국내 가상현실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Giga V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야구 경기장 내부 모습을 360도 동영상을 통해 제공

하였다. 또한 누구나 가상현실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The VR’ 이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모바일 IPTV를 통하여 제공 중이다. SKT는 자사가 보유한 가상현실 기술

과 EBS가 보유한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4K 품질로 끊김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고화질 가상현실(VR) 생중계’ 기술

을 개발하고 상용화 준비 중이다. LG U+도 LTE 비디오 포털을 통하여 ‘360도 가상

현실’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가상현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자체 제작할 계

획이다. 이와 같은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가상현실 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국내 가상

현실 시장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VR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현실 시

장은 올해 말 1조 9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며, 2020년에는 5조 7천억원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 가상현실 시장 규모(조원)] 

 

출처 : 한국 VR 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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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킬러 콘텐츠가 필요한 유료방송 시장 

최근 들어, KT의 인공지능 기반 셋톱박스인 기가지니, SK 브로드 밴드의 Btv 서라운

드 등 통신사업자들은 다양한 유료방송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유료방송시장 1

위가 되기 위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CATV대비 IPTV의 가입자 

수가 적은 상황이었으나, 최근 VOD 등의 강세 등으로 인하여 IPTV의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제 그 수를 추월하게 되었다. 지난 5월 미래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6년 말 기준 2,962만명으로, 2016년 상반기 

대비 89만 명이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사업자 별로 살펴보면 KT 577만명(19.50%), CJ

헬로비전 390만명(13.20%), SK브로드밴드 388만명(13.10%), 티브로드 325만명

(11.00%), KT스카이라이프 316만명(10.68%)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2017.5) 

 이제는 IPTV 시장내의 통신 3사의 경쟁에서 유료방송시장 전체에서 CATV 사업자

와 통신사 간의 경쟁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사업

자들은 유료방송 시장 1위를 탈환하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내 사업자들은 HBO, 유니버셜, ABC 등 해외 유명 스튜디오의 미국 드

라마, 뉴스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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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수년 전부터 가상현실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가상현실 시장은 초기단계이며, 

특히 킬러 콘텐츠가 없는 상황이어서 킬러 콘텐츠 확보는 곧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신규 인기 콘텐츠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교육용 VR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 교육비 비중 OECD 국가 중 1위인 국내 

시장에 적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CT 기술이 접목된 이러닝, 모바일러닝 등의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ICT 기업인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글 엑스퍼디

션과 같은 체험형 교육용 가상현실 콘텐츠의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가상현실의 교육 분야 활용 관련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온 리얼리티(Eon Reality)社의 CTO 닐스 엔더

슨(Nils Anderson)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반 교육 수행한 결과 기존교육 

방식 대비 학습효율 2.7배, 집중력 2배 증대 등으로 성적향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교육용 가상현실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 툴, 

원천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대학 등 교육기

관, 민간 기업, 연구기관 등이 협업을 통한 공동 개발이 요구된다. 올해 여름 큰 화

제가 되었던 ‘포켓몬 고(Pokémon GO)’와 같은 킬러 콘텐츠가 국내 방송시장에서도 

출시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