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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운영체제의 발전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하여 1인 2모니터 시대가 오고 있으며,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니터를 2대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의 일반적인 하드웨어 모델에서는 최대 2대의 모니터를 연결 할 수 있고, 2대 이상의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한 특수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고가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여 다중 모니터 구현이 아닌, USB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표준인 HDMI나 DVI 연결이 가능한 그래픽 변환 어댑터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드라이버를 구현하였다. 

ABSTRACT

Recently, because of developments of OS and APP, it requires that one person uses two monitor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individual. In general, it can connect two monitors to computer. If want more 

than two, it requires special display-device to connect. 

In this paper, it describes implementation  about device and graphic converting adapter with using USB, 

which can connect HDMI or DVI, Not like using other expensive hardwar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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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를 2
대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병원, 디자이너, 증권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성능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한 다중모니터를 
사용하며, 고 비용을 투자하여 다중모니터를 구현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닌 일반인의 다중모니터의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다중모니터의 구현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모델의 높은 기
술력이 아닌 USB[1] 연결을 통하여 최대 8대의 
디스플레이 출력인 가능한 HDMI 또는 VGA 신호
로의 변환 어댑터와 이를 제어하기위한 장치 드
라이버를 구현하였다.

Ⅱ.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개발한 USB 그래픽 어댑터는 USB 
신호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신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이며, 출력 신호로는 HDMI
와 DVI 신호로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PC에서 출력되는 USB 신호를 사용하여, 영
상 신호와 음성 신호를 가상으로 추출할 수 있으
며, 어댑터에서 그 신호를 디스플레이 신호와 음
성신호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림 1. 하드웨어 연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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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3.1 동작기능

USB를 사용하여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UI를 통
해 디스플레이 및 음성 출력장치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외부 디스플레이 장치의 출력을 미러 모드 
및 확장모드로 선택 가능하고, 색의 품질과 해상
도를 설정가능 하도록 구현 하였다.
3.2 컬러 품질 변경 기능

사용자는 UI를 통하여 컬러품질을 변경 할 수 있
으며, 컬러품질 변경 요청에 따라 각 클래스들은 
메소드를 실행하여 변경된 16비트/32비트 컬러품
질의 비디오를 제생하게 된다.

그림 2. 컬러 품질 변경 시퀸스 다이어그램

3.3 비디오 보기 기능

사용자는 UI를 통하여 비디오 보기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선택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한 비
디오 보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비디오 보기 기능의 시퀸스 다이어그램

3.4 해상도 설정 기능

사용자는 UI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장치마다 해상
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해상도 변경 요청이 발생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하여 해상도를 
설정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 해상도 설정 시퀸스다이어그램 

3.5 미러 모드/확장 모드 설정 기능

사용자는 UI를 통하여 디스플레이의 보기 모드 
중 미러 모드와 확장모드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능이 동작하게 된다.

그림 5. 미러모드/확장모드 설정 시퀸스다이어그램

Ⅳ. 결론

본 논문에서 개발한 USB 그래픽 어댑터는 가상 
그래픽 어댑터 구현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확보 
하였으며, 가상 USB 그래픽 어댑터 하드웨어 모
듈 제작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대 8
대까지 확장 가능하며,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
하게 되었다. 기존의 USB to DVI에서 구현하지 
못하였던 오디오 채널을 USB to HDMI에서 구현
되어 오디오 채널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HDMI로 연결 시 Ethernet 채널로 연결하여 초당 
100Mbps의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어,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면,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구현된 UI를 사용하면, 컬
러 품질, 비디오 보기, 해상도 설정, 미러/확장 모
드 변경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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