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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실시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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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동기화와 DirectShow를 이용
한 실시간 상영의 구현
현 방법을
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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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동기화 방법
1.

기존의 방식에서는 동기화 정보 전송을 위한 패킷의 주기적
전송으로 인해 지연시간이 발생하여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화면 분할 방법
2.
1. 송신측에서 비디오의 압축을 푼 후 타일드 디스플레이
의 영역에 맞추어 나누고 난 후 전송
2. 송신측에서 비디오의 압축을 푼 후 영역을 나누어 다시
압축하여 전송
압축하
3. 송신측에서 압축 되어있는 비디오를 전송하고 좌표정보
를 전송하여 각 상영기가 압축을 푼 후 해당 좌표에 맞
도록 클리핑 후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방법
-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자원 절약의 이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상적인 실시간 전송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터(Jitter)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터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인 타임스탬프

알아두어야 할 사항
Cristians Algorithm
Request time
Server

Server time

Client

1. client가 server의 시간을 요청한다.
2 Server는 보내기 직전의 가장 최신의 시간을 client로
2.
보낸다.
3. client는 server로부터 받은 시간에 RTT/ 2를 더하여
셋팅한다.
- RTT(Round Trip Time) : 왕복소요시간
4. server의 시간에 편도의 소요시간을 더하게 됨으로서
server와 동기화 된다.

3 동기화 방법
3.
동기화를 위해 송신측에서 동기화 정보 전송을 하게 되면
오버헤드 및 전송지연으로 인한 동기화의 어려움이 있어
스트림타임, 타임스탬프, 레퍼런스 클럭을 사용하여 동기화
하였다.
스트림타임이란 동시재생을 위한 논리적인 재생시간을
의미하며 타임스탬프는 지터에 의한 재생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사용하며,
사용하며 레퍼런스 클럭은 각 상영기의 동시 상영시
로컬하드웨어의 동기화를 위해 각각의 하드웨어클럭을 동
기화 하는데 사용한다.

3 동기화 방법
3.
Global Clock
Slave1
Server
Slave2

Slave3

Slave4

Cristians
Algorithm을
사용한
용한 local
clock의
동기화

3 흐름제어 방법
3.
실시간 동영상 전송시 발생 할 수 있는 오버, 언더플로우 방
지를 위해 상영기의 버퍼량을 감지하여 전송률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송방법은
은 두가지정도로 분류 할 수 있는데,
1. 버스트(burst) 모드 : 특정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보내
도록 하는 모드
- 지터 및 오버플로우 발생의 단점.
단점
2. 일정속도 모드 : 같은 전송률도 주기적으로 보내는 모드
- CPU의 지속적인 독점으로 인한 단점.

3 흐름제어 방법
3.
버스트 모드 전송시 버스트시간에 전송 할 버스트의 크기는
미디어 샘플(압축된 동영상의 단위)에 따르며 초당 최대 전
송률 / 평균 프레임레이트의 근사값인 미디어샘플크기를
사용한다.
용한
또한, 버스트 모드의 단점인 오버, 언더플로우 문제를 줄이
기 위해 사전에 테스트한 버퍼의 크기(초기 버퍼링시간 *
평균 비트레이트)로 초기버퍼를 사용하여 언더플로우시 디
코딩 및 렌더링이 블로킹 되는 현상을 줄여주게 되며 재생
중 전송률에 따라 버퍼의 크기를 조절한다.

4 DirectShow의 사용
4.
본 상영기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음성포맷에 대한 제한을 줄
이기 위해 DirectShow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사용한다.

흐름제어 실험 및 분석

버퍼가 없을 때 사용률 및 소비율

흐름제어 실험 및 분석

버퍼가 있을 때 사용률 및 소비율

흐름제어 실험 및 분석

버퍼 크기에 따른 동영상 품질 변화 테스트

동기화 실험 및 분석

각 슬레이브의 스트림타임

5 결
5.

각 슬레이브의 싱크 오프셋

론

타일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실시간 동영상 재생에 있어
서 해결해야 할 흐름제어와 동기화 방법에 대하여 해결책을
구현하고 설명하였다.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은 실시간 처리에
처
필요한
한 흐름제어에서
흐
적
절한 크기의 버퍼사용과 동기화 방법에서의 오버플로우 및
딜레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스트림타임, 레퍼
런스 클럭을 사용하여 실시간 동영상 재생의 문제점을 최소
화 하고자 하였다.
☞ RTP & RT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