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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변환 데이터(time-varying data)는 과학 시뮬 이션의 결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일종으로, 일반 인 

스테디 데이터(steady data)와는 달리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시변환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반 으로 시변환 데이터는 용량 데이터에 해당되며, 따라서 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PC 
환경에서 시변환 데이터에 한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더링 시스템에서 용량의 시변환 데이터에 해 일련의 가시화 작업을 수행

함으로써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병렬 애니메이션 임워크에 해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임워크는 병렬 더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변환 데

이터에 한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며, 이를 한 더링 동기화 로세스를 제공한다. 이 환경은 향후 

지원 분야, 지원 장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의 확장이 가능하며, 고해상도 디스 이 환경에서 가상

실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서론

   오늘날 고성능 컴퓨터(HPC, High Performance 

Computer)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컴

퓨터의 성능 향상과 기술의 발 으로 말미암아 보다 정

하고 규모가 큰 시뮬 이션 실험도 가능해졌다. 이 게 정

한 형 시뮬 이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는 그 크기도 

방 할뿐더러 구조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컴

퓨터의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게 고성능 컴퓨터에서 생성된 데이터 에는 시간

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의 변화를 담고 있는 시변환 데

이터(time-varying data)가 있다. 시변환 데이터는 일반

인 스테디 데이터(steady data)와는 달리 시간에 따른 데

이터의 변화를 담고 있으므로, 따라서 시간에 따른 데이터

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scientific visualization이라 불리는 과학 데

이터 가시화 과정은 시뮬 이션 데이터에 컴퓨터 그래픽

스 기술을 용, 과학 데이터의 해석을 용이하게 만든 과

정을 가리킨다. 이 게 과학 데이터 가시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 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변환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직 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시변환 데이터에 한 사용자의 이해도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변환 데이터는 

일반 으로 용량 데이터에 해당되며, 일반 PC 환경에서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재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 인 가시화 툴들은 시변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타임스텝(timestep)에 한 가시화 

기능만 제공할 뿐,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을 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더링 시스템에서 용량의 시변환 

데이터에 한 일련의 가시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

렬 애니메이션 임워크에 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 

임워크는 일련의 더링 작업을 통해 시변환 데이터를 

실시간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가시화하며, 이의 효율 인 

수행을 해 다양한 기법을 용한다. 이 임워크는 고

해상도 디스 이 환경에서 시변환 데이터에 한 애니

메이션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해 몰입형 가상

실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 련 연구

   과학 데이터에 한 가시화를 수행할 수 있는 응용 

로그램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런 응용 로그램들 

 표 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COVISE([1]), 

EnSight([2]), ParaView([3]), VisIT([4][5][6]), Vist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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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LOVE 구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COVISE는 가장 우수한 가시화 

애 리 이션  하나로 매우 범 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렬/분산 환경에서의 더

링 처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 데이터 가시화에

는 한계가 있다. EnSight는 CFD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

용되는 가시화 애 리 이션으로, 매우 우수한 기능을 제

공한다. ParaView는 VTK([8])를 이용한 범용 가시화 애

리 이션으로 용량 처리가 가능한 병렬 처리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안정성에서 

많은 문제 을 보인다. VisIT 역시 VTK를 기반으로 하는 

가시화 애 리 이션으로, VisIT은 테라  이상의 용량 

데이터에 한 병렬처리 기능에 특화된 툴이다. Vista 역

시 VTK를 기반으로 병렬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VTK를 

기반으로 하는 ParaView, VisIT, Vista는 모두 VTK를 

사용하는 데 한 한계성을 가지며, 특히 시변환 데이터 

가시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시변환 데이터에 한 가시화 기능을 제

공하는 임워크를 소개한다. 이 임워크는 병렬 처

리 가능한 데이터 처리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용량 데이

터를 지원하며, 시변환 데이터에 한 일련의 가시화를 

해 멀티쓰 드와 더블 버퍼링 기법을 용, 애니메이션 속

도를 높 다. , 복잡다단한 데이터의 보다 효율 인 분

석을 해 고해상도 디스 이 시스템을 한 동기화 기

법을 용, 시변환 데이터의 연속 가시화가 여러 의 

더링 머신에서 동기를 잃지 않고 수행될 수 있게 했다.

3. 시변환 데이터 애니메이션을 한 임워크

  3.1 GLOVE 임워크

 재 개발 인 GLOVE 시스템은 다  사용자를 지원하

는 용량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고성능 컴

퓨  환경에서 용량 시뮬 이션 데이터를 효과 으로 

가시화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임워크다. GLOVE는 

데이터 가공  가시화 오 젝트인 폴리곤 생성을 담당하

는 GLORE(GLOVE Rendering Engine)와 통합 인터페이

스와 더링을 담당하는 GIVI(GLOVE Integrated 

Visualization Interface)로 구성되는데, 이 구조는 (그림 1)

에서 볼 수 있다.

GIVI는 가상 실 입/출력장치를 총 하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GLORE에 달하고, GLORE로부터 더링 

데이터 오 젝트를 받아서 화면에 더링하고 디스 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LORE는 용량 데이터의 가공 

 가시화를 한 병렬처리를 담당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GLORE와 GIVI간 데이터 공유를 한 효율 인 송 부

분이 필요한데, 이 역할은 TCP/IP 기반의 로토콜인 

GIP(GLOVE Interface Protocol)이 수행한다. 

GIP은 GIVI와 GLORE간 통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스

이 노드를 필요로 하는 고해상도 디스 이 환경에서 

master GIVI와 slave GIVI간의 통신에도 사용된다.

GIP은 request와 response 부분으로 나뉘며, GIVI와 

GLORE는 GIP의 request와 response를 이용, 다양한 가시

화 기능을 병렬 더링 클러스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즉, 

GLOVE의 모든 가시화 동작은 GIVI와 GLORE간의 

request와 response를 기반으로 이 지게 되며, GLOVE는 

이런 구조를 통해 용량 데이터를 분산 병렬처리 환경에

서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3.2 GLOVE의 시변환 데이터 가시화

 GLOVE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변환 데이터에 해 

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GLOVE의 시변환 데이터 가시화 기능은 주로 

GIVI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GIVI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를 매 타임스텝마다 GLORE에 요청하고, GLORE에

서 보낸 데이터 오 젝트를 더링해서 매번 씬그래

(scenegraph)를 갱신(update)함으로써 시변환 데이터에 

한 애니메이션을 수행한다.

 GIVI는 애니메이션에 start, stop, pause, next 동작을 제

공하며, 이에 한 요청은 모두 GIP을 통해 이 진다. 

GIVI는 재 화면상에 디스 이되고 있는 모든 오 젝

트의 종류를 악, GLORE에 그에 한 요청을 수행한다. 

이 때, 새로 디스 이할 타임스텝에 한 데이터를 요청

한다. 애니메이션 수행시 GIVI는 애니메이션에 한 상태

를 리함으로써 오 젝트에 한 동기화를 수행한다. 

재 타임스텝에서 하나의 씬을 구성하는 모든 오 젝트들

이 도착하면 상태는 ready 상태가 되고, ready 상태에서 

GIVI는 슬 이  노드들간 동기를 맞추고 데이터를 디코

딩해서 다음 씬그래 를 구성하는 더블 버퍼링을 수행하

는 등, 이들 오 젝트를 draw할 비를 갖추게 되며, 다음

번 더링 루 에서 페치한 오 젝트를 화면에 디스

이하게 된다. 

 GIVI는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시변환 데이터에 한 애

니메이션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자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 시변환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직 으로 분

석할 수 있다.

- 380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그림 3) 더블 버퍼링 수행 과정 (그림 2) GIVI의 Animation Sync Process Manager 

 

3.3 더블 버퍼링과 버퍼 스왑 기법

  GIVI의 애니메이션 기법은 매 타임스텝에 해 더링

할 데이터를 요청하고, 송된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씬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시변환 데이터의 변화를 동 상처럼 디

스 이한다. 이 때, 데이터가 도착한 시 에서의 디코딩

과 씬을 갱신하는 과정에서의 연산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임 이트(frame rate)가 히 떨어지는 상이 발생

하게 되며 화면 멈춤 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가상

실 환경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이런 멈춤 상으로 인해 사용자 컨트롤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시스템 제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

게 된다. 

  GIVI에서는 멀티쓰 드를 이용한 더블 버퍼링(double 

buffering) 기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법은 2개의 

쓰 드를 사용하는데, 이 두 쓰 드는 각각 메인 쓰 드와 

애니메이션 쓰 드 역할을 수행한다. 메인 쓰 드는 애니

메이션 쓰 드로부터 받아들인 버퍼, 즉 씬 그래 를 더

링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애니메이션 쓰

드는 화면 뒤에서 다음 타임스텝에 한 그래픽 데이터

를 송받아서 디코딩해서 씬 그래 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메인 쓰 드에서는 재 화면에서 디스

이하고 있는 씬 그래 를 더링하고, 애니메이션 쓰 드

에서는 다음 타임스텝에 해 송받은 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한 뒤, 메인 쓰 드와 애니메이션 쓰

드의 씬 그래 를 스왑(swap)하는 방식으로 임 이트 

하 상을 해결한다.

 더블 버퍼링과 버퍼 스왑 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이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그래픽스 데

이터 연산에 의한 임 이트 하 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래픽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용량

의 시변환 데이터에 한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디스

이할 수 있다.

3.4 고해상도 디스 이 시스템을 한 동기화 

기법

  GIVI는 여러 의 디스 이 장치로 구성된 고해상도 

디스 이 시스템을 지원하며 이를 해 가상 실 환경

에서 동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런 고해

상도 디스 이 환경에서 GIVI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구

동하려 한다면 모든 디스 이 노드에 해 각 타임스텝

별 동기를 맞추는 과정이 필수 이다. GIVI의 Animation 

Sync Process Manager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한 모

듈로, 멀티-디스 이 노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TCP 

로토콜과 공유 데이터를 이용, 각 노드들 간에 재 디

스 이하고 있는 timestep에 한 정보를 교류하고 디

스 이 노드들 간의 동기를 맞춘다. Animation Sync 

Process Manager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구성돼 있으

며, 그 구조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Animation Sync Proces Manager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애 리 이션에 한 공유 데이터 역으로 구성

돼 있다. 서버는 각각의 디스 이 노드에 치하면서 그 

노드가 해당 timestep에 한 데이터를 받아서 더링할 

비가 끝나는 순간, 즉, 애니메이션 쓰 드에서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씬 그래  구성이 끝나는 순간, 클라이언트에 

그 정보를 알린다. 클라이언트는 모든 노드들이 씬 그래

를 스와핑할 비가 끝난 것을 인지하면 공유 데이터 

역에 더링 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디스

이 노드들의 메인 쓰 드에서는 해당 timestep에 

한 씬 그래 를 페치, 더링 작업을 수행한다. 

  GIVI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멀티 디스 이 노드

에서의 애니메이션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다. 시변환 데이

터에 한 이런 동기화 과정이 없다면 노드간 컨텐츠 불

균형으로 인해 사용자가 미처 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

거나, 디스 이 노드간 임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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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 실 환경에서 가시화한 유동 해석 데이터 

Rotor Data

Blade + 

Q-Criteria(

0.01)

Blade + 

Q-Criteria(

0.001)

Blade + 

Q-Criteria(

0.0001)

Before 12.1fps 2.4fps 1.1fps

After 29.6fps 7.2fps 3.5fps

<표 1> 로터 시뮬 이션 데이터에 한 더블 버퍼링 

기법 용 결과

4. 결과

  (그림 4)는 멀티-디스 이 노드를 이용한 가상 실 

환경에서 GLOVE 통합 임워크를 이용해서 가시화한 

유동 해석 데이터를 볼 수 있다.    (그림 4)는 헬기 로터 

주변의 유동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헬기 몸체 주

변의 압력과 로터 주변의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변환 데이터에 한 더블 버퍼링 기

법 용 과 용 이후의 임 이트 변화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실험을 해 가시화한 오 젝트는 헬기의 로터 주변의 

압력값을 보여주는 Blade 요소와 유동장의 흐름을 나타내

는 Q-Criteria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Tera 크기의 

용량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Q-Criteria의 값이 작을수록 

더욱 많은 폴리곤 데이터가 생성되게 된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곤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블 버퍼링 기

법 용에 의한 더링 속도 향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폴리곤 데이터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더블 버

퍼링 기법 용에 의한 속도 향상은 약 3배 정도다. 

  GLOVE의 시변환 데이터 가시화 방식의 용을 통해 

이 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용량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더블 버퍼링 기법을 

통해 더링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 더링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데이터 동기를 맞춰 더링을 수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멀티 노드를 사용하는 고해상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5. 결론

  GLOVE는 시뮬 이션의 결과로 생성된 과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하고 제어하는 용도로 개발된 통합 가

시화 임워크다. 특히 GLOVE는 시변환 데이터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다. 

  GLOVE는 병렬 더링 시스템을 이용, 용량의 시변

환 데이터에 한 일련의 가시화 작업을 실시간으로 수행

하게 되는데, 이 때 데이터 가공 엔진에서 보내  오 젝

트를 더링해서 매번 씬그래 를 갱신하는 과정을 연속

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변환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 다. 이런 동작은 GLOVE의 통상 동작인 

request/response 동작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한 기제를 보

여주게 되며, 더링할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처리 

속도 지연으로 인해 더링 속도가 하되는 상이 나타

나게 된다. 이런 더링 속도 하 상을 해결하기 해 

멀티쓰 드를 이용한 더블 버퍼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시변환 데이터 더링 시의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TCP/IP 

로토콜과 애 리 이션 공유 데이터 역을 이용, 디스

이 노드들간의 데이터 동기를 맞춤으로써 멀티-디스

이 노드를 사용하는 고해상도 시스템에서의 가시화를 

가능  했다. 

  GLOVE 임워크 환경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데이터

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것이다. 사용자

는 이 임워크 환경을 통해 시스템 자체에 한 문

지식 없이도 자신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직 으로 분석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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