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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q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나 대형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

고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실정임

❍ 교통사고 후 불합리한 과실산정, 뺑소니 등의 인적·재산적 피해와 관련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로 해결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q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추진 및 보험혜택에 따른 판매량 증가

❍ 영업용 택시, 119 구급차량 등에 대한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추세 및 일반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 등에 따라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q 품질미비로 소비자 불만 증가

❍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와 함께 제품 품질,

A/S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q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 제공 필요

❍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더불어 제품의 생산·판매도 증

가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가 없어 소비자들은 업체의 자체 광고에

의존하여 상품을 선택하고 있음

❍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품질시험을 통해 객관

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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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개요

1. 시험대상

q 선정기준

❍ 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

- 온라인으로 확인한 업체 수는 40개를 넘을 정도로 많으며, 제품에 포함된

카메라 수(채널)도 1개~4개로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보급형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채

널(추가 채널 가능 제품도 포함) 차량용 블랙박스를 대상으로 함

❍ 14개 업체의 판매량이 많은 모델

- 다수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위 14개 업체의 모델을 각각 1대씩 선정함

q 대상제품

N o 업체명 모델명
구입
수량

구입가격
(메모리카드용량)

1 (주)텔렉시 Argos A700 1 104,000원 (4 G )

2 (주)엑스로드 NERO-X5500 1 165,000원 (4 G )

3 (주)디텍씨큐리티 BX1000 plus 1 220,000원 (2G )

4 (주)유비테크놀로지 IBX1100 1 128,000원 (8G )

5 (주)제이콤 JS-300 1 315,000원 (2G )

6 (주)위니테크놀러지 V700 GC 1 286,000원 (2G )

7 PLK 테크놀로지 로드스캔 Pro 1 299,000원 (2G )

8 (주)레코디아 F16 1 331,000원 (4G )

9 (주)셀픽 CUBE-7100 1 193,000원 (2G )

10 (주)벤츄리씨앤씨 VB1 1 117,000원 (1G )

11 (주)케이앤씨미디어테크놀로지 보소닉 GV-6300 1 220,000원 (4 G )

12 현대오토콤(주) HDA-7000 1 269,000원 (4 G )

13 (주)비즈크로스 BE-009 1 180,000원 (4 G )

14 (주)아이카네트웍스 OBSERVER 1 329,000원 (4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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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항목 및 방법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 구조 및 외관

시뮬레이션시험 및실사용테스트
￭ 카메라 시야각

￭ 부팅 속도

￭ 전원보상기능, 메모리 경보 등

￭ 번호판 식별성
관능평가

￭ 상황 식별성

3. 사업기간

q 2010년 3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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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량용 블랙박스 일반사항

q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용어사용 필요

❍ 차량의 운행이나 사고 시점의 기록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에

서 규정하는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와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운행기록장

치’가 대표적임

❍ 최근, KS나 교통안전법에 명시된 장치들과 별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참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기록장치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라

는 명칭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의 구조는 영상기록을

기본으로 음성녹음, 충격감지센서, GPS등의 부가기능이 선택적으로 포함되

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제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차량용 블랙박스’의 명칭을 사용함)

❍ 하지만, 이러한 기록장치들과 ‘자동차용 사고기록장치’나 ‘운행기록장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차량용 블랙박스’ 용어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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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로 구매한 시험대상 14개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아래

와 같이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음

제조(수입)사 모델명 제품설명서, 포장의 표시사항

(주)텔렉시 Argos A700 차량용블랙박스/차량용영상블랙박스/Drive Recorder

(주)엑스로드 NERO-X5500 Driving Recording System

(주)디텍씨큐리티 BX1000 plus 차량용블랙박스/차량용영상저장장치/Drive Recorder

(주)유비테크놀로지 IBX1100 영상기록장치

(주)제이콤 JS-300 CAR BLACK BOX/차량용영상기록장치(DRS)

(주)위니테크놀러지 V700 GC Digital Video Audio Recorder

PLK테크놀로지 로드스캔 Pro Drive Recorder/디지털영상블랙박스/차량운행기록계

(주)레코디아 F16 Innovative Personal Driving Recorder

(주)셀픽 CUBE-7100 차량용블랙박스/차량용영상저장장치

(주)벤츄리씨앤씨 VB1 Driving Recording System/CAR BLACKBOX

(주)케이앤씨미디어
테크놀로지 보소닉GV-6300 Vehicle Safeguard

현대오토콤(주) HDA-7000 차량용전방영상기록장치/BLACKBOX

(주)비즈크로스 BE-009 자동차블랙박스/Automobile Black Box

(주)아이카네트웍스 OBSERVER 차량용영상기록장치

❍ 따라서, 소비자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명칭으로 시중

에 유통 중인 제품들의 구조,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저

장장치’, ‘주행기록장치‘ 등의 구체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q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제품이나 미인증 제품도 있어

❍ 방송통신기기인증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인증대상 기기로 분류하고 있어 동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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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1항

·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

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파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

니한 기기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q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시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감시카메라, 몰래카메라 등과 관련한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가 증가

하면서1),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동호회, 개인 블로그 등에서 공유하

면서 촬영된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음.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블랙박스를 상업용 CCTV, 개인용 감시카메

라 등의 다용도 활용성을 홍보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의 가

능성이 커지고 있음

< 차량용 블랙박스 다용도 활용 광고 사례 >

1) YTN. 20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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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전원 사용 시 시동불량 등의 차량 하자발생 주의

❍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의 전원은 시거잭 연결, 주차감시 등을 목적으로 한

실내등 전원선 연결, 퓨즈박스 연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하지만, 실내등이나 퓨즈박스 등에 연결하여 사용 시 차량의 상태와 차량

내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 주차에 따라 시동불량 등의

차량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전력

· 시험대상 제품의 정상 동작 시 소비전력은 1.8~5.6W로 나타남 (12V

전압 인가 시)

- 사용가능 시간

· 소비전력이 5W인 차량용 블랙박스를 40AH 용량의 배터리에 연결

시 통상 일주일 정도 사용 가능하나 차량 상태 및 배터리 충전상태

에 따라 사용가능 시간은 현저히 줄어듦

❍ 특히, 블랙박스를 차량 배터리에 직접 연결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불량,

배터리방전 등의 차량 문제 발생 시 원인규명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

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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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량용 블랙박스 품질시험 결과

1. 영상 품질

q 상황식별성

❍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발

생률은 대략 50%정도로 나타났다.2) 주·야간 통행량을 감안한다면 어두운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의 비중은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및 업체 광고내용(작동조

도 1LUX, 0.5LUX 등)을 감안하여 1LUX ~ 11LUX 범위의 낮은 조도에서

촬영한 각각의 영상에 대해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결과, 위니테크놀러지, 케이앤씨미디어테크놀로지, 현대오토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도 4.7LUX 미만의 환경에서 측정한 영상>

<시료 4> <시료 6>

<시료 10> <시료 11>

2)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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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번호판 식별성

❍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사고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

하기 위해 차선, 방향표지판, 신호등 등의 주위 상황을 적절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뺑소니와 같이 사고 후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을 경우

차량번호판, 차량종류 등의 세부적인 영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 본 시험에서 블랙박스 렌즈로부터 4m, 3m, 2m 거리에 놓인 피사체의 숫자

인식성에 대한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측정 거리가 가까울수록 식

별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결과 유비테크놀로지, 제이콤, PLK테크놀로지 등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4m 거리에서 측정한 번호판 식별성 >

<시료 4> <시료 7>

<시료 8> <시료 11>

2. 시야각

❍ 교통사고 발생 시 최초 충돌부위는 가해차량의 경우 약 83%, 피해차량의

경우 약 54%가 사이드미러를 포함한 전면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

돌부위가 전면인 사고의 세부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3)

3) 차량의 단독사고(전복, 추락 등)를 제외한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차량별 최초 충돌부위 통

계(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2005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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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충돌부위가 전면인 사례 세부 분석 결과>

❍ 차량 전면유리나 데쉬보드에 장착한 1채널 차량용 블랙박스가 차량의 모

든 사고를 기록할 수 없으나, 촬영영상의 각도가 클수록 다양한 형태의 차

량 사고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시험대상 제품별 수평시

야각 측정결과는 52°(유비테크놀로지)~ 131°(디텍씨큐리티)로 나타났다.

3. 순간전원보상 기능

❍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량의 전원이 짧은

시간이라도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순간(약 1초) 전원 차단 후

촬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시험결과 텔렉시, 유비테크놀로지 등 7개 제품은 미촬영 영상 없이 전원보

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개 제품의 경우 재부팅이 진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팅시간

❍ 차량용 블랙박스의 초기 부팅시간은 짧을수록 차량 운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녹화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차량용 블랙

박스 제품에 전원 인가 후 정상동작까지 소요되는 부팅시간을 측정하였다.

❍ 시험결과 부팅에 필요한 시간은 제품별로 ‘5초미만’ ~ ‘40~45초 사이’의 편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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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모리카드 본체 포맷 지원

❍ 차량용 블랙박스 작동 중에는 촬영 영상의 삭제/저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다. 따라서 메모리카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포맷을

통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즉,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자에게 메모리카드 포맷의 편리성은 제품 선택

시 고려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시험대상 제품 중 Argos A700 등의 9개 제품의 경우 메모리카드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본체에서 분리하여 컴퓨터에 연결 후 포맷을 진행해야하

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텍씨큐리티, 위니테크놀러지 등 5개 제품은 본

체에서 포맷을 지원하고 있어 별도로 메모리카드 이동 없이 손쉽게 포맷을

할 수 있었다.

❍ 단, 본체 포맷을 지원하는 5개 제품도 빠른포맷 형태만 지원하므로 불량섹

터 관리 등을 위해 컴퓨터를 통한 일반포맷도 가끔 필요하다.

6. 전원 ON/OFF

❍ 차량용 블랙박스는 통상 차량운행과 함께 동작하므로 전원의 ON/OFF가

차량 운행 횟수와 유사하게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의 시동 ON/OFF

와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의 전원도 함께 동작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

다고 볼 수 있다.

❍ 시험대상 제품 중 텔렉시 제품만이 차량전원과 제품 본체전원을 ON/OFF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나머지 제품의 경우 차량 전원 ON/OFF로

작동되어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차량용 블랙박스 평가표

본 결과표는 시험제품에 한해, 2010년 4월8일 기준 까지 업데이트된 펌웨어를 적용하여 시험한 것임.

항 목

업체명 모델명

영상품질 수평
시야각[ °]

[비고1]

순간전원보
상기능

부팅시간
[초]

메모리카
드 본체
포맷 지원

상황
식별성

번호판
식별성

(주)텔렉시 Argos A700 ★★ ★★ 106 ✔ 5초미만 -

(주)엑스로드 NERO-X5500 ★★ ★★★ 95 - 13~17 -

(주)디텍씨큐리티 BX1000 plus ★★ ★★ 131 - 13~17 ✔

(주)유비테크놀로지 IBX1100 ★ ★★★ 52 ✔ 5초미만 -

(주)제이콤 JS-300 ★★ ★★★ 100 ✔ 5초미만 -

(주)위니테크놀러지 V700 GC ★★★ ★★ 113 ✔ 5초미만 ✔

PLK 테크놀로지 로드스캔 Pro ★★ ★★★ 90 - 20~25 -

(주)레코디아 F16 ★★ ★ 102 - 10~15 -

(주)셀픽 CUBE-7100 ★★ ★★ 110 ✔ 40~45 ✔[비고2]

(주)벤츄리씨앤씨 VB1 ★ ★★ 116 ✔ 5~10 -

(주)케이앤씨미디어테
크놀로지

보소닉GV-6300 ★★★ ★★★ 69 ✔ 20~25 ✔

현대오토콤(주) HDA-7000 ★★★ ★★★ 89 - 20~25 -

(주)비즈크로스 BE-009 ★ ★★★ 117 - 30~35 -

(주)아이카네트웍스 OBSERVER ★★ ★★ 99 - 5~10 ✔

[주] 기호의 표시

✔ : 해당 기능 있음

- : 해당기능 없거나 지원되지 않음

★★★ : 상대적 우수

★★ : 보통

★ : 상대적 미흡

[비고1] 카메라렌즈부터 50cm거리에서에서 측정한 결과임

[비고2] AV OUT 단자 사용 시에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