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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발 으로 고성능, 고효율, 사용성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 개인의 용도

를 확장한 교육 분야  기타 산업분야에 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교육 측면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화면이 무 작어서 활용성  교육 인 면에서 제약으로 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실시간 HD 무선통신을 통한 형 자칠 으로 달하고 한 

형 자칠 의 터치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에 달하여 형 자칠 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가

능하게 하는 연구이다.

1. 서론

   스마트 모바일 기기는 임베디드형 OS을 탑재하여 기

본 인 화 기능은 물론 모든 PC의 기능을 가능하게 발

하고 있다. 재, 개인화된 서비스가 주 사업 분야 다

면 앞으로는 개인서비스를 벗어나 교육, 의료 등의 산업 

분야로 속하게 발 해 가는 추세이다[1]. 하지만 산업분

야로의 는 스마트 기기의 단 인 10인치 이내의 작은 

화면이 제약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삼성에서는 All 

Share Cast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했다[2]. 하

지만 이 기능은 단지 스마트폰의 화면을 형 디스 이 

장치에 달하는 단 방향 기능만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스마트기기의 화면을 실시간 형 자

칠 에 달하는 기능은 물론 형 자칠 의 터치 데이

터를 스마트기기에 달하여 형화면으로 스마트 어 리

이션을 구동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로써 형 화면

(80‘’이상)을 통한 스마트기기의 어 리 이션은 물론 각종 

교육용 콘텐츠  모니터링 제어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련연구

  2.1 실시간 비디오  음성 송

   실시간 무선 비디오 송은 와이 이얼라이언스(WiFi 

Alliance)에서 미라캐스트 표  규격을 제시 하 고[3], 삼

성은 이 표  규격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에 용했다. 

미라캐스트 표 기술은 스마트기기의 상을 끊김 없이 

실시간 스트리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마트 기기의 실시간 비디오 송

  삼성의 All Share Cast 제품은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모

든 화면을 형 디스 이 장치에 실시간으로 상  

음성을 달한다. 지원하는 해상도는 Full HD 을 

25Frame 이상으로 달하며 동 상  오디오는 코덱을 

통하여 달한다[4]. 하지만 형 디스 이 장치의 데이

터는 모바일 기기로 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단

지 단방향 미러링을 지원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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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자칠 과 터치 센서

    형 디스 이 장치에 좌표 인식 센서를 부착하여 

제작한 것이 자칠 이다. 시 에서는 학교에의 분필 칠

이나 화이트보드를 신하여 설치되고 운용되고 있다.

(그림 2) 자칠  조립 구성

   그림 2는 자칠 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기존 LCD  

LED 패 에 터치 센서를 래임화하여 조립된다. 센싱된 

좌표 데이터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C의 USB 호

스트와 연결 후 PC의 좌표데이터를 달한다. 

    자칠 의 좌표 인식 센서로 사용되는 센서들의 종

류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터치센서의 종류

  재 자칠  조립 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센서

는 카메라방식센서( 학방식)이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정 용량방식은 큰 화면(55인치 이상) 제작시 단가가 무 

비싸서 사용 못하고 렴한 비용에 이용 가능한 카메라 

타입의 센서를 선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방식

으로 센싱된 좌표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와 상호 연동하는 

부분에 하여 연구했다.

3 . 스마트 기기와 자칠 의 양방향 미러링

 스마트 기기와 자칠 과의 양방향 미러링 기술은 스마

트기기에서 자칠 으로 달하는 실시간 상  음성 

송 기술과 자칠 의 터치 데이터의 스마트 기기로 

달하는 실시간 터치 송 기술로 구분된다.

 그림 4는 스마트 기기에서 자칠 으로 실시간 상  

음성을 송하는 비디오미러링(Video Mirroring)과 자칠

에서 스마트기기로 달하는 터치미러링(Touch 

Mirroring)에 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4와 같은 기술

이 진행되면 스마트 기기만을 가지고 형디스 이 장

치와 연결하여 집단학습  세미나 등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4) 양방향 미러링

  그림 5는 양방향 미러링 기술을 활용한 교육서비스 구

성도로 교육 용실에서교육을 진행하고 서버 역에서 학

습된 내용을 리한다. 한 모바일 역에서 학습된 내용

을 복습  선수 학습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된다.

 

(그림 5) 태권도 3D 콘텐츠 교육 시스템 구성도

3 .1 실시간 상 음성 송( Video Mirroring)

  스마트 기기에서 자칠 으로의 상  음성 송은 

와이 이 얼라이언스의 와이 이 인증인 미라캐스트

(Wi-Fi CERTIFIED Miracast)기반으로 제작한다. 하지만 

상과 음성에 해서만 실시간이 가능하다 만일 안드로

이드 기반의 모든 화면공유를 구 하기 해서 커 에 

한 루 (커 조작 후 해킹함:Rooting)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은 커 에 미라캐스트 기

능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상  음성 송 기능 블록도

  그림6은 스마트기기화면을 형 스크린 자칠 에 달

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본 시스템을 개발시 스마트

기기와 자칠 과의 해상도의 동기화 부분이 필요한데 

이는 스마트기기와 자칠 이 사이즈가 달라서 발생하는 

좌표오류이다. 이를 해 좌표변환 스 일러가 필요하다. 

스 일러는 디코딩부분에 번들로 추가된다.

(그림 7) 하드웨어 블록도

  그림 7은 스마트 기기와 자칠 으로 달하는 하드웨

어 블록도이다.  기존 유선 방식을 벗어나 무선통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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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WIDI(Wifi DIsplay) 기술이다.

3 .2 실시간 터치 송( Touch Mirroring)

  자칠 에서 스마트 기기로의 실시간 터치 송은 

자칠 에서 수집된 터치좌표데이터를 스마트 기기의 좌표

제어 모듈로 달하는 과정이다. 그림 8은 자칠 에서 

좌표를 수집하여 스마트기기용 좌표 스 일을 거쳐서 스

마트 기기에 달한다. 

(그림 8) 터치데이터 송 기능 블록도

스마트기기로 수신된 좌표데이터는 스마트기기마다 해상

도  좌표 역이 모두 달라서 좌표 변환 모듈이 필요하

다. 한 스마트기기의 좌표데이터가 기기내의 제어모듈과 

연동이 되어야한다. 결과 으로 스마트 화면의 손터치 기

능을 신하여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제어한다.

(그림 9) 하드웨어 블록도

  그림 9는 실제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블록도로 자

칠 에서 수집된 터치좌표 데이터를 스마트 기기에 달

하는 과정이다. 마이컴을 통하여 수집된 자칠  터치 좌

표데이터는 usb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외부로 달되고 

달된 데이터는 좌표 스 일러를 통하여 터치 해상도가 변

경된다. 이후 무선통신모듈(WiFi Or BlueTooth)을 통하여 

스마트 기기에 달되며, 달받은 데이터는 HID 좌표 제

어기를 통하여 스마트기기와 연동된다.

4. 결 론  향후 략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형 표시장치와의 화면공

유가 단방향 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단방향 방식을 양

방향 제어 방식으로 개발하는 연구이다. 단방향 방식이 개

발된  이유는 개인화된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있다. 하지

만 집단교육 는 회의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형 화면표시 장치에 보여 주면서 직  제어해야 

되는 경우 있고 기존의 PC을 사용자 않고 스마트기가 PC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했다. 이를 

해 형 인지 자칠 을 기 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화면 터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마트 기기에 달 가능

한지를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로 개발시 요구사항

등이 도출이 되었다. 

항 목 스마트기기측면 자칠 측면

해 상도
좌표데이터해상도 확

후 달

좌표데이터 해상도 축

소 후 달

수 집 속도
실시간성 보장

( 략0.1sec 내외)

실시간성 보장

( 략0.1sec 내외)

좌 표 교 정 해상도별 스 일러필요 해상도별 스 일러필요

통 신 속도
실시간성 보장

( 략0.1sec 내외)

실시간성 보장

( 략0.1sec 내외)

지 원O S
공용 DLL 사용

(안드로이드  IOS)
없음

I nt erface WiFi or BlueTooth 모듈 USB  Micom 지원

드 라 이 버 공용 통신 DLL 사용 센서별 드라이버 필요

화 면 회 x,y 좌표 변환 x,y 좌표 변환

<표 1 > 개발 고려사항(요구사항)

  <표 1>은 스마트기기측면 과 자칠  측면에서 개발 

진행시 고려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사항으로 스마트

기기와 자칠  간의 상호간 연동 개발시 화면  터치 

해상도 동기화 부분이 고려되어한다. 한 통신 방식을 무

엇으로 선택하여 개발할지를 선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기기와 자칠 간의 양

방향 미러링 기술은 향후 교육시스템과 연계되어 수업내

용을 장하고 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  가능하다. 그

림 10은 향후 발 방향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0)  향후 발 방향

   본  연구는  문화 체육 진 흥공 단  2012 스포츠 산업 기술 개발사업  

과제 로  수 행 되 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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