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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using x86 processor for office environment, an 

improved Network Display System is implemented 

in this paper. The Network Display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the x86 processor, and the 

system contains ethernet controller that can be used 

internet by stand alone. The Windows CE.NET is 

adopted as an operating system, and TFT-LCD 

monitor system is embedded..

I. 서론 

  초고속 인터넷 망의 발전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전체 시스템을 통합관리 및 시스템 간 자료 공유 

등의 기능이 가능해졌다. 지난 2월 일본 히타치제작소

그룹은 기업 정보보안을 해 30만 에 이르는 업무용 

PC를 네트워크 단말기로 교체하는 로젝트를 2008년

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서버 기반 컴퓨

(Server Based Computing)의 도입이다. 기존의 

PC(Personal Computer) 환경에서 리할 PC의 수가 

많음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 은 더 커지게 된다. 한 

오늘날 기업의 Client/Server 기반의 산환경이 변

하는 컴퓨  환경에 의해 Client에서 실행되는 

Application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산시스템의 유지 리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비용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자 체 인 비용 감을 한 

새로운 안으로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  환경이 

제시되었다. 이 서버기반 컴퓨  환경을 구축하기 

해 Thin-Client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office 환경을 한 Windows CE 기반의 network 

display system을 구 하 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 하

기 하여 Geode GX2 로세서 기반의 시스템을 구

하고, Ethernet controller를 추가하여 본 display 

system 자체만으로도 internet 속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동작에 한 자세한 기술보다

는 체 은 system 구 에 한 부분에 을 맞추

어서 기술한다.

II. 련 연구

2.1 Server Based Computing 

  유 기반 컴퓨 (User Based Computing)은 가장 일

반 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축한 산 환경으로써 

사용자가 직  PC를 리하고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 

유 기반 컴퓨 은 변하는 컴퓨  환경에 발 빠르게 

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용량의 응용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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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실행을 한 클라이언트 PC의 잦은 업그 이드  

신규 구입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비용 감 차원에

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그림 1> User Based Computing

  서버기반 컴퓨 (Server Based Computing)은 클라

이언트 심이 아닌 서버 심 산 환경으로써 모든 

응용 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함으로 어 리 이션 실행 

환경의 변화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업그 이드가 불필

요하다. 클라이언트는 로그램이 필요할 때마다 서버

에 속하고 서버는 실행 결과(화면 값)만 클라이언트

에 표시하므로, 서버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속 가

능하며 개인별 독립  응용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

다. 이러한 서버기반 컴퓨 의 도입효과로는 획기 인 

비용 감 효과와 앙 집 화에 따른 리의 편리성을 

들 수 있다.  한 화 속, WAN, 역망, 무선 

LAN, 인터넷, 인트라넷 등 어느 네트워크 연결에도 유

연성을 제공한다.

<그림 2> Server Based Computing 

2.2 Remote Desktop Protocol

  RDP(Remote Desktop Protocol)는 마이크로소 트의 

도우즈 NT 운 체제가 실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마

이크로소 트사의 Windows CE 운 체제 시스템과 통

신하기 한 로토콜이다. 이 로토콜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Windows 기반 응용 로그램을 해 네트

워크 연결을 통한 원격화면 표시  입력 기능을 제공

한다. RDP 4.0의 성능은 LAN 연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사용자에게는 효과 이지만  역폭 연결에

는 효율성이 낮았다. RDP에는 암호화  연결 끊기 

지원과 같은 필수 구성 요소가 들어있지만 일반 으로 

사용되는 다른 기능이 부족하여 타사의 추가 기능을 

구입해야만 했었다. 이에 RDP 5.0 로토콜은 LAN, 

WAN  화 속 연결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네

트워크 연결에서 상당한 성능 향상을 보인다.  

2.3 Windows CE.NET

  마이크로소 트의 차세  내장형 Windows 운 체

제 솔루션은 Windows CE.NET 과 Windows XP 

Embedded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Windows XP 

Embedded는 Windows XP professional의 컴포 트 

버 이다. 즉 Windows XP professional의 구성 요소

를 컴포 트로 구분하고 상 내장형 장치를 해 필

요한 컴포 트만으로 운 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

든 embedded 버 인 것이다. 한편, MS는 Palm이 

PDA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것에 자극을 받아 PDA용 

운 체제 개발을 시작하 고 그 결과 Windows CE 

1.0 을 출시하게 되었다. 그 후 계속 인 발 을 거듭

하여 재 Windows CE.NET으로 명명되었다. 

Windows CE는 PC와는  다르게 은 크기, 제한

된 자원의 사용,  력 등 처음부터 내장형 시스템

을 한 운 체제로 설계된 것이다. 

  Windows CE.NET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Windows CE.NET은 작은 시스템을 한 OS이다. 

Windows CE.NET의 최소 빌드 크기는 략 200KB 

정도이며, 이 크기는 개발자가 장치 이미지에 기능과 

모듈을 추가할수록 증가한다. 

<표 1> Windows CE.NET 메모리 요구량 

기능 필요 메모리 용량

Kernel + File system 200KB

+ Communication 800KB

+ Graphics and Shell 1.3MB

+ Applications(Pocket Word) 4MB

+ Internet Explorer 8MB

Windows CE.NET은 범 한 하드웨어를 지원한다. 

표 인 지원 로세서에는 ARM, MIPS, SHx, x86, 

PPC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x86 로세서를 사

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다. 한 200여 개의 장치 

드라이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보드 지원 패키지

(BSP)를 사용할 수 있다.

Windows CE.NET은 Platform Builder와 eMVT 

(eMbedded Visual Tools)등 통합 인 개발 환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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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개발자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운  

체제와 응용 로그램의 개발 시간을 일 수 있게 되

고, 이로써 자신이 만든 장치를 시장에 더 빨리 내 놓

을 있게 되었다. 

  

III. 시스템 구

3.1 Network System 구성

  일반 으로 Network display system을 개발하기 

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Office 환경에 합한 system을 구 하는데 목

이 있으므로, 렴한 가격, 고품질의 상,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성에 을 두었다. 서버 기반 컴퓨  시

스템이므로 가격이 렴하면서도 office 환경에서 사용

하는 각종 어 리 이션의 처리에 효율 인 AMD 사

의 Geode
TM GX processor를 CPU로 사용했다. 

GeodeTM GX processor는 power management device

가 내장되어 있어 fan이 불필요하며, 간단한 heat sink 

만으로도 충분히 CPU의 발열을 커버할 수 있어 비용 

감에 합하다. 뿐만 아니라 memory controller가 내

장되어 있어 별도의 north-bridge를 사용할 필요가 없

고, High performance 2D graphics controller 역시 내

장되어 있어, 멀티미디어 상 처리를 한 계산 시간

과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비용도 낮출 수 있

다. 

<그림 3> Network System Block Diagram

  본 논문의 system에서는 802.3 Fast Ethernet 네트

워크망을 사용하여 server에 원격으로 속한다. 한 

별도의 Ethernet controller를 사용하여 server 속 없

이 network system 단독으로 인터넷 속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 다. Ethernet controller로는 Realtek 사의 

RTL8130을 사용하 다. PCI 방식으로 Wake On Lan 

function을 지원한다. PCI Bridge(South Bridge)로는 

AMD 사의 GeodeTM CS5535 Companion 을 사용한다. 

CS5535 companion은 32-Bit, 33/66 MHz를 지원하며 

ATA-5 규격(UDMA/66) IDE interface controller도 

지원하다. 한 USB 1.1을 지원하며, 본 system은 별

도의 PS/2 port를 사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USB 1.1을 

이용하여 USB keyboard/mouse를 사용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CPU와 South 

Bridge 그리고 Ethernet controller는 PCI Bus로 통신

하고 있으며, LPC Bus를 이용하여 Bios(FlashROM)과 

통신을 주고받는다. 

3.2 Display System 구성

  Display system은 TFT-LCD Monitor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성하 다.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는 Mstar 사의 SE56AWL를 사용하

다. 이 ADC는 dual input을 지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etwork Display System 구 에 합하다. 

한 Display system을 컨트롤하기 하여 8-Bit 

Microcontroller(MCU)를 사용하 다. 

<그림 4> Display System Block Diagram

  

3.3 Network Display System 구

  각각 동작하는 Network System 과 Display System

을 유기 으로 controller 하기 하여 화면에 display 

하는 모드를 따로 분리하 다. 즉 일반 PC 모니터로써

의 사용을 원하면 Mode 1(Analog mode), 서버에 속

하여 네트워크 모니터로 사용을 원하면 Mode 2(Client 

mode)를 선택하도록 하 다. Client mode로 선택 시 

Network System이 동작하며, 그 화면은 GeodeTM GX 

processor의 내장 graphics controller에서 나오는 

R/G/B/Hsync/Vsync 를 Display System의 input으로 

넣어 LCD panel에 화면이 display 되도록 하 다. 

체 시스템은 MCU로 컨트롤되며, MCU와 CPU 사이에

는 I2C 통신 라인을 구성하여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

도록 하 다.

  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을 둔 부분은 

발열이다. GeodeTM GX processor가 fan이 불필요한 

CPU이기는 하지만 board 주변부의 power regulator나 

기타 IC들과의 근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구성 기

에는 과열로 동작이 멈추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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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 없이, PCB layout을 

하게 구성하므로 해결되었다. (본 layout 구성은 

재 한국, 미국, 유럽, 국에서 특허 출원 진행 이

다)

<그림 5> 구 된 Network Display System Board 

<그림 6> 구 된 어 리 이션 

  

구 된 Network Display System을 RDP 속으로 

server에 속하고, 150MB 용량의 MPEG4 동 상을 

Play 하고, 연결되는 Network Display System의 수를 

늘려가며 서버의 CPU  메모리의 유 정도를 test 

해 보았다. Test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속되

는 Network Display System 수에 따른 server PC의 

사양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자의 객 인 에

서 도출된 자료임을 밝히는 바이다)

<표 2> RDP 속 시 요구되는 Server 권장 사양

Network Monitor 수 Server 권장 사양

1∼2  연결 시  CPU : 1GHz, RAM : 64MB

3∼10  연결 시  CPU : 2.4GHz, RAM : 512MB

10∼15  연결 시  CPU : 3GHz, RAM : 1GB

15  이상 연결 시  CPU : 3.2GHz, RAM : 2GB

Ⅳ. 결론  향후 연구 방안

  본 논문에서는 구 한 Network Display System은 

TFT-LCD display system에 network 기능을 추가하

여 one board 화 시켜 모니터에 embedded 시킴으로

써, 모니터 한 로 thin client PC의 역할을 수행하도

록 하 다. 설계 시 비용 감을 고려하고, middle-end 

의 system을 구 함으로써 office 환경에 합하도록 

구 하 다. 이는 일반 워드나 엑셀 등의 업무용 로

그램의 동작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비업무 

용도의 entertainment 일이나 게임 등의 일은 실

행하기가 어렵다. 성능 test 결과 network monitor 10

 정도의 RDP 속은 재 보 된 개인용 PC로도 

충분히 server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office의 

회의실 같은 곳에 Network Display System을 설치해 

놓고 본인의 PC를 서버로 설정하여 회의 자료  개

인 업무 자료를 바로 젠테이션 할 수도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entertainment에 합한 system

을 Windows XP Embedded 운 체제를 사용하여 구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 되기 해서는 

별도의 graphic decoder가 필요하며, CPU 속도 역시 

높아야 하므로 발열이나 power save에 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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