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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작품명 

WitnessBox 

1.2 작품 개요 

WitnessBox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차량용 위치 기반 클라우드 블랙 박스 시스템

이다. 일반적인 블랙 박스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의 영상만을 재생 할 수 

있는 반면, WitnessBox를 이용하면 자신의 블랙 박스 영상 외에 특정 시간과 특정 위치의 

주변 차량에게 블랙 박스 영상을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다.  

시스템은 사고 발생시 사고 장면을 기록한 목격자를 추려 내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의 정황이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한다. 확보된 

영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재생 가능하다. 

 

 

  그림 1 Witness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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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진 배경 

차량용 블랙 박스 장치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블랙 박스 영상이 재판의 중요 증거로써 

활용 가능해 전체 교통 사고 관련 소송 중 10~20%에서 블랙 박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 사고 당사자들의 블랙 박스 영상뿐 아니라, 사고 당시 목격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최근 인터넷에는 목격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를 

통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개인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는 한계가 존재

하며, 블랙 박스 영상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이 필요한 사고 당사자가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여 블랙 박스 영상을 

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 해당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가진 이용자가 블랙 박스 영상 중개 사이트에서  

활동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사고의 가해자가 영상을 구매하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다) 블랙 박스에 저장된 영상을 PC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존재한다. 

1.4 목적 

위의 추진 배경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다양한 시점의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보다 정확하게 사건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건의 종결을 빠르게 하여 사건 해결에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다) 자신이 필요한 영상을 제공받고, 타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한다. 

라) 이동 통신을 활용한 블랙 박스를 구현함으로써 향후 블랙 박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2 블랙 박스 중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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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설명 

2.1 시스템 메인 시나리오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주변에 있던 차량을 검색하여 블랙 박스 영상을 공유 받는 것’  

이다. 해당 기능의 시나리오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① 사건 생성과 ② 목격자 리스트 제공 

 

①사건 생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자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사건을 생성하며  

시나리오를 시작한다. 이 때 사고자는 자신의 이동 경로를 보며 위치와 사고  

발생 시간을 입력한다. 

② 목격자 리스트 제공 

서버는 사고자로부터 받은 사고 발생 위치와 시간을 바탕으로 사고를 목격한  

차량 리스트 추출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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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③유력 목격자 선택과 ④ 동영상 요청 

③ 유력 목격자 선택 

사고자는 목격자들의 경로를 확인하고, 원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목격자를 선택한다. 

④ 동영상 요청 

사고자가 선택한 목격자에게 사고 현장의 동영상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한다. 

 

 
그림 5 ⑤목격자 영상 전송과 ⑥동영상 제공 

⑤ 목격자 영상 전송 

요청 받은 목격자들은 요청 메시지와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요청을 수락할 경우 

해당 영상을 공유한다. 

⑥ 동영상 제공 

사고자는 공유 받은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6단계 시나리오를 통해서 사고자는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다양한 시점의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영상을 제공하는 목격자들 또한 자신이 사고를 

당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을 제공 받음으로써 시스템의 잠재적인 수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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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구조 

WitnessBox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7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그림 6 시스템 구조도 

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블랙 박스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안드로이드 환경의 스마트 

기기에서 동작하며, 구글 서비스에서 주어지는 디바이스ID를 통하여 구분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Media Recording 

블랙 박스 본연의 기능으로 카메라를 통해 전방의 동영상을 촬영한다. 촬영  

화질이나 블랙 박스로 사용할 메모리의 크기, 촬영된 동영상 관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Media Storage 

블랙 박스에서 촬영되는 동영상은 클라이언트 내에 저장된다. 블랙 박스의  

특징상 촬영된 동영상이 정해진 메모리 크기를 벗어날 경우 가장 오래된  

동영상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메모리를 조절한다. 

 GPS Logging 

스마트 기기에 장착된 위성 항법 장치(GPS)를 이용해 얻는 위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기록한다. 

 Event Request 

 클라이언트를 장착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서버로부터 받아서 원하는 차량의 영상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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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버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요청을 처리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각 클라이언트를 

구분 하며 블랙 박스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스트리밍 서버와 각 요청

을 처리해 주는 WAS로 구성된다. 서버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GPS Storage 

각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되는 GPS 정보를 기록한다. 

 Event Handling 

사건의 발생 시간과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클라이언트를 검색하고,  

동영상을 요청한다. 

 Media Streaming 

영상 제공을 수락한 클라이언트의 영상을 저장하고, 스트리밍 형태로 사건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 

 Push Messaging  

 등록된 디바이스ID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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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클라이언트 주요 기능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기능은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블랙 박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통 항목, 사건을 요청하는 사고자 항목, 이에 대한 응답을 

하는 목격자 항목으로 구분된다. 

 
그림 7 클라이언트 기능 

2.3.1  공통 

WitnessBox가 블랙 박스로서 수행하는 기능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가) 블랙 박스 영상 녹화 

WitnessBox가 구동되는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영상을 녹화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나) 블랙 박스 갤러리 

동영상을 촬영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단위로 구분하여 목록 형태로 보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환경 설정 

블랙 박스 영상의 화질이나 스토리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라) GPS 전송 

 블랙 박스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자신의 GPS 위치를 서버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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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사고자 

WitnessBox가 사건을 생성하고자 할 때 주요 기능은 네 가지이다. 

가) 사건 생성 

 사건을 생성한다. 자신이 주행한 경로에서 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한 위치 정보를 

서버로 보내게 된다. 이때 사고가 일어난 위치는 검색을 통하여 해당 위치를 선택

하여 사고 장소를 선택한다. 

나) 사건 보기 

사고에 대한 정보를 본다. 생성된 사고에 대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그 시각의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토대로 가장 근접한 차량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일치율로 표시된다. 

다) 목격자 동영상 요청 

원하는 목격자에게 사고 시간대의 짧은 동영상을 요청한다. 이때 짧은 메시지를 덧

붙여 사고 현장에 대한 설명과 같이 원하는 글을 보낼 수 있다. 

라) 목격자 동영상 확인 

 동영상 요청이 수락되어 서버에 동영상이 전송되면, 사고자는 스트리밍을 통해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다. 

2.3.3  목격자 

WitnessBox가 동영상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관련된 기능은 세 가지이다. 

가) 동영상 요청 메시지 수신 

동영상 요청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한다. 동영상 요청 메시지를 Google Cloud 

Messaging(이하 GCM)을 통해 수신하면, 요청된 동영상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 준다. 

요청은 첨부된 메시지, 해당 장소, 해당 시간을 같이 보여 주게 되며, 요청 받은 

동영상을 바로 재생하여 볼 수 있다. 

나) 사건 동영상 편집 

요청 받은 동영상을 사고 시간을 기준으로 편집하여 짧은 동영상으로 만든다. 

다) 목격자 동영상 제공 

동영상을 제공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편집된 동영상을 서버로 전송하며, 전송 중인 

상태를 보여 주게 된다. 모두 전송이 완료 되면, 완료로 상태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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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버 주요 기능 

서버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기능과 목격자 영상 제공을 위한 스트리밍 기능으로 구성한다. 

 
그림 8 서버 기능 

가) 사건 접수 

사고자가 보낸 위치에 대해서 주변 목격자가 있는지 찾게 되고, 목격자가 있을 경우 

사고를 생성한다. 사고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목격자의 이동 경로 및 동영상 등을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목격자가 없을 경우, 사고를 생성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고자에게 전송한다. 

나) 목격자 추출 

사고에 대한 목격자를 찾는다. 사고 지역에서 반경 50m 주변, 비슷한 시간에 지나간 

목격자를 찾게 된다. 

다) 목격자 경로 제공 

목격자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다. 사고자가 목격자들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목격자의 

경로를 XML의 형태로 제공한다. 

라) 요청 메시지 전송 

사고자가 동영상을 요청할 때 작성한 메시지를 전송한다. 해당 메시지는 사고 번호, 

위치, 시간, 요청 시 메시지를 포함하며, GCM을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보내 

지게 된다. 

마) 목격자 동영상 수신 

목격자로부터 동영상을 수신한다. 이 과정에서 제공한 목격자가 누구이며,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 등을 처리한다. 

바) 목격자 동영상 제공 

목격자가 보낸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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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현 기술 

3.1 목격자 추출 알고리즘 

3.1.1  사고 발생 시 상황 

 
그림 9 사고 상황 발생 

 

그림 9과 같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자는 ‘사고 위치’와 ‘사고 시각’을 기반으로 사고 

장면이 담겨 있을 블랙 박스를 검색한다. 이때 ‘목격자 조건’을 만족하는 클라이언트는 

목격자가 되고, 각 목격자들이 촬영한 블랙 박스는 ‘목격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렬되어 

제공된다. 이 때 계산을 위한 위치는 위도-경도 좌표계를 사용한다. 

3.1.2  목격자 조건 

가)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한 위치에서 위도-경도 각각   0.0007 이내여야 한다. 

나)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한 시각   3분 이내의 블랙 박스 영상을 가져야 한다. 

다)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사용자만 목격자로 판단하고, 해당 블랙 박스 영상은  

사고자의 요청에 의해 제공된다. 

3.1.3  목격자 우선 순위 

가) 목격자는 블랙 박스 영상은 시간에 따른 일치율과 위치에 따른 일치율을 더한 값을 

퍼센티지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나) 시간에 따른 일치율은 최대   3분의 시간차를 가진다. 이 시간차  를 밀리 초로 

환산하고 시간에 따른 일치율의 가중치를 1000을 나누어 나오는 값을 제곱하면 

시간에 따른 일치 값 tc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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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에 따른 일치율은 최대 +- 0.0007의 거리 차를 가진다. 위도 차  와 경도차 

 각각을 제곱한 값을 더하면 위치에 따른 일치 값이 된다. 

 

 

 

라) 일치 값이 와 가 각각 최대가 되는 값인 일 때의 

합인 0.00032496일 경우를 가장 불일치 한 목격자로 하며, 목격 위치와 목격 시각이 

각각 사고 위치와 사고 시각이 되는  일 때의 값인 0을 100%로 

가장 일치한 목격자로 판단한다. 

마) 일치율 rc 는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다. 

 

 

 

각각의 블랙 박스 영상은 일치율 rc 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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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메시지 송수신 

 

 Registration Code는 기기마다 고유한 키 값으로 GCM Service에 요청하면 할당 받을 

수 있다. 서버에서 GCM Service에 Registration Code와 함께 보낼 메시지를 GCM 

Service으로 전송하면, GCM Service에서 Registration Code에 해당하는 기기로 메시지

를 전달한다.  

 

① 클라이언트는 최초에 어플을 설치하면 GCM Service에 접속하여 Registration 

Code를 할당 받아 저장하고 서버로 전송한다.  

② 서버는 전송 받은 Registration Code를 저장해 클라이언트를 구분한다. 그 다음 

Client가 위치 정보나 사고 위치를 서버로 전송할 때 Registration Code를 함께 

보내며, 서버는 Registration Code를 보고 클라이언트를 구분한 다음 해당하는 

서비스를 처리한다.  

③ 클라이언트가 목격자의 동영상을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는 목격자의 

Registration Code와 함께 요청 메시지를 GCM Service에 전송하여 목격자에게 

요청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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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 표준 기술 

3.3.1  블랙박스 영상 촬영 - MP4 인코딩 

대부분의 모바일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MP4 인코딩 방식을 통해 블랙 

박스 영상을 기록한다. 또한, MP4Paser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동영상을 

편집한다. 

 

3.3.2  메시지 전송 - HTTP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빠르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HTTP 프로토콜의 

GET 방식을 사용한다. 서버에 GET 방식으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면 결과 

메시지를 반환하거나 XML로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파싱하여 처리

한다. 

 

3.3.3  동영상 전송 - FTP  

클라이언트의 불안정한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요청 받은 

블랙 박스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 FT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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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행 스크린샷 

4.1.1  사고자 – 블랙 박스 

 

 

 

 

 

 

 

 

 

 

전방 영상을 녹화하며 서버와 기기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주행 경로를 기록한다. 

 

4.1.2  사고자 - 주행 기록 조회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행 기록을 조회하여 사건을 생성할 위치를 

찾는다. 

  

그림 10 블랙 박스 기능 

그림 11 주행 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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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사고자 – 사건 생성 

1 

 

 

 

 

 

 

 

 

 

조회된 주행 정보 중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선택해 사건을 생성한다. 

서버에 목격자들이 존재 할 경우 사건이 생성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 창이 생성된다. 

4.1.4  사고자 - 사건 생성 완료 

 

 

 

 

 

 

 

 

 

 

 

 

요청 리스트 항목을 선택하면 목격자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다. 

  

그림 12 사건 생성 

그림 13 사건 생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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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사고자 – 사건 보기 

 

 

 

 

 

 

 

 

 

 

 

 

서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한다. 빨간색은 사고자의 경로이며, 

그 외는 목격자들의 경로이다. 목격자들의 경로 색은 수정이 가능하다. 사고자는 

목격자의 이동 경로를 보고 유망한 목격자를 판단해 동영상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4.1.6  사고자 – 메시지 보내기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목격자에게 영상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나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림 14 사건 보기 

그림 15 메시지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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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목격자 – 동영상 요청 메시지 수신 

 

 

 

 

 

 

 

 

 

 

 

서버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영상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받는다. 영상을 클릭하면 

재생되며, 사고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제공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사고 시점 기준으로 짧은 영상으로 편집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삭제 버튼을 통해 

요청을 거부하거나 전송 완료 후 메시지를 삭제 할 수 있다. 

 

4.1.8  사고자 – 요청 동영상 확인 

 

 

 

 

 

 

 

 

 

 

 

 

 

목격자의 영상이 서버에 업로드 완료 되면 사건 보기에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동영상 요청 메시지 

그림 17 요청 동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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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구성 

5.1 개발 환경 (언어, Tool, 사용 시스템 등) 

구분 이름 언어 용도 비고 

서버 

Ubuntu 10.04 LTS  서버 OS  

Tornado Server Python 
Non-Blocking 

Server 
Apache 2.0 

Darwin Streaming 

Server 
 

동영상 스트리밍 

제공 

Apple Public 

Source License 

MySQL SQL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Android 3.0 허니콤    

Mp4Parser JAVA 
동영상 자르기 

라이브러리 
Apache 2.0 

Ftp4j JAVA 
FTP 파일전송 

라이브러리 
LGPL 

 

5.2 파일 구성 

5.2.1  Client 파일 구성 

가) Package App 

파일 명 기능 설명 

WitnessBoxActivity.java 기본적인 처음 화면을 보여주는 Activity 

LoginActivity.java GCM, DB등을 초기화 하는 Activity 

VideoRecordActivity.java 블랙 박스를 구성하는 Activity 

AccidentActivity.java 사건 관련을 구성하는 Activity 

GallaryActivity.java 갤러리를 구성하는 Activity 

RequestActivity.java 사건 생성에 필요한 화면을 제공하는 Activity 

ToRequestActivity.java 생성된 사건에 대한 화면을 제공하는 Activity 

SettingActivity.java App 설정을 위한 Activity 

GCMIntentService.java GCM메시지를 받는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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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ackage DB 

파일 명 기능 설명 

DBCreator.java DB의 생성을 도와 주는 interface 

DBHelper.java DB접근을 도와 주는 Class 

WBDB.java DB의 테이블 및 정보를 담고 있는 Class 

WBDBCreator.java DB의 초기 생성을 담당하는 Class 

WBPreferencesManager.java 설정 값을 접근, 관리 해주는 Class 

WBFromReqVideoManager.java 요청 받은 동영상을 접근, 관리 해주는 Class 

WBLocationManager.java 위치 정보를 접근, 관리 해주는 Class 

WBToReqVideoManager.java 생성된 사건을 접근, 관리 해주는 Class 

WBVideoManager.java 촬영한 동영상을 접근, 관리 해주는 Class 

다) 그 외 Contents 

파일 명 기능 설명 

ServerRW.java Server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Class 

UploadFileTask.java 동영상 제공 시 File을 올리는 Class 

FileManager.java File의 유무 및 삭제 등을 담당하는 Class 

Mp4Parser.java Mp4형식의 동영상을 자르는 Class 

 

5.2.2  Server 파일 구성 

파일 명 기능 설명 

Witness.py Tornado 서버 설정 

BaseHandler.py Tornado Request 상속하여 구현, db Connector 생성 

Login.py 
최초 기기에 해당하는 고유한 등록 코드 저장,  

이후 접속은 이 코드로 사용자 구분 

InsertLocation.py Client에서 보내는 위치 정보 저장 

InsertAccident.py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목격자 추출 

ViewAccident.py 사고 목격자들의 정보 XML로 제공 

viewaccident.xml 목격자 정보의 XML 파일 

ViewProviderPath.py 목격자들의 이동 경로 XML로 제공 

viewpath.xml 목격자 이동 경로의 XML 파일 

RequestVideo.py 
사고자가 영상 요청을 하면 GCM을 통해  

목격자에게 메시지 보냄 

GoogleCloudMessaging.py GCM을 통해 동영상 요청 메시지를 보냄 

UploadVideo.py 영상 업로드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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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차별성 

WitnessBox는 스마트 패드 기반의 블랙 박스로 3G, 4G를 이용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고 GPS 모듈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토대로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와 Cloud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사고자의 블랙 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사고 위치 주변을 

지나는 목격자의 블랙 박스 영상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확보된 동영상은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환경이면 어디서나 재생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 파악 이라는 

블랙 박스 본연의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6 활용 가능 사례 

사례 1. 충돌 사고 

교통이 혼잡하거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난폭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고 적반하장 

격으로 블랙 박스 영상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경우, 제 3자의 

시각에서 촬영된 WitnessBox의 블랙 박스 영상이 확보된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사건을 

판별할 수 있다. 

 
그림 18 제 3자에게 제공받은 블랙 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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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자해 공갈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어두운 밤시간에 

운전하다 자해 공갈 피해를 받게 되면, 대부분 

블랙 박스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교묘 해져 가는 자해 공갈의 

수법은 블랙 박스 만으로 판별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림19은 최근 이슈가 된 신종 지팡이 

자해 공갈 사건 영상으로 블랙 박스의 사각 

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차된 

주변 차량 등에 설치된 WitnessBox가 있다면 

일종의 CCTV의 역할로 범죄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 

사례 3. 뺑소니 사고 

종종 거리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뺑소니에 대한 사고로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만 고통 받는 사건이다. 

WitnessBox를 이용해 사고 지점을 사고 시간에 

지나간 차량, 혹은 주차된 차량을 조사할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9 신종 지팡이 자해 공갈 영상 

그림 20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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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용 기술 

7.1 Tornado Server 

주행 중인 모든 차량이 WitnessBox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동시에 수백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게 되므로 처리하는데 상당한 과부하가 생길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하여도 과부하를 최소화하며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네이도 웹 서버를 사용하였다. 토네이도 웹 서버는 

서버의 접속 자 수가 많아도 운영 체제 레벨에서 멀티 플렉싱 기능을 제공하는 epoll을 

이용하여 Non-Blocking으로 처리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 Block과 Non-Block의 차이 

 

7.2 Darwin Streaming Server 

애플사의 오픈 소스 스트리밍 서버로 간단한 설치를 통해 mp4 동영상 파일을 

모바일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7.3 Google Clouding Messaging for Android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third party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GCM은 메시지의 전달과 순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드로이드 2.2이상에서 지원되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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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작자 정보 

No. 구분 성명 소속(학교) 부서(학과) 직위(학년) 담당 업무 

1 팀장 구규림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4학년 Server 

2 팀원 곽석종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4학년 Android 

3 팀원 김종석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4학년 Server 

4 팀원 나현균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4학년 Server 

5 팀원 노윤기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4학년 Android 

6 팀원 류민창 국민대학교 컴퓨터학부 4학년 Android 

 

 

9 개발 단계별 기간 및 투입 인원 

9.1 단계별 개발 일정 

항목 세부 내용 6월 7월 8월 9월 비고 

관련 분야 

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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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인적 자원 

이름 개발 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전원 프로젝트 배경 지식 공부 2012-05-31 2012-07-15 25 

구규림 Server 구축 2012-06-19 2012-09-10 20 

곽석종  Database 설계 및 Application 개발 2012-06-19 2012-09-15 15 

김종석 시스템 설계 및 Protocol 개발 2012-06-19 2012-09-20 15 

나현균 Media Streaming Server 구축 2012-07-01 2012-09-10 15 

노윤기 Database 모듈 개발 및 테스트 2012-07-10 2012-09-20 15 

류민창 서버 통신 Module 개발 2012-07-01 2012-09-10 15 

 

10 향후 추진 방향 

10.1 기술적 추진 방향 

 사고 재현 기능 

수집되는 GPS 로그를 바탕으로 요청된 사고를 3D 형태 혹은 2D Map 형태로 사고를 

재현해 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매 로그가 전송되는 시간대에 맞는 

위치에 개체를 표시하여 이동 속도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사고 정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증거 동영상을 수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0.2 사업적 추진 방향 

 특허 출원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차량에게 영상을 공유 받는 블랙 박스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준비 중에 있다.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체와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자동차 보험 연계 

WitnessBox를 보험 상품과 결합한다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WitnessBox를 통해 

보다 많은 증거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과 블랙 박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보다 싼 가격에 보험과 블랙 박스를 

동시에 구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뺑소니, 자해 공갈뿐 

아니라 작은 접촉 사고 시 보다 정확한 증거 제시로 사건의 빠른 종결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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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네비게이션 / 블랙 박스 연동 

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 블랙 박스 서비스는 이미 많은 수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패드는 WitnessBox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사양을 갖추고 있으므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통신사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WitnessBox 증거 영상 확보와, 제공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 업체 연계 

최근 모든 차량에 블랙 박스를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차량 제조업체에서 WitnessBox를 자동차의 선택 사항으로 제공하여 기본 블랙 

박스로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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