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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유럽은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VR 및 AR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 의료 및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 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유

럽의 VR 및 AR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유럽 지역 특성

상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VR 및 AR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VR 및 AR 산업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과 빠른 속도로 성

장하고 있는 아시아에 대응하여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기

술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고 유연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범

유럽 차원의 협력 및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최첨단 인프라 구축과 전문

가 양성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VR/AR 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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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Ⅰ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정의

o 가상현실(VR)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현실과 매우 흡사한 가상세계

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감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실

제로 가상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의미한다.

-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사용자는 컴퓨터, 게임기 및 스마트폰에 연결된

특수한 하드웨어를 착용하며, 3D 오디오 기술과 햅틱(haptics) 기술 등을 적

용하여 실제 움직임을 가상현실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o 증강현실(AR)이란 실제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의 정보(오디오, 비디오 및 그래픽 등)를 부가(증강)하여 마치 원래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가상현실 예>

자료원: https://www.forbes.com1)

1)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19/07/19/the-important-difference-between-virtual-reality-augmented-reality-and-mi

xed-reality/#602ffc0135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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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예>

자료원: https://phys.org2)

o VR 및 AR은 게임, 엔터테이먼트, 교육, 스포츠, 부동산, 광고, 건축 및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 글로벌 가치사슬 구도

o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VR 및 AR 산업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구도에 의해 R&D에서부터 하드웨어 생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모든 단계가 세분화되어 각기 다른 국가(지역)를 중심으

로 진행된다.

o 유럽은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하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발

칸반도 국가 및 동유럽 국가 등을 모두 포함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VR 및

AR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초정밀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 또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창조적인 콘텐츠가 개발 및 생산된다

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유럽 전역의 VR 및 AR 허브(hubs)를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모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2) https://phys.org/news/2018-11-augmented-rea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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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별 참여도>

o 미국은 글로벌 VR 및 AR 시장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R&D는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거대 IT 기업이 위치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콘텐츠 생

산은 게임업체 및 엔터테이먼트 기업 등이 위치한 로스앤젤레스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VR 및 AR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벤처캐피탈 펀드 규

모를 가지고 있고,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는 강점이 있다.

o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VR 및 AR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지역)보다 낮은 인건비

를 내세워 하드웨어 양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VR

및 AR 시장의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관련 콘텐츠 생산도

이루어지나 언어 및 문화적인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아시아 시

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 유럽 VR 및 AR 산업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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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R 연구개발

- 1990년대 초반부터 EU는 VR 및 AR 관련하여 4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

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 지원금은 10억 유로를 초과하였다. 다양한 형태

의 국가 및 EU 차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대학 및 연구소는 1970

년대부터 VR 및 AR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왔다. 그 예로 스위스 VR 기

업인 MindMaze를 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로잔드 연방공과대학교(EPFL)

및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ETH)와 공동수행한 신경과학연구에서 파생된 스

핀오프 기업으로, 의료용 VR 플랫폼 전문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사업을 펼

치고 있다.

② 문화적 다양성

- 유럽 지역 특성상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

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VR 영화 및 게임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고급인력

- 유럽은 3D 모델링 및 CG 기술 등 VR 관련 많은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유럽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은 예술, 디자인, 영화, 제조, 게임 등 보

다 다양한 분야에서 VR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유럽 VR 및 AR 시장

o 유럽의 VR 및 AR의 시장이 커지면서 현존하던 기업의 50% 이상은 관련 사

업을 최소 2배 이상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VR 및 AR 관련 스타트업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시에

소비자의 VR 및 AR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분야

에서 VR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o 2015년 기준 글로벌 VR 및 AR 산업의 생산 가치는 약 30억 유로 규모이며,

그중 유럽은 약 7억 유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의 약 1/4에 해당

하는 규모이다. 유럽 내 관련 산업의 생산 가치는 2020년까지 약 150억 유

로-340억 유로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따라서 총부가가치는 90억 유로-2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확대된

공급망으로 생산가치 또한 55억 유로에서 125억 유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최대 18만 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 종합해보면, 유럽 VR 및 AR 산업은 최대 545억 유로에 달하는 생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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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대 336억 유로의 총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약 48만 개의 새로운 일자

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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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VR 및 AR 생태계 Ⅱ

□ 유럽 VR 및 AR 생태계 구성요소

o VR 및 AR 생태계는 관련 기술 솔루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생산 기

업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펀딩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 매우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다. 

<VR 및 AR 생태계 분야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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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연구 

o VR 연구는 유럽 전역에 있는 대학 및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기초연

구(fundamental research)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목적은 과학적 이론을 연

구하고 응용하여 특정 과학적 현상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o 기초연구와 함께 응용연구 프로젝트도 수행하는데, 이는 주로 산업계 파트

너와의 협력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유럽 대학의 2/3는 이처

럼 산학 협력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관련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 가

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는 산업 디자인, 의료 및 교육, 시뮬레이션 등이다.

① 산업디자인 및 기계공학 

- 동 분야에 대한 VR 연구는 프랑스 공과대학인 파리테크(ParisTech), 독일의 

뮌헨 기술대학교 등의 주도로 이루어져왔다. 산학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한 예로 파리테크는 프랑스 국영철도인 SNCF 및 자동차 제조업

체 등과 파트너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모든 아이디어 및 기술이 상품화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한 노력이 꾸준

히 진행되고 있으며, 산학 협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② 신경과학, 심리학 및 정신과학

- 영국의 킹스칼리지는 공포증 치료와 기형 신체 이미지 치료를 위한 VR 활

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영국의 옥스

퍼드 대학교, 그리고 네덜란드 그링겐 대학교 등은 VR를 심리학 분야에 접

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 또한, 스위스의 로잔 연방공과대학교도 의료 VR 기술 연구에 투자하여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의료용 VR 플랫폼 개발 기업인 MindMaze 설립에 성공적

으로 기여하였다. 

③ 예술 및 엔터테이먼트 

- VR 기술의 활용은 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 

8대학은 그리스 아테네 미술대학과 협력하여 예술에 VR 기술을 접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스웨덴의 퓨처게임즈와 같은 게임 전문학

교들의 경우 VR 게임 개발을 위해 컴퓨터 그래픽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 또한, 독일의 Bayerisches Filmzentrum과 같은 영화제작업체는 VR 기술을 

활용한 영화를 제작하며, 인근 지역 대학교들과의 협력 하에 보다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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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VR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 VR 기업 

o VR 기업들은 하드웨어 제조(manufacturing), 연구개발(R&D) 및 콘텐츠 제작

(creative) 등 3대 핵심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며 

일부 대기업은 주로 제조업체 자회사로 엔지니어링을 위한 VR 솔루션 개발

에 중점을 둔다. 

o 유럽 VR 기업의 절반은 제품 개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즉 R&D 단계 또는 

제품 생산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o 유럽 VR 기업은 크게 글로벌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공급업체를 비유럽 지

역으로 선택하는 기업과 유럽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공급업체 역시 유럽권인 

경우로 나뉜다.

<주활동 분야에 따른 유럽 VR 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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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R 하드웨어 제조 

- 유럽의 VR 하드웨어 제조는 대부분 틈새 기술 분야이다. 예를 들어, 스웨

덴의 Tobii는 첨단 ‘eye tracking’ 센서기술 전문 기업으로, 사람의 눈동

자가 정확히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다

양한 VR 커뮤니케이션 지원 장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주로 거동이 불편

한 환자나 언어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눈동자만으로도 컴퓨터 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인다. 

- 광학 및 광전자업계의 글로벌 리더인 독일 Zeiss 기업이나 2001년부터 VR 

솔루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틈새 

기술 전략을 세운 사례이다. MindMaze 역시 하이테크(Hi-tech) 연구를 기반

으로 자체 VR 신경치료기기를 만들고 있으며, 이처럼 많은 유럽 제조업체

는 주로 유럽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R&D 활동을 활

발히 하고 있다. 실제 제품의 양산은 다른 지역(국가)에서 진행되더라도 

R&D는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진다. 그 예로 스웨덴의 Starbreeze Studio와 

대만의 Acer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첨단 VR 헤드셋 제품인 StarVR3)가 있다. 

<StarVR> 

② VR 연구개발

- 유럽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그리고 전문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연구개

발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로, 심지어 미국의 Jaunt, Oulcus 및 EON과 같은 

비유럽 기업들도 R&D 부서를 유럽에 설립한 바 있다. 또한, 미국-덴마크 

기업인 Unity나 미국-독일 기업인 Metaio 등 일부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및 

3) https://www.starvr.com/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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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기업들은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더라도 R&D 부서는 유럽에 유

지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R&D 집약적이며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지만, 가상 이

미지와 실제 움직임을 연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성도 필요하다. 

이를 모두 다루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영국의 Medical Realities, 스페인의 

Psious와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과 프랑스의 Jungle VR 및 Light&Shadows와 

같은 기업들이 있다.

③ VR 콘텐츠

- 360도 VR 영상 또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CGI) 등 VR 콘텐츠 제작은 주로 

비디오 게임, VR 체험, 영화 제작 등에 쓰인다. 유럽은 독립영화 제작 및 

VR 체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의 Okio 스튜디오와 같이 창조적인 

프로세스 및 콘텐츠 제작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 VR 콘텐츠 제작에는 영국의 BBC나 독일 및 프랑스의 ARTE 등 유럽 방송

사도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콘텐츠 스튜디오는 필요에 맞는 카메라를 직

접 제작하기도 한다. 

□ VR 어플리케이션 수요

o VR 어플리케이션 및 기술의 주요 수요 대상과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① 일반 소비자: VR을 주로 게임 등 오락용 및 쇼핑용으로 사용하나 의료, 상

업 또는 교육용 VR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② 공공부문: 정부부처 및 지역단체 등과 같은 공공조직은 VR을 교육 및 훈련

용 또는 중독치료 및 심리치료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및 지역정부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민간부문: 민간 기업의 경우 생산라인의 공정 개선, 고객 서비스 질 향상 

및 고객과의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VR을 사용하고 있다.

④ 대학교 및 연구소: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VR 기술을 활용한다.

o VR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으며, 프랑스의 Airbus나 영국의 Jaguar Land Rover 등

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VR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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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생태계 구성자

o 수요 및 공급자 외에도 다양한 VR 및 AR 생태계 구성자들이 있는데, 이들

은 주로 정보 및 노하우 공유, 기업 및 연구활동 지원·촉진 관련 역할을 

한다.

① 협회, 싱크탱크(think Tank) 및 기타 지원기관: 

- 이 기관들은 VR 및 AR 관련 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변

하는 활동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내 연구소와 R&D 기반 기업들을 

연계하는 EuroVR과 주로 기업, 특히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하는 EUVR.org

가 있다. 그 외에도 방송사들의 VR 활동을 지원하는 European 

Broadcasting Union 그리고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주대상으로 하는 핀란드 

VR협회(FIVR), 프랑스 VR 싱크탱크인 UniVR 등도 있다.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VR 기술혁신 지원을 목표로 하는 다양

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Realities Centre나 스웨

덴의 Invest Stockholm이 있다. 또한, VRBase와 같이 벤처캐피털 자금을 지

원하는 유럽 다국적 VR 지원기관이나 스타트업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설립

된 프랑스의 Station F 등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② 각종 행사 및 VR 블로그: 

-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VR 및 AR 커뮤니티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

고, 국경을 넘어 최신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현재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Laval Virtual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VR 및 AR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VR 콘텐츠에 초점을 둔 스위스의 World VR 

Forum과 네덜란드의 Dutch VR Days, 또는 VR 및 AR 연구자 대상 EuroVR 

정기모임 등이 있다. 런던이나 베를린과 같은 VR 허브 도시에서는 지역 모

임과 소규모 비공식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 VR 관련 다양한 블로그도 운영되는데,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vrsverige.se가 

있으며, 이를 통해 VR 관련 정보 및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③ 민간 및 공공자금 지원: 

- 유럽 내 VR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연구단계에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지

원이 가능하며, 단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Gumi

나 미국의 Venture Realities와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캐피털들이 유

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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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정부 차원에서는 Horizon 2020과 같은 EU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기

술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프랑스 국립영상센터(CNC) 또는 독일 영화지

원기금(DFFF) 등과 같이 독립적인 VR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 자금 지원

을 제공하기도 한다.

④ 정책입안자: 

- 유럽위원회는 유럽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VR 비즈니스 

및 연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각종 규제를 철폐 및 개

선하고, 유럽 VR 시장 규칙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역 및 도시 

차원의 정책입안자들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VR 커

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 예로 프랑스의 라발(Laval) 도시가 이미 20

년 전에 시작한 VR 커뮤니티 성장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⑤ VR 및 AR 서비스: 

-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에게 VR 및 AR 기술 활용

법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기업 대상 VR 및 AR 고

급 장비 대여 서비스도 존재하며,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기업 홍보 및 교

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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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별 VR 및 AR 기술시장 현황Ⅲ

□ 유럽 VR 및 AR 산학연의 지리적 분포

o 유럽 VR 및 AR 산학연의 지리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 특정 활동별 클러스

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소는 프랑스(파리·라발), 영국(런던·맨체스터 대학), 독일(베를린·뮌

헨)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스페인(바르셀로나), 스웨덴(스톡홀름), 오스

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VR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주

로 제조, 헬스케어 및 일반 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VR 및 AR 기업은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명백한 선두주자이며, 북

유럽 국가(스웨덴 및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일부 동유럽(폴

란드 및 체코)에서도 VR 및 AR 기업 활동이 커지고 있다. 특히, VR 활동

이 가장 왕성한 이른바‘핫 플레이스(hot place)’도시는 파리, 라발, 런던,

암스테르담, 베를린, 뮌헨, 스톡홀름, 취리히, 마드리드로 손꼽힌다.

<지역별 VR 및 AR 기업 활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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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과 암스테르담은 다이나믹한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적인 문화 덕분에 

새로운 VR 및 AR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반면, 파리와 스

톡홀름 등은 연간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급격한 성

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o 유럽의 주요 VR 활용 분야로는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산업용 시뮬레이션,

훈련, 의료, 부동산 및 건축 등이 있다.

□ 국가별 특징

① 프랑스 : 최첨단 기술연구 선도

주요 특징 핵심 연구기관 지원기관/정책

•관련 산업 조기 도입
•탄탄한연구기반확보
•정부지원 및 협력
체계 마련

•AFRV
•Uni-VR
•Laval Virtual center
•Plaine image
•VR connection

•CNC
•BPI France
•ANR
•French-tech
•Regional funds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Light and Shadows
•Lumischape
•Thales
•Techviz
•Immersion
•Haption
•Backlight
•ac3 studio
•ARTE
•Diota
•TF1
•Allegorithmic
•Saint-Gobain

•Diakse
•Wonda
•Art of Corner
•Incarna
•Okio studio
•Novelab
•Timescope
•Adok
•Hypersuit
•RealtimeRobotics
•Wepulsit
•Holostoria
•Artify
•VR-bnb
•Hololamp

•Arts et Metiers –
Paris tech
•Mines – Paris tech
•Clarte
•Paris 8
•Université de
Caen
•Université de
Strasbourg
•Université
Aix-Marseille
•Université de
ReimsChampagne
-Ard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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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국 : 비즈니스 기회 및 뛰어난 혁신성 보장

주요 특징 핵심 연구기관 지원기관/정책

•안정적인 창업 환
경 구축
•투자자금 확보 가
능성
•확대된 기술 및 혁
신 투자 규모

•Innovate UK
•Immerse UK
•Knowledge Transfer
Network (KTN)

•Digital Catapult
•Realities Centre
•SeedCamp
•Vertigo

• Innovate UK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BBC
•Mclaren
•ILM
•Jaguar Land Rover
•The Guardian
•Holovis
•The Foundry
•Rolls Royce
•Virtalis
•BAE Systems
•Inition
•Rewind
•Cross Rail

•Medical Realities
•ZeroLight
•Gardner Creatives
•OwlVR
•VRCity
•Future Visual
•Brandwidth
•Cityscape VR
•TruVision VR
•Savvy
•Neutral Digital
•ChroniclesVR
•VMI
•Hammerhead

•King’s College
•UCL
•MMU
•University of
Portsmouth
•University of Reading
•University of
Nottingham
•University of Sheffield
•University of Bath
•Bournemouth
University

③ 독일 : 산업계 연계성 강화

주요 특징 핵심 연구기관 지원기관/정책

•핵심 VR 센터의
지역적 분산
•VR의 넓은 산업적
기반
•다양한 스타트업
활동 및 연계강화

•Berlin VR meet-up
•VR Base Berlin
•Berlin-Brandenburg
VR

•VR business club
•Bayerisches
Filmzentrum
•G-Tech
•Start-up Berlin

•German Federal
Film Fund (D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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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CryTek
•Metaio
•Fraunhofer
•Zeiss
•Imagination
•Schenker
•Bosch
•Siemens

•All VR
•Spice VR
•Wonderlamp
•Vragments
•Gestion
•Demodern
•Ignyte
•Splashapp

•Technical University
Munich
•Max Plank Institute
•Deutsche Welle
Akademie
•Mediadesign
Hochschule
•CryTek VR labs

④ 네덜란드 : 국제 영화 및 게임업계 인디씬(Indie Scene) 형성

주요 특징 핵심 연구기관 지원기관/정책

•창의적인 고급 기
술 인재 잠재력 보
유

•VRBase
•B. Amsterdam
•Rockstart
•VRDays (event)
•Dutch Game
Awards (event)
•Enversed Center

•세금 감면 혜택
•혁신제품 생산 기
업에 대한 혁신
지원금 제공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ForceField
•Purple Pill VR
•Capitola VR
•Vertigo Games

•WeMakeVR
•Polar Effect
•YellowBird
•Warp Industries
•ps-tech
•Scopic
•MD Linking

•University of
Amsterdam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Utrecht

⑤ 스페인 : 창조적이며 다이나믹한 환경

주요 특징 핵심 연구기관

•소규모의 창의적인 기업 밀집
•경쟁력 있는 인력
•부족한 투자에도 꾸준한 성장

•ventLAB
•Barcelona VR Meetup
•VR centre Barcelona
•Landzadera
•Way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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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Future Lighthouse
•Zerintia
•SGO

•Visyon360
•In-flight VR
•Virtual Real Porn
•Psious

•University of
Barcelona

•Technical University of
Madrid

⑥ 스웨덴 : 게임산업에 열정적인 테크 새비(tech-savvy) 허브

주요 특징 핵심 연구기관 지원기관/정책

•게임 스튜디오 및
학교 확대
•VR 커뮤니티 형성
•VR 업계 내 여성
전문가 비율 증가

•Innovate Stockholm
•Women in Tech
•Stockholm VR
Meetup
•Stena Centre

•특정 기술분야 커
뮤니티 조성
•Innovate Stockholm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Tobii
•Starbreeze
•Resolution Games
•Dice
•Ubisoft

•Neat Corporations
Fast Travel Games
Survive
•Scio VR

•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
•Stockholm University

➆ 스위스 : 혁신 잠재력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

주요 특징 핵심 연구기관 지원기관/정책

•최고 수준의 연구
센터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
•펀딩 접근성 확대

•Virtual Switzerland
•Technopark Zurich
•Artanim foundation
•World VR Forum

•Swissnex
•ProHelvetia
•Innosuisse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Mindmaze
•Dacuda
•OZWE
•Artanim Interactive
•Somniacs

•Kenzan Studios
•WEAVR
•Crealogic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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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및 AR 적용 분야

o VR과 AR은 일상 업무와 개인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지금까지 

제조, 헬스케어, 교육에서부터 게임과 엔터테이먼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o VR과 AR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생산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헤드셋에서 햅틱 장치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하드웨어는 물론, 사실적인 VR 체험을 위한 고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 VR 및 AR 기술 적용 분야 및 관련 유럽 내 기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VR 기술 공급업체

VR 및 AR 기술

주요 기술 및 상품 대상

•헤드셋 •3D 오디오 시스템 •렌즈 •360도 회전
카메라 •360도 비행 드론 •햅틱 장치 •VR엔진 •
후반작업 소프트웨어

모든 VR 및 AR 적용
분야 기업 및 공급 업체

공급업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Fraunhofer (DE) • Nokia
(FI) Zeiss DE) • Tobii
(SE) • Star VR (SE) •
Haption (FR) • Unity
(DK)

Crytech (DE) • Pixyz
(CH) Wonda (FR) •
Solirax (CZ) Olorama (ES)
• Wizdish (UK) Sphere
(DE) • Hololamp (FR)

Paris Tech (FR) •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DE) •
Polytechnic University of
Lausanne (CH) • Clarte
(FR) • ITIA-CNR (IT)

② VR 적용 분야

- VR은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으며, 유럽 내 주요 적용 분야와 

핵심 주체는 아래와 같다.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산업 디자인 • 프로토
타이핑 • 분야간 연계
성 확대 • 교육훈련

•친환경 • 비용 절감
•상해 위험 감소 • 커뮤
니케이션 기능 및 효율
성 향상

생산 또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모든
제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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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부동산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설계 • 시각화 • 판
매 • 원격 방문

•비용 절감 • 시간 절약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부동산 개발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Bouygues Group (FR) •
IKEA

INOD (FR) • VMI (UK)
• Kaouenn Studio (FR)
• TruVisionVR (UK) •
Cityscape VR (UK) •
Neutral Digital (UK) •
OpusVR (DE)

ITIA-CNR (IT)

교육 및 문화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특정 장소 및 박물관
방문 • 역사적사건 경
험 • 문화적 유산

• 문화체험 및 탐험
• 여행경비 절감

• 학교 • 박물관 •
관광지 • 갤러리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The Virtual Dutch Men
(NL) Parthenon (GR)
Thomas Cook (UK)

Art of Corner (FR) • Yondr (BE) • Lifeliqe (CZ)
Labster (DK) • Immersive Education (IR)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Fraunhofer (DE)
•Lumiscaphe (FR)
Techviz (FR) •Immersion
(FR) •LightandShadows
(FR) •Barco (BE)
•Jungle VR (FR) Clarte
(FR) • OPTIS (FR) •
ZEISS (DE) Dassault
Systemes (FR)

Passer VR (NL)
Apizee (FR)

Arts et Metiers -Paris
tech (FR)
Mines - Paris tech (FR)
Clarte (FR)

의료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치료 • 전문가 훈련
및 협업

•의료적 오류 감소 • 학
제간 및 환자-의사간 개
선된 소통 • 치료 및
재활 효율성 향상

• 환자
• 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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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제고 및 리포팅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저널리즘 • 인도주의
적 인식 제고

• 공감대 형성 기능
•방송인 • 뉴스 및 신
문방송사 • NGO • 공
공 기관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The Guardian (UK)
The BBC (UK)
Euronews (FR)
Amnesty International (UK)

Aardman Animations (UK)
Vragments (DE)
Sweden Virtual Reality
(SE)

Deustche Welle
Akademie (DE)
Mediadesign Hochschule
(DE)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교류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 비즈니스 미팅 • 기타
모든 사회적 교류 활동

• 소통 기능 • 물리적
이동 없이도 교류 가능

• 기업 •개인

핵심주체

스타트업명

Teemew (FR) • VRbnb (FR) • Splashapp (DE) • Vrtuoz (FR) • Beloola (FR)
• Mimesys (FR) • Wolfprint 3D (EE)

예술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영화엔터테인먼트•예술
• 공감대 형성 • 새로운
표현과 스토리 텔링 기능

• 일반 대중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ARTE (FR-DE) • BBC
(UK)

Backlight (FR) • Novelab
(FR) Okio studio (FR) •
Gengiskhan Production
(FR) • Virtelio (LU)
Makropol (DK)

Master’s degree in Art,
Virtual Reality &
Multi-user Systems (GR
– FR)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Philips (NL) • MindMaze
(CH) • Medical Realities
(UK) • Sim for health
(FR) C2Care (FR) • Royal
Hospital (UK) • South
General Hospital (SE) •
HRV Simulation (FR)

ScioVR (SE)
L’effet papillon (FR)
Immersive rehab (UK) MD
linking (NL)

King’s College (UK)
University of Portsmouth
(UK)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EP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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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브랜드 경험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쇼핑• 광고 •쇼룸
• 온라인 쇼핑 기능 강화 •
광고 효과 극대화

마케팅 / 광고 및
혁신적인 판매 방법을
찾고 있는 대형브랜드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Givenchy (FR) • Jean Paul Gautier (FR)
• Renault (FR) Peugeot (FR) • Nestle
(CH) • J&B (UK) • Beefeater (UK) •
Volvo (SE) • Audi (DE) • Rolls Royce
(UK) • Jaguar Land Rover (UK) Dior (FR)
• Topshop (UK) • Balenciaga (ES)

OKIO-STUDIO (FR) • Future
Lighthouse (ES) • Polar Effect
(NL) • Scopic (FR) • Gardner
Creative (UK) • Savvy (UK)

게임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 몰입형 게임 • 모바
일 게임 • 게임 교육 •
엔터테인먼트 센터

• 현실적인 체험 • 몰입
감 극대화

• 소비자 • 게이머
• 엔터테인먼트 센터 산업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대학/연구기관명
Force Field (NL) • Dice
(SE) • Resolution games
(SE) • The Farm 51
(PL) • CryTek (DE) •
Rovio (FI) • Vertigo
Games (NL)

Svrivive (SE) • Fast
Travel Games (SE) •
Incarna (FR) Neat
Corporation (SE)

Hyper Island (SE) Future
Games (SE)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및 경험

적용 영역 VR 기술의 이점 수요대상
•콘서트 • 극장 • 스
포츠 경기 • 엔터테인
먼트 센터 • 게임 관

•시청자 및 참가자들의 참여
도 향상 • 실시간 참여 가능

•방송인 • 스포츠 및
엔터테이먼트업계 •
놀이공원

핵심주체

회사명 스타트업명

Wowza • Orah • EON Reality
• Enversed Center (NL)

Purple Pill VR (NL) • ENIGMA (CZ) •
VORTEX VR (CZ) • Vroom (HU) •
MystiqueRoom (HU) • AdventureRooms (IT)
• Up The Game (event) (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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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VR 및 AR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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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VR 및 AR 산업 진흥 정책Ⅳ

□ 정책 및 개선점

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는 Horizon 2020(EU

연구혁신 프로그램) 사업에 약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럽의 ICT 혁

신 활동을 강화 및 확장하고자 하며, Horizon 2020 사업 내에서도 특히 ‘SME

Instrumen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o 2017년 EC는 유럽투자기금(EIF)과의 협력 하에 시장주도형 혁신적 스타트업

과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약 4.1억 유로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

범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연구자 및 기업이 혁신활동에 필요한 모험자본에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투자를 유발하여 벤처투자 규모가 2배로 확대

되도록 추진하였다.

-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VR 및 AR 기업들도 혜택을 받

고 있으며, 그 외에도 ‘Broadband Europe’ 또는 ‘Wireless Europe’과

같은 다른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인터넷 접근성 및 커넥티비티 기능이

향상되어 VR 및 AR 기업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 EU는 5G 네트워크 구축, 2025년까지 유럽 가구 대상 최소 100Mbps 인터넷

접속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VR 및

AR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 이처럼 VR 및 AR 산업 육성에 있어 유럽만의 강점이 많지만, 글로벌 경쟁

력 강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① 리스크 자금 및 실험적 사고방식의 부족

- EU 및 국가(지역) 차원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연구 기관이 아닌 개

인(창업)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자

금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탓에 새로운 혁신 기술의 개발 및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신생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에

의해 흡수되거나, 비유럽권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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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소재 기업 중 대부분은 VR 활동 자금을 자

비로 조달(21%)하거나 회사 내 다른 활동의 일부로 VR 활동 자금을 활용

(32%)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오직 25%만이 유럽 내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구에서 사업화 단계까지의 연계성 부족

-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는 유럽 전역의 다양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여하며,

이를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응용 연구보다 기초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에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

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29%만이 대학 및 연구소와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있으며, 나머지 61%는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연구(research)와 시장(market)과의 연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③ 국가/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 구축 필요

- 유럽 내 다양한 허브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일부 국가 간 협력은 높은 수

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 특히 유럽 내 VR 업체의 지역별 분포도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단순한 연락처를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VR 관련 산학연 간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된 네트워킹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범유럽 차원에서뿐만 아닌 실리콘 밸리, 아시아 등 VR 및 AR의 글로

벌 거점 간 협력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London과

Palo Alto가 VR/AR를 위한 대규모 대서양 연결 채널을 형성하고 있어 영국

이 브렉시트로 인해 EU를 떠나게 될 것을 대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인프라 및 자원 부족

- 최첨단 VR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 및 기업 대상으로 VR

하드웨어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 또한, VR/AR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적합한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유럽 VR 및 AR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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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Ⅴ

□ 유럽 VR 및 AR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o VR/AR 관련 산학연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동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

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VR/AR 기업들이 금융시장 및 공공자금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사업 초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융통성 있고 유연한 펀딩시책

(funding schemes)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혁신성이 높은 기술일수록 사업

실패율도 높은 만큼, 이를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VR/AR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이에 맞춰 혁신성이

높은 신생기업들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 또한 빠르고, 간소화되어 사업자금

확보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VR/AR 전문가 양성 및 R&D, 예술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VR/AR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제작 방식을 가르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창업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여 기술적, 비즈니스적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VR 협회 및 행사 개최 등을 지원 및 추진하여 범유럽 차원에서의

지식공개·공유가 활발히 진행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VR/AR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수준이 보다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 유럽 VR/AR 산업의 발전 및 혁신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성공사례

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에 영감을 주어 보다 많은 혁신기업이 탄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 더불어 신흥기술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반드시 정책적 이슈가 등

장하게 되는데, VR/AR의 경우 보다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하

에 개인정보 악용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 유럽 VR/AR 산업의 잠재력이 큰 만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며, 따라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무

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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