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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들어 차량용 블랙박스의 급속한 보급으로 많은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차량용 블랙박스 시스템

은 제한된 메모리의 용량에 영상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일정 용량이 저장되면 먼저 저장된 영상 파일을 순차적으로 삭제하여 

새로운 영상 파일이 저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장시간 주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훼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FTP를 이용하여 주행 중 혹은 주차 중의 영상 파일을 삭

제 없이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차량용 블랙박스 뿐 아니라 제한된 용량에 영상 파일

을 저장하는 수많은 시스템에 동시 적용할 수 있다.

키워드: FTP(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관리(File Management), 블랙박스(Black Box)

I. Introduction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의 증거물, 목격자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현장의 증거 수집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 분석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목격자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차량용 블랙박스

는 자동차 운행 및 주차 중 발생하는 각종 상황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주고 있다[1].
하지만 제한된 메모리에서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상 파일이 누적되어 기존 저장된 영상 파일을 

순차적으로 삭제하여 새로운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필요한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건, 사고에 억울한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자들은 메모리 카드를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제거하여 

수동으로 PC에 옮겨 영상 파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FTP(File Transfer Protocol)
를 통해 PC서버에 전송하여 영상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FTP 전송 모드

1.1 액티브 모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네트워크 20번, 21번 포트를 사용하는 방식으

로 20번 포트는 데이터 전송용, 21번 포트는 신호 제어용으로 사용한

다. 포트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측면에서 관리가 쉽다.

1.2 패시브 모드

Active Mode와 같이 21번 포트로 신호를 제어하지만 데이터 

전송용 20번 포트가 아닌 다른 임의의 포트 번호로 할당하여 사용한다. 
다른 임의의 포트 번호 범위는 1024~65535 사이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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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ssive Mode

 
 

III. The Proposed Scheme

영상 파일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의 [Fig. 2]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Fig. 2. Video File Management 

Process

차량용 블랙박스의 녹화 기능을 통해 주행 중 혹은 주차 중의 

영상정보를 내장 메모리에 파일로 저장한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WiFi를 이용하여 서버에 

FTP로 전송한다. 
영상 정보의 전송 방법은 다음의 [Fig. 3]과 같이 FTP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 명령을 송수신하는 PI(Protocol Interpreter) 
모듈로 클라이언트 PI와 서버 PI간에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송수신하

는 DTP(Data Transfer Process)로 실제 데이터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구조이다[3].

Fig. 3. FTP Model

FTP 전송 타입은 영상 및 이미지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바이너리 

타입을 사용하였고, 전송 모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여 송수

신하는 패시브 모드를 이용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 삭제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주행 중 

혹은 주차 중의 영상 파일을 활용하기 위해 FTP를 이용하여 PC서버에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차량용 블랙박스 뿐 아니라 제한된 용량에 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수많은 시스템에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손실되는 영상 파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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