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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용 블랙박스는 음성과 영상 그리고 자동차의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이며 이러한 정보

를 바탕으로 사고의 재구성이 가능해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

으로 블랙박스의 장착이 확산되면서 수년 내에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차량용 블랙

박스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블랙박스 구매결정 요인을 안전

성, 기능성, 차별성, 경제성으로 구분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블랙박스 관련회사 직원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박스 구매결정과 관

련된 실무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Recently, a great attention has been paid to a car black box device in the automobile markets besides it 
provides an accident re-construction based on the data which contains audio, video, and some meaningful 
driving informations.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device will get to promote around public transit and the 
market will greatly grow within a few years. Thus, this research conducted of preference the influencing 
factors in decisions purchase of auto black box. Factors influencing in decisions purchase of black box was 
divided safety, functionality, differentiation, economics.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those who 
worked in black box company.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factors influencing in 
purchase decisions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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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

동차 등록 대수가 1천 902만 869대로 집계돼 1천
9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

는 1997년 7월 1천만 대를 넘어선 이후 이런 추

세라면 2015년 상반기에는 2천만 대를 웃돌 것으

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경

위를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운전

자나 목격자의 허위진술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

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억울

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나

교통사고 발생하기 전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이후까지 음성과 영상 그리고 가속도 센서

및 각종 센서정보를 저장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수요가 급증하

고 있다. 또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정보기술과 각

종 센서기술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출

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랙박스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선호도 평가속성을 분류한 후 도출

된 속성을 기반하여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

속성을 안전성, 기능성, 차별성, 경제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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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위 평가속성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선호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속성

중 가장 선호하는 속성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평가속성 중 비 선호 평가속성은 무

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2.1 블랙박스 구매결정에 관한 연구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

도에 관한 시험평가를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중소

기업진흥공단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한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메라 기본 성능에는 카메라 화소, 칼라, 저장주

기, 프레임생성시간, 시야각, 카메라 번호판 인식

성능, 데이터 유지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원부

성능으로는 전원전압 변동적응성과 과전압 견딤

과 완전방전방지 속성으로 분류하였고, 기타성능

으로는 가속도 센서와 사고기록정보 생성시간, 고
온동작 항목 총 16개 항목을 테스트한 결과 시중

에서 판매되는 11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16개 항

목[1] 중 15개 항목에서 적합 제품으로 평가되었

다고 한다.
블랙박스 구매결정에 관한 연구는 현재 초기단

계에 머물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 안전정보 수집 방안에

관한 연구[2]에서 차량 거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

였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차량용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3] 연구에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사고 감지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사고 상

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Emergency Call 기능

을 제안하였다. 
차량용 탑승자 정보 획득 시스템의 구현[4]에

관한 연구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기술에는 사고

감지, 데이터 분석, 정보운영기술에 대해 기술하

고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차량용 탑승자

정보획득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 및 구현방법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기반 정숙 운전 평가 시스

템[5]에 관한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각 방향의 가속도, 가가속도의 모든 변

화를 계산하여 정숙 운전 지수를 계산하며, 측정

된 지수를 랭크와 SNS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 선

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개

선을 제안하였다.
2.2 계층적 분석기법

Saaty(1972)에 의해 창안된 계층적 분석기법은

다중의사결정 도구의 일종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정성적이거나 무형적인 기준, 정량적이거나 유형

적 기준을 비율척도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를 작은 요소로 분해하여 단순한 쌍대비

교에 의해 각 계층 간 구성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가능성, 선호도 등을 숫자로 바꾸어 판단

하여 해결하는 분석과정이다[6]. 최초의 사용은

미국과 러시아간 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와 정부, 기관, 개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6][7][8][9][10]. 우선순위 결정 평가방법에는 계층

적 분석기법, 평점법, 델파이법 및 순위평가법 등

이 있다. 
AHP와 기존 평가방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평가방법은 절대적인 평가 점수체계는 평가

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한계점을 가

지고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전문가 의

견에만 의존하여야 한다. 또한 환산계수 및 평가

방법에 따라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고, 평가에 있

어 각 요소에 대한 이해가 평가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AHP 기법은 쌍대비교 평가 및

선형대수학을 통해 평가결과를 도출함으로 정확

하다. 또한 일관성 비율을 통해 신뢰도를 검정하

며, 비교척도 재정립 및 쌍대비교, 선형대수학을

적용함으로서 민감도 부분을 해결하였고, 계층 구

조를 통해 독립성 문제도 해결하였다[11]. AHP의
가장 큰 장점은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과학

적인 방법으로 선호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관련 분야에 소수의 전문

가가 적합하다. 즉, AHP의 이용은 유효 표본 수

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

단을 선정하는가와 응답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일

관성 있게 응답을 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2].

Ⅲ.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블랙박스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선호도 분석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제

품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도에 관한 시험평가에

서 논의된 16개 속성과 선행연구에서 25개 평가

속성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속성들 중

중복된 부분과 평가속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속

성을 제외한 17개 속성을 먼저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블랙박스 관련업체 전문가가 생각하는

구매결정 요인 3개를 추가하여 총 20개 속성을

그림 1의 3단계 평가속성으로 도출하였다. 따라서

20개 속성을 구매결정 요인 관점에서 7개 속성으

로 분류하여 2단계 평가속성을 도출하였다. 그리

고 2단계 평가속성에서 제시된 7개 속성 중 블랙

박스 본래의 역할인 안전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을

1단계 평가속성으로 도출하였으며, 블랙박스 사용

에 편리함과 성능, 기능적 측면에서 기능성을 도

출하였다. 또한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블랙박

스 구입에 소요되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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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 후 그림 1과 같이 AHP 기법 적용을 위한

계층도를 완성하였다.

그림 1. 블랙박스 구매결정 선호도 계층도

Ⅳ. 실증분석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

까지 21일간에 걸쳐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회사

팅크웨어, 피타소프트, 현대모비스, 아이트로닉스

에서 연구, 개발, 영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

10명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자동차 영업

과 서비스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 10명, 운송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기사 5명 그리고 블랙박스 사

용자 및 잠재적 사용자 5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쌍대비교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자가 없어, 최종분석에 3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

으며 분석용 툴은 Expert Choice 2000 Enterprise
를 사용하였다.

4.1 인구 통계학적 특성

표본 집단은 남자가 25(84%), 여자 5명(6%)이
며, 연령은, 21세-30세 10명(33.3%), 31세-40세 10
명(33.3%), 41세-50세 10명(33.3%)이다. 따라서 블

랙박스 주사용자 층인 30대 이상 연령이 20명
(66.6%)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적절한 표본

으로 나타났다. 직업블랙박스 관련회사 종사자 25
명(66.6%), 운송업 택시기사 5명(16.7%), 일반인

사용자 5명(16.7%)으로 나타났다. 25명(83.2%)가
블랙박스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 본적 있다

이고, 5명(16.7%)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었다. 
블랙박스 사용기간은 구입예정 5명(16.7%), 6개월

이하 10명(33.3%), 7개월-1년 15명(50%), 1년-2년
5명(16.7%)으로 나타났다.

4.2 응답자의 신뢰성 평가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하기 전

에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문자료를 토대로 통제요소들에 대한 쌍대

비교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CR이 0.1 이
하이면 의사결정자가 행한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 이내일 경우

용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6]. 그림 2와 같이 일관성 비율

분석결과 0.09로 나타나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

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2. 1단계 선호도와 신뢰성 분석결과

4.3 단계별 평가속성 분석결과

1단계 평가속성에 대한 선호도 순위비교는 그

림 2와 같다. 1단계 평가속성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성(0.555)로 나타나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

였고, 다음으로 기능성(0.199), 경제성(0.147), 차별

성(0.098)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2단계

평가속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차별

(0.808), 성능(0.709), 재현(0.649), 안전(0.351) 순으

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블랙박스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선호도 순위비교는 그림 3과 같

다.

그림 3. 평가속성 선호도 순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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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번호판인식(19.9%)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녹화영상재현(17.3%), 사고녹화(10.8%), 블랙

박스가격(8.1%), 카메라 수&회소(7.8%) 그리고 데

이터유지(6.2%) 순으로 선호 한다고 응답하여 블

랙박스 설치에 목적인 안전성 부문의 속성들이

대체로 상위에 랭크하고 있다. 블랙박스 구매결정

에 비 선호하는 평가속성으로는 블랙박스에 색상

(0.3%), 두께(0.3%), 디자인(1.0%), 설치비용(1.6%) 
그리고 저장용량(2.0%) 순으로 나타나 블랙박스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외형적인 부문의 속성들이

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결정 요인

에 대한 선호도 평가속성을 안전성, 기능성, 차별

성, 경제성으로 분류한 후 하위계층 평가속성을

도출하여 블랙박스와 관련된 회사직원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분류

한 후 통계분석 툴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의 평가속성의 선호도 순위비교에서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선

호하는 평가속성 1위-6위에 랭크된 6개 속성 중

5개 항목이 안전성과 기능성 부문 속성으로 나타

나 블랙박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번호판인식 기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발생시

녹화영상재현 기능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판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고

녹화(이벤트) 기능은 자동차 운행 중 불시에 가해

지는 충격을 감지하여 사고 전후 블랙박스에 녹

화하는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런데 블랙박

스 색상과 두께, 디자인 속성들은 구매결정 요인

으로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존의 연구에서 블랙박스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속성 선호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거의 찾

아볼 수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블랙박스 구

매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속성 속성별 선호도를

순위화만 하기로만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 블랙박스 구매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속성

계층도에서 제시된 평가속성이 블랙박스 구매결

정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가속성을 더욱더 세분화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블랙박

스 구매의도에 대한 평가속성 선호도 분석결과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해 평가속성 선호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

구와 관련된 계층구조의 대안을 선정하여 평가속

성 선호도 분석에서 더 나아가 대안 선택의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AHP와 다른 기법과의 결

합 다른 경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의 비교 등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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