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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대형 디스플레이는 여러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장소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
한 대형 디스플레이는 가까운 미래에 더욱 많은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
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해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격지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간의 상호작용
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 디스플레이로 고해상도의 타일드 디스플레이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분산 환경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도가 높
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환경의 타일드 디스플레이의 응용프로그램과 타일드 디스플레이들 간의 사
용자 인터랙션을 통한 협업을 지원하는 확장된 iTILE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시스템 구조와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1. 서론 

최근 LCD 패널의 가격 하락과 소비자들의 고화질
이미지 선호도가 증가함으로써 공항, 지하철, 병원, 
은행, 백화점 등 우리주변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
하는 대형 디스플레이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LCD 나 PDP 를 이용한 고해상도 멀티비전 
방식의 대형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넓은 화면에 보다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각종 기관의 
통제 센터, 중앙감시 제어실, 방재 센터, 금융기관 등
에서 적극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보 디스플
레이 제어를 지원하는 솔루션 업체도 빠르게 성장하
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기존
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
여 아직까지는 사용자 인터랙션을 고려하지 않고 주
로 공공 대중을 위한 비디오 영상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만 그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빔 프
로젝터 기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가시화 연
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 예로 분산 디스플레이 시
스템을 사용하는 CAVElib[1]나 VR Juggler[2]와 같은 
가상현실 시스템 라이브러리나, 여러 개의 디스플레
이를 타일과 같이 단으로 쌓아 구축하고 분산 렌더링 
시스템을 구현한 Chromium[3], GARUDA[4] 등이 있다.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필요로 
하는 과학적 가시화 그룹 (예: 지질학자)에서 연구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자
료를 가시화하여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가까
이 다가가면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살
펴볼 수도 있는 시스템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
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화질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현재 여러 대의 빔 프

로젝터나 LCD 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프로젝터 방식
은 에지 블렌딩(Edge Blending) 기법을 사용하여 경계
면이 보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구축할 수 있으나, 가격이 고가이며 일반적인 프로젝
터의 해상도가 높지 않고, 에지 블렌딩 기능을 이용
하며 해상도가 줄어들고, 프로젝터 간의 완벽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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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색깔 톤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LCD 
방식은 모니터의 베젤(Bezel)이 이질감을 부각시켜 자
연스러운 화면을 만들어 내는데 장애가 되긴 하나 가
격이 저렴하고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구축이 가능하
며, 하드웨어 관리가 편한 이유로 요즘 더욱 선호되
고 있다. 그러나 타일드 디스플레이에서의 사용자 인
터랙션은 기존의 데스크탑 컴퓨터의 WIMP (Windows 
Icons Mouse Point)를 확장해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한 편이다. 
대형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여러 사용자들의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격지의 다수의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연동하는 응용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엔
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디자인 회의를 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과학자들이 각
자의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협력적으로 가시화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타
일드 디스플레이에서 협력적인 가시화 응용프로그램
의 실행 및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여러 사용자들
의 인터랙션 결과가 공유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타일

드 디스플레이 간의 협력 가시화를 도와주는 확장된 
iTILE 프레임워크의 설계와 구현을 설명한다. 먼저 관
련연구를 살펴보고 iTILE 프레임워크의 확장된 모듈
들을 살펴보고, iTILE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개발된 
응용프로그램들의 실행결과를 논한다. 
 
2. 관련 연구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
가 각각의 디스플레이를 담당해서 처리하는 클러스터 
방식의 분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지 않다. 클러스터 기반의 타일드 디스플레
이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
크를 통한 메시지 교환,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구성하
는 모니터와 컴퓨터의 구성 정보 분석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AGE[5], Chromium, 
GARUDA 등 다양한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위한 프레
임워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사용자 인터랙션을 고려한 설계보다는 분산 렌더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SAGE 는 다른 컴퓨터에서 수행시킨 프로그램의 화
면을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트리밍해서 보여
주고 간단한 형태의 인터랙션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Chromium은 렌더링 부하를 여러 대의 컴퓨터

에 나누어서 작업을 분산 시키는 분산 렌더링 프레임
워크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는 분산 레
더링에 중심에 두고 개발되어서 타일 디스플레이에서 
인터랙티브한 실시간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
렵다. GARUDA 같은 경우에는 Open Scene Graph (이하 
OSG)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을 수정없이 타일드 디
스플레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마
우스나 키보드 외의 사용자 인터랙션 방법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3. 협력적 가시화를 위한 iTILE 프레임워크 확장 

3.1 확장된 iTILE 프레임워크 구조 

초기 iTILE 프레임워크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
템 기반에서 사용자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3 차원 그
래픽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림 1 은 iTILE 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 
iTILE 은 크게 마스터모듈, 슬레이브 모듈로 이루어진
다.  
마스터 모듈의 입력 프로세서는 입력 장치로부터 

값을 읽고 그에 상응하는 인터랙션을 수행한다. 윈도
우 매니저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응용프로그램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 같은 외관 정보
를 관리한다. 사용자가 윈도우를 움직일 때마다, 각 
슬레이브 노드가 그려야 하는 윈도우의 크기와 영역
을 다시 계산해서 렌더링 노드에 전달한다. 입력 프
로세서, 윈도우 매니저는 수행한 결과를 메시지 형태
로 변환하여 이를 메시지 디스패처에 전달한다. 메시
지 디스패처는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슬레이브 컴퓨
터에 전달한다. 이에 따라 슬레이브 컴퓨터는 메시지
를 해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나 초기 iTILE 프레임워크는 타일드 디스플레

이에서의 사용자 인터랙션 지원하는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에 중점을 두고, 원격지에 있는 타일
드 디스플레이 간의 연동이나 여러 개의 타일드 디스
플레이를 확장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협력적 가시화 분석
을 도와주기 위하여, 리플렉터(Reflector)를 이용하여 
타일드 디스플레이들 간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확
장 모듈들을 추가 개발했다. 

 
3.2가상 카메라 정보 동기화 확장 모듈 

타일드 디스플레이가 3 차원 영상을 마치 하나의 
컴퓨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각 
컴퓨터 노드에서 카메라 정보를 공유하고 뷰포트만을 
달리해야 한다. 따라서 iTILE 을 이용해 타일드 디스
플레이 슬레이브 노드들은 3 차원 영상을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 카메라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한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들이 
함께 작동하는 협력적 가시화를 위해서는 이 카메라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iTILE 은 하
나의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만을 대상으로 제작
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모듈을 갖고 있지 않았
다. 

(그림 2) iTILE 프레임워크 구조 (그림 1) iTILE 프레임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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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점을 해결하고자 가상 카메라 정
보를 동기화된 방법으로 공유하는 확장 모듈을 개발
했다. 이 확장 모듈은 그림 2 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일
종의 리플렉터 (Reflector)로 각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
스템과 리플렉터 간에 TCP 네트워크를 유지한다. 그
렇게 되면 어떤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카메
라 정보를 리플렉터에 전달하면 이 리플렉터는 연결
된 다른 모든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들에게 이 정
보를 전달한다.  
한 프레임을 렌더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최
초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마스터 컴퓨터는 변경된 가상 카메라 정보를 자신이 
담당하는 슬레이브 컴퓨터들과 리플렉터에 동시에 전
송한다. 그 후, 리플렉터는 이 정보를 다시 연결된 모
든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마스터 컴퓨터에 전
달하고, 각각의 타일드 디스플레이의 마스터 컴퓨터
는 이를 다시 자신이 담당하는 슬레이브 컴퓨터에 전
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3.3 분산 공유 메모리 확장 모듈 

협력적 가시화를 위하여 iTILE 프레임워크에서는 
분산 공유 메모리 확장 모듈을 개발했다. 분산 공유 
메모리는 각 슬레이브 노드에서 실행되는 iTILE 응용
프로그램 간에 같은 렌더링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동적으로 변경되는 값을 공유하여 유지시켜준다. 
iTILE 의 분산 공유 메모리는 신뢰성 있는 멀티캐스
트 프로토콜인 PGM[6]을 활용하여 경량 분산 공유 
메모리로 제작됐다.  
분산 공유 메모리는 사용자의 입력 없이 개체들의 

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잠자리
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렌더링하는 경우 각 슬레이
브 노드에서 잠자리들이 언제 어느 위치에 날아다니
는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유 메모리 모듈
을 통해서 렌더링 동기화에 반영하게 된다.  
타일드 디스플레이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적

으로 움직이는 개체가 존재할 경우 이런 개체들의 정
보는 협력적 가시화를 위해 연결된 모든 타일드 디스
플레이들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분산 
공유 메모리 데이터는 2.2 절에 설명한 리플렉터를 활

용하여 각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들 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3.4설정파일 GUI 편집기 

현재 iTILE 응용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그림 3
의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설정파일을 이용한다. 
이 설정 파일에는 각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구
성정보 (모니터의 가로 x 세로 개수와 해상도 및 위치
정보),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각 컴퓨터의 IP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타일드 디스플레
이를 기반으로 하는 iTILE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는 
하나의 타일드 디스플레이의 설정파일만을 편집하여 
실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또한 설정파일은 일반 텍스
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그림 3
의 오른쪽에 보이는 GUI 기반의 설정파일 편집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경우, 각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설정 파
일을 가져야 하며, 각 타일드 디스플레이 노드마다 
응용프로그램의 자동 설치 및, 한 번의 응용프로그램 
실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타일드 디스플레이들의 
노드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GUI 
기반의 설정파일 편집기 프로그램에 추가하도록 개발
하는 중이다. 
 
4. 실행 결과 

그림 4 는 확장된 iTILE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제
작된 간단한 협력적 가시화 응용프로그램의 실행 모
습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4 X 3 으로 구성된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과 2X2 로 구성된 테이블 탑 시스
템을 연동하였다. 그림 4 위는 3 차원 모델 뷰어 프로
그램으로, Open Scene Graph (OSG)에서 기본적으로 제
공하는 모델 파일인 Cow 모델을 띄우고 이를 마우스
를 활용해 간단한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
그램 실행 결과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연결된 
마스터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모델을 회전하는 경우 
Cow 모델은 테이블탑에서도 동기화되어 실시간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오른쪽은 정육면체 내부에 나비가 위치하고 

있고, 나비가 난수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방향과 위치
를 바꾸며 움직이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 응용 프

(그림 2) 여러 개의 타일드 디스플레이들 간의 연
결을 위한 Reflector 구조 

(그림 3) 설정 파일 예제 (왼쪽) GUI를 활용한 설
정파일 편집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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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나비는 사용자의 입력 없이 내부적으로 
난수를 활용하여 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공
유 메모리와 리플렉터 간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제
작되었다. 실행 결과 이 역시 실시간으로 타일드 디
스플레이와 테이블탑 간에 동기화되어 나비 개체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미래에는 도처에 고해상도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
되어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단일 디스플레
이로서 충분한 고해상도 대형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타일드 디스
플레이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타일드 디스플레이는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도가 높다. 따라서 이를 위한 
iTILE 이라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응용프로그램 개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TILE 의 특
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기존의 iTILE 을 활용하여 다
수의 타일드 디스플레이간의 협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iTILE 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 
다수의 타일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iTILE 의 확장
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두 개의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연동시켜 실

험해보았을 때, 가상 카메라 정보를 공유 부분 즉 렌
더링을 동기화시키는 부분은 초당 30 프레임 이상을 
보이고 있어, 실시간으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PGM 기반의 분산 공유 메
모리 확장 모듈은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간에 연
동시켰을 때에는, 초당 약 15 번 정도 동기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DP 기반의 멀티캐스트를 활
용하던 화면 렌더링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이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데이터 공유 동기화 성능을 좀 더 최
적화 시킬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모듈은 현재는 iTILE 프레임워

크를 활용한 확장 모듈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
도록 모듈을 프레임워크 내부로 삽입할 것이다. 그리

고 이를 활용하여 원거리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간의 인터랙션 활용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응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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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두 개의 타일드 디스플레이 간의 연동프
로그램 Cow Model Viewer (왼쪽)와 Dynamic 
Object Animation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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