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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가 있으므로 

예고 없이 기능 또는 제원이 추가, 변경, 삭제 될 수 있다. 

 

- 이 매뉴얼은 Blackbox Viewer 버전 1.3.0.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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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하기(install) 
 

 1) 실행 전 

- BBViewer는 별도의 install file이 없이, 제공한 zip파일의 압축을 풀어 

BBViewer.exe를 실행한다. 

 

- BBViewer는 Visual Studio 2008 SP1으로 개발되어 실행할 때, run time library가 필요할 수 

있다. 이 library는 Microsoft download site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재배포 패키지 다운로드: 

 . http://support.microsoft.com/kb/2019667 

 

2) 최소 요구 사항 

 - Windows XP sp2 또는 그 이상 

- 모니터 해상도 1280*720 또는 그 이상 

 

* 배속은 CPU의 성능 한계까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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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구성 
 

1) 메인 화면: 실행 화면 

 BBViewer.exe를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기본 적인 화면 구성은 <그림2.1>과 같다. 

 

<그림2.1>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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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인 화면 구성 

 

 
 

 

○1  주 Display 창: front camera 기본, 주 Display 창 하단에는 시간 바가 있어 원하는 위치로 이동 

○2  보조 Display 창: rear camera 기본, 두 개의 display 창은 위치 변경이 가능 

○3  G 센서 그래프: G 센서의 변화량을 그래프화하여 보여줌 

○4  리스트 박스: 파일열기/파일삭제/파일 리스트 보기 

- 상시(주차상시)녹화, G 센서 이벤트 녹화, 모션녹화, 수동녹화로 구분됨 

- 녹화구분을 선택하여 원하는 녹화파일 리스트만 볼 수 있음 

○5  지도보기: 구글(Google) 맵과 연동하여 이동 경로를 표시(GPS 연동). 

○6  재생 속도 변경: 1/4 배속, 1/2 배속, 1 배속, 2 배속, 4 배속 지원 

○7  프린트/백업/블랙박스 설정/뷰어 설정 

○8  재생 제어: 앞으로 재생, 뒤로 재생, 일시정지, 정지, 앞으로 한 프레임 이동, 뒤로 키프레임 

이동 

○9  출력 음량 조절 

○10  속도 표시(GPS 연동) 

 

PC 성능에 따라 배속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재생 속도로 재생함 

 

 

<그림2.2> 메인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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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폴더) 열기 

 

 
 

리스트 보기 우측 상단의 폴더 열기 버튼 을 클릭하여 영상이 포함된 이동식 디스크 또는 

폴더를 선택한다. 

 

1) SD card 열기 

 

 

 
 

 

- 파일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식 디스크 열기 창이 나타나며, PC에 연결된 이동식 디스크 

리스트를 보여준다. 

- 녹화된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하면 리스트 박스에 녹화 영상 리스트가 

출력된다. 

 

 

<그림3.2> SD card 열기 

<그림3.1> 리스트 보기: 파일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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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디스크가 아닌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선택하려면 “다른 폴더 열기”를 버튼을 

클릭한다. 

 

2) 폴더 선택하여 열기 

 
 

녹화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하여 녹화 파일을 리스트에 한다. 

 

 

<그림3.3> 폴더 선택하여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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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포맷 

 

파일명은 뷰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값으로 파일명을 만들기 때문에 파일명을 변경하면 

뷰어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원하는 파일 포맷은 <표3.1>에 명기하였다. 

녹화 종류 확장자 파일 설명 

AVI .avi 표준 스트림 

파일 

- 일반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도 재생할 수 있는 파일 

- 채널별로 파일이 생성 

- 현재 선택한 폴더의 영상만을 재생하거나 

하위에 normal, event, motion, manual 폴더 안을 

검색하여 재생 

<표3.1>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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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목록 보기(time/event) 

 

 
<그림4.1> 타임 리스트                              <그림4.2> 이벤트 리스트 

1) 타임 리스트 

시간을 기준으로 녹화영상을 나열하는 리스트로서 날짜/시간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파일의 녹화 시작 시간과 녹화형태를 표시한다. 

 

날짜 리스트와 시간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날짜와 시간의 녹화 리스트를 보여준다.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바는 현재 재생을 준비하고 있는 파일을 의미한다. 

 

2) 이벤트 리스트 

<그림4.2>와 같이 상시 녹화 파일을 제외하고 G 센서, 모션, 수동 녹화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 테이블에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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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화 모드 선택 

원하는 녹화 모드만 보고 싶을 때는 리스트 상단의 상시/G 센서/모션/수동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보고자 하는 파일을 다시 리스트로 만든다. 

 
 <그림4.3> 녹화 모드 선택: G 센서 

G 센서 이벤트만 선택하여 리스트에 보여 주는 예를 <그림4.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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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생하기 
재생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5.1> 재생 위치 

 

1) 재생 버튼 클릭 

리스트에서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바는 현재 재생을 준비하고 있는 파일이다. 재생 제어 

버튼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함으로 재생을 시작한다. 

 

2) 리스트 더블 클릭 

리스트에서 재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파일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여 재생을 시작한다. 

타임 리스트, 이벤트 리스트 모두 동일하게 동작한다. 

 

3) 재생 규칙 

재생 중인 파일이 재생을 마치면 리스트상의 다음 파일을 자동으로 재생을 한다. 

마지막 파일을 모두 재생하면 재생을 자동으로 정지 상태가 된다. 

 

* 재생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장 재생 제어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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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일 백업 
파일 백업에는 정지영상 이미지 저장과 동영상 저장이 있다. 백업 방법으로는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저장하는 방법과 재생 중에 해당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동영상 정지영상 

저장 포맷 AVI 파일 BMP 파일 

리스트 선택 지원 X 

재생 중 선택 O O 

백업 시간 변경 

(재생 중 선택하였을 경우) 

O X 

<표6.1> 백업 지원 

 

 - 리스트 선택: 리스트의 체크박스에 선택한 영상을 백업한다. 

 - 재생 중 선택: 재생 중에 백업 버튼을 클릭하여 백업하는 방식: 리스트에 체크박스가 

모두 체크되지 않아야만 한다. 

 

1) 재생 중 백업 

동영상을 재생 중에 백업 버튼 을 클릭한다. 

 
<그림6.1> 재생 중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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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창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6.2>와 같다. 

 

항목 선택 설명 

백업방법 AVI 파일 동영상 파일 백업 

BMP 파일 정지영상 파일 백업 1장 

백업 설정 카메라 백업할 카메라 채널을 선택 

경로 백업할 위치를 표시 

백업할 위치를 변경: 변경된 위치는 저장되지 않음 

시작 시간 초기값: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의 시작 시간 

백업 시작 시간을 정한다. 

끝 시간 초기값: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의 끝 시간 

백업 끝 시간을 정한다. 끝 시간이 시작 시간 보다 빠를 수는 

없다. 

시작 백업을 시작 

정지 백업 진행 중에 취소 

닫기 백업 창을 닫는다. 

<표6.2> 백업 창 

 

 

* BMP file을 선택하면 시작 시간/끝 시간 은 보이지 않는다. 

* AVI file로 저장된 영상을 재생 중에 백업 할 때는 시작 시간/끝 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 

* 백업할 위치를 변경하여 저장하기 위해서는 뷰어 설정에서 설정 저장해야 함: 1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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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백업 

 
<그림6.2> 리스트 선택 백업 

 

리스트에서 백업하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하여 백업 버튼을 클릭하면, 백업 창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BMP 파일 백업은 나타나지 않으며, 시작 시간, 끝 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 

 

리스트에서 백업을 할 때는 재생이 정지 상태이거나 재생 중일 때 모두 가능하다. 

 

시작을 클릭하여 백업을 시작하면, 프로그레스 바(Progressive Bar)가 채워지며 백업을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림6.3> 백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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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6.4>와 같이 AVI로 백업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6.4> 백업된 파일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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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일 삭제 
뷰어에서는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삭제할 파일을 리스트에서 선택 

- 삭제 버튼 을 클릭하면 삭제 여부를 확인한 뒤에 예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면 파일 삭제 

 
<그림7.1> 삭제 전                         <그림7.2> 삭제 후 

 

* 삭제 후 리스트는 가장 최근 시간대의 첫 번째 파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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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생 제어 
1) 제어 버튼 

버튼 모양 버튼 이름 설명 

 

정방향 재생 리스트에 선택된 영상의 재생을 시작한다. 

 

일시 정지 재생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정지 영상 재생을 멈추고 초기 로고화면으로 복귀한다. 

 

역방향 재생 선택된 영상의 제일 마지막 키프레임부터 역방향으로 재생한

다. 영상은 키프레임만 재생한다. 

 

한 프레임 이동 한 프레임씩 앞으로 이동한다. 

 

한 키프레임 

뒤로 이동 

역방향으로 움직이며 키프레임 단위로 이동한다. 

 

1/4 배속 재생하고 있는 속도를 4분의 1배 속도로 느리게 재생한다. 

 

1/2 배속 재생하고 있는 속도를 2분의 1배 속도로 느리게 재생한다. 

 

정배속 스트림의 고유 재생 속도로 재생한다. 

 

2배속 재생하고 있는 속도를 2배 빠르게 재생한다. 

 

4배속 재생하고 있는 속도를 4배 빠르게 재생한다. 

<표8.1> 재생 제어 버튼 

 

* 키프레임: 동영상 녹화 영상 프레임 중에서 인덱딩된 프레임으로 자신의 영상정보를 모두 가지

고 있다. 

* 스트림에 음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음성이 재생되는 때는 정방향/정배속 재생일 때만 

음성이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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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바 

 
<그림8.1> 시간 바 

 

 하나의 파일을 기준으로 시간 바를 구성, 시간 바를 클릭하는 위치의 영상으로 즉시 이동한다. 

 클릭한 위치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이동하면 마우스 위치에 따라 영상이 동시에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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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GPS 정보 보기 
GPS에서는 위치 정보, 진행 방향, 시간, 속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뷰어에서는 위치 정보와 

속도를 표시한다. 위치 정보는 위도, 경도를 표기하며 동시에 구글(Google) 지도를 이용하여 현

재 주행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속도는 속도계를 이용하여 차량 운행 속도 표시한다. 

 

1) 리스트/GPS/지도 창 

화면 우측에 리스트, GPS, 지도 창은 사용자가 창을 보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창 제어 버튼  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보기를 선택할 수 있다. 

 

리스트/지도 같이 보기 리스트 보기 GPS 정보/지도 보기 

  

<그림9.1> 리스트, GPS 정보, 지도 보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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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S 정보, 지도 보기 

<그림9.2> 구글(Google) 지도 경로 표시 

- 시작 시간/종료 시간: 재생되는 스트림 파일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표시 

- 시간: 현재 재생되는 영상 프레임의 시간, 재생 중이 아닐 때에는 현재 PC 시간을 표시 

- 위도: 0°~90° 북위(North), 남위(South) 표기 

- 경도: 0°~180° 서경(West), 동경(East) 표기 

- 지도: 위도, 경도를 기반으로 Google 지도에 차량 운행 경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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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 센서 정보 보기 
G 센서는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앞/뒤, 좌/우, 상/하의 흔들림을 3개의 축으로 변화량을 

감지하며, 중력가속도의 단위로 수치를 표현한다. G센서의 변화량으로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판단한다. 

 

1) G 센서 그래프 

 
<그림10.1> G 센서 그래프 

 

- X축 : 좌, 우변화 감지 - 좌회전, 우회전에 반응 

- Y축 : 상, 하 변화 감지 - 요철 등의 상,하의 흔들림에 반응 

- Z축 : 앞, 뒤 변화 감지 - 가속과 감속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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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린트 

영상이 재생 중에 프린트 버튼 을 클릭하면 화면 출력 창이 나타남. 상단에는 영상을 

출력하고 하단에는 출력하는 영상의 개요를 보여준다. 

 

<그림11.1> 프린트 미리보기 

 

1) 출력 내용 

- 영상 

- 발생 일자: 영상 프레임 녹화 시간 

- 발생 위치: GPS의 위도, 경도 좌표값을 표기 

- G센서: G센서의 x, y, z축의 좌표값을 표기 

- 메모: 하단의 메모 박스에서 작성한 내용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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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뷰어 설정 
블랙박스 뷰어 프로그램의 버전과 뷰어 프로그램의 설정을 세팅하는 창 

 

<그림12.1> 뷰어 설정 창 

 

메뉴 설정 내용 설명 

재생 프로그램 버전  현재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표시 

지도  지도를 보거나 보지 않도록 설정 

G센서 그래프 보기  현재 G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거나 

파일의 G센서 값을 한꺼번에 표시하도록 설정 

재생 속도 옵션  배속 재생시 기준 프레임 방식 설정 

백업 폴더 설정  백업되는 동영상이나 정지영상이 저장되는 

위치 폴더 설정 

국가별 지원  영어/한글 지원 

 

* 언어는 지원하거나 지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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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정 

<그림13.1> 설정 창 

 

항목 설명 비고 

비디오 품질 영상 화질 설정 <표13.2>참조 

음성 녹음 음성 녹음 포함 설정  

층격센서 민감도 이벤트를 감지하는 G센서 감도 설정  

주차모드 사용여부 주차 녹화 사용 설정  

주차모드 진입시간 G센서 값을 기준으로 x분만큼 움직임이 

없을 시 주차 녹화 진입 설정 

 

모션센서 민감도 주차 녹화에서 모션 감도 설정  

음성 안내 음성 안내 출력 설정  

속도계 단위 속도계 단위 설정 Km/h, MPH 

시간대 설정 GPS(UTC)시간을 지역시간으로 변경할 때 

사용됨 

 

날짜와 시간 설정 Blackbox에 초기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 

저장을 클릭하면, 저장 버튼 우측에 세팅한 

시간이 실행파일 하위폴더인 TimeSet 폴더에 

SD card에 복사한 뒤 

블랙박스에 넣은 후 

부팅하면 이 파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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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t.cfg 파일로 저장, 이 

저장됨 

펌웨어 정보 Blackbox의 펌웨어 버전 정보 표시  

<표13.1> 설정 항목 

 

 일반 화질 고화질 최고화질 

HD (1280x720) 2Mbps 4Mbps 6Mbps 

<표13.2> 화질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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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면 제어 
1) 전/후방 영상 바꾸기 

2채널 뷰로 재생할 때,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의 화면을 바꿀 수가 있다. 

- 화면 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메뉴에서 재생 화면 변경을 

클릭한다. 

- 화면 상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여 드래그해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한 뒤에 드롭하면 

영상이 변경된다. 

 

2) 화면 비율 조절 

영상 화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난다. 

 

화면비율 화면 비율 유지 영상 화면과 동일한 비율의 영상을 화면에 보여준다. 

화면 비율 유지를 하지 않으면, 화면이 보여지는 크기에 맞

추어 출력한다. 

기본 값 화면 비율의 기본 값은 원본 비율을 유지한다. 

원본 비율 원본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화면에 출력한다. 

16:9 입력 비율과 상관없이 출력비율을 16:9로 유지한다. 

4:3 입력 비율과 상관없이 출력비율을 4:3으로 유지한다. 

<표14.1> 화면 비율 

 

3) 한 채널 영상 보기 

뷰어의 크기에 꽉 차는 영상 하나의 채널만 보여주는 기능 

<그림14.1> 한 채널 보기 

- 보고자 하는 화면을 더블 클릭한다. 

- 팝업 메뉴에서 “한 채널 화면 보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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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화면 보기 

최대 화면은 모니터 크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보는 기능, 프로그램 상단의 최대화 

버튼 을 클릭한다. 

 

5) 전체 화면 보기 

전체 화면은 하나의 화면을 모니터 전체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 뷰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 화면 버튼 을 클릭하거나, Enter 키를 치는 방법으로 

전체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이동하여 시스템 메뉴와 재생 제어 버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팝업 메뉴를 이용하여 일반 화면 보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 재생 채널 전환: 전방/후방 영상을 변경할 수 있다. 

- 모니터 해상도가 영상의 크기보다 클 경우 1:1 화면을 볼 수 있다. 

- 파일 열기(새로운 이동식 디스크): 전체 화면에서 새로운 영상 스트림 파일을 열어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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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색상 조절 
팝업 메뉴에서 색상 설정을 클릭하면 영상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다. 재생 중인 영상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일시 정지한 영상에서는 조절이 되지 않는다. 

- 밝기, 대조, 색상 조절: 0~100 범위, 기본값 복귀 버튼 

<그림 15.1> 색상 조절 창 

 

 

16. 파일 복구 
 파일을 열 때와 재생 중에 스트림 파일과 인덱스 파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또는 시간 정보가 잘 

못 되어 있으면, 자동 복구를 수행한다. 

이 것은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 

 

 

 

17. 로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두 가지 로그를 남긴다. 

실행프로그램 하위 폴더로 log 폴더가 있는 데, 현재 구동되는 시스템 사양이 저장되는 

SystemProerty.log 이 있고, vl 로 시작하는 로그파일은 프로그램의 주요 동작내용을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