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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WitnessBox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차량용 위치 기반 클라우드 블랙박스 시스템이다. 

WitnessBox 는 현재 다른 사용자들의 블랙박스 화면을 가져와서 사고가 일어난 이유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

젝트입니다. 여기서 더 개선할 점과 어떻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더 좋게 접근하게 할 것

인지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차량용 블랙박스가 점점 재판의 증거로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을 돈을 주고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이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itness Box 라는 프

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현재 개발된 Witness Box가 서버를 통해서 사고접수 데이터를 가공하여 client에게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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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경로를 아는 것이 불법이기 떄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구조를 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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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해 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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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WitnessBox는 작년 ‘201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스마트 챌린지’ 부분에서 ‘최우수

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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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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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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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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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재생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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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방안이 되어주었다. 

 

 

 

현재 개발된 Witness Box는 서버를 통해서 사고 접수 데이터를 가공하여 client에게 제공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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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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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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분산처리 기반의 알고리즘 구현 

기존의 WitnessBox는 서버에서 목격자를 추출하고 일치율을 구해 목격자 리스트

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특정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서버에 올리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서버에 GPS와 시간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 구축한다. 사고자가 서버에 사고를 생성하면, 서버는 해당 사고 정

보를 broadcast하여 사용자들에게 전달한다. 사용자의 위치 기록과 서버에서 제공 

받은 사고들 중 자신이 목격자로 판별되는 사고들이 있는 경우, 일치율을 구해 서

버로 전송하여 자신이 목격자임을 알린다. 결과적으로 서버는 사고의 목격자들을 

수집하여 사고자 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위의 방식으로는 서버에 사용자의 위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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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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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일치율 방식에 의해 생성된 목적자 리스트에서 확실히 목

적자가 아닌 경우를 예외처리 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빠른 목적자 리스트를 생성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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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영상 녹화 및 저장 기술, 

현재 위치기반정보 서버로 전송, 클라이언트 간의 목격자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 

서버 영역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GPS정보를 활용하고, 요청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과 요청

이 수락된 후 영상화면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여 제공한다. 

웹 서비스를 통하여 플랫폼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PC 등 다양

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대신에 성능 면이나 보안 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다.  

 

1.영상녹화&저장기술 

 

   android의 MediaRecorder class를 이용하여  video record 작업을 수행한다. 

   본 기술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google reference에서 

   http://developer.android.com/training/camera/videobasics.html를 참조 했다. 

 

2.현재 위치기반정보 서버로 전송, 클라이언트 간의 목격자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에서 위치 정보를 가져 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개발 블로그 

   “http://developer.android.com/training/camera/videobasics.html”, 

 구글 개발자사이트”http://developer.android.com/guide/topics/location/strategies.html”

에서 기술 참조를 하였다. 

 

3.클라이언트의 요청처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글 개발자 사이트에서 GCM을 참조 하였다.  

  http://developer.android.com/google/gcm/index.html 

 

4.요청에 대한 이벤트 핸들링과 요청이 수락된 후 영상화면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여 제공

한다. 

 

     요청된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http://dss.macosforge.org/를 참조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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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1.Client 가 GCM 서버에게 Registration code 요청/ 할당 (client는 고유 id 번호를 부여 받음) 

2.client 는 부여 받은 Registration code 와 사고 접수(위치정보,시간정보)를 Witness Box Server에 

전송한다. 

3.Witness Box Server 에서 전송 받은 사고 접수를 가지고 gcm 서버에게 목격자 registration 

code와 동영상 요청 메시지를 보낸다. 

4.이를 받은 gcm 서버는 client 들에게 동영상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5.client는 동영상 요청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이 떄 사고를 직접 목격한 영상을 가진 목격자를 

필터링 하기 위해 client 자체적으로 일치율, 주행 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터링 된 목격자 리스트

를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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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주행 중 사고 

-주행 중 누구나 사고를 겪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 누가 잘못했느냐, 상대방이 

잘못했다 등등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할 때 ,Witness Box 를 사용하여 누구의 잘못인지 

판별할 수 있고, 사고자 에게 사고 영상이 없더라도 자기 주위의 사용자들에게 요청하여 

누구의 잘못인지 증거자료를 확보 할 수 있다. 

 

2. 차량 주위 범죄 

-꼭 주행 중이 아니라도 차량 주위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 발생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내 차량 주위에서 일어난 범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3. 뺑소니 

-같은 종류의 활용 방안으로 사고자 에게는 사고 당시 영상 자료가 없지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영상을 얻어 뻉소니범을 잡아 낼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개발환경 
 

#운영체제 환경 

-linux , android 

#컴파일환경 

-eclipse 

#개발언어 

-Java 

2.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는 환경 
 

#동작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 환경 

-linux,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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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되는 기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3.2.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실적인 제한 요소는 client app 내부의 알고리즘,즉 사고 장면의 영상을 가지

고 있는 목격자를 필터링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엉뚱한 

목격자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거나, 요청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목격자들에게 불필요하게 

메시지가 전송 될 것이다. 

 

3.2.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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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박준석 -클라이언트 APP, 웹서버 

김미진 -디자인 및 웹 서버  

김정렬 -GCM 서버 ,웹서버 

사용욱 -Was 서버,클라이언트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Was 서버&클라이언트 25 

                         GCM 서버 15 

웹 서비스 구현 25 

                          DESIGN 10 

클라이언트 APP 알고리즘 10 

  

  

합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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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공모전 준비 공모전 준비(사전준비)     

공모전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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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사용욱 Was 서버 , 클라이언트 개발 2013-09-01 2013-09-20 20 

박준석 클라이언트 app 알고리즘 2013-09-08 2013-09-30 15 

김정렬 GCM 서버 2013-09-03 2013-04-20 17 

김미진 웹서버 디자인 2013-09-16 2013-09-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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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 언어 java 2013-09-15 2013-11-20  

개발용 PC 6 대 본인 2013-09-12 2013-11-22  

개발 환경 ubuntu 2013-09-08 2013-11-23  

     

 

 

 

6.4 수행계획 및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준비  주제에 대한 토의 및 주제 선정 2013-08-18 2013-09-11 

주제 개선방안 

토론 

정해진 주제에 대한 개선 방안 토론 및 분석 

추가 및 수정 사항 고려 

2013-09-04 2013-09-18 

공모전 준비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출품할 수 있는 공모전 준비 

사전준비 단계(서류준비 및 작품 안정화) 

2013-09-18 2013-09-24 

공모전 출품  

 

2013-09-25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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