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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 열풍이 불고 

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Ma-

rk Zuckerberg)가 최근 “페이스북은 

5년 안에 메타버스 기업이 되고자 한

다”고 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로블록스

(Roblox)의 상장을 필두로 한다. 소위 

메타버스 주식들은 유명 그룹들이 신

곡발표를 메타버스에서 하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졸업식

을 할 수 없어진 학교들이 메타버스에

서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회의나 교

육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기업들

도 속속들이 보인다. 

이렇게 요즘 가장 핫한 기술트렌드

인 메타버스, 도리어 아이들에게는 마

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동물의 숲, 그

리고 제페토와 같은 게임에서 접하여 

이미 친숙하지만 경영자나 HR은 갑작

스레 뭘 좀 알아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생소한 주제이기 십상이다. 

우선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데 이 

난리인가?”라는 의문과 그 다음으로 

“그래서 메타버스가 우리 기업의 경영

과 HR과 무슨 상관인데?”라는 의문

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에 메타버스의 20년 선구자인 세

컨드라이프(Second Life)의 성공과 실

패를 살펴보고, 이 모든 것을 몇 십 년 

전에 예견한 책으로부터 앞으로 20년 

메타버스로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

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메타버스, 왜 이렇게 난리인가?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온라인에만 쳐보아도 수많은 정의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커버그가 기술

관련 뉴스 매체인 Verge와의 인터뷰

에서 한 대답이 간단명료하여 쓸모 있

다. “메타버스란 실체화된 인터넷, 그 

콘텐츠를 우리가 그저 보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

터넷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You can 

think about the ‘metaverse’ as an 

embodied internet, where instead 

of just viewing content? you are in 

it)”라는 것이 그의 메타버스에 대한 

간단명료한 요약이다.

왜 갑자기 메타버스의 열풍이 부는

가도 같은 인터뷰에서, 왜 페이스북이 

이런 공상과학 같은 주제를 기업의 미

래 비전으로 삼았는가에 대해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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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근무경력

메타버스Metaverse의 선구자, 
Second Life

메타버스의 선구자로 지금부터 22년 전  꼭 한 세대를 앞섰던 

기업이 있으니, 바로 초대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를 만든 린든랩(Linden Lab)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