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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차량에 부

착 되어 있는 블랙 박스의 영향력이 늘어 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발생한 차량 사고 사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요할 

때 사고 발생 주변의 차량에서 촬영 되어있을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거래 할 수 있도

록 앱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의 거래가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거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일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건 리스트를 확인하고 본인의 동영상을 확인하는 아날로그 식의 방

법을 택하고 있다. 

이에 34567 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 하여 영상을 구입 하고자 하는 고

객이 서버에 시간과 장소의 정보를 제공 하였을 경우 서버에 등록 되어 있는 회원 모두

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각각 고객의 디바이스 안에서 자동으로 서버에 등록 된 사건 

리스트와 각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영상 데이터가 매칭이 되는 게 있는 지 확인 한 후 매

칭이 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고객에게 파일을 찾고 있는 고객이 있다라고 알림 메

세지를 준다. 

 사건리스트에 등록이 된 사건에 대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자동

적으로 조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하고자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차량용 블랙 박스 시장 현황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률이 올라 감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거래

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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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블랙박스 시장 현황 

현재 도독코리아 라는 대표적인 블랙박스 영상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이

트이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아날로그 적이다. 

즉, 사건이 발생 했을 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직접 게시판에 영상요청 글을 올리고 해당

되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 후 수동적으로 거래되는 형식이

다. 

 

<그림2> 도독코리아 사이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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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2.1.1  블랙박스 영상 보호 

 개개인의 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생활 보호법과 관련된 사

항이다. 이에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 내에서 SNS 혹은 어플리케이션 가입 시 촬영된 모

든 영상의 권한은 촬영한 본인에게 귀속되고 또한 영상 검색 시에 Server는 소비자에게  

사건 List만을 전송하고 각 개개인의 기기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탐색하게 된다. 결과적

으로 각 개인의 이동 정보를 보호 하여 사생활 보호 법을 준수하며 동영상 검색을 할 수 

있다. 

2.1.2  현실적인 기기문제 해결 

현재 기능성 좋은 블랙박스 들이 개발되면서 블랙박스 시장은 점차 성장해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성능이 좋은 만큼 블랙박스 가격도 비싸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소

비자에게 친밀한 블랙박스 기기를 보급하고자 한다. 

 

2.1.3  GPS 신호 장착 

현재 블랙박스 기능들은 대부분 GPS 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점차 GPS 신호를 

받는 기능을 추가한 블랙박스들이 나오고 있다. 본 어플리케이션에도 GPS 신호를 받는 

기능을 추가 함으로서 운전자의 위치 경로를 정확히 판단하고 또한 영상 검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2.1.4  블랙박스 편의성제공 

사고영상 증거를 찾는데 있어서 고가의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지 않은 차는 법적 문

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블랙

박스 기능을 접함으로 인해 편의성 제공 및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연히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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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그림3> 전체 구성도 

 

본 프로젝트는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웹 서버로부터 사건 리스트를 전송 받아 클라

이언트 기기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동영상을 찾고 싶은 클라이언트는 사건 정보 입력을 웹 사이트에서 하며 사건 정보에는 

시간과 위치 정보 및 상세 설명을 입력하게 된다. 이에 사이트에 가입 되어 있는 클라이

언트 전원에게 사건리스트를 전송 한다. 

또 한 모든 클라이언트는 SNS 기능에서 사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이를 원치 않는 

사용자는 자동 검색을 사용 할 수도 있다. 

두 기능 모두 동일한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이 사용 되며 검색 후 알림 메시지는 모두 클

라이언트에만 전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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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Use Case Diagram 

 

<그림4> Use Case Diagram 

서버는 회원가입 페이지와 로그인 페이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고 발생한 

지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크게 분류하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된다. 우선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디바이스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회원정보 입력을 받아 회원가입을 한다. 

다음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고 녹화 할 수 있으며,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거나 재생 

시킬 수 있도록 제공한다. 블랙박스를 촬영하는 동안은 안드로이드 DataBase 에 

일정시간마다 현재 시간과 위치를 계속하여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서버에서 push 

message 가 오면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영상이 찍혔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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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lient 

 

<그림5> 클라이언트 모듈 

 

- 회원 인증 

‘응답하라!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

원가입 후에는 회원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시 자동로그인에 체크하면 

어플리케이션 실행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다. 

 

- 영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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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는 동안 10초마다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기기 내부 DB

에 저장된다. 위치와 시간정보, 영상 파일의 이름이 저장된다.  

 

- 탐색 기능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INPUT으로 하여 스마트기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시

간,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사고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 때, 탐색은 사

용자가 알 수 없는 Background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탐색 결과 일치하는 목록이 있

을 경우에만 PUSH알림을 준다.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순으로 

구분되어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 SNS기능 

 자동으로 탐색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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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사고를 목격한 사용자를 위해 사고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는 MAP을 보여준다. 사고

가 등록되고 경과한 시간별로 다른 색깔로 표시되며, 해당 위치를 클릭할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상세정보를 출력한다. 또한 해당 사고와의 탐색을 수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의 경로도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다. 

 

- DBM(DataBase Management) 기능 

 만약을 대비하여 데이터를 백업해 놓을 수 있다. 실수, 혹은 고의로 어플리케이션을 삭

제했으나 필요에 의해 다시 설치한 경우 백업한 데이터에 한해 복원이 가능하다.  

 

 

2.2.3  Server 

 

<그림 6> 서버 모듈 

-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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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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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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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가 발생한 시간을 년-월-일 (시작/종료)시-분 의 형태로 입력한다. 입력된 정보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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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에 저장되고 이후에 GCM을 이용하여 블랙박스 App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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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M (Google Cloud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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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다. 이 때 등록된 디바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GCM 메시지

를 전송한다.  

 

 

2.2.4  Algorithm 

GPS 오차 범위와 차량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색을 실행 한다.  

현재 스마트 폰에서 사용되는 WGS84 좌표계 상에서 Location Class를 사용하여 거리를 

구한 후 거리를 이용하여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그림 7>WGS84 좌표계에서 위도 경도 값        <그림8>실제 거리 값 계산  

 

 

2.2.4.1 이동 속도를 고려한 알고리즘 예시 

 

알고리즘 구현 시 이동 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동영상을 촬영 한

다고 가정한다. 

 

자동차의 최대속도 : 200km/h 

단위 시간 : 1min (GPS 수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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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타원의 원리를 이용한 검색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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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요약> 

위치 정보를 단위 시간 1min 마다 저장하고, 자동차의 최대 속도를 200km/h으로 가정하

였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가 단위 시간당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200km/h * 1min ≒3.3km 

가 된다. 이는 어떤 경로로 가든 최대 3.3km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타원의 

장축의 길이와 같다. 

 

 

<그림 10> 사건 지점이 타원 내부에 있는 경우  

 

 

따라서 F와 사고지점 사이의 거리를 d1, F’와 사고지점 사이의 거리를 d2라고 했을 때, 

두 거리의 합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3.3km 이하라면 타원 내에 속한다는 

것이고, ( 2a<= d1+d2 ) 

 

 

<그림 11> 사건 지점이 타원 외부에 있는 경우  

 

두 거리의 합이 최대 거리 3.3km 초과라면 타원 내에 속하지 않는다. 

( 2a> d1+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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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속도 향상을 위한 Binary Search 

 

사건 시간 범위 안에 N개의 점이 있을 경우 N-1개의 타원을 그려 검색을 하는 것이 아

닌 양 끝점을 이용하여 타원을 그려 1차적으로 검색을 실시한 후 양 끝점을 이용하여 

그린 타원 안에 사건 발생한 지점이 있을 Binary Search를 이용하여 검색을 한다. 이는 

검색 속도 향상과 추가적인 task 양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림 12> Binary Search를 이용한 검색 

 

결론 적으로 Binary Search를 함으로써 BigO(logn)의 검색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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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CPU / 배터리 성능 비교 

모델명 : SAMSUNG GALAXY S3 (SCV-E210K) 

고정변수 : GPS 신호 

변동변수 : 시간(초) 

측정시간 : 10분 

 

어플리케이션의 개수 및 밧데리의 수명 등이 다르므로 하나의 기기로 배터리가 100% 충

전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GPS 신호 간격(1초) 

 

GPS 신호 간격(3초) 

 

GPS 신호 간격(5초) 

 

GPS 신호 간격(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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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신호 간격(30초) 

 

실험결과 (평균치) 

표준 배터리 사용량 – 2% 

GPS 신호 1초 – 8% 

GPS 신호 3초 – 6% 

GPS 신호 5초 – 5% 

GPS 신호 10초 – 5% 

GPS 신호 30초 – 6%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응답하라! 블랙박스 

팀 명 34567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3.6 2013-MAY-28 

 

캡스톤디자인 I Page 18 of 53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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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CPU 사용량 비교 

 

모델명 : SAMSUNG GALAXY S3 (SCV-E210K) 

고정변수 : GPS 신호 

변동변수 : 시간(초) 

측정시간 : 10분 

 

어플리케이션의 개수 및 밧데리의 수명 등이 다르므로 하나의 기기로 실험하였다. 

GPS 신호 간격(1초) 

 

GPS 신호 간격(3초) 

 

GPS 신호 간격(5초) 

 

 

GPS 신호 간격(10초) 

 

GPS 신호 간격(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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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평균치) 

GPS 신호 1초 – 58.5% 

GPS 신호 3초 – 60% 

GPS 신호 5초 – 60% 

GPS 신호 10초 – 28% 

GPS 신호 30초 – 44.5% 

 

∴ 스마트폰의 기능 중 배터리 소모량이 가장 큰 것으로 1위 GPS, 2위 WIFI등을 꼽는데, 

GPS 의, 기능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니 만큼 배터리 소모량과 CPU 사용량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10 초에 한번 

GPS 신호를 수신할 때 배터리 5%, CPU 28%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고, 이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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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3.1  Sequence Diagram 

Sequence Diagram은 자동 검색 기능과 Accident SNS 기능으로 분류 하여 설명한다. 

 

자동 검색 기능 

 

<그림 13> 클라이언트 기기에서 자동 검색을 사용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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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SNS 

 

<그림 14> Accident SNS를 사용 하여 사건을 탐색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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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Client 

 

 

<그림 15> 클라이언트 클래스 다이어그램 

 

다음은 완성된 클라이언트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모든 메뉴는 메인 화면에서 이어

져 있다. 크게 회원관리 Activity, 녹화 Activity, 재생 Activity, GCM Activity, SNS Activity 

로 이어진다. 가장먼저 회원관리 Activity는 로그인과 회원관리를 관리한다. 녹화 Activity

는 위치정보와 시간정보를 저장하는 Database를 관리하는 객체와 비디오 뷰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갖는다. 재생 Activity는 저장된 영상들을 리스트로 띄어주는 

Activity영상을 재생하는 Activity와 연동된다. GCM Activity는 Server에서 오는 메시지를 

관리한다. 처음 App을 실행하였을 때 서버에 등록하는 클래스와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

을 알려주는 클래스, 날아온 정보를 이용하여 탐색을 진행하는 클래스들과 서로 연동된

다. 마지막으로 SNS Activity는 가장우선 MapView 클래스를 이용하여 map을 제공해준다. 

서버에서 사고정보들을 받아와 저장하는 클래스와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atabase

에 저장하는 클래스들과 상호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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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회원 인증 

 

<그림 16> 로그인 화면 

 

응답하라!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

을 때, 첫 화면이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Login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할 수 있으며 Join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간다. 

하단의 Auto Login을 체크하면 다음번 어

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을 때, 별도의 로그

인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된다. 

 

<그림 17> 회원가입 화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페이지며, 모든 항

목을 전부 입력하였을 때 회원가입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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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영상기능 

 

 

 

 

<그림 18> 녹화 화면 

 

로그인 후 가장 먼저 보여지는 화면이

다. 녹화 버튼과 재생목록버튼, 설정버튼

이 있으며 동영상의 녹화를 담당한다. 

녹화 시, GPS기능이 Background에서 동

작하여 녹화를 하는동안 단위시간 별로 

시간과 위치정보가 DB에 입력된다. 

추가 기능으로는 영상 경로, 사고 지점, 

일치 목록, 위치로그, GCM로그 등이 있

는데, 로그기록은 개발자 권한을 가진 

ID일때만 보여지게끔 하였다. 

 

<그림 19> 재생 목록 화면 

 

녹화 화면에서 좌측 하단 버튼을 클

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녹화가 끝났을 때 옆 화면과 같이 동영

상이 저장되며, 리스트를 이용해 파일을 

재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림 20> 재생 화면 

 

재생 목록 화면에서 파일을 클릭하면 동

영상 재생화면이 출력되면서 영상이 재

생된다. 영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

롤러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을 극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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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탐색 기능 

 

 

<그림 21> 탐색결과 

 

녹화 화면의 [일치 목록]버튼을 클릭

하였을 경우 보여지는 화면이다.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출된 영

상의 목록이다. 

각 영상은 사고의 제목, 시간이 함께 

출력되며, 영상의 정확도에 따라 [아

주높음], [높음],[보통], [낮음]으로 구분

된다. 

영상의 정확도는 아래 자세하게 설명

하였다.  

[아주높음] 

 

[높음] 

 

 

<그림 22> 탐색알고리즘 [아주높음], [높음] 예시 

 

 

탐색을 하는데 있어 정확도별로 다음

과 같이 분류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

다. 

 

- 아주 높음 :  시간과 위치 모두 두 

점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 높음 : 시간이 근접하고 80km/h의 

타원(22.2m/s)안에 존재하는 경우  

- 보통 : 시간과 상관없이 100km/h

의 타원(27.7m/s)안에 존재하는 경우  

- 낮음 : 시간과 상관없이 200km/h

의 타원(55.5m/s)안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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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USH 알림 

 

서버에서 메시지를 수신받은 단말은 

사용자가 모르는 Background에서 탐

색하여 일치 목록이 있는 경우에만 

PUSH알림을 준다. 

해당 메시지를 클릭하면 [그림 1]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된다. 

 

2.3.2.4. DBM 기능 

     

<그림 24>데이터 관리 화면 

 

녹화 화면 우측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다. 데이터 백

업과 복원을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

으며, 위치정보와 영상정보를 따로 관

리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백업은 비교적 용량이 작

은 편이며, 영상정보를 백업하기 위해

서는 많은 디스크 공간이 요구된다. 

복원은 백업된 정보에 한해서만 복원

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경우에도 재설치 한다면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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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SNS 기능 

 

 

 

 

<그림 25> 사고 지점 출력 및 탐색 

 

녹화 화면의 [사고 지점] 버튼을 클릭하

였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

시되는 색깔을 구분하였다.  

 

사고 지점을 클릭한 경우 탐색하기와 자

세히 보기 버튼이 출력되며, 사용자가 

해당 사고영상 을 가지고 있는지 수동으

로 탐색해 볼 수 있다.  

 

일치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4

번째 그림과 같이 출력되며, 자세히 보

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고 등록자가 남긴 

메시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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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동영상 경로 추적 

 

녹화 화면의 [영상 경로] 버튼을 클릭하

면 영상의 리스트가 먼저 보여진다. 

어떤 경로를 지나왔는지를 보고 싶은 영

상을 클릭한 경우 그림2와 같은 화면이 

나와 영상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2.3.3  Server 

실행 화면 수행내용 

 

 

<그림 27> 아파치 설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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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hostMySQL문자

셋: UTF-8 Unicode (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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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MySql Server 설치 화면 

MysqlVer 14.14  

Distrib 5.1.67, for Debian–

linux-gnu (i486) 

 

 

<그림 29> Tomcat6 설치 화면 

 

JSP 사용을 위해 Tomcat6 

설치를 진행 하였고 완료 

하였다.  

    

 

libapache2-mod-jk 

Apache2 와 tomcat6를 

연동 하기 위한 library 를 

설치 후 설정하여 아파치 

80port로도 jsp파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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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listen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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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방화벽 

현재 우분투 방화벽 

상황이다.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2222 port 와 21번 포트에 

대해 방화벽 권한을 모든 

사용자로 정의한다. 

 

아파치 port와 mysql port 

또한 방화벽 권한을 모든 

이용자로부터 가능하도록 

설정 하였다. 

 

<그림 32> 실행 화면 

 

현재 Running 상태에 있는 

apache2 와 tomcat6 와 

mysql server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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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GCM 설치 화면 

구글의 웹 api key를 발급 

받아 웹 서버에서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 

해 줄 수 있는 googlecloud  

messaging을 설치 하여 

모든 client들에게 

message를 전달할 수 있다.  

 

현재 tomcat에서 배포 될 

수 있는 war 파일로 export 

하여 

/vat/lib/tomcat6/webapps에 

위치하여 실행되며 테스트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 리스트를 

Client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4> 웹 서버 구글 맵 설치 

 

구글의 웹 api key를 발급 

받아 구글맵을 웹 서버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 등록을 원하는 

사용자는 웹 서버에서 시간 

정보를 입력 한 후 위치 

정보는 구글맵 위에 

마우스로 클릭 할 경우 그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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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사건 정보 입력 페이지 

이때 웹 서버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의 경우는 WGS84 

좌표계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의 디바이스 또한 

같은 좌표계를 사용한다. 

 

구글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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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회원 가입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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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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활용 / 개발된 기술 

2.4.1  개발사양 

 
Server Client 

 

Os 

 

 

Ubuntu10.04 LTD 

 

Window7 

android ice cream sandwich 

android jelly bean 

 

Database 

MysqlVer 14.14 

Distrib 5.1.67, for Debian–

linux-gnu (i486) 

 

Android SQLite 

 

2.5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2.5.1  배터리 소모량의 표준 미비 

본 프로젝트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경우 CPU 및 

배터리소모량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기법이 없다. 또한 각 스마트폰 배터리 성능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된다. 앞으로 GPS기능을 디스플레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BackGround에

서 동작시켜 시간 별 측정을 할 계획이 있으나 얼마나 표준화된 데이터가 나올지가 의

문이다. 

 

2.5.2  Test Case의 부족 

TestCase 부족은 아직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문제점으로 꼽힌다. 

Real vehicular trace log file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였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TestCase를 직접 제작하여 정확도를 높일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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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과물 목록 

프로그램 기능 

AccidentMapActivity.java 사고지점을 Map 에 출력 

AccidentTagClass.java 서버에서 받아온 사고지점을 Overlay 객체에 저장 

CommonUtilities.java GCM 정보저장 부가 클래스 

DBBackupActivity.java 위치/영상 데이터 백업 

DBOptionActivity.java 위치/영상 데이터 백업 혹은 복원 액티비티 호출 

클래스 

DBRecoveryActivity.java 위치/영상 데이터 복원 

GCMDB.java GCM 메시지 Text 로 출력 

GCMIntentService.java GCM 메시지 수신 시 처리 

join.java 회원가입 

ListActivity.java 사고와 일치하는 목록을 보여줌 

locationDAO.java 동영상 찍으며 수신한 GPS 정보를 관리하는 DAO 

MainActivity.java 로그인 

mapPlayList.java 영상 목록 (위치정보와 연결) 

mapTagActivity.java 영상의 경로를 보여주는 액티비티 

MemberDAO.java GCM 정보를 저장 

playActivity.java 동영상 재생  

PlayListActivity.java 영상 목록 (재생 액티비티와 연결) 

PointDB.java 위치정보를 텍스트로 출력 

pointList.java 위치정보 목록 

RecActivity.java 녹화 및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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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Activity.java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탐색하는 액티비티 

SearchDAO.java 탐색에 이용할 DATABASE 관리 

ServerUtilities.java GCM 을 서버에 등록 

User.java 로그인 정보 저장 

VideoViewPlayer.java 재생을 도와주는 액티비티 

activity_main.xml 로그인 페이지 레이아웃 

db_backup_activity.xml DB 백업 페이지 레이아웃 

db_option_activity.xml DB 옵션 페이지 레이아웃 

db_recovery_activity.xml DB 복원 페이지 레이아웃 

gcm_db.xml GCM 로그 출력 레이아웃 

join.xml 회원가입 페이지 레이아웃 

listitem.xml 일치목록 페이지 레이아웃 

main.xml GCM 데모 레이아웃 

map_list.xml 영상경로 리스트 레이아웃 

menu_list_layout_01.xml 리스트뷰 서식 레이아웃 

play_list.xml 재생목록 레이아웃 

playvideo.xml 재생 액티비티 레이아웃 

point_db.xml 위치정보 출력 레이아웃 

rec_activy.xml 녹화 화면 레이아웃 

 
Main.php 웹 서버에 접속 시 메인 파일 

Menu.php 웹 서버 메인 User Interface 파일 

Board_login.php 웹 서버에 로그인 하기 위한 파일 

Connect.php 세션을 유지 하기 위한 파일 

Gcm-demo.war GCM message를 전송하기 위한 War 파일 톰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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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html 사건 정보를 입력 하기 위한 파일 

Save.jsp 사건 정보를 서버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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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2.7.1  블랙박스 영상 거래 생태계 조성 

기존에 블랙박스 영상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동적인 검색,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통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웹 페이지를 통해 영상을 원하는 

사람이 글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의 영상을 직접 

업로드 하는 방식은 매우 수동적이며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또한 이렇게 업로드 된 영상에 대한 신뢰성이나 효용성 또한 영상의 소유자와 구매자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응답하라 블랙박스는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

는 과정에서 일정 시점마다 위치와 시간 정보에 대한 로그 기록을 남겨 영상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기기 내에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 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원하는 소비자와 잠재적 판매자 모두에게 거래의 편의

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위치와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올려진, 

판매자의 판단에만 근거해 올려진 자료에 비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을 확률

이 높아진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자동화된 블랙박스 영상 거래 생태계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2.7.2  블랙박스 보급률 상승에 따른 전 지역의 CCTV화 

서울 시내 일일 평균 교통량이 600만 대에 달하는 지금, 각각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

스는 본인의 이동 경로를 찍는 것은 물론이며, 다른 차량의 사고 상황에 대한 잠재적 목

격자, 증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은 도로 내 교통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시간 내의 도로 주변 

상황을 영상으로 담게 되기 때문에 주변 치안 유지 및 범죄의 검거에도 이용될 수 있다. 

 

2.7.3  사진, 동영상 앨범으로 확장 

최근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우연히 찍힌 범죄 현장 사진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휴대 전화, 작은 컴퓨터의 기능을 넘어서 말 

그대로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그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사진을 찍고 SNS를 통해 쉽게 일상을 공유한다. 또한 요즘은 어딜 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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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사람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목표는 블랙박스 영상 거래 시장의 활성화, 나아가 전 

국토의 cctv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블랙박스 영상만을 이용

한다면 차량이 운행되는 시간 이외에는 촬영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검색의 범위를 블랙박스 영상에 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일반 사진 파일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은 장소에 대한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저장해 해당 로그 기록을 남기게 되

면, 훨씬 넓은 범위에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우리는 기획 단계에서 이루고자 했던 전 국토의 CCTV화

를 이루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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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유경민 
- Software Project Leader 

- Server 설계 및 구축 

김범수 
- Project Management 

- Server 및 Client, 시나리오.  

오성민 - Client 설계 및 구축 

이창희 
-  Client 보조 

-  알고리즘 분석 및 설계 

최현숙 - DB 설계,구축,관리 

최나은 - DB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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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4.1 사용자 매뉴얼 

어플리케이션을 Market을 통하여 설치한 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LOGIN버튼과 JOIN버튼이 있는 로그인 화면이 보인다. 

 최초 사용자는 Join을 눌러 우측 화면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다. 

 기입란에 모두 작성 후 Join을 누르게 되면 가입이 완료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된다. 

( 재 실행 시 로그인 기능을 건너 뛰고 싶다면 Auto Login 을 클릭 후 자동로그인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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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창이 뜨게 된다. 여기서 가운데 빨간색 아이콘을 누르면 녹화

가 시작된다. 

 

 

다음과 같이 녹화가 시작된다. 그 후 녹화를 중지하고 싶으면 중지 버튼을 클릭한다. 

(단, 녹화를 시작한 후 5초간에는 녹화를 중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강제 종료 시 녹화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한다.) 

 

 
 

녹화 중지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왼쪽그림과 같은 상태가 된다. 

방금 촬영했던 동영상은 좌측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 함으로서 영상 목록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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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우측 그림과 같이 목록이 뜨게 된다. 

 

 

 

다음은 영상 경로를 클릭한 그림이다. 다음과 같이 Map에 촬영하면서 지나갔던 경로

들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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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고지점을 클릭한 결과이다. 이것은 기기에 가입된 모든 사람들의 사고지점을 

나타낸 것 이다. 여기서 색깔 별로 구분하였다.  (흰색 – 오래 전 사고영상, 노란색 – 

하루 전 사고영상, 초록색 – 이틀 전 사고영상, 자주색 – 3 일전 사고영상) 이로써 소

비자는 편리하게 사고발생 지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은 표시된 사고 영상을 클릭한 결과이다. 사고 발생 시간 과 탐색하기 및 자세히 

보기 창이 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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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고 발생 지점과 내가 영상을 촬영하며 지나왔던 모든 

경로를 탐색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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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사고 영상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다. 

 

 

 

다음은 일치 목록 아이콘을 클릭한 창이다. 여기서는 영상 검색이 완료되어 일치한 목

록이 있는 영상만 보여지며 각각의 정확도를 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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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측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 오른쪽과 같이 데이터 백업 / 복원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동영상을 요청한 소비자가 서버에 사고정보를 입력한 후 요청하였을 

때, 영상을 가지고 있는 단말에서 보여진 PUSH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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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영자 매뉴얼 

4.2.1  개발환경 구축 

1. 자바 플랫폼 : Java SE, JDK 최신버전, OS에 맞게 설치한다.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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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클립스 개발자 도구 설치하기 

http://www.eclipse.org/downloads/ 

 

다음 화면에 나오는 녹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된다. 

별도의 인스톨러는 없으며, C:\에 압축을 해제하고 이클립스를 실행한다. 

  

 Help > Install New Software을 클릭. 

 이후 나오는 창에서 Add버튼을 클릭한다. 

http://www.eclipse.org/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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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Location부분에 위와 같이 타이핑 한 후 

OK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Next버튼을 누르며 설치를 완료하면 

이클립스가안드로이드 개발자에 맞게 Developer Tools로 업그레이드 된다. 

 

 3. 안드로이드 SDK 설치 

 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다음 화면에서 라이선스에 동의하고 윈도우 32bit 혹은 64bit을 선택한 후 

다운로드한다. 

zip파일로 된 파일을 다운받은 후, 파일을 이클립스와 동일한 경로상에 

압축해제한다. 

이클립스를 실행한 후, Windows > Preferences를 실행한다. 

http://developer.android.com/sdk/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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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왼쪽 탭의 Android를 누르고 SDK Location을 

압축해제 한 폴더로 지정해준다. 

 

이후 이클립스 좌측 상단에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항목에 check한 후 

Install을 눌러 설치를 완료한다. 

 

4.2.1  서버 운영가이드 

1. Putty 설치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Putty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download.html 

 

 

2. 서버 접속 

IP adress와 Port번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Open을 누른다. 

http://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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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root / 0101을 입력하고 접속한다.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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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 .. 

2) cdvar/lib/tomcat6/webapps 

 

webapps에는 gcm 메시지를 보내주는 server파일이 있고, 하위 폴더인 

ROOT에는 웹페이지와 연동된 각종 파일들이 있다. Vi 명령어를 통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 

 

DataBase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http://203.246.112.138/phpmyadmin/에 들어가 

Root / 0101 계정으로 접속한다. 

 

접속 후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다. 

  

http://203.246.112.138/phpmy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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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클라이언트 운영 가이드 

1. 첨부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이클립스에 Import한다.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를 선택한 후 Next를 눌러 Browse버튼을 눌러 

Select root directory에 폴더 경로를 설정한 후 Finish버튼을 누른다. 

 

2. 파일을 탐색하여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