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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1 대 당 가구 수가 1990 년에는 4.12 가구에서 2011 년 0.94 가구로 

1 가구 당 1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이처럼 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증설, 개설 등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처럼 자동차 보급률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복잡한 도로의 구조에 따른 시민 의식은 

성장하지 못하고 또한 교통사고 사망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OECD 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자동차 1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8 명으로 OECD 국가 

중 3 위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그림 1]                                         [그림 2] 

,  

 

그러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도로에 설치된 CCTV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며, 개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는 정면만을 촬영하므로 

본인의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블랙박스의 

보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블랙박스 시장 역시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그림 3>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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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성장에 힘입어 블랙박스 영상 거래 시장의 규모 또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 현수막을 걸어 블랙박스 영상을 거래하는 방식에서 현재 웹 페이지를 통한 

블랙박스 영상 거래가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그 방식 또한 매우 수동적이어서 발전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4] 

 
 

[그림 4]는 온라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블랙박스 영상 거래를 진행하는 도독 코리아라는 

페이지이다. 사진 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 방식은 사고자가 본인이 

찾고자 하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보로 글을 남기면, 해당 사고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 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수동적인 방식은 사용자에게 거래 자체에 불편함을 주고,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거래한 블랙박스의 영상이 본인이 찾는 영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성까지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영상 검색에 사고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촬영되었음에도 사고자 에게 그 영상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여 블랙박스 

영상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존에 수동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찾고 교환하던 

방식에서,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웹 페이지와 연동해 좀 더 유기적이고 자동화된 

블랙박스 영상 교환 시장을 구현하는 데에 있다. 

블랙박스에서 GPS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이 프로젝트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이 저장된 시간과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찾아 알려주는 스마트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기기 내에서 검색을 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까지 충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5]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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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Server 

 
-회원관리 

 웹 페이지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를 회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회원가입 후 로그

인 한 사용자만 서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회원들의 정보는 DataBase에 저장되어 관

리 된다. 이때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한다. 

 

-사고지점 입력 

 회원 인증이 된 사용자는 찾고자 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을 년-월-일 (시작/종료)시-분 의 형태로 입력한다. 입력된 정보는 서버 

DataBase에 저장되고 이후에 GCM을 이용하여 블랙박스 App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일

괄 전송된다. 이후에 사고 영상이 촬영된 사용자와 서로 번호를 교환 하여 연결시켜 준다. 

 

-GCM (Google Cloud Message) 

 ‘응답하라! 블랙박스!’ App을 처음 다운받아서 설치한 후 회원인증을 하면 서버에 해당 디

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다. 이 때 등록된 디바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GCM 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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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lient 

 
-회원 인증 

 ‘응답하라! 블랙박스!’ 어플을 처음 실행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한 번 인증이 된 사용

자는 이후부터 자동 로그인 된다. 

 

-영상 기능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 저장, 삭제, 재생할 수 있는 UI를 제공한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일정 시간마다 촬영자의 정보가 해당 디바이스의 DataBase에 저장된다. 이 

때 저장되는 값은 시간 정보(년-월-일-시-분-초), 그리고 위치 정보(위도, 경도), 현재 촬

영되고 있는 영상 파일의 이름 순으로 저장된다.  

 

-탐색 기능 

 서버에서 GCM 메시지가 디바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GPS정보를 이용하여 사고 영상이 

찍혔을지 여부를 검사한다. 탐색하는 방식으로 블랙박스 영상 촬영 당시 자동차의 최고 시

속인 200km 로 갈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조사하여 범위 안에 사고 지역이 포함 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고 장면이 촬영되었으면 영상을 원하는 사용자의 연결

한다. 

 

-SNS제공 

 자동적으로 탐색을 원하지 않거나 map을 통해 한 눈에 사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고 목

격자로 사용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SNS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사고자의 경우 해당 SNS

를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사고 지점에 대한 정보를 올려 쉽게 목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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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Server  

2.2.1.1 서버 구축 

실행 화면 수행 내용 

 

 

 

 

Apache2 server version 

Apache/2.2.13 

Ubuntu 

 

Server built Nov 6 2012 

  

 

 
 

 

PHP version 5.3.2-1 

Ubuntu4.18 

서버 버전: 5.1.67-

0ubuntu0.10.04.1 

Protocol version: 10 

사용자: 

root@localhostMySQL 

문자셋: UTF-8 Unicode 

(utf8) 

 

 

 

Mysql Ver 14.14  

Distrib 5.1.67, for Debian –

linux-gnu (i486) 

 JSP 사용을 위해 Tomcat6 

설치를 진행 하였고 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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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apache2-mod-jk 

Apache2 와 tomcat6 를 

연동 하기 위한 library 를 

설치 후 설정하여 아파치 

80port 로도 jsp 파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Netstat –ntl 명령어를 

통하여 현재 Listen 상태에 

있는 Port 번호를 확인 

한다. 

  

Mysql default port 3306 

Apache2 default 80 

Vsftp default port 21 

Tomcat6 default port 8080 

 

Ssh port 2222  

vnc4server port 5901  

통하여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작업을 수행. 

  

현재 우분투 방화벽 

상황이다.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2222 port 와 21 번 포트에 

대해 방화벽 권한을 모든 

사용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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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port 와 mysql port 

또한 방화벽 권한을 모든 

이용자로부터 가능하도록 

설정 하였다. 

 

 

 

 
 

 

 

 

 

 

 

현재 Running 상태에 있는 

apache2 와 tomcat6 와 

mysql server 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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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웹 페이지 구축 

 

 
 

 
 

 

 

 

 

 

구글의 웹 api key 를 발급 

받아 웹 서버에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 

해 줄 수 있는 google cloud  

messaging 을 설치 하여 

모든 client 들에게 

message 를 전달할 수 

있다.  

 

현재 tomcat 에서 배포 될 

수 있는 war 파일로 export 

하여 

/vat/lib/tomcat6/webapps

에 위치하여 실행되며 

테스트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 리스트를 

Client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글의 웹 api key 를 발급 

받아 구글 맵을 웹 서버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 등록을 원하는 

사용자는 웹 서버에서 시간 

정보를 입력 한 후 위치 

정보는 구글 맵 위에 

마우스로 클릭 할 경우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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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웹 서버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의 경우는 WGS84 

좌표계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의 디바이스 또한 

같은 좌표계를 사용한다. 

 

구글 맵을 활용하여 위치 

정보를 입력할 경우 편의 

성을 제공한다. 

 

즉 사고 영상을 사고자 하는 

사용자는 지도에 사고지점을 

클릭하고 시간을 입력한 후 

서버에 요청하면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송된다. 

 
 

 

 

 

 

 

 

다음은 회원관리 페이지 

이다. 사용자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할 수 

있다. 

 

로그인을 통해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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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lient  

 
[그림 ]Client Class Diagram 

클라이언트의 class diagram 중 일부이다. 현재 구현이 완료된 부분의 Class Diagram만 가져왔

다. 현재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완료된 곳은 회원 기능, 영상 기능, 탐색 기능까지 대부분의 기능

구성이 완료되었다. 다음부터는 현재까지 구현이 완료된 기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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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회원 인증 

 
[그림 1] 처음 접속 시 나오는 회원가입 페이지 

응답하라! 블랙박스 App을 제일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회원가입 페이지이다. 간단한 개인 정

보인 이름과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를 입력한다. 입력된 정보는 서버 회원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패스워드 등의 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된다. 이 페이지는 사용자

가 한 번만 입력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한 번 입력을 완료하면 다음부터는 디바이스 내에 

있는 preference에 저장되어 자동로그인 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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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영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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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증이 완료된 화면 

 

회원 인증이 완료하고 나오는 페이지이다. 

현재 기능으로 녹화, 녹화 저장, 재생 목록, 

그리고 재생 기능을 담당한다. 녹화를 하는 

동안 LocationListner를 이용하여 1분마다 

해당 위치 정보를 저장한다. 녹화 버튼을 입

력하면 녹화가 시작되고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면 녹화는 종료되고 영상이 저장된다. 

 
[그림 2] 사용자의 GPS정보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저장되는 Location 

정보이다. 1분에 한번씩 녹화를 하고 있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위도, 경도 값으로 디

바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서버에 전

송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파일명, 시간 값이 

같이 저장된다. 이 정보는 차후에 서버에서 

전송된 사고자의 정보와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고 영상 촬영 여부를 탐색할 때 

사용된다. 

 
[그림 3] 블랙박스 영상 리스트 

 

 

 

재생목록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촬영되었던 

영상들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해당 리스트 

중에서 한 영상을 클릭하면 클릭한 제목의 

영상이 재생된다. 사용자는 해당 리스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재생하거나 삭제할 수 있

다. 

 
[그림 4] 블랙박스 영상 재생 

 

 

영상을 촬영 후 해당 영상을 재생하고 있는 

화면이다. 보이는 화면처럼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아직 테스트 단계가 

아니라 학교 캡스톤디자인실에서 화면의 촬

영과 재생을 테스트하였다. 사용자는 이처럼 

자체적으로 판단한 영상을 직접 재생하여 

확인함으로써 사고 장면이 찍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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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탐색 기능 

 
[그림 5] GCM Push Message UML 

 
[그림 6] 서버에서 전송된 메시지 

다음은 탐색기능 알고리즘 구현이다. 아직 탐색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서버에서 전송된 메시

지를 디바이스에서 받아 저장하는 기능은 구현되어 있다. 이제 서버에서 전송되는 리스트와 디바

이스 내에 저장되어 있는 GPS 정보를 이용해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된다.  

 

다음은 탐색 알고리즘이다. 

 
타원의 성질은 d1의 길이와 d2의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사고발생 지점과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는 사용자의 GPS점과의 길이를 측정하여 타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식) d1 + d2 < 2a => 타원 내부에 사고지점 포함 

즉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영상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d1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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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알고리즘 

전체적인 시나리오 구성 및 시스템 기능(서버, 클라이언트)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버에서 영상 목록을 검색하는 Searching Algorithm 에서 계획했던 것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게 되었다. 기존의 Searching Algorithm 에서는 타원의 Longitude, 

Latitude로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Google Map에서 제공하는 WSG84좌표계를 이용하여 변환하고 

그 변환된 좌표 값으로 타원 반경 안에 사고 발생 지점이 속하는지에 대해 구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WSG84좌표계를 변환하는 것과 기준점에 대한 모호함을 인지(위도, 

경도, 기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 문제점 발생)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비슷한 Algorithm 형태를 구

현하게 되었다.  

 

 수정된 Algorithm은 다음과 같다. 

.  

 

 

<Java에서 제공한Android.Location 클래스 거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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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을 수정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기준점의 모호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d(거리)를 구하는 함수로 Java에서 제공하는 Android.Location 클래스에서 지원해주는 

Distance() Method를 이용하여 두 점 사이(Longitude, Latitude)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

다.  

 

3.1.2  확장성 

1.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무결성 검증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녹화 및 재생 목록으로 소비자들이 업로드를 쉽게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조작이 일어날 수 있

는 것을 고려하여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무

결성 검증을 추가적 기능 넣음으로써 좀 더 정확성 있는 영상 자료를 제공받는 데 목적

이 있다. 

 

 

2. 영상 거래의 편의성 제공 

- 현재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거래는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거래시장(Market Place)를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한 환경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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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거래 세분화 및 소비자가 요구하는 영상에 대해 원활히 거래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통하여 개발할 예정에 있다. 

 

3. Smart SNS 

- 요즘 트렌드인 SNS을 활용한 Smart SNS app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목적은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 가입자 및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중에서 다른 사용자가 요청한 사고 영상

에 대해 좀 더 많은 영상 자료를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플리케이션과 SNS를 연동

함으로써 좀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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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2.2.3 Server 

현재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찾기 위한 서버의 기능은 구현이 완료되었다. 사

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버의 메인 페이지인 

203.246.112.138/login/main.php에 접속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 후 사용자는 본인의 필요

에 따라 회원 인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정보에 대해 입력을 하게 되면 다른 회원들의 

단말기에 검색을 위한 정보를 보내주는 기능까지 구현되어 있다.  

현재 사용자 편의를 위한 UI 개발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개발 일정은 UI개발과 

디자인 부분에 힘을 쏟아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 아직 UI 개발이 되지 않은 웹 페이지 

   

 SERVER 의 SNS 기능 
현재 확장성의 하나의 기능으로 SNS 를 제공할 예정이다. 맵 을 통해 사고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줌으로써 응답하라! 블랙박스 App 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이 촬영 되었어도 서로 영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SNS 에 자신의 사고 정보를 올림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사고 정보를 보고 목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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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Client 

현재 개발된 사항 향후 세부 계획 

 

 

 

 

 

현재 구현되어 있는 회원가입 페이지이다. 현재 정보를 

입력만 해야 하는 UI구성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향후에는 무조건 해당 form에 맞는 입력 값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름은 한글 2글자 

이상 10글자 이하로 하는 등의 form을 제한한다. 

그리고 보다 사용자가 보기에 응답하라! 블랙박스 app

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UI를 구

성할 예정이다.  

 

 

 

처음 회원 인증이 되어 있는 페이지이다. 현재는 재생과 

녹화가 하나의 Activity에서 이루어진다. 향후에는 녹화

와 재생의 Activity를 나누어서 진행된다.  

 

 

 

 

 

 

서버에서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현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뿐 아직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는다. 향후 

서버에서 전송하는 사고 발생 지점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탐색을 진행하고 만약 사고 영상이 촬영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띄워주는 부분도 차후에 개

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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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NS 추가 기능 구현  

 
다른 블랙박스 App 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기능을 더 추가로 구현할 것이다. 빨간색 점 부분이 

사고 지점을 나타내고 이 지점을 클릭하면 시간과 다른 정보를 알려 준다. 다음은 SNS 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조금 더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능의 예이다. 

 

1 . SerachBlack BOX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도 구입과 구매에 참여 할 수 

있다. 사고 지점을 클릭하여 사고정보를 파악 후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팔거나 목격자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SearchBlack BOX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하는 사용자들 중에 자동 Search 기능을 사용하기 

싫어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수동적인 사고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원하는 

경우 부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즉, 서버에서 전송 해 주는 GCM 정보를 받지 않고 

SNS 에서 사용자가 직접 리스트를 받았을 때만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earch 한다. 

3.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 에 사고 정보를 올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해당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 외에 다른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SNS 를 통해 보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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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블랙박스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5.1. 블랙박스 기기의 부재 
- 본 프로젝트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와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블랙박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영상 녹화와 동시에 GPS 와 wifi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데, 현재 상용화된 블랙박스 중에는 이러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기가 

많지 않다. 

또한 현재 블랙박스의 구성 및 시스템이 각 제조사마다 상이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각 여러 

블랙박스 기기 별 호환성에 대한 구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가 손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가장 상용화 된 

기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다. 

 

5.2. Test Case 의 부족 
-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Test Case 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다. Test Case 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예외’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Test Case 는 ‘차량의 위치/시간정보’이다. 이는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어 쉽게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직접 수집하기엔 프로젝트 기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간 후에도 Test Case 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