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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마트 폰에서 Together View를 실행시키고 Cast Device로 Message를 전송한다.  

크롬캐스트는 ReceiverApp을 이용하여 Message를 해석하고, 서버로 Image를 요청하여 

TV에서 해당 Image를 출력하게 한다. SenderApp은 스마트 폰에서 선택한 Image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ReceiverApp은 이를 서버 요청하여 이미지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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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der Application 

Sender Application은 인데, 이것은 플랫폼에 따라 Android, 
IOS, Chrome Sender Application으로 나뉜다. Sender Application의 원리는 Sender App에서 ChromeCast에게 미리 
등록되어있는 AppId(URL)를 통해 Receiver App을 Cast Device에 설치하고 App간의 채널을 생성 후 통신한다. 

1. Chrome Cast 

구글에서 만든 이다. 이것은 HDTV의 HDMI 포트에 꽂아 오디오나 비디오를 와이파이를 
통해 수신해 TV에서 스트리밍 재생한다. 기본적으로 구글 크롬 OS를 탑재하고 있어서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장치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그 콘텐츠들을 크롬캐스트
가 장착된 TV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이를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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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rver 

3. Receiver Application 

Sender Application 에서 보낸 사진, PPT를 받아 ChromeCast가 HDMI로 연결된 TV, 모니터에 출력을 시켜 
주는  이다.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HTML, CSS, JavaScript가 지원되고, 
다양한 형태의 화면을 꾸밀 수 있게 된다. 

ChromeCast의 본래의 기능은 스트리밍 미디어를 재생시켜주는 것이다.  
실제 미디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Streaming Media Server가 존재하고 해당 서버의 URL을 
Sender App이 ChromeCast에게 보냄으로써, TV에서 스트리밍 미디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모바일 기기의 내부 콘텐츠를 TV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Google Cast API가 제공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서버를 할당하여, php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들을 서버로 업로드하고, 
공유가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Receiver App에서 가져와 사진을 출력하고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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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모바일 자체를 서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따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계속 서버를 운영하기에는 운영비나 관리유지보수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2. 공유 하려는 모바일끼리 같은 네트워크 망이 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같은 현재 같은 Wi-Fi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wi-fi가 작동되지 않은 곳, 

또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힘들다는 점이 있다. 

1. 공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PPT에 대해서 바로 다운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나 

저작권 같은 문제로 인해 마음대로 다운로드 할 수 없다는 점. 

2. ‘크롬캐스트’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롬캐스트가 꼭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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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컬 파일(기존 모바일에 있는)만 TV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SNS(가령  페이스 북, 드랍박스,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PICASA, 구글 플러스 등)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을 착안하여 

온라인 상의 파일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 

크롬캐스트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파일을 Wi-Fi를 통해 메인 스크린에 수신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하여, 현재 투게더 뷰는 사진이나 PPT파일과 같은 

이미지 파일만 공유 및 조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동영상이나, 오디오와 같은 미디어 파일 또한 공유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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