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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WebRTC 화상회의 응용의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방안을 소개한다. 화상회의 응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 인증 등을 적용해 사용자 로그인 처리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 경험을 높

이고 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 사용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화상회의 응용은 

SAML 기반의 연합 ID 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으며 표준화된 인증 및 인가 기능을 제공해 간접

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REST API를 통해 화상회의 세션의 개설 및 참여, 조회 기능을 제공해 

서비스 사용자에게 높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모니터링, 이용이력관리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본 논문에서는 적용된 연합 ID 관리체계와 REST API를 소개하고 구현 결과를 통해 서비스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echnical method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a WebRTC video conference 
(VC) application. Simplified login is essential, by applying such as single sign-on (SSO)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VC applications. High usability and manageability are also necessary to attract more users, enhance user experiences, 
and save service management cost. The proposed VC application leverages SAML-based federated identity 
management (FIM) to enable higher service accessibility. Users can access the application with their organizational ID 
and SSO authentication. The FIM eases user ID management and indirectly strengthens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roposed web application has high usability and manageability because users and/or administrators can 
easily create, join, monitor, or tear down VC sessions through RESTful web service (REST API). We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VC application after illustrating the SAML-based identity federation and the designed REST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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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상회의는 연구자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주요 협업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1-4]. 근래에는 Adobe ConnectTM, 

Cisco WebEXTM, VidyoTM과 같은 WebRTC 플랫폼 기

반의 클라우드형 화상회의 시스템들이 등장함에 따라 

연구자들의 협업도구 활용환경이 고도화되고 있다. 

WebRTC 기반의 클라우드형 상용 화상회의 서비스

는 전용하드웨어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Pay 

and Go’ 방식의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어 비용-효율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또한 별도의 데

스크톱 응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

를 이용해 화상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

이 높다.

클라우드형 상용 화상회의 서비스가 이용기관의 입

장에서 구축비용이나 운영비용 절감에 효과적이지만 

개별 사용자들이 지불해야하는 서비스 이용비용은 아

직까지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

법 준수를 위해서는 사용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지만 세부 기술 프

로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아 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데이

터 보호 조치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이용한 WebRTC 기반의 클라우드형 화상

회의 서비스인 WebMEET을 제안한다. WebMEET은 

클라우드형 화상회의 서비스가 갖는 사용자 편의성과 

비용-효율성을 상속한다. 또한 사실상(de facto) 표준에 

따라 사용자 정보와 제공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

보 및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D 연계

(FIM, Federated Identity Management [5]) 프레임워크

를 적용해  OSS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정보 및 

데이터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둘째, RESTful 서버를 설

계‧적용함으로 제공 자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

며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셋째, 개발된 화상회의 

서비스를 공개해 교육 및 연구기관 구성원들과 공동 활

용함으로써 기술의 완성도를 검증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WebMEET에 적용된 기술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 3장

은 시스템 설계 목표를 제시하고 제 4장은 설계 및 개발 

내용을 상세 설명한다. 제 5장에서 구현 결과를 검증하

고 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술 개요
 

본 장은 개인정보보호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Web 

MEET에 적용된 ID 연계[5]와 RESTful 서비스에 대해

서 간략히 소개한다.  

2.1. ID 연계

ID 연계는 소속기관에 등록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를 이용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IT 자원(지식 정보 및 

컴퓨팅 자원 등)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ID 관

리 체계를 의미한다. ID 연계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

고 속성정보를 제공하는 ID 제공자, ID 제공자가 제공

하는 속성정보를 소비해 사용자를 인가하고 IT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정책적 및 기술적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TTP(Trusted Third Party)로 구성된다. 

ID 연계는 일반적으로 국제표준인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6])을 이용해 구현된다. 메

시지 스펙을 구현한 대표적 SAML 소프트웨어로는 

Shibboleth[7]와 simpleSAMLphp[8]가 있다. 다수의 서

비스 제공자 응용들이 Shibboleth를 이용해 구축되어 

왔으며 정책 설정의 다양성 및 높은 호환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simpleSAMLphp는 상대적으로 쉬운 

정책 설정과 높은 확장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ID 연계

는  통합인증(Single-sign On)을 실현하기 때문에 사용

자의 서비스 이용 동선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인증 DB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효과적이다.

2.2. RESTful 웹서비스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는 ROA 

(Resource Oriented Architecture [9])를 따르는 비 상태

(stateless) 지향 웹 서비스의 디자인 표준으로써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이용해 자원을 표현하

는 방식이다. REST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관리

하지 않으며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독립적으로 처

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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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는 기본 HTTP 메서드를 이용해 자원을 제어한

다. 자원조회는 GET, 새로운 자원의 생성은 PUT이나 

POST,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수정은 PUT, 자원 삭제는 

DELETE 메서드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GET vc.conference.com/room/session 이라는 자원을 

요청할 경우 서버는 해당 자원을 조회하여 결과를 반

환한다. REST가 응답메시지에 대한 표준 데이터 표현

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메시지는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Ⅲ. 설계 목표
 

WebMEET은 두 가지 설계 목표를 갖는다. 첫째, 웹

기반 응용서비스에 대한 소비기반 확보와 개별 사용자

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표준화된 사용자 인증 및 인가 

정책을 적용한다. WebMEET은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 

활용하는 공개형 화상회의 서비스이다. 화상회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제한된 컴퓨팅, 네트워킹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AA(Authorization 

and Authentication)는 필수적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인증 정보(사용자 ID와 비

밀번호)와 인가 정보(이메일, 직무정보 등)를 저장하고 

관리할 경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의 암호분실 등에 응대하기 위해 업무지원 

센터(Help desk)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다.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 개인정보를 등록해

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가 증가할수록 개인정보가 중복 저장되는 문제가 발

생한다. WebMEET에 적용될 사용자 AA는 서비스 관

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둘째, 공유 IT 자원인 화상회의 서비스의 활용성과 

관리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행 중인 회의 세션

을 실시간으로 목록화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사용자가  

화상회의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인가 사용자도 회의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함으로써 사용자의 서비스 활용 편의성을 추가적

으로 높일 수 있다. 보안관리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

용자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 목록화되어야 

한다. 목록화된 이용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활용 

추이를 파악하고 추가 IT 자원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등 관리 측면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시스템 구현
 

본 장은 시스템 설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Web 

MEET의 세부 구현 내용을 설명한다.

4.1. WebRTC 기반의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구조

WebMEET은 오픈소스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Jitsi 

Meet[3]을 이용해  확장 개발되었다. 

Fig. 1 Jitsi Meet system components

그림 1은 Jitsi Meet의 구조를 보여준다. Jitsi Meet은 

WebRTC 응용,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10]) 서버, Conference Focus(CF), 

Video Bridge(VB)로 구성된다. WebRTC 응용은 

Javascript로 구현된 화상회의 서비스로써 영상과 음성

의 송‧수신을 담당하고 플러그인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CF는 세션 참가자들을 위한 Javascript API 

채널을 관리하고 VB와 협상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수

신할 포트 등을 설정한다. 또한 세션 참가자수를 기반

으로 VB의 부하조절에 관여한다. 

VB는 수신 받은 영상 트래픽을 배포하기 위한 

SFU(Selective Forwarding Unity)로써 다자간 화상회의

를 위한 MCU 기능을 제공한다. 화상회의 참가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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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신 받은 미디어 트래픽을 타 참자가 들에게 배

포하는 역할을 한다. CF가 VB의 네트워킹 설정 정보

(포트번호 등)를 확보하면 XMPP 시그널링을 통해 사

용자 웹 브라우저에 해당 정보가 전달된다. 이후 미디

어 트래픽은 사용자 웹 브라우저와 VB 간에 직접 송‧수

신된다.

현재 Jitsi Meet는 사용자 인증 및 인가 기능을 제공

하고 있지 않다. RESTful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

에 REST API를 통한 회의 세션의 생성, 조회, 삭제 기

능을 이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의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입력창에 화상회의 URI를 

입력하면 Jitsi Meet가 Javascript API를 이용해 화상회

의 세션을 생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세션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목록화나 가시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문

제점도 있다.  

4.2. SAML 기반 사용자 인증 및 인가 

WebMEET은 사용자 인증 관련 기능을 ID 연계된 외

부 기관(ID 제공자)에 위임하며 ID 제공자가 공급하는 

사용자 속성정보(예, 이메일, 직무 등)를 이용해  IT 자

원에 대한 접속권한을 부여한다. 로컬 사용자 인증 DB

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 조치 등으로 인한 관

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WebMEET은 국제 표

준인 SAML이 적용되고 사실상 표준인 ID 연계 정책을 

준수하기 때문에 다수의 ID 제공자들과 유연하게 연동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효과적이다. 

Fig. 2 Authentication with SAML

그림 2는 WebMEET의 사용자 인증 및 인가 구조를 

보여준다. WebMEET 이용을 위한 사용자 인증은 원격

지에 위치한 SAML ID 제공자(그림 2의 Authentication)

에서 수행된다. 인증에 성공한 사용자의 속성정보는 

SAML assertion에 포함되어 서비스 제공자(그림 2의 

Authorization)에 전달된다. SAML assertion 메시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는 속성기반 사용자 인가(Attribute-based user author- 

ization)를 통해 WebMEET의 접속권한을 차등하고 접

속권한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한다. 

ID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ID 연계연합체1)에서 

사실상 표준화한 SAML 기술 프로파일(암호화방식, 

속성정보 등)을 준수함으로써 기술적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WebMEET에 적용된 SAML 소프트웨어는 

simpleSAMLphp이다. 

Attribute Description

ePTID Encrypted user identifier

UID Plain-text user identifier

ePPN User identifier scoped in a domain

displayName display name

mail Email address

ePAffiliation User affiliation

organizationName User organization name

schacHomeOrg. Domain name of organization

ePSA User affiliation scoped in domain

Table. 1 User Attributes

WebMEET에서 이용하는 사용자 속성정보는 표 1과 

같다. 도메인은 ID 제공자가 인증하는 사용자들의 기관 

내 소속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ID 제공자가 

univ.org 기관의 ee 학과에 소속된 사용자 정보만 제공

한다면 도메인은 ee.univ.org가 된다. WebMEET은 

eduPersonAffiliation 및 schacHomeOrganization 등 두 

가지 사용자 속성정보와 ID 제공자 시스템의 entityID

값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가(예, 관리자와 일반사용자로 

구분)한다. entityID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ID 제공자를 

지칭하는 URI 형태의 고유 식별자이다. 예를 들어, 사

용자가 특정 entityID(예, https://ids.univ.org/idp/ssp)를 

1) 국내 ID 연계연합체는 KAFE(Korean Access Federation, http://www.coreen.or.kr/)로써 2015년부터 국내 연구 및 교육기관을 대상

으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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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ID 제공자로부터 사용자 인증을 받고 특정 직무정

보(예, staff)와 특정 최상위 도메인 명(예, ee.univ.org)

이 사용자 속성정보로 전달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관리자 또는 일반사용자 권한을 차등

해 부여할 수 있다. 

ID 연계 프레임워크에서 하나의 SAML 서비스 제공

자는 다수의 SAML ID 제공자와 연동될 수 있기 때문

에 사용자 식별자(사용자 ID 등)의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사용자 식별자가 중복될 경우 동일한 식별자를 

갖는 사용자들 간 개인정보나 서비스 이용정보가 노출

되고 권한부여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 서비스 이

용이 어렵게 된다. WebMEET은 식별자 중복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ePTID(eduPersonTargetedID)를 이용한다. 

ePTID는 ID 제공자가 공급하는 사용자 식별자로써 서

비스 제공자의 entityID, ID 제공자의 entityID, 사용자 

email 주소를 입력 값으로 받아 SHA256 해싱한 값이

다. ID 제공자가 ePTID 속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WebMEET 응용에서 ePTID를 생성하고 사용자를 식별

한다.

PROCEDURE auth

 IMPORT simpleSAMLphp

 saml = NEW simplesaml()
 status= saml.requreAuth(IdPSSOURL, returnURL)
 
 IF status == SUCCESS 
     attributes = status.getAttributes()
     //Authorization based on the attributes
 ELSE
     REDIRECT DS
 END

END

Table. 2 Pseudo-code for SAML authentication

표 2는 SAML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속성정

보를 획득하기 위한 의사코드이다.  PHP로 작성되었으

며 simpleSAMLphp의 API를 이용한다. 사용자가 인증 

및 인가를 요구하는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인증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는지 확인한다. 정상적으

로 로그인된 경우, 사용자 속성정보를 획득해 이용권한

을 부여한다.  로그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 웹 브

라우저를 SAML IDP DS(Identity Provider Discovery 

Service[11])로 이동시키고 WebMEET에 로그인을 유

도한다. SAML IDP DS는 ID 제공자들의 전체 목록을 

보여주는 탐색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탐색 서비스에

서 선택한 ID 제공자를 통해 WebMEET에 로그인할 

수 있다.

4.3. 서비스 이용 및 관리 편의성 확보

WebMEET은 RESTful 서비스를 활용해 화상회의 

목록과 개설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가

시화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웹 브라우저의 URL 입력

창에 회의정보를 타이핑한 후 화상회의에 참가하는 대

신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 웹 GUI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서버 자원

을 장시간 소모하는 화상회의 세션에 대해 REST API 

호출을 통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등 높은 관리 편의

성을 갖는다. 또한 WebMEET은 생성된 화상회의 세션

과 사용자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Fig. 3 Components for RESTful service

그림 3은 화상회의 세션의 검색 및 갱신을 위해 

WebMEET에 구현된 세션 상태관리 구조도이다. 

Conference Focus(CF)에서 제공하는 Java API와 

Jetty[12]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상태갱신/

검색(State update/lookup) 모듈과 RESTful service가 구

현되었다. Jetty는 Java로 구현된 경량 웹 서버로써 CF

에 내장되어 있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화상회의 명을 입력하고 

회의 세션의 생성을 요청하면 WebMEET은 RESTful 

서버에게 해당 회의명의 존재 여부를 질의한다. 중복된 

회의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WebMEET은 Javascript 

API를 호출해 화상회의 세션을 생성한다. 세션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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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새로운 REST API를 설계‧적용하는 대신에 기존 

Javascript API를 이용함으로써 Jitsi Meet와의 호환성

을 높였다. Javascript API를 호출하면 CF는 생성된 세

션 정보를 상태기록(State record) DB에 저장한다. 이때 

개설자 정보는 CF에 전달되지 않는다. WebMEET은 개

설자 정보, 화상회의 세션의 이름 및 생성 시간 등을 로

컬 사용기록(Usage record) DB에 저장한 후, REST API

를 호출해 상태기록 DB에 저장된 회의명을 조회하고 

개설자 정보를 추가한다. WebMEET 응용이 관리하는 

사용기록 DB는 접속자 정보와 서비스 이용정보를 가시

화하는데 이용된다.

구현된 REST API는 HTTP GET, PUT, DELETE 메

서드를 이용해 상태기록 DB에 저장된 정보를 각각 조

회, 갱신, 삭제한다. 

URI
http://[REST srv.]/[name]

http://[REST srv.]/conferences

Return
HTTP 200 OK/XML 
RoomName, DomainName, MemberCount, 
CreateTime

Description
An active session by name

All active sessions

URI
http://[REST srv.]/log/[name]

http://[REST srv.]/logs/[date]

Return

HTTP 200 OK/XML 
RoomName, DomainName, 
CreateTime/EndTime, MemberCount, 
Status

Description
Usage history by name

Usage history by date

Table. 3 Designed REST API with HTTP GET method

표 3은 GET 메서드를 활용한 REST API를 보여준

다. 웹 브라우저에서 REST API를 호출하면 CF는 생

성된 회의 세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XML 문서로 제공

한다.  WebMEET은 화상회의 명 또는 화상회의 세션

의 생성날짜를 기준으로 상태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ttp://server.name/webmeet meeting을 호출

하면 CF는 ‘webmeet meeting’으로 명시된 화상회의 

세션을 조회하고 화상회의 명(RoomName), 도메인 명

(DomainName),  참가자 수(MemberCount), 생성 시간

(CreateTime) 정보를 전달한다.  

표 4는 PUT 메서드를 이용한 REST API를 보여준다. 

WebRTC 응용은 Javascript API를 호출해 화상회의 세

션을 생성한다. WebMEET도 화상회의 생성을 위한 별

도의 REST API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Javascript API

를 재이용 한다. WebMEET의 정보갱신용 REST API는 

CF가 관리하는 특정 세션정보에 개설자 ID를 추가할 

때 이용된다. 해당 REST API 호출을 통해 화상회의 명

과 개설자 정보 간 1:1 대응관계를 설정하므로 사용자

별 이용이력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URI http://[REST srv.]/[name]

Input
XML
UserName

Return
HTTP 201 Created/XML 
Status[OK, NotExists]

Description Add [UserName] to a [name] record

Table. 4 Designed REST API with HTTP PUT method

URI http://[REST srv.]/[name]

Return
HTTP 200 OK
HTTP 400 Bad Request

Description Delete a record named [name]

Table. 5  Designed REST API with DELETE method

표 5는 DELETE 메서드를 이용한 정보 삭제용 REST 

API를 보여준다. 관리자가 특정 화상회의 세션을 강제 

종료시킬 때 이용된다. 화상회의의 강제 종료를 위해 

REST API를 호출하면 CF는 상태기록 DB에 저장된 화

상회의 목록 중 전달된 회의명을 찾아 모든 상태정보를 

삭제한다. VB로부터 획득한 네트워크 정보도 함께 삭

제되기 때문에 화상회의 세션이 강제 종료된다.

 

Ⅴ. 구현 결과

WebMEET은 SAML 2.0 기반의 연합 ID 관리기술이 

적용되었으며 REST API를 이용해 화상회의 세션을 관

리한다. 본 장은 WebMEET의 웹 GUI를 통해 구현 결

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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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g in and user consent 

그림 4는 구현된 WebMEET의 사용자 인증과정과 

인증 후 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사용자 동의화면을 보여

준다. 사용자는 로컬 DS(Discovery Service)를 통해 인

증 받을 ID 제공자를 선택한다. ID 제공자를 선택하면 

사용자 웹 브라우저는 ID 제공자로 페이지 전환된다.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용자가 인증에 성공

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속성정보가 WebMEET에게 전

달된다. 그림 4의 ③ Consent는 속성정보를 WebMEET

에게 전달하기 전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사용자 동의를 구하는 그림이다. 

Fig. 5 Attribute-based user authorization

그림 5는 서비스 제공자가 ID 제공자로부터 전달받

은 속성정보를 이용해 사용자 권한을 차등한 화면을 보

여준다. 그림 5의 상단은 관리자 권한, 하단은 일반 사용

자 권한을 부여받은 결과이다. WebMEET은  entityID, 

eduPersonAffiliation, schacHomeOrganization 등 3가지 

속성정보를 이용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한다. 

Fig. 6 Create or join a VC session

그림 6은 화상회의 세션의 생성(그림 상단) 및 참가

(그림 하단)를 위한 화면이다. 화상회의 세션을 생성하

면 화상회의명과 개설자 정보가 상태기록 및 사용기록 

DB에 각각 저장된다. WebMEET은 상태기록 갱신을 

위해 REST API(HTTP PUT 메서드)를 이용한다. 그림 

6의 하단은 진행 중인 화상회의 세션의 전체 목록을 실

시간으로 보여준다. WebMEET이 CF의 상태기록 DB

에 저장된 정보를 REST API(HTTP GET 메서드)를 이

용해 획득하고 결과를 가시화해준 그림이다. 일반 사

용자는 회의 참가만 가능하고 관리자는 회의 참가와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속성기반 사용자 인가방식을 

적용했다. 강제 종료를 위해 HTTP DELETE 메서드가 

이용된다.

Fig. 7 Participate in a video conference

그림 7은 사용자가 타 사용자에 의해 개설된 화상회

의 세션에 참여한 모습이다. 새로운 사용자가 화상회의 

세션에 참여할 때마다 WebMEET의 상태기록 및 사용

기록 DB의 참여자 정보가 갱신된다. 



WebRTC VC응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기술 구현

1485

Fig. 8 Usage history

그림 8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이력정보를 목록화한 

화면이다. WebMEET은 사용기록 DB로부터 이용이력

정보를 획득한다. 사용자가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화

상회의 세션을 생성 및 참여할 때 이용이력정보가 갱신

된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오픈소스 화상회의 응용의 이용 및 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고 

WebMEET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

증했다. SAML과 REST API의 적용을 통해 WebMEET 

서비스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향후 SAML을 이용한 사용자 그룹화 방법과 

REST API의 추가 확장을 통한 서비스 확장성 향상 방

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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