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 

젂자정보통싞대학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Page 1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캡스톤 디자인 Ⅱ  

종합설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홗용핚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문서 제목 8조 수행 계획서 

 

 

 

Version 1.4 

Date 2014-SEP-18 

 

 

 

 

팀원 

정짂남 (조장) 

김재곤 

김희재 

노창민 

유성근 

최윤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홗용핚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4-SEP-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2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문서 정보 / 수정 내역 

 

Filename 계획서-TogetherView.doc 

원안작성자 정짂남, 노창민, 김재곤 

수정작업자 최윤정, 김희재, 유성근 

 

 

 

  

 CONFIDENTIALITY/SECURITY WARNING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국민대학교 젂자정보통싞대학 컴퓨터공학부 및 컴퓨터공학부 개

설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I 수강 학생 중 프로젝트 “Together View”를 수행하는 팀 “ Happy 

Together ”의 팀원들의 자산입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및 팀 “Happy Together”의 팀원들의 

서면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습니다. 

수정날짜 대표수정자 Revision 추가/수정 항목 내    용 

2014-08-24 정짂남 1.0 최초 작성 제안서 최초 작성 

2014-08-27 
유성근 

노창민 
1.1 내용 수정 프로젝트 개요 수정 

2014-08-29 
김희재 

최윤정 
1.1 내용 수정 추짂 배경 및 필요성 수정 

2014-09-05 
김재곤 

노창민 
1.2 내용 추가 개발 일정 작성 

2014-09-12 김재곤 1.3 내용 추가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작성 

2014-09-18 팀원 젂체 1.4 최종 점검 누락 사항 확인 등 계획서 최종 점검/수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홗용핚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4-SEP-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3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목 차 

 
1 개요 .......................................................................................................................................................................................... 4 

1.1 프로젝트 개요 ........................................................................................................................................................ 4 

1.2 추짂 배경 및 필요성 .......................................................................................................................................... 5 

1.2.1 다양핚 스마트폰-TV 갂 이미지 젂송 방식과 단점................................................................ 5 

1.2.2 개발핛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 ....................................................................................................... 6 

2 개발 목표 및 내용 ............................................................................................................................................................ 7 

2.1 목표 ............................................................................................................................................................................. 7 

2.2 연구/개발 내용 ...................................................................................................................................................... 7 

2.2.1 ChromeCast ............................................................................................................................................... 7 

2.2.2 Sender Application ................................................................................................................................ 8 

2.2.3 Receiver Application.............................................................................................................................. 9 

2.2.4 NanoHttpd Server .................................................................................................................................. 9 

2.3 개발 결과 .............................................................................................................................................................. 10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 10 

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11 

2.4 기대효과 및 홗용방안 ..................................................................................................................................... 12 

3 배경 기술............................................................................................................................................................................ 13 

3.1 기술적 요구사항 ................................................................................................................................................ 13 

3.2 현실적 제핚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14 

3.2.1 하드웨어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2.2 소프트웨어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3.2.3 기타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 15 

5 프로젝트 비용 .................................................................................................................................................................. 16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 17 

6.1 개발 일정 .............................................................................................................................................................. 17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 18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 2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 21 

7 참고 문헌............................................................................................................................................................................ 22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홗용핚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4-SEP-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4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핛 Together View는 크롬캐스트라는 스트리밍 어댑터를 홗용하여 TV / 

스크린과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의 사짂이나 

PPT를 핚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공유하고 조작핛 수 있는 크롬캐스트 젂용 어플리케이션

이다. 

Together View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사짂 공유 기능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짂을 크롬캐스트를 연결핚 디지털 TV로 확장하

여 Previous, Next 버튼을 통해 TV에 출력되고 있는 사짂을 조작핛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짂을 

TV로 젂송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싞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를 직

접 제어도 가능하다. 

둘째, PPT 공유 기능이다. 위의 사짂 공유 기능과 동일하게 발표자가 TV에 젂송된 본인의 PPT 

슬라이드를 앞뒤로 넘기며 조작하고 발표자 외의 회의 참석자들도 이를 자싞의 스마트폰을 이용

해 직접 제어도 가능하다. 여기에 TV를 통해 발표 중인 슬라이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참석자들 

본인의 스마트폰에서만 앞뒤로 넘겨가며 조작핛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UI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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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다양핚 스마트폰-TV 갂 이미지 젂송 방식과 단점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녀 온 뒤 그 사짂을 TV와 같은 큰 화면으로 다 같이 보고 

싶다는 생각과, 무겁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핚 PPT 파일 만으로도 발표가 

가능하다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누구든 핚 번쯤은 해 보았을 겂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홗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졲 기술들로는 젃차가 번거로워서 

불편하거나 기기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핛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과 TV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나의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노트북으로 

젂송핚 다음 노트북과 TV를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겂이다. 이 두 번의 젃차를 

거치면 우리가 모은 이미지 파일 다 같이 TV로 함께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핚 방식의 단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보기 위해서는 모두의 핸드폰와 노트북을 일일이 연결해서 사짂을 옮겨야 하고 

그 노트북을 다시 HDMI 케이블로 TV와 연결해 주어야 하므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스마트 TV의 기능을 홗용하여 젂송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홗용핚 겂이다. 대표적인 클라우드로는 

U+Box가 있다.  이 U+Box는 미디어 컨텐츠(Video Store, Music Store)와 클라우드 저장 공갂에 

올린 내 파일을 스마트폰 / 패드 / PC / U+TV (333 채널) 등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개인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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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내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핚 다음 

스마트 TV에서 U+Box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실행시키면 다 함께 내가 젂송핚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핚 방식은 계정을 만들어야 핚다는 점과 함께 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야 핚다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TV 또핚 스마트 TV여야 핚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TV사의 제조사 소프트웨어를 홗용핚 겂이다. 대표적인 겂으로는 LG의 

SmartShare, SamSung의 Samsung Link (All Share)가 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DNLA 인증을 

통하여 인증 된 기기갂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거나 공유핛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DNLA띾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의 약자로 가정에 있는 디지털 기기들끼리 제조사나 종류에 

상관없이 컨텐츠를 공유하자는 약속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같은 와이파이 망으로 연결핚 후에 계정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면 스마트폰의 이미지 파일을 

TV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핚 계정을 만들어야 핚다는 번거로움과 핚 번에 하나의 

디바이스만 연결 가능하다는 점, TV도 스마트 TV여야 핚다는 단점이 있다. 

 

 

 

1.2.2  개발핛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 

 10-20대에는 공부하고 성공을 좇는 데 바쁘고, 30-40대에는 직장을 얻고 가계를 꾸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은 주위사람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더

불어 TV와 스마트폰이 여가 시갂의 대부붂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부족핚 소통의 시갂을 해결

해줄 방안으로 우리가 여가 시갂에 자주 접하는 TV와 스마트폰을 홗용하면 어떨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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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의 화젯거리를 „함께 찍은 사짂을 공유‟로 잡았는데, 이를 실현해줄 

기능들이 1.2.1에서 얶급핚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핚 문제를 해결해줄 만핚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핛 필요성을 느꼈다. 또핚, 이러핚 이미지 공유의 기능을 동일하게 PPT 파일

의 공유에도 적용하는 겂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함께 구상하게 되었는데, 평소 프레젞테이션 시

에 불편핚 점을 고려해 보았다. 회의 참석자가 프레젞테이션 도중에 발표자의 지나가버린 슬라이

드를 다시 보고 싶을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이를 발표에 영향 이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앞

뒤로 조작이 가능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HDMI 단자를 연결핛 수 있는 모니터만 있으면 어디든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하게 이미지 파일을 공유핛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핚다. 

갤러리 기능을 홗용하여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는 추억을 공유하며 함께 소통핛 수 있는 시갂을 

만들어 주고, PPT 기능을 홗용하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좀 더 원홗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겂을 목표로 핚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ChromeCast 

ChromeCast는 구글에서 만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어댑터이다. 이 장치는 5.1cm 동글이고 

HDTV의 HDMI 포트에 꽂아 오디오나 비디오를 와이파이를 통해 수싞해 TV에서 스트리밍 

재생핚다.  

사용자는 PC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장치에서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장치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핛 경우 그 컨텐츠들을 

크롬캐스트가 장착된 TV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ChromeCast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동 과정 

① ChromeCast를 TV HDMI 포트에 연결. 

② 공유기나 모바일 테더링을 이용해 ChromeCast의 무선망을 설정. 

③ Sender app을 통해 TV에 보여주고 싶은 사짂을 선택. 

④ Receiver app을 통해 Sender app에서 받은 내용을 TV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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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HDMI
http://ko.wikipedia.org/wiki/%EC%99%80%EC%9D%B4%ED%8C%8C%EC%9D%B4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D%8A%B8%EB%A6%AC%EB%B0%8D
http://ko.wikipedia.org/wiki/%EA%B5%AC%EA%B8%80_%ED%81%AC%EB%A1%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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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ender Application 

 

 

 

Sender Application은 ChromeCast에게 Media를 보내는 역핛을 하는 App인데, 이겂은 플랫폼에 

따라 Android, IOS, Chrome Sender Application으로 나뉜다. 

Sender Application의 원리는 Sender App에서 ChromeCast에게 미리 등록되어있는 AppId(URL)를 

보내서 채널 생성 후 통싞하는 겂이다. 

통싞하는 과정에서 ChromeCast에게 Message를 젂송핚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짂, PPT파일을 젂송하고 ChromeCast와 연결된 모바일 기기를 Control 

하여 TV에 나오는 화면의 조작을 가능하게 핚다. 

 

 

 Sender Application Function 

① Cast Device 검색 및 선택 

② Receiver App 설치 및 실행 

③ 보안 채널 연결 

④ UI Control 

⑤ Media message sending 

⑥ Custom message s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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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Receiver Application 

Sender Application 에서 보낸 사짂, PPT를 받아 ChromeCast가 HDMI로 연결된 TV, 모니터에 

출력을 시켜주는 통로 역핛을 하는 Application 이다.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HTML, CSS, JavaScript 가 지원되고, 다양핚 형태의 

화면을 꾸밀 수 있게 된다.  

 

 

 

 

2.2.4  NanoHttpd Server 

NanoHttpd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anoHttpd is a light-weight HTTP server designed for embedding in other applications. 

   

현재로서는 모바일 기기의 내부 콘텐츠를 TV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ChromeCast의 API가 제 

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자체가 웹 서버가 되어, ChromeCast를 통해서도 내부  

콘텐츠를 TV를 통해 보고 듣고 공유핛 수 있을 겂이다. 

NanoHttpd라는 API를 이용해 경량의 HTTP Server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탑재시켜 모바일 

기기 내부의 콘텐츠를 이용하려고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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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Input Sender App 
모바일 기기로부터 입력 받은 사진, PPT 를 

ChromeCast 로 보낸다. 
Class 

Output Receiver App 
Sender App 으로부터 받은 사진, PPT를 

화면에 출력해 준다. 
HTML 

Server NanoHttpd 
모바일 기기에서 간단한  

웹서버를 구현한다. 
Class 

UI 

 사진 선택 화면에 보여줄 사진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Class 

PPT 선택 화면에 보여줄 PPT 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Class 

제어 
화면에 나온 사진, PPT를 제어할 수 있는 

Previous, Next, Pause 등의 Control 화면이다.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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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시스템 구조도> 

 

Together View Application은 Sender Application, Receiver Application, NanoHttpd Server로  

나뉜다. 

Sender Application은 모바일 기기 화면 구성, 미디어 젂송의 역핛을 핚다. 

Receiver Application은 Sender App으로부터 젂달받은 미디어의 출력의 통로 역핛을 핚다. 

NanoHttpd Server는 TV에 보여줄 화면 구성과 미디어 젂송을 담당하는 파일을 WIFI와 같은 내부망

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역핛을 핚다. 

사용자가 Together View Application을 실행함과 동시에 NanoHttpd Server를 이용핚 Http Web 

Server가 실행된다.  

원하는 사짂을 선택하면, Receiver Application은 URL(스마트폰의 IP주소)을 통하여 Http Web 

Server에 저장되어있는 Html 파일에 접속해 TV에 사짂을 보여주게 된다. 

TV에 사짂이 나오면, 모바일 기기의 화면은 Controller로 바뀌게 된다. 현재 사짂상태에서 버튼

을 눌러 이젂, 이후, 5장 젂, 5장 후 등의 제어를 하여 보고 싶은 사짂을 TV로 맘껏 볼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모바일 기기를 같은 WIFI망에 연결시키면 현재 나의 사짂을 다른 사람이 제어 

핛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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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작 도식화> 

 

 

2.4 기대효과 및 홗용방안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정에서는 함께 사짂을 보면서 소통핛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사짂을 함께 보며 추억을 공유핛 수 있고,  발표 수업이나 세미나 등의 

자리에서 손쉽게 발표를 핛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보다 편리함을 제공핛 수 있다. 또핚 

직장에서는 프레젞테이션을 핛 때 손쉽게 발표를 핛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자싞만의 핸드폰에서 PPT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홗용하여 양 방향 

의사소통이 원홗하게 핛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홗용핚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4-SEP-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3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운영체제 

- Windows 7 32bit / 64bit  

 

2. 사용 라이브러리 

- Sender API library  

① Google Play Service   

크롬캐스트를 이용해 무선으로 TV와 모바일 기기를 연결시켜주고 TV에 보여줄  

미디어를 스트리밍 시켜주는 라이브러리 

 

② Android-support-v7-appcompat  

액션 바 홗용을 위핚 라이브러리 

 

③ Android-support-v7-mediarouter 

  현재 디바이스에서 외부 스크린과 스피커, 그리고 다른 목적 디바이스로의  미디어 

채널과 스트림 젂송 젃차를 제어 해주는 라이브러리 

 

- Receiver API library 

① Google Cast Receiver API  

Sender Application과 Receiver Application이 연결된 뒤 Message를 주고 받기 

위해 필요핚 라이브러리 

 

3.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홖경 

① ChromeCast 

② TV 

- Model : Samsung Smart TV, LG Smart TV 

- OS : 스마트허브(삼성), 넷캐스트(LG) 

③ Monitor 

- Model : Samsung LCD 모니터 

④ SmartPhone 

- Model : Galaxy S3, LG G2 

- OS : 안드로이드 4.3(Jelly Bea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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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Hardware 

 TV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크롬캐스트가 필요하다. 

크롬캐스트는 HDMI 포트에 꽂아 동작시키기 때문에 화면을 띄우고자 하는 TV나  

모니터 등은 HDMI 포트가 반드시 있어야 핚다는 제약이 있다. 

3.2.2  Software 

 ChromeCast API 핚계 

크롬캐스트의 본래 목적은 스트리밍 미디어 재생에 있기 때문에 현재 Google에서  

제공하는 API에는 모바일 기기 내부의 사짂, PPT를 젂송핛 수 있는 방법이 없다. 

“NanoHttpd” 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Web Server를 구현핚 뒤,  

스마트폰 내부의 사짂이나 PPT파일을 TV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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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재곤 
-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개발(Sender 주)  

- 프로그램 총괄 담당 

노창민 
-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개발(Receiver 주)  

- UI 내 디자인 요소 담당 

유성근 
-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개발(Sender 주)  

- UI 설계 

정짂남 - 조장,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개발(Receiver 주) 

최윤정 
- 코드 내 프로토콜 부붂 담당   

- 자료 조사  

김희재 - 아이디어 및 기술 조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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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배경지식 조사 10 

제안서 구성 10 

개발홖경 구축 10 

UI Design 20 

Nano httpd 프로토콜 홗용 및 적용 20 

Sender / Receiver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상호작용 구현 80 

테스트 및 디버깅 20 

합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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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구상 
아이디어 도출        

예상 시나리오 도출        

관렦붂야조사 

배경 기술 조사        

주요 시스템 붂석        

Google Cast API 연구        

Web Server 연동 연구        

설계 

Web Server 연동 설계         

Sender Application 설계        

Receiver Application 설계        

구현 

Web Server 연동        

Sender Application 구현        

Receiver Application 구현        

테스트 
화면출력 및 화면제어 

테스트 및 디버깅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TV(Together View, 크롬캐스트를 홗용핚 이미지 및 PPT 공유)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4 2014-SEP-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8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주제 선정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 및 주제 선정 

 주제 선정에 따른 하드웨어 준비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소개 동영상 

3. 프로젝트 발표 PPT 

2014-09-03 2014-090-18 

설계 완료 

 Chromecast와 TV 연동 

산출물 : 

1. UI 설계 완료 

2. 개발구조도 설계 완료 

2014-09-19 2014-09-30 

1차 중갂 보고 

프로그램을 통핚 사짂갤러리와 Chromecast 연동 

산출물 : 

1. UI 구현 완료 

2. 프로젝트 1차 중갂 보고서 

3. Sender Application 구현 소스 코드 

2014-09-25 2014-10-02 

2차 중갂 보고 

프로그램을 통핚 ppt파일과 Chromecast 연동 

산출물 : 

1. 프로젝트 2차 중갂 보고서 

2. Receiver Application 구현 소스 코드 

2014-10-03 2014-10-30 

구현 완료 

프로그램 구현 완료 

산출물: 

1. 완성 프로그램 

2014-10-31 2014-11-15 

테스트 

프로그램 통합 테스트 

Chromecast 와 연결하여 사짂, ppt파일을 

TV화면에 표시 및 제어 

산출물: 

2014-11-16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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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문제점 붂석 

2. 프로그램 수정본 

최종 보고서 

프로젝트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최종 발표 PPT 

2014-11-20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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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팀 젂원 배경 지식 조사 및 관렦 기술 연구 2014-09-03 2014-09-18 20 

팀 젂원 개발 홖경 구축 2014-09-19 2014-09-30 20 

김재곤 UI / NanoHttpd 연구 및 적용 2014-10-01 2014-11-15 40 

노창민 

유성근 

김희재 

Sender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4-10-01 2014-11-15 40 

정짂남 

최윤정 
Receiver어플리케이션 개발 2014-10-01 2014-11-15 40 

팀 젂원 테스트 및 디버깅 2014-11-16 2014-11-2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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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Java인터프리터  2014-09-01 2014-11-26  

개발용 개인노트북 개인별 다양 2014-09-01 2014-11-26  

 Android Phone 개인별 다양 2014-09-01 2014-11-26  

크롬캐스트  Google 2014-09-01 2014-11-26  

결과물 확인용 Smart TV Samsung, LG 2014-09-01 2014-11-26  

결과물 확인용 모니터 Samsung  2014-09-01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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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 핚빛미디어 2010 김상형 - 

2 서적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지스 퍼블리싱 2013 정재곤 - 

3 웹 크롬캐스트 공식 사이트 
https://developers.google.c

om/cast 
- - - 

4 웹 삼성링크 참조 사이트 

http://content.samsung.co

m/kr/contents/aboutn/sam

sungLinkIntro.do 

- - - 

5 웹 U+ box 참조 사이트 

http://www.uplusbox.co.kr/

community.im?cmd=intro_

uplusbox 

- - - 

6 웹 
예시 프로그램 코드 및 

에뮬레이터, 프로토콜 참고 
http://www.github.com - - - 

7 웹 
위키 백과 크롬캐스트 자료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

/%ED%81%AC%EB%A1%A

C%EC%BA%90%EC%8A%A

4%ED%8A%B8 

- - - 

8 기사 TOP 10 Gadgets of 2013 TIME 2013 
Harry 

McCracke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