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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감형 콘텐츠

1)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로 대표되는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기술을 개발·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했다. 2010년 퀄컴(Qualcomm)이 오스트리아 AR 회사인 이미지
네이션(Imagination)을 인수하여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필두로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VR(Oculus VR) 인수하였고 구글은 매직리프
(Magic Leap)에 투자를 단행하였다. 애플(Apple)도 메타이오(Metaio)
인수하였으며 세계 최대의 CPU 생산업체 인텔(Intel) 역시 레콘
(Recon)을 인수하며 AR과 V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우윤택, 2015.8). 이처럼 기업 간 투자와 인수 합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는 3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 합병 뿐만 아니라 AR/VR 시제품 역시 다양하게 등장하였
는데 OS시장의 강호 마이크로소프트(MS)는 홀로렌즈(Hololens)를
발표(ITWORLD, 2015.1.22.)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가상현실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으나 오큘러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Xbox one 컨트롤러를 번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밸브
(Valve)와의 파트너십으로 콘텐츠 구동 플랫폼을 윈도우10으로
결정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상현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
고자 하고 있다.
이 외에 대만의 HTC는 가상현실 기기 바이브(Vive)를 선보이며
콘텐츠 부문은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Steam)을 소유한
벨브(Valve)와 협력하고 있다(ITWORLD, 2015.3.2.). 소니(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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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플레이스테이션 VR(Playstation VR)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콘텐츠와 홈엔터테인먼트를 통합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이도원,
2015.5.18.).
이처럼 AR/VR 관련 인수 합병 및 기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현재는 HMD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는 2019년까지
연평균 182.8%의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877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4] 세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19
구분

증강현실
AR 하드웨어
AR 영화/TV
AR 게임
AR 광고/마케팅
AR 테마파크
a커머스
산업용 AR
기타
가상현실
VR 하드웨어
VR 영화
VR 게임
VR 테마파크
기타
합 계

2016

1,080
640
200
140
100
2,800
1,700
100
800
200
3,880

* 출처 : Digi-Capital(2015)
** 주1) : 2016-19 CAGR 값임

2017

9,830
6,000
500
200
200
300
1,060
200
1,370
8,540
4,470
200
3,370
300
200
18,370

2018

31,200
16,500
1,800
600
600
800
4,500
1,100
5,300
15,200
6,000
1,000
7,000
800
400
46,400

2019

[단위 : 백만 달러, %]

67,600
29,900
4,400
1,400
1,700
1,600
11,700
3,500
13,400
20,140
4,480
2,500
9,860
2,500
800
87,740

2016-19 CAGR

297.0
260.2주1)
196.6주1)
164.6주1)
191.5
100.0
337.2
318.3주1)
411.7
93.0
38.1
192.4
131.0
132.1
100.0주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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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지점은 현재 증강현실 기술 보다 가상현실 기술이 보다
주목받고 있으며, HMD를 비롯한 디바이스 역시 가상현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강현실 시장이 가상현실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방식과
범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상현실의 경우 이용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완전 몰입형 방식인데 반해 증강현실의 경우
이용자 시야가 개방되는 부분 몰입형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가상/증강현실 시장 초기에 게임을 중심으로 한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콘텐츠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콘텐츠 영역을
비롯한 다른 산업 부문과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시야가 자유로운 증강현실이 기업 영역에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이나 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물인터넷(IoT)과 AR 단말과의 통합이 가상현실
보다 증강현실 시장의 성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57] 세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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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6년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43.1%를 점유하면서 전체 시장을 주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2015년 콘솔기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본격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에 힘입어 범용성
높은 AR/VR 기기 시장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일본 시장 역시
기존의 두터운 게임 이용자층이 AR/VR 콘텐츠 시장으로 유입 되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58] 세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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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미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은 북미 지역의 AR/VR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했으며 관련 시제품을
게임 쇼 등 각종 마켓에서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현실 공간에 3D 사물을 표현하는
홀로렌즈(HoloLens)를 공개하였고 애플(Apple)은 증강현실 솔루션
개발업체 메타이오(Metaio)를 인수하였다(recode, 2015.5.29.). 아울러
3대 HMD 기기 개발사 중 하나인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는
가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완성도를 높이고자 시리얼비전(SerialVision)을
인수하기도 하였다(Darrell Etherington, 2015.2.26.).
증강현실 스타트업의 투자금 유치도 활발한데 매직립(Magic Leap)은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14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강희종, 2015.12.10.).
홈엔터테인먼트 HMD 중심으로 발전하는 AR/VR 시장은 2016년
1분기 오큘러스리프트(Oculus Rift)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본격
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규모는 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45] 북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19
구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계

2016

* 출처 : Digi-Capit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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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00
900

2017
2,070
2,000
4,070

2018
6,400
3,500
9,900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16-19 CAGR
13,520
307.4
4,700
88.6
18,2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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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9] 북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19

지금까지는 현실을 대체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의 증강현실이 소비자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PC, 콘솔 게임기,
스마트TV와의 연동이 매우 간편하고 다수의 게임,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이 증강현실 기기와의 연동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이다. 앞으로 북미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는
2019년까지 연평균 17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182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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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0] 북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vs. 2018 vs. 2019

나.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7월 아르헨티나 로컬 게임 퍼블리셔인 플라네타구루(Planeta
Guru)가 스마트폰 기반의 가상현실 게임스토어를 오픈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멕시코, 파라과이, 콜럼비아와 가상현실 게임 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게임 퍼블리싱 관련 제휴를 체결하면서 중남미 지역에 스마트폰 기반
게임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10).
특히 중남미 모바일 게임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스마트폰 기반의 AR/VR 게임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규모는 2억 달러를 기
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019년까지 연평균 194.3%의 성장률을 보
이며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 등으로 인한 중남미 시장의 경제 상황 악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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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 콘텐츠 이용을 위한 컴퓨터의 사양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요구하는 사양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앞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시장규모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46]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19
구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계

2016

* 출처 : Digi-Capital(2015)

100
100
200

2017

700
200
900

2018

2,100
500
2,600

2019

[단위 : 백만 달러, %]

2016-19 CAGR
4,500
255.7
600
81.7
5,100
194.3

[그림 2-261]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19

2016년 중남미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부분이 각각 50%의 시장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8년부터 증강현실 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는 2016년 보다 38.2%p 증가한 88.2%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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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시장에서 증강현실 시장규모의 확장과 가상현실의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은 기본적으로 중남미 홈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북미나
아시아 지역과 비교해 성숙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현실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증강현실의 경우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시장 초기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던 AR과 VR 시장의
점유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상현실 시장의 정체와 더불어 증강현실
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262] 중남미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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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유럽의 AR/VR 시장은 북미나 아시아 지역과 달리 HMD 시제품의
출시가 더딘 편이었으나 유럽VR협회(EuroVR-Association)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술과 산업, 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EuroVR, 2015.12).
유럽의 경우 기존의 콘솔 및 PC 시장을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16년 유럽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 규모는
10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HMD 기기는 독일의 카메라 렌즈 제조회사 칼자이즈(Carl Zeiss)가
휴대폰에 대응하는 10만원대의 증강현실기기 'VR One'을 E3에
소개하며 유럽 시장에서 삼성의 Gear VR과 경쟁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AR/VR 기업들이 탄생하였는데 스웨덴의 스타
브리즈(StarBreeze), 영국의 알터게이즈(Altergaze) 등 수십여 개에
이르고 있다(Digi-Capital, 2015.9). 콘솔게임 및 PC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유럽의 AR/VR 시장 규모는 2019년까지
169.0%의 성장률을 보이며 206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7] 유럽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19
구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계

2016

* 출처 : Digi-Capital(2015)

300
760
1,060

2017
2,360
2,260
4,620

2018
7,300
4,000
11,300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16-19 CAGR
15,240
270.4
5,400
92.2
20,640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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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3] 유럽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19

2016년 유럽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가상현실 부분이
71.7%의 시장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북미 시장과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 역시 초기 시장에서는 홈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
현실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한 관련 연구
프로젝트들은 그래픽을 통한 시각화나 3D 음향 등을 제외하면 가상
공장을 통한 교육, 증강 현실을 통한 의료, 혼합현실(Mixed
Reality)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등 가상현실 보다는 증강현실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http://cordis.europa.eu/home_en.html).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분야
에서 출시될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부터 증강현실 시장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는 2016년 보다 45.5%p
증가한 7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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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4] 유럽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19

라.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아시아 지역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이 다양한 형태의 증강현실
기기를 출시 또는 예정이어서 2016년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
규모는 1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8]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19
구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계

2016

* 출처 : Digi-Capital(2015)

380
1,140
1,520

2017
4,000
3,880
7,880

2018
13,200
6,800
20,000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16-19 CAGR
29,340
325.8
8,940
98.7
38,28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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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오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 인수에 실패하였으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의 신생기업 FOVE
VR에도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하여 증강현실 시장의 선점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Glassappsource, 2015.6). 대만의 HTC는 바이브
(Vive) 시제품을 선보였으며 콘텐츠 수급을 위해 벨브(Valve)와 협약을
맺었다. 소니(Sony)는 플레이스테이션 VR(Platstation VR)의 시제품을
출시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홈
엔터테인먼트를 완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이도원, 2015.5.18.).
신생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도 활발한 가운데 중국의 노이톰
테크놀로지(Noitom Technologies)는 6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
받아 증강현실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디바이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3만원대의 HMD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C, 스마트기기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이엔드급 하드웨어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또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일본이라는 콘텐츠
강국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시장에서 AR/VR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2015년 거대 시장인 중국에서 콘솔 게임기 사업이 허용되면서
콘솔 중심의 홈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일본의
경우 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거대 사업자 외에도 신생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여러 분야에 앞다투어 진출하거나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의 AR/VR 시장은 2019년까지 193.1%의 성장률을
보이며 382억 8,000만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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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5]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19

2016년 아시아 지역의 AR/VR 시장은 가상현실 부분이 75.0%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다. 초기 VR 시장의 높은 점유율은 시장 초기
게임 등 홈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안정되고 디바이스가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증강현실
기술이 지닌 범용성과 중국 시장의 콘솔 게임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콘텐츠 소비, 그리고 일본의 ICT 기술 개발 정책 목표가 ‘융합을
통한 시민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아시아 시장
에서도 산업적 활용을 위한 증강현실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2019년 증강현실의 시장점유율 2016년 보다 51.6%p
증가한 7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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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6] 아시아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16 vs. 2018 vs. 2019

마. 중동·아프리카 실감형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증강현실 HMD의 수요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2016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이나, 북미, 아시아 지역에 비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가상
현실 기기에 대한 기업 투자, 인수, 합병이 활발하지 않으며 지역
적으로 종교적 색체가 강하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심한편
이어서 성장 폭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소비자 중심의 홈 엔터테인먼트 산업 측면은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 규모는 2019년까지 연평균 201.8%의 성장률을 보이며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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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9] 중동․아프리카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전망, 2016-2019
구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계

2016

* 출처 : Digi-Capital(2015)

100
100
200

2017

700
200
900

2018
2,200
400
2,600

[단위 : 백만 달러, %]

2019 2016-19 CAGR
5,000
268.4
500
71.0
5,500
201.8

[그림 2-267] 중동․아프리카 실감형 콘텐츠(AR/VR)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6-2019

2016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실감형 콘텐츠 AR/VR 시장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부분이 각각 50.0%의 시장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홈엔터테인먼트 기반이 약하고
종교적 색채와 이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시장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강현실의 경우 가상현실 시장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다른 권역에 비해 증강현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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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가상현실 콘텐츠 시장의 상대적인 정체에
비해 기업용 단말로 활용성이 높은 증강현실 기기와 각종 콘텐츠
보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증강현실은 2016년에 비해
40.9%p 확대된 90.9%에 이르는 시장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68] 중동․아프리카실감형콘텐츠(AR/VR)시장분야별비중비교, 2016 vs. 2018 v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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