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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지나친 비밀주의에 기술 사기 의혹 받는 혼합현실 기업 ‘매직리프’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기술로 거액의 투자를 받아 화제가 되었던 스타트업 ‘매직 리

프(Magic Leap)’는 제품 출시가 지연되며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직면하고 있음 

 가상현실(VR)이 유행하며 새로운 흥미를 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언제 제품

을 출시할까 손꼽아 기다리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이미 13억 9,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지한 

미국의 스타트업 ‘매직 리프(Magic Leap)’임 

 매직 리프의 창업자인 로니 아보비츠는 로봇 팔을 이용하여 무릎 관절의 임플란트 수술 기술

을 개발하는 ‘마코 서지컬(MAKO Surgical)’이라는 의료 로봇 기업을 2004 년에 공동 설립한 후 

매각했다가 증강현실(AR) 영역에 새롭게 진출하며 매직 리프를 창업하였음 

 2011년 창업된 매직 리프에는 구글, 알리바바 외에도 유명 VC(벤처 캐피탈)인 안드레센 호로비

츠,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 바이어, 반도체 업체의 VC 부문인 퀄컴 벤처스 등 쟁쟁한 기업

들이 앞다퉈 투자하였으며, 이 덕분에 기업가치는 45억 달러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기대가 높은 만큼 제품의 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매직 리프

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맞물려 실제로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술력을 과장했다

가 뒷감당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가상현실(VR) 분야의 경쟁이 이미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직 리프의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의 성능을 크게 웃돌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매직 리프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사업 여건임 

 매직 리프의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HoloLens)’와 유사한 것으로 VR의 단점을 

상당부분 해소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란 기대를 받았음 

 모든 이미지를 컴퓨터 렌더링에 의해 만들어 내는 VR과 달리 MR은 눈앞의 현실 세계를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 비춰 보이고 그 위에 가상의 영상이 겹쳐 비추는 기술임 

 매직 리프의 핵심기술은 “포토닉스 라이트 필드(Photonics Light Field)”라 부르는 것으로, 사람들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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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세계에서 눈으로 보는 빛의 세계와 상당히 흡사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눈에 가상의 영

상을 전달함으로써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 

 매직 리프가 지금까지 발표한 데모 영상은, 사무실에 침입한 외계인이나 로봇에 대항해 가상의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의 화면이 책상 위 허공에 보여지고 이를 몸짓으

로 조작하는 것 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체육관에 모여 있는 아이들 앞에서 

거대한 고래가 점프하거나, 손바닥 위에 새

끼 코끼리가 올라 앉아 있는 데모 영상 등

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콘텐츠의 가

능성을 제시하였음 

 VR 의 경우 HMD 를 착용하면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몰입감 있는 체험

을 즐길 수 있지만, 반면 주위와 너무 고립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우스꽝

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이용자 자신도 주위가 보이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용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VR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도 거론되고 있던 터라, 매직리프의 MR은 VR

의 부자연스러움이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응용 범위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것 

 매직 리프가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는 긍정적 해

석도 있지만,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악성 루머가 계속 나돌 것으로 전망 

 매직 리프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는 이용하는 HMD가 상당히 경량인데다가 함께 제공되는 

부속 컴퓨터도 스마트폰 정도의 소형이라는 소문의 영향도 컸음 

 그러나 배낭 같은 큰 컴퓨터를 짊어지고 있는 매직 리프 직원의 모습이 담긴 내부 사진이 유출

되면서 엉뚱한 소문이 퍼졌고, 매직 리프는 이 컴퓨터는 실내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한 것으

로 MR에 사용되는 실제 제품이 아니라며 필사적인 해명에 나서야만 했음 

 아울러 매직 리프가 공개한 데모 영상이 실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기술 사기가 아니었냐

는 악성 루머까지 돌아 이에 대한 해명도 해야 했음 

 진위야 어쨌든 매직 리프가 2017년 안에는 HMD를 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몇 개월 

내에 기술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임 

<자료> Magic Leap 

[그림 1] 매직 리프의 혼합현실(AR) 데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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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리프는 최근 콘텐츠 제작업체인 ‘퍼지큐브 소

프트웨어(Fuzzycube Software)’를 인수하고 다수의 

애니메이터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를 두고 애널리스트들은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통

합적으로 제공하는 포지셔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비즈니스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이라 

분석하기도 하나,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는 앞으로도 이런저런 소문이 끊이지 않을 전망 

 가볍게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개발 상황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되었겠지만, 거액의 투자 자금을 유치

함에 따라 운신의 폭이 줄어든 점은 매직 리프에

게 제약이 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시장의 기

대감에 부응하는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임 

 (ITPro, 4. 7. & New York Magazine, 4. 21.) 

<자료> Magic Leap 

[그림 1] 매직 리프의 혼합현실(AR) 데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