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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 교육계에는 비대면 수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대면 수업

은 화상 회의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상 회의 방식의 비대면 수업의 

경우 현장감, 수업 집중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낮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VR 기반의 가상강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가상강

의 시스템은 가상 강의실, 교수자 수업 기능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키워드: VR, 가상 강의 시스템, XAMPP, PhotonVoi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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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해 교육계에는 비대면 수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대면 수업은 화상 회의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상 회의 방식의 비대면 

수업의 경우 현장감, 수업 집중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낮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VR, AR,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 플랫폼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업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강사 중심의 수업 지원이 가능한 

VR 기반의 가상 강의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Unity 

Engine, PhotonVoice2 이용하여 가상강의실을 구현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Virtual Lecture System)

제안한 시스템의 수업 기능은 음성채팅, 칠판 판서, 화면 공유 

제공한다. XAMPP 웹서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회원 사용자 데이터를 

받아 로그인 수행하여 강의실로 생성된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강의

자 수업 목표로 강의 기능을 제공하며 음성채팅은 PhotonVoice2 

이용하여 음성채팅 기능을 제공한다 Recoder 기능을 사용해 음성채팅 

할 수 있으며, 칠판 판서 기능은 분필을 제작하여, 드로잉 기능을 

구현해 제작하였다. 화면공유 기능은 Desktop Encoder에 폭, 높이 

지정하며, Encoding으로 거치게 되며, 화면 스크린으로 보여줄 높이, 

폭 값을 받아 Decoding 실행 되어진다.

Fig. 1. 가상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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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칠판 판서

칠판 판서 기능은 분필을 제작하며, 드로잉 기능을 구현해 제작하였

다. 직사각형 영역을 칠판 영역으로 설정하여 칠판의 높이, 폭을 

구하며, 픽셀 좌표로 시작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행 단위로 직사각형의 각 픽셀에 값을 할당하여 판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Fig. 2. 판서 작동 원리

2.2 음성 채팅

PhotonVoice2 에셋을 사용하여 Photon Voice Network 이용하여 

PUN 및 Voice 클라이언트 음성채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디오 

스트림 전송 역할인 Recoder 기능을 사용해 음성채팅 할 수 있으며 

MicroPhone Device VIVE Audio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 음성채

팅 사용하면 아바타 머리 위측에 스피커 아이콘으로 나오도록 구현 

하였다.

Fig. 3. 음성 채팅 표시

2.3 화면 공유

화면 스크린 제작하여 DesktopDuplication API 활용해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Client로 전송해 볼 수 있다. NVENC, NvPipe 이용하

여 Encoding, Decoding 실행하게 된다. Desktop Encoder에 폭, 

높이 지정하며, Encoding으로 거치게 되며, 화면 스크린으로 보여줄 

높이, 폭 값을 받아 디코딩 실행 되어진다. Client로 전송해 화면 

스크린에 자신의 화면을 보여주게 된다.

Fig. 4. 화면 공유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수업의 현장감 및 수업의 집중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VR기반 가상 강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교내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판서, 음성채팅, 화면 공유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가상 강의 시스템은 

강의 뿐만 아니라 회의, 토론 등 다양한 정보교환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

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향후, 학생 아바타 및 실험실습기자재 모델링 등 실감형 가상 

강의 시스템을 위한 추가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헤드셋, 

모션 플랫폼 등 다양한 VR/AR 액세서리와의 연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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