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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 The Beginning

1.1. 요약 

[프로젝트 개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언택트 시대를 주도할 메가트렌드인 메타버스의 글로벌 시장은 2019년 
455억 달러(약 51조 원)의 시장에서 향후 2025년에 2,800억 달러(약 312조 원)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1조 5,429억 달러(약 1,723조 원)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장 매력적인 산업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페이스 북을 비롯한 삼성, 현대, SK 및 SM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존 바이든 미국대통령
과 같은 정치인까지 온-오프라인을 포괄하여 메타버스의 영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핵심인 아바타 렌더링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명 한명을 모두 스타로 
맞이하여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재능 발휘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세계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바로 메타버스로(METAVERSERO)입니다. 
  메타버스로(METAVERSERO, 이하 MVR)는 ‘META+UNIVERSE+RO’의 합성어로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가상과 현실의 세계에서 인간의 재능을 가치화하여 문화적 욕구를 영위할 수 있는 비
전을 실현하는 길(路)’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이미 확보하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유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드림팀 방식으로 구성된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얼라이언스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와 호환할 수 있는 표준화를 제시하고, 
메타버스의 생태계에서 각자의 플랫폼과 기술들이 상호 발전하여 각 분야별 산업들이 시너지를 
내고자 만들어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셜에서 보다 더 예술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표현되길 희망하기에, 이와 같은 가상에서의 비즈니스는 수많은 도전과 투자가 있었지만 성공적인 
플랫폼과 킬러콘텐츠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OVID-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를 맞아 이제는 우리가 상상해온 가상세계가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통해 그동안 다
중접속시 문제되었던 사물통신에서의 종단 간(end-to-end) 초저지연(ultra-low latency)통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술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거래 플랫폼입니다. 
  많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들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게임분야입니다. 이는 호모루덴스
(Homo Luden)라는 개념으로 유희를 게임과 연계지어 다양한 게임개발과 유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희의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초점은 바로 창조활동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를 나타내는 정신적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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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문화적 창조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오늘날 미술, 조각, 음
악,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문
화적 실물자산에 XR기술을 반영한 NFT 디지털 자산을 재창조하여 이를 메타버스 세계에서 거래
하는 메타버스 문화콘텐츠 거래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그림, 조각, 음악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NFT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비즈니스는 게임과 같
은 가상자산과 다르게 인간의 정서적 향유에 가치를 더한 고품격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핵심인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실감있는 콘텐츠로 보다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몰입감(Immersion)과 사용자가 
콘텐츠에 언제든지 개입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나타내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상호작용
(Interaction), 현실공간의 한계를 허물고 디지털 데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적 제약이나 신체적 제약을 뛰어넘는 가상공간(Imagination)의 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로(METAVERSERO) 프로젝트]

  메타버스로(METAVERSERO)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하여 각 플랫폼 간 블록체인 기술과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가 호환할 수 있는 표준화를 제시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영토 확장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 메타버스 메인넷을 지향합니다. 참여하는 
이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상(페이백(pay back)1), 에어드랍
(airdrop)2))의 기획과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로는 O4O(On-line for Off-line)을 위한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와 MVR NFT
마켓플레이스의 개발 운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림, 조각, 음악 등 문화
상품 및 관련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증강현실 메타버스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로는 실물 작품을 판매하는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와 NFT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MVR NFT마켓플레이스를 보유한 세계에서 유일한 비즈니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첫째,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는 Off-line에서 작가 작품을 아키텍처를 통해 디지털화하

여 정기 미디어 아트 쇼의 진행과 동시에 고객의 공동구매를 실현하고 고객에게 Web AR 모
바일콘텐츠를 통한 디지털 소유권을 프로모션 기간 중 제공하며 향후 옥션을 통하여 고객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 둘째, MVR NFT마켓플레이스는 궁극적으로 증강현실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산
업군과의 협업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산업과 국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O4O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선점과 확산을 비즈니스 모델의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 MVR NFT마켓플레이스는 메타버스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에서 서비스 체험과 미션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되는 MVR토큰을 개발함과 동시에 핵심고객을 위한 추후 메타버스를 통
해 MVR토큰 채굴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메타버스 솔루션인 MVR토큰은 디지
털콘텐츠를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감나는 콘텐츠를 구독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신개념 메타버스 메인넷을 지향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1) 보상 환급
2) 기존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여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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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MVR토큰의 운영과 DeFi기반의 SWING 프로토
콜을 개발함으로써 NFT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수행합니다. 

 - MVR토큰은 ERC20기반이며 NFT마켓플레이스는 ERC-1155기반으로 추후 MVR토큰을 결제
수단으로 할 예정이며 ERC-1155를 통해 기존의 거래비용(gas fee)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주)메타버스로(METAVERSERO Pte Ltd.)의 Token Economy]

  (주)메타버스로는 실물거래를 수행하는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와 NFT 작품거래를 수행하
는 MVR NFT마켓플레이스라는 두 개의 Economy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엔진
을 운영하기 위하여 MVR토큰과 SWING 프로토콜을 발행합니다. 
  MVR토큰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에어드랍(air drop) 프로모션 및 투자자에 대한 페이백(pay 
back)등에서 시장가격으로 제공됩니다. 
  SWING 프로토콜은 MVR토큰과 스왑(swap)을 통하여 거래에 사용됩니다. 
 
  첫번째 Economy 엔진인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참여자들은 현금으로 SWING 프로토콜을 충전하며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제공되며 아래와 같이 
수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a. 실물작품의 예술성을 부각시킨 유료 실감콘텐츠를 공동구매하면, 실감콘텐츠는 향후 MVR토
큰으로 스왑 할 수 있는 SWING 프로토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게 되며, 유료구독기간을 정
하여 유료구독 기간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도 지급받게 됩니다. 

 b. 상기 ‘a’에서 진행된 실물작품을 옥션을 통해 판매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
지며 최종 옥션에서 ‘a’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공동구매에서 참여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c. 상기 ‘b’의 옥션에서 유찰될 경우 참여자는 ‘a’에서 배당받은 보너스 포인트의 수익과 당초 구
매한 금액의 SWING 프로토콜은 MVR토큰과 스왑(swap)을 하거나 또 다른 공동구매 프로젝
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수수료 3-5%가 공제됩니다. 

예시) 실감콘텐츠 100만 원 공동 구매 시 → 실감콘텐츠 보유(100만 원 상당의 SWING 프로토콜) 
     a. 확정수익(5개월 보유 시) : 공동구매 유료 구독시 5개월 간 월 3%의 SWING 프로

토콜 보너스 지급 =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
     b. 투자수익(150만 원 낙찰 시) : 50만 원 SWING 프로토콜 지급
     c. 유찰 시(3% 수수료 공제 시) : 111.55만 원(115만 원- 수수료 3.45만 원) 상당의 

SWING 프로토콜의 MVR스왑 또는 다른 공동구매 프로젝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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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Economy 엔진인 MVR NFT마켓플레이스에서는 유망작가 작품 및 K-pop, K-art에 대
한 미디어아트 NFT콘텐츠를 제작하여 NFT거래를 진행합니다. 
  투자자들은 NFT콘텐츠 구매를 위하여 현재는 이더리움을 사용하지만, 추후 MVR토큰으로 대
체될 계획입니다. NFT콘텐츠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는 NFT마켓에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매일 
매일 하루 일정량의 MVR토큰이 보상으로 주어지며 최종적인 보상의 송금은 NFT콘텐츠 거래 발
생 시 지갑으로 지급됩니다. 
  보상으로 제공되는 MVR토큰의 총량은 백서에서 제시한 전체 발행의 15%인 3억 개이며, 3억 
개가 다 제공되면 채굴은 멈추게 됩니다. 갤러리XR실물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하는 SWING프로
토콜은 NFT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하는 MVR토큰의 시장가격으로 스왑(swap)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로(METAVERSERO) 비즈니스 모델]

메타버스로

비즈니스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

MVR 

NFT마켓플레이스

• NFT 디지털 콘텐츠 개발
• MVR토큰과 SWING DeFi 개발
• ERC-1155기반 거래

메타버스 콘텐츠 & 솔루션 개발 

B2C,G

P2P

글로벌국내

• 산업별 카테고리 제휴네트워크 
• XR기술과 Artist들과의 협업
(Collaboration)을 통한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 미술, 유통, 광고, 부동산, 교육, 
레저, 의료 등

• Web AR 콘텐츠 디지털 소유권 
제공

• Auction 운영
• 메타버스 산업군의 확장

메타버스 산업군으로 O4O 비즈니즈 모델의 확산

Business 영역별 모델 개발 및 매출 연계

MVR토큰 생태계 공유

O4O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네트워크 선점 및 영역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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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ck Ground

2.1. 시장 규모

  최근 유통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2030 세대 주력 소비자층을 끌어올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등 가상세계의 소비활동이 오프라인 실물경제로 연계되는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가상공간에서 
3차원 캐릭터인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에서와 같이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합니다.
  메타버스는 5G로 초저지연, 초광대역, 초연결이 실현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자율주행, 
IoT(사물인터넷) 등 이전에는 쉽지 않았던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최근 새로운 산
업 분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의 발전 역시 메타버스의 세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도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도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 발달로 메타버스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오는 2025년 2,800억 달러(약 31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메타버스 관련 VR(가상현실)의 세계시장 규모가 지난해 330억 달러에서 
2025년 3,381억 달러(370조 원), 2030년 1조 924억 달러(1,770조 원)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최고경
영자)는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며 “미래 사람들은 메타버스로 일하러 가거나 쇼핑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3).

가. TAM4)

▪메타버스 & NFT

- 메타버스와 NFT는 게임, 예술, 테마파크, 커뮤니티, 유통, 문화산업,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시장의 경우 네이버의 제페토가 약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 국내 
투자시장에서도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메타버스를 앞세워 IPO(기
업공개)에 나선 기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은 로블록스이며, 로블록스는 월 사용자 1억 6천 만명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 315조 원, 2030년 1,770조 원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2021.04.08. 일자 일부 발췌
4) TAM : Total Addressable Market, 서비스 전체의 도메인 시장

http://www.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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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AM5)

▪ART & NFT

  메타버스를 이용한 ART와 NFT의 미술품 원화 시장은 2025년 국내 1조, 글로벌 100조 원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NFT 시장은 성장 추세는 2019년 1억 4,000만 달러(약 1,565억 원)에서 2020년 3억 4,000만 
달러(약 3,801억 원)에서 2021년 1분기 NFT 거래량은 20억 달러(약 2조 2,364억 원)으로 
2021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6). 
  특히 최근 아트테크(Art-tech)’는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말로 눈으로 보고 즐기던 예술작품
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트페어 주관사인 아트바젤과 UBS가 발간
한 ‘아트마켓보고서 2021’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중국 등 10개국의 고액 자산가와 수집가 2,596
명 56%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술 경매업체 서울옥션이 올 1분기 진행한 온라인 
경매에서도 전체 낙찰자 비율 중 MZ세대가 11%를 차지했습니다7).
  특히 코로나 이후 미술품 갤러리의 온라인 판매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7월 37%까지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외 아트 페어의 경우 온라인 판매는 2019년 37%에서 전년 대비 370%가
지 증가한 상황입니다8).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CAGR(연평균성장율)9)은 국내 20%에 육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술시장의 특징은 거래되는 작품의 75%가량은 $5,000 미만으로, 미술시장의 평균인 
$26,000을 고려하면 중위 혹은 하위의 범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젊고 인터넷, 온라인 상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는 의미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에 해당하는 20~30대 응답자의 79%가 최근 12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작품을 구매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미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온라인 미술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권은용, 2021)10). 

다. SOM11)

▪ART & NFT

  The ART·NFT 시장은 갤러리XR 및 B2B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협업으로 진행된 SK Planet 채
널 연동으로 1,000만 명의 APP 사용자, 130만여 명의 법인 카드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한국의 
K-Culture를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점
차 협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작가의 작품을 디지털 아키텍처 과정을 통하여 NFT화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5) SAM : Service Available Market, 전체 시장 중 메타버스로(METAVERSERO)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말하며, 유효시장으로 일컫음. 

6) 시사주간, 블록체인 핫이슈, 2021.03.03.일자 일부 발췌, 참고, 블로넌펀저블닷컴(2021) 2021년 NFT 1분기 보고서
7) 매일경제, 2021.07.05.일자 기사 일부 발췌
8) 이슬비, K-Artmarket 미술시장 리포트 시리즈 : 코로나 이후 미술품 경매시장
   https://www.k-artmarket.kr/member/board/Report_BoardView.do.
9) CAGR: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10) 권은용(2021)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 미술시장, scienceon 웹진
11) SOM : Service Obtainable Market은 유효시장 내에서 초기 단계에 확보 가능한 시장규모를 말하며, 수익시장이

라고 일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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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나들며 O4O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세계 최초의 가상과 현실 세계의 거래에 관한 O4O의 
연계 플랫폼의 운영으로 2025년 연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게임, 예술, 테마파크, 커뮤니티, 유통 
국  내: 네이버 제페토 2억 명 사용자
글로벌: 로블록스 월 사용자 1억 6천 만 명
시  장: 315조 2025년 / 세계시장:1,770조

메타버스 & 

NFT

미술품 원화&NFT 시장 : 국내 1조, 글로벌  100조 
온라인 CAGR(연평균성장율): 20% POST-COVID

ART

& NFT

메타버스의 다양한 카테고리에 갤러리XR 연계
B2B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로 XR광고, 유통연계
미술작품의 공동구매 및 미디어아트 IP확보

ART

& NFT

[그림] 메타버스로(METAVERSERO) 시장 전망

2.2. 시장 트렌드

가. 메타버스의 개념과 동향

  Metaverse는 미국 SF 작가인 닐 스티븐슨(Niel Stephenson)의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고글을 쓰고 몰입하여
(immersive)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현실 플랫폼 공간입니다. 사용자는 가상의 나라인 메타
버스에 진입하려면 아바타(avatar)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바타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아바타
와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몰입형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한 가상현실 세
계를 의미합니다12).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metaverse)’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엄과 Z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온라인 
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가상공간에서의 소통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13).
  특히 Z세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멀티 페르소나’의 특성을 보입니다. 자신을 
‘본 캐릭터’와 ‘부 캐릭터’로 나누어 자유롭게 넘나들며 놀이처럼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이용자 특성은 자신을 아바타로 구현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14).

12) 윤기영(2021), 메타버스와 미래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3) 박지혜(2021),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방향과 시사점, 22-31, KIET 산업경제
14) 박지혜(2021),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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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콘서트, 대학 입학식, 신입사원 연수, 
대통령 선거 운동, 가상부동산 등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Jo Biden) 미국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닌텐도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아바타를 통해 선거 유
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한화이글스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출정식을 개최하였
습니다. 
  올 3월 미국의 3D 게임 플랫폼인 로
블록스(Roblox)가 상장에 성공했습니
다. 
  상장 첫날 기준가 45달러에서 24.5달러가 오른 69.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일 로블록스
의 시가총액은 3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조선비즈. 2021.03.16). 게임 플랫폼인 포트나이트
(Fortnite) 파티로얄에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노래인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영상을 세계 최
초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가수인 트래비스 스콧(Travis Scott)은 포트나이트 가상 라이브를 통해 매출 2,000만 달
러를 달성했습니다(invent, 2020.12.08). 네이버의 아바타 소셜미디어인 제페토(ZEPETO)는 가
입자 2억 명을 넘어 섰습니다15). 

나.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영역16)

1) 게임,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와 제품 마케팅 플랫폼

  메타버스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게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게임 제작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플랫폼 내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셜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메타버스 영역으로 확장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 레디플레이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에픽게임스의 포트나이트 파티로열은 사용자들의 소셜 공간에 해당하며 가입자가 
3억 5천만 명을 넘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상공간에 모여 영화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파티로열 
모드를 제공합니다. 2020년 4월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에 동시 접속자가 1,230만 명
이었고 5일 간 참여자는 2천 700만 명, 그리고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5) 매일경제, 2021.04.07.일자 일부 발췌
16) 이주행(2021),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KISO저널 제43호 일부 발췌 및 재구성

[그림] 한화이글스의 메타버스 출정식
자료: 한화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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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출시된 로블록스는 현재 미국의 16세 미만 청소년 55%가 가입하고 월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 하루 접속자가 4,000만 명에 이릅니다. 800만 명의 사용자가 자체 제작한 5천만 개의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로블록스 제작사는 2021년 초 상
장돼 460억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트렌드에서 검색 빈도를 비교하면 로블록스
와 비트코인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영화 Ready Player One(2018)은 2010년 출간된 동명의 소설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
한 영화입니다. 2045년을 배경으로 하는 3D 메타버스를 최신의 그래픽 기술을 사용해 구체적으
로 표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에 출시된 제페토가 메타버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아바
타 캐릭터와 다양한 아이템, 얼굴표정으로 제어하는 캐릭터와 증강현실, 사용자 제작 콘텐츠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0년 9월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가상 팬 사인회에는 전 세
계 팬 4,600만 명이 모였으며, 블랙핑
크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한 ‘Ice 
Cream’의 아바타 퍼포먼스 영상은 1억 
뷰를 넘었습니다. 최근 빅히트, SM엔
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170억 원
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신인 여성 그룹 
에스파의 4명의 멤버와 이들의 아바타 
넷을 결합한 신개념의 그룹으로 실제
멤버와 아바타가 연결되어 가상과 현
실을 오갑니다. 
  최근 메타버스의 새로운 동향은 명
품 기업과의 협력입니다. 패션 명품 구찌(Gucci)는 제페토와 아이템 개발에서 이미 협력하고 있
습니다.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등이 기존 메타버스에서 패션쇼나 쇼케이스를 진행했습
니다. 또한 루이비통, 카르티에, 프라다는 모조품 방지를 위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Aura를 출
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3D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NeosVR(2018)은 
본격적인 VR 메타버스를 표방하며 출시했고 전신 아바타와 사용자 제작 환경을 지원합니다. 유
사한 개념의 VR 가상환경으로 페이스북 Horizon(2019)이 있고 현재 비공개 초청 기반으로 실험 
중입니다.
  2011년에 출시한 마인크래프트(Minecraft)도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응용으로 언급됩니다. 단순
한 블록 기반의 그래픽으로 게임과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역대 가장 많이 팔
린 비디오 게임이며 사용자 수는 1억 2,6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블록기반 가상세계는 The Sandbox(2020)에서 블록체인과 NFT 기능과 결합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초기서비스들도 디지털 아이템 거래에 자체 화폐를 제공했는데 2020년에는 블록체인 
NFT가 거래증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메타버스에는 ATARI 테마공원이 건설되고 있

[그림] 그룹 에스파의 4명의 멤버와 각각의 아바타
자료: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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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결합된 메타버스로는 Decentraland(2020)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업활

동을 위한 가상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상 쇼핑몰 건설부지가 70만 4천 달러에 팔리기
도 했고, 부동산 투자로 91만 3천 달러에 부지가 
팔리기도 했습니다.
  전신 아바타 소셜 VR 메타버스인 Somnium 
Space(2020)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같
은 개념의 메타버스인 Sensorium Galaxy(2021)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그래
픽, 경제시스템, 세계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ltspaceVR 매입 이후에 홀로
렌즈 증강현실 기술과 결합한 혼합현실 협업 플랫
폼 Mesh(2021)를 출시했습니다. 메타버스는 특정 
디스플레이 기술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SNS도 어떤 의미에서 충분한 메타버스일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의 수익창출: 구독과 인앱결제 시스템 

  메타버스 플랫폼은 구독모델과 콘텐츠 및 아이템 판매, 광고와 인앱(in-app)결제 시스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자체 재화를 사용하여 결제 및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Robux, 포트타이트는 V-bucks, 제페토는 Coin과 ZEM이라는 자체재화를 사용합니다. 
  로블록스는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나 게임을 만들거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Robux를 구매해야 
합니다. 포트나이트는 매월 1만 1,880원을 지불한 월 구독자인 크루회원에게 매월 
1,000V-bucks와 배틀패스, 크루팩(한정판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공연 이후 다
양한 콘텐츠를 판매하는데 결제시 V-bucks를 사용합니다. 
  제페토는 아이템 판매료, 브랜드와의 제휴 마케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할 경우 일정 재화를 얻을 수 있으며, 제페토는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콘텐츠 개발 시 구찌, 나이키 등과의 협업을 통해 B2B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페토에 
따르면 크리에이터가 만든 아이템이 판매될 때마다 결제 수수료(30%)를 받는 구조로 더욱 강화
될 것입니다.

3) 이용자의 수익창출: 콘텐츠 제작 및 판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

[그림] 제페토와 구찌가 제휴한 메타버스
자료: 제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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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먼저 로블록스는 이용자인 Player와 아바타 아이템을 개발하는 Creator, 게임을 제작하는 
Developer로 구성됩니다. 이용자들은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스튜디오에서 Creator와 Developer가 
되어 직접 아이템과 게임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약 800만 명의 개발자와 5,000만 개가 넘
는 게임이 플랫폼 내에 존재합니다.17)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게임은 클라우드를 통해 모바일,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개발자에게는 70%, 아바타와 아이템 개발자에게는 수익의 30%를 
Robux로 지급합니다. 
  제페토도 이용자와 크리에이터로 구성됩니다. 이용자는 제페토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소비하
기도하고,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아바타의 패션 아이템을 
디자인하여 등록하면 심사를 거쳐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수익은 자체 재화인 ZEM을 통해 이
루어지고, 추후 환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꾸민 아바타를 주인공으로 활용하여 드라마로 만
들어 공유하기도 합니다. 현재 제페토에서 판매되는 아이템의 80% 이상이 이용자가 직접 만든 
것이며, 누적 창작자 수는 약 6만 명입니다18).

다. 메타버스의 미래

  메타버스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거의 30년간의 발전을 통해 꾸준히 진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및 네트워크의 성능,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최근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어 낸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돼 가상 
세계의 효용과 즐거움이 더 커진다면 메타버스의 성장은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실세계와 
가상 세계의 본격적인 연결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은 가속될 것입니다.
  최근의 다양한 현황을 모두 담을 만한 메타버스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실세계에도 
수많은 문화와 국가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가상세계
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도 다르고 실제세계와 연동되는 방식과 목적도 상이합니다. 연결, 창조, 
확장, 체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사용자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형태에 상관없이 
사용자들은 그 메타버스를 환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세계의 제약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다양성의 보장은 메타버스의 중요한 매력이
자 성공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내에서의 물리 규칙, 정치, 경제, 문화적 규범
이 자체적으로 정의되고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 운영은 실세계 경제
나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면서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새로운 
경제체제 탄생의 어려운 과정을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발전 과정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하부 IT 인프라의 성능과 규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메
타버스의 탄생과 메타버스 간 연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더 큰 세상, ‘우주들의 우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픈 메타버스를 위해 표준화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19)

17) 조선일보(2021.4.2), ‘총싸움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서 보트레이싱...한국 선 제페토 급부상’.
18) 중앙일보(2021.4.3), ‘아바타끼리 연애하고 회사도 만든다. 메타버스 플 랫폼 제페토의 미래’.
19) 이주행(2021),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KISO저널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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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버스로(METAVERSERO) 플랫폼이란?

MVR NFT마켓플레이스
↓

   산업군 제휴네트워크
   NFT 디지털 콘텐츠

  MVR토큰/SWING DeFi
Meta Culture Event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

↓

작품 공동 구매
원작 AR 콘텐츠 제작

Auction
수익실현

메타버스로(MVR)

비즈니스 모델

Customers Collectors

Developers Artists

국내 글로벌

Collaboration with ~ 

Premium Market & Low Fee

Company

Company

3.1. To solve the problems.

  그동안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고유의 감성과 정서적 가치 함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및 NFT콘텐츠의 디지털자산화에 
대한 기대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실물경제와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금융권의 자산 증식의 
수단화로 연계되는 모델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MZ세대들이 선호하는 NFT 미술작품이나 NFT K-Art, K-Culture와 같은 
NFT 기반의 지속가능한 소유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거래 솔루션이 
없어 이를 해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2.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 비즈니스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NFT거래에 관심도가 높아진 고품격, 고관여 상품인 
미술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AR로 체험하고 구매하는 예술품 거래의 최적화된 O4O플랫폼입
니다. 
  특히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비즈니스는 신뢰/투명, 수익형, 예술문화의 공유라는 세 가지
의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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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뢰/투명(Make Trust)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과 크리에이터 멤버십 운영을 통하여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플랫폼 
안의 구성원들에게 거래에 관한 가격 및 소유권, 거래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와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나. 수익형(Make Money)

  실제 미술작품의 AR 콘텐츠화를 통하여 실제 작품과 디지털 작품이 융합되어 실제 작품의 자산 
가치와 디지털 자산의 자산 가치를 거래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이와 같이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연계되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배경은 자체 기술로 개
발한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플랫폼의 거래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물 자산에 대한 공동구매와 구매 후 실물자산에 대한 XR기반의 NFT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위한 ERC-1155기반의 코인 거래로 글로벌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참여하는 누구라도 자신이 구매한 NFT 디지털 콘텐츠를 글로벌 거래 플
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하여 수익을 실현합니다.

다. 예술∙문화의 공유(Share Art & Culture)와 협업(Collaboration)

  온라인 상에서 AR를 통하여 작품을 자신의 실제 공간이나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공간에 설치해
보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함께 갤러리XR을 통하여 실제 작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작품
을 구매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예술∙문화를 공유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플랫품의 핵심은 끊임없는 콘텐츠의 개발과 다양한 영역의 가치있는 콘텐츠의 
확산입니다. 이에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플랫폼은 미술뿐만 아니라 조각, 노래, 연극, 문화
재, 부동산, 탄소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카테고리와 협업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충분한 협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상상 이상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됩니다.

3.3.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플랫폼의 수익모델 

가.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플랫폼의 NFT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플랫폼에서 사용하는 NFT는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며,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여 발행합니다.
  메타버스로(MVR) NFT는 디지털 미술품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어 위변조는 불가능
하며, 재판매 될 때마다 소유권과 거래이력이 누적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디지털 작품의 진위와 
소유권도 입증할 수 있으며, 특히 실물 작품에 대한 소유권도 NFT로 소유증명을 발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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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과 Off-line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그림, 사진, 조각품 등의 MVR NFT는 MVR토큰을 사용하여 부분적인 결제와 보상을 하
게 되며, 실물 자산인 문화·예술작품과 XR NFT 디지털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DeFi기반의 
SWING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실물 및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수행합니다. 
 기존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익모델은 트래픽 
유입의 증가에 따른 유료아이템의 판매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발전한 단계로 트래픽이 증가
하면서 광고를 통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최적의 
수익모델은 예상되는 것은 실물세계와 연계한 
이커머스 콘서트 등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메타버스로
(MVR) 갤러리XR플랫폼의 수익모델은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부동산, 교육, 레저, 문화 
등 다양한 자산의 실물 거래를 대상으로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범주를 넘나드는 수익모
델로 가장 고도화된 최첨단의 수익모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플랫폼의 비즈니스 모형은 왜 부가가치 사업인가?

  기존의 모든 온‧오프 라인은 온라인 상에서의 상품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요소의 1순위가 가
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순위는 배송, 3순위는 리뷰(댓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 대비 마진을 평균 15%대라고 볼 때, 영업이익 5,000,000원을 실현하기 위
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마스크의 영업이익 5,000,000원을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

  무려 1,111BOX를 판매할 경우 5,000,000원의 영업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무한 경쟁의 시장상황에서 
가격, 품질, 댓글, 채널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 KF94마스크 50매 1BOX 소비자가 30,000원
- 마진 15%(BOX 당 4,500원)
- 4,500원 × 1,111BOX = 5,000,000원



- 15 -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 실물 마켓플레이스의 수익 실현 시나리오]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
는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공동구매를 진행
합니다.
 a. 실물작품의 예술성을 부각시킨 유료 실감콘텐츠를 

공동구매하면, 실감콘텐츠는 향후 MVR토큰으로 
스왑 할 수 있는 SWING 프로토콜의 가치를 동시
에 가지게 되며, 유료구독기간을 정하여 유료구독 
기간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도 지급받게 됩니다. 

 b. 상기 ‘a’에서 진행된 실물작품을 옥션을 통해 판매
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최종 옥션에서 ‘a’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으로 낙찰될 경우 공동구매에서 참여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c. 상기 ‘b’의 옥션에서 유찰될 경우 참여자는 ‘a’에서 배당받은 보너스 포인트의 수익과 당초 구
매한 금액의 SWING 프로토콜은 MVR토큰과 스왑(swap)을 하거나 또 다른 공동구매 프로젝
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수수료 3-5%가 공제됩니다. 

  이에 갤러리XR 실물 마켓플레이스는 모든 참여자에게 소유증명을 통한 신뢰와 보유에 대한 보
너스 포인트 지급, 경매를 통한 수익성 확보 등 고객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거래환경과 SWING 
프로토콜과 MVR토큰의 스왑(SWAP)을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실현합니다. 

다. O4O 갤러리XR 실물 마켓플레이스 – On line For Off line

 

∙위치 : 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29. 영화빌딩 1층
∙공간구성 : 멀티컴플렉스 갤러리XR 쇼룸, XR체험공간, AR아트비전
∙주요서비스 : 전시회, 개인전, 단체전, 미디어아트상영, 경매이벤트

   Off-line 갤러리XR 실물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작
가의 실제 작품을 아키텍처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정
기 미디어아트 쇼를 진행합니다.
  또한 On-Line 상에서 Web AR 미디어아트 갤러
리XR 쇼를 진행하여 모바일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Off-line 갤러리XR 실물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진행하여 인플러언서의 마케팅, Sale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의 1,200여 개의 회
원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집단과 협력하여 지속적 [사진] XR미디어아트 쇼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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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내고, 기존 고객에 대한 갤러리XR 실물 마켓플레이스 프로모
션 및 MVR토큰의 페이백(pay back) 및 에어드랍(air drop) 프로모션 등의 홍보를 수행합니다. 
  Web AR을 통한 메타버스 공간을 이동,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생산하
며, 구매고객 개인의 AR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는 라이프로긴(Lifelogging) 형태의 XR 마이갤러
리를 제공합니다. 

[사진] 갤러리XR 쇼룸 전경     [사진] 메타버스 내 아바타 소환    [사진] 미디어아트 갤러리XR 쇼 장면

라. 메타버스 콘텐츠 & 솔루션 개발

  유망작가 작품 및 K-Pop, K-Art의 미디어아트를 제작합니다. 
  작가의 미술작품을 3D 이팩트를 추가하여 미디어아트 쇼의 형태로 구현, 작품의 특징과 작가
의 창조 의도를 미디어아트의 방식으로 제2의 창작을 함으로써 콜렉터는 더욱 더 작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작가는 본인의 작품을 또 다른 디지털 창작화가 가능하여 작품활동의 영역을 확
장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MVR토큰의 운영과 DeFi기반의 SWING 프로토콜
을 개발함으로써 NFT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수행합니다.  
  거래 솔루션은 서비스 체험과 미션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되는 MVR토큰을 개발하고, 더
불어 MVR토큰과 SWING 프로토콜 스왑(swap)을 통한 거래환경을 구축합니다. 
  또한 ERC-1155기반의 코인 거래로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거래비용(gas fee)를 획기적
으로 감소시켜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즉, 메타버스 솔루션인 MVR토큰은 디지털콘텐츠를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감나는 콘텐츠를 
구독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신개념 메타버스 메인넷을 지향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MVR토큰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실물세계와 연계된 유통, 광고, 홍보, 게임 
등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지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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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VR 갤러리XR UI/UX 예시 1

[그림] MVR 갤러리XR UI/UX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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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VR 갤러리XR 도슨트 예시

[사진] NFT콘텐츠로 구매한 그림을 하늘에 
띄운 세계최초 Web AR 기술

       

[사진] 구매 그림을 아바타의 드레스로 입혀 
댄싱 하는 Web AR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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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FT 디지털콘텐츠 미디어아트 갤러리XR 쇼(강◯모 작가 작품)

 

MVR 갤러리XR 쇼룸에서 아바타를 소환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예시

마. MVR NFT마켓플레이스

  궁극적으로 증강현실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군과의 협업이라는 철학을 기반으
로 산업과 국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O4O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선점과 확산을 
비즈니스 모델의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MVR NFT마켓플레이스의 범위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B2B 제휴네트워크라는 기본
적인 이념을 가지고 미술, 조각, 유통, 광고, 부동산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산업군과의 협업
(Collaboration)을 수행함으로써 상상 이상의 새로운 NFT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며, 이를 B2B 
비즈니스 상에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협업(Collaboration)은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의 1,200여 개의 회원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
업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MVR NFT마켓플레이스는 유명작가의 작품과 디지털기술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메타휴먼을 
탄생시키고, 추후 탄생한 메타휴먼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유니크한 아바타로 활약하게 될 것이
며 이는 다양한 산업군과의 제휴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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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R NFT마켓플레이스는 SK Planet 등과 같은 기업집단들과 다양한 B2B 비즈니스의 지속적
인 제휴와 확대를 하며,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현실과 가상을 자연스럽
게 넘다들며 상품을 소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메타버스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구축해가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MVR 

NFT마켓플레이스Artists B2B 콜라보

[그림] MVR NFT마켓플레이스를 위한 B2B 협업(Collaboration)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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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버스로(MVR) 갤러리XR 운영 및 보유 기반 기술
 

4.1 문화예술 작품의 Web AR 거래 플랫폼 운영

- 개인 창작자의 작품을 발굴, 작품 3D AR 아키텍처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문화‧예술 작품의 
데이터를 연동하는 실감 콘텐츠를 융합한 문화‧예술 작품 Web AR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용화한 비즈니스 모델 실현

- 작가 발굴 및 작품 3D AR 아키텍처
  ∙ 한국 미술 협회 및 한국 예술 협회 등 중견 작가 중심의 실력 있는 작가 발굴
  ∙ 기존 소속 작가의 작품에 대한 AR 아키텍처 및 해외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나 국내 개인전 

및 갤러리 경력 작가 중 중견 작가의 신규 발굴을 통하여 카테고리의 완성된 구색갖춤으로 
다양한 분야의 판매가능한 작품 확보와 아키텍처 작업

  ∙ 카테고리: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조각, 도예, 공예, 사진, 판화, 민화, 일러스트 등의 장르

4.2 Off-line의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에서 공간제약을 받지 않는 전시

회 운영

- 갤러리XR 쇼를 개최함으로써 기존의 대규모 전시회의 한계를 극복하며, 개인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혁신적 미디인 아트 쇼의 공연으로 관객들의 정서적인 만족을 극대화시킴

    [사진, 논현동] 갤러리XR 미디어아트 상영 장면

- 동일한 공간에서 작품 감상과 미디어 아트를 함께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아트 갤러리XR 쇼룸 
시스템

- 작가의 작품을 확장된 디지털 융합 콘텐츠로 소개하는 혁신적 프로모션 실행으로 미술전시, 
작품경매, 문화 이벤트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 서비스 제공

- 갤러리 XR 쇼를 위한 AR 갤러러: AR ART DP시스템 운영, AR 작가 사이트 관리, AR 작가 
갤러리 관리

  ∙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미리 볼 수 있는 AR ART DP 시스템 서비스 운영
  ∙ 작가 프로필과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작품에 담긴 스토리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AR 작가 사이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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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 공간을 통해서 작가의 가상 갤러리 공간에서 원하는 작품을 감상하는 AR 작가 갤러리 
운영

[그림] AR ART DP시스템       [사진] AR 작가 사이트      [그림] AR 작가 갤러리
    

4.3 Off-line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 운영기술

가. 갤러리XR 쇼룸

- 동일한 공간에 작품 감상과 미디어아트를 구현 하는 디지털공간구축 솔루션
- 작가의 작품을 확장된 디지털아트로 소개하는 혁신적 프로모션
- 작가개인전, 초대전 이벤트 경매, 오픈 이벤트 등 특별한 경험 제공
- 미디어아트와 스마트폰이 연동하는 XR콘텐츠 서비스
- 미디어아트 전용 H/W: 빔 프로젝트 4대, 전용 PC 1대, 스피커 2대, 엠프 1대, 무빙월)
- 미디어아트 전용 실감콘텐츠: 작가별 제작

나. 상세 구현 내용 및 UI/UX

[갤러리XR 쇼룸 상세 구현 내용]

[그림] 갤러리XR 쇼룸 시스템 [사진] 갤러리XR 쇼 실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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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 ART DP시스템

- 앱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모바일웹 AR 예술작품소개, 해설, 작가정보 등 시스템과 콘텐츠 제작
- 홈페이지, 랜딩페이지,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URL 접속으로 범용성 확보
- 체험한 AR콘텐츠와 연동하는 작품판매, 커뮤니티 등 커머스 시스템 제공
- 상시서비스 체계 지원을 위한 AR 예술작품전용 콘텐츠관리시스템 수정 개발 및 서비스 적용

4.4 문화‧예술 작품 실감콘텐츠 제작 기술 

가. 모바일 Web 전용 XR콘텐츠 제작

[사진] 작품 실감콘텐츠 제작 예시

- 문화‧예술 창작품 초실감 체험을 위한 Web AR콘텐츠 제작
- 대표작품 초실감 체험을 위해 10만~40만 폴리곤의 3D  XR콘텐츠 제작
- XR 가상공간 내 어셋 구성, 전시작품 구성, 작품 감상을 위한 웹 템플릿 제작
- 실감콘텐츠 작품의 작품해설, 작가정보, 동영상 등 특‧장점 체험을 위한 3D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나. AR 아트비전 전용 XR콘텐츠 제작

- AR 아트비전을 통한 가상전시체험 XR콘텐츠 제작
- 전시관 안내, 홍보영상, 작품소개 등 전시관 대표 정보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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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인식을 통해 가상전시관 탐색, 관람, 체험할 수 있는 10만~40만 폴리곤의 3D XR 콘텐츠 제작
- AR 아트비전과 연동하는 모바일 Web 콘텐츠 제작/AR 아트비전 UI/UX 개발

다. 센서 기반 콘텐츠 제어 기술

- 스마트폰의 GPS센서, 자기추적센서, 방위센서, 기울기센서, 광학센서 등 센서 기반 추적 기술
을 토대로 실감콘텐츠 제어 기술

     

      Web AR   
         --->

    https://sample.gomuseumseoul.co.kr/sp/YGWD/15

라. 모바일 Web 브라우저 전용 XR 시스템 기술

- 실감콘텐츠 복합제어 XR 시스템
- 모바일 Web 브라우저 전용 실감콘텐츠의 사실적 표현을 위한 광원효과, 매핑효과, 그림자 효

과 등을 사용하고 카메라로 촬영되는 현실 환경의 조도, 그림자, 사물의 재질 등을 고려하여 
AR 오브젝트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기술

마. 실감콘텐츠 비전객체제어 정보 증강 기술

- 실감콘텐츠를 모바일 Web으로 실행하여 혼합/복합 배치하고 각 실감콘텐츠를 XR콘텐츠로 
통합하는 렌더링 기술

바. 실감콘텐츠 모바일 Web AR 연동 기술

- 객체별 인지가 가능하도록 모델링 된 실감형 공간에서 객체의 속성과 관련 텍스트, 영상, CG, 
이벤트 등 다양한 데이터나 정보를 시공간 제약 없이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에 의해 스토리텔링
이 되도록 구성하여 체험 가능한 XR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현실 공간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증강하는 기술

- 현실과 가상공간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모니터링하고 
제스처 등의 다감각 인터페이스나 스스로 기능을 표현·안내하는 유기적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콘텐츠나 정보와 상호 작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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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바일 Web AR 어셋 및 전시콘텐츠 예시

사. 실감콘텐츠 도슨트 시스템 기술

- 문화‧예술 작품과 연동(QR코드 등)하는 AR 3D 콘텐츠를 증강시키고 증강 된 콘텐츠의 상세
정보(작품명, 작가명, 작품해설 등)를 구동 시키는 시스템 기술

- 모바일 Web 실감콘텐츠가 플레이 될 수 있는 환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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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해설, 작가정보, 동영상 등 콘텐츠와 상호연동 플레이어 기술
- SNS 연동, 외부 링크 연동 등 정보형 서비스 기술
- 증강된 콘텐츠를 특정 공간에 인테리어 배치, 회전, 탐색, 동영상 등 실감콘텐츠 피팅 시스템 기술

[사진] MVR 갤러리XR AR 도슨트 시스템 예시

아. 실감콘텐츠 융합 커머스 시스템 기술

1) 실감콘텐츠 기반 커머스 시스템 Front 개발 기술

2) 실감콘텐츠 기반 커머스 시스템 Back-end 개발 기술

자. 실감콘텐츠 관리시스템 기술

1) 실감콘텐츠 등록, 수정, 배포 등 관리 시스템 기술

2) 등록 콘텐츠 사용빈도, 시간대, 선호도 등 통계 기능 기술

3) AR 아트비전 시스템 고도화 기술

4) 동작감지 데이터 연동 인터페이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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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아트비전 시스템 UI/UX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레이아웃 구조, 메뉴 등 디자인
- 모바일 연동 메뉴 설정 및 연동 디자인
- Unity 엔진을 사용하여 AR 아트비전 UI/UX 최적화

MVR 갤러리XR AR 아트비전 하드웨어 및 UI/UX 예시

MVR 갤러리XR AR 아트비전 콘텐트 UI/UX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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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MVR 갤러리XR Web AR 모바일 서비스 프로세스

4.6  MVR 갤러리XR PC 서비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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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메타버스 관련 보유 특허

3D 객체와 마커를 이용한 MR 콘텐츠 제공 
장치 및 그 방법 / 10-2020352

        

MR콘텐츠 제작 장치 및 그 방법 / 
10-1705812

  실감콘텐츠리테일 Tech분야 특허보유
   - 특허 등록번호: 10-1779502,  - 제목 : 이벤트에 따른 경로정보제공장치및 그 방법
   - 권리자 :안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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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타버스로(METAVERSERO) 용어 정리

 ∙ (주)메타버스로(METAVERSERO Pte Ltd.)

 - (주)메타버스로(METAVERSERO Pte Ltd.)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의 비즈니스
가 호환할 수 있는 표준화를 제시하고 On-Off line의 경계를 넘다들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의 핵심기술인 AR솔루션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확고한 지향점을 가지고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메타
버스로는 실물 작품을 판매하는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와 NFT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MVR NFT마켓플레이스를 보유한 세계에서 유일한 비즈니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

 -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Off-line 미디어아트인 갤러리XR쇼룸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실물자산을 공동구매하고 Web AR 콘텐츠를 통하여 디지털 소유권을 
보유하며, 향후 Auction을 통해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여 문화생활과 함께 재
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시장 창출형 비즈니스입니다. 

 ∙ MVR NFT마켓플레이스 

 - MVR NFT마켓플레이스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B2B 제휴네트워크라는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미술, 조각, 유통, 광고, 부동산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산업군과의 협업
(Collaboration)을 수행하여 새로운 NFT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며, 메타버스 콘텐츠 및 솔
루션 개발에서 서비스 체험과 미션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되는 MVR토큰을 개발함과 동
시에 핵심고객을 위한 개별 MVR토큰 채굴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DeFi기반의 
SWING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NFT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통한 B2B 비즈니스 상에서 수
익을 실현합니다. 

 ∙ MVR토큰

 -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와 MVR NFT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 콘텐
츠에 관한 서비스 체험 및 미션 수행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코인

 ∙ MVR 갤러리XR 쇼룸

 - (주)메타버스로(METAVERSERO Pte Ltd.)가 Off-line상에서 작품이나 제품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미디어 아트 형태로 진행되는 쇼를 운영하기 위해 미디어 월 및 기기 등이 설치된 공간

 ∙ Web AR

 - 어플없이 바로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동하여 소비자들이 메타버스 안의 콘텐츠를 소환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메타버스 콘텐츠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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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 아트비전

 - 모션인식을 통해 가상의 전시체험(탐색, 관람, 체험)을 하고, Web AR과 연동하여 고객들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동할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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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타버스로(METAVERSERO) 블록체인

6.1 발행처 및 발행방식 

- 메타버스로는 싱가폴에 본사가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라인 플러그인(Inline-Plugin)활용
기반의 검증된 XR전문기업들이 주축된 프로젝트입니다. 

                Item                         Description

Token Name                      METAVERSERO

Token Symbol                             MVR

Total Supply                      2,000,000,000 MVR

Token for Circulating Supply                        200,000,000 MVR

- 메타버스로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세계로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User도 결제나 보상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 메타버스 생태계의 
NFT기반 코인 서비스입니다. 

- XR솔루션 기술과 문화예술 유통의 NFT블록체인 프로젝트인 METAVERSERO는 사용자 친화적인 
가상과 실물을 연계하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유통거래에 수반되는 부분적인 결제 수단과 
보상에 사용되는 코인을 제공합니다. 

- 메타버스 생태계에서의 다양한 산업군의 종사자와 이들 공급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실감콘텐츠와 실물 거래와 보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자산관리 및 재테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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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메타버스로 토큰(MVR Token)
 

- MVR토큰은 갤러리XR 실물마켓플레이스와 MVR NFT마켓플레이스에서 결제와 보상에 사용되
고, MVR De-Fi 시스템에서 Swap과 노드(Node)에서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 갤러리XR의 산업군별 확장성과 기술적 호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와 디지털공간
기술 내에서 발생되는 실물과 가상의 거래기술에 핵심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 MVR토큰은 서비스 체험과 미션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되며, 동시에 핵심고객을 위한 개
별 MVR토큰 채굴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제공합니다. 

- MVR토큰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실물세계와 연계된 유통, 광고, 홍보, 게임 등의 다양한 산업
에 활용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이 이루어지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
다.  

 

[그림] 메타버스에서 건강다이어트 체조와 피자 돌리기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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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메타버스로 배당 구성(MVR Allocation)

5

5

15

30

45

Private Sale
Marketing

Team/Advisor

RewardReserve

 

 * MVR토큰은 비합리적인 Private Sale을 지양하며, 다만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에 한해서 일부 제한적으
로 제공합니다. 

Category Percetage Usage Notes

Private Sale 5% 기관 판매 물량 - 제휴파트너

Reward 30% 생태계 참여 보상 및 보너스

Marketing 5% 풀랫폼 홍보 및 브랜딩

Team/Advisor 15% 팀 & 어드바이저 및 파트너

- Lockup period: 1 year from a 

major exchange listing

- Unlock schedule: 10% released 

per month for 10 months 

Reserve 45% 시스템 리스트 예비물량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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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드맵(Roadmap)

  MVR Token listing

  Gallery XR Art Auction Launching
  MVR XR NFT Marketplace Launching

  Gallery XR Online Domestic Service Launching
  OK Cashback Partnership

   Gallery XR Off line Open 

   Gallery XR Online Open 
   Bata Ver.

  METAVERSERO Project Kick Off
’20.06

’21.03

’21.04

’21.07

’22.02

’22.02

  Gallery XR Metaverse Art Museum Launching
  Gallery XR Metaverse Museum  Launching

’22.08



- 36 -

8. Team

YD. Kim
CEO
CEO of MVR & Popsline
F) Samsung Tesco Digital Gift Voucher General Manager
        Samsung Tesco HomeplusCon Planning & Development PM
F) Samsung Electronics Domestic Sales Department HR Manager
        Samsung Electronics iMBO Planning & Development PM
JK. Ahn
CFO
MVR Finance Director
F)NH Bank
MC. An
CMO 
MVR General Manager of Operations
F) Retail Focus Founder
F) Homeplus MD, general manager

Alban

CTO
SW Developer             
                           
                        

  GY. Kim 

SW developer

KA. Sun

SW developer             
                           
        

DJ. Seo

CDO 
3D Content PD  

                           
              
Planning & Operation 
Team Leader              
                        
                           
       

Planning & Operation
Manager



- 37 -

8. Team

Energy Kim (JG. Kim) 

MVR PR Marketer
E. Lee 

HR & Accounting Manager

DM. kim 

3D Content Designer 

JH. Jeong
 
Media Art Designer 

SH. Lee

Marketer
Video Content Designer

MK. Kim

Marketer
Illustration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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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dvisor 

 김정희

 사단법인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역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역임

 개인전 및 아트페어, 그룹전 다수

          

안지현

XR 아티스트, 경영학박사 

스타윙스 & 갤러리 XR 대표

인사문화연구원 원장

단국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외래 및 겸임교수 

개인전 및 아트페어, 그룹전 다수

 이수홍

 현)재단법인 아름다운맵 이사장
 현)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개인전 및 아트페어, 그룹전 다수

              
양태근

전국대학미술교육협의회 회장
제7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운영위원장
한국조각가협회 부이사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교수
개인전 및 아트페어, 그룹전 다수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  
 인천국제공항 제4기 문화예술자문위원소 소장

   
권치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국제조각페스타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여자대학교 외래교수
개인전 및 아트페어, 그룹전 다수 

 김진엽

 사단법인 한국평론가협회 회장
 수원시립미술관 관장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장
 성남아트센터 전시기획부장

권희연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개인전 및 아트페어, 그룹전 다수  



- 39 -

10. Disclaimer

 
  본 백서는 METAVERSERO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투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백서를 
참고하여 발생하는 손해, 손실, 채무 등 재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METAVERSERO는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등의 행위에 있어서 본 백서를 이용(본 백서를 참고하거나 본 백서를 근거로 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한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재무적 피해에 대해서 
METAVERSERO는 그 어떤 배상, 보상 등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서 내 정보는 METAVERSERO에서 제공되었으며, 본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기술되
었으므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장래 시점까지 정보, 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 적합성 또는 가용성에 대해 어떠한 목적으로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ETAVERSERO는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한지, 백서가 본 백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면제의 범위는 언급한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Notice

  본 백서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본 백서를 받아보는 분
들은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