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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01 프로젝트 목표 

     WitnessBox 
       기능 추가, 개선 및 웹 서비스화  



Presentation 

WitnessBox 란 
 
차량용 위치 기반 클라우드 
블랙박스 시스템                                                             

   사고요청 
 
   목격자 검색 
 
   목격자 응답 
 
   목격자 리스트 생성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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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필요성 및 차별화 



Presentation 

필 요성 

목격자 데이터 수집 방법 개선 
사고현장 정확,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웹서비스화 
더 편리한 환경 제공 

version Upgrade 
WitnessBox 메인 시나리오 

1. 사건 생성 
2. 목격자 리스트 제공 
3. 유령 목격자 선택 
4. 동영상 요청 
5. 목격자 영상 전송 
6. 동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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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차 별화 01 목격자 정보 수집 방법 

사고자 목격자 간의 일치율 계산  

사고자 목격자 

위치 정보, 시간정보 이용 

 
 
 
 
 

사고자와의 거리 변화율 고려 
 

우선순위 목격자 정보 수집 
 
  

주행 방향 요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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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차 별화 02 웹 서비스화 

편의성과 서비스 측면 

웹 서비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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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조 및 기능 



Presentation 

 Registrarion code 요청 /할당 

Client 

GCM 
Server 

Witness Box Server 

1 

1 

1 

1 

구 조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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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기 능 
01_Client 
 
- 영상 녹화 기능(스마트폰 카메라 센서 이용)  
- 블랙 박스 갤러리(동영상 목록 형태) 
- 환경 설정(영상이나 화질 설정) 
- Client app 내부에서 목격자 데이터 추출 
  일치율 및 주행경로 정보 이용(GPS) 

프로젝트 목표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02_WAS Server 

 

사고 접수 

요청 메시지 전송 

목격자 동영상 수신  

그 위치에 있었던 Client 에게  message  요청 

GPS를 통해 광역 자치단체 단위까지 사용 

 

03_Streaming server 

 

-목격자 동영상 제공 

  

04_GCM Server  
; 각각의 기기에게 식별ID를 부여 
 
 
식별ID로 각각의 차량을 구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전송 

 

05_Web Service 



Presentation 

  client 기능 

프로젝트 목표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로그인 및 회원가입> 



Presentation 

  Clien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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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시 화면> 



Presentation 

  Client 기능 

프로젝트 목표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영상 녹화 기능> 



Presentation 

  Clien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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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화면> 



Presentation 

  Client 기능 

프로젝트 목표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차량 주행 경로 확인> 



Presentation 

  Clien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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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push message> 



Presentation 

  Clien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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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ListView> 



Presentation 

  Client 기능 

프로젝트 목표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목격자 필터링 알고리즘> 

<목격자> <사고자> 

1차 목격자 필터링 
->gps로부터 위치를 받아 사고자와 목격
자 사이의 간격을 통해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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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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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필터링 알고리즘> 

<목격자> <사고자> 

2차 목격자 필터링 
->1차적으로 필터링된 목격자들의 15초 
후의 DB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리 변화량 측정(+값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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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기능 

프로젝트 목표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Web 상에서 로그인 및 회원가입> 



Presentation 

  Web 기능 

프로젝트 목표 필요성 및 차별화 구조 및 기능 QnA 

<로그인시 화면> 

등록된 사건 
확인 가능 



Presentation 

  Web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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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건 확인 & Map view> 

사고의 날짜 시간
이 표시되고 
위치가 map에 표
시된다. 



Q&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