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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WitnessBox는 작년 ‘201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스마트 챌린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작품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차량용 위치 기반 클라우드 

블랙박스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블랙박스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만을 재생 할 수 있는 반면, 

WitnessBox는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주변을 지났던 다른 차량의 영상들을 재생 

가능하게 하여 다각도에서 사고 정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장면이 촬영된 목격 차량을 추려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의 정황과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 확보된 

영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재생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음성적이었던 블랙박스 영상 거래의 문제점도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어주었다. 

 

 

 

현재 개발된 Witness Box는 서버를 통해서 사고 접수 데이터를 가공하여 client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버가 다른 사용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의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는 위치 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우리 팀에서는 작년 프로젝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1.1 목표 

우리 “라즈미”팀은 위 시스템의 방식을 변경 및 개선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사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핵심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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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산처리 기반의 알고리즘 구현 

기존의 WitnessBox 는 서버에서 목격자를 추출하고 일치율을 구해 목격자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특정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서버에 

올리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서버에 GPS 와 시간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 구축한다. 사고자가 서버에 사고를 생성하면, 서버는 

해당 사고 정보를 broadcast 하여 사용자들에게 전달한다. 사용자의 위치 기록과 

서버에서 제공 받은 사고들 중 자신이 목격자로 판별되는 사고들이 있는 경우, 

일치율을 구해 서버로 전송하여 자신이 목격자임을 알린다. 결과적으로 서버는 

사고의 목격자들을 수집하여 사고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위의 방식으로는 

서버에 사용자의 위치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로그인 할 

때 사고 리스트를 보내서 목격 여부에 대한 처리를 일괄적으로 한다. 

 

II. 시간/위치를 변수로 사용한 일치율 방식에 방향성 추가 

 

기존의 시스템은 ‘목격자 조건’을 계산하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서 위도-

경도와의 오차를 이용하고 있다. 

목격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에 따른 일치율과 

위치에 따른 일치율을 더한 값을 %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여기에 방향성을 

계산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일치율 방식에 의해 생성된 목적자 리스트에서 확실히 

목적자가 아닌 경우를 예외처리 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빠른 목적자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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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기존의 Witness Box 1.0 버전은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들을 서버로 전송하여 

사고접수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버가 다른 사용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위치정보 보호법 상 위배된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여 개발 진행 중이다. 일단, 위법 

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1.0 버전의 서버가 수행하였던 작업들을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 녹화 및 저장은 디바이스의 후방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손쉬운 

조작으로 녹화 및 저장이 가능하며 후에 특정 사건의 목격자에 일치하였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현재 GPS 위치기반정보를 클라이언트 내부 DB 인 SQLite 에 저장한다. 주행 

중 경로의 거리 혹은 시간의 실시간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GPS 위치기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스마트폰 디바이스 내부 DB 인 SQLite 에 저장함으로써 기존 1.0 

버전에서 서버에 전송하였던 부분을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이렇게 저장 된 정보들을 후에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거나, 목격자 

일치율을 고려할 때 사용한다. 

 

셋째, 클라이언트 간의 목격자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 사고자 측에서는 DB 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맵(google Map v1 API 를 사용하였다.)에 경로를 

표시하여 클라이언트가 사고 발생 위치를 선택하면 해당 DB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어 

GCM 서버를 통해 브로드캐스팅 되는 구조를 가진다. 목격자 측에서는 브로드캐스팅 

된 메시지를 파싱하여 디바이스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일치율을 계산하여 자신이 

목격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넷째,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하기 위해 사용하는 GCM 서버와 

통신하여 초기 애플리케이션 로딩 화면에서 Reg ID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은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다. 

 

첫째, 모든 클라이언트 들의 고유 ID 를 가지고 있는다. HashMap 방식으로 고유 

ID 와 클라이언트의 GCM 서버 Reg ID 를 매핑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클라이언트에게 웹 서비스를 지원하여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소지 유무와는 별도로 

개인용 인터넷 가능한 디바이스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사고자 클라이언트에게서 받은 사건 정보(위치, 시간)를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브로드캐스팅 하기 위해 GCM 서버로 PUSH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부분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처리된다. 

 

셋째, 요청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과 요청이 수락된 후 영상화면을 다윈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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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 

목격자들에게 영상을 요청할 때 각각의 목격자 디바이스에서 일치율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일치율에 대한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게 될 태스크 

효율을 높이고, 경미한 사고가 아닌 대형 사고의 경우 디바이스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해 스마트폰 디바이스 내부의 gSensor 정보를 

이용하여 서버에 자동 사고접수를 하게 한다. 웹 서비스를 통하여 플랫폼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윈도우 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대신에 성능, 보안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본 프로젝트 시스템구조를 보여준다.  

 
2.1.1   Server       

  - WAS server 

- GCM server 

- 다윈스트리밍 server 

 

2.1.2  Client 

          -gps  

    -목격자 필터링 알고리즘(ex)일치율,주행방향 등등) 

    -영상 녹화 및 저장 

-G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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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회원가입 및 로그인 

   

2.2 수행내용 

2.2.1  Server 

1) WAS server 

 - 구성 (Apache Tomcat server, Mysql) 

 - 주요기능 

 1. 클라이언트 정보 관리(구현)  

- 최초 어플 실행 시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등록정보(registration 

ID , appID, 암호, 이름, 휴대폰번호)를 DB에 저장 관리한다.  

 

 2. 사고 접수(부분 구현)  

- 구현 : 클라이언트가 보낸 사고정보( appID, 사고 일자, 

사고시간, 사고위치(위도, 경도) )를 받아서 1)의 WAS server 에서 

저장된 회원정보의  DB에 저장한다.  

- 미 구현 : 사고 동영상을 첨부파일로 전송하여 다윈 스트리밍 

서버가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3. 등록사고 푸시(구현) 

- 등록된 사고를 사고당사를 제외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기 위해 gcm Server에게 사고정보를 보낼 것을 요청한다. 

 

 4. 목격자 리스트 구성 및 (사고당사자에게) 전송(미구현)  

- 등록사고 gcm Server 로부터 푸쉬를 받은 모든(사고자 제외) 

클라이언트가 일치율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목격자여부를 서버에게 전송한다. 서버는 여기서 받은 목격자 

여부를 종합하여 사고당사자에게 목격자리스트를 제공한다.  

  5. 웹 페이지 구현 

   - 스마트폰을 통해 서버에 전송된 정보(회원정보, 등록사건)을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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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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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건 지도 페이지>  

 : 블랙박스 어플을 통하여 등록사건 확인. 

 

 

 

 

<사건접수 등록완료 페이지> 

 : 블랙박스 어플을 통하여 등록을 완료하면 보여질 페이지인 프로토타입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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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 페이지> 

 

 

 

 

 

 

 

 

2) GCM server 

- client 들이 app 을 실행하여 registration ID 를 부여 받게 되면 client 는 

사고접수를 통하여 WAS server 에게 data 를 넘겨주고, 이를 GCM server 

에게 요청하여 database 에 등록 되어 있는 모든 client 들에게 push 

message 를 전송한다. 아래 그림은 test 용 layout 으로 push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 되는지를 확인 본 그림이고, 실제적으론 WitnessBox 

app을 실행 시켰을 때 자동으로 regid를 등록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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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client에게 push 메시지 broadcasting> 

 

 

<Server DB에 저장된 client reg ID > 

 

 

3)다윈스트리밍 서버 

 <주요기능> 

 1. 사고 영상 관리 

- 승낙한 목격자가 제공한 목격동영상을 다윈스트리밍 서버가 

제공할 수 있게 저장, 관리한다.  

 

 2. 스트리밍으로 영상 제공 

-구현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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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윈스트리밍 서버구축 완료.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리밍 영상 제공은 진행 중에 있음. 

 

2.2.2  Client 

   1)WAS Server 와의 통신 

      -client app 내에서 HttpPost 방식을 이용하여 server와 connection 

      -client app에서 회원가입을 한다.(regid,id,pw,name,phone 서버로 전송)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server DB 에는 해당 기기의 regid 와 로그인에 

필요한 id 정보, pw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회원가입 id 와 pw 로 로그인을 하여 사고접수가 가능하게 한다. 

  -현재 개별의 app 으로 로그인 회원가입을 구현하였지만 최종발표 떄는 

하나의 app 에 합쳐져서 시연할 것이다. 

 

 

<로그인 activity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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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activity 화면> 

 

 

2)Gsensor 

-gsensor(가속도 센서) 를 통하여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이 충격에 의해 

x 축, y 축, z 축의 변화량이 임계치 이상으로 변하였을 때, 그 상황을 

사고로 인식하여 그때의 시간, 위치를 저장해 둔다.  

 

 

 
<Gsensor를 통한 자동 사고 접수(설정 임계치 초과시)> 

 

3) Gps 

- google api 를 이용하여 client 주행 시 자신의 위치를 google map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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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해주어서 주행 방향을 알아내었고, 나중에 client app 내 에서 

사고접수를 할 때 google map에 찍혀있는 표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위치정보를 client 내부의 database에 자동으로 저장시켜 둔다. 

 

 
<기록 시작을 통하여 이동 중 위치 표시> 

 

4) Video List 

 녹화된 파일들은 SD 카드의 ‘BlackBox’라는 폴더에 모두 저장된다. 그 

다음, 리스트 뷰를 이용하여 해당 폴더에 저장되어있는 파일들을 불러온다.  

 

 

< Video List 액티비티 화면 >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Witness Box ver 1.1 

팀 명 라즈미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3.5.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6 of 2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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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는 썸네일을 이용하여 동영상의 첫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자의 UI 편의성을 도와주었고, 오른쪽에 layout 을 리스트에 추가하여 

파일이름에 나타나는 날짜, 시간 정보와 출발 위치를 통해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사고 접수 

 
 

사고자는 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이용할 수 있다. 위 

그림은 사고 접수 화면으로써 화면은 리스트 뷰와 맵 뷰로 구성되었다. 

 먼저 사고자의 DB 에 담겨져 있는 이동 경로가 왼쪽 리스트 뷰에 명시가 

된다. 이때, 운전 출발 시간과 출발 및 도착 위치가 표시된다.  

 이 리스트를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운전하는 동안 저장된 DB 에서 

장소 정보를 얻어와 map 에 marker 를 표시해 준다. 사용자는 marker 중 

사고 장소에 해당하는 marker 를 클릭하여 사고 접수를 한다.  

 클릭하면 ‘사고 접수를 하시겠습니까’ 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server 로 사고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server 에서는 

이 정보를 GCM 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뿌려준다. 

 

6) 클라이언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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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에서는 DB 테이블이 총 3 가지가 존재한다.  

 

(1) 위치 정보 테이블 구조 

 

 
 

< 위치 테이블 구조 >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로써 시간, 위도, 경도 정보를 저장한다. 

 영상 녹화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ArrayList 로 시간, 위도, 경도 정보를 담아두고 

List 의 size 가 10 이 되는 순간 위치 테이블로 insert 한다. 

 이 테이블은 블랙박스 앱에서 기본적인 정보로써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테이블이다. 

 

(2) 비디오 정보 테이블 구조 

 

 

< 비디오 테이블 구조 > 

 

 비디오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로써 경로 시작 위치, 비디오 시작 및 끝나는 시간을 

저장한다. 이 테이블은 VideoList 를 보여주는 Activity 에서 사용되는 정보이며 (1)에서 

보았던 위치 정보 테이블과 함께 비디오 정보를 연동시키는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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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접수 정보 테이블 구조 

 

 

< 사고 접수 정보 테이블 구조 > 

 

 사고자가 사고를 접수 한 정보들이 저장되는 테이블로써 ACCID(사고 접수 번호), 날짜, 

시간, 위치 정보, 파일명이 저장된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server 에 보내는 정보들을 

시스템 상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구성하였다.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추가>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통해 웹에서도 사건접수 가능 

gsensor를 이용한 증거영상 훼손 방지 

사건 접수를 google map 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삭제> 

server 에서 목격자 추출해주는 service 

 

<보완> 

주행방향을 고려한 목격자 필터링 작업 

 

<수정 사항 수행 예정> 
 

1. Gsensor 

- 추가 사항으로 gsensor 를 이용하여 증거영상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현재 

개발단계인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사고를 인식하고 시간, 위치 값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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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server 에 전송이 될 수 있게끔 구현한다. 또한 충격을 인식하는 

임계치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계획이다.  

 

2. Server -> Client 

- 제안서에서 제안한 기능 중 삭제 한 것은, server 에서 목격자를 추출하여 gcm server 를 

통해 client 들에게 push 해주는 기능 이였다면, 이 서비스를 없앤다. 이유는 server client 

들의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를 걔선하기 위해서 모든 client 

에게 push 가 전달되고 client 내부에서 필터링 작업을 통하여 목격자일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message가 보여지게끔 한다. 

 

3. 알고리즘 

-보완 부분으로는 주행방향을 통한 필터링 알고리즘에 대한 고찰이다. 일치율과 주행방향을 

가지고 목격자 필터링을 하겠다는 추상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행방향 즉 

위도 경도를 통해서 위치파악의 정확성을 검토해 보아야하고, 실제 어느정도의 오차율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현재 원하는 주행방향을 방위각을 통하여 사고자 및 목격자의 대략적인 주행 방향을 알 수 

있지만 방위각의 오차율을 계산하여 조금 더 확실한 목격자들에게 push message 를 보내기 

위해 연구,개발 중이다. 

 

4. 사건접수  

-처음 개발 과정에서는 사건 접수를 하나의 activity 로 개발하여 하드코딩 하려고 했지만, 

불편함이 많아서 google map 이 띄어지는 레이아웃을 1:2 로 나누오 왼쪽는 listview, 

오른쪽에는 mapview 로 하여 사건접수를 할 때 위도 경도 및 시간을 client DB 에서 가져와 

등록할 수 있게끔 한다. 

  

 

 

 

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목격자 필터링 알고리즘 구현(클라이언트 내부) 

-클라이언트 내부 DB 에서 위치,시간,주행 방향을 가지고 사건 영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목격자에게 요청 MESSAGE 가 전송되게 

효율적인 알고리즘 구현.  

사고자 및 목격자의 주행방향을 고려, 즉 GPS 를 통하여 사고자, 

목격자의 방위각을 통하여 주행방향을 대략적으로 알아낸다. 

방위각을 알아낸 다음 사고난 지점의 위치의 뒤에서 있었는지, 앞에서 

있었는지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여 구하고, 주행방향을 가지고 

사고증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목격자에게 PUSH 메시지가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Witness Box ver 1.1 

팀 명 라즈미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3.5.2 

캡스톤 디자인 I Page 20 of 21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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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되게끔 한다. 아래 사진은 두 장소의 location 을 가지고 두 

지점간의 거리와 방위각(주행방향)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그림이다. 

 

 

<방위각 오차율 측정 위한 테스트 화면> 

 

 

<방위각 구하는 코드부분> 

 
 

4.1.2  동영상 전송 기능 

WAS server side  

1) 사고 접수 시  

사고 동영상을 첨부파일로 전송하여 다윈 스트리밍 서버가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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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격자 동영상 서버에게 전송 시  

3) 서버가 사고 당사자에 목격자 동영상 전송 시  

2) 3)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고당사자가 목격자 동영상을 전송받게 한다. 

4) 목격자 리스트 구성 및 전송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목격자 여부를 종합하여 목격자 리스트를 작성 후, 

사고당사자에게 목격자리스트를 제공한다.  

 

4.1.3  통합 개발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된 ‘사고 처리’, ‘GCM Reg ID 등록’ 각각 개발된 

모듈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도중 발생하는 각종 예외처리를 분석하고 처리한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의해 전화와 같이 강제적으로 

액티비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지 현상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생명 주기를 신뢰성 있게 

관리한다. 

 

4.14       UI 개선 

기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개발을 하고 있어서 UI 가 사용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끔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개발을 마친 후에는 

UI 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1 애로 및 건의사항 

  5.1  네트워크 환경 제약 

 

본 프로젝트 진행 중 Wifi 환경에서는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3G/4G 환경에서는 접속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더 분석하여 네트워크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