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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는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본 프로젝트의 “사고등록” 

단계를 거쳐 WAS server에게 data를 넘겨주고,이를 GCM server 에게 요청하여  database에 등록 

되어 있는 모든 client들에게  push message 를 전송한다. 

사고등록 단계에서는 사고자가 녹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이동경로가 맵에 나타나

게 되는데,이때 사고자는 그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선택해서 data를  WAS(Web 

Application Service)server에게 전달한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요청 메시지에 요청을 허락한 목격자와 서비스 요청자가 직접적으로 연결함

으로써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 하도록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차량용 블랙박스가 점점 재판의 증거로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을 음성 적으로 돈

을 주고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이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itness 

Box 라는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이를 사용자로 하여금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기존 프로

젝트가 가진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개선한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였다. 

현재 개발된 Witness Box가 서버를 통해서 사고접수 데이터를 가공하여 client에게 제공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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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를 아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구조를 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android 기반 app으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웹 서비스화 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편의를 주려고 한다. 

결국 우리는 서버에서 가공되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가공하게 시스템 구조를 바꾸고 웹 

서비스화를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이 프로

젝트를 실시한다.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허나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목격자들에게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 각각의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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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안에 목격자를 추출해 내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기존의 프로젝트 구성 방식 

보다 효율적으로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를 알아내는 법과, 이를 웹 서비스화 하여 사용

자들이 핸드폰 환경만이 아닌 pc 환경에서도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한다.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암암리에 돈으로 다른 차량의 영상을 사고파는 현상을 

막을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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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1.1Server 

  1)WAS server 

    -구성(Apache Tomcat server , Mysql) 

    - 주요기능 

    1.. 클라이언트 정보 관리(구현) 

  -최초 어플 실행시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정보( registration ID,appID,암호,이름, 

휴대폰 번호)를  DB에 저장 관리 한다. 

 
 

    2. 사고 접수  

  -구현:클라이언트가 보낸 사고정보(appId,사고일자,사고 시간,사고위치(위도,경도) 

  를 받아서  WAS server에서 저장된 회원정보의 DB에 저장한다. 

    3. 등록사고 푸시(구현) 

  -등록된 사고를 사고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기 위해   

GCM server에게 사고 정보를 보낼것을 요청한다. 

 

4 .목격자 리스트 구성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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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등록된 GCM server로부터  push받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목격자 추출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각각의 사고 목격 여부를 서버에 전송한다. 

서버는 여기서 받은 목격자 여부를 종합하여 사고당사자에게 목격자 리스트를 

제공한다. 

      5.웹 페이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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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으로 접속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성 하였다. 

    2) GCM  server 

     -client들이 app 을 실행하여 registration ID를 부여 받게 되면 client는 사고접수를  

통하여 WAS server에게  data를 넘겨주고, 이를  GCM server 에게 요청하여 

 database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client들에게 push message를 전송한다. 

3)다윈스트리밍 서버 

 <주요기능> 

1. 사고 영상 관리 

-블랙박스 영상 요청 수락을 한 목격자가 제공한 목격 동영상을 다윈 스트리밍 

서버가 제공 할 수 있게 저장 , 관리한다. 

2. 스트리밍으로 영상 제공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클라이언트에게 스트리밍 영상으로 제공함. 

 

 1.1.2 Client 

 1)WAS server 통신 

  -client app내에서 HttpPost방식을 이용하여  server와 연결한다. 

  - client app에서 회원가입한다.(registration ID,pw,name,phone 정보를 서버에 전송)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serverDB 에는 해당 기기의 registration ID와 로그인에  

필요한 ID 정보, PW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된다. 

  -회원가입상황에서 입력한 ID 와 PW로 로그인을 하여 사고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2) GPS 

  -google API를 이용하여 client 주행시 자신의 위치를 google map상에 표시해 

주행방향을 알아내었고 ,나중에 client app내에서 사고접수를 할 때 google map에 

찍혀 있는 표시를 이용하기위해서 시간과 위치정보를 client내부의 database에  

자동으로 저장시켜 둔다. 

   3)Video List 

  -녹화된 파일들은 SD카드의 ’BlackBox’라는 폴더에 모두 저장된다.  

그다음,리스트뷰를 이용하여 해당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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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고접수 

  -사고자는 사고를 접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이용할수 있다.위의 그림은 

사고 접수 화면으로써 화면은 리스트 뷰와 맵 뷰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사고자의 DB에 담겨 있는 이동경로가 왼쪽 리스트뷰에 명시가 되고,이때  

운전 출발 시간과 도착위치가 표시되게 된다. 

스크린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리스트를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과 같이 운전하는  

동안 저장된 DB에서 장소 저옵를 얻어와 map에  maker 를 표시한다. 

사용자는 marker중 사고장소에 해당하는 marker를 클릭하여 사고 접수를 한다. 

클릭하면 ‘사고접수를 하시겠습티까?’라는 다이얼 로그 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하게 되면  server 로 사고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Server 에서는 이정보를 GCM 

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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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클라이언트 DB 

  클라이언트 내부의 DB 테이블이 총 4 가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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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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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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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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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던 위치 정보 테이블과 함께 비디오 정보를 연동시키는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3) 사고 피해 접수 정보 테이블 구조 

 

< 사고 피해 접수 정보 테이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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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정보, 파일명이 저장된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server에 보내는 정보들을 시스템 상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구성하였다. 

 

(4) 사고 목격 접수 정보 테이블 구조 

 

< 사고 목격 접수 정보 테이블 구조 > 

 

목격자에게서 받은 사건 정보들을 저장하는 테이블로써 ACCID(사고 접수 번호), 날짜, 시간, 위

치 정보, 파일명이 저장된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server에 보내는 정보들을 시스템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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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편하게 구성하였다. 

 
 7)웹 

    -로그인, 회원가입을 통해 웹 서버에서도 사건접수가 가능하다. 

 8)알고리즘 

   -일치율을 통한 1차 목격자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2차로 목격자가 아닌 유저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본 알고리즘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게 된다. 

   

1차 목격자 필터링  -> gps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자와 목격자  사이의 거리를 통

해 1차적으로 필터링 한다. 

 

2차 목격자 필터링 -> 1차적으로 목격자가 필터링 되면, 2차적으로 전송된 시간정보에서 15

초  전의 데이터들을  체크하여 거리의  변화량이  음수 또는  변화가 없을  때  목격자로 판별한

다. 

 9)증거영상 요청 

-목격자는 gcm push 메시지로 날라온 사고 내용을 알고리즘을 통해 listview로 저장되고  서

버에 사고 id와 영상을 전송한다 . 이떄 요청받은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트리밍으로       

처리 되고, 다운로드 또한 가능하다. 

 

 

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개발한 SW/HW의 전체 구성에 대한 설명 

계획서 보다 훨씬 자세해야 하며 설계 사양이 구체적이어야 함 

도식,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 

 

2.2.3  활용/개발된 기술 

1. GCM(Google Cloud Message) server 

-GCM은 서버로부터 본 프로젝트가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을 허락하는 service라고 할수있다 .또한 ,같은 연결을 통하여서 유저의 기기들로부터 

서버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GCM은 타깃 기기에서 실행되는 타깃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게 메시지 

전송의 정렬에 대한 모든 측면들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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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S(Web application Service) server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서버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한다. 

 

3. SQLite 

-소규모 DB에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써 ,SQL-92를 대부분을 지원하는 SQL 

라이브러리이며,Application에서 점차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SQLite는 소규모 DB에 사용되는 데이터 베이스다 보니 제공되는 기능은 적으나,크기

가 매우 작고,작동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라이선스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Filezilla 

-파일질라는 자유의 오픈 소스 크로스 플랫폼 FTP 소프트웨어이며 파일질라 클라이언

트와 파일질라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이진 파일은 윈도, Mac OS X, 리눅스용으로 이

용할 수 있다. FTP, SFTP, FTPS 를 지원한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하드웨어적 제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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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적 제한요소 

  

 

2.2.5  결과물 목록 

프로젝트 수행의 결과물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술문서 유/무를 표시 한다. 

기술 문서가 있는 경우 부록에 삽입한다.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프로젝트가 상용화 됨으로 그 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었던 블랙박스 영상들의 음성거래가 

줄어들 것이다.또한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용 함으로써 블랙박스 기기를 구매하고 

  ,변경하기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고 당사자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블랙박스 기기에  

삽입되어 있는 SD카드를 강제로 제거 함으로써 블랙박스 영상 삭제가 가능했지만,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WitnessBox 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블랙박스 영상 강제 삭제를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질서적이고 합법적인 사회로 만들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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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자체 평가서 
팀명 라즈미 성명 이희창 

프로젝트제목 WitnessBox2.0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졸업 프로젝트가 이제 끝난다

고 생각하니 시원 섭섭하다 . 본 프로젝트의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12월달 방학

부터 계속해서 조원들이 학교로 모여 아이디어를 궁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시

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다.방학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

고 뒤엎고 다시 생각해 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원들과 더 친해지고 사회

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본 프로젝트를 주제로 선정하고 나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에는 접해보지 않았

던 자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프로젝트 진행 중에 단위 모

듈을 구성하기 위해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API를 공부하고 적용하고 과정을 반

복하였고 ,그 와중에 실제로 시간대비 보이는 성과는 적어 보였지만 앞으로 어떻

게 API들을 사용하고 공부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또,본 프로젝트에서

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글의 개발자 사이트에서 

영어로 된 자료를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는데 이 과정이 정말 도움이 많

이 됬다고 생각한다. 

팀명 라즈미 성명 김미진 

프로젝트제목 WitnessBox2.0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처음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뉴스나 , 최신 이슈건

을 찾아 봄으로써 현재 IT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었고, 프로젝트 주제를 위해 의견이 제시된 특정 아이디어를 프로젝트

로 선정하기 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이슈와, 전망 가능성을 파악해가며 업계 시장

의 상황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 미래에 발생 가능한 기술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본 프로젝트의 주제를 결정하고 나서는 WitnessBox구성을 위해 안드로이드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해 나아가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본프로젝트를 구성하기 위해 조원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 있는 갖었고, 본프로젝트를 통해 각자가 맡은 분야를 최선을 다해 

완수 함으로써 책임감 또한 갖을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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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라즈미 성명 박준석 

프로젝트제목 WitnessBox2.0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느낀 점은 시작단계인 아이디어 구

상에서부터 말할 수 있습니다 . 쉽게만 생각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개발 부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 설계 ,구현 ,개발 단계에서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꺠달았습니다. Server ,client 등 한 사람이 모든걸 

하기에는 일의 효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해야 하는 부분을 책임

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우선 처음 접해보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

밍을 통해서 java에 친숙해 졌고, 구현 단계에서 온라인 상에 좋은 API 라든지 , 

공개된 Open Source를 잘 사용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팀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원과의 화합과 분위기 ,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개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명 라즈미 성명 이원교 

프로젝트제목 WitnessBox2.0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드 개발에 대한 개발을 조금 경험해본 상태에서 

시작했던 졸업프로젝트에서 시나리오와 시스템 구조설계 서버 및 웹 개발을 담

당하였습니다 . 초창기 주제 선정을 하면서 전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예전과 달리 소프트웨어 기사나 이슈를 보면 더욱 관심있게 보고 아이

디어에 대한 기획 및 개발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자세도 갖게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가 정해지고 개발에 들어서면서 역할 분담에서부터 프로젝트 개

발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면서도 서로에 의견이 다름에도 존중하고 절충이 잘

이뤄져서 팀장으로써 매우 만족스럽고 팀원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서버와 웹 개발을 하면서 개발능력을 쌓을 수 있던 것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 늘 

함께있는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던 점, 개발을 하면서도 스텝바이스

텝으로 하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등의 개발방법 스킬들을 쌓은 점 , 팀원

들 모두 공부하면서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이들을 통해 배우는 분위기 

등이 프로젝트의 결과 보다 더 값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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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라즈미 성명 사용욱 

프로젝트제목 WitnessBox 2.0 

팀명 라즈미 성명 파하드 

프로젝트제목 WitnessBox2.0 

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 First of all I realized that doing our graduation project is 

a great chance for me to do group work and this kind of work is very 

important for the student to learn new things that related to the major and 

graduation project as well so I study hard and deeply about some of my 

major concepts such as Java and other important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then this graduation project guide me to searching about more 

computer science knowledge and developers websites. 

In other side through the period of doing graduation project I gained much 

vital information and also about my graduation project content and improve 

my personal skills and I learned how to deal with different types of 

characters that was so useful for me. 

During project period sometimes I felt difficult when I face hard time but 

because of that I push myself to study hard and this is was very helper.         

After a long time since started doing our project that was end of last year I 

realized how much the graduation project was helper and useful for all of the 

projec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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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 

프로젝트 수행 소감: 

 지금까지 진행해본 프로젝트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프로젝트였다 . 그만큼 프로젝트 진

행 동안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예외처리도 많았던 것 같다.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된 소프트웨어공학이란 과목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구조와 설계 

및 분석이 부족한 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가 코딩보다 설계,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

을 깨달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교수님께 반복적으로 들었던 프로젝트를 대하는 진지함을 계속 되새기면서 아이

템 선정하는 것부터 철저한 사전 자료 조사와 유사 소프트웨어 분석을 우선시해야 된다

는 것을 배웠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클라이언트 측 안드로이드 앱 개발 역할을 맡았으며 처음 접해보는 

OS이다보니 책과 웹 상의 좋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진행하였다 . 지금은 전반적인 안드

로이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있을 OS 앱 개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안드로이드 덕분에 Object Oriented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JAVA 언어 사용 능력이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초기 아이템 선정을 잘하여 독특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어 보고 싶다. 

 

개선요구사항: 

 프로젝트를 완성 후 실제 블랙박스 하드웨어에서도 실습을 하여, 하드웨어를 고려한 소

프트웨어 설계를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발전적 제언: 

 현재 본 프로젝트에서 우리 팀이 설정한 목격자 일치율 알고리즘이 100% 가 되는 순간

까지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뺑소니가 없는 그날까지… 

 
 

 

 

4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

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동영상 녹화&저장기술 
http://developer.android.com/t

raining/camera/videobasics.ht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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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2  서적 위치기반 정보기술 사용 

http://developer.android.com/t

raining/camera/videobasics.ht

ml 

   

3  서적   GCM 
http://developer.android.com/

google/gcm/index.htm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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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적 head first python     

5 서적 
모던웹을 위한 JavaScript 

jQuery 입문 
한빛 미디어 2010 윤인성  

6 서적 모바일 웹앱 스마트미디어 2011 신용권  

7.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정복 1 한빛미디어 2012 김상형  

8 서적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정복 2 한빛미디어 2012 김상형  

9 서적 
뇌를자극하는 

 Jsp&Servlet 
한빛미디어 2011 김윤명  

10 서적 Pro HTML5 Programming 위키북스 2010 
이준,정승

희 
 

11 서적 Real MySQL 위키북스 2009 이성욱  

12 서적 
뇌를자극하는 windows 

server 
한빛 미디어 2010 우재남  

13 서적 안드로이드 2.3 위키북스 2011 이준호  

14 서적 
안드로이드를 지배하는 

서버통신 
프리렉 2012 박헌제  

15 서적 구글앱 엔진 활용하기 지앤선 2011 
찰스 

세브란스 
 

16 서적 구글 툴킷 활용 비팬북스 2011 박혜성  

17 서적 비기닝 폰갭 프리렉 2012 김대웅  

 

 

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WitnessBox실행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하여 본 애플

케이션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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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화 시작을 위해 “REC”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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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t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녹화를 시작하고, Stop버튼을 누

름으로써 녹화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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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메인 페이지에서 “사고접수”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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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고 접수를 위해 사고당일에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클릭하

여 해당 시간 동안의 이동 경로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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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경로가 그려진 후에 다시 한번 해당 일자의 테이블 셀을 

클릭하여 사건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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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lay List”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그동안 녹화한 내용을 확인

할 수있다. 

 

7) 특정 테이이블 셀을 선택하면 녹화된 해당 영상을 재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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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