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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컨퍼런스의 한계점인 접근성 문제와 온라인 컨퍼런스의 한계점인 참여자간 상호 

소통과 네트워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WebRTC 기반 메타버스 컨퍼런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솔루션은 WebRTC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채팅 및 멀티접속을 구현하고 WebVR을 기반으로 하는 

A-Frame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컨퍼런스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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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컨퍼런스의 한계점인 접근성을 문제와 

온라인의 컨퍼런스의 한계점인 참여자간 상호 소통과 네트워킹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WebRTC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채

팅 구현과 WebVR을 기반으로 하는 A-Frame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전시 및 컨퍼런스 시스템을 제안 및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실제 구현 및 설계를 

진행하고, 4장에서는 기술구현의 어려움과 연구에 대한 결론을 설명 

후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WebRTC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은 웹 애플리케이션

과 웹 사이트가 중간자 없이 브라우저 간에 영상 미디어나 오디오를 

인식하고 스트림 할 뿐 아니라, 임의의 데이터도 교환 및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1][2]. Fig. 1은 WebRTC 통신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Signaling을 통해 peer간 네트워크 구성정보, 세션 

제어 메시지, 미디어 기능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peer와 연결을 맺은 

후 단말에서 미디어를 가져와 교환한다.[2]

Fig. 1. How WebRTC works

1.2 A-Frame

A-Frame은 가상현실(VR)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웹 프레임워크이

다. A-Frame은 three.js를 기반으로 확장한 프레임워크이며 대부분의 

VR 헤드셋을 지원하며 증강현실에도 사용할 수 있어 몰입형 인터렉티

브 VR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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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WebRTC기반 메타버스 컨퍼런스 시스템 구현은 Fig. 2와 같이 

① Node js based server implementation ② Implementation of 

video chat using WebRTC ③ Implementation of A-Frame based 

metaverse space 순으로 진행한다.

Fig. 2. Conference system implementation flowchart

① Node js based server implementation 단계에서는 Visual 

Studio Code를 사용하여 WebRTC 시그널링 서버를[1][Fig. 3]을 

구현한다.

Fig. 3. Building signaling server program based Node Js

② Implementation of video chat using WebRTC 단계에서는 

room에 입장시 이벤트처리와 socket 통신을 활용한 실질적인 

connection을 맺는 부분을 구현한다. [Fig. 4]

Fig. 4. Code using webrtc API

③ Implementation of A-Frame based metaverse space 단계에서

는 conference 가상공간(메타버스)을 A-Frame 기반으로 Fig. 5와 

같이 구현한다.

Fig. 5. Implementation of A-Frame based metaverse space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오프라인 컨퍼런스 및 행사의 한계점인 접근성을 문제와 

온라인의 한계점인 참여자간 상호 소통과 네트워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온라인 컨퍼런

스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물리적 행사, 전시에 참여할 수 없는 참여자들

에게 접근성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은 webVR의 

렌더링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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