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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7.3, 377-389.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destination of a metaverse in the online 

education environment. The term metaverse is a combination of ‘meta’ and 

‘universe’ rapidly emerging as a new medium for remote and distance learning in 

the COVID-19 era. Technically speaking, it refers to a series of techonological 

breakthroughs that create the shared virtual spaces, as either 3D environments 

or immersive virtual reality. Based on a review of the exploration stage of what 

human interaction and exchange may look like in a metaverse, this paper explores 

the educational potential of a metaverse platform that provides existential 

encounters and learning immersion. Based on the metaversial exploration and 

theoretical findings, this paper proposes a blueprint to increase the quality and 

sense of the reality of distance and online education in the smooth and thoughtful 

transition to a digital society. (Jeon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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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9년 11월 코로나 19의 첫 환자가 보고된 이래 2년 남짓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450만 명이 넘는 사람

들이 사망하였다.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와 위반 사이의 사투(私鬪)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찰나일 줄 알았던 비

극이 행여나 억겁의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그 불안감의 부피도 걱정의 크기도 커

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378 ∙ Hwang, Yoha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7, No. 3, 2021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바꿔 놓았다.

바이러스의 감염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이 보편화 되었으며, 슬기로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

기 위한 언택트의 새로운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았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코로나 19 사태 그 자체에서는 긍정적

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미래학자들이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미

래를 상상한다면 바이러스와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눈에 보이는 교육의 변화는 실로 대단했다. 많은 학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에 따라 대면 수업을 축소 또는 중지하고 비대면 중심의 원격교육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

와 요동치는 확진자 그래프 속에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대학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교육의 환경과 조건, 그에 따

른 문제점과 결과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원격교육은 대학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현명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제는 수 많은 학습 자료와 교육 콘텐츠들이 원

격기술로 제작되고 있으며, 보다 깊이 있는 학습과 밀도 높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플랫폼 전

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박진희 · 김수영, 2021; 이혜정, 2021).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Prestige Economics)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Futurist Institute)의 회장이자 저명한 금융 

예측가인 제이슨 솅커(Jason Schenker)는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팬데믹 이후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온라

인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대다수의 교육 콘텐츠들이 원격기술로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강의 도구, 교육 

자료, 밀도 있는 학습을 도와줄 원격 플랫폼 산업 전반에 커다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원격교육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gmented Reality), 사물 인터넷(IoT) 등의 신기술과 융합하며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의 합성어인 에듀테크(EduTech) 시장의 성장과 원격교육 관련 산업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 시키고 있다. 

과거의 식상(食傷)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있는 요즘, 새로운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

육이 주는 장점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듀테크(Edutech)의 아이디어로 미래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대면 교육이 주는 만남의 기본적 가치를 현 시대의 새로운 비대면 교육 공간에서도 계승할 수 있는 노력과 연구

가 필요하다. 자의든 타의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위기(危

機)가 기회(機會)를 마주보고 있듯이 원격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시도,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 교육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이 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맞이한 위기를 디

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분야의 새로운 기회로 되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원격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를 통해 코로나 19가 송두리째 바꿔 놓은 대학교육의 모습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원격기반의 교육 콘텐츠와 플랫

폼이 왜 중요한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담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새로운 온

라인 교육의 공간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의미와 특징, 교육적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미래 가치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 시대로 촉진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적합한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원격

교육의 질과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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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세계로의 초대, 메타버스의 출현

메타버스(Metavsese)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을 온라인 상의 3D 공간에서 똑같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가상의 세상을 일컫는다(한송이· 김태종, 2021). 코

로나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교류의 장을 잃은 사람들은 만남의 기회를 온라인 상에서 재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신을 닮은 아바타로 메타버스 세상에 접속해 다른 이들을 만나고,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며, 유명 연예인의 

팬 싸인회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고 바이러스로부

터의 안전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래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최근들어 새롭게 떠오른는 합성어이기는 하지만 신조어는 아니다. 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1992

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이다. 그는 주인공이 처한 메타버스의 세상과 그 안에서 이

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양쪽 눈에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보여 줌으로써, 삼차원적 영상이 만들어졌다.... 

이 삼차원적 동화상을 한 면당 이 킬로픽셀의 해상도로 나타나게 하면, 시각의 한계 내

에서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되었다. 게다가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

향을 집어넣게 되면, 이 움직이는 삼차원 동화상은 완벽하게 현실적인 사운드 트랙까

지 갖추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히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컴

퓨터가 만들어내서 그의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

는 것이었다. 컴퓨터 용어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었다” (닐 스티

븐슨, 1996: 48-49). 

“그들은 빌딩들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들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는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가령 공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떠다니는 조명쇼, 삼차

원 시공간 법칙들이 무시되는 특수 지역, 서로를 수색해서 쏘아죽이는 자유 전투 지구 

등.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었

다. 더 스트리트 자체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스트리트는 다만 종이에 적힌 

컴퓨터 그래픽 규약일 뿐이었다. 아니, 그것들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에 공

개된 소프트웨어 조각들일 뿐이었다.” (닐 스티븐슨, 1996: 50)

그림 1. 닐 스테판의 노우 크래쉬 책 표지와 메타버스 묘사 <사진 출처: 아마존>

이와 같이 메타버스는 1900년대 초 공상과학 소설 속 컴퓨터의 기술로 구현된 가상세계를 일컫는 용어로 처음 사용된 

후 30년 만에 현실 세계 속 사람들의 새로운 만남의 도구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그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메타

버스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조각들로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하나의 소설 속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실제로 가능한 3차원의 또 다른 세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각각의 요소는 이미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

고 있었지만 아래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타버스’ 키워드 검색량이 급등한 시점은 2021년 2월로 좀처럼 꺽이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곡선과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바라보며 ‘위드 코로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

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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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1년 메타버스 검색량(네이버)

이와 같은 그래프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 시대에 그 만큼 증가한 비대면 문화의 가치적 수요와 그에 

따른 공간과 만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어쩌면 14세기 중세 시대 사람들이 흑사병의 암흑기를 끝

내고 르네상스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듯이, 코로나라는 비극의 시대를 겪으며 사람들이 꿈꾸는 바이러스

가 없는 안전한 ‘신(新)르네상스’는 전혀 다른 차원인 가상공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메타버스(Meta + Verse)의 외래어 표기법에도 이러한 (어찌보면 간절한) 사회심리적인 요구가 투영되어 있을지도 모

른다. 음성학(Phonetics)의 학문에 기대어 변환했다면 메타‘버스’가 아닌 메타‘벌스’어야 하지 않을까. 동음이의어인 랩

퍼들의 Verse(노래의 1절, 2절을 일컬음)는 ‘벌스’로 통용되고 있음을 빗대어 보면 왜 ‘버스’였을까 라는 의구심은 사라

지지 않는다. 하지만 ‘메타버스 탑승’이라는 구글 검색어가 10만 건에 달하고 대부분 ‘타다,’ ‘올라타다’ 등과 같은 동사

와 하나의 연어(Collocation)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운송 수단의 하나로 인류를 오염된 지구로부터 또 다른 우주

(Universe)로 탈주시켜줄 주체로서의 이미지가 쉽게 떠오른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행기를 못 타는 인류는 날개 달린 메

타‘버스’라도 타고 다른 세상으로 떠날길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술이 또 다른 기술을 낳듯, 메타버스는 기존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가상과 현실 세계를 보다 촘촘히 연결하며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메타버스의 플랫폼 중 대표적인 로블록스, 포트나이

트, 제페토 등의 누적 사용자는 2021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8억명 가까이 된다(김광집, 2021). 주로 디지털 원주민으

로 일컬어지는 MZ 세대의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구촌 사람 9명 중 1명은 이미 메타버스에 접

속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현재 460억 달러(약 51조원)에서 2025년

에는 6배에 달하는 2800억달러(약 3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김준연, 2021; 박현길, 2021). 대한민국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드는 1년 예산의 평균이 550조 정도임을 감안할 때 한 가지 분야에 집중되는 액수로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의 자본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뜻은 메타버스가 미래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을 바꾸고 생활밀착형 인프라부터 기존 산업구조까지 사회의 전반적인 틀을 재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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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이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였다. 마크 주크버

그(Mark Zuckerberg)는 1시간 30분짜리 발표 동영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기본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

하며 그 동안 Facebook을 통해 2D의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Meta를 통해 3D의 가

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일상의 시간을 소비하고 사회, 문화, 경제의 생활을 영위하고 공유할 수 있는 Horizon World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Horizon VR이라는 이전의 페이스북 기술과 다른 점이 없다고 비

판으로 받기도 하고,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를 덮기 위한 전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이

름을 바꾸는 것은 그 만큼 메타버스에 사람들의 관심과 융복합 기술,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모여들고 있다는 반증이

기도 하다.

그림 3.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 발표 영상 <사진 출처: CNET>

이병권(2021)은 메타버스 시대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며 앞으로는 현실 세계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메타

버스에 로그인을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현정(2021)은 현 시대의 AI 기술의 시대적 영향

력을 언급하며 새로운 공간과 공감에 대한 해결책을 메타버스에서 찾고 있다. 지금의 메타버스 기술이 그 전까지의 컴퓨

터의 개발이나 인터넷의 도입처럼 하나의 디지털 혁명으로 그 다음 세계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메타버스라는 초월한 우주와 같은 미지의 세계가 어디까지 팽창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전의 수많은 기

술과 발명처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허무하게 끝이 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주

된 활동 공간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새로운 만남의 유형과 의사소통의 형태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메타버스 플랫폼의 종류와 특징 

현재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출시되어 있고 오늘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미 메타버스의 초기 모델을 경험해 보았다. 미니 홈피에 사용자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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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꾸밀 수 있는 방(미니룸)이 존재했는데 여기에 도토리(가상화폐의 일종)을 써서 내가 원하는 아바타와 가구들을 배치

하며 방을 꾸미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텍스트로 추가해 나만의 정체성을 뽐낼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었다. 이 2D의 

공간을 3D 세상으로 재구성해 놓은 것을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20년 전 메타버스의 모습(사진 출처: 싸이월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메타버스에는 그 공간에 실제 사람들이 본인의 모습이 투영된 아바타를 통해 들어

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고차원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고선영, 정한균, 김종인, 신용태(2021)는 메

타버스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의 구성 요소(세계관, 창작자, 통화, 일상의 연장, 연결)를 갖추고 있어야 한

다고 소개한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메타버스 플랫폼의 5가지 구성 요소(고선영 외, 2021: 334) 

요소 특징

세계관(Canon)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내 시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가?

창작자(Creator)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자유롭게 창작과 제작 할 수 있는가?

통화(Currency)  메타버스 내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고 가치 저장과 교환 목적의 화폐가 통용되는가?

일상의 연장(Continuity)  현실의 나와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상호 작용하면서 일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가?

연결(Connectivity)  현실과 가상, 개별 가상세계 간의 연결 등을 통해 계속 확장 가능한가?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플랫폼 제작 기업들의 경쟁 구도 속에 그 어느때 보다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유형은 사회적 교류를 위한 것인지, 산업적인 협업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한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선영 외, 2021). 또한 접속 기반의 유형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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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타버스 플랫폼의 종류

플랫폼 유형 종 류

게임형

 

(사진 출처: 로블록스)                                                  (사진 출처: 게더타운)

기타: Fortnite(포트나이드), Minecraft(마인크래프트), Animal crossing(동물의 숲), Decentral Land(디센트럴랜드), 

Earth 2(어스 2), DokeV(도깨비) 등

SNS 기반형

(사진 출처: 제페토)                                                     (사진 출처: 이프랜드)

기타: Starline(스타라인), Second Life(세컨드 라이프), Lively(라이블리), Enterprize(엔터프라이즈) 등 

VR 미팅형

   (사진 출처: 스페셜)                                                   (사진 출처: 프래임 브이알)

기타: Spatial(스페셜), Horizon Workrooms(호라이즌 워크룸), Meeting VR(미팅 브이알), Glue(글루), 

Mozilla Hubs(모질라 허브), Big Screen(빅 스크린), Engage(인게이지), Rumii(루미), AltsapceVR(알츠스페이스 브이알), 

Rec Room(레크 룸), FrameVR(프레임 브이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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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타버스 기술의 유형과 원격교육을 위한 가치

메타버스는 원격교육의 매개체로 새롭게 떠오르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많은 기술들, 예를 들어 게임(Game) 증강현실(Virtual Reality), 가상현실(Augmented 

Reality), 프로그래밍(Programming), 전자상거래(E-commerce), 아바타(Avatar), 소셜네트워크(SNS) 등의 요소들을 가

상세계 속에 총망라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모든 기술을 메타버스라는 용어 하나로 대체해 버리는 것은 언

론과 기업들이 빚어낸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광풍(frenzy)이라고 지적을 받기도 하며, 현재의 메타버스 열풍이 허울뿐인 

신기루라고 비판받기도 한다(황준원, 2021). 정리하자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자체는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지

만 이전까지는 각각의 요소들이 프로그램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 또는 개인적인 경쟁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

나의 프로그램 안에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협력하는 사회문화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사용되고 개

발되고 있다는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김상균(2021)에 따르면 기술 연구 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기

술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각 요소의 특징을 원격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5.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

첫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다.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에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는 상호작용의 기술을 의미한다. 가장 유명한 예시로는 GPS 기반의 게임인 포켓몬고(Pokemon Go)가 있다. 가

상의 교육 자료에 필요한 정보를 투영하여 제공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실재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몰입감을 높일 수 있

는 정의적 효과가 있다(양은별 · 류지헌, 2019; 정희정, 2021).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증강현실을 적용한 교육을 

제공할 경우 학업 성취도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정희정, 2021; 한송이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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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일, 2020). 원격교육 환경에서 이러한 증강현실 콘텐츠들을 적극 활용하면 학생들은 종이책의 2D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AR 콘텐츠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

기 위해 특정 장소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안에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라이프 로깅(Lifelogging)이다. 이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정보를 디지털의 가상 공간에서 저

장하고 공유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SNS에 글과 사진을 공유하거나 스마트 워치로 운동 및 건강 

정보들을 기록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이준복, 2021).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

에 잉크를 통해 종이에 저장되었던 사람의 생각과 정보들이 라이프 로깅 기술을 통해 디지털 텍스트화되고 사진, 영상 

또는 음향의 다양한 형태로 공유될 수 있다(김상균, 2021).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의 틀을 제공하고 

SNS상에서 교사와 동료의 적절한 피드백과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다는 점에서 원격교육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셋째, 거울세계(Mirror Worlds)이다. 이는 문자 그대로 실제 세상을 거울로 비추듯이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구현해 

놓은 것을 말한다.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이나 승차 공유 모빌리티 또는 음식 배달 서비스 앱에서 실시간

으로 지도를 보며 내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이 기술 덕분이다.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

되 디지털 정보들이 포함된 확장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장을 교육에 필요한 정보들과 함께 가상의 

공간에 구현할 수 있다면 원격교육의 도구로서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또한 가상의 공간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Cospaces, Mincraft 등)을 사용 할 경우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공간, 즉 거울 

세계를 직접 구축하고 그 안에 적절한 교육적 콘텐츠를 연동하는 등의 창의적인 학습(Creative Learning by Doing)을 

실현할 수 있다. 

넷째, 가상세계(Virtual World)이다. 증강현실이 실제 세상에 원하는 가상의 정보를 투영하였다면 가상현실은 실제와 

똑같은 세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다. 거울세계의 메타버스 세상이 2D의 평면이었다면 그 세상을 3D로 입체

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3D의 디지털 공간은 다양한 형태(게임, 영상, 애플리케이션 등)로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메

타버스 세상은 그 가상의 공간에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 접속해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

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원격교육에 활용할 경우 학생들이 아바타가 제공하는 시각과 청각의 요소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3차원적인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실재감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기존의 화상형 실시간 강의 플랫폼에서도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은 가능하지만 참여자 간의 공간적인 이동 감각이 없

기 때문에 교육의 실재감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임태형, 양은별, 김국현, 류지현, 2021). 그러나 메타버스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 직접 모여 수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유선 

외(2021)은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 실재감의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과 흥미적인 요인에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윤현준(2021)은 학생들이 메타버스

라는 가상 세계에서는 조금 다른 성향의 부캐(부 캐릭터; 아바타)로 활동 할 수 있어 멀티 페로소나(Multi-persona)의 정의

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관련 서적들과 보고서는 위의 네 가지 요소를 메타버스의 큰 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밖에도 3차원의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고차원적인 인간의 교류를 끌어내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386 ∙ Hwang, Yoha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7, No. 3, 2021

모두 메타버스 세상의 훌륭한 구성품이 될 수 있다. Randoff(2021)는 다음 <그림 6>과 같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계층

을 다음의 7가지, (1) Infrastructure(인프라 인터넷 망과 컴퓨터), (2) Human Interface(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장치), 

(3) Decentralization(탈중앙화, 분산 제어 시스템), (4) Spatial Computing(공간 컴퓨팅 기술), (5) Creator Economy(창작

자 경제)1), (6) Discovery(탐험과 발견), (7) Experience(사용자의 경험)로 소개한다. 

그림 6. 메타버스의 7가지 핵심 기술(Radoff(2021)의 The Metaverse Value-Chain을 새로 이미지화 하였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차원의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3D의 공간 또는 새로운 하나의 과학

기술을 단순히 메타버스라고 총칭하고 사용하는 미시적인 시각보다는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활동을 똑같이 구현하는 많은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거시적인 상상력이 필

요하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경우 단순한 의사소통과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메타버스의 공간을 재방문하고 그 안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강화와 보상의 요소가 잘 융합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메타버스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와 운영 및 평가의 총체적인 단계 속에서 

결국 인간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앞으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될 메타버스 세상은 그 어느때 보다 빠르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챗봇이나 스피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활용한 기술 등이 메타버스 세상에 탑재되어 보다 더욱 다양

한 경험을 제공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미 국내외의 대기업들은 이러한 메타버스 너머 그 이상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GPU 디자인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NVIDIA)는 그들이 갖춘 3D 그래픽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메타버스 세상을 현실 세계와 똑같이 구현해내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다 높은 실재감을 

1) 온라인 상에서 인플루언서 등의 많은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들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매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산업을 

일컫는다. 유투버 등의 1인 방송 산업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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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가상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듈러스(Modulus) 프로그램이 자연현상 법칙을 스스로 학습하여 3D 그래

픽의 배경을 만들기도 하며 메타버스 세상의 아바타 제작을 위해 토이미(Toy-me)라는 제작 툴을 개발 중이기도 하다(아

래 그림은 CEO 젠슨 황(Jensen Huang)의 아바타인데 실물과 똑같이 생긴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는 마치 애니메이션 영

화 토이 스토리의 장난감 인형들처럼 나와 똑같은 형태의 아바타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다. 한 가지 특이점은 이 아바타에 

인공지능 모델 맥신(Maxine)2)을 탑재하여 대화형 아바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IT 대기업인 네

이버는 ‘아크버스’(Arcverse)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메타버스 세상에 

그대로 융합하겠다는 사업안을 발표(2021년 11월 24일)하기도 하였다. 

그림 7. 엔비디아의 토이미 아바타와 네이버의 아크버스 사업 발표 장면 <사진출처: 좌로부터 engadget, etnews>

이러한 시대가 오면 학생들은 점차 현실 세계보다 메타버스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기술과 관심의 끝에는 결국 가상과 현실 세계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공존현실(Coexistent Reality),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또 다른 가상현실로 연결되는 다중 가상세계인 멀티버스(Multiverse)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5. 결 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의 교육 문화는 이제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되었다. 앞으로 코로나가 

온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우리는 이전의 완전한 대면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언제 또 다시 생길지 모르는 비대면 사

회로의 전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 속에서 원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Jason Schenker)는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미래 교육의 세 가지 트렌드를 제시한다. 

2) 맥신은 엔비디아의 이전의 인공지능 기술인 리바(30분만 음성을 들려주면 해당 음성을 그대로 성대모사 하고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는 인공

지능 모델), 토키오(2명 이상의 다중 대화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모델), 메가트론(5300억개의 샘플을 학습한 언어신경망 모델) 등의 모든 

기술을 적용하여 탄생한 AI 로봇이다(이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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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트렌드는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단계 비용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트렌

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

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트렌드는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제이슨 생커, 2020: 35).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학습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비대면의 경험을 제공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격교육 경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

한 에듀테크(Edtech)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배움의 축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감에 따라 우리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발견 가능한 실타래를 디지털 세상에서 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끝에

는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의 변화와 마주할 것이다. 

메타버스가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새로운 기술로 거부감을 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는 또 다른 알파벳 세대를 맞이

하게 될 현재의 MZ 세대에게도 부담스러운 시도와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 HP 연구소의 명예 연구원이자, 뷰포인츠 연

구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앨런 카이(Alan Kay) 교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기술적인 혁신은 그게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고 한들 그냥 ‘하나의 무엇(just stuff)’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십 년 전 인터넷이 등장하며 인류의 삶을 혁신

적으로 바꾸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현재 일상이 되어 버린 인터넷 기술은 혁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터넷 연결이 된 

당연한 세상과 그렇지 않은 이상한 세상만이 존재할 뿐이다. 비대면 일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보다 인

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HTTH (High Touch High Tech) 교육에서 그 빛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 한 가운데 메

타버스가 서 있다. ‘아날로그 지구’와 ‘디지털 지구’를 나눌 미래교육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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