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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테크 스타트업 버시스, 메타버스 음악 서비스 ‘히치하이커’ 론칭

● 듣는 음악에서 만지고 느끼고 가지고 노는 음악으로
● 히치하이커의 음악으로 제안하는 메타버스 속 공감각적 음악 경험
● 인터랙티브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음악 감상 패러다임 주도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인큐베이션 멤버사인 뮤직테크 스타트업 버시스(대표 이성욱)가 12 월 7 일,
프로듀서이자 DJ 로 활약하는 글로벌 EDM 뮤지션 히치하이커(Hitchhiker)와 협업으로 개발한,
능동적인 음악 경험이 가능한 서비스 ‘히치하이커의 메타버스 음악 Hitchhiker’s Metaverse Music’을
론칭한다.

‘히치하이커’는 혁신적인 인터랙티브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수동적인 음악
경험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어느 행성에 불시착한 히치하이커가 음악을 통해 낯선 세계를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사용자는 은색 우주복을 입은 히치하이커 캐릭터가 되어 광활한 메타버스 공간을 탐험한다. 여기서
공간 곳곳에 놓인 아이템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재구성할 수 있다. 우주를 연상시키는
3 차원 공간을 가로지르는 동안 변주되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 뿐 아니라, 스크린 터치로
히치하이커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비트와 랩을 얹은 나만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즉
사용자가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 자유롭고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음악이 전개된다. 리듬게임처럼
규칙과 강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음악을 구성하는 소리를 악기별로 분류해 더하고 뺄 수 있으며 노래하는 목소리의 성별을
바꾸거나, 새로운 리듬을 추가해 자신만의 음악을 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합성, 자동
생성 기술이 적용됐다. 머신러닝을 통해 음원 데이터를 학습하고 음악의 각 요소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운드를 BGM 이나 효과음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콘텐츠로 내세운 점은
일반적인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차별점이다. 또한 스크린을 터치해 히치하이커의 랩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게 만든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처음 이뤄진 시도다. 히치하이커와 협업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재생’과 '정지’로만 이뤄졌던

선형적인 음악 경험을 메타버스에서 주체적으로 ‘플레이’하도록 발전시킨 ‘히치하이커의 메타버스
음악’ 서비스는 140 년 동안 ‘LP-CD-MP3-스트리밍’으로 발달한 음성 기록 장치의 역사를 연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 결과 일방적으로 재생한다면 4 분이 채 안되는 음악을 메타버스 상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몇시간이고 증폭해서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된다.

12 월 7 일에 공개되는 첫번째 버전에서는 인터랙티브 음악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12 월 중순에 업데이트되는 두번째 버전에서는 통해 동시 접속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해
서로간 대화를 나누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음악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의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다.

버시스 이성욱 대표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후 140 년 동안 우리는 녹음된 음악을 단순히
재생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자는 그저 관객이 아니다. 스스로
음악의 주인공이 되어 매 순간 어떤 소리를 들을지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이 모여서 자신만의 음악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레코딩된 결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느낄 수 있는
음악 세상이 메타버스 음악 세상이다.”라고 말하며 버시스가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경험하고 다양성을 실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히치하이커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대거 등장하지만 음악의 힘은 여전 하며 앞으로도 중요하다.
버시스와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음악을 제어하는 새로운 경험까지 선사하는 기회로
지금까지 본적 없는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라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히치하이커’는 12 월 7 일부터 한달동안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버시스는 듣기만 가능하던 음악 경험을 만지고 느끼고 가지고 노는 음악 경험으로 혁신하는
인터랙티브 기업이다. 지난 4 월에는 국내 싱어송라이터 수민과 협업해 인터랙티브 싱글 앱
‘Fightman’을 선보인 바 있다. 버시스는 Fightman 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CES 2022 에서
새로운 뮤직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잠재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
현재 신한금융그룹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혁신성장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
인큐베이션 멤버십에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주소

* 히치하이커는 실험적인 음악과 강력한 개성으로 생동감 있는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이자 DJ 다.
현재는 OO Entertainment 의 EDM 레이블 ScreaM Records 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있다.

대표작으로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Abracadabra’,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와’, 소녀시대의 ‘훗’, 보아의
‘GAME, f(x)의 ‘피노키오’가 있다.

다운로드 링크

Appstore / Google Play

히치하이커 메타버스 음악 플레이 영상
https://youtu.be/BMTyX_3dVE4

히치하이커 메타버스 세계 둘러보기
https://youtu.be/1l8oVfxr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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