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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지역특산품 축제가 축소 및 취소되어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을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특산품 축제의 문제점은 상품 품질의 우수성은 있지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인 정

부의 방역지침으로 대면이 필수적인 특산품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비대면 메타버스형 VR 기술을 접목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제안한다. 해당 솔루션은 포톤서버를 

활용한 실감형 체험 및 멀티접속을 구현하고 VR-Chatting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로 시장 상품을 의견조율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3D 아바타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화 캐릭터 제작 및 지역특산품 

홍보로 기존 특산품 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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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지역특산품 축제가 축소되고 

취소되는 현상으로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비대면 메타버스형 VR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제안 및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국내외 

시장 동향 및 관련 기술을 서술하고 3장에서는 실제 구현 및 설계를 

진행하고, 4장에서는 기술구현의 어려움과 연구에 대한 결론을 설명하

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메타버스 시장동향

메타버스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가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코로나 19로 촉발된 언택트가 

꼽힌다.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가 전망되며 시장조사 

업체인 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올해부

터 급격히 성장해 2025년 관련 하드웨어 기기 매출은 약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은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화두로 

‘메타버스’를 언급했다.

Fig. 1. Metaverse marke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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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메타버스 시장 관련 전망에 대한 표이다. SA는 2025년 

메타버스 시장규모를 현재의 6배 이상인 28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으

며 PwC가 전망한 XR의 글로벌 파급효과는 2025년 기준 관련 520조

원에 달한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메타버스 관련 시장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1.2 Photon Server

Photon Server는 Windows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한 

Socket 서버로, Reliable UDP, TCP, HTTP 및 WebSockets 여러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때문에, Cross-platform으로 

네트워크 관련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특히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1][2]. Fig. 2.와 같이 Photon Cloud의 서비스 

RealTime, Chat, Voice 등의 기능은 Photon Server상에서 실행됨을 

알 수 있다.[4]

Fig. 2. Features of Photon Network[1] 

1.3 VR Chat

VR Chat은 VR Chat Inc.에서 개발한 가상현실 지향 음성 채팅 

소프트웨어이다[3]. Fig. 3와 같이 VR Chat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개성을 부여한 아바타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할 수가 있다.

Fig. 3. VRChat main 

III. The Proposed Scheme

메타버스형 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지역특산품 축제구현은 

Fig. 4와 같이 ①Graphic-based design and 3D spatial②Photon 

server development and VR-Chat implementation for 

multi-connection ③Festival(specialty product) introduction NPC 

avatar and participant avatar production ④ 3D content 

management service development 순으로 진행한다.

Fig. 4. Implementation flow chart

①Graphic-based design and 3D spatial는 Fig. 5와 같이 축제에 

필요한 사이버 가상공간(메타버스)를 구성으로 축제(특산품)을 3D 

모델링을 하여 지역 특화 상품을 콘텐츠화 시키고 특산품 판매 부스 

작업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한다.

Fig. 5. Metaverse modeling

②Photon server development and VR-Chat implementation for 

multi-connection은 Photon Server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기반 멀티접

속 구현으로 Photon 사이트의 PUN키 발급 및 Unity연결을 통한 

서버 구축 시험을 완료하였으며 Unity 내부 Scene 기본 설정 및 환경을 

구축하고 NetworkManager.cs를 생성하여 Unity 내부 GameObject와 

연동시켜 구현하였다. 또한 Fig. 6과 같이 VR-Chat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간의 음성대화를 통한 multi-interaction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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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R-Chat using Photon Server

③Festival(specialty product) introduction NPC avatar and 

participant avatar production은 지역별 NPC 아바타를 제작하여 

지역 특산품 소개 및 구매 방법을 소개하고 Metaverse 참여자별 

아바타를 적용시켜 제작한다. Fig. 7과 같이 2D 이미지 3D 입체 

모듈화 기능과 3D 입체 모듈 얼굴 근육 물리 엔진을 적용시키고 

2D이미지 기반 3D 머리카락 질감 및 형태를 구현한다.

Fig. 7. 3D avatar modeling

④ 3D content management service development는 Fig. 8과 

같이 실시간성이 필요한 상품모델 및 광고 홍보용 2D, 3D 모델을 

업로드 시켜 콘텐츠를 관리 및 서비스를 한다.

Fig. 8. 3D Content management service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특산품 축제의 취소 및 축소로 

지역발전 저해 요인을 해결하고자 메타버스형 VR 기술을 접목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존 특산품 축제의 접근성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특

산품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발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메타버스형 VR 기술과 Photon 

Server와 VR-Chat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 서비스로 마트 및 각종 

종합 쇼핑몰의 활성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은 가상현실장치의 문제점인 어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도를 높이고 주위 환경변화를 해석해서 변화량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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