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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상 = 디지털화된 모델 

가상 세계 = 현실이 아님에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 디지털로 에

워싸인 세계 

네이티브 광고 = 해당 웹사이트나 서비스의 고유한 성격에 맞게 기획·제작된 광

고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s) = 80년대 중반과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MMO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 공유되는 

온라인 경험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

랫폼 

IP (Intellectual Property) = 스타들과 관련된 비즈니스 또는 그들의 인기를 활용

해 수익창출을 만드는 브랜드 

주류시장 = 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소비자층 

Z세대 (Generation-Z) =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중반에 태어난 세대 (10대에서 

20대 중반 사이의 연령대) 

코어 게임 = 복잡함과 경쟁, 최신의 게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비디

오 게임으로 캐쥬얼게임과 다르게 니치 마켓들을 타겟으로 한 게임 

캐쥬얼 게임 = 간단한 규칙, 짧은 세션, 참여하기에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코어 

게임과 다르게, 대중을 타겟으로 한 게임 

팬덤 = '광신자'를 뜻하는 영어의 'fanatic의 fan'과 '영지(領地) 또는 나라'를 뜻하는 

접미사 'dom'의 합성어로서 특정한 인물(특히 연예인)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

아하거나 몰입하여 그 속에 빠져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v 시장 분석 
 
Ø COVID 19에도 불구하고, 2천 8백만명의 관중들이 Travis Scott의 공연을 

관람 

 
이 글을 쓰는 시점인 현재, 2020년 4월 전 세계는 봉쇄령이 내려졌

다: 학교, 식당, 회사, 공공기관, 나이트클럽, 쇼핑몰 등 모든 곳이 닫혔다. 

그러나 미국의 유명 래퍼 Travis Scott의 콘서트만이 그 문을 열었고, 천문

학적인 숫자인 2천 8백만명의 관중이 그 곳에 모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

능했나? 

사실 이 이벤트는 Epic Games에서 개발한 주력 게임인 Fortnite, 즉 가

상 세계 안에서 이뤄졌다. 

n 미국의 North Carolina주에 위치한 Epic Games의 최대 주주는 

Tencent이다. Fortnite 단독으로 2019년 1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게임으로 이름을 올렸다 (출

처: Superdata). 또한 2억 5천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n 최근 Fortnite에서 이루어진 콘서트는 Travis Scott가 노래하는 형상

의 대형 아바타를 보여주고 사용자들은 그의 주변에서 관람하는 

형식이었다. 가장 많은 동시간 참여자의 숫자는 12,300,000명이였

으며 이 숫자는 작년 Fortnite의 최고 기록이었던 DJ Marshmello 

의 콘서트 동시간 참여자 수 11,000,000명이라는 기록을 깼다.  

n 콘서트를 관람한 스트리머들의 트위치 스트림의 총 조회 수와 콘

서트 이후의 콘서트 관련 유튜브 콘텐츠들의 조회 수를 더하면, 이 

콘서트로 발생한 콘텐츠들의 조회수 숫자는 엄청나며 그 증가 속

도 또한 기하급수적이다. 콘텐츠들이 유포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

한다. 
 
 
 
 
 



Ø 게임이 곧 다가올 가상 세계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

나? 

  
Fortnite는 단지 게임이 아니라 가상세계가 되어가고 있다. 서양 Z

세대 남성 사용자들을 위한 신개념의 SNS, 새로운 형태의 페이스북이다. 

n Epic Games의 CEO인 Tim Sweeney는 작년 Twitter에서 

Fortnite이 게임인지 플랫폼인지 질문을 받았고, 아래와 같이 대

답했다. 

 
Will Hershey는 Epic Games의 CEO인 Tim Sweeney에게 Fortnite를 

게임으로 보는지 플랫폼으로 보는지 물었다. Tim은 대답했다. 

“Fortnite는 게임이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1년뒤에 다시 하길 바

란다.” 이 대답은 Fortnite가 그저 게임이 아닌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n 평균 10-17세 사이의 미국 십대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Fortnite를 하며 약 25%의 자유시간을 Fortnite에 할애하고 있

다. (출처: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9 보고서) 

n Fortnite은 게임 비용을 전부 무료로 만들며 게임업계의 관행을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들 사이에서 전세계 매출 1위

를 달성했다. 모든 매출액은 순수하게 가상 상품 판매로부터 

발생했다. 게임 참여자들은 그들의 아바타를 자신처럼 대했고 

그들의 아바타를 위해 가상 상품을 사는데 실제 현금을 사용했



다.  

n 광고주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Fortnite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

고 판단했지만, 몇몇은 그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전미 미식 축구 연맹은 최근 Fortnite의 사용자들이 리

그의 32개 팀들의 운동셔츠를 그들의 아바타에게 입힐 수 있도

록 하는 딜을 체결했다. 나이키는 게임에서만 신어볼 수 있는 

특별한 조단 운동화를 제공했다. 그리고 John Wick이 세번째 

속편을 개봉하기 전, Fortnite의 사용자들에게 영화 속 주인공들

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한 이 과정에서 특별

한 탄약을 제공하기도 했다. Marvel이나 Star Wars와 같은 최고

의 IP들 또한 게임안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다. 앞에

서 언급된 게임안에서의 콘서트가 광고주들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네이티브 광고 

형식은 광고주들에게는 새롭지만 가장 강력한 소비자 세대인 Z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마인드셋을 버리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n 넷플리스의 CEO인 Reed Hastings은 이미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는 HBO, Disney+, Amazon 과 같은 OTT 서비스 제공 회사

들이 아닌 Fortnite와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고 있



다.” 

 

Ø 우리가 가상세계 (Metaverse) 국면의 시작에 있는 것일까? 
 

이 산업군의 많은 사람들은 가상세계를 인터넷의 새로운 버전이라

고 보고 있으며, 종종 서양에서는 Metaverse (공상과학에서 탄생한 단어로, 

사용자(User)들이 로그인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

는 상태가 되는, 공유 가상 세계를 의미) 라고 불린다. 가상 세계, 

Metaverse는 그 경제가 자립적으로 있으며, 직업들, 쇼핑몰, 소비할 수 있

는 미디어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 (출처: The Washington Post) 

Fortnite가 완전하게 Metaverse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여전

히 최근의 성공적인 가상 콘서트로 확인할 수 있듯 이 시장의 밝은 전망

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세계가 자택대피명령을 겪고 있

는 현재 세태를 조명했을 때 비쥬얼화되고 현실화된 인터넷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최근 몇 달, 회사들은 Zoom과 같은 비디오 챗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웨딩이나 졸업식과 같은 개인적이고 문화

적인 행사들은 Nintendo의 동물의 숲에서 진행되었다. Metaverse는 지금과 

같은 세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아마도 가장 필요한 것

이다. (출처: The Washington Post) 
 

Ø 실리콘밸리는 빠르게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영화에서는 대표적인 한 회사가 Metaverse를 독점할 것처럼 보여

주지만, 실제 그 과정은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같이 많은 회사들에 의해 

이끌어져 갈 것이다.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Alphabet, 

Microsoft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그 회사들의 방향성에 맞게 스타일대

로 Metaverse의 인프라 기반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수많은 스

타트업들은 초기, 프로토타입의 Metaverse 스타일 경험들을 만들어 나가

는 시도를 할 것이다. (출처: VC Matthew Ball)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이미 기대하고 있었지만, 특히 COVID-19



의 발생으로 예상했던 것 이상의 가속화된 소비자의 수요와 가상 시대에 

대한 기대에 발맞춰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들에게 큰 투자를 하고 있

다. 게임안에서 개최한 Travis Scott의 가상 콘서트는 많은 관심을 불러 모

아 주요 미디어들도 앞다퉈 보도했고 이로 인해 Fortnite를 개발한 Epic 

Games는 광고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광고의 효과까지 누리

게 되었다. 또한 이 회사는 150억 달러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으며 인터넷

의 미래를 우리 눈앞에 펼치고 있다(출처: Business Insider). 이외에도, 거대한 

유저베이스를 활용해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두개의 다른 

게임 회사는 미국의 9-12세의 사용자들이 가장 지배적이고 최근 40억 달

러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은 Roblox (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와 서양 남성 

Z세대 사용자들이 지배적이며 2014년 Microsoft에 25억 달러에 팔린 

Minecraft이다 (출처: videogamestats.com). 
 

Ø 대중화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있는 것인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5종류의 소비자 계층으로 분류

할 수 있다(출처: Diffusion of Innovations by Everett M. Rogers). 

 
 

인터넷은 2000년 닷컴 버블과 같은 “Chasm” (시장의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침체기) 시기를 거쳐왔다. 하지만, 2000년의 닷컴 버블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입소문 타는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은 폭발적인 속도로 대중 시장에 진입

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가능했던 것은,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이동중에 웹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과 4G 네트워크

와 WiFi가 모든 주요 도시에 구축되며 그 기반이 갖춰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의 선구자인 모든 대기업들이 주식시장

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상세계 대중화는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십년간 공상

과학버전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회사들은 가상 세계를 짓기 위해 필

수적인 4차 산업 기술들 (예를 들면 5G, VR/AR/MR, 클라우드 컴퓨팅, AI, 

블록체인 등)의 발전 덕분에 이들을 활용해 실제 Metaverse를 만들 수 있

게 되었다.(출처: Forbes) 현재 가상세계와 4차 산업 기술 모두 Chasm (침체

기) 시기를 거치고 있으나, 2018년 Crypto Bubble과 같은 시장이 정체되는 

기간을 이미 거쳤으며, COVID-19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 시장은 공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수 기술들이 향후 5년 동안 놀라운 속도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러니하게 COVID-19으로 인해 가상세계

의 발전은 더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 세계가 대중화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이다. 
. 



 

Ø 전체 시장의 가장 큰 소비자층이 간과되고 있다.  

 
현재, 가상세계 시장의 초기에 진입한 회사들은 틈새 사용자들을 

공략했는데 보통 그 타겟층이 남성 사용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로 서양이나 동양 특정 시장에 맞춰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혹은 어린이

들이나 10대 초반과 같이 편향된 소비자층에게만 머물러 있다. 과거에 보

면 인터넷 붐을 이끌어낸 가장 큰 SNS 업체인 Facebook의 경우 초기에

는 좀 더 많은 여성들 (52%) 이 사용했고 Z세대 사이에서 시장을 주도하

는 SNS인 Instagram은 좀 더 많은 여성 사용자 (56%)가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래 그래프에 나오듯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관해서, 여성

이 주로 주류 사용자로 분류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얼리어답터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과 시장에 큰 영향

력을 행사하는 소비자인 여성사용자들이 그 서비스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Use of annual surveying to identify technology trends and improve service provision by Hannah 
F. Norton) 
 

Ø Stan의 탄생 
 

21세기 디지털문화에 친숙한 디지털 토착민 (Digital Natives)인 

Stan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열렬히 좋아하는 팬을 긍정적으로 표

현하는 새로운 Z세대의 용어이다. 세계가 더욱 디지털화 될 수록, 많은 

Stan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IP들을 향한 끝없는 애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한다. 인터넷은 그들의 표현 방식이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했다. 팬들은 매일 IP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한다. IP들의 

인스타그램도 꾸준히 확인하고 IP들의 촬영장 비하인드신들을 찾아보며 

그들의 SNS를 파헤치기도 한다. 또한 팬들은 메시지 보드, YouTube 

theory/Easter egg videos 등에서 좋아하는 IP의 팬 커뮤니티 활동에도 열

심히 참여한다. 수많은 양의 팬픽과 팟캐스트등 다른 팬들이 만든 콘텐츠

도 계속해서 시청한다. 이런 콘텐츠들은 넷플릭스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시청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같이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들에도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Stan들은 직접 

스타와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스트리밍 파티(IP의 영상 조회 수나 시청 

수를 늘리기 위한 다중 스트리밍 이벤트)들을 열고 유튜브, 트위터, 인스

타그램, 틱톡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접근 용이한 플랫폼들을 활용해 IP들에 

대한 마케팅을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Stan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급자족도 가능하며 문화적으



로 플라이휠 효과(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현상)를 만들 수

도 있다. 이는 Stan들이 젊고 열정적이며 글로벌할 뿐 아니라 현대 미디

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여성들이 큰 주축인 (약 60% 이상) Z세대이기 때

문이다.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IP들의 영상이 유튜브 Top trending 리스트

에 올라가도록 만들 수 있고, Twitter에서 IP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Top 

trending 해시태그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IP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성황리에 

이끌어 나가기도 하며,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수많은 팬메이드 영상을 만

들어 그들이 열광하는 IP들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덧

붙여 말하자면, 이 Z세대는 2020년 시장을 주도할, 그 개성이 뚜렷한 소

비자 집단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n 전체 시장 소비량의 40%를 차지 

l 440억 달러의 구매력 보유 (가계 지출 영향력 600억 달러) 

l 인구의 32% 차지 

l 전 세계 인구 24억 7천만  

그 중 중국의 인구는 1억 7천만, 미국 6천 5백만 
(출처: McKinsey + Fast Company)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성장해, 디지털에 친숙한 디지털 토착민 (Digital 

Natives)인 이 Z세대는 현대 시대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에도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SNS에 정통한 세대들이다.  

그리고 Stan World는 우리의 가상 SNS인 Stan World 앱과 Stan 

Coin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세워 Stan들을 위한 플랫폼을 세우는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인터넷의 새 역사를 쓴 것처럼, Stan 

World는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통하는 문을 열고 우리만의 색깔로 소셜 네

트워킹을 탈바꿈하며 새 역사를 쓰고자 한다. 
 
 
 
 
 
 



v The Stan World app 
 

Ø 게임들이 시장의 선두주자였지만, 이제는 소셜의 시대가 열린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Stan World는 강력한 소비자층이 분포된 주류시

장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현 세태를 조명했을 때, 가상 세계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의도치 않게 생겨난 사회적 거리로 인한 사람들 간

의 단절을 해결해주고, 물리적 접촉없도록 사람들 간의 거리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경쟁이 치열한 게임 산업에 비해 가상SNS 공간

에는 아직 뚜렷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없다. 
 

Ø 이름값 못하는 소셜 답지 못한 가상 SNS들 

 
현존하는 가상 SNS들은 주요 소비자층을 잡기 위한 SNS로서의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하다. 

n 틈새만을 공략: 특정한 UX/UI와 아바타 스타일에 얽매여 특정 편

향된 타겟층에게만 어필 

n 사용자가 되기 위한 장벽: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이 사용자가 처음에 

배우기 어려운 코어 게임을 제공하고 특정 사용자 그룹의 취향에 

얽매어 있음 

n 명확한 수익화 방안 無: 사용자가 직접 핵심 콘텐츠와 게임을 개발

하지 않는 이상 3D/Virtual 요소들을 게임회사가 제작하는데 초기 

비용 리스크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작되

기 어려움 

 

Ø SNS의 패러다임 전환  
 

스탠 월드는 세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SNS의 힘을 누구보다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n 우리가 타겟하는 팬덤 집단은 그 개성이 뚜렷: 팬덤 집단마다의 고

유한 UX/UI와 아바타 스타일 

n 사용의 용이성: 사용자들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보기에 SNS 기능들

을 탑재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서비스 제공 

n 명확한 수익화 구조: 수익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사용자들이 직접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며, 개발 시작 전에 먼저 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예산 확보 

가능 
 
 

Ø Stan World의 제공 서비스 

 
Stan World의 앱은 팬덤 기반 커뮤니티인 가상 리조트로 이루어진 가상 SNS

이다. 

n 카테고리: SNS 

n 장르: MMOSNS 

l 3D UX/UI 와 같은 MMO 게임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사용자가 

아바타가 되어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SNS 

n OS: 다양한 플랫폼에서 호환 가능 

l 모바일 (iOS & Android) 

l VR (Coming soon) 

n 現 진행상황: Alpha app 런칭 (Version 0.2) 

 



 
 
 

Ø 가상 리조트: 상업화된 팬덤 커뮤니티 

 
IP들의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IP의 가상 리조트인 Stan 

World의 커뮤니티에 접속한다. 이 가상 리조트는 각 팬덤들이 함께 어

울릴 수 있는 가상 소셜 허브(다양한 SNS를 한 곳에 모아 놓은 통합 

플랫폼 서비스)가 된다.  



 
 

n Stan World는 플랫폼이고 가상 리조트는 Stan World의 커뮤니티이다. 

비유하면, Stan World는 지구, 가상 리조트들을 각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n 각각의 리조트는 그 IP에 따라 고유한 3D UX/UI들과 아바타 스타일을 

갖게 된다. 

n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처럼 IP의 주인은 독립적으로 리조트를 관리하고 

또 가상 리조트를 런칭할 수도 있으며 그 IP의 리조트에 대한 지적재

산권을 회사의 지분처럼 부분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리조

트 경영이나 관리하는 업무들을 아웃소싱 할 수 있다. 

n 전체 플랫폼을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만, 각각 리조트가 큰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세

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비유를 하자면 전반적인 

Stan World의 정책이 UN의 국제법과 같고, 그 리조트마다 갖고 있는 

정책은 각각 UN국가들의 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n 가상 리조트를 이용하는데 입장료는 없다. 



 

Ø 가상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가상리조트는 Stan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의 경

험을 가능하게 한다. 가상 리조트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

하던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출처: VC Matthew Ball). 그

리고 이 곳은 소셜 팬덤 활동들을 위한 핫플레이스가 된다.  

n 소셜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을 함께할 수 있고 또는 사용자들끼리 경

쟁하는 SNG(Social Network Games)와 같은 캐쥬얼 게임들 

n 스트리밍 파티: 실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거나 

극장에서 모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모여 좋아하는 IP의 

콘텐츠를 함께 시청 

n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가상 콘서트나 팬미팅 

이런 소셜 팬덤 활동들은 사용자 트래픽, 사용자 확보,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매출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들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아바타와 관련된 굿즈들을 

앱에서 판매하거나, 리조트 VIP 멤버쉽과 같은 구독 모델을 제공할 수 있

으며, 브랜드 스폰서쉽 프로모션과 같이 B2B 사업 모델, 그리고 Stan 

World 자체적으로 가상 인플루언서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로 확

장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유튜버 TonyVToons의 가상 리조트 프로토타입 모델이다. (770만 이상의 구독자 보유) 

리조트의 이름은 ToonieLand이다. 

 

Ø 얼마나 큰 마켓이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Stan이라는 단어는 2010년 중반 Twitter, Youtube, Tumblr와 많은 

SNS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며 쓰이기 시작했다. 그 중, K-Pop 팬들이 현 

시대에서 가장 강력하고 활동적인 Stan들이며, K-Pop IP들과 팬덤들이 모

든 SNS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BTS를 중심으로 K-Pop IP들이 모든 주

요 SNS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 나가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 유튜브에서 24시간 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비디오 

n 24시간 이내의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 비디오 

n 틱톡에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백만 팔로워를 달성 

n 24시간 이내에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해쉬태그 

n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위트 

심지어 비욘세, 저스틴비버, 테일러 스위프트는 더 많은 팔로워들이 있지

만 이런 스타들과 비교했을 때,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K-Pop 팬들의 참

여도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더욱 적극적이었다. 



 
 

Stan World가 처음에 타겟팅하고 있는 Stan들은 K-Pop 커뮤니티이

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가지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타겟층은 

바로 K-Pop 팬덤이기 때문이다: 

n 세계적인 팬덤 보유: 한국 시장만이 아닌 북미, 중국, 동남아 시장을 

처음 2년간 집중 타겟팅 할 계획 

n 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팬덤: 수십억 달러의 충분히 큰 시장 규모 

n 가장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팬 활동들을 이미 구축한 팬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활동이 활발 

이런 점에서, Stan World가 “모이기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그러면

서 공통 주제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는데 열정을 가진” Stan들에게 시간과 

지리적인 장벽을 없애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K-Pop 팬덤으로 시작해, 향후 인플루언서들과 애니메이션 팬덤들

을 타겟팅할 것이다. 이 산업들의 시장규모는 각 50억 달러, 100억달러, 

190억 달러이다 (출처: Vox & Business Insider). 
 



 
 

이런 팬덤들은 온라인에서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에서도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19년 LA와 뉴욕에서 열린 K-

Pop 팬 컨벤션 이벤트 KCON은 참여인원이 158,000명이었으며, 2019년 

애니메이션 팬 컨벤션 이벤트인 Comic-Con은 참여인원 135,000명이었고, 

인플루언서 팬 컨벤션 이벤트인 VidCon은 그 참여인원이 75,000명이었다. 

엄청난 수의 관중들이 매년 행사에 참여한다. 그러나 금년, KCON 2020는 

취소되었고 Comic-Con 2020과 VidCon 2020의 경우에도 COVID-19의 영향

으로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열정적인 

Stan들과 행사 주최자들을 위해 가상의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

각되었다.  

앞에 언급된 세 팬덤 이외에도 향후 2년간, 우리는 예술, 여행, TV/영화, 

게임, 공상과학, 스포츠 등의 분야의 더 많은 분야의 팬덤으로 확장해 공

략하고자 한다. 
 
 

Ø 로드맵 

Stan World가 게임은 아니지만 그 앱의 개발과정은 MMORPG와 유

사하다. 그렇기에 예상 개발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 일 것이다. 일반적으

로 최소한의 개발비용은 서버 유지 비용과 마케팅 비용등을 제외하고도 

한화 백삼십억원(USD $10M) 이상이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이 정도의 

예산을 쓰며 MMORPG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과연 존재할

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게임들과 경쟁할 수 있는 3가지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n 시장을 선도하는 SNS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팀원

들로 팀이 구성되었다. 모두가 성장 DNA를 갖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팀원들은 게임업계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은 베테랑 개발자들로 대규모의 다중 사용자

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운영해왔다. 이런 팀원들이 모여 만들

었기에 우리만의 청사진, Blueprint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리조트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n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팬과 IP

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가상 리조트의 규모가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n 사용자들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즉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

킬 수 있도록 견고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다음 챕터들에서 각각 파트들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자 한다. 
 
 

 
 
 
 
 
 
 
 
 
 
 
 
 
 
 

 

 



v The Stan-vengers  
Ø Stan World의 공동 설립자들 

Stan World는 정교하고 상업화된 커뮤니티 (가상 리조트)를 통해 

IP의 보유자들 (스타들 / 브랜드 / IP 투자자들 등)과 그 소비자들 (IP의 팬

들)을 연결해주는 B2B2C 플랫폼이다.  
 

 

경영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광범위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Aidan은 B2B2C에서, Peter는 B2C에 Sori는 B2B

쪽에서 특화된 경험을 축적해왔다. 숫자와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

탕으로 그 산업군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찾아내 남들보다 시대

를 앞서 나갔다.  
 
 
 
 
 
 



Aidan은 그의 커리어를 통해, IP들과 함께 그들의 팬덤/시청자들 

(대다수가 Z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을 위해 신세대 서비스들(Apps, Shows, 

애니메이션, 커뮤니티 등)을 출시해내며 IP네트워크를 구축했다.  

 
 
 
 
 
 
 
 
 
 



Peter는 그동안 수천만의 User들을 확보했고 빅데이터와 AI를 활

용해 사용자 확보를 위한 퍼널(funnel)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계

속해서 사용자들을 모아 그의 서비스는 항상 차트의 순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Sori는 저평가 되었거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업군을 찾아내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업무를 해왔고 그의 투자자와 회사들을 위해 견고한 

ROI를 만드는 투자상품들을 개발했다.  

 
 

우리 경영진들은 소비자들의 수요와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 

항상 그 선두주자였기에, 이 시대를 좌지우지할 소비자층이 Z세대라는 것

과 과거 수십년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낸 신호를 식

별해내는 것은 우리 설립자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이 Z세대는 젊은 주류시장의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형태의 미

디어와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고 이를 



우리 설립자들은 파악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가상 세계, Metaverse는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발을 디딘 시장 개척자들이 시장을 지배하

게 될 이 시대에서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금이 결정적인 기

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시대를 주도했던 몇몇 

회사들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계속해서 사용자들을 실망시켰

던, 이 안전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혁신적인 플랫폼을 빠르게 만들어 

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우리는 팬들이 모여 몰입할 수 있는 “온라인

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IP들을 지지하고 또 그들

의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

므로 이를 이루기 위해 Stan World는 탄생했다.  
 
 

Ø Stan World U.S. - Business Intelligence 

회사 설립 당시, 우리는 사업 기획과 플랫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팀이 필요했다. 그래서 Stan World는 AI/머신러닝에 대해 전문 엔지

니어와 투자 펀드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실제 리조트 사업과 디지털 IP 

사업에 대한 사업 개발 전문가, 금융 전문가, 저명한 기관과 대형 기업에

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본 마켓 리서치 전문가들을 

모았다.  



 

 

Ø Stan World Korea – 가상 스튜디오 

Stan World Korea는 Stan World의 R&D 센터로, Stan World의 앱과 

가상 리조트의 컨셉 기획, 디자인, 개발을 담당한다. Stan World Korea는 

프로덕트 기획, 컨셉 아티스트, UX/UI 디자이너, 3D 아티스트, 게임 개발자, 

백엔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의 중간 역할인 테크니컬 아티스

트, 콘텐츠 매니저, 그리고 심지어 인플루언서까지 콘텐츠, 게임, 팬덤 등 

모두 그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모두 각자

의 개성이 뚜렷한 팀원들로 구성되었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합의 

팀이다. 이들이 함께 모인 Stan World는 그 기술과 프로세스를 활용해 최

적화된 가상 리조트의 청사진 Blueprint를 만들었다. 함께 모일수 있을 거

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산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어느곳에서

도 볼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다.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 모

여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상리조트의 수를 늘려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바로 

이것이 경쟁사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는 진입장벽이다. 이는 디즈니

가 상상의 세계를 공학적으로 설계한 청사진(Imagineering)을 바탕으로 아

무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테마파크들을 전세계로 확장해 나



갈 수 있게 한 것과 유사하다. 이제는 Stan World의 청사진, Blueprint가 디

즈니의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차례이다. 

 
 

 

 

 

 

 

 



 

v IRO 

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적인 플랫폼이 과연 가능할까? 

 

Stan World는 팬들을 위한 팬에 의해 만들어진 “체험형 버츄얼 월

드” 플랫폼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IP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도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Stan World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IRO를 통해 IP와 그들을 좋아하는 Stan 모두가 

그 리조트를 통한 수익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이 리조트는 

그저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IP 공급자, Stan들, 그 리조트에 투자한 투

자자들이 모두 다양한 관점에서 Win-Win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Ø IRO에는 누가 참여 가능하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IRO의 참여자는 크게 크리에이터, 투자자, 사용자 이렇게 세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크리에이터에는 대형 IP 회사, SNS 인플루언서, 디자인 스튜디오, 



캐릭터 저작권자 또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과 신규 팬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투자자는 

Stan Coin의 소유자, 투자은행 (IB), IP 투자 회사, 일반 투자자, 대형 팬커뮤

니티 등이다. 이들은 리조트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게 되며, 리조트를 통해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유형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용자는 팬들, 투자한 사용자, 구매한 사용자 그리고 방

문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리조트에서 새롭게 소통하고 체험의 기

회를 얻으며 또한 덕질을 하면서 수익까지 동시에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경

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또 투자자

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즉, 어느 

그룹에나 이동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참여 방법은 두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게 

되면, 먼저 IP / 기획서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의 과정을 거친다. 심사가 완료

되면 IRO 상품 설계 및 등록이 이뤄지고 다양한 광고수단을 활용해 IRO 상

품이 광고된다. 이후, Crowd Funding의 형식으로 투자금 모집이 시작된다.  



 

IRO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된 크리에이터가 올린 투자금 

모집에 투자를 하고 소유권 토큰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목표 금액”에 미 

도달 시, 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은 자동 환불된다.) 이후 제작비, 운영비, 

광고비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리조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배분되고 투

자자들은 그 수익금을 Stan Coin으로 수령한다. 또한 투명성을 위해 매달 / 

분기별/ 완료시점별로 리조트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되고 어떻게 비용을 쓰

는지 수익이 나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토

큰의 개수만큼의 의결권을 갖게 되어, 리조트 운영에 대해서 투표가 가능하

다.  

 

Ø IRO에 왜 참여해야 할까?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통적인 방

식과 다르게 꾸준하게 전세계의 팬들과 소통하고 또 팬덤과 함께 성장했

다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이런 BTS의 성공을 시작으로 K-Pop뿐 아니라 

대형 IP회사들은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IP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팬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

운 수단을 찾고 있기에 Stan World는 이들의 수요에 맞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새로운 형태의 홍보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한계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던 IP들에게는 “스타성 + 자금 + 

신규 사용자 + Stan World 플랫폼”을 통하여 대형 스타로 가는 새로운 길

을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팬의 경우 내가 좋아하는 스타 / IP / 브

랜드의 리조트 A부터 Z까지 소유가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또 수익까

지 공유할 수 있다. 재미에 돈까지 버는 “덕질의 경제학”이 가능한 시대이

다 (출처: 세계일보). 

 

Ø 리조트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 

 

리조트는 다양한 모델로 매출액이 발생한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 수가 적고 순수익이 가장 높은 모델은 시청형 광고이며 사

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모델은 저작권으로 수

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구독모델, 굿즈 판매와 같은 O2O 모델, 



인앱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모델로 매출을 만든다.  

 

Ø 리조트는 얼마나 수익을 낼까? 

 

MAU (Monthly Active User)의 수가 1,000,000명이고 연 $40-$65 정

도의 사용자당 예상 지출비용이 발생하며 3년간 리조트를 운영한다고 가

정했을 때, 순이익의 경우 연 11%, 운영비는 연 45%, 리조트에서 Stan 

World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연 5.5% 정도로 발생한다. 그리고 

MAU(Monthly Active User)가 증가할수록, 연 수익율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

한다.  

 

 

 

 

 

 

 



Ø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Stan World의 리조트는 현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부재이다. 각 나라별

로 자금 모집(Fund-raising)의 규제가 다르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합법

적이기에 미국에서 발행하는 것이 계획이나, 만약 미국이 그 규제를 바꿀 

경우 차선책들을 마련했다. Stan World는 이런 문제를 P2P, Crowdfunding

이나 다른 IP를 활용한 제품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문제를 규제에 대한 문

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향후, 자체 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운

영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할 예정이다.   

 

Ø Stan Coin의 탄생 

 

2020년 5월 6일, 10억개의 Stan Coin을 발행했다. 기존 Stan World

로 발행했던 코인은 6월초에 Stan Coin으로 교환될 예정이다.  



 

 

HAECHI Labs에 의해 감사(Audit) 받았으며 각각의 코인은 Smart 

Contract Link를 갖고 있다.  

 

Stan Coin은 리조트안에서 아이템 구매나 광고를 집행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며 광고를 하고자 할 때도 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코인을 구매할 때는 다양한 통화로 구매할 수 있으

며 이를 다시 환전할 때도 투자자가 원하는 통화로 환전 가능하다. 그리고 

리조트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코인으로만 가능하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가상화폐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적은 장기 투

자형 코인이다.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수익모델로 수익 발생이 가능하며, 

Stan Coin으로 투자에 참여 가능하고 Stan Coin으로 그 수익금을 배분 받

게 된다. 또한 리조트의 지분을 토큰화해 판매할 수 있고 리조트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지분의 가치 또한 상승하기에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수익 창



출이 가능하다. 

 

Stan Coin의 예상 가격은 USD $0.99 ~ $1.20 정도이다. Stan World는 Stan 

Coin의 가격이 변동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도

록 계속적으로 시장내 코인의 수급량을 컨트롤하고자 한다.  

 

 

 

 

 

 

 

 

 

 

 

 

 

 

 

 

 



 

v Time to Move 
Ø IP의 골드러시 

 

골드러시란 1800년대 중반에 새로 발견된 금광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었던 현상을 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James W. Marshall에 의해 

금이 발견되었을 때 이 뉴스는 대략 30만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

려들게 했다. 그런데, 이때 과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대기업으로 도

약할 수 있었을까? 금광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다. 리바이스의 창업주 Levi Strauss는 골드러시로 모인 광부

들을 위해 튼튼한 캔버스 천 재질로 만들어진 바지를 만들었고 이 청바지

는 금을 캐는데 있어 광부들에게 필수적인 중간재(Middleman)였기에 골드

러시기간동안 리바이스가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다.  

약 200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이제는 누가 가장 어린 억

만장자인가? 페이스북의 창시자, Mark Zuckerberg는 2008년 23세때 억만

장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019년 SNS의 거대 1인 기업, Kylie Jenner

는 21살에 순자산 십억 달러를 넘어섰고, Mark Zuckerberg의 기록을 깨며 

“혼자의 힘으로 일궈낸 최연소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되었다 

(출처: Forbes). 그녀는 SNS 속 그녀의 팬들을 잘 활용했고,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 더 많은 부를 창출했다. 2019년 같은 해에, 21세기의 비틀즈라고 불

리는 한국의 K-Pop 그룹 BTS는 한국경제에 콘서트 표, 유튜브 비디오, 그

들의 명성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들을 통해 약 한화 60조 ($4.65 billion) 정

도를 창출했다.  



 

더욱이, BTS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현재 한국 총 GDP의 0.3% 정도를 차지

하며 BTS는 2023년까지 한국경제에 620조원 ($48 Billion)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출처: 현대 연구소) 즉, 하나의 IP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는 우리에게 21세기 버전의 새로운 골드러시가 펼쳐지

고 있음을 암시한다. IP들의 골드러시, IP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인플러언서와 K-Pop 그룹들을 제치고, 자신들이 보유한 IP들

을 활용해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는, IP 사업의 1인자는 바로 디즈니이다. 

이 모든 것은 만화캐릭터 마우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디즈니는 그들이 

보유한 IP들을 적극 활용해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분야를 

갖춘 비즈니스 제국으로 탄생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서 디즈니의 사업분야 중 가장 견고하고 가

장 큰 이익을 창출하며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군은 무엇일까? 아마도 

들으면 놀랄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는 테마파크이다. 

그 이유는 바로 소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점이

다. 디즈니랜드는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프랜차이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들을 배출해내는 플랫폼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은 출시 몇 주 만에 

3천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단시간에 모을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디즈니의 IP들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엿볼 수 있었다. (출처: VC 

Matthew Ball) IP는 현대판 골드러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황금과 같은 

존재이며, Stan World는 가상 리조트를 세움으로써, 현대판 골드러시의 

플랫폼을 세우고자 한다. 바로 리바이스가 골드러시 때 했던 것과 동

일하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플랫폼은 디즈니 사업의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벤치마킹한 IP 상품인 것이다.  

 

 

 



Ø 현재와 미래,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우리가 우리의 앱에 최적화된 VR 헤드셋 버전을 만들기 전인 

2021년 상반기까지 우리는 모바일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자 한다.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1.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 모바일에 친숙하며 아직까지 VR 

headset에는 많이 노출되지 않았다.  

2. VR 헤드셋은 여전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최적화된 사용자 경

험을 제공하기에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데이터 분석 툴들은 VR 헤드셋보다는 좀 더 발전되었고, 아직까지 

VR 헤드셋은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런 점들이 초기에 우

리 서비스의 특징들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만약 Apple이 사용자들의 기대만큼 고성능의 VR 안경을 곧 출시한다면, 

이는 어쩌면 사용자들과 기업들이 빠르게 VR 산업에 뛰어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VR 시장에 내딛는 게 절대 늦

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Unity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할 것이

며, 이 엔진은 한번 개발하면 여러 곳에 배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기 때문이다 (출처: Medium). 

 



 

 

Ø 더욱 더 필요성이 부각된 현재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부분의 팬 컨벤션 이벤트 KCON, Comic-

Con과 Vid-Con 모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COVID-19으로 인해 취소되었

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대피명령으로 집에만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

이 1년 내내 기다렸던 이벤트에도 참여할 기회까지 잃었다. 팬더믹으로 인

해 사람들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 SNS를 이런 

불만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로 보기 시작했다. (출처: NfX) 또한 

이 행사의 취소는 샌디에고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샌디에고 관광

청은 보통 이 Comic-Con 행사동안 참여자가 총 쓰는 돈이 한화 1100억원 

($88 Million)이며, 그 전체 지역 경제에는 한화 1900억 ($149 Million) 정

도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출처: CNBC) 이제 이 관광청은 이 이벤트에 그 어

느때보다 참여하고 싶은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절실하

게 필요하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Comic-Con의 팬들은 이 이벤트를 통

해 자신들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하는데, 이제는 그저 집에서 그 이벤트

를 즐겨야 한다. 이런 팬들에게 물리적 접촉없이 그들이 사랑하는 수퍼 

히어로의 수트를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해주

는 Stan World의 리조트가 제공된다면, 어떨까? 그 리조트를 사랑하지 않

을 수 없지 않을까? 게다가 COVID-19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전문가들은 산업 및 문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팬더믹이 계속

해서 등장하는 것은 그저 시간의 문제라고 추측하고 있다 (출처: United 
World). 

Stan World는 현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Stan World는 팀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축하고자 한다. 

Stan World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IP들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팬들과 함께 

그 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서비스를 만들 것

이다. Stan World는 팬들에게 이전까지 보지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고 공룡처럼 멸종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서 같이 진화하고 싶은 IP들

과 함께 서비스를 만들 것이다. Stan World는 우리를 믿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소셜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초석을 다지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Stan World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가고, 현대 기술의 발달로 가속화된 가난한 사람이 더 가

난해지는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Win-win 시



스템을 갈구하는 당신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We need to move fast. We need to move now.  

Join us at Stan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