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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콘텐츠의 VR 기술 도입과 그 시사점

5G 기술의 확산 덕분에 VR 시장의 규모도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스포츠 생중계
영상의 5G 송출에 주목하던 미디어 업계에서는 현재 VR 기술을 도입해 스포츠 생중계를
제공하려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Verizon이 일부 관중을 대상으로 5G 기반의 VR 농구 경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VR 기술은 스포츠 경기 중계 외에 선수 훈련,
e스포츠 시장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STRIVR Labs는 미국 프로
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360도 VR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프로농구리그(NBA)는
VR 아바타를 활용한 e스포츠 경기를 Twitch에서 중계하고 있다. 또한 미국 통신사인 Sprint는
5G 기반의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향후 5G가 확산되면, 5G 기반의 VR 서비스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1. 들어가며
5G는 차세대 미디어 산업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5G 기술의 발달은 곧 모바일 광고,
가정용 스마트 기술, AR/VR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미국 IT 기업인
Intel의 분석에 따르면, 5G 기반 미디어 시장의 규모는(매출 기준) 2022년에 470억 달러,
2025년에 1,830억 달러를 넘어 2028년에는 3,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5G
사용자의 1인당 월 데이터 이용량은 2019년에 11.7GB, 2028년에는 84.4GB 규모로 예측되며,
2028년에는 데이터 이용량의 90%가 동영상 시청에서 파생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5G 기술의 확산에 맞추어 AR/VR 콘텐츠 시장의 규모 또한 전 세계적으로 1,4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1 특히 미국과 중국은 향후 AR/VR 시장의 선도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2012년에 IT 기업인 Oculus가 VR 헤드셋을 개발하여 VR 산업의 성장 환경을
구축했으며, 시장조사기관인 IDC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 AR/VR 관련 2018년 기준 소비액수는
총 64억 달러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2 중국 또한 막대한 인구수를 기반으로 향후 AR/VR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VR 기기
사용자 수는 2015년에 52만 명으로 추산되었지만 2020년에는 2,070만 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5년 내에 사용자 수가 40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IDC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AR/VR 시장 규모는(소비액 기준) 2018~2023년 동안 매년 84.6%씩 성장하여
2023년경에는 652억 1,0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5G를 기반으로 한 AR/VR 기술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는 단연 스포츠이다. 지금껏
올림픽 등 국제적 스포츠 경기 영상을 5G 방식으로 송출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최근 통신·미디어 기업들은 스포츠 구단과 제휴를 맺고 VR 형태의 경기 생중계 영상을
제공하는 등, 경기 중계 시 VR 기술까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5G와 VR 기술의 결합은 스포츠 생중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포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VR 서비스에도 5G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포츠
관련 콘텐츠에 활용되는 VR 기술의 실태 및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스포츠 산업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VR 기술의 도입은 스포츠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영향력을 지녔다고 여겨지며, VR 기술을 활용하는 스포츠 영역의 범위는 향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 스포츠 경기 생중계

스포츠 방송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5G로 경기 영상을 송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된 Verizon의 풋볼 경기 영상 송출 시도도 5G 기반의 스포츠 생중계를 도입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 2021~2028년의 누적 액수 기준
2) 2위는 51억 달러의 소비액수를 기록한 아태지역이다(일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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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통신 사업자인 EE는 스포츠 전문 방송인 BT Sport와 협약을 맺고, 축구 대회인 EE
Wembley Cup3의 2018년도 결승전 생중계 영상을 5G로 송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스포츠
생중계 영상을 5G로 송출한 사례이다. 결승전은 EE Wembley Cup에 참가한 축구팀인 Spencer
FC의 YouTube 채널에서 생중계되었으며, 23만 건을 상회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림 1

YouTube에서 5G로 생중계된 EE Wembley Cup 결승전

출처: EE

최근에는 5G 기술을 입힌 VR 영상으로까지 스포츠 중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Verizon은 미국 프로농구팀인 Sacramento Kings와 제휴를 맺고, Sacromento에 위치한 일부
교육기관4의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5G 기반의 VR 경기 중계 서비스를 제공했다.5 2018년
11월 10일에 진행된 Sacramento Kings와 Los Angeles Lakers 간 경기에서 VR 고글을 착용한
학생들은 농구 코트에 설치된 중계용 카메라를 통해 경기를 관전했다. 학생들은 경기 현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경기장 한 쪽에 마련된 e스포츠 훈련센터에서 경기 생중계 영상을 감상했다.
경기 현장과 훈련센터 사이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농구코트 위에 직접 서 있는
느낌이었다는 감상평을 전했다. 해당 경기는 미국 프로 스포츠 팀이 관중을 상대로 360도 VR
경기를 제공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만 명에 이르는 관중 다수를
대상으로 경기 생중계를 전달한 사례는 포착되지 않았다. VR 기기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지

3) YouTube 축구 스타들이 매년 개최하는 축구 대회이다.
4) Men’s and Women’s Leadership Academy와 College Track Sacramento이다.
5) Men’s and Women’s Leadership Academy와 College Track Sacramento이다.

않은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VR 기기의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대규모 관중을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가 생중계 될 것이라는 것은 어려운 예측이 아닐 것이다.
그림 2

농구 경기가 열린 Golden 1 Center(왼쪽)과, 훈련센터에서 VR 고글을 착용한 채 경기를 관전하는
학생들(오른쪽)

출처: ZD Net

2.2 훈련

최근 스포츠 산업에서의 VR 콘텐츠 활용 영역은 경기 생중계뿐만 아니라 선수 훈련 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VR을 도입한 훈련은 팀 내 충돌이나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019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는 VR 기술이 탑재된 하키
훈련 시스템인 Sense Arena가 주목을 받았따. 5G 기술까지 탑재한 VR 훈련 서비스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향후 5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VR이 훈련 서비스에도 접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VR 기술이 접목된 스포츠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2015년에 설립된
STRIVR Labs이다. STRIVR Labs는 Dallas Cowboys, Arizona Cardinals, Minnesota
Vikings, Washington Wizards를 비롯한 25개 이상의 미국 프로 농구·풋볼 팀6을 대상으로

6) 프로 리그 소속 팀과 대학 소속 팀을 합산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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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ES에서 선보인 Sense Arena 기기(오른쪽)와 훈련 장면(왼쪽)

출처: Sense Arena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수들은 Oculus, Samsung GearVR 등의 VR 기기를 착용한 채,
360도 시점의 화면에 펼쳐지는 수백 개의 경기 시뮬레이션에 도전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8년 초에는 미국 알파인 스키 국가 대표팀이 STRIVR Labs를 훈련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특정 국가 대표팀이 VR 기술을 훈련과 접목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그림 4

STRIVR Labs를 활용한 훈련(왼쪽)과, 훈련 시뮬레이션 화면(오른쪽)

출처: Sports Wearable

스포츠 훈련 과정을 VR로 구현해 홍보 캠페인에 활용한 사례도 등장한 바 있다. 2014년에
영국 통신기업인 O2는 영국 럭비 국가대표팀 홍보 캠페인인 <Wear the Rose>의 VR 행사를
기획하였다. 행사 참여자가 VR 기기인 Oculus Rift를 착용하면, 럭비 팀 선수들의 모습이
360도 화면으로 나타나고, 행사 참여자는 이들의 훈련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O2 측은 사전에

3대의 GoPro 카메라7를 훈련장 내에 설치한 후, 160 시간 동안 훈련장의 모습과 훈련 장면을
촬영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60도 시점에서 훈련장의 모습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분석된다.
그림 5

Oculus Rift 기기를 착용한 <Wear the Rose> 참여자와 (왼쪽) 가상 훈련 장면(오른쪽)

출처: Unit9

2.3 e스포츠
VR 기술은 e스포츠 8 시장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
개발업체인 Nintendo의 VR 키트 출시, 게임 콘텐츠 체험용 VR 기기인 VIVE의 공개 등, 행사
시연 용도를 넘어 일반 소비자 용도의 VR 게임 기기가 점차 출시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VR 게임 시장 매출은 2015년에 6.6억 달러로 추산되었지만, 5년
후인 2020년에는 229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된다. Statista 측의 부가 설명에 의하면,
모바일 기반의 VR 게임 시장 매출이 가장 높으며, PC·콘솔 기반의 VR 게임 시장 매출이 그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즉, 5G 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기기가 점차 확산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
VR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미국 프로농구(NBA) 등 미국 스포츠 리그 운영진도 VR 기술을 도입한 e스포츠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17년에 출시한 농구 시뮬레이션 게임인 NBA 2K18의 판매량이 미국에서

7) 액션 카메라의 한 종류이다.
8)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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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VR 게임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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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atista

900만 개, 중국에서 3,500만 개9에 달하자 아예 VR 아바타를 도입한 e스포츠 경기의 중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2018년에 출범한 NBA 2K10는 매 시즌마다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인
Twitch에서 경기를 중계하고 있다. Milwaukee Bucks, Boston Celtics 등 21개의 NBA 소속
구단은 각각 e스포츠 팀을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Milwaukee Bucks의 e스포츠 팀명은 Bucks
Gamings이며, Boston Celtics의 e스포츠 팀명은 Celtics Crossover Gaming이다. 각 농구
선수는 VR 형태의 아바타로 묘사되며, 팀당 5명의 게이머가 각 아바타를 조종한다. Twitch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 NBA 2K 경기의 평균 시청자 수는 36만 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11
티켓 토너먼트(ticket tournament) 시청자 수가 64만 4,00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1주차
경기의 시청자 수가 13만 6,000명으로 가장 낮았다.

NBA가 VR 콘텐츠를 탑재한 e스포츠를 운영하는 한편, 미국 통신기업인 Sprint는 2019년에
5G 네트워크를 탑재한 모바일 게임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인 Hatch Premium을 공개했다.
Hatch Premium은 Monument Valley, Tiny Bubbles, Horizon Chase 등 100개 이상의

9) 중국 판매량은 구매 예약 개수 기준이다.
10) 미국 프로농구(NBA)가 운영하는 e스포츠 리그이다.
11) 로그인한 ID 수 기준이다.

그림 7

NBA 2K 경기가 펼쳐지는 스튜디오(왼쪽)와 게임 화면(오른쪽)

출처: Sports Video Group, The Ballgamer

모바일 게임을 보유하고 있으며, Samsung Galaxy S10, LG V50 ThinQ, OnePlus 7 Pro 등 5G
서비스가 내재된 스마트폰에서 작동 가능하다. Sprint는 데이터 전송이 원활한 5G 기술을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도입함으로써 게임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림 8

5G 기반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인 Hatch

출처: Good News Finland

더불어 VR 스포츠 콘텐츠를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e스포츠
게임에 VR 광고를 삽입하는 새로운 광고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KT는 자사의
개인용 VR 서비스인 GIGA Live TV에서 제공하는 VR 스포츠 게임 경기장에 영상·이미지 형태의
광고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G 시대에 광고플랫폼으로써 VR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KT는 산하 광고 판매대행사인 나스미디어와 공동으로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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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코카콜라 광고를 선보인 바 있다. KT는 가상의 양궁 경기장 내부에 코카콜라 로고가 적힌
전광판·배너를 삽입함으로써 광고 콘텐츠의 다변화를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G 네트워크를
광고 플랫폼에 적용하면 VR 기반 광고 시장 또한 향후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VR 스포츠 게임에 삽입된 광고

출처: Sports Wearable

3. 마치며
초고속 데이터 전송기술인 5G의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차세대 기술인 VR을
도입한 콘텐츠 또한 주목받는 추세이다. 소수의 관중을 대상으로 VR 형태의 스포츠 중계가 시연된
바 있으며, 향후 5G 데이터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대규모 관중을 상대로 한 VR 중계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선수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본 중계 영상 등, 다양한 시점 기반의
중계 콘텐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5G와 VR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콘텐츠는 중계 영상뿐만 아니라 훈련과 e스포츠 까지 확대되고
있다. 선수의 부상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경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부 스포츠 팀에서는
VR 시뮬레이션 영상을 훈련에 도입하고 있다. VR 헤드셋 외에도 착용 형태의 VR 기기가 더욱
개발되면 부상 방지·날씨 극복이 가능한 집중 훈련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스포츠
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스포츠 구단에서는 VR 형태의 아바타가 등장하는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5G 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통신사는 5G 기반의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있다. 5G와 VR 기술이 스포츠·방송·통신 영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기술 개발의 한계로 인해 5G와 VR을 동시에 도입한 대표적 스포츠 콘텐츠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5G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VR 기기의 사용률 또한
증가한다면 근 미래에는 5G 기반의 VR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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