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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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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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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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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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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해주는 겂을 목표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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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Chrom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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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TV의 HDMI 포트에 꽂아 오디오나 비디오를 와이파이를 통해 수신해 TV에서 스트리밍 

재생한다.  

사용자는 PC나 스마트폰 등 의 모바일 장치에서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장치에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할 경우 그 컨텐츠들을 

크롬캐스트가 장착된 TV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ChromeCast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동과정 

①  ChromeCast를 TV HDMI 포트에 연결. 

②  공유기나 모바일 테더링을 이용해 ChromeCast의 무선망을 설정. 

③  Sender app을 통해 TV에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선택. 

④  Receiver app을 통해 Sender app에서 받은 내용을 TV에 출력. 

 

 

2.1.2  Sender Application 

Sender Application은 ChromeCast에게 Media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App인데, 이것은 플랫폼에 

따라 Android, IOS, Chrome Sender Application으로 나뉜다. 

Sender Application의 원리는 Sender App에서 ChromeCast에게 미리 등록되어 있는 App Id (URL) 

를 보내서 채널 생성 후 통신하는 것 이다. 

통신하는 과정에서 ChromeCast에게 Message를 전송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진, PPT파일을 전송하고 ChromeCast와 연결 된 모바일기기를 Control 

하여 TV에 나오는 화면의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Sender ApplicationFunction 

①  Cast Device 검색 및 선택  

②  Receiver App 설치 및 실행  

③ 보안 채널 연결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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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명 Happy Togethe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OCT-02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17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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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UI Control  

⑤ Media message sending  

⑥ Custom message sending  

 

2.1.3  Receive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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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을 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Application 이다.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고 HTML, CSS, JavaScript가 지원되고, 다양한 형태의 

화면을 꾸밀 수 있게 된다. 

 

 

2.1.4  Google App Engine 

 
구글 앱 엔진은 구글의 인프라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서비스 (PaaS)를 제

공 하는 플랫폼이다. 앱 엔진 애플리케이션은 요구 사항의 변화 트래픽 및 데이터 스토리지로 확

장 하고 구축하기 쉽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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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작동 순서  

 

 

 

1. Sender Application 에서 Receiver Device 으로 Sender App Id를 보낸다 

2. Receiver Device가 전송 받은 Sender App Id를 서버로 전송한다. 

3. 서버에서는 전송 받은 Sender App Id로 등록된 URL을 Receiver Device로 보내준다. 

4. 전송 받은 URL을 Receiver Device가 Google App Engine으로 보낸다 

5. Google App Engine에서는 전송 받은 URL을 가지고 URL에 저장되어 있던 Receiver 

Application을 Receiver Device로 전송 해준다. 

6. Receiver Device는 전송 받은 Receiver App을 가지고 Chrome OS를 통해 Receiver Device

가 연결된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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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Choose a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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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App ID 등록 

 
 

1. Google Cast SDK Developer Console에 로그인 한다. 

2. Overview 페이지 또는 Applications 페이지 에서 Add New Application을 클릭한다. 

3. 사용 할 receiver app 타입을 선택한다. 

Custom Receiver 

앱이 Styled Media Receiver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또

는 상호 작용 패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한다. 콘텐츠 타입이 Styled 

Media Receiver의 지원되는 미디어 타입 중 하나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 

Custom Receiver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receiver app을 위한 완벽한 웹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Styled Media Receiver 

만약 앱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 컨텐츠가 미디어 타입 중 하나를 지원하여 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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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한다. TV에 나오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제공한다. Default 

meida player UI 또는 default media player UI의 상단에 사용자 지정 스타일 세트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 

 

당신이 제공 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스타일은 단순히 CSS 파일 – 당신이 수신기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 할 필요가 없습니다.-을 제공함으로써( 예: 시작화면과 진행 

표시 줄 등 ) 플레이어 UI의 다양한 요소의 모양을 정의 할 수 있다. 

4. Receiver app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 

a. App 이름을 적는다. 

b. Receiver app의 appearance를 지정한다. 

l Custom receiver의 경우 app URL을 지정한다. 

Receiver app을 로드 할 때 구글 캐스트 장치가 요청해야 할 HTTPS URL을 

입력한다. 이는 HTML 페이지 또는 다른 파일 타입의 웹 브라우저로부터 액

세스 할 수 있다. Internal(NAT 등록) IP address는 괜찮지만, localhost는 거의 

최상위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Receiver app은 SSL(HTTPS)를 통해 제공해야 하지만, receiver app에 로드 된 

컨텐츠는 HTTP를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l Styled media receiver의 경우 app style을 지정한다. 

Default media player UI를 기본으로 선택한다( 자신만의 UI 스타일을 제공하

기로 결정하는 경우 나중에 사용자 정의로 전환 할 수 있다.) 

미디어 플레이어 UI의 여러 요소의 모양을 지정하여 자신의 CSS 파일을 제

공하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다. 표시되는 입력 필드에 자신의 웹 사이트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당신의 CSS 파일을 가리키는 HTTPS의 URL을 

제공합니다. 

c. 사용자를 위해 Published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 된 google cast device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 동안은 NO 상태로 남

겨둔다. 

최종 사용자를 위해 publish할 준비가 되면 Yes로 설정한다. 

d. Sender app을 사용할 수 있고 관련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택한다. 

5. 저장을 누른다. 

 

App 목록에 새 app은 app의 고유 ID와 함께 표시된다.  

 

2.2.2  서버 구축 

 

Google App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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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ogle App Engine 계정에 가입합니다.를 클릭한다 

2. 만들려는 프로젝트의 이름과 아이디를 적고 Create 를 클릭한다. 

3. SNS 인증을 한다. 

4. SNS 인증을 끝내면 계정이 생성된다. 

 

2.2.3  Sender & Receiver Application 진행 상황 

 

 

 

 

 

 

 

 

App Engine 

Server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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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Id 

일치하는 

Chromecast 를 

선택 

 

 

 

 

 

 

Receiver App 

HTML 

 

 

 

모니터에 보여

주고자 하는 텍

스트메시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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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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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추가 

Google App Engine 

- 구글 앱 엔진은 구글의 인프라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서비스 

(PaaS)를 제공 하는 플랫폼이다. 앱 엔진 애플리케이션은 요구 사항의 변화 트래픽 및 데

이터 스토리지로 확장 하고 구축하기 쉽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 이유 : 서버를 돌릴 때 원래 컴퓨터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필요 없이 서버를 인터넷상에

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2) 삭제 

 

 NanoHttpd Server 

- 현재로서는 모바일 기기의 내부 콘텐츠를 TV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ChromeCast의 API

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자체가 웹 서버가 되어, ChromeCast를 통해서도 

내부 콘텐트를 TV를  통해 보고 듣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NanoHttpd 라는 API를 이

용해 경량의 HTTP Server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탑재시켜 모바일 기기 내부의 콘텐츠

를 이용하려고 한다. 

 

- 이유 : Nanohttpd Server를 사용하여 Sender Device를 서버로 사용하여 외부 서버의 사용

을 최대한 자제하려 하였지만 Receiver application을 가지고 있을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해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NanoHttpd Server 대신 외부 서버를 사용하기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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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Sender 

APP 

프로젝트 - 『투게더 뷰』 시나리오에 필요한 

Sender APP개발을 통한 부분 시나리오 완성  

 

예상 산출물 :  

1. 『투게더 뷰』를 실행하여, 스마트 폰(Sender 

Device)에 있는 갤러리에 접근 가능 

2. 스마트 폰에 있는 갤러리에 접근 후,  

TV(Receiver Device)에 보낼 이미지를 선택  

및 조작  

2014. 10. 4 2014. 10. 9 

전송 기능 

스마트 폰에서 웹으로 이미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여, Receiver device를 통해 메인 스크린에  

디스 플레이 되도록 하기 

 

예상 산출물 : 

1. 이미지를 담을 서버를 구축하여, 스마트 폰 (Sender 

Device)에서 웹으로 이미지 전송이 가능 하다 

2. 위와 같이 웹으로 전송된 이미지가 TV(Receiver 

Device)로 이미지 전송이 가능 하다 

3. 어플리케이션간 전송이 가능 하여 진다 

2014. 10. 10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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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APP 

스마트 폰(Sender Device)와 TV(Receiver Device) 

간의 사진 전송 및 조작이 가능 하며, 전체 시나리오 

에 대한 완성 

 

예상 산출물 : 

1. Sender APP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Receiver 

Html 제작 이로 인한 사진 전송, 조작 가능 

2. 두 개 이상의 스마트 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조

작 가능  

3. 전체 시나리오에 대한 개발부분 완성 

2014. 10. 16 2014. 10. 23 

통합 UI 

개발 및 

적용 

전체적인 UI 개발과 실제 적용으로 인한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의 편이성 증대 

 

예상 산출물 : 

1. 통합된 UI 산출 - (캐스팅, 전송, 조작 등) 

2014. 10. 24 2014. 10. 27 

부가적으로 

SNS 사진 

전송 

요즘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은 SNS 

사진 또한 전송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를 최대한 높임 

 

예상 산출물 : 

1. 페이스 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 사진 전송 가능 

2014. 10. 28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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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개발 완료 된 어플을 테스트를 하고 체크 리스트의 항목들을 확인한다 

체크 리스트 O X 

UI 가 디자인한 것처럼 나왔는가   

Cast 버튼이 잘 작동하는가   

이미지 리스트가 잘 나오는가   

1. 딜레이가 심하지는 않은가   

2. 갤러리와 PPT 가 잘 구분되어 있는가   

Take 버튼을 눌렀을 때 잘 작동하는가   

3. 내가 선택한 사진이 화면에 잘 출력되는가   

4. 앞, 뒤로 이동이 잘 되는가   

5. 다른 사람이 Take 하고 있을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가   

6. 내가 Take 를 가져온 뒤로 잘 작동 하는가   

Show 버튼을 눌렀을 때 잘 작동하는가   

7.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내가 앞, 뒤로 이동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