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블랙박스 S2 사용설명서 모드별 LED 동작

출  력 LED
음  성  안  내

상  태 12V 2CH GPS REC

전원ON ON

전원OFF OFF OFF OFF OFF

촬영 시작 ON 녹화를 시작합니다.

Cam.2(후방) 정상동작 ON

Cam.2(후방) 비정상동작 Blink

Cam.2(후방) 미장착 OFF

SD카드 감지 ON

SD카드 미감지 OFF 메모리를 인식 할 수 없습니다.

GPS 감지 ON

GPS 미감지 OFF

수동녹화 Blink 띵동(Beep)

SD Card Out 메모리와 연결 종료되었습니다.

충격 감지 Blink 띵동(Beep)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 Blink Blink Blink Blink FIRMWARE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종료 ON OFF OFF OFF FIRMWARE 업그레이드를 종료합니다.

SD카드 Format Blink Blink Blink Blink 메모리를 FORMAT합니다.

SD카드 Format 완료 FORMAT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성안내 ON 음성안내를 시작합니다.

음성안내 OFF 음성안내를 종료합니다.

음성녹음 ON 음성녹음을 시작합니다.

음성녹음 OFF 음성녹음을 종료합니다.

상시 녹화로 전환 띵동(Beep)

주차 녹화로 전환

Motion 감지 Blink 띵동(Beep)

시스템 종료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사  양 

녹화        

녹화가 저장되는 우선순위는 G-Sensor, Motion, 수동(강제)는 먼저 실행된 순서를 따릅니다.

그 뒤로 상시, 주차 (1 fps)가 저장됩니다.

1) 상시 : 상시는 주행 중 이벤트와 무관하게 1분 단위로 계속 저장되는 방식이며 

           SD Card의 NORMAL Folder에 저장됩니다.

2) 주차 : 상시 녹화에서 일정시간 동안 차량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진입합니다.

           초당 1fps 30분 단위로 저장되는 방식이며 SD Card의 NORMAL Folder에 저장됩니다.

3) G-Sensor : 상시 녹화에서 충격을 감지하는 시점에서 10초 전 데이터를 포함 후 20초 추가, 

                  약 30초의 영상이 저장되는 방식이며 SD Card의 EVENT Folder에 저장됩니다.

4) Motion : 주차 모드에서 Motion 감지되는 시점에서 10초 전 데이터를 포함 후 20초 추가, 

              약 30초의 영상이 저장되는 방식이며  SD Card의 MOTION Folder에 저장됩니다.

5) 수동 : 사용자가 버튼2를 누른 시점에서 10초 전 데이터를 포함 후 20초 추가, 약 30초의 영상이

           저장되는 방식이며  SD Card의 MANUAL Folder에 저장됩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장착 및 정상 동작 여부에 따라 1채널 또는 2채널 동작이 가능합니다. 제품 부팅시에 

외부 카메라와의 연결을 검사하여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결이 불안정하여 정상 동작이 불가능하면 

1채널 블랙박스로 동작합니다. 1채널 동작 중에 외부 카메라가 연결되면 시스템은 재부팅하여 2채

널 블랙박스로 동작하게 됩니다. 

외부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지만 비정상 동작시에는 상태 LED로 표시됩니다.   

Video-Out (Live)
Video-Out (Live)으로 제품의 올바른 설치 및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ve는 제품이 정

상적으로 동작하고 녹화 진행시에 출력됩니다. Live 출력화면은 2채널 기준, 2가지 형식(전방 화면, 

후방 화면)을 지원합니다. 

이는 Video-out mode 변환 버튼을 사용하여 전방 화면->후방 화면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1채널 동작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Source가 전방 카메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방 전체

화면 출력만 지원합니다.

•Process ARM 9_32 bit RISC @ 533MHz   
•Camera 2M Pixel (120 degree) 2M Pixel (98 degree) 
•Video Encoding 720P @ 30fps  720P @ 20fps
•Video Format H.264     
•Audio Format PCM     
•Storage Micro SD Card (4GB~32GB)    
•GPS  SiRF Star IV high sensitivity solution  
•G-Sensor 3-Axis data     
•Video Output CVBS output
•RTC GMT setting support
•Sub Battery Super Capacitor (2.5V-10F) x 2   
•Low Battery 저 전압 감지 시 자동 Shutdown 
•Operating Voltage             12V~30V
•Operating Temperature  -20℃~60℃   
•Record Method All time(Driving, Parking) / Event (Emergence, Motion, G-sensor) 
•F/W Update Micro SD Card     
•File System FAT32     
•PC Viewer Video, Audio, G-sensor data(x,y,z), Time, Speed, Google map 
•Other Mic : Audio Recording Key : 3EA  LED : 4EA

 세부기능(1) 

Power controller
제품을 상시전원으로 연결하여 사용시 차량 주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Power controller”가 입력 전원을 상시 체크합니다. 

블랙박스의 입력 전압이 일정 전압 이하로 감지되면 즉시 녹화를 종료하고 입력 전원을 차단하여 

차량 주 배터리를 보호합니다.

24V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은 Power controller 기능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시작

전원을 인가하면 Power LED가 점등과 동시에 시스템 동작을 위한 부팅 과정(약 23초 소요)을 

마치고, SD카드가 정상이면 “녹화를 시작합니다.”라는 음성 멘트와 함께 녹화를 시작합니다.

•종료

정상동작 중인 제품에 전원을 차단하면 즉시 제품에 내장된 Sub-Battery의 전원을 사용하여 마지

막 동영상 파일을 SD Card에 저장하고 시스템 종료 후 Power controller에 의해 전원이 차단됩니다.

음성 녹음
버튼1을 길게(2초 이상) 누르면 음성녹음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안내
버튼1을 짧게 누르면 음성안내 멘트 및 상태 효과음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Encoder
전방/후방 1280x720(HD) 해상도로 초당 30/20프레임, CBR방식으로 6M/3M(Default 설정)으로 

Encoding됩니다. 상황에 따라 Bit-rate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초(1분)을 기준으로 파일의 용량은 전방 약 50MB/30MB입니다.

GPS(옵션)
GPS 데이터(GPRMC)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면 제품 내부 RTC와 자동 동기화됩니다(최초 수신 후 

1회). 또한 위도 및 경도, 속도 등 필요한 데이터가 동영상과 함께 저장됩니다.  

버튼1

음성안내 시작/종료

음성녹음 시작/종료

짧게 누름

길게 누름

버튼2

수동녹화 시작/종료

녹화 시작/종료

버튼3

Video 출력 선택

SD카드 Format

버튼1 버튼2 버튼3



   주의사항

   뷰어 프로그램 

1)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기기를 설치 하지 마십시요.   

2) 비디오 영상은 터널, 뒤쪽의 강한 빛, 밤 시간, 비, 눈, 이른 아침 혹은 저녁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 어떤 영상은 급 추월시나 차가 지나감에 의해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5) 운행 중 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자와 총판은 부적절한 작동으로 

    기인한 어떤 데미지나 로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6) 이 기기의 SD Card에는 다른 어떤 파일도 넣지 마시고, 블랙박스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7) 제품 무상수리 보증 기간은 구입 후 1년 입니다.

8) 소비자의 임의 분해 및 소비자 과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 기간이라도 

    유상수리 처리됩니다.

전용 뷰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개발제품중 S2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www.glosys.co.kr

홈페이지 ▶ 개발제품 ▶ S2 화면 하단에서 사용설명서,  PC 뷰어, 

                               뷰어 설명서 다운로드 

   Note

   SD Card

 사고시 영상저장 방식

사고이전 10초 사고이후 20초 녹화 

 세부기능(2) 

사용자 설정 데이터 파일
사용자 설정 데이터[config.dat] 파일은 화질 설정, G-Sensor 민감도 설정 등 제품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는 Default 설정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PC Viewer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SD Card와 제품 내부 Flash영역에 각각 [config.dat] 파일로로 저장되며 각 

파일은 서로 동기화됩니다. 동기화 기준 우선순위는 SD Card, 내부 Flash영역순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PC Viewer를 통해 [config.dat] 파일을 수정하였을시 수정된 데이터는 SD Card에 저장됩

니다. 이를 제품에 적용하면 SD Card와 내부 Flash영역에 위치한 [config.dat] 파일은 각각 상이하

므로 SD Card안에 위치한 [config.dat] 파일 기준으로 동기화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SD Card를 

Format 혹은 SD Card안에 위치한 [config.dat] 파일을 삭제하여 제품에 적용하였을시 다음 우선순

위인 내부 Flash영역에 저장된 [config.dat] 파일이 기준이 되어 SD Card에 [config.dat] 파일을 생

성하고 동기화합니다.

파일 시스템 보호
PC를 통한 SD Card 포멧으로 제품과 파일시스템 내용이 상이하거나 SD Card가 이상

이 있을시 제품에 맞게 자동 Format이 되거나 Format을 해달라는 메세지를 출력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지막 파일이 정상적으로 close되지 않았을시 다음 부팅에서 알맞

게 close시키고 파일을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복원합니다. 깨진 파일이 위치한 폴더

에 [ch번호_파일인덱스_촬영년월일_시분초_밀리초_파일크기_R.avi] 형식으로 복원됩니다. 

Firmware Upgrade  

SD Card로 Firmware Upgrade를 할 수 있습니다. S2_firmware.img 파일이 저장된 SD Card를    

제품에 삽입하고 부팅하면 Firmware Upgrade를 자동으로 시작하고 종료합니다. 

❖ Firmware Upgrade가 완료되기 전에 SD Card를 제거하거나 제품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SD Card 탈착
입력전원을 제거하시고 제품 뒷면 12V LED를 확인하여 제품 종료를 확인 후 제거 하거나 버튼2를 

길게(3초 이상) 눌러 녹화 종료 후 SD Card를 제거합니다.

❖ 제품 동작중 SD Card 제거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SD Card 사용
32GB 이하 Class6 이상 SD Card를 사용하셔야합니다.

Class6 이하 SD Card를 사용하여도 녹화 가능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SD Card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이 가능합니다.

구성품
•기본 사항 : 블랙박스, 매뉴얼, 거치대, 시거잭, 비디오 케이블

•옵션 사항 : GPS 안테나, 후방 카메라 , 후방 카메라 케이블

   A/S 센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번지 수원 첨단 벤처 밸리 510호 

전화 번호 070-7562-1452   031-426-9815     이메일 as@glosy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