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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가변 크기 타일 기반 웹 엔진 렌더링 

 

 

본 논문은 웹 엔진 렌더링 과정 중 수행되는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 

과정의 성능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가변 크기 타일 기반 웹 엔진 렌더링 방법을 

제안한다. 현재 다수의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 중인 Chromium, Webkit과 같은 웹 

엔진들은 타일 기반 렌더링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으며 관련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 및 적용되어 왔다. 이 중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partial painting과 zero copy 같은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Partial painting은 painting 영역에 대한 최적화를, zero copy는 texture uploading 

영역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두 기법 모두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동작 특성상 두 기법을 동시에 

하나의 타일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변 크기 타일을 이용한 렌더링은 

이러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업데이트 된 영역의 크기와 실제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해야 하는 

영역의 크기 차이에서 기인하게 된다. 이는 업데이트 된 영역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크기의 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변 크기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업데이트 된 영역의 크기와 실제 texture uploading이 수행되는 영역의 크기를 

근접하게 만들어 기존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 

 

주제어: chromium, web engine, rendering, performance, texture up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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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웹 기술의 진화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기존 네이티브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이는 기존 웹 표준으로는 지원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웹 표준으로 추가되면서 이전에는 네이티브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었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복잡하고 화려한 기능을 갖춘 웹 컨텐츠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자연히 기존 대비 

더 높은 사양의 동작 환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하는 디바이스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따라 냉장고, 스마트 워치, 스마트 티비와 

같은 디바이스에서 웹 컨텐츠가 동작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기존 PC 환경과는 달리 다양한 성능 분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화려한 웹 컨텐츠를 저 사양 디바이스에서도 원활하게 동작 시키는 것은 

웹 엔진의 주요한 성능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웹 엔진의 

성능 최적화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림 1]은 웹 엔진이 웹 컨텐츠를 처리하여 화면에 출력해 주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웹 컨텐츠의 html 파일이 loading되면 해당 파일을 

parsing하고 그로부터 DOM tree를 생성한다. DOM tree의 요소 중 화면에 

그려져야 할 요소가 있다면 해당 이로부터 render tree를 생성한다. 해당 render 

tree는 웹 컨텐츠의 변경이 일어날 때 layout 과정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이 후 

painting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된다. 최종 화면 출력은 GPU를 

통해 수행되며, 이를 위해서는 painting 된 결과를 GPU가 접근 가능한 메모리로 

이동시켜 주는 texture uploading 과정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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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painting 과 texture uploading 과정은 사용자의 입력 작업과 화면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한 성능 최적화는 전체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1 웹 엔진 전체 동작 과정 [1]. 

 

본 논문은 웹 엔진 렌더링 과정 중 수행되는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 

단계에서 발생할 수 비효율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 방법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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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 연구 

 

 

2.1 웹 엔진 렌더링 기반 기술 

 

2.1.1 Accelerated Compositing 

 

전통적인 웹 엔진은 웹 컨텐츠의 렌더링을 위해서 CPU에 의존하여 왔다. 

하지만 GPU의 성능이 높아지고 PC 분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바이스에서 GPU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HTML5, CSS3, WebGL 등 웹 환경의 변화에 의해 웹 

컨텐츠 내에 동적인 컨텐츠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적인 

컨텐츠는 기존 CPU 기반 렌더링으로는 성능 확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소모 전류 

측면에서도 큰 부담을 주었다. GPU는 많은 픽셀을 한번에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설계되었기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compositing 작업을 

CPU 대비 월등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의 

대부분의 웹 엔진들은 GPU를 사용하여 웹 컨텐츠를 렌더링 하며 이를 

accelerated compositing 또는 hardware composting이라 지칭한다.  

다만 accelerated compositing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GPU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같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painting 작업은 CPU를 이용하고 

최종 단계의 장면을 완성할 때 GPU를 사용한다. 따라서 하나의 레이어만으로 

구성되는 웹 컨텐츠의 경우 CPU와 GPU 기반 렌더링은 큰 성능상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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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ccelerated Compositing 사용시의 레이어 구성 예. 

 

[그림 2]는 여러 레이어를 가지는 웹 컨텐츠의 구성 예를 보여준다. 총 3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레이어는 CPU로 painting 되고, 최종 장면은 32개의 

레이어를 GPU로 compositing하여 완성한다.  

해당 웹 컨텐츠가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이유는 각 나뭇잎을 나타내는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속성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속성을 가진 

요소를 별도의 레이어로 구성하는 이유는 painting을 다시 하지 않고, compositing 

작업만으로 최종 장면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CPU로 painting 하는 작업 보다 GPU를 통한 

compositing 작업이 성능 및 소모 전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painting 작업은 줄이고 이를 composting 작업으로 대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레이어는 이 외에도 비디오, WebGL, Filter 효과 등을 위해서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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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적인 웹 컨텐츠의 렌더링 과정. 

 

[그림3]은 동적인 웹 컨텐츠의 상세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 요소에 

회전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레이어가 생성되었고 각 레이어는 painting 과정 

후 compositing 단계를 통해 화면에 출력된다. 이 후 회전이 적용될 경우 painting 

과정 필요 없이 이미지가 그려진 레이어에 회전만 적용하여 compositing 과정을 

수행하면 된다. 즉, 두 번째 장면을 출력할 때는 painting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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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타일 기반 렌더링 

 

현존하는 대부분의 웹 엔진들은 효율적인 화면 업데이트와 성능 향상을 위해 

타일 기반의 렌더링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타일 기반 

렌더링은 웹 컨텐츠의 화면을 출력할 때 전체 화면을 한 장으로 처리하는 대신 이 

화면을 특정 크기로 나누어 격자 모양의 타일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면 업데이트가 발생할 경우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해야 할 

영역의 범위를 업데이트가 발생한 타일 내의 영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체 화면을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할 때 대비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가 줄어들어 성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 타일 기반 렌더링 방식. 

 

또한 화면 스크롤 시에는 각 타일 영역이 배치될 좌표 영역만 조정하여 이미 

그려진 타일을 재사용하고 아직 그려지지 않았던 부분만 새로운 타일을 생성하여 

처리함으로써 대부분의 영역을 재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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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화면 스크롤 처리. 

 

[그림5]에서는 화면 스크롤 시 각 타일이 어떻게 재사용되고 새로운 타일이 

생성되는지 상세히 보여준다. 스크롤 전 view port 영역 내의 화면은 8개의 타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영역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스크롤 동작이 발생하면 view port가 이동하고 이에 따라 화면 상단의 

2개의 타일은 view port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거된다. 그 아래 6개의 타일은 

스크롤 전과 후에도 view port 영역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재사용되고 가장 아래 

영역은 새롭게 view port 영역에 포함됨에 따라 2개의 타일이 새롭게 생성되어 

화면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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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능 향상을 위한 기존 연구 

 

타일 기반 렌더링 방식은 타일 크기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타일 크기를 너무 크게 설정할 경우, 화면 업데이트 영역 대비 실제 

그려야 하는 영역이 커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 각각 512pixel 크기를 가지는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 만약 (128, 128) 

크기의 화면 업데이트가 발생한다면 16배 크기인 (512, 512) 영역에 대해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화면 업데이트 

영역이 정사각형으로 배치된 4장의 타일 정 중간에 존재하게 되면 화면 업데이트 

영역의 64배 크기인 (2048, 2048) 영역에 대해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반대로 타일 크기를 너무 작게 설정할 경우 painting 횟수가 

늘어나 전체적인 painting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최종 화면 compositing 단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6 화면 업데이트 영역과 타일 처리 필요 영역의 관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partial painting과 zero copy 같은 기법들이 

등장 및 적용되었고, 일정 부분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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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Partial Painting 

 

Partial painting 기법은 이러한 화면 업데이트 영역의 비효율성 문제 중 

painting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명칭 그대로 타일 영역 중 화면 

업데이트 영역만 부분적으로 다시 painting하는 기법이며, 기존에 있던 화면 

업데이트 영역 대비 실제 painting 영역이 커지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림 7 Partial painting 동작 과정. 

 

[그림 7]에서는 partial painting의 전체 동작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최초로 화면을 painting할 때 타일 크기의 버퍼를 만들어 painting 후 해당 

버퍼를 texture uploading 한다. 기존과 달리 이 버퍼는 일정 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고 유지한다. 이 후 화면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이 영역을 포함하는 타일을 그려 

둔 버퍼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해당 버퍼가 존재할 경우 업데이트된 영역만 동일 

버퍼에 painting 후 해당 버퍼를 texture uploading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painting 영역이 커지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버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 사용이 요구된다. 또한 이전과 같이 타일 

전체 크기 영역에 대해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화면 

업데이트 영역 대비 큰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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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Zero Copy 

 

Partial painting이 painting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zero copy는 

texture uploading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다. 일반적인 zero copy 

기법은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영역과 커널 메모리 영역 사이의 copy를 제거하거나, 

또는 이 기종 간의 메모리 copy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기법을 말한다. 웹 

엔진에서의 zero copy는 CPU가 painting하는 메모리 영역을 GPU에서 직접 

접근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texture uploading 

과정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8 Zero copy 메모리 구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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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인텔 아키텍처 상에서 zero copy가 동작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Renderer 프로세스는 특정 

인터페이스(GpuMemoryBuffer)를 사용해 GPU 메모리를 CPU에 매핑하고, 이 

메모리에 painting을 수행하면 texture uploading 과정 없이 바로 GPU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인텔 아키텍처 외 유사 기능이 지원되는 다른 아키텍처 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나 플랫폼 또는 하드웨어에서 이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림 9 Zero copy 동작 과정 [3]. 

 

[그림 9]에서는 zero copy 기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보여준다. 먼저 새로운 타일 painting이 필요할 경우 GPU와 공유 가능한 메모리 

생성을 커널로 요청한다. 커널이 메모리 영역을 생성하여 이에 대한 핸들을 

넘겨주면 이로부터 painting 수행 시 CPU가 사용할 raw 메모리를 얻고 painting 

과정을 수행한다. Painting 과정이 끝나면 해당 핸들을 GPU가 사용하도록 

전달한다. GPU는 external texture [4] 기능을 이용하여 GPU에서 사용할 

texture를 생성하고 최종 화면을 출력하는 compositing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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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painting 과정 수행 후 texture uploading 과정 

없이 composting 작업이 수행된다. 효과적으로 texture uploading 과정을 

제거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zero copy 기법을 사용할 경우 앞서 설명한 

partial painting 기법을 동시에 적용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Partial painting이 

적용되려면 이전에 painting된 화면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zero copy기법이 

사용되면 직전에 painting된 타일은 GPU에서 최종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해당 타일에 접근할 수 없다.  

결국 partial painting을 위해서 동일한 타일을 하나 더 생성하여 메모리 copy 

과정을 통해 이전 화면을 남겨 두어야 한다. 즉, texture uploading 과정은 

사라지지만 이전 화면 버퍼를 직접 메모리에 copy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zero copy 기법의 장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또한 CPU와 GPU가 동시에 접근 가능한 메모리의 경우 GPU의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인 GPU tiling [5] 기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종 화면 compositing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CPU가 접근 가능한 linear한 메모리 배열에는 GPU tiling 

기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면 painting이 필요 없이 좌표 

변경만 요구되는 애니메이션이 주된 웹 컨텐츠의 경우, zero copy 기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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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 기법 

 

 

3.1 Overview 

 

3.1.1 문제 요약 

 

종합해 보면 현재 웹 엔진에서 사용되는 타일 기반 렌더링은 대부분의 경우 

효율적으로 동작하며 스크롤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렌더링 

기법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면 업데이트 영역보다 보다 큰 영역에 

대한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체감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차이에 의해 터치 반응에 대한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화면이 끊겨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성능 향상까지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partial painting 및 zero copy 같은 기법들이 도입되었다. Partial painting 기법은 

painting 영역 최적화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화면 업데이트 영역 대비 큰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Zero 

copy 기법은 texture uploading 과정은 효과적으로 제거했지만 타일 전체 영역에 

대한 painting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각각의 기법이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문제를 단독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지만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렌더링 

기법을 보완하여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웹 엔진의 개발 특성 상 학술적 연구보다는 실제 구현을 

진행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동작 개선을 해 보려는 시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각 기법이 각각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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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 방법을 통한 성능 향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있다. Chromium에 적용된 렌더링 옵션 중 GPU를 이용해 painting 및 

compositing 처리를 모두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CPU를 통해 painting 

처리를 하고 GPU를 통해 compositing 작업을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고성능의 GPU를 필요로 하고 

경우에 따라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며, 또한 폰트의 종류가 많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모든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는 없다.   

이처럼 성능 향상을 위해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접근법도 계속 개발 중이지만, 

기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디바이스도 많은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성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라 할 수 있다. 

 

3.1.2 연구 목표 

 

앞서 논의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업데이트 영역의 크기와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해야 하는 영역의 크기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업데이트 

되는 영역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크기의 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업데이트 영역을 고려하여 타일 크기를 결정하는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 기법”을 제안한다.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은 partial 

painting 기법과 동시에 적용 가능하며, partial painting 기법에서 해결하지 못한 

업데이트 영역 대비 큰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painting 과 texture uploading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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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 적용 예시. 

 

[그림 10]은 이상적으로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이 적용될 경우의 타일 

구성 변화를 보여주는 예이다. 4개의 타일로 구성되었던 화면이 업데이트 영역에 

맞추어 타일 크기가 조정되어 8개의 타일로 재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붉게 표시된 

texture uploading 동작이 수행되는 영역의 크기가 1/8로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 

 

  



16 

 

3.1.2 예비 실험 결과 

 

업데이트 영역을 고려한 타일 크기 분할 방법이 실제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를 최적화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업데이트 영역을 고려하여 타일을 분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타일의 크기를 임의로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준이 되는 타일을  

사용할 때와 기준 타일의 높이를 조절했을 때 수행되는 texture uploading 작업 

영역을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일이 분할되었을 때의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타일 크기의 변경은 전체 painting 시간 및 다른 여러 성능적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texture upload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타일 크기를 줄이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림 11 타일 크기에 따른 1분간 누적 수행된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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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Daum(daum.net)에 접속하여 타일 높이 변화에 따른 1분간 

누적된 texture uploading 작업 영역의 차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일 높이가 작아질수록 texture uploading 작업이 수행된 

영역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일 크기가 실제 업데이트 영역의 

크기와 가까워질수록 낭비되는 영역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업데이트 영역을 고려해 타일 크기를 결정한다면 texture uploading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만 타일의 높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면, 그 이후부터는 타일 높이가 

줄어들어도 개선 효과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타일 높이가 

변화함에 따라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비율로 보여준다. 

 

 

그림 12 타일 크기에 따른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 비율 

 

이 결과를 살펴보면 높이가 1/2 또는 1/3이 되면 60% 초반 수준이 되고, 

1/4이 되면 50% 초반, 1/5이 되면 40% 중반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후 높이가 1/8 또는 1/12이 되어도 여전히 40% 초중반으로 

개선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추후 타일 분할 기준 크기를 

결정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할 것이다. 

  



18 

 

3.2 주요 고려 사항 

 

3.2.1 최적 타일 크기 계산 비용의 최소화 

 

최적 크기로 타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데이트 영역을 기반으로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타일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마다 수행하거나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 마다 계산한다면 최신의 정보를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성능 오버헤드가 커진다. 반대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수행한다면 계산에 의한 오버헤드는 줄겠지만 수행 간격 동안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적 타일 계산의 수행 횟수를 늘려 정확도를 높이면서 전체 성능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위 수행 당 연산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되는 자료의 수에 따라 연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보다는 상수 

타임에 계산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3.2.2 타일 전환 비용의 최소화  

 

새로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최소 성능에 

대한 보장 부분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최적화를 적용하기 전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일 전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타일 전환은 최적 타일 크기 계산 후에 수행되는 단계로써 

실제 계산된 크기에 맞추어 타일을 다시 구성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필요에 따라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작업이 수행되고 이는 전체 오버헤드 

중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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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데이트 영역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컨텐츠의 경우 최적 타일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타일 전환 횟수가 많아져 타일 전환 비용은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타일 전환 횟수가 많아져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타일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3.2.3 타일 크기의 파편화 방지 

 

일반적으로 할당과 해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메모리는 성능상 이점을 위해 

메모리 pool을 구성하여 관리한다. 타일을 위한 메모리 역시 동일한 이유로 메모리 

pool을 생성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각 메모리는 재사용된다.  

이러한 pool에 존재하는 타일 크기의 종류는 한정되어야 한다. 타일 크기의 

종류가 많아지면 pool에서 유지해야 하는 타일 종류가 많아지게 되고, 이는 타일의 

재사용 빈도를 떨어뜨려 메모리 사용량이 커지게 한다. 따라서 최적화를 위해 

분할되는 타일 크기 역시 일정 종류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타일 크기가 

결정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  

 

3.2.4 최적화의 부분 적용 기능 

 

타일의 분할은 자연히 타일의 개수를 증가시키며, 이 타일의 개수는 GPU에서 

한번에 처리해야 하는 texture의 수에 대응이 된다. 고사양의 GPU를 가진 

디바이스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 개수의 

texture를 한번에 처리할 때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정 개수 이상으로 타일이 분할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타일 분할 동작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디바이스 별 

제한해야 하는 수준은 동작 전 테스트를 통해 결정하거나 실시간으로 성능 저하를 

감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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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상세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면 업데이트 영역 추적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texture uploading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일 

크기를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타일의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시점에 이를 적용할 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 영역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각 단계별 

수행되어야 할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3.3.1 타일의 분할 및 구성 상세  

 

1)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 시 타일의 1:N 관계 전환 

 

Partial painting 기법에서 texture uploading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painting 

과정 후 해당 타일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texture uploading 되는 영역의 크기가 항상 전체 타일의 크기로 고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painting 되는 영역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타일 전체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 

과정에서 사용되는 타일이 1:1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각 texture에 

대한 부분적인 texture uploading 작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전 N frame에 사용된 

texture와 새롭게 만들어 지는 N+1 frame에서 사용되는 texture는 swap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N+1 frame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직전 N frame은 항상 화면에 출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1:1로 대응되던 부분을 1:N으로 대응되도록 확장한다면, 새롭게 

painting 된 영역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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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타일의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의 1:1 및 1:N 대응 관계.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해당 영역을 painting 후 texture uploading 작업이 

수행되는데 painting은 partial painting 기법에 의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수행이 된다. 이 후 1:1 관계의 경우 타일 전체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이 

수행되지만 1:N 관계의 경우는 업데이트 영역을 포함하는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texture에 대해서만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1:1 대비 1:N 관계일 때 약 1/3의 영역에 해당하는 크기에 

대해서만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2) 타일 분할 방법 및 전환 비용 

 

타일 분할 방법은 앞서 설명한 주요 고려 사항 중 “타일 전환 비용의 최소화”와 

관련이 깊다. 이는 어떻게 타일을 분할하는 가에 따라 타일 전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타일 전환 비용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타일을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타일 분할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동작한다면 

타일 전환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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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1:N 관계로의 확장을 적용하여 타일을 분할하였을 때의 타일 전환 

비용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painting 부분은 타일 분할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은 없다. 이 부분 역시 1:N으로 

타일을 구성하는 방법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타일 전환 비용은 타일 

분할 동작으로 발생하는 추가 texture 생성과 이때 수행되는 texture uploading 

작업 영역의 크기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texture 생성은 texture uploading 

작업에 비해 작은 비용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pool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타일 분할 후 texture uploading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분할 방법에 따른 동작. 

 

분할된 타일에 대한 texture uploading 비용은 크게 가로로 분할하는 것과 

세로로 분할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림14]는 가로 분할과 세로 분할에 

따른 동작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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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분할의 경우 분할된 타일 수만큼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수행되는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는 타일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와 

정확히 동일하다. 세로 분할의 경우 CPU 메모리의 가로 크기와 texture의 가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할된 CPU 메모리를 이용해서 직접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중간 버퍼로 추가적인 복사 작업을 

수행하고 이 중간 버퍼를 이용해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즉, 

texture uploading 되는 영역만큼의 추가적인 메모리 복사 작업이 필요하다. 

메모리 복사 작업과 texture uploading 작업의 부하가 유사하다 가정하면 세로로 

분할되는 영역의 크기만큼 추가로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하는 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타일 분할 예시. 

 

[그림 15]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타일이 분할된 예를 보여준다. 위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타일 전환 비용을 살펴보자. 먼저 가로 3등분으로 

나뉘어진 첫 번째 경우 모든 분할된 타일에 대한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타일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와 동등한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만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게 되면 분할되지 않은 상황 

대비 1/3의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게 되어 타일 분할에 의한 

이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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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동일한 크기로 2등분된 두 번째 경우 모든 분할된 영역에 대해서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게 되면 타일을 분할하지 않은 상황 대비 두 배의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둘 중 한 쪽에 

대해서만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더라도 분할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영역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어 성능상 이점이 없다. 즉, 이 경우는 분할하는 것이 항상 

손해가 된다. 

마지막으로 세로로 2등분을 하되 분할되는 두 영역의 크기의 차이가 큰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1번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분할 전 대비 손해를 보지만 2번 영역에 대한 동작을 할 때는 이득이 된다. 이는 

2번 영역의 크기가 전체 영역의 절반 보다 훨씬 작기 때문 중간 버퍼로 복사하는 

부하를 고려하더라도 이익이기 때문이다. 두 영역 모두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할 때는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타일 분할 전 대비 두 배의 영역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즉, 2번 영역의 화면 업데이트가 1번 영역의 업데이트 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만 성능상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가로로 타일이 분할되면 항상 성능상 이점을 주며 최악의 경우도 

분할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성능을 보장한다. 세로로 타일이 분할되는 경우는 

항상 타일 전체 영역을 한번 더 texture uploading하는 것만큼 타일 전환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다. 세로로 분할하여 성능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타일 전환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함께 전체 타일 영역의 가로 크기 대비 1/2 

이하로 분할된 영역만 빈번히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또한 타일 종류의 경우의 수는 “가로 분할 가능 수”와 “세로 분할 가능 수”의 

곱이 되기 때문에 세로 분할을 하게 되면 타일의 종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타일 크기 파편화 방지” 항목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려했을 때 세로 분할은 성능상 이득 보다 비용이 높다고 판단되어 

타일은 가로로만 분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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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일 구성 상세 

 

타일 분할 기능을 구현하기 기존 타일과 분할될 타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일 크기 파편화 방지” 항목을 위해 나누어 지는 타일의 종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위 타일 개념도 도입하였다. [그림 16]는 각 타일의 

정의를 상세히 보여준다. 

 

 

그림 16 타일 구성 상세. 

 

Base 타일은 분할 대상이 되는 기반 타일을 의미하며 painting 처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 타일 기반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기존 타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타일의 높이는 512pixel 보다 작은 크기를 사용한다.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타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타일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256, 256), (512, 512)이며, 본 연구에서 실험 대상으로 선정한 

디바이스는 (480, 360) 크기의 타일을 사용한다. 타일 크기는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 외에도 로딩 성능, 벤치마크 점수 등 다양한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Atomic 타일은 base 타일을 나누기 위한 단위 타일로 분할의 최소 단위가 

된다. 위 그림의 예시에서는 가로와 세로 각 5개씩 총 25개의 atomic 타일로 base 

타일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tomic 타일의 크기는 분할되는 결과 타일의 

종류와 관련이 깊다. Atomic 타일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분할되는 타일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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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atomic 타일의 크기를 크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크기가 너무 커지면 업데이트 영역 대비 낭비되는 영역이 

늘어나 타일 분할의 효과가 감소한다. Atomic 타일의 크기 결정은 최적 타일 크기 

계산 부분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Partial 타일은 업데이트 영역을 이용하여 texture uploading 수행 영역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분할한 결과 타일을 의미한다. 위 그림에서는 총 8개의 

partial 타일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partial 타일에 대응되는 texture가 

생성되고, 해당 texture 단위로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한다 

 

3.3.2 업데이트 영역 추적 

 

최적 크기로 타일을 분할하려면 업데이트 영역을 추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texture uploading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일 크기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업데이트 영역 정보를 보정하고, 또한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 

어떠한 자료 구조로 보정된 업데이트 정보를 저장하는지 기술한다. 

 

1) 업데이트 영역 보정 

 

 

그림 17 업데이트 영역의 보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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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타일 구성에 대해 설명할 때 “타일 크기 파편화 방지” 항목을 위해 

atomic 타일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타일 분할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업데이트 영역 역시 이 최소 분할 단위에 맞추어 보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17]는 업데이트 영역 보정 전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범위의 제한 

없이 발생한 업데이트 영역은 보정 후 atomic 타일 경계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2) 업데이트 영역 저장 

 

보정 된 업데이트 영역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는 다음 단계의 최적 타일 크기 

계산 알고리즘과 관련이 깊다. 해당 계산에서는 업데이트 영역의 세로 범위를 

이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 알고리즘 관련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림 18]은 해당 자료 구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보여준다. 

 

 

그림 18 업데이트 영역 테이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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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으로 표시된 base 타일 영역 내에는 총 3개의 업데이트 영역이 있다. 각 

업데이트 영역은 보정 후, 해당 업데이트 영역을 포함하는 atomic 타일의 행번호를 

이용하여  [시작 행 번호~끝 행 번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 영역의 형태를 변경하면 첫 번째 영역은 [0~0], 두 번째 

영역은 [1~2], 세 번째 영역은 [2~3]이 된다. 이는 2차원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가능한데 테이블의 행은 범위의 시작 행 번호를,  테이블의 열은 범위의 끝 행 

번호를 대응시키는 형태이다. 변경된 범위 형태는 테이블의 특정 지점에 대응이 

되고, 업데이트 마다 해당 지점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 된다. 현재 상태에서 [1~2] 

범위에 해당하는 업데이트가 한 번 더 발생하면, 업데이트 테이블의 1행 2열의 

값은 2가 된다. 이를 통해 업데이트 발생 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의 접근으로 특정 

범위의 업데이트가 몇 번이나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3) 시간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 영역 처리 

 

다수의 웹 컨텐츠는 일정한 구성을 가지며, 그 구성 내에서 화면이 업데이트 

된다. 이 경우 항상 유사한 위치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하고,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 타일 분할 위치가 달라질 확률이 낮다. [그림 19]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컨텐츠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9 고정된 구성을 가진 컨텐츠의 업데이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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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업데이트 영역의 크기와 위치가 다양하게 변하는 컨텐츠도 있다. 

이러한 컨텐츠는 과거의 업데이트 영역 정보를 누적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해 가장 최근 변화된 업데이트 영역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위 [1~2]에 대한 업데이트가 과거 10초 동안 1000회 이상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화면 구성이 변경되어 최근 5초 동안 [3~4] 영역에 

대한 업데이트가 100회 발했을 때, 최적 타일의 크기는 범위 [1~2]를 기준으로 

계산되게 된다.  

이 문제는 업데이트 테이블 갱신 시 일정 시간이 경과한 업데이트 범위의 값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림 20 시간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 테이블 처리. 

 

[그림 20]은 시간에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 테이블 처리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업데이트 정보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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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최적 타일 크기 계산  

 

1) 분할 주요 변수 결정 

 

최적 타일 크기 계산에 앞서 base 타일을 몇 개의 atomic 타일로 구성할 

것인지와 분할 가능한 partial 타일의 최대 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 두 수치는 

partial 타일 크기의 종류와 최적 타일 계산 연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값을 선정해야 한다. 우선 이 두 값과 분할 가능한 타일의 경우의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21 분할 가능한 타일의 경우의 수 계산. 

 

[그림 21]과 같이 base 타일이 n개의 atomic 타일로 구성되고, 분할 가능한 

최대 타일의 수를 max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분할 가능한 지점은 총 n-1개가 

존재한다. 타일을 2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n-1개의 분할 가능 지점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과 같고, 이는 n-1𝐶1 로 계산할 수 있다. 분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분할하지 않는 경우의 수부터 max개로 분할 가능한 경우의 수까지 모두 더하면 

된다. 만일 max 값이 n과 같게 되면 모든 분할 가능한 경우의 수는 2𝑛−1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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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tomic 타일의 수와 max 값 모두 분할 가능한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 atomic 타일의 수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n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atomic 타일의 크기를 찾아야 한다. 

Base 타일의 크기를 atomic 타일의 크기로 나누면 n이 되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atomic 타일의 크기는 앞서 실시한 예비 실험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실험을 다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480, 360) 크기의 기준 타일을 

사용하였고, 이 타일을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8분할, 12분할 후 각각의 

분할된 타일에 대해 1분간 누적 수행되는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2분할, 3분할, 5분할 까지는 texture uploading 수행 영역의 

크기가 빠른 비율로 줄어들었으나, 8분할 및 12분할은 5분할과 비교했을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결국 5분할이 효율적인 분할이라 할 수 있고, 기준 타일의 

크기를 5로 나눈 값인 72pixel이 효율적인 atomic 타일의 높이 값이라 할 수 있다. 

이 값은 기준 타일의 크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base 타일의 크기가 (256, 256)이라면 64pixel의 값을 사용하여 4분할하면 

되고, (320, 320)이라면  80pixel 값을 사용해서 4분할하면 된다.  

[그림22]를 살펴보면 72pixel 내외의 높이 값이 효율적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480, 360) 기준 타일을 5분할한 그림인데, 각 atomic 타일 높이가 기본 

컨트롤 높이와 유사하며, 두 개의 atomic 타일로 하나의 컨트롤을 커버하는 

경우에도 낭비되는 영역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5개의 atomic 타일로 구성된 base 타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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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대 분할 가능 타일 수를 나타내는 max 값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정된 n이 일정 값 이하이면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n이 

5라면 최대 분할 가능 타일의 경우의 수는 2𝑛−1을 계산한 결과인 16으로, max 

값을 제한하지 않아도 부담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다만 max 값은 최적 타일 크기 

계산 성능 외에도 전체 texture의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값에 제한이 없다면 하나의 base 타일이 n개까지 분할될 수 있어, 최대 

base 타일의 수의 n배 개의 texture가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GPU 

성능이 낮은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최적 타일 크기 계산 

 

최적 타일 크기 계산은 모든 분할 가능 경우에 대해 예상되는 texture 

uploading 작업 영역의 크기를 계산하여, 이 결과 값이 최소가 되는 조합을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림 23]은 5개의 atomic 타일로 base 타일이 구성되고, 최대 

분할 타일의 제한이 3인 경우 예시이며 총 11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그림 23 Base 타일 분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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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할 가능 조합 목록이 만들어지면, 각 조합 별로 예상되는 texture 

uploading 작업 영역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그림 24]는 타일 분할 조합 별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4 타일 분할 조합 별 texture uploading 영역 크기 계산. 

 

각 타일 분할 조합의 texture uploading 영역의 총합은, 해당 조합의 partial 

타일 별로 수행되는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를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Partial 타일 별로 수행되는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는 partial 타일의 

크기와 해당 partial 타일과 교차하는 업데이트 영역의 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위 그림의 [1, 2, 2] 분할에서 partial 타일 1번에 대한 texture uploading이 

수행되는 경우는 1번, 3번, 6번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경우임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artial 타일의 크기는 포함하는 atomic 타일의 높이로 계산이 

가능하며, 관련 업데이트 영역의 수는 앞서 업데이트 영역을 저장한 업데이트 

테이블을 참조해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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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는 partial 타일과 관련된 업데이트 영역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업데이트 테이블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5 업데이트 테이블과의 관계. 

 

결국 업데이트 테이블에는 [시작 행, 끝 행] 형태의 범위로 표시된 업데이트 

정보가 각각 몇 개가 존재하는지 저장되고, partial 타일 별 관련 업데이트 정보는 

해당 partial 타일 영역이 점유하는 행 범위를 업데이트 테이블과 비교함으로써 

찾을 수 있게 된다.  

위 그림의 첫 번째 partial 타일은 0번 행으로 구성된다. 관련된 업데이트 

영역은 업데이트 테이블을 순환하며 [from, to] 범위에 0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값을 모두 더하면 된다. 업데이트 테이블의 [0, 2], [0, 3] 항목이 이 경우 

해당하고, 해당 항목의 값을 더한 3이 첫 번째 partial 타일과 관련된 업데이트 

영역의 수가 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모든 분할 조합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 

계산이 완료되면, 이 결과 값을 비교해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조합을 최적 타일 

분할 조합으로 선정한다. 

 

 

 



35 

 

3.4 구현 및 동작  

 

본 장에서는 실제 구현된 상세 내용과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설명된 최적 타일 분할 관련 내용들은 윈도우 환경에서 작성 및 테스트되었고, 

그 결과물은 Tizen platform [6]에서 동작하는 chromium m63 버전에 최종 

적용되었다.  

 

3.4.1 구현 상세  

 

[그림 26]는 실제 구현된 결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LayerTileDivider에서 제공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 

chromium으로부터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림 26 클래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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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Tile은 최적 크기로 분할된 타일을 나타내는 PartialTile과 단위 크기 

타일을 나타내는 AtomicTile 리스트를 가지고, 이와 함께 업데이트 정보를 

관리하는 FrameUpdateInfo 객체를 가진다. FrameUpdateInfo는 업데이트 영역을 

나타내는 UpdateRectInfo 리스트를 가지며 이를 이용해서 UpdateRectMap을 

구성한다. UpdateRectMap는 앞서 설명한 업데이트 영역을 범위로 관리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관리하는 클래스이다.  

동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7 업데이트 영역 추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먼저 [그림 27]은 업데이트 영역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를 추가하는 상황 

처리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업데이트 영역이 발생하면 chromium은 해당 

영역 정보를 LayerTileDivider의 InvalidateRect 함수를 통해 전달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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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단위 타일 크기 단위로 보정이 된다. 이 후 업데이트 영역은 각 base 타일 

영역에 해당하는 크기로 분할되어 해당 영역을 포함하는 BaseTile 객체에 

전달된다. 이 후 FrameUpdateInfo에서 단위 타일의 세로 위치 기준으로 업데이트 

영역을 가공하고 이를 UpdateRectMap으로 전달한다. UpdateRectMap은 세로 

범위 단위로 가공된 업데이트 영역 정보를 유지하며 이 부분이 앞서 설명된 

업데이트 테이블에 해당된다. 

 

 

그림 28 타일 분할 적용 시퀀스 다이어그램.  

 

다음으로 [그림 28]은 지금까지 추가된 업데이트 영역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타일 분할 크기를 계산하는 상황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이 동작은 타일 

분할을 적용할 시점에 chromium에서 LayerTileDivider의 Apply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최적 분할 타일 크기가 계산되고 그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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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BaseTile은 PartialTile 객체 목록을 가지게 된다. 계산은 [그림 27] 과정에서 

만들어진 업데이트 테이블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행되며 만들어진 PartialTile 객체 

목록이 최적 크기로 분할된 partial 타일을 나타낸다. 이 목록은 이 후 

chromium으로 전달되고 chromium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texture uploading 하는 

영역을 결정한다.  

 

3.4.2 구현 결과 및 테스트 프로그램 

 

제안된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웹 엔진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보는 업데이트 

영역이 핵심이며 대부분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과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였다. 업데이트 영역 정보는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임의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기타 알고리즘 및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29]는 실제 구현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화면이다. 

 

 

그림 29 윈도우 환경 테스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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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구현 사항 Chromium 적용 

 

구현된 사항은 Tizen platform에 포팅 된 chromium m63 버전에 적용하였다. 

실제 연구 목표 타겟이 Tizen platform이며 현재 안정적으로 테스트 가능한 Tizen 

5.5 버전에서 동작하는 웹 엔진 버전이 chromium m63인 것이 선정 배경이다. 본 

장에서는 chromium에 구현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수정한 내용을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요약하여 설명한다.  

주요 수정 사항 중 첫 번째 부분은 업데이트 영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달하는 

부분이다. 업데이트 영역은 DOM tree 상에서 오브젝트의 내용이나 위치가 변경될 

때 발생하고 이 정보는 해당 오브젝트가 그려지는 layer로 전달된다. [그림 30]은 

DOM tree가 layer tree로 대응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며 그림의 

GraphicsLayer가 layer 별로 업데이트 영역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0 The Compositing Forest [7].  

 

GraphicsLayer는 chromium의 blink [8] 모듈에 포함되며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chromium의 cc [9] 모듈에 속하는 LayerImpl [10] 클래스로 1:1 대응된다. 

LayerImpl은 GraphicsLayer로부터 업데이트 영역을 전달받는 기능 외에도 

타일의 생성, painting, texture uploading 동작 과정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클래스이다. 따라서 LayerImpl은 구현된 기능을 chromium에 적용하기에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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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이라 할 수 있다. 구현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LayerTileDivider 객체를 LayerImpl에서 생성하고 이를 통해 layer 별로 

발생하는 업데이트 영역 정보를 전달한다.  

두 번째 수정 부분은 업데이트 영역 정보를 이용해서 최적 분할 타일 크기가 

계산된 후 실제 chromium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분할된 정보에 맞추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기존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이 1:1로 대응되던 

부분을 1:N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타 리소스 타입을 추가하고 해당 

타입의 리소스는 내부에 다수의 실제 리소스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메타 

리소스는 base 타일과 1:1 대응되고, 그 내부의 실제 리소스는 partial 타일과 1:1 

대응된다. 따라서 메타 리소스 내의 실제 리소스는 부분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메타 리소스 내의 실제 리소스를 frame 간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Chromium에서 리소스를 처리하는 부분인 ResourceProvider [11] 및 

ResourcePool [12], 타일에 리소스를 할당하는 부분인 TileManager [13]에 해당 

구현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분할된 partial 타일에 해당하는 리소스 별로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고 해당 texture를 화면 상에 출력하는 구현 부분이다. 분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기존과 같이 메타 리소스 영역 전체에 대해서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하고, 분할이 되었을 경우는 메타 리소스에 포함된 실제 리소스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타일에 대해서만 texture uploading을 수행한다. 해당 

구현은 OneCopyRasterBufferProvider [14]에 적용하였다. Texture uploading 

작업 후 메타 리소스의 경우 내부에 포함된 각각의 리소스 별로 화면에 출력될 

위치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구현은 PictureLayerImpl [15]에 추가하였다. 

[그림 31]은 Tizen 5.5에 적용된 chromium m63 버전에 구현 사항을 적용했을 

때의 수정 목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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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Chromium 적용 관련 수정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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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및 토론 

 

 

4.1 실험 결과 

 

4.1.1 측정 방법 

 

결과 측정은 Tizen 5.5 버전이 설치된 스마트 티비에서 실시하였으며, partial 

painting 기법을 적용한 기본 버전과 본 연구의 기법을 추가 적용한 버전의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측정 항목은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 기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인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가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목과, 부가적으로 GPU 메모리 사용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대상 웹 페이지는 Google(google.com), Daum(daum.net), 

Youtube TV(youtube.com/tv)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 서로 다른 동작 특성을 

가진다.   

선정된 각 웹 페이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Google은 작은 크기의 업데이트 

영역이 동일 위치에서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Daum은 광범위한 범위의 업데이트 영역이 다양한 주기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두 웹 페이지는 접속 후 사용자의 입력 없이 1분 동안의 수치를 측정하였다. 

Youtube TV의 경우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광범위한 범위로 업데이트 영역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따라 화면 구성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1분 동안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해당 동작 중의 

수치를 측정하였다. 

 

4.1.2 Texture Uploading 영역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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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exture uploading 영역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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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은 측정 대상인 세 개의 웹 페이지에 대한 결과로, 1분 동안 texture 

uploading 작업이 수행된 영역의 크기를 누적으로 표시하였다. 세 경우 모두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 기법이 추가로 적용되었을 때 더 작은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을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Google의 경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80% 정도의 

texture uploading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의 왼쪽 그림은 

실제 Google에 접속했을 때의 타일 분할 결과를 보여주는데, 매번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입력창의 커서 부분을 포함하는 타일이 1/5 크기로 분할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할 전 대비 20% 영역에 대한 texture uploading 작업만 수행이 

된다. 본 연구의 기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부류의 컨텐츠라 할 수 있다. 

 

  

그림 33 Google, Daum 타일 분할 결과. 

 

Daum의 경우 타일 분할 전 대비 47% 정도로 texture uploading 영역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예비 실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타일을 강제로 

4등분했을 때의 52% 보다는 좋고, 5등분했을 때의 45% 보다는 나쁜 결과이다. 

[그림 33]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base 타일이 평균적으로 대략 

2등분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업데이트 영역에 맞추어 타일이 효과적으로 분할되어 

분할된 타일의 수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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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YouTubu TV의 경우 25% 정도의 texture uploading 영역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경우 중 가장 낮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화면 업데이트 영역 자제가 크고, 분할되어 재활용 되는 화면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림 34 YouTube TV 타일 분할 결과. 

 

4.1.3 GPU 메모리 사용량 

 

타일 분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항 중 하나가 GPU 메모리 사용량 

부분이다. 본 항목에서는 측정 대상이 되는 웹 페이지가 동작 중 사용하는 GPU 

메모리의 변화를 1분간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Google의 경우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이 적용된 경우에 더 적은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하였다. 이는 업데이트 영역이 한 곳만 존재하고 해당 영역의 타일의 

크기가 1/5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Daum의 경우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을 적용한 경우가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였다. 이는 업데이트 영역이 많고 다양하여 분할된 타일의 종류가 많아져 

타일 pool에서 유지하는 타일 메모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Youtube 

TV의 경우 화면의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Google과 

Daum의 경우가 공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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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GPU 메모리 사용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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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론 

 

본 논문에서는 가변 크기 타일 기반 웹 엔진 렌더링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제한된 종류의 균일한 단위의 크기로 타일을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를 줄이면서 타일의 파편화 

문제 및 최적 타일 계산 연산량 문제를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균일한 크기의 타일을 사용함으로 인한 최적화 영역의 한계가 존재하며, 

base 타일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 확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균일 크기 타일 분할 방식에 대비하여 비균일 분할 방식을 사용하여 가변 

크기 타일 기반 렌더링 기법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현재의 균일 

크기 분할 방식 대비 예상되는 장점 및 단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4.2.1 BBH(Bounding Box Hierarchy)를 활용한 타일의 비균일 분할 구현 

 

많은 경우 화면 업데이트는 하나의 DOM 오브젝트 또는 서브 DOM tree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DOM 오브젝트와 서브 DOM tree의 계층 구조 및 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유지한다면 효과적으로 화면 업데이트 영역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DOM 오브젝트는 실제 화면에 그려져야 할 좌표 및 크기와 같은 

정보를 가지는 Layout 오브젝트와 대응이 되며 이는 Layout tree 구조로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DOM tree와 Layout tree를 기반으로 각각의 오브젝트 

및 서브 tree의 영역 구조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화면 업데이트 영역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타일 

크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Layout tree 구조 내에서 누적되는 서브 tree 영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tree 계층 구조에서 하부 노드의 영역 범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BVH를 변형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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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BVH(Bounding Volume Hierarchy) [16].  

 

[그림 3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BVH는 공간 상의 오브젝트들을 tree로 

표현하는데 부모 노드는 하부 노드의 bounding volume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Volume은 3차원 공간에서 사용하는 형태이고, 본 연구에서 필요한 형태는 

2차원임으로 volume 대신 box를 사용하는 BBH(Bounding Box Hierarchy) 

구조로 변형하여 표현한다. Layout tree 내에서 그려져야 하는 오브젝트 하나 

하나를 BVH를 변형한 BBH 내의 기하 오브젝트에 대응시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된 BBH 구조를 활용하면 화면 업데이트 영역 및 DOM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추어 비균일한 크기로 타일을 분할할 수 있다.  

균일 분할 방법에서 화면 업데이트 영역만 이용한 것과 대비하여 DOM 

tree까지 활용하는 이유는, 화면 업데이트 영역이 DOM 오브젝트의 크기가 

변하면서 가변적으로 바뀌는 경우 tree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 변화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날씨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컨텐츠의 경우 지역 명칭에 따라 출력되는 문장의 길이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화면 

업데이트 영역의 크기가 변경된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시점에 발생한 화면 

업데이트 영역만으로 타일의 크기를 결정하면, 이러한 경우 계속적인 타일 크기 

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유연한 대처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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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비균일 분할 방법의 예상되는 장점 및 단점 

 

비균일 분할 방법을 사용하면 제한된 종류의 크기로 분할하는 균일 분할 방법 

대비하여 화면 업데이트 영역과 더욱 근접한 크기로 타일을 분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texture uploading 영역의 최적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base 타일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base 타일 크기 및 

기기의 화면 크기 변경 등과 같은 변화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양한 기기에 

일관되게 연구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타일 분할 시 크기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타일 크기의 파편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타일의 종류를 증가시키기에 타일 pool의 재사용성을 

떨어뜨려 메모리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컨텐츠의 복잡도와 화면 

업데이트 횟수에 따른 최적 타일 크기 계산 연산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비균일 분할 방법은 DOM tree 상의 정보와 모든 화면 업데이트 정보를 

계산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DOM tree에 포함된 오브젝트의 수 및 화면 

업데이트 횟수에 계산 연산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비균일 분할 방법은 균일 분할 방법 대비 texture uploading 영역의 최적화 

가능성은 더욱 높일 수 있지만 타일의 파편화 문제 및 최적 타일 크기 계산 

연산량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비균일 분할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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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화면 업데이트 영역을 이용하여 타일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partial painting 기법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던 texture 

uploading 영역의 크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는 1:1 관계로 동작하던 painting과 texture uploading 작업을 1:N으로 

동작하도록 확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painting 및 texture 

uploading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N개의 타일 

분할을 위한 최적 타일 계산은 단위 타일의 세로 범위 기반의 업데이트 테이블을 

구성하여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고 최적 타일의 전환 비용 역시 최소의 오버헤드로 

동작하도록 구성하여 성능 목표도 충족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는 

타일 분할 시 세로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세로 분할은 중간 

버퍼 이용에 따른 부하와 함께 타일의 파편화 및 연산의 복잡성 문제로 인해 

제약을 두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zero copy 기법과 partial painting 기법을 실시간으로 교차 적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두 기법을 하나의 타일에 대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컨텐츠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둘 중 

효과적인 기법을 교차 적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GPU 메모리 사용량이 컨텐츠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타일 pool의 동작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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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b Engine Rendering based on Variable Sized Tile 

 

Jung Yong Geol 

Department of Digital Media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ainting 

and texture uploading processes performed during the web engine rendering 

process. Web engines such as Chromium and Webkit, which are used in many 

web browsers, use tile based rendering and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studied and applied for optimization. Among them partial painting and zero 

copy have appli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ainting and texture 

uploading. Partial painting optimized the painting area and zero copy optimized 

the texture uploading area. However, both methods did not solve painting and 

texture uploading problems at the same time. Web engine rendering based on 

variable sized tile aims to solve these two problems simultaneously. These 

problems are fundamentally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size of the 

updated area and the size of the actual painting and texture uploading area. 

This is because a fixed size tile is used without considering the size of the 

updated area. By using a variable sized tile, the existing problem can be 

improved by making the size of the updated area closer to area of the actual 

painting and texture uploading. 

 

Keywords: chromium, web engine, rendering, performance, texture up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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