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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캐스트 완전정복
일반적인 TV에 웹 콘텐츠를 스트리밍해주는 작은 디바이스인 크롬캐스트가 한국에도 출시됐다. 크롬캐
스트를 처음 접하면, 마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그대로 TV로 보는 것으로 착각하
기 쉽다. 그러나 크롬캐스트는 웹 기반의 미디어를 TV로 스트리밍해주는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단순한 리모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앱을 사용해야만 제대로 영상을 TV로 볼
수 있다. 크롬캐스트에 대해서 알아야 할 상식부터,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최고의 앱까지 크롬캐스트
활용법을 살펴본다.

크롬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9가지 상식
크롬캐스트 준비 및 이용 방법
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크롬캐스트로 보는 방법
크롬캐스트 200% 활용을 위한 6가지 확장 프로그램 팁
최고의 크롬캐스트 앱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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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9가지 상식
JR Raphael | Computerworld

지

난 해 구글 I/O에서는 35달러짜리의 작은 기기인
크롬캐스트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1

년 만인 지난 5월, 한국에서도 4만 9,900원에 출시됐다.
크롬캐스트는 TV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간단한 미디어
스트리밍 장치로, 반짝 관심을 받고 말았던 넥서스 Q의 단
순화된(그리고 훨씬 값싼) 버전으로 볼 수 있다.
크롬캐스트는 5cm 크기의 막대형 기기로 TV의 HDMI
포트에 장착해 웹 기반 콘텐츠를 TV로 스트리밍 해준다.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맥OS가 지원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무엇이든 사용해 제어가 가능하다.
언뜻 보기엔 매우 단순한 작은 디바이스에 불과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디바이
스이기도 하다. 크롬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상식을 살펴보자.

1. 크롬캐스트에는 실질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다
크롬캐스트의 가장 흥미로운 점 하나는, 대부분의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와 달
리 실질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없이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상에 이미 존재하
는 앱과 연동되어 작동한다는 점이다. 한번 설정해두면 앱 모서리에 있는 아이
콘을 클릭해 TV로 콘텐츠를 캐스팅하기만 하면 된다. 복잡한 메뉴나 과정을 거
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 셋톱박스이자 사용자 인터
페이스가 된다.

2. 크롬캐스트는 유튜브, 구글 플레이, 넷플릭스, 그리고 특히 크롬 브라우
저와 호환된다
크롬캐스트는 유튜브, 구글 플레이, 넷플릭스와 직접적으로 통합이 되어있
다. 국내의 경우에는 CJ헬로비전의 티빙(Tving)과 호핀(hoppin)이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
목할만하다. 페이스북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크롬에서 재생되는 모든 것들을 무
선으로 TV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서만 서비스되는 훌루(Hulu)처
럼 노트북 대신 전화기나 태블릿에서 봐야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결국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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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다.

3. 크롬캐스트는 사실 크롬 OS에 기반해있다
구글은 크롬캐스트가 기술적으로 경량 컴퓨팅 플랫폼인 크롬 OS의 “단순화
된 버전”이라고 밝혔다.

4. 크롬캐스트는 클라우드에서 직접 콘텐츠를 재생한다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서버는 크롬캐스트의 리모컨 역할을 하지만, 콘텐츠
는 기기를 거치는 대신 클라우드에서 직접적으로 재생된다. 크롬캐스트는 자동
적으로 풀HD급까지 최고 영상 품질을 찾아줄 것이다.

5. 디바이스로 크롬캐스트를 이용할 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크롬캐스트상에 콘텐츠를 재생하기 시작하면, 휴대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해 원하는 다른 작업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다른 앱 열기, 웹페이지 보
기 등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크롬캐스트가 기기
를 기반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재생하기 때문이다.

6. 디바이스에서 크롬캐스트를 제어할 때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다
크롬캐스트를 한번 설정해두면,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상의 휴대폰, 태블
릿, 컴퓨터로 재생을 제어하기만 하면된다. 넥서스 Q와 달리 작동을 위해 특별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7. 크롬캐스트는 유튜브 재생목록을 지원한다.
“TV 재생목록에 추가하기”라는 유튜브 옵션을 활용해 크롬캐스트에서 재생목
록을 설정할 수 있다. 재생목록을 시작하면 크롬캐스트가 자동적으로 영상 재생
이 끝날 때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며 재생을 이어간다.

8.

크롬캐스트로 TV를 켜고 끄며 외부 입력을 변경

할 수 있다.
크롬캐스트에는 HDMI-CES기능 지원을 통해 기본적
인 TV 작동 제어 능력이 있다.

9. 크롬캐스트는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크롬캐스트는 TV의 HDMI포트에 장착되지만, USB를
통해 별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
라. 크롬캐스트 구매 시 USB 아답터와 전원 아답터가 같
이 나오며, HDMI 연장선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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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캐스트 준비 및 이용 방법
Elias Plastiras | PCWorld

오

랫동안 기다렸던 구글 크롬캐스트가 출시됐다.
크롬캐스트는 큰 화면의 TV에서 아주 쉽게 유

튜브와 다른 구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다.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 일종의 리모컨 기능
을 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재생 명령
을 받아 미디어를 재생한다.
크롬캐스트는 한 쪽 끝에는 HDMI 포트가, 다른 쪽
끝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탑재되어 있다. 일종의
크롬캐스트를 TV에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설정화면

수신기로 볼 수 있는데, HDMI를 TV(또는 HDMI 포

트가 탑재된 디스플레이)에 삽입하면 된다. 전원은 TV의 USB 포트나 기본 제
공되는 어댑터로부터 공급 받는다. 짧은 HDMI 연장 케이블이 함께 제공된다.
TV의 전원을 켜고 크롬캐스트가 삽입된 HDMI 입력 신호를 선택하면, 설정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에서 크롬캐스트를 설
정하기 위해서는 앱이나 설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설정과정은 어렵지 않
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크롬캐스트 설정
먼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서, 구글 플
레이나 앱스토어에 방문해서 크롬캐스트 앱(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영문으로
Chromecast)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다. 크롬캐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
본적으로 필요한 앱이다. 크롬캐스트 앱을 실행하면 근
처에 위치한 크롬캐스트를 인식한다. 그리고 ‘Chromecastxxxx’라는 형식을 가진 장치 번호를 표시할 것
이다. 이 번호가 화면에 표시된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크롬캐스트는 고유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
다. 앱을 통해 설정을 시작하면, 스마트폰은 이 네트워
크에 연결되며, 크롬캐스트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이후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크
크롬캐스트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

롬캐스트를 네트워크에서 인증한다. 이 과정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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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스마트폰은 집이나 사무실의 와이파이 네트
워크로 다시 자동 연결된다. 그러면 장치 별로 설
정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위치한 크롬
캐스트 지원 장치 모두에서 크롬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크롬캐스트는 사용자가 가능한 간편하게 유튜브
와 구글 플레이 콘텐츠를 대형 화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크롬
크롬캐스트 설정은 크롬캐스트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
크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캐스트는 이와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
다.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 동영상을 검색하고, 원

하는 동영상을 찾았으면 와이파이 기호가 있는 상자 모양의 작은 아이콘을 두드
려서 크롬캐스트에 동영상을 전송한다. 전송 할 크롬캐스트 장치를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표시되는 크롬캐스트를 탭하면 된다.
재생한 동영상의 품질과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이 TV에 표시되는 동영상의 화
질과 성능을 결정한다. 성능상의 문제를 겪게 되면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
다. 화질 저하, 오디오 싱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로딩 속도 저하, 끊김 현상
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선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라우터를 크롬캐스트 가까이
옮기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른 와이파이 채널을 사용하거나,
5GHz 대역을 사용해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크롬캐스트가 수신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증폭시킬 무선 증폭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무선 라우터와 크롬캐스트를 동일한 공간에 두고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유튜브를 1080p 화질로 문제 없이 스트리
밍 할 수 있었다. 화질은 선명했으며, 끊김 현상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롬캐스트의 설계 목적
을 감안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능을 자
랑했다. 크롬캐스트를 이용하는 주 용도가 TV에
서 유튜브와 다른 구글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라
면, 이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저화질의 유튜브
파일은 화질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풀 HD TV에
스마트폰에서 크롬캐스트를 통해 유튜브 파일 재생하기. 스마트폰에서 동
영상을 스트리밍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서 시청하기는 부적합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저장해둔 동영상 파일 재생하기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동영상 파일을 크롬캐스트를 통해 재생하고 싶다면, 크
롬캐스트를 지원하고 미디어 서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드파티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로컬캐스트(LocalCast)
가 이런 미디어 서버이다. 무료이지만, 다른 무료 앱과 마찬가지로 광고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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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파일을 찾
아 캐스트 아이콘을 이용해 크롬캐스트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나 스스로 녹화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깔끔한 솔루
션이다. 그러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풀
HD 파일을 재생해 본 결과 일부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iOS 디바이스에서는 리얼플
레이어 클라우드(RealPlayer Cloud) 앱을 사용하면 좋
다. 하단 메뉴에서 내 동영상을 선택하고, 상단의 드롭다
운 메뉴에서 모든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 캐스트 아이콘
을 누르고, 크롬캐스트 디바이스를 선택한다.
서드파티 앱인 리얼플레이어 클라우드(왼쪽) 로컬캐스트(오른쪽)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크롬캐스트로 재생하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로컬 파일
을 재생할 경우에도 계속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스트
리밍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웹을 검색하거

나 소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

컴퓨터로 크롬캐스트 이용하기
컴퓨터에서 크롬캐스트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크롬 웹 브라우저
를 이용해야 한다. 또 구글 캐스트(Google Cast) 확장 프로그램(http://goo.
gl/yijJ9k)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구글 캐스트 확장프
로그램을 설치하면 브라우저에 캐스트 아이콘이 생성된
다. 이를 이용해 크롬 브라우저 창의 콘텐츠를 크롬캐스
트로 전송할 수 있다. TV에서 유튜브 동영상은 물론 웹
사이트 화면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구글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캐스트가 연결된 탭
의 콘텐츠만 스트리밍한다. 백그라운드에서 콘텐츠가 계
속 스트리밍 되는 동안, 브라우저의 다른 탭으로 전환해
캐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탭이 구글 캐스트로 전송된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웹 인터페이스가 있는 미디어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
면, 컴퓨터에서 크롬캐스트로 로컬 파일을 스트리밍 할
수도 있다. 윈도우용 플렉스 미디어 서버(Plex Media
Server)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동영상 파일을 크롬캐스
트로 전송해봤다. 그러나 성능이 좋지 않았다. 코어 i7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했지만, 해상도 576p에서 1080p
까지의 동영상 모두에서 프레임 드롭과 오디오 끊김 현

웹 인터페이스가 있는 미디어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면, 컴퓨터에
서 크롬캐스트로 로컬 파일을 스트리밍 할 수도 있다.

상이 발생했다.
즉 로컬 콘텐츠 스트리밍을 위한 솔루션으로는 크롬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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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의 성능을 보증할 수 없다.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노트북 컴퓨터
를 직접 TV에 연결하거나, DLNA가 장착된 NAS 장치에서 DLNA가 장착된 스
마트 TV로 미디어를 스트리밍하는 것을 권장한다.
정리하면, 노트북 컴퓨터를 TV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대형 화면에서 구글 플
레이에서 구입한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유튜브 시청이 잦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기이다. 구글에 특화된 서비스로, 동일한 네트워크에 위치한 다른 안드로이드
장치나 컴퓨터의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
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
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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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크롬캐스트로 보는 방법
Elias Plastiras | PCWorld

크

롬캐스트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많
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

에서는 과연 크롬캐스트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다운로
드 받은 파일, 즉 스마트폰이나 PC에 저장되어 있는 동
영상 파일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꾸준
히 제기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능하다. 물론 이
를 도와줄 앱이 필요하긴 하지만 말이다.
크롬캐스트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폰, 태블릿, 노트북 등이 모두 일종의 리모컨 역할을 해
TV의 HDMI 포트에 연결된 크롬캐스트로 콘텐츠가 들
어갈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크롬캐스트는 유튜브나 구
로컬에 저장된 동영상을 로컬캐스트를 통해서 크롬캐스트로 보낼
수 있다.

글 콘텐츠 같은 기본적인 앱들의 콘텐츠를 커다란 화
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지만, 일반적인 영화

나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스트리밍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
어 서버 역할을 해 줄 서드파티 앱을 설치해야 한다. 물론 크롬캐스트를 지원하
는 앱이어야 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 보기
현재까지 살펴본 앱들 중에서 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앱은 로컬캐스트(LocalCast) 라는 앱이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광고로 수익을 내
는 앱이기 때문에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광고가 가끔씩 뜰 수도 있다. 이 앱의
장점은 폰에 저장된 파일 뿐 아니라 네트워크 로케이션에 저장, 공유하는 파일
도 스트리밍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 싶은 파일을 찾아서 틀기만 하면 되니
이보다 편할 수 없다.
집에서 사용하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
는 데이터 저장장치)디바이스에 모든 미디어를 저장해 놓은 경우, 로컬캐스트
를 이용해 디바이스 상의 모든 콘텐츠를 검색해 크롬캐스트로 스트리밍 할 수
있다. NAS가 지원할 경우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가정 내
에 있는 단말기 간의 미디어 전송과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 표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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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SMB(Server Message Block, 윈도우 환경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를 사용해도 된다. 우리는 SMB를 더 추천하는데 폴더를 브라우
징 해 특정 콘텐츠를 찾기가 쉽기 때문이다. NAS 디바이스를 추가하려면 기기
의 IP 주소를 알아야 하며, 폴더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는 경우 로그인 정보
를 입력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리모컨의 역할을 하게 된다. NAS에서
크롬캐스트로 파일을 찾아서 재생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휴대폰으로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스트리밍 성능은 완벽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솔루션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표준 화질의 파일의 경우 네트워크 전반
에 걸쳐 완벽한 스트리밍이 가능했다. 풀 HD 파일 역시 나쁘지 않게 스트리밍
되었지만, 시작할 때와 재생 중간 중간에 약간 끊겼다.
그렇지만 로컬캐스트 앱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파일이 크롬캐스트로 스트리
밍 되는 것은 아니다. 로컬캐스트는 H.264 코덱을 이용해 인코딩 한 파일, MP4
나 MKV 파일만 지원한다. AVI 파일은 로컬캐스트 앱을 통해 스트리밍 할 수 없
다. 이런 파일들의 경우 노트북에 설치된 플렉스(Plex)같은 미디어 서버를 사용
해,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 크롬캐스트로 스트리밍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파일 스트리밍이 가능하려면 무선 네트워크가 빠르고 안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 품질이 아주 나빠진다. 우리는 실험을 위해 빌리언 바
이팩 8800 AXL(Billion BiPAC 8800 AXL)을 이용했다. NAS기기는 기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을 통해 연결되었고 스마트폰은 2.4GHz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라우터는 크롬캐스트 옆에 위치해 두었다. 라우터가 TV나 크
롬캐스트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무선 확장기를 이용해 무선 네트워크
신호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아이폰, 아이패드에 저장된 동영상 보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iOS 디바이스에서는 리
얼플레이어

클라우드(RealPlayer

Cloud)(http://

kr.real.com/cloud/)를 이용할 수 있다 리얼플레이
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 동영상을 저장해두고, 이
영상을 원하는 디바이스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일종의 동영상용 드롭박스라고 할 수 있다. 클라
우드에 영상을 올려두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뿐만 아니
라, 안드로이드와 킨들 파이어, 윈도우에서도 해당 영
상을 볼 수 있다.
리얼플레이어 클라우드에서 크롬캐스트로 영상을
리얼플레이어 클라우드에서 크롬캐스트로 전송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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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캐스트 아이콘이 나타난다. 하단 메뉴 중 내
동영상을 선택하고, 상단의 캐스트 아이콘을 누르면, 크롬캐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 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
테스트 해본 결과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클라우드에 옮길 필요없이 잠시
캐스트에 최적화하는 거친 후 잘 재생됐다. 이 과정은 영상의 길이에 따라 차
이가 났다. 앱 안에서 앞으로가기와 뒤로가기, 그리고 음량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처럼 아이튠즈 라이브러리의 동영상은 크롬캐스트로
보낼 수 없으며, 아이폰의 앱 안에서만 재생할 수 있었다. 다운로드 받은 영화
등을 데스크톰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리얼플레이어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이를 아이폰으로 불러와 크롬캐스트로 캐스트할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리얼플레이어 클라우드는 아이폰에서 촬영된 영상을 큰 화면에
서 보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PC에 저장된 동영상 보기
크롬캐스트에 PC에 저장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앱은 상당히 많지만, 대부
분은 유료이거나 직관적이지 않다. 사실,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크롬캐스
트로 바로 영상을 전송해서 PC에서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동영상을 TV
에서도 볼 수 있다.
앱도 필요없다(크롬용 구글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은 예외). 하지만 단점이 하
나 있는데, 1080p 해상도가 지원이 안되고, 720p 해상도가 한계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동영상에는 충분한 해상도로 여겨진다.
먼저, 구글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 이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크롬 브라우저의 탭들을 아무거나 TV에 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PC에 저장된 동영상을 어떻게 크롬캐스트로 전송하는 것일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주소입력상자에 http://XXXXXXX라고 넣지 말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 즉 file://c:/yourvideo.mp4라고 입력하면 된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영상이 재생되면, 이것을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롬캐스트를 통해 TV로 보낼 수 있다.
구글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는 품질을
높음(720p) 혹은 매우 높음(720p, 높은 비트레이
트)을 설정할 수 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PC 전체 화
면으로 켜놓고 크롬캐스트로 전송했다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다른 작업은 전혀 못하는 것일까? 아
니다. 다음과 같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 동영상을 캐스트할 수 있다

램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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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lt+Tab : 실행 중인 프로그램 전환. 동영상이 전체화면 모드로 재생되고 있을 때, 이
단축키를 이용하면 실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이나 앱으로 전환할 수 있다.
•Ctrl+Esc : 시작버튼열기. 새로운 크롬 브라우저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 단축키를 이용하면 시작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의 동영상 재생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앱도 이용하지
않고, 가장 간단하게 PC에 저장된 영상을 크롬캐스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테
스트해본 결과, mp4 형식의 파일은 동영상과 오디오가 모두 잘 재생됐으나,
mkv나 avi 형식의 파일은 오디오가 지원되지 않았고, smi 자막파일도 지원되
지 않았다.
이런 경우, 아비아 미디어 플레이어(Avia Media Player)나 플렉스(Plex), 리
얼플레이어 클라우드(RealPlayer Cloud) 등을 크롬캐스트로 볼 수 있지만, 크
롬 자체에서 캐스트하는 것 보다 직관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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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캐스트 200% 활용을 위한
6가지 확장 프로그램 팁
Jared Newman | PCWorld

35

달러짜리 구글 크롬캐스트에 대해서는 원래 기대치가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은 TV 동글을 사용하면 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큰

화면에서의 브라우저 탭 보기 기능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크롬캐스트의 진정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의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조금 기발하게 손봐야 한다. 여기 소개한 크롬캐스트의 몇가지
힌트, 팁, 비밀을 알면 동영상 스트리밍 성능을 향상하고, 전체 PC 화면을 미러
링하고, 하드 저장 파일들을 보는 등의 작업이 가능해진다. 피자 몇 판 가격으
로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은가!

1. 동영상 캐스팅을 향상하기 위해 스트리밍 화질 낮추기
크롬캐스트는 유튜브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직접 스트
리밍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리모컨으로 활용할 때
최고의 성능을 보인다. “구글 캐스트” 크롬 확장 프로그
램을 사용해 브라우저 탭 미러링을 할 때는 그보다 안정
성이 떨어진다. 무선 네트워크 감도와 컴퓨터 성능에 따
라 동영상과 오디오 싱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스트리밍 동영상 화질을 낮
춤으로써 싱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크롬의 캐스트 버
튼을 클릭하고 옵션을 클릭하라. 탭 전송 품질에서 아래
에서 480p인 표준 화질을 선택하라. TV화면상에 동영상
선명도가 떨어지지만 최소한 제대로 볼 수는 있다.

2. 동영상 전체화면 계속 보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크롬캐스트로 동영상을 보낼 때, 그 앱을 닫고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TV상에서 동영상을
볼 때는 동영상을 계속 전체화면으로 재생시켜야 TV에 전체화면으로 표시된다.
다행히도 윈도우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제약을 피할 길이 있는데, 동영상이 전
체화면으로 재생되는 도중 Alt+Tab 키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동영상
창에서 벗어나지만 TV에는 계속 전체화면으로 동영상이 재생된다. 컴퓨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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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작업표시줄의 제목 없는 크롬 창을 클릭하면 된다.

3. 크롬 탭에서 로컬 파일 스트리밍 하기
크롬캐스트가 항상 인터넷 파일만 스트리밍 하는 것은 아
니다. 브라우저 탭을 윈도우, 맥, 크롬북상의 크롬에서 캐스
팅하면, 브라우저 내에서 로컬 파일도 열 수 있고, 로컬 네트
워크를 통해 큰 화면에서 스트리밍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크롬의 주소 입력칸에file:///C:/를 입력하
고 (맥의 경우file://localhost/Users/yourusername) 파일
을 크롬으로 끌어와 내려놓거나 Ctrl-O나 Command-O 키
조합을 눌러 시스템의 파일 브라우저를 볼 수 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캐스트 버튼을 누르면 크롬이 파일 코덱과 호환되는 한 해당
파일을 재생해준다.

4. 전체 PC 디스플레이 미러링
구글은 이 기능을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크롬캐스트를 통
해 브라우저 탭 열기뿐 아니라 전체 PC 디스플레이 미러링도
가능하다. 크롬에서 캐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크롬캐스트 이
름과 같은 줄에 있는 가장 오른쪽의 작은 드롭다운 화살표를
찾아서 전체화면 전송을 클릭하라.
이 기능은 실험용으로 현재 오디오가 지원되지 않는다. 그
럼에도 여전히 로컬 PC의 사진 슬라이드 쇼를 공유하거나 파
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직접 큰 화면으로 옮겨올 때
유용할 수 있다.

5. 데스크톱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스트리밍하기
위에 설명한 전체화면 공유는 쉽지만 아직까지는 오디오 스트리밍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튠즈, VLC, 스포티파이(Spotify) 데스크톱 앱, 기타 로컬
미디어 재생기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크롬캐스트를 활용하고 싶다면? 플렉스
(Plex)같은 미디어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브라우저탭을 통해 그 파일들을
재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싫다면 구글의 자체 크롬 원격
데스크톱 웹 앱을 써도 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현재 사용하는 컴
퓨터를 원격 데스크톱 앱 안의 탭을 사용해
여는 것이 가능하다. 원격 데스크톱을 설정
해두었다면, 앱을 열고 내 컴퓨터 목록에서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를 선택하라. 이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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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저 탭에는 컴퓨터 전체가 미러링되면서, 많은 창이 한꺼번에 나타나긴 하지
만, 로컬 애플리케이션은 문제 없이 열릴 것이다. 단지 컴퓨터의 오디오를 꺼두
는 것만 주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크롬캐스트와 컴퓨터 오디오가 동시
에 나오게 된다.

6. 팀뷰어 앱을 임시 리모컨으로 활용
크롬캐스트의 장점은 스마트폰 태블릿을 리모컨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현재 제어 가능 앱의 수는 제한적이
다. 만약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이 로컬 네트워크상에 있다면,
무료 팀뷰어(TeamViewer) 앱을 활용해 PC상의 크롬에서 크
롬캐스트로 동영상을 실행시킬 수 있다.
팀뷰어는 PC의 리모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한
번 올라가서 실행되면 앱을 빠져나와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다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
지만, 훌루(Hulu)나 스포티파이의 웹 재생기를 노트북 작은
화면 대신 거실의 큰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제격이다. 캐스팅을 시작하기 이전
에 PC 오디오를 꺼두는 것만 명심하라.

보너스! 크롬캐스트의 아름다운 배경화면을 즐겨라
크롬캐스트가 켜져 있지만 아무것도 캐스팅하지 않을 때는
사랑스러운 배경화면과 캐스팅 준비를 알리는 메시지가 뜬
다. 그런 배경화면들은 사실 구글 웹페이지에서 온 것이다.
XDA-개발자 포럼의 한 사용자는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이 배경화면을 모두 담아 ZIP 파일(http://goo.gl/9WlmKP)
로 만들었다.
점차 크롬캐스트에는 더 많은 앱이 생기고, 여기서 소개한 임시 방편들을 사
용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런 구글의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 활
용 팁들이 그 간극을 줄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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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크롬캐스트 앱 12가지
Susie Ochs | TechHive

크

롬캐스트는 우수한 소형 스트리밍 장치이다. 그러나 ‘혼란’을 초래한다
는 단점이 있다. 로쿠(Roku)는 스트리밍 장치와 리모컨을 함께 판매한

다. 또 로쿠 채널 스토어라는 상점이 있다. 로쿠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과
이를 구하는 방법이 명확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리모컨이 없는 크롬캐스트는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태블릿의 호환 앱이나 크롬 브라우저의 호환 웹사
이트를 통해 작동이 된다. 크롬캐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모른다면 크롬
캐스트의 기능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오픈 SDK 덕분에 크롬캐스트 플랫폼의 ‘공백’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는 간단한 게임이나 협업 기반의 드로잉 앱을 실험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있다.
현존하는 크롬캐스트용 앱 중 유용한 것들만을 모았다.

크래클(Crackle)
크래클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가입비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로그
인도 필요 없다. 크래클의 크롬 웹 앱이나 안드로이드
및 iOS 앱에서 크롬캐스트로 동영상을 스트리밍 할 수
있다. 이때 모바일 장치는 음량과 영상을 제어하기 편
한 큰 버튼과 슬라이더가 장착된 리모컨 역할을 한다.
크래클에서 계정을 만들면, 시청 목록을 모든 장치에서
동기화 할 수 있다.

MLB.TV 프리미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MLB)은 MLB.TV 프리미엄
(Premium) 스트리밍 서비스를 몇몇 디바이스를 대상
으로 제공 및 지원하고 있다. 또 MLB닷컴앳배트(MLB.
com At Bat) 모바일 앱도 공급한다. 이 iOS 및 안드로
이드 버전은(시즌당 13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MLB.
TV 프리미엄 가입자들이 모든 경기 동영상을 크롬캐스
트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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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달러가 없어도 상관없다. MLB닷컴앳배트에는 더 저렴한 가입 서비스도
있다. 월 3달러, 시즌당 20달러를 지불하면 모든 경기의 중계 음성(라디오)과
MLB.TV 게임 오브 더 데이(Game of the Day)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경
기 음성 중계 콘텐츠를 크롬캐스트로 스트리밍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게임 오브
더 데이는 가능하다. 이 앱이 게임을 TV에서 재생하는 동안 모바일 장치 화면
에서는 게임데이의 주요 내용이나 관련 통계를 보여준다면 더 근사할 것이다.

레드불 TV(Red Bull.TV)
스케이트보드, 모터스포츠, 스노우보드, 수상 스포츠
등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레드불 TV라
는 iOS, 안드로이드 앱이 있다. 그리고 이 앱과 크롬은
익스트림 스포츠 클립과 쇼, 라이브 이벤트를 TV로 스
트리밍 해준다. 스트리밍 품질은 다소 불안정하다. 많은
쇼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앱 충돌도 빈번하다. 안
드로이드 보다는 iOS에서의 성능이 조금 더 낫다. 스트
리밍을 업데이트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다. 희망사항이다.

플렉스(Plex)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로컬에 저장한 동영상을 크
롬캐스트로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렉스를 이
용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품질도 좋다. 컴퓨터에 플렉
스 미디어 서버(Plex Media Server)를 설치하면 끝이
다. 그러면 개인 미디어 콜렉션을 여러 장치로 스트리
밍 할 수 있다.
5달러인 안드로이드 및 iOS 앱은 이동 중에 미디어
서버를 통해 음악과 동영상, 사진을 이용하고, 이를 크롬캐스트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앱을 구입하지 않고 크롬캐스트를 이용하려면, 크
롬 브라우저의 플렉스 웹 앱에서 캐스팅 세션을 시작하면 된다. 처음에는 플렉
스 패스(Plex Pass)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크롬캐스트를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
는 무료 계정 가입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 무비와 TV
구글 플레이 무비와 TV(Google Play Movies & TV)
스토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
두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모바일 앱이라는 것이
다. 당연히 크롬캐스트도 지원한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을 통해 직접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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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iOS의 경우, 먼저 웹에서 동영상을 구입하거나 빌린 후, 앱에
서 이를 재생해야 한다. (구글이 앱내 구매와 관련된 수수료 30%를 애플에 지불
하지 않는 방법이다.) 당연히 크롬의 구글 플레이 웹 플레이어에서 크롬캐스트
로 동영상을 스트리밍 할 수 있다.

송자(Songza)
송자(Songza)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
지만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을 때 필요
한 앱이다. 송자의 콘시어지(Concierge)는 하루 중 시간
대, 지금 하고 있는 일, 심지어는 날씨를 기준으로 전문
가가 큐레이트 한 재생목록을 제안하는 기능이다. 한 시
간 동안 아주 적은 곡만 건너뛰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음
악 중간에 오디오 광고가 삽입되지 않는다. 장치의 화면
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크기의) 배너 광고만 표시될 뿐
이다. 게다가 무료이다.
iOS 및 안드로이드 무료 앱과 매끄럽게 디자인된 웹 플레이어에서 크롬캐스
트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유튜브
크롬캐스트의 또 다른 파트너인 구글 소유의 유튜브
는 크롬에서 접속한 유튜브 사이트, 안드로이드 및 iOS
공식 앱에서 TV로 동영상을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지
원한다. 크롬캐스트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어쩌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대를 포
함) 하루 동안 접한 동영상을 ‘나중에 보기’ 목록에 정리
해뒀다가 밤에 소파에 앉아 크롬캐스트로 한꺼번에 스
트리밍 하는 것이다.

리얼플레이어 클라우드(RealPlayer Cloud)
리얼플레이어 클라우드(RealPlayer Cloud)는 개인
동영상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해 드
롭박스에 보관해두고는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
은 앱이다. 2GB의 스토리지가 무료 제공되며, 매달 각
각 5달러와 30달러를 내면 25GB와 300GB의 스토리지
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15분 미
만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공유 링크를 통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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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친지들이 대다수 장치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HDTV에서 동영상을 시
청하고 싶다면, 크롬의 웹 앱이나 iOS 및 안드로이드 무료 앱에서 크롬캐스트
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

크롬캐스트용 포토월(Photowall for Chromecast)
파티를 위한 앱이다. 크롬캐스트를 연결해 TV에서 포
토월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iOS, 안드로이
드, 크롬에서 포토월 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짧
은 URL과 다섯 자리의 코드가 표시된다. 이후 주변 사
람들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URL에 접속해 (크롬 브라우
저가 적합), 월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사진을 전송하
기 앞서 설명이나 낙서를 추가할 수도 있다.
TV에서는 위와 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타일로
사진이 표시된다. 즉 사진이 많아야 재미있다. 또 이 포토월을 동영상으로 저장
할 수도 있다. 물론 음악을 전송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미 Rdio, 송자,
구글 플레이 뮤직, 비보로 음악을 크롬캐스트로 전송했다면, 포토월은 파티를
중단할 정도로 흥미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크롬캐스트용 2048
쓰리스(Threes)를 한 경험이 있다면, 판박이인 2048
도 해봤을 것이다. 격자를 따라 번호를 스와이핑하면서
2에서 2048까지 쌍을 결합해 더 큰 숫자를 만드는 ‘가
벼운’ 퍼즐 게임이다. 이를 모방한 크롬캐스트용 앱은
TV에 게임판을 표시하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작동하도
록 되어 있다.
iOS용 버전은 무료이지만 끔직할 정도로 느리다. 스
와이핑에 시간이 너무 걸려 다시 스와이핑을 해야 한다. TV에서도 똑같은 문제
가 반복되면 게임판이 엉망이 된다. 또 다른 iOS 버전은 컨트롤 기능이 엉망이
지만, 최소한 반응은 한다. 안드로이드에도 몇 가지 버전이 있다. SunnyDev
버전과 TalkLittle 버전은 모두 무료이다. 그러나 느리
고, 딱히 특별할 것이 없다. 솔직히 그냥 휴대폰으로 플
레이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자모(Jamo)
자모(Jamo)는 크롬캐스트에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하
는 iOS용 피트니스 앱이다. 아이폰을 컨트롤러로 이용
하지는 않는다. 동영상을 따라 춤을 추면서 손에 쥔 아

IT World ▶▶▶

17

How To│“TV를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크롬캐스트 완전정복

이폰으로 크롬캐스트나 애플 TV를 통해 TV에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이다. (여
행 중에는 노트북 컴퓨터의 브라우저로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크롬
캐스트가 필요 없다.) 화면에 표시된 댄서의 움직임을 따라 하면, 아이폰이 움직
임을 감지한다. 그리고 TV 화면에 점수가 표시된다. 친구들과 경쟁을 하거나,
혼자 플레이를 한 후 그 점수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친구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무료 앱으로 수십 가지의 무료 댄스 영상이 제공된다. 다른 앱은 앱 내 구매
시 1~2달러이다. 아주 재미있는 앱이다. 또 모션 감지 게임 콘솔보다 훨씬 저
렴하다.

루브(Rube)
루브(Rube)는 우리가 좋아하는 크롬
캐스트용 협력 낙서(두들링) 앱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 이상의 안드로이드 디
바이스에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를 크롬캐스트와 연결하면, 장치
화면에 그린 그림이 TV에 표시된다.
픽셔너리(Pictionary)는 화가 날 정도
로 느리다 (안드로이드용 무료 앱인 캐
스트패드(CastPad)가 조금 더 낫다.).
그러나 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스도쿠
(Sudoku), 워드 서치(Word Searches), 루프 더 루프(Loop the Loop) 같은 게
임 보드 생성 기능과 도트 앤 박스(Dots and Boxes)에서 도트(점)가 있는 종이
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빙(Tving)
실시간 TV, 방송 VOD, 영화 VOD를 스트리
밍할 수 있는 서비스인 티빙(Tving)은 크롬캐스
트가 한국에 출시될 때, 미국의 넷플릭스처럼 구
글과 제휴를 맺고 크롬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했
다. 아쉽게도 지상파 방송은 실시간 방송과 VOD
모두 크롬캐스트로 볼 수 없다. 웹과 안드로이드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iOS용 앱에서는 아직
크롬캐스트가 지원되지 않는다. 회원 가입과 일
부 방송 보기는 무료이지만, 다양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회원으로 가
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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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핀(hoppin)
호핀도 티빙과 마찬가지로, 크롬캐스트가 한국에 출시될 때
제휴를 맺어 크롬캐스트를 지원하기 시작한 VOD 스트리밍 서
비스다.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안드로
이드와 iOS 앱 모두 크롬캐스트를 지원한다. 앱과 회원가입은
무료이지만, 다양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료 회원으로 가
입해야 한다.

주목할만한 안드로이드 크롬캐스트 앱 5선
JR Raphael | Computerworld

마이캐스트스크린(MyCastScreen)
구석에 시계가 표시되고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크롬캐스트
의 기본 홈 스크린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기능성은 형편없다.
크롬캐스트의 디스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한, 그리고 이를 조
정해보고 싶은 이라면 마이캐스트스크린(MyCastScreen)에
주목해보자. 99 센트의 이 앱을 이용하면 시간과 날짜뿐 아
니라 지역 날씨, 교통 정보, 실시간 뉴스 헤드라인까지의 각
종 정보를 TV 스크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맞춤 설정에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개발자 측은 더 폭넓은 사용자 조작
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상태다.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백그
라운드 이미지 변경, 표시 정보 수 조정 등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프레임(Dayframe)
크롬캐스트를 맞춤형 슬라이드쇼, 혹은 소셜 미디어 사진
첩으로 활용해보고 싶은가? 해답은 데이프레임(Dayframe)
에 있다. 이 앱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글+,
500px, 그리고 드롭박스까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과 연
동되며, 이들에 보관된 콘텐츠를 자유로이 섞어 자신만의 흐
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나 건축, 미술 등 특별히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와 관련한 이미지를 랜덤
으로 제시 받는 방식도 설정 가능하다.
앱은 무료로도 이용 가능하지만, 그 경우 스크린에 표시되는 모든 콘텐츠의 상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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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데이프레임 로고가 표시된다.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프라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는 앱 내 구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비용은 3달러이다.

올캐스트(AllCast)
휴대폰의 콘텐츠를 TV로 스트리밍 하는데 목숨을 건
다면 올캐스트(AllCast)가 눈물 나도록 반가울 것이다. 이
앱의 핵심은 모바일 기기의 내장 스토리지에 저장된 이
미지와 영상, 음악을 클라우드의 도움 없이도 최대한 간
편하게 크롬캐스트 기기의 대형 스크린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등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
미지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캐스트 하길 원하는 경우라면
물론 이들 역시 호환이 가능하다.
슬라이드쇼 구성 등에 있어서는 데이프레임과 달리 파
일 단위의 수동 캐스팅 방식을 취하는 올캐스트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
이라면, 역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겠다.
올캐스트 앱은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그 경우 이미지나 영
상 열람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된다. 시간 제약 없이 앱을 이용
하려면 $5에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포켓 캐스트(Pocket Casts)
안드로이드 최고의 팟캐스트 앱 중 하나인 포켓 캐스트
(Pocket Casts)가 크롬캐스트와 연동 된다. 버튼 하나만 눌러
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나 프로그램을 TV에서도 볼 수 있
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크롬캐스트 용 이진법 시계(Binary Clock for Chromecast)
약간은 바보 같은 앱이지만 재미있는 앱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앱을 사용하면 TV화면에 기초적인 이진법 시계
를 띄울 수 있다. 색상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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