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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들이 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는 공용 작업 모델을 지원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형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에서 혼합형 업 응용 로그램의 개발을 쉽게 도와주는 ICE 디스

이 임워크 기술을 개발하 다. 혼합형 업이란 다  사용자들의 공동 작업과 개인 작업이 동시에 자연스

럽게 환 가능한 력 모델이다. 본 임워크를 사용하면 공동작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을 방해하지 않는 

개인 작업을 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ICE 디스 이 임워

크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고, 세부 구  내용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용시켜 개발한 응용 로그램을 소개하

고 임워크의 성능을 평가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ABSTRACT

Most tiled display systems supported a public workspace model where multiple users share the contents and work together on a large 

public screen.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ICE Display Framework, designed for supporting easy construction of tiled display applications 

allowing mixed-focus collaboration. Mixed-focus collaboration is a model that allows a number of users to work together as a group or 

individually on the large workspace. ICE Framework allows users to add personal contents on the tiled display without interrupting other users 

as well as to put shared works. In this paper, we compare ICE framework with previous research and explain the detail implementation. Then, 

we introduce the applications built with this framework and discuss the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new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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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형 디스 이나 여러 개의 디스 이를 묶

어서 하나의 화면으로 만든 타일드 디스 이들이 일

반인을 상으로 고나 일방  정보 달을 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형 디스 이  타일

드 디스 이 연구들은 주로 형 화면에 정보, 동 상, 

이미지 등을 제공하여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공유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고화질의 상을 효과

으로 보여주는 분산 그래픽스 더링의 실 에 부

분이 을 두었다[1-4]. 그 밖에 SAGE[5]나 iTILE[6]같

은 일부 시스템들은 로그램 치를 변경하거나 크기

를 조작할 수 있는 등의 간단한 상호작용을 지원하 다.

 하지만 더욱 발 하고 있는 디스 이 기술로 인하여 

앞으로 타일드 디스 이 형태의 환경이 보다 보편화

된다면, 재의 일방  출력 는 단일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수 의 상호작용 지원에서 벗어나 

형 고화질 화면에서의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일부 공

간을 개인 1인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작

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게 다수의 사용자들의 

공동 작업과 개인 인 작업 간에 자연스러운 환이 가

능한 력 방식을 일컬어 CSCW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Work) 연구 분야에서는 혼합형 업 

(Mixed-focus Collaboration)[7]이라 부른다. 혼합형 업

을 지원하는 타일드 디스 이는 확장이 용이하고 다

 사용자에게 개인 작업을 독립 으로 지원할 수 있으

며 고품질의 용량 정보를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  사용자의 혼합

형 업을 지원하기 한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의 

활용에 한 개념도를 보여 다. 기존의 타일드 디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a)와 (b)과 같이 사용자가 

체 화면을 용량 정보의 가시화 등의 목 으로 혼자 

는 여러 력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공용 작업공간으

로 사용하 다. 그림 1(c)에서 보이는 혼합형 력 작업 

공간 모델은 형 스크린을 다  사용자들의 공용 작업

공간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

고 일부 역을 개인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

델이다. 

그림 1. 타일드 디스 이 활용 모델
Fig. 1 Tiled Display Usage Model

본 연구에서는 타일드 디스 이에서 이처럼 개

인 작업과 그룹의 공동 작업 간에 자연스러운 환이 

가능한 3차원 그래픽 응용 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

기 하여 ICE 디스 이 (Interactive, Collaborative, 

and Extensible Display) 임워크를 개발하 다. 이 

임워크는 분산 컴퓨  시스템에서 타일드 디스

이의 개수나 크기, 다양한 해상도, 사용자 수와 그들

의 동시 인 인터랙션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하도록 

구 되었다. 특히 여기서는 공동 작업 에 필요 시 개

인 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개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용  개인 작업을 한 상호

작용은 키보드나 마우스 외에 모트나 스마트폰 같

은 휴  장치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며, 한 컴퓨터나 

디스 이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로그램의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구 하

다.

Ⅱ. 기존 임워크 연구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을 지원하기 한 다수의 

임워크들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부분 타일드 디

스 이에서의 병렬 더링을 통한 고해상도 가시화

를 주목 으로 개발되었다. WireGL[1]과 Chromium [2]

은 OpenGL 그래픽 라이 러리의 명령어들을 한 개 이상

의 서버에서 가로채서 병렬 더링 한 후에 그 결과 이미

지를 다시 디스 이의 개수에 맞게 나 어서 재생하

는 임워크이다. Equalizer[3]도 비슷하게 병렬 더

링을 목 으로 개발된 임워크로 클러스터 컴퓨터

를 이용한 병렬 더링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이 러리들을 쉽게 붙

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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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uda[4]는 Open Scene Graph (OSG) 3차원 그래픽 라

이 러리[8] 기반의 응용 로그램들을 소스 코드의 수

정 없이 타일드 디스 이에서 수행할 목 으로 개발

되었다. iTILE[6]은 타일드 디스 이에서 다수의 OSG 

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iTILE 응용 로그램들은 모든 클러스터 컴퓨터의 

더링 노드에서 실행되며 모바일 장치로 원하는 응용

로그램을 선택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다. SAGE[5]는 타

일드 디스 이 시스템에서 이미지 스트리 을 통해 

더링하는 임워크이다. SAGE는 특정 컴퓨터의 화

면이나 는 다른 컴퓨터에서 더링된 이미지를 스트

리 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다  사용자

의 인터랙션을 지원하기 해 개발한 입력 리 모듈을 

지원한다.

Chromium과 SAGE는 타일드 디스 이에 나타날 

이미지를 다른 서버에서 만들어내고, 결과 이미지만을 

잘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지만, 

결과 으로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

업을 하기 해서는 고성능 컴퓨터들과 높은 역폭을 

가진 네트워크를 요구한다. 반면, Garuda나 iTILE는 각

각의 노드가 체 화면의 일부를 나 어서 화면에 더

링하기 때문에 확장이 용이하고 높은 네트워크 역폭

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Equalizer는 이 두 가지 방식

을 모두 지원한다.

Chromium은 기존의 OpenGL 응용 로그램을 수정하

지 않고 병렬 더링 하도록 개발되어 OpenGL 기반에서

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입력에 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

다. Garuda는 OSG 라이 러리를 수정하여 개발되었으

므로 OSG에 매우 종속 이며 키보드와 마우스 입력만

을 지원한다. SAGE는 비디오 스트리  방식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응용 로그램에 비종속 이고 다수 응용

로그램의 동시 실행  도우의 이동과 크기 변경과 같

은 간단한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응용 로

그램에 한 복잡한 상호작용은 어렵다. iTILE은 동시에 

여러 개의 OSG 응용 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모바일 장

치를 이용한 다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도우의 키보드와 마우스 이벤트를 발생시켜

서 마스터 노드의 OSG 응용 로그램으로 달하는 형

태이기 때문에, 도우 이벤트 외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어렵다.

그림 2. ICE 디스 이 임워크의 구성
Fig. 2 The Architecture of ICE Display Framework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CE 디스 이 임워크는 

다  사용자의 개인 작업과 공용 작업이 동시에 자연스

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력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명

령들을 각 응용 로그램에서 별도로 확장할 수 있는 기

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 로그램들

의 요구사항과 입력 장치들의 특성에 맞춰 특화된 기능

들을 지원하는 것이 용이하다.

Ⅲ. 기존 임워크 연구

3.1 ICE 디스 이 임워크의 구성

ICE 임워크는 확장 가능한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에서 혼합형 업 공간 모델을 지원하는 응용

로그램을 쉽게 구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림 2는 

본 임워크의 체 인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ICE 디스 이 기반 응용 로그램은 임워크에서 

제공하는 3개의 컴포 트 모듈 (즉, 입력 컨트롤러, 마

스터, 슬 이  뷰어)을 사용해서 개발된다. 이 모듈들

은 네트워크 연결 모듈을 통해서 서로 간에 명령 메시지

(Command Message)를 주고받으면서 유기 으로 동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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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명령 메시지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

해서 달하고 응답하여 처리하는 것이 ICE 명령 메시

지 시스템 모듈이다. 한 여기에는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디스 이들을 리하

고, 응용 로그램의 데이터 공유, 화면 동기화 기능 등을 

제공하는 모듈들도 존재한다. ICE 디스 이 임워

크는 화면 더링을 한 OSG와 동 상 처리를 한 마

이크로소 트의 DirectShow을 내부 으로 사용하 으

며, 네트워킹 모듈은 자체 으로 개발한 ICENet 라이

러리를 활용하 다.

그림 3. ICE 컴포 트 모듈들의 명령 메시지에
기반 한 다  입력 처리 방법

Fig. 3 Command Message-based Multi-input 
Processing Method for ICE Component Modules

3.2 ICE 디스 이 컴포 트 모듈

ICE 디스 이 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한 응용

로그램은 단 하나의 마스터와 타일드 디스 이를 

구성하는 화면의 개수 만큼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슬

이  뷰어, 그리고 개별 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 수와 같은 복수 개의 입력 컨트롤러를 가지는 구조로 

작성된다. 그림 3은 ICE 응용 로그램의 내부 구성과 각 

모듈 별로 동작하는 방법을 보여 다. 그림 3에서 보이

듯이 각 슬 이  뷰어는 마스터 모듈로부터 멀티캐스

트 로토콜을 이용해서 명령들을 수신한 후에 해당 메

시지를 발생시킨 입력 컨트롤러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뷰어에서는 리하고 있는 장

면의 정보를 갱신하고 다른 슬 이  뷰어들과 동기화

된 더링을 수행한다. 3가지 컴포 트의 상세한 동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슬 이  뷰어의 주요한 역할은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의 화면에 나타나는 3차원 그래픽 장면의 더링

에 필요한 개체들을 리하고 출력하는 것이다. ICE 

임워크에서는 타일드 디스 이 체 화면을 한 개

의 3차원 공용 작업 공간으로 추상화하고 여기에 표 되

는 개별 콘텐츠들을 하  작업 단 로 간주한다. 따라서 

하나의 로그램 안에서 사용자가 개인의 콘텐츠를 선

택하여 다른 사용자의 작업에 향을 미치지 않고 개별

인 조작을 가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한 슬 이  뷰

어는 체 인 더링에서 각 뷰어의 화면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 어서 그리기 때문에 분산 더링 하는 것과 

같이 빠르게 동작한다.

마스터 모듈은 네트워크로 달되는 슬 이  뷰어

와 입력 컨트롤러 간의 모든 데이터 통신을 계하는 매

개체로 동작한다. 즉 입력 컨트롤러나 슬 이  뷰어 간

에 네트워크 주소나 개수, 연결 방법 등을 몰라도 마스터

에 연결하기만 하면 통신이 가능함으로 네트워크 구조

가 단순화 된다. 한 다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콘텐츠

를 사용하려 할 때 발생되는 충돌 문제를 마스터 모듈에

서 리할 수 있어 콘텐츠 유 경쟁에 한 해결이 수월

해진다. ICE 디스 이 임워크에서는 서로 주고받

는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시켜서 마스터 모듈이 병목

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 하 다.

입력 컨트롤러는 다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추상화

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임워크에서 기

본으로 제공되는 입력 컨트롤러는 개체를 추가하고 삭

제하거나 화면에 있는 개체들의 치와 크기를 조작하

는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한 이밖에도 데스크톱 컴퓨

터와 모트, 아이폰 등과 같은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는 

입력 컨트롤러들을 미리 구 하여 선택 으로 제공하

고 있다. 응용 로그램 개발자는 이러한 입력 컨트롤러

를 골라서 그 로 사용하거나 확장하여 새로운 형태의 

입력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인 것처럼 각 사용자는 자신의 입력 컨

트롤러 장치를 가지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

다.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은 입력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

라 버튼, 좌표, 가속도 센서의 측정 값 등의 부가 정보를 

포함한 명령 메시지로 구성되며, 슬 이  뷰어로 달

되어 처리된다. 본 임워크에서는 뷰어 기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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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콘텐츠의 추가, 제거  조작,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약 30여 개 정도의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미리 구성하

여 제공하며, 그밖에 상호작용 명령에 해서도 쉽게 확

장하여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3.3 다  사용자의 개인 작업을 지원하기 한 상호

작용

ICE 디스 이 임워크에서는 혼합형 업을 지

원하기 해 다  사용자가 개인 입력 컨트롤러를 통해

서 특정 콘텐츠에 개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를 하여 본 임워크에서는 타일드 디스

이에 나타나는 콘텐츠에 하여 소유자를 지정하거나 

공동 작업을 해 이를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개인 작업을 해 콘텐츠가 선택되었다면 인가된 

사용자의 입력 컨트롤러에 의해서만 해당 작업에 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슬 이  뷰어에서는 특정 사용

자가 유한 작업에 시각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

기 하여 콘텐츠 주변에 고유 색상으로 강조(Highlight)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 아이폰 입력 컨트롤러(왼쪽)과 데스크톱 
입력 컨트롤러(오른쪽)

Fig. 4 iPhone Input Controller (left) and Desktop Input 
Controller (right)

다  사용자의 혼합형 력을 지원하기 해 ICE 

임워크에서는 입력 컨트롤러가 생성될 때 마스터에

서 고유 식별자 (즉, 입력 컨트롤러를 구별하기 한 식

별자)를 생성해서 부여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개인 작업

을 해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선택하면 그 정보는 입력 

컨트롤러의 식별자와 함께 마스터를 통해 슬 이  뷰

어에 달되어 리된다. 그 밖에도 사용자의 작업 처리

를 해 입력 컨트롤러에서 명령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식별자를 함께 보내고, 슬 이  뷰어에서는 이를 확인

하여 해당 콘텐츠에 용시킴으로써 다  사용자의 입

력을 처리한다.

타일드 디스 이에서 다  사용자의 개인 작업을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사용자가 한 곳에 앉아

서 작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형 화면 

앞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림 4에서 보이는 데스크톱 입력 컨트롤러는 타

일드 디스 이의 체 화면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뷰

어를 내장하고 있다. 이 뷰어에서 사용자는 직  본인이 

작업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조작 명령을 가할 

수 있다. 한, 그림 4의 아이폰(iPhone) 입력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타일드 디스 이에 

속하여 그 화면에 있는 개체에 해 상호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컨트롤러 뷰어를 내장한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단말

기 외에도 닌텐도사의 모트를 이용해서 콘텐츠의 제

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트 입력 컨트롤러가 

제공된다. 모트 입력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형 타

일드 디스 이 앞에서 직  콘텐츠를 보면서 조작할 

수 있도록 기본 인 명령 메시지들을 처리해 다. 이

러한 모든 입력 컨트롤러들은 응용 로그램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기본 클래스에 한 확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구

되었다.

Ⅳ. 응용 로그램

본 에서는 ICE 임워크를 활용하여 개발된 두 

개의 응용 로그램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다  사용자

의 혼합형 업 작업 공간 모델의 시를 보여 다.

4.1 타일드 디스 이 통합 뷰어

타일드 디스 이 통합 뷰어는 ICE 디스 이 

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입력 컨트롤러와 마스터 그리

고 슬 이  뷰어 구조를 사용하여, 다  사용자들이 타

일드 디스 이에서 임의의 3차원 모델과 고해상도 

이미지, Full HD  동 상을 자유롭게 띄우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9]. 그림 5는 타일드 디스 이 

통합 뷰어를 사용하여 쉐이더 효과가 용된 3차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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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러 개의 이미지  동 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

면서 한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력 장치들을 사용

하여 원하는 객체에 하여 서로 향을 받지 않고 독립

으로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타일드 디스 이 통합 뷰어
Fig. 5 Tiled Display Integrated Viewer

그림 6. 지진 데이터 과학  가시화
Fig. 6 Earthquake Data Scientific Visualization 

본 응용 로그램은 주로 고해상도 이미지나 동 상

을 함께 보면서 찰하고 실물 크기의 제품을 3차원 모

델로 만들어서 시연하고 평가하는 용도로 개발되었다. 

여기서는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이미지와 모델, 동 상 

등을 움직이거나 회 시키면서 서로 확인하고 찰할 

수 있도록 모트 입력 컨트롤러의 사용을 지원한다. 

한 데스크톱 입력 컨트롤러나 아이폰 컨트롤러를 사용

해서 부가 으로 개체를 개인 단말기의 화면에 올려서 

살펴보거나 따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개인

으로 선택하여 작업하던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와 함께 

공유해서 작업해야 한다면 해당 콘텐츠에 한 유를 

해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치로 이동시켜 

확 하는 방식으로 업할 수 있다.

4.2 3차원 지진 과학  가시화 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ICE 디스 이 임워크를 활용하

여 타일드 디스 이에서  지구에서 발생한 지진들

을 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3차원 지진 과학  가시

화 로그램을 개발하 다. 본 응용 로그램은 기후  

지진 등의 데이터를 수집 리하는 미국 지질 조사국

(U.S. Geological Survey)[10]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활용

하여 19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강도 3 이상으로 나타

났던  세계의 지진 데이터들을 가시화시킨다.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 치에 지진의 발생 강도에 따라 다른 모

양의 3차원 개체를 구성하여 량의 정보를 표 한다. 

그림 6에서 보인 것처럼, 왼쪽에 두 명의 사용자들은 함

께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정보를 보면서 논의하고 있

고, 오른쪽에 사용자는 남미 칠  지역에서 발생했던 지

진 데이터만을 개인 으로 추출하여 조작  찰하고 

있다. 

본 응용 로그램에서는 ICE 디스 이 임워크

의 기본 데스크톱 입력 컨트롤러의 기능을 상속받아 제

공하며 사용자가 도와 경도의 범 를 지정하여 특정 

지역의 지진 데이터만을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추가

인 상호작용 기능을 새롭게 확장 개발하 다. 이러한 기

능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원하는 지역의 지진 정보를 실

시간으로 구성해서 타일드 디스 이에 추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만약 로그램이 이러한 특화된 상호작

용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구  없이 

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상호작용 명령들을 그 로 

이용하면 된다.

Ⅴ. 평  가

본 연구에서는 ICE 임워크의 확장성  다  사

용자의 상호작용 지원에 한 성능 평가를 하여 실험

을 진행하 다. 먼  타일드 디스 이의 개수를 두 개

씩 늘려가면서 그래픽스 더링 성능(즉, Frame rate)을 

비교하 다. 그리고 본 임워크에서 허용하는 다  

사용자의 상호작용 기술을 평가하기 해서 입력 컨트

롤러의 개수와 상호작용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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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더링 성능을 측정하 다.

평가 실험을 해 사용된 타일드 디스 이 시스템

은 인텔 i7 920 CPU와 NVIDIA GTS25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마스터 컴퓨터 1 와 인텔 Q6600 CPU와 GTS250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슬 이  컴퓨터 6 로 구성되었

다. 각 슬 이  컴퓨터는 1920×1200 해상도의 24인치 

LCD 2 와 연결되며, 총 12 의 모니터를 이용한 고

해상도 타일드 디스 이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시스

템 확장성 평가를 하여 Q6600 CPU와 NVIDIA Quadro 

FX3500를 장착한 컴퓨터 1 , Q6600 CPU와 GeForce 

7900GS를 장착한 컴퓨터 1   모니터 4 를 추가 으

로 더 사용하 다.

5.1 시스템 확장성의 평가

임워크의 시스템 확장성을 평가하기 하여, 슬

이  뷰어의 개수를 4, 8, 12, 16로 늘려가면서 3개의 

다른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여 타일드 디스 이 시

스템에서 더링 속도(Frame rate)를 비교하 다. 평가

에 사용된 응용 로그램은 가각 5,804개, 37,145,600개, 

그리고 58,040,000개의 폴리곤을 보여주는 3차원 그래

픽스 모델 뷰어이다. 표 1과 그림 7에서 보인 것처럼 ICE 

디스 이 임워크는 슬 이 의 개수가 늘어나더

라도 임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폴리

곤 개수가 어서 그래픽 카드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

에는 LCD의 재생율인 60Hz에 근 한 더링 성능을 보

다. 그리고 응용 로그램의 폴리곤 개수가 많아질수

록 그래픽 성능 하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디스 이

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링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표 1. ICE 임워크 확장성 평가 결과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the ICE Framework's 

Scalability

   디스 이 구성(개수)

    폴리곤 구분(개수)

4x1

(4개)

4x2 

(8개)

4x3 

(12개)

4x4 

(16개)

Low polygon   

(5,804)
59.07 59.07 59.07 59.07

High polygon   

(37,145,600)
13.02 13.56 15.39 15.90

Very high polygon

(58,040,000)
8.48 8.54 11.04 12.14

그림 7. ICE 임워크 확장성 평가 결과
Fig. 7 Evaluation Results of the ICE Framework's 

Scalability

이는 같은 양의 폴리곤에 하여 여러 의 컴퓨터에

서 나 어 처리하는 분산 더링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5.2 상호작용 확장성의 평가

ICE 디스 이 임워크는 다  사용자의 개별 

콘텐츠에 한 동시 작업을 지원하는데,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한 확장성을 실험하

다. 여기서는 6 의 슬 이  뷰어로 구성된 4×3 규모의 

타일드 디스 이와 191,532 개의 폴리곤으로 구성된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 다. 그리고 입력 컨트롤러의 

개수를 1, 2, 4, 8, 16개로 증가시키면서 각각에 해서 다

시 1 당 상호작용 횟수를 10부터 60회까지 늘려가면서 

그래픽 성능을 측정하 다.

표 2. 다  사용자 상호작용 확장성 평가 결과
Table 2. Evaluation Results of the Multi-user 

Interaction Scalability

    입력

   컨트롤러

 당

 상호작용

1 2 4 8 16

10 58.42 57.72 56.97 54.12 52.92

20 57.34 57.04 53.97 51.21 48.86

30 56.29 55.94 52.89 47.96 45.07

40 55.98 55.58 51.67 45.97 42.02

50 55.84 55.32 50.46 43.37 37.04

60 55.16 54.74 48.02 41.31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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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  사용자 상호작용 확장성 평가 결과
Fig. 8 Evaluation Results of the Multi-user Interaction 

Scalability

표 2와 그림 8에 보인 것과 같이 ICE 디스 이 

임워크에서는 입력 컨트롤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낮

은 임율을 나타냈다. 특히 입력 컨트롤러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당 상호작용의 횟수가 많아지면 더링 

속도가 더욱 감소하 다. 가령, 최소 1개의 컨트롤러에

서 당 10번의 상호작용을 할 때 58.42 frame rate이 던 

반면, 최  16개의 컨트롤러에서 1  동안 각기 60번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는 32 frame rate 정도까지 재생율

이 떨어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용자의 수

와 상호작용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성능의 하락이 불

가피함을 알려 다. 그러나 평균 30 frame rate 이상일 경

우, 실시간 상호작용 지원이 충분하고 일반 으로 사용

자가 당 10∼20회 이상 상호작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을 고려할 때, 본 임워크를 다  사용자의 응용 로

그램 개발에 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

었다.

Ⅵ.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공동 작업과 개인 작업을 동시에 지원

하는 혼합형 업 모델 기반의 타일드 디스 이 응용

로그램의 구축을 돕는 ICE 디스 이 임워크 기

술을 개발하 다. ICE 디스 이 임워크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고해상도 형 화면에서 업 콘텐

츠와 개인용 콘텐츠를 구성한 후에 각자의 모바일 장치

나 키보드 등을 통해 서로의 간섭 없이 독립 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임워크 기술을 기존의 타

일드 디스 이 기술들과 비교하고 세부 모듈 구성  

기능 구 에 하여 설명하 다. 그리고 본 임워크

를 활용해서 개발한 타일드 디스 이 통합 뷰어와 3차

원 지진 과학  가시화 로그램에 해 소개하 다. 

한 시스템의 규모 인 확장성  다  사용자의 동시  

입력 증가에 따른 실험을 바탕으로 본 임워크의 성

능 평가  분석 결과를 기술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임워크 기술을 확장하여 원

격지 간의 업 지원 모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이다. 그리고 재 개발 인 원격 컴퓨 을 지원하

는 VNC(Virtual Network Computing) 기반 작업 화면에서 

3차원 그래픽 환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인 컴퓨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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