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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프로젝트
개요

목표: 
1.다양한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사건의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2.차량사고 영상을 서버에 저장하고 사고현장의 영상을 공유 하는데 있어서 추가 비용없이 안전하고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개발 내용: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영상 녹화 및 저장 기술, 현재 위치기반정
보 서버로 전송, 클라이언트 간의 목격자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
서버 영역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GPS정보를 활용하고, 요청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과 요청이 수락된 후 
영상화면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여 제공한다.
웹서비스를 통하여 플랫폼에 구애받지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
는 대신에 성능면이나 보안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한다.
결과물 내역:
사고 발생시 최대한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 운전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영상
을 갖고 있는 운전자를 최대한 단 시간에 찾아 낼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 제한요소: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차량사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본 
프로젝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해야 한다.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을 운전자들이 사용해야
만이 서로의 사고 영상 정보를 공유 할 수있기 때문이다. 
관련 현황 및 배경:
통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증언은 아주 중요하다. 목격자의 증언 확보가 어려
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
생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판
매 증가와 기술 발전에 블랙박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는 블랙박스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의 목격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사고 당시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 기록을 은폐
시키거나 사고 영상을 캡쳐 해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올려 최대 6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사고 당사자들에게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 
첫번쨰로 목격자가 사고현장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일치율과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더 가능성
이 있는 목격자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client 마다 쌓이는 메시지수가 적어져 효율이 좋아진다. 
둘쨰로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서비스화를 하여 pc 환경에서
도 가능하게하여 편의성과 서비스측면을 높여준다.
기대효과:
사용자 간의 공유를 통하여 현재 암암리에 거래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의 감소와 운전자 
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사회공영에 이바지 할수 있다.

목표: 
1.다양한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사건의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2.차량사고 영상을 서버에 저장하고 사고현장의 영상을 공유 하는데 있어서 추가 비용없이 안전하고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개발 내용: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영상 녹화 및 저장 기술, 현재 위치기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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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면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여 제공한다.
웹서비스를 통하여 플랫폼에 구애받지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
는 대신에 성능면이나 보안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한다.
결과물 내역:
사고 발생시 최대한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 운전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영상
을 갖고 있는 운전자를 최대한 단 시간에 찾아 낼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 제한요소: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차량사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본 
프로젝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해야 한다.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을 운전자들이 사용해야
만이 서로의 사고 영상 정보를 공유 할 수있기 때문이다. 
관련 현황 및 배경:
통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증언은 아주 중요하다. 목격자의 증언 확보가 어려
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
생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판
매 증가와 기술 발전에 블랙박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는 블랙박스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의 목격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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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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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쨰로 목격자가 사고현장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일치율과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더 가능성
이 있는 목격자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client 마다 쌓이는 메시지수가 적어져 효율이 좋아진다. 
둘쨰로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서비스화를 하여 pc 환경에서
도 가능하게하여 편의성과 서비스측면을 높여준다.
기대효과:
사용자 간의 공유를 통하여 현재 암암리에 거래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의 감소와 운전자 
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사회공영에 이바지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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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해야 한다.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을 운전자들이 사용해야
만이 서로의 사고 영상 정보를 공유 할 수있기 때문이다. 
관련 현황 및 배경:
통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증언은 아주 중요하다. 목격자의 증언 확보가 어려
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
생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판
매 증가와 기술 발전에 블랙박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는 블랙박스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의 목격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사고 당시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 기록을 은폐
시키거나 사고 영상을 캡쳐 해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올려 최대 6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사고 당사자들에게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 
첫번쨰로 목격자가 사고현장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일치율과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더 가능성
이 있는 목격자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client 마다 쌓이는 메시지수가 적어져 효율이 좋아진다. 
둘쨰로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서비스화를 하여 pc 환경에서
도 가능하게하여 편의성과 서비스측면을 높여준다.
기대효과:
사용자 간의 공유를 통하여 현재 암암리에 거래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의 감소와 운전자 
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사회공영에 이바지 할수 있다.

목표: 
1.다양한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사건의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2.차량사고 영상을 서버에 저장하고 사고현장의 영상을 공유 하는데 있어서 추가 비용없이 안전하고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개발 내용: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영상 녹화 및 저장 기술, 현재 위치기반정
보 서버로 전송, 클라이언트 간의 목격자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
서버 영역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GPS정보를 활용하고, 요청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과 요청이 수락된 후 
영상화면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여 제공한다.
웹서비스를 통하여 플랫폼에 구애받지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
는 대신에 성능면이나 보안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한다.
결과물 내역:
사고 발생시 최대한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 운전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영상
을 갖고 있는 운전자를 최대한 단 시간에 찾아 낼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 제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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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
생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판
매 증가와 기술 발전에 블랙박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는 블랙박스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의 목격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사고 당시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 기록을 은폐
시키거나 사고 영상을 캡쳐 해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올려 최대 6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사고 당사자들에게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 
첫번쨰로 목격자가 사고현장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일치율과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더 가능성
이 있는 목격자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client 마다 쌓이는 메시지수가 적어져 효율이 좋아진다. 
둘쨰로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서비스화를 하여 pc 환경에서
도 가능하게하여 편의성과 서비스측면을 높여준다.
기대효과:
사용자 간의 공유를 통하여 현재 암암리에 거래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의 감소와 운전자 
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사회공영에 이바지 할수 있다.

목표: 
1.다양한 시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사건의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2.차량사고 영상을 서버에 저장하고 사고현장의 영상을 공유 하는데 있어서 추가 비용없이 안전하고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개발 내용: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영상 녹화 및 저장 기술, 현재 위치기반정
보 서버로 전송, 클라이언트 간의 목격자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
서버 영역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GPS정보를 활용하고, 요청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과 요청이 수락된 후 
영상화면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여 제공한다.
웹서비스를 통하여 플랫폼에 구애받지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
는 대신에 성능면이나 보안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한다.
결과물 내역:
사고 발생시 최대한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는 운전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영상
을 갖고 있는 운전자를 최대한 단 시간에 찾아 낼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 제한요소: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차량사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본 
프로젝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해야 한다.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애플리케이션을 운전자들이 사용해야
만이 서로의 사고 영상 정보를 공유 할 수있기 때문이다. 
관련 현황 및 배경:
통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증언은 아주 중요하다. 목격자의 증언 확보가 어려
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발
생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판
매 증가와 기술 발전에 블랙박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가고 있다.
‘자동차의 눈’으로 불리는 블랙박스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의 목격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나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사고 당시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 기록을 은폐
시키거나 사고 영상을 캡쳐 해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올려 최대 6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사고 당사자들에게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차별화 전략: 
첫번쨰로 목격자가 사고현장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일치율과 주행방향을 고려하여 더 가능성
이 있는 목격자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 하여 client 마다 쌓이는 메시지수가 적어져 효율이 좋아진다. 
둘쨰로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서비스화를 하여 pc 환경에서
도 가능하게하여 편의성과 서비스측면을 높여준다.
기대효과:
사용자 간의 공유를 통하여 현재 암암리에 거래되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의 감소와 운전자 
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사회공영에 이바지 할수 있다.

20xx년도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종합설계 프로젝트                

mailto:Sys982@naver.com
mailto:Sys982@naver.com
mailto:moveworks.mobile@gmail.com
mailto:moveworks.mobile@gmail.com
mailto:fahad22_92@hotmail.com
mailto:fahad22_92@hotmail.com
mailto:Yupki510@naver.com
mailto:Yupki510@naver.com


(주의)요약제안서는 1페이지로만 작성한다.(폰트크기 변경불가, 1페이지이상 작성시 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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