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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jong INSIGHT 81호에서는 오늘날 부상하는 메타버스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산업별 메타버스 활용 전략과 글로벌 VC·PE의

투자가 집중되는 메타버스 분야를 분석했다. 우리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메타버스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고객의 업무 방식, 고객 
서비스, 사업 모델을 변화

디지털 경험 증강 전략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적, 
비기술적 요소와 기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과 구분되는 메타버스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해고 전략 구상

생태계 확장 전략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경제성 확보.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와

M&A 기회 모색 

메타버스
Monetization 전략

메타버스의 지배적 
플랫폼에 합류, 자체 플랫폼 
구축, 기존 서비스에 
메타버스 요소를 추가하여 
서비스 확장 등 의사결정 필요 

메타버스 플랫폼 전략 

가능한 NFT 비즈니스 유형을
 구상하며, 자사가 보유한 자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수준을
염두에 두며 NFT 시장 진출

NFT 활용 전략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

테크 기업과의 
M&A 및 메타노믹스
(메타버스상 경제
시스템) 구현 전략을 
통해 메타버스 
비즈니스 확장

게임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 구축) 참여자
(가상 인간 구현), 
거래수단(NFT 
사업 진출) 구축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구현

메타버스를 통해 
소비자의 디지털 
고객경험을 강화. 
소비자가 가상에서 
제품을 보다 
현실감 있게 
경험하도록 활용

완성차업체, 플랫폼,
IT 인프라, 콘텐츠 
부문 등 다양한 
축에서 메타버스가 
도입·활용. 차량은 
IT 플랫폼으로 점차 
변모

자체 제작 또는 관련 
기업 M&A를 통해 
메타버스 장비·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활용 
마케팅 및 판매
트렌드가 확대

글로벌 VC·PE(벤처캐피털·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유형 

메타버스 의미 산업별 메타버스 비즈니스 트렌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유통·소비재

모빌리티

IT
메타버스는 물리적 

실재(현실세계)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매개·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된 세계

게임 내 토큰, NFT를 활용해
유저들이 게임을 하며 

수익 창출을 가능하도록 한
P2E(Play to Earn) 게임

게임·
엔터테인먼트

가상 공간을 보다
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들도록, 보다 몰입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

몰입 경험

중앙화되어 있는 정보를 
분산화하는 Web 3.0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 기업

Web 3.0
테크 인프라

소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커머스와 같은

수익 사업으로
 확장하는 기업

소셜·커머스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 증명 수단으로
 NFT를 활용하는 기업

N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