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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지도	화면은	새로운	내용	추가	및	변경에	의해	실제	도로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서	표현된	색상은	인쇄	잉크의	색상	표현	한계	때문에	실제	제품의	화면과	
다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본	제품의	디자인	및	규격은	제품의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설명서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용설명서는	인터넷	사이트(http://smotor.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VN SYSTEM을 구입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7" AVN SYSTEM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내용

1.  제품 구입하신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

으로 수리 해 드립니다.

2. 다음의 고장 발생 경우에는 기술료와 부품비를 실비로 받습니다.

◦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 시

◦ 천재지변(화재, 지진, 수해, 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사용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  현대모비스 서비스 센터 기사 또는 서비스 지정점의 수리기사가 아닌 자가 제품을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 시

◦ 고객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3. 본 제품의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은 8년 입니다.

◦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은 제품단종 일로부터 산정됩니다.

상담안내

◦ 현대모비스 제품 구입시 구입방법, 제품가격, 제품안내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애프터 서비스 지정점이나 대리점에 의뢰하여도 신속히 처리되지  았을 경우

◦ 기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본 제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고객 상담실 전화번호

※ A/S, 고객상담 및 불만신고 전화 : ☎ 1588-7278

소비자 상담실 안내

ZEMMS1-CKR01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에서는 운전자나 타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표시(경고, 주의, 알아두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들은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 주십시오.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기호 설명

경고
 본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경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 

관계되는 중대한 상해,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

주의
본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연결되어 부상 당하거나, 자동차의 손상 또는 고장 등의 우

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

알아두기
• 자동차의 고장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사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사용자가 알고 있으면 편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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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주의사항

 경고사항

내비게이션에 의한 경로 안내 시에도 실제의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내비게이션에 의한 경로 안내만으로 주행하면 실제의 교통규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주행 중에 운전자가 화면을 볼 때는 반드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아 주십시오. 

화면 주시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지점 등록, 시설검색 등의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전방 주시 소홀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차하여 조작하여 주십시오.

본 AVN 시스템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사고,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기구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발연, 발화, 고장 등의 원인이 됩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의 고장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화재, 감전 등)나 제품의 치명적인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천둥이 칠 때는 안테나 선을 만지지 마십시오. 낙뢰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본 AVN 시스템을 조작할 때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조작하지 마십시오.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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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주의사항

교통 상황에 주의하여 운전하여 주십시오. 

목적지 안내 중에 규제 표시 변경 등에 의해 진입 금지 등의 경로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 중의 계기 조작은 전방 주시 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를 정차시킨 후 조작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행 중에는 안전을 위하여 일부 기능은 화면터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했을 경우에는 모든 기능의 화면터치가 가능해 집니다.

운전 중의 음량은 차 밖의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음량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차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운전하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ON시, 음량 크기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전원 ON시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서 청력 손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전원 OFF시에 적당

한 음량으로 조절하고 OFF하여 주십시오).

본 AVN 시스템의 장착위치를 변경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구입한 판매점이나 지정된 A/S점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본 AVN 시스템의 장착위치를 변경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구입한 판매점이나 지정된 A/S점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장착하거나 분해하는 것은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차량 시동 후 사용

차량의 엔진을 끈 상태에서 10분 이상 AVN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경고 문구가 표시됩니다. 

10분이 지나면 1분 간격으로 5초 간 표시합니다. 

반드시 차량의 엔진이 구동 중인 상태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동차의 시동을 끈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모니터 전면에 직접적인 압력을 주면 액정 패널 및 터치 패널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청소할 때에는 전원을 끈 후 잘 마른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 주십시오. 

딱딱한 헝겊이나 화학걸레 또는 유기용제(알콜, 벤젠, 신나 등)는 패널 표면에 상처를 내거나 변질시

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판매점 또는 A/S센터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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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주요 특징

7"형 와이드 박막 액정 디스플레이

냉음극형광관을 내장한 7"형 와이드 박막 액정 디스플레이 채용으로 고화질의 영상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의 적용으로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개성에 맞는 적합한 영상화면 선택

NORMAL, FULL, WIDE 모드 등으로 영상화면의 종류에 따라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의 

비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선국기능

AM, FM1, FM2에 각각 6국의 방송국 기억이 가능한 PLL 방식의 전자식 튜너를 채용

하였습니다.

통합(라디오+NAVI+DMB+TPEG) 안테나

고감도의 통합 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성능이 탁월합니다.

전자식 선국기능

자동 선국으로 TV와 RADIO 방송채널기억이 가능한 전자식 튜너를 사용하였습니다. 

방송 LIST기능

방송 LIST기능을 채용하여 원하는 방송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플레이 기능

오디오 CD, MP3를 삽입시키면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식 화면 조정기능

터치스크린으로 화면의 밝기, 명암, 색상, 채도를 원하시는 대로 간편하게 조정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라디오

DMB

CD

플레이어

기타

본 제품은 라디오(FM1, FM2, AM), DMB(TV, RADIO), 오디오CD, MP3, USB, AUX(오디오/영

상)를 재생 할 수 있는 종합 AVN 시스템입니다.

특히 7" WIDE VGA LCD는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에게 고화질의 화면을 제공하여 풍부하고 박력있는 

음향과 함께 운전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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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시스템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기능 설명

헤드유닛

설명서 표시 실행방법 기능

1
  
PWR/VOL

 

· 제품의 전원을 켜거나 끌 때 또는 음량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전원 OFF상태에서 키를 누르면 전원 ON 됩니다. 

· 전원 ON상태에서 키를 길게(1.5초 이상) 누르면 전원 OFF 되고, 

키를 짧게(1.5초 미만) 누르면 AV ON/OFF 됩니다.

· 노브를 좌우로 돌리면 음량이 조절됩니다. (음량조절 범위: 

0~41)

2
  

모드
 · RADIO, DMB, DISC, USB, AUX, NAVI 모드를 선택할 수 있

는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3
  

현위치
 

·현재의 차량이 위치한 지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목적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 73 64 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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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설명서 표시 실행방법 기능

5
  

메뉴
 

· 영상 시청 중 키를 짧게(1.5초미만) 누르면 해당 기능 버튼들을 보여

줍니다.

· 현재 내비게이션 화면일 경우 내비게이션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키를 길게(1.5초 이상) 누르면 화면설정, 사운드설정 화면으로 전환합

니다.

6
  
화면전환

 
·AV → 내비게이션 → AV 모드순으로 전환됩니다.

7   
DMB

 
·DMB TV/DMB RADIO 모드를 실행합니다.

· 누를 때마다 DMB TV → DMB RADIO → DMB TV 모드순으로 전

환됩니다.

8
   

·CD 플레이어에 삽입되어 있는 DISC를 꺼냅니다.

9  RESET · AVN시스템을 강제종료 후 재시작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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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MODE
VOL SEEK

D
D

설명서 표시 기능

1
 
MODE

 

· 키를 누를 때마다 RADIO → DMB → DISC → USB → AUX 순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매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재생 가능한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모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RADIO 모드에서 키를 길게(1.5초 이상) 선택 시 FM1 → FM2 → AM → FM1    

모드 순으로 전환됩니다.

· Power OFF 상태에서 MODE  키 선택 시 Power ON 동작을 수행합니다.

2   

· 소리를 끄고 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MUTE 동작 시 우측에 MUTE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일 경우에는 우측에 MUTE 아이콘이 3초간 표시 후 사라집

니다.

3  ▲VOL▼  
·AV 재생 중에 선택할 경우 AV 음량을 조절합니다.

  (AV/AUX음량 0~41 단계 조절가능)

4  ▲SEEK▼  

SEEK UP/DOWN SHORT KEY(1.5초 미만)

· FM/AM, DMB 모드에서 프리세트로 저장된 방송을 순차적으로 검색합니다.

· CDP의 CD/MP3, USB 모드에서는 트랙 또는 파일를 탐색합니다.

SEEK UP/DOWN LONG KEY(1.5초 이상)

· FM/AM 모드에서 방송 주파수 및 채널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 CDP의 CD/MP3, USB 모드 동작중에는 빠른 파일 탐색이 가능합니다.

MODE
VOL SEEK

D
D

MODE
VOL SEEK

D
D

스티어링 리모트 컨트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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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PART 1.  기본 조작에 대하여

1장 시작하기

시스템 시작 및 종료

·시스템 시작하기

·시스템 종료하기

·시스템 초기화하기

·AUDIO OFF하기 

·AUDIO ON하기

사운드설정 및 화면설정 조정방법

· 사운드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 BALANCE/FADER 설정하기

· 저음, 중음, 고음 설정하기

· BEEP음 설정하기

· EQ(EQUALIZER) 설정하기

화면 설정하기

· 화면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 화면 OFF 하기

· 밝기/명암/색상/채도 조정하기

· 화면비율 설정하기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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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작 및 종료 

시스템 시작하기

 1 자동차의 시동스위치를 ON 또는 ACC 위치에 

놓습니다.

2  PWR/VOL  키를 누르면, AVN 시스템의 최종 

사용모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예: FM1모드에서 

시스템 종료 후 재시동 시 화면모드는 FM1모드

가 표시 됩니다.)

시스템 종료하기

1  PWR/VOL  키를 길게(1.5초 이상) 누르면, 화면

이 꺼지면서 AVN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차량 시동을 켰을 시, 시스템 전원 ON/OFF 상태는 시동을 켜기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시동을 끄기 전에 

RADIO 모드가 표시되고 있었다면 시동을 다시 켰을 때 시스템은 전원 ON 상태가 되고 RADIO 모드가 표시 됩니

다� 반대로 시동을 끄기 전에 RADIO 모드에서 전원 OFF했다면 다시 시동을 켜더라도 전원은 OFF 상태가 되며 

POWER/VOL  키를 눌러 시스템을 켜면 RADIO 모드가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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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초기화하기

시스템 초기화는 예상하지 못한 기기의 이상동작이나 문제발생 상황을 복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1 RESET키를 길게(약 1.5초 이상) 누릅니다. 

(RESET 키는 핀 또는 클립과 같은 도구를 사용

하여 누르시기를 권장합니다.)

 2 �기기의 전원이 종료상태가 되며, PWR/VOL  키

를 누르시면 기기의 전원이 켜지며, FM1모드가 

작동됩니다.

AV OFF하기

AV ON하기

1  AV가 ON된 상태에서 PWR/VOL  키를 짧게

(1.5초 미만) 누르면, AV가 OFF되고 내비게이

션 화면만 표시됩니다.

1 AV가 OFF된 상태에서 PWR/VOL  키를 짧게

(1.5초 미만) 누르면, AV가 ON됩니다.

시스템 초기화 시 기존에 저장 및 설정되어 있던 정보(라디오 주파수 저장, 음량설정, 화면설정 등)들이 출고상태로 초

기화됩니다� 이는 불량현상이 아닌, 기기를 초기화 하면서 메모리에 저장되었던 정보도 초기화되기 때문 입니다�

주의하기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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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 AV/내비게이션 모드에서 메뉴  키를 길게

(1.5초 이상) 누릅니다.

사운드 설정하기

2   환경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환경설정 화면에서
사운드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사운드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BALANCE/FADER 설정하기

1  BALANCE/FADER 조정화면에서 상하좌우 네개

의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음위치를 조정합니다.

BALANCE/FADER 값은 음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즉, 운전석 으로 음의 점을 모아서 후석이나 조수석의 

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도록 조정할 수 있

습니다� CENTER  버튼을 선택하면 BALANCE 0 / 

FADER 0인 상태가 되고 차량 한가운데로 음의 초점

이 모아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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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 중음, 고음 설정하기

1  ◀  또는 ▶  를 이용하여 음질을 조정합니다.

BEEP음 설정하기

EQ(EQUALIZER) 설정하기

 버튼을 누를 시 발생하는 BEEP음의 ON 혹은 OFF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Q 설정 시 CLASSIC, JAZZ, ROCK, POP과 같이 분위기에 맞는 음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사운드설정 화면 하단의 BEEP  버튼을 누르면 

버튼 왼쪽에 체크박스가 표시되며 BEEP음이 활

성화됩니다.  버튼 재 선택시 BEEP음 

설정은 해제됩니다.

1사운드설정 화면 하단의 EQ  버튼을 누르면 

EQ 설정화면으로 이동하여 CLASSIC, JAZZ, 

ROCK, POP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FAULT 선택 시 초기값으로 설정됩니다.

CENTER  버튼을 선택하면 저음, 중음, 고음의 조정 

바는 모두 CENTER로 이동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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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 AV/내비게이션 모드에서 메뉴  키를 길게

(1.5초 이상) 누릅니다.

2   환경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환경설정 화면에서

화면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화면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경우에는 비디오 화면설정 화면이 표시되며 

그 외 경우에는 오디오 화면설정 화면이 표시됩니

다.) (10초 이내 화면조작이나 키 조작이 없을 경

우 이전 화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비디오 화면 설정

▲ 오디오 화면 설정

화면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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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화면 설정

2   화면이 꺼져 야간 운전시 눈부심을 방지 합니다.

3   꺼진 화면의 아무 곳이나 누르거나 스티어링 리모컨

의 ▲SEEK▼  키와 헤드유닛의  키를 제외

한 AV/내비게이션 모드 관련 키를 누르거나 ACC 

OFF후 ON 동작을 수행하면, 이전 화면이 다시 나

타납니다.

1  화면조정 화면에서 하단의 화면 OFF  버튼을 선택

합니다.

화면 OFF 하기

이 설정은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을 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야간운전 시 화면의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고 싶을 경우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화면 OFF 상태에서도 AV의 음성은 계속 유지 됩니다.

▲ 오디오 화면 설정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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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중앙에 조정 버튼을 선택하여 설정 값을 적

절하게 조정합니다.

1  화면 상단에 밝기, 명암, 색상, 채도 중 원하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비디오�화면설정�화면에서�밝기/명암/색상/채도�조정

밝기/명암/색상/채도 조정하기

1  화면 중앙의 ◀  / ▶  버튼을 조작하여 밝기를 

적절하게 조정합니다.

오디오�화면설정�화면에서�밝기�조정

DMB TV는 색상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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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비율 설정하기

영상화면 (DMB TV/AUX-영상) 모드에서 화면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비디오 화면설정 화면 하단에 위치한 화면비율  

버튼을 선택합니다.

2  NORMAL ,  FULL ,  WIDE  중에서 원하

는 화면 형태를 선택합니다. 

1� NORMAL 화면 → 4:3 비율화면입니다�

2� FULL 화면 → 모니터의 FULL스크린 화면 입니다�

3� WIDE 화면 → 16:9 비 화면입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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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V 조작에 대하여

1장 FM/AM 모드

FM/AM 모드 실행하기

FM/AM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주파수를 선택하는 방법

·프리세트로 주파수 선택하기

·자동선국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수동선국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프리세트 버튼에 방송채널을 저장하는 방법

·수동으로 저장하는 방법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법

주파수 탐색(SCAN)하기

·프리세트 주파수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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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M 모드 실행하기 

1  모드  키를 누른 후 RADIO 모드를 선택하면 

RADIO 모드가 실행됩니다.   

FM1/FM2/AM 중 마지막으로 재생되었던 모드

가 실행됩니다.

2   FM/AM 화면의 BAND  버튼을 누를 때마다 

FM1 → FM2 → AM → FM1 모드순으로 전환

됩니다. 

3   원하는 방송주파수를 선택하여 청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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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M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1

3 4

5

10

6

11

7

13

9

12

8

2

1  모드표시 FM1/FM2/AM 모드를 표시합니다.

2  프리세트 버튼
원하는 주파수를 미리 저장하여 편리하게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3  스테레오 수신 표시 청취중인 방송이 스테레오 방송인 경우에 표시됩니다.

4  SCAN/P.SCAN/AST/

     SEEK 표시

SCAN / P.SCAN(Preset Scan)/AST(Auto Store Station)/ 

SEEK 기능이 작동 중일 경우에 표시됩니다.

5  주파수 표시 현재 청취중인 방송의 주파수를 표시합니다.

6  SEEK DOWN 버튼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감소하며 수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를 찾아 

선택합니다.

7  TUNE DOWN 버튼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한 스텝(FM : 0.1MHz, AM : 9kHz)씩 

감소합니다.

8  TUNE UP 버튼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한 스텝(FM : 0.1MHz, AM : 9kHz)씩 

증가합니다.

9  SEEK UP 버튼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증가하며 수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를 찾아 

선택합니다.

10  BAND 버튼
버튼을 누를때마다 FM1 → FM2 → AM → FM1 모드순으로 전환

됩니다.

11  AST 버튼
버튼을 누르면 검색된 주파수를 오름차순으로 프리세트 버튼에 자동 

저장합니다.

12  SCAN 버튼
버튼을 누르면 수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를 찾아 순차적으로 5초간 

수신합니다.

13  P.SCAN 버튼
버튼을 누르면 프리세트 1~6번의 주파수를 순차적으로 5초간 수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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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 기능 작동 중 ,  버튼 중 동일한 기

능 동작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중지되고 반대 방향의 

동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키의 동작을 수행합니다� 

자동선국 ,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주파수

가 빠르게 증가 또는 감소하며 변환도중 손을 떼면 해

제된 시점부터 주파수를 탐색합니다� 

알아두기

주파수를 선택하는 방법

프리세트로 주파수 선택하기

미리 기억시켜 둔 방송주파수를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FM1/FM2/AM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6

개의 프리세트 버튼 중 청취하고 싶은 방송의 주

파수가 입력된 버튼을 누르면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선국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SEEK 기능이 동작하여 자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1  FM1/FM2/AM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FM/AM 모드 조작에 화면의 ❶, ❷ 버튼을 선택

하면 SEEK 기능이 작동하고 주파수가 자동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수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

를 찾아 선택합니다.

프리세트 가능한 주파수는 FM1, FM2, AM 각각 6

채널씩 입니다� (프리세트 저장방법은 [1장 FM/AM 

모드>프리세트 버튼에 방송채널을 저장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알아두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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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선국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TUNE 기능으로 방송주파수를 직접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FM1/FM2/AM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FM/AM 조작메뉴 화면의 ❸, ❹버튼을 선택하

면 주파수가 한 스텝(FM : 0.1MHz, AM : 

9kHz)씩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수동선국 버튼

을 적절히 사용하여 원하는 주파수의 방송을 청

취하십시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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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저장하는 방법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법

프리세트 버튼에 방송채널을 저장하는 방법

FM1/FM2/AM 모드에서 현재 청취하고 있는 주파수를 원하는 프리세트 버튼에 수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1  저장하고 싶은 방송 주파수를 선택한 다음 6개의 

프리세트 버튼 중 저장시키고 싶은 버튼을 1.5초 

이상 길게 누르면 BEEP 신호음과 함께 해당 방

송채널이 저장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FM1/

FM2/AM 각 6개씩 모두 18개의 라디오 방송 채

널을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신상태가 좋은 방송주파수를 오름차순으로 프리세트 버튼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지역을 이동하여 해당 방송국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1  AST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수신상태가 가장 

양호한 방송 주파수를 프리세트에 저장합니다.  

이 방법으로 FM1/FM2/AM 각 6개씩 모두 18

개의 라디오 방송 채널을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AST 기능 실행 중 AST  버튼을 다시 누르면 AST 

기능이 취소되며, 이전에 청취하던 방송주파수를 수신

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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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세트 주파수 탐색하기

Preset Scan 기능으로 프리세트 1~6번 주파수를 탐색합니다.

1  P.SCAN  버튼을 누르면 프리세트 1~6번의 주

파수를 5초간 수신합니다. 1CYCLE후에는 이전

에 청취하던 방송주파수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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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V 조작에 대하여

DMB 방송 전파 수신에 대하여 

DMB 모드 실행하기

방송 채널 자동 선국하기

·DMB TV 모드에서 자동선국하기

·DMB RADIO 모드에서 자동선국하기

·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 또는 초기 출고 시

DMB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DMB LIST 조작메뉴 화면구성 

DMB TV, DMB RADIO 모드 전환하기

· DMB TV에서 DMB RADIO로 모드전환하기

· DMB RADIO에서 DMB TV로 모드전환하기 

방송채널 선택하는 방법

· 수동선국으로 방송채널 선택하기

· LIST에서 검색하여 방송채널 선택하기

2장 DMB 방송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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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방송 전파 수신에 대하여 

DMB 방송을 수신할 경우 수신 장소에 따라 전파의 세기가 바뀌기도 하고, 장애물의 영향에 의해 수
신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수신 상태가 나빠지면 자동선국버튼으로 수신상태가 좋은 방송채널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특히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화질이 안 좋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DMB 전파는 직진성이 강하므로 건물이나 계곡 등

의 장애물이 있으면 수신상태가 나빠집니다.

  전차의 선로, 고압선, 네온사인 등의 근처에서는 화

면이 정지하거나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아마추어 무선국의 송신안테나, 철

탑 근처에서는 화면이 지워지거나 줄무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차내에서 핸드폰이나 무전기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면이 정지하거나 잡음

이 들릴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지면 전파가 약해져서 수신 상

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DLS(Dynamic Label Segment) 정보란?

DMB Radio(DAB)에서 뉴스/교통/날씨 방송정보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방송상태에 따라서 표시가 고르지 못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MB TV 및 RADIO 방송은 지역별 방송일정, 방송국 사정 및 전파 미수신으로 인하여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으며 방송 송출 형식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수신기는 DMB TV 및 DMB RADIO 서비스의 수신이 가능하며 DATA 서비스(KBS TPEG)도 지원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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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모드 실행하기

1  DMB  키를 누르면 DMB TV/RADIO 모드가 

실행됩니다.    

AV/전원 OFF 상태에서 DMB  키를 선택하면 

AV/전원이 ON되며 DMB TV/RADIO 중 마지

막으로 재생되었던 모드가 실행됩니다.

2  DMB  키를 누를 때마다 DMB TV → DMB 

RADIO → DMB TV 모드순으로 전환됩니다. 

DMB  키를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3  방송채널을 수신 후 DMB TV 또는 RADIO 화면

을 표시합니다.

▲ DMB TV 화면

▲ DMB RADIO 화면

4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영상이 지원되

지 않고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차량이 정지하

면 다시 영상을 지원하며 전체 기능동작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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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TV 모드에서 자동선국하기 

방송 채널 자동선국하기

1  시청 중인 화면을 터치합니다.

2  DMB TV 조작메뉴가 표시됩니다. 자동선국  버튼

을 선택하여 채널검색을 수행합니다.(5초 이내 화

면조작이나 Key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DMB 

TV 조작 메뉴가 사라집니다.)

3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자동선국이 완료되어야 방송 선택 및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선국중 취소  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선국을 중단하

고 이전에 시청 중이던 채널로 이동합니다�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나 지역을 이동한 경우에 채널 검색이 필요합

니다� 자동선국은 일반적인 경우 20초 정도가 소요되나 수신 상태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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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RADIO 모드에서 자동선국하기 

4 자동 선국이 완료되면 검색된 채널 중 첫 번째로 

검색된 채널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5   방송수신이 완료되면 DMB TV 화면이 표시됩

니다. 

1 화면 하단의 자동선국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자동선국이 완료되어야 방송 선택 및 시청이 가능합

니다� 자동선국 중 취소  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선국

을 중단하고 이전에 시청 중이던 채널로 이동합니다�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나 지역을 이동한 경우에 채

널검색이 필요합니다� 

자동선국은 일반적인 경우 20초 정도가 소요되나 수

신 상태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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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 선국이 완료되면 검색된 채널 중 첫 번째로 

검색된 채널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4   방송 수신이 완료되면 DMB RADIO 화면이 표

시됩니다.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 또는 초기 출고 시 

1  검색된 채널이 없을 경우 오른쪽과 같이 표시됩니다. 

2 화면 하단의 자동선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DLS(Dynamic Label Segment) 정보란?

DMB Radio(DAB)에서 뉴스/교통/날씨/방송정보 등

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방송상태에 따라서 

표시가 고르지 못하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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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선국이 완료되면 검색된 채널 중 첫 번째로 

검색된 채널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5   방송수신이 완료되면 DMB TV 화면이 표시됩니다. 

자동선국이 완료되어야 방송 선택 및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선국 중 취소  버튼을 선택하면 자동선국을 중단하고 

이전에 시청 중이던 채널로 이동합니다�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나 지역을 이동한 경우에 자동선국이 필요합니다� 자동선국은 일반적인 경우 20초 정도가 

소요되나 수신 상태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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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1

4

2 3

1  모드표시 DMB TV, DMB RADIO 모드를 표시합니다.

2  채널명 표시 현재 재생중인 채널명을 표시합니다.

3  수신상태표시
수신 중 / 방송수신감도 미약 / 방송수신불가능지역 표시 : 

방송 수신 상태에 따라 해당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4  TV/RADIO 버튼
버튼을 누르면 TV와 RADIO모드로 전환합니다. TV모드에서는 RADIO로 표

시되고, RADIO모드에서는 TV로 표시됩니다.

5  LIST 버튼 저장된 방송 채널 LIST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6  자동선국 버튼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수신 가능한 채널의 목록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7  전체화면 버튼 DMB TV 모드에서 전체화면 보기로 전환합니다.

8  이전채널 버튼 저장된 방송채널 리스트들 중 현재 재생중인 채널 이전의 채널을 수신합니다.

9  다음채널 버튼 저장된 방송채널 리스트 중 현재 재생중인 채널 다음의 채널을 수신합니다.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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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LIST 조작메뉴 화면구성

1 7

1  모드표시 DMB TV, DMB RADIO 모드를 표시합니다.

2  LIST UP 버튼 이전 LIST를 표시합니다.

3  LIST DOWN 버튼 다음의 LIST를 표시합니다.

4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 목록의 [현재페이지/전체페이지]를 표시합니다.

5  LIST 목록
검색된 방송채널명을 표시합니다. 시청을 원하는 채널목록을 선택하면 해

당 채널로 이동합니다.

6  선택된 LIST 표시 현재 방송중인 채널명을 표시합니다.

7  이전 버튼 DMB TV 영상화면 또는 DMB RADIO 데이터표시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5

4

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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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TV에서 DMB RADIO로 모드 전환하기

DMB TV, DMB RADIO 모드 전환하기

1  시청 중인 화면을 터치합니다.

2  DMB TV 조작메뉴가 표시됩니다. 왼쪽 하단에 

RADIO  버튼을 선택합니다. (5초 이내 화면조작

이나 Key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DMB TV

조작메뉴가 사라집니다.)

3   DMB RADIO 모드로 전환한 후 DMB RADIO 

모드에서 마지막으로 방송한 채널을 수신합니다.

DMB TV 모드 재생 중에 헤드유닛의 DMB  키를 

누르면 DMB RADIO 모드로 전환됩니다(내비게이션 

화면에서 DMB TV 재생 중일 경우 DMB  키를 누

르면 현재 재생중인 DMB TV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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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RADIO에서 DMB TV로 모드 전환하기 

1  DMB RADIO 조작메뉴에서 하단에 TV  버튼

을 선택합니다. 

2  DMB TV 모드로 전환한 후 마지막으로 방송한 

채널을 수신합니다.

DMB RADIO 모드 재생 중에 헤드유닛의 DMB  

키를 누르면 DMB TV 모드로 전환됩니다(내비게이션 

화면에서 DMB RADIO가 재생 중일 경우 DMB  

키를 누르면 현재 재생중인 DMB RADIO화면으로 전

환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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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방송채널 선택하기 

방송채널을 선택하는 방법 

MODE
VOL SEEK

D
D

1  DMB 모드 화면에서 ❶, ❷ 버튼 또는 스티어링 

리모트 컨트롤의 ▲SEEK▼  키를 선택합니다.

2 채널이 변경되며 해당 방송채널을 수신합니다.

3  방송수신이 완료되면 DMB 방송화면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장된 채널목록의 순서에 따라 

방송채널이 변경됩니다�

알아두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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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에서 검색하여 방송채널 선택하기 

1  DMB LIST 화면에서 원하는 방송채널을 선택합

니다.

2  선택한 방송채널을 수신합니다.

3  방송수신이 완료되면 DMB 방송화면이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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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PART 2.  AV 조작에 대하여

DISC 취급시의 유의사항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오디오 형식

압축 파일 재생 범위

언어 지원 범위(유니코드 지원)

디스크 형태 지원범위

3장 DIS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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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취급시의 유의사항

·  DISC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소리가 튀는 원인이 되는 긁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래의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  8cm DISC, 하트형, 팔각형, 비정상적인 형태의 DISC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DISC를 사용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레코드 판 스프레이,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또는 정전기 방지액, 벤젠 또는 신나와 같은 화학용제

를 사용하여 닦지 마십시오. 이러한 화학 용제들은 DISC의 플라스틱 표면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로 손상시킵니다.

·  DISC가 장시간 동안 직사광선, 높은 습도 및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DISC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는 변형의 우려가 있습니다.

·  먼지, 티끌, 긁힘, 뒤틀림 등은 재생 도중에 소리가 튀는 현상과 음질 및 화상품질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DISC의 양쪽에 종이를 대거나 면에 직접 글을 쓰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필기구 또는 펠트

제 필기구에 사용되는 잉크로 인하여 DISC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부드러운 천으로 DISC의 신호 표면(광택면)에 묻은 지문, 먼지 등을 조심스럽게 닦아 내십시오.  

기존의 레코드 판과는 달리, DISC에는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낄 만한 흠이 없으므로 부드러운 천

으로 닦아 내십시오.

·  S-TYPE CD같은 COPY 방지가 적용된 CD등은 재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DATA CD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DISC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을 위하여

·  스스로 수리할 목적으로 기기를 열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작동이 안될 때에는 구입처(당사지점 판

매점)에 문의하십시오(임의 분해시 정상적인 A/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기를 청소할 때에는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DISC 삽입구에는 DISC 이외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물질로 인하여 기기의 내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알맞은 온도가 될 때까지 기기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동작 및 보증 온도:  -10℃ ~ 65℃).

·  비가 오거나 습한 날, 또는 차 내의 히터를 틀고 난 직후에는 광렌즈에 습기가 응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기가 DISC를 판독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기기로부터 DISC를 빼낸 후 습기가 마를 때가지 기다리십시오.

·  주행 중 거친 노면을 장시간 주행하거나, 차량에 심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비디오 또는 오디오의 

튐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학 용제는 표면처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할 때에는 절대로 사용을 금합니다.   

깨끗한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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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오디오 형식

압축 파일 재생 가능 범위

※  위와 같은 형식을 따르지 않는 파일 형식은 재생 또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으며, 파일명등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시스템

ISO 9660 Level 1

ISO 9660 Level 2

Romeo/Jolet(128문자)

압축 오디오 규격

MPEG 1 Audio Layer 3

MPEG 2 Audio Layer 3

MPEG 2.5 Audio Layer 3

Windows Media Audio

Ver 7.X & 8.X

 비트 레이트(BIT RATE) 범위(kbps)

MPEG1 MPEG2 MPEG2.5 WMA

Layer 3 Lager 3 Layer 3 High Range

BITRATE

(kbps)

32 8 8 48

40 16 16 64

48 24 24 80

56 32 32 96

64 40 40 128

80 48 48 160

96 56 56 192

112 64 64

128 80 80

160 96 96

192 112 112

224 128 128

256 144 144

320 16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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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 주파수(Hz)

 인식 가능한 폴더 및 파일의 수

· 한글 : 512자

· 영문 : 512자

· 특수기호 : 512자

언어 지원 범위(유니코드 지원)

디스크 형태 지원 범위

MPEG1 MPEG2 MPEG2.5 WMA

샘플링 주파수

(Hz)

44100 22050 11025 32000

48000 24000 12000 44100

32000 16000 8000 48000

·  MP3/WMA 등의 압축파일은 비트 레이트(BIT RATE)에 따라 음질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BIT RATE가 높으면 좀 더 좋은 음질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MP3/WMA 확장자를 갖는 파일만을 인식하므로 확장자가 불명확할 경우 인식하지 못합니다.

·  폴더수 : 최대256폴더

· 파일수 : 최대512파일

· 폴더계층 : 최대8개 계층

·  MIXED CD 재생 : 오디오 CD를 우선적으로 재생 후 압축파일을 재생합니다.

· EXTRA CD 재생 : 세션 순서별로 재생합니다.

· 멀티세션 CD 재생 : 세션 순서별로 재생합니다.

※ 한글 및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한자포함)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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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XED CD
· MP3와 오디오 CD가 같이 녹음되어 있는 CD 형식입니다.

· TRACK 1 에는 MP3 TRACK 2 이후는 AUDIO CD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Extra CD
· 2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CD 형식입니다.

· 첫번째 세션은 AUDIO 영역이고 두번째 세션은 DATA 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멀티세션 CD
· 2개 이상의 세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CD 형식입니다.

· EXTRA CD 와 달리 세션별로 녹음되어 있는 매체의 제한은 없습니다.

 CD 라이팅시 주의 사항
·  멀티세션을 만들 경우 외에는 반드시 세션 닫기를 선택하여 라이팅하여 주십시오. 제품 동작에는 이상이 없

으나 세션 닫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세션 닫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읽는 시간(약 25초)이 소요

됩니다.(폴더나 파일개수에 따라서도 읽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P3/WMA 등 고유형태의 파일에 확장자만 변경시키거나 MP3/WMA 파일이 아닌 경우 확장자만 MP3/

WMA 등으로 변경시킬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MP3/WMA의 경우 반드시 한글이나 영문을 이용해서 라이팅하여 주십시오. (한글 및 영문 외에는 지원하

지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 음악파일의 무단 복제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CD 라이팅을 해 주십시오.

·  제조 규격에 미달되는 CD-R/CD-RW 의 경우 장시간 사용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삼가

해주십시오.

·  CD 라이팅시에는 저배속으로 라이팅할 것을 추천합니다. 고속으로 라이팅시 쓰기/읽기 과정에서의 ERROR

로 인한 음 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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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CD 모드

CD 모드 실행하기

CD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CD 트랙 선곡하기

재생중인 트랙 빠르게 탐색하기

CD 모드화면에서 트랙검색 후 재생하기

랜덤(RANDOM) 기능 선택하기

반복재생(REPEAT) 기능 선택하기

탐색(INTRO) 기능 선택하기

PART 2.  AV 조작에 대하여



4장ㅣCD 모드

2-30 ㅣ DIGITAL CAR AVN SYSTEM

CD 모드 실행하기

1  모드  키를 누른 후 DISC 모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매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DISC가 삽입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2  CD 모드가 실행되고 CD 조작화면이 표시됩니다.

·  데크에 CD DISC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CD 모드가 

실행됩니다� 

알아두기

·정품 AUDIO CD만 지원합니다�

· 정품 AUDIO CD 이외의 DISC는 인식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복사 CD-R, LABEL 부착CD)�

정보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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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1

4

11 12 13

2 3

5

6 7 8 9 10

1  모드표시 현재 DISC CD 모드임을 표시합니다.

2  TRACK INDEX 표시
CD TRACK에 대한 [현재 TRACK/전체 TRACK]수를 표시합
니다.

3  RANDOM/REPEAT/

     INTRO 표시

RANDOM/REPEAT/INTRO 기능이 작동 중일 경우에 표시됩
니다.

4  재생 시간 재생중인 곡의 재생시간을 표시합니다.

5  TRACK 표시 재생중인 곡의 TRACK 번호를 표시합니다.

6  트랙 선곡 버튼 

     (TRACK DOWN)
재생중인 곡의 첫 부분 또는 이전 곡의 첫 부분으로 이동 합니다.

7  트랙 탐색 버튼 

     (FAST REWIND)
트랙을 빠르게 역 탐색할 수 있습니다.

8  재생/일시정지 버튼 

     (PLAY/PAUSE)
재생 중인 곡을 일시정지하거나, 다시 재생합니다.

9  트랙 탐색 버튼 

     (FAST FORWARD)
트랙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10  트랙 선곡 버튼 (TRACK UP) 재생중인 곡의 다음 곡 첫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1  랜덤 (RANDOM) 버튼 DISC의 곡을 순서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재생합니다.

12  반복재생 (REPEAT) 버튼 현재 재생중인 곡을 반복하여 재생합니다.

13  탐색 (INTRO) 버튼
CD에 수록된 음악의 맨 처음 부분 (약 10초간 재생) 만을 들려
주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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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중인 트랙 빠르게 탐색하기

CD 트랙 선곡하기

1  CD모드 조작화면의 ❶, ❷ 버튼 또는 스티어링 

리모트 컨트롤의 ▲SEEK▼  키를 짧게(1.5초 미

만) 선택합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트랙씩 이

동합니다.

1  재생 중인 곡을 탐색할 경우에는 CD모드 조작 메

뉴 화면의 ❸, ❹ 버튼 또는 스티어링 리모트 컨

트롤의 ▲SEEK▼  키를 길게(1.5초 이상) 선택합

니다. 재생 중인 트랙이 빠르게 탐색됩니다. 

MODE
VOL SEEK

D
D

MODE
VOL SEEK

D
D

스티어링 리모트 컨트롤의 ▲SEEK▼  키를 선택하고 

있는 동안에는 20배속으로 탐색 이동하고 버튼에서 손

을 떼면 다시 정상속도로 재생됩니다�

알아두기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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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RANDOM) 기능 선택하기

1  CD 조작화면에서 RANDOM  버튼을 선택합니

다. 재생 중인 곡을 순서 없이 무작위로 재생합

니다.

RANDOM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랜덤기능이 해제됩

니다�

알아두기

탐색(INTRO) 기능 선택하기 

반복 재생(REPEAT) 기능 선택하기

1  CD 조작화면에서 REPEAT  버튼을 선택합니다. 

재생중인 곡이 반복 재생됩니다. 

1  CD 조작 화면에서 INTRO  버튼을 선택합니

다. 재생중인 CD의 모든 트랙에 대해서 앞 부분

만 재생(약 10초간)합니다.

INTRO  버튼을 한번 더 선택하면 탐색기능이 해제

됩니다�

알아두기

REPEAT  버튼을 한번 더 선택하면 탐색기능이 해제

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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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V 조작에 대하여

5장 MP3 모드

MP3 DISC를 재생하기 전에

·재생 가능 MP3 파일 규격

MP3 모드 실행하기

MP3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MP3 LIST 화면 조작메뉴 화면구성

MP3 파일구조

·FOLDER 인식 방법

MP3 파일 선곡하기

· MP3 모드 조작 메뉴에서

· MP3 LIST 화면 조작 메뉴에서

·재생중인 파일 빠르게 탐색하기

·랜덤(RANDOM) 기능 선택하기

·반복재생(REPEAT) 기능 선택하기

·탐색(INTRO) 기능 선택하기

재생중인 파일의 상세정보 보기

LIST화면 조작메뉴 사용하기

· 동일 폴더 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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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 MP3 파일 규격

MP3 DISC를 재생하기 전에

 재생 가능 MP3 파일 규격
재생 가능한 MP3 파일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응 규격 : MPEG1 AUDIO LAYER 3

· 대응 샘플링 주파수 : 8, 11.025, 12, 16, 22.05, 24, 32, 44.1, 48 (KHz)

· 대응 비트레이트 : 8 ~ 320 (Kbps)

  추천 실행 비트레이트 및 참고사항
샘플링 주파수: 96 ~ 192(Kbps) 고정 비트레이트 / 44.1KHz

 상세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디렉터리 계층: 8계층

· 최대 폴더의 길이: 64Byte, 파일명의 길이: 64Bytes

· 폴더명/파일명 사용가능 문자: 영숫자, 한글완성형 2350자, 한자 4888자

· 한 개의 DISC내에 저장할 수 있는 폴더의 최대개수: 256개(ROOT 포함)

· 한 개의 DISC내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개수: 512개

 MP3 파일을 구울 때 주의사항
·  MP3 파일을 구울 때는 ISO 9660 LEVEL 2의 JOLIET 포맷으로 굽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모드로 굽게 

되면 파일명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파일명은 한글/한문 32자까지 표시 가능하며, 폴더명은 한글/한문 20자까지 표시 가능 합니다.

· 700MB 이상의 DISC는 인식 및 재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D3 태그

본 제품은 ID3v1�0과 ID3v1�1, ID3v2�2, ID3v2�3, ID3v2�4의 ID3 태그를 대응합니다�

· 사용 가능한 미디어

본 제품에서 사용 가능한 MP3 미디어는 CD-ROM 입니다�

· 사용 가능한 미디어의 포맷

ISO9660의 LEVEL1과 LEVEL2를 지원합니다�

정보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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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모드 실행하기

1  모드  키를 누른 후 DISC 모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매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DISC가 삽입되

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2  MP3 모드가 실행되고 MP3 조작화면이 표시됩

니다.

· 데크에 MP3 DISC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MP3 모드

가 실행됩니다�

알아두기

·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CD-R이나 CD-RW DISC

와 LABEL 부착 DISC는 인식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DISC에 곡과 폴더의 수가 많을 경우 READING 시

간이 10초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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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1

2

5

7
6

8 9 10 11 12

13 14 15 16

3 4

1  모드표시 현재 DISC MP3 모드임을 표시합니다.

2  FILE INDEX 표시 MP3 FILE에 대한 [현재 FILE/전체 FILE]수를 표시합니다.

3  RANDOM/REPEAT/

     INTRO 기능 표시

RANDOM, FOLDER RANDOM, REPEAT, FOLDER 
REPEAT, INTRO, FOLDER INTRO 의 설정된 기능을 표시합
니다.

4  재생시간 표시 재생중인 곡의 재생시간을 표시합니다.

5  폴더이름 표시 재생 중인 파일이 위치한 폴더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6  파일이름 표시 재생 중인 파일이름을 표시합니다.

7  INFO 버튼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의 상세정보(앨범명/타이틀/가수명)를 표시
합니다. 상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MP3 파일만 표시됩니다.

8  파일 선곡 버튼 (FILE DOWN) 재생 중인 곡의 첫 부분 또는 이전 곡의 첫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9  파일탐색 버튼 (FAST REWIND) 파일을 빠르게 역 탐색할 수 있습니다.

10  재생/일시정지 버튼 재생 중인 곡을 일시정지 하거나, 다시 재생합니다.

11  파일탐색 버튼 

    (FAST FORWARD)
파일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12  파일 선곡 버튼(FILE UP) 재생중인 곡의 다음 곡 첫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3  LIST 버튼 MP3 LIST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4  랜덤(RANDOM) 버튼 DISC의 곡을 순서 없이 무작위로 재생합니다.

15  반복재생(REPEAT) 버튼 현재 재생 중인 곡을 반복하여 재생합니다. 

16  탐색(INTRO) 버튼
DISC에 수록된 곡의 맨 처음 부분(약 10초간 재생)만을 들려주
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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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LIST 조작메뉴 화면구성

1  모드표시 현재 DISC MP3 LIST화면임을 표시합니다.

2  이전 버튼 MP3 모드 조작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상위폴더 버튼 상위폴더로 이동합니다. 

4  LIST UP 버튼 이전의 LIST를 표시합니다.

5  LIST DOWN 버튼 다음의 LIST를 표시합니다.

6  LIST 페이지 표시 MP3 LIST에 대한 [현재 페이지/전체 페이지]수를 표시합니다.

7  스크롤 바 표시 현재 표시되고 있는 LIST가 폴더 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8  LIST 폴더 표시 현재 표시되고 있는 LIST의 해당 디렉토리명을 표시합니다.

9  선택된 LIST 표시 현재 선택된 LIST를 표시합니다.

10  LIST 목록 현재 폴더 안에 들어있는 폴더 및 파일을 표시합니다.

11  ROOT 버튼 최상위폴더로 이동합니다.

12  HOME 버튼
 현재 재생중인 파일이 표시되지 않는 다른 LIST 화면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현재 재생중인 파일이 위치한 LIST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재 LIST에 재생중인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1 2

8

9

10
3

4

6 7

5

11 12



5장ㅣMP3 모드

2-40 ㅣ DIGITAL CAR AVN SYSTEM

FOLDER 인식 방법

MP3 파일구조
DISC에 저장된 폴더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인식합니다.

ROOT

FOLDER AA
SONG 5

SONG 6

FOLDER AB
SONG 7

SONG 8

SONG 5

SONG 6

SONG 7

SONG 8

FOLDER AC
SONG 9

SONG 10

SONG 9

SONG 10

SONG 3

SONG 4

SONG 1

SONG 2

SONG 1

SONG 2

FOLDER B

FOLDER BA SONG 11

SONG 12

SONG 11

SONG 12

FOLDER BB
SONG 13

SONG 14

SONG 13

SONG 14

FOLDER BC
SONG 15

SONG 16

SONG 15

SONG 16

ROOT

FOLDER AA

FOLDER AB

FOLDER AC

SONG 3

SONG 4

FOLDER BA

FOLDER BB

FOLDER BC

CD-ROM에 저장된 폴더 구조 MP3/PLAYER가 인식한 폴더 구조

FOLDER A

FOLDER B

FOLD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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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LIST 화면 조작 메뉴에서

MP3 모드 조작 메뉴에서

MP3 파일 선곡하기

1  MP3 조작화면에서 ❶, ❷ 버튼 또는 스티어링 

리모트 컨트롤의 ▲SEEK▼  키를 선택합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파일씩 이동합니다.

MODE
VOL SEEK

D
D

1  MP3 조작화면에서 LIST  버튼을 선택합니다.

1 2

2  MP3 LIST화면에서 청취하기 원하는 파일 LIST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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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P3 조작화면으로 전환 후 해당 파일을 재생합

니다.

1  재생 중인 곡을 탐색할 경우에는 MP3 조작 메뉴 

화면의 ❸, ❹ 버튼 또는 스티어링 리모트 컨트롤

의 ▲SEEK▼  키를 길게(1.5초 이상) 선택합니다. 

재생 중인 파일이 빠르게 탐색됩니다. 

• 스티어링 리모트 컨트롤의 ▲SEEK▼  키를 선택하

고 있는 동안에는 20배속으로 탐색 이동하고 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 정상속도로 재생됩니다� 

알아두기

3 4

MODE
VOL SEEK

D
D

재생중인 파일 빠르게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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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중인 MP3 조작 메뉴 화면에서 REPEAT  버

튼을 짧게(1.5초 미만) 선택하면 REPEAT 기능

이 설정되며 재생중인 파일을 반복재생합니다.

1  MP3 조작 메뉴 화면에서 RANDOM  버튼을 짧게

(1.5초 미만) 선택하면 FOLDER RANDOM 기

능이 설정되며 현재 FOLDER 내 파일을 무작위

로 재생합니다.

2  FOLDER RANDOM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에서 RANDOM  버튼을 다시 누르면 RANDOM 

기능이 설정되며 DISC내의 파일을 무작위로 재

생합니다.

2  REPEAT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REPEAT  버튼을 다시 누르면 FOLDER 

REPEAT 기능이 설정되며 현재 FOLDER 내 파

일을 반복재생합니다.     

재선택시 FOLDER REPEAT 설정이 해제됩

니다.

랜덤(RANDOM) 기능 선택하기

반복재생(REPEAT) 기능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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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 중인 MP3 조작 메뉴 화면에서 INTRO  버튼

을 짧게(1.5초 미만) 선택하면 INTRO 기능이 동

작하고 DISC에 있는 모든 파일의 앞부분 (약 10

초)을 재생합니다.

2  INTRO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INTRO  

버튼을 다시 누르면 FOLDER INTRO 기능이 설

정되며 현재 FOLDER 내 파일을 10초간씩 재생

합니다. 재선택시 FOLDER INTRO 설정이 해제

됩니다.

1  재생중인 MP3 조작 메뉴 화면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2  재생 중인 MP3 파일의 상세정보(타이틀/앨범명/

가수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중인 파일의 상세정보 보기

•  버튼을 누르면 10초간 파일의 상세정보를 표

시하고 자동으로 이전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  버튼을 누르고 10초 내에 재 선택시에도 이전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알아두기

상세정보는 미리 MP3 파일의 ID3 태그에 기록되어 있

어야만 표시됩니다�

주의하기

탐색(INTRO) 기능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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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폴더 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기

1  MP3 모드 화면에서 LIST  버튼을 선택합니다.

2  현재 재생되고 있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페이지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다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다시 이전 페이지 버튼을 선택합니다.

LIST화면 조작메뉴 사용하기

동일 폴더 내에 5개 이상의 파일 또는 폴더가 존재할 경우 두 페이지 이상의 LIST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페이지간의 전환방법을 설명합니다.

• MP3 LIST화면의 ∧ , ∨  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연속적인 리스트 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 , ∨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리스트 페

이지가 빠르게 UP/DOWN 됩니다�

• 파일명 또는 파일크기에 따라 다음 페이지 또는 이전 

페이지를 표시하는데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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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PART 2.  AV 조작에 대하여

6장 USB 모드

USB MP3를 재생하기 전에 

• MP3 USB 관련 정보 및 주의 사항 

USB 모드 실행하기

USB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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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MP3를 재생하기 전에 

 USB 외부장치는 시동 ON시에는 탈착된 상태를 

유지하신 후 USB장치를 장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USB 장치가 장착된 상태에서 시

동을 ON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USB장치가손상

될 수도 있습니다. (USB 장치는 전장품이 아님)

   USB 외부장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

을 걸거나 끌 경우 USB 외부 장치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 형식의 MP3, WMA 파일이 아닌 경우 재

생이 되지 않습니다.

1)  MP3 파일은 압축률 8 Kbps ~ 320 Kbps로 

된 음악 파일만 재생 가능합니다.

2)  WMA 파일은 압축률 8 Kbps ~ 320 Kbps로 

된 음악 파일만 재생 가능합니다.

 USB 외부장치 탈.장착 시 정전기에 주의하여 주

십시오.

  암호화된 Mp3 Player를 외부장치로 연결하였

을 경우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USB 외부장치 연결 시 USB 외부장치 상태에 

따라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B 외부장치의 포맷 시 Byte/Sector 선택이 

64KByte 이하의 제품만 인식 가능합니다.

 FAT 12/16/32로 포맷된 USB 장치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NTFS 타입 파일시스템인 경우 

USB 미디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USB Device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인해 

차량에서 정상적 동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 전 차량에서 동작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USB 연결 부위에 사람의 신체나 물체가 닿지  

않게 하십시오. 

 USB 탈·장착을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

게 될 경우 장치의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USB 탈착시에 간혹 이상음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USB 모드에서 PLAY 도중 USB 외부장치를 

갑자기 탈착하는 경우 USB 외부장치가 파손되

거나 이상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USB 외부장치는 반드시 오디오 전원을 OFF

한 상태나 타모드에서 탈착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USB 외부장치의 종류 또는 용량 및 저장된 파일

의 형식에 따라서 인식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품의 고장은 아니오니 잠

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USB 기기 중 음악 파일 재생을 위한 용도 외의 

USB 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USB I/F를 이용한 충전, 발열등의 USB 액세서

리 기기 사용시 제품의 성능 저하 및 고장 발생의 

원인이므로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별도로 구입한 USB HUB 및 연장 케

이블 등의 기기를 사용시 USB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니 USB를 직접 차량의 멀티미디어 단자

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USB 장치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상 논리

적 드라이브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USB음악 재생은 최상위에 있는 논리 드

라이브에 있는 곡만 재생이 가능하며, 별도 파티

션(논리적 드라이브 분리)으로 구분하여 사용 할 

경우 최상위에 있는 드라이브에 재생 하고자 하

는 음악 파일을 저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USB의 경우 USB 내부에 별도의 드

라이브를 구성하여 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경

우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음악 파일의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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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Player,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일부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되지 않는 USB 기기)을 연

결하였을 경우 정상적 동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규격품(Metal Cover Type) USB Memory

외에는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HDD Type, CF, SD Memory는 동작을 보

증하지 않습니다.

 Pod 재생 시에는 iPod 전용 차량용 케이블(별

도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USB 연결포트 또는 iPod 전용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적용

된 파일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SD Type USB 메모리 스틱 및 CF Tye USB 

메모리 스틱, 기타 Adapter에 꽂아서 사용하는 

USB 메모리 스틱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SB HDD나 기구적으로 Connector 부분이 

차량진동에 의해 접촉 불량이 발생되는 USB 메

모리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i-stick type등)

열쇠고리 및 핸드폰 악세사리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USB 메모리 제품은 USB Jack에 손상을 

주고 재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용을 삼가하

여 주십시오. 아래 그림과 같은 Plug 타입 커넥

터적용 제품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상기 표에 표시되지 않은 USB를 사용시 동작 및 인식에 대한 문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Plug 타입 커넥터

제품명 제작업체 제품명 제작업체

XTICK LG Sandisk Cruzer 샌디스크

BMK BMK 테크놀로지 Micro ZyRUS

SKY-DRV 스카이디지탈 ZyRUS NEXTIK 디직스세미콘

TRANSCEND JetFlash 트랜샌드 디지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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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USB�관련�정보�및�주의�사항�

192Kbps를 초과하는 비트레이트를 사용하는 MP3의 음질은 보장할 수 없으며, 고정 비트레이트가 아닌 경우, 특정 

기능(FF/REW 기능에 한함)의 정확한 동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기

MP3 파일규격

대응 규격 : MPEG1 AUDIO LAYER 3

대응 샘플링 주파수 : 32, 44.1, 48 (KHz)

대응 비트레이트 : 32, 40, 48, 56, 64, 80, 96, 112, 128, 160, 192, 
224, 256, 320 (Kbps)

추천 실행 비트레이트 및  
참고사항 샘플링 주파수

96,128, 192 Kbps 고정 비트레이트 /44.1KHz

ID3 태그 ID3v1.0과 ID3v1.1, ID3v2.2, ID3v2.3, ID3v2.4의 ID3 태그를 대응

상세규격

• 최대 디렉터리 계층: 20계층
• 최대 폴더명/파일명의 길이: 255Bytes
•  폴더명/파일명 사용가능 문자: 영숫자, 한글완성형 2350자, 한자 4888자
•  한 개의 USB내에 인식 할 수 있는 폴더의 최대개수: 2000개 (ROOT 포함)
• 한 개의 USB내에 인식 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개수: 6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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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모드 실행하기 

2  USB, MP3 모드가 재생됩니다.

재생 가능한 파일이 없는 경우 “재생 가능한 파일이 없

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후 자동으로 이전 모드

로 전환합니다�

• USB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USB모드가 실행됩니다�

•  재생했던 USB를 다시 삽입할 경우 이전에 재생되었

던 곡의 마지막 재생 지점부터 재생합니다�단, USB 

재생 후 다른 USB를 연결하거나 USB내의 파일정

보를 변경할 경우 이전 USB 재생파일 정보는 지워

지며 USB 연결 시 처음 곡부터 재생하게 됩니다� 

알아두기

알아두기

1  모드  키를 누른 후 USB 모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매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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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모드 조작메뉴 화면구성 

기타 USB관련 상세 조작방법에 대해서는 [5장 MP3 모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알아두기

1

2

5

7
6

8 9 10 11 12

13 14 15 16

3 4

1  모드표시 현재 USB 모드임을 표시합니다.

2  FILE INDEX 표시 MP3 FILE에 대한 [현재 FILE/전체 FILE]수를 표시합니다.

3  RANDOM/REPEAT/

      INTRO 기능 표시

RANDOM, FOLDER RANDOM, REPEAT, FOLDER 
REPEAT, INTRO, FOLDER INTRO 의 설정된 기능을 표시합
니다.

4  재생시간 표시 재생중인 곡의 재생시간을 표시합니다.

5  폴더이름 표시 재생 중인 파일이 위치한 폴더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6  파일이름 표시 재생 중인 파일이름을 표시합니다.

7  INFO 버튼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의 상세정보(앨범명/타이틀/가수명)를 표시
합니다. 상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MP3 파일만 표시됩니다.

8  파일 선곡 버튼 (FILE DOWN) 재생 중인 곡의 첫 부분 또는 이전 곡의 첫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9  파일탐색 버튼 (FAST REWIND) 파일을 빠르게 역 탐색할 수 있습니다.

10  재생/일시정지 버튼 재생 중인 곡을 일시정지 하거나, 다시 재생합니다.

11  파일탐색 버튼 (FAST FORWARD) 파일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12  파일 선곡 버튼(FILE UP) 재생중인 곡의 다음 곡 첫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3  LIST 버튼 USB LIST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4  랜덤(RANDOM) 버튼 USB의 곡을 순서 없이 무작위로 재생합니다.

15  반복재생(REPEAT) 버튼 현재 재생 중인 곡을 반복하여 재생합니다. 

16  탐색(INTRO) 버튼
USB에 수록된 곡의 맨 처음 부분(약 10초간 재생)만을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PART 2.  AV 조작에 대하여

7장 AUX 모드

AUX모드 실행하기

외부 VIDEO 플레이어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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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모드는 외부 AUDIO 및 VIDEO플레이어 (캠코더, 차량용 VCR 등)가 연결되어 동작중인 상태에

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AUX 모드 실행하기 

2  AUX가 재생됩니다. 

▲AUX(비영상) 재생시

▲AUX(영상) 재생시

·  AUX모드에서 재생 중, AUX 단자로부터 외부기기 

연결용 잭을 제거하면 자동으로 이전모드로 전환합

니다�

·  AUX 볼륨은 다른 AV 모드와 별도로 볼륨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아두기

1  모드  키를 누른 후 AUX 모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매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드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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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을 위하여 차량속도가 5km/h 이하일 경우 영

상을 지원하고 5km/h 이상일 경우에는 영상을 지

원하지 않습니다.

외부 VIDEO 플레이어 연결하기

1  외부 AUDIO 및 VIDEO 플레이어(캠코더, 차량

용 VCR 등)를 전용 케이블로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AUX 잭의 위치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습

니다.

·  외부기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연결용 잭을 꽂아놓으면 AUX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결용 잭을 탈거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기기 전원을 파워잭에 연결한 상태로 MODE화면에서 재생하면 외부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외부기기로부터 노이

즈가 유입되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외부기기를 파워잭에서 분리하고 외부기기 자체 전원을 사용하

십시오� 

주의하기

본 제품은 NTSC 컬러방식을 지원합니다� NTSC 방식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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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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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경고사항

조작에 대하여

우선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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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매칭이란, GPS정보 등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현위치 정보와 지금까지 주행하여 온 도로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도로에 차량위치마크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알아두기

 안전을 위한 경고사항

반드시 실제의 교통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목적지 안내를 위하여 표시되는 경로는 목적지 주변까지의 참고 경로입니다.    
반드시 최단경로, 정체가 없는 경로,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로·지명·시설정보 등의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니거나, 누락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위치마크는 반드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시스템은 GPS 정보와 각종센
서, 도로지도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으로부터 전파 정밀도
가 좋지 않은 경우나 2개 이하의 인공위성전파밖에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
습니다.   
이 오차는 보정 등의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실제의 위치와 다른 장소에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상태, 차량의 상태   
(주행장소와 운전조건) 등에 의하여 차량위치마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도로 등 지도 
데이터가 실제의 도로형상과 다른 도로를 주행하면 차량위치마크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지도의 차량위치마크가 벗어나도 계속 주행하면 잠시 후 매칭이나 GPS정보를 이용하여 현위
치가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중에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전방 주시 소홀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차한 후, 조작하여 주십시오.

주행중에 운전자가 화면을 볼 때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아 주십시오. 
화면주시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의한 경로안내 시에도 실제의 교통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경로안내만으로 주
행하면 실제의 교통규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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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게이션은 주로 화면의 선택버튼(터치버튼)을 직접 선택하여 조작합니다.

·화면보호를 위하여 선택버튼은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선택하여 주십시오.

·버튼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화면에서 손을 뗀 후, 다시 선택하여 주십시오.

·조작할 수 없는 선택버튼은 회색문자로 비활성되어 나타납니다.

  버튼 기능이 동작하고 있을 때에는 선택버튼의 색이 밝아집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화면에서 조작한 기능이 취소됩니다.

   (일부 기능은 취소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선택버튼은 비활성되어 선택하여도 조작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목적지를 설정하고 안내를 시작합니다.

1  헤드유닛의 목적지  키를 누르면 목적지를 선택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시설검색  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시설검색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 검색방법에 대해서는  3-30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조작에 대해서

우선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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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하고 싶은 시설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검색하고 싶은 시설이 있는 도/시/군/구명(노선

명)을 선택합니다.

5  검색하고 싶은 시설명칭을 선택합니다.

6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목적지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 자동으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7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내시작  을 선택합니다. 또는 주행을 시작하

고 차량속도 10km/h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안내

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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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시작에 앞서

초기화면

내비게이션 화면구성

음성안내에 대하여

GPS에 대하여

·시스템 정보보기

지도에 대하여

·지도 축척표시에 대하여

·지도 기호 표시에 대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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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

내비게이션 화면 구성
본 사용설명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화면은 일부의 설명을 제외하고는 북고정/1화면/2D표시의
일반화면입니다. 

1  차량의 ACC를 ON 시키면, 항상 사용자 주의사

항 화면이 표시됩니다.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현

위치 또는 AV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시동 후 부팅 완료시까지 동의함화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팅 완료시까지 기다려주십시오.

1 7 8

3
10

2

4 5

11
6 129

1    차량방향

차량방향 표시 시에는 화면의  표시가 지도의 방위(방향) 및 GPS 수신상
태를 나타냅니다.
·  지도방향(북고정/차량방향표시)의 전환에 대해서는  3-20페이지 [지도방

향전환]를 참조하십시오.

·   표시는 인공위성의 수신상태가 양호함을,  표시는 수신상태가 
미흡함을 나타냅니다. 단, 수신상태 양호가 표시되고 있을 경우에도 인공위
성의 상태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축척표시

화면에 표시된 지도의 축척을 나타냅니다.
·  지도 축척표시와 전환에 대해서는  3-18페이지[지도축척전환]를 참

조하십시오.

3    안내포인트
목적지안내 중, 안내 대상이 되는 교차점에 표시됩니다.
·  교차점안내에 대해서는  3-48페이지 [목적지안내화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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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착예정시각 표시 

/ 목적지방향 마크

주행 상황에 따라 아래의 마크가 표시됩니다.
· 도착예정시각표시 : 목적지안내 중 목적지 도착예정시각을 표시합니다.
· 도착예정시각에 대해서는   3-50페이지 [도착예정시각표시] 를 참조해 

주십시오.
· 목적지방위마크 :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목적지 방향을 표시합니다.

5    남은거리 표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 목적지안내 중에는 현재 위치에서 남은 실거리가 표시됩니다.
·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로의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

됩니다.
·  남은거리표시에 대해서는  3-54페이지 [남은거리표시전환하기] 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음성안내/중지
현재 음성안내 여부를 표시합니다. 선택하면 음성안내를 실행/중지 할 수 
있습니다.

7    차선 표시
목적지 안내 중, 정보가 있는 교차점에 한하여 통과/분기하는 교차점의 차
선정보가 표시됩니다.

8    명칭 표시

정보가 있는 지점에 대하여 주행상황에 따라 아래 내용이 표시됩니다.
· 통과/분기하는 교차점의 명칭
· 통과하는 IC/휴게소의 명칭
·  분기하는 IC/JC의 교차점 명칭

9    차량위치마크 현재 차량의 위치와 차량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10    경로표시

목적지 설정했을 때 현재 차량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표시됩
니다.
· 경로표시에 대해서는 3-54페이지 [전체 경로표시] 를 참고하십시오.

11    TPEG

모젠 TPEG 안내를 위한 DMB 수신상태를 나타내며 버튼 선택 시에는 즐

겨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TPEG  은 수신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회색
으로 표시됩니다.

12    예비안내 표시 교차지점위치까지 남은 거리와 진행방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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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안내에 대하여
목적지안내 중, 분기하는 교차점이나 목적지 등이 가까이 있으면 음성안내를 실시 합니다.
- 음성안내에 대해서는  54페이지 [음성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PS에 대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항법 시스템)는 미국이 개발·운용하고 있는 항법시스
템으로, 통상 4개 이상, 경우에 따라 3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현재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항법시스템입니다.
이 항법시스템은 GPS정보와 각종 센서, 도로지도데이터 등과 더불어 내비게이션에 이용됩니다. 

       GPS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GPS정보를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빌딩, 터널 등 인공위성의 전파가 차단된 경우
· GPS안테나 위에 물건을 두는 등 전파가 차단된 경우
·  인공위성이 전파를 방출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추적관제센터에서 신호를 콘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수리 등으로 전파가 방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디지털식 휴대전화(1.5GHz)를 GPS안테나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오차

이 항법시스템은 GPS정보와 각종센서, 도로지도데이터등을 이용하여 현재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으로부터 전파 정밀도가 좋지 않은 경우나 2개 이하의 인공위성전파밖에 수신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차는 보정 등의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1�  지도 제작에 있어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개량, 신규도로공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현지 조사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지명·시설정보·요금 등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그 성격상 도로누락, 도로형상·도로명칭·시설명칭·요금 등의 오차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

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의 폭이 3m미만의 구간을 포함하는 세도로는 원칙적으로 지도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나 최신측량에 

의해 도로의 폭이 3M미만의 구간을 포함하는 세도로로 판단된 도로는 지도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때 삭제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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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수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헤드유닛의 메뉴  키를 선택하면 시스템 정보화

면으로 이동합니다.

2   GPS수신정보  버튼을 누릅니다.

SW 정보 보기

GPS 수신 정보 보기

SW 정보 및 지도 데이터 버전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헤드유닛의 메뉴  키를 눌러 시스템 정보화면으

로 이동 후 SW 정보  를 누릅니다.

3  시스템 정보화면에서 현위치, GPS 수신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S/W정보 화면에서 지도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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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 대하여
도로·지명·시설정보·요금은 지도 데이터 작성 후, 변경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도 축척표시에 대하여

지도좌측 상단에 표시되는 [100m]가 약 100m를 나타내며 표시되는 지도 축척이 1/10,000임을 나타

냅니다.

지도 축척의 전환에 대해서는  3-18페이지 [지도축척 전환]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도 기호 표시에 대하여

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표시의 위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 시설이 표시될 경우에는 

하나의 마크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 베이스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이라도 무단으로 지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축척표시 축척 축척표시 축척

25m 1/2,500 3.2km 1/320,000

50m 1/5,000 6.4km 1/640,000

100m 1/10,000 10km 1/1,280,000

200m 1/20,000 20km 1/2,560,000

400m 1/40,000 50km 1/5,120.000

800m 1/80,000 100km 1/10,240,000

1.6km 1/160,000



PART 3.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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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화면.리스트화면에 대하여

·메뉴화면

·리스트화면 전환 방법

·자음전환 표시

·시설항목 전환표시

음량설정에 대하여

·음량설정

지도표시

·현위치표시

·지도 이동(One Touch Scroll)

·지도스크롤시 지명표시

·선택버튼 표시

·지도축척 전환

·시가도 표시

·고속도로모드

·지도방향전환

·2화면 표시

·3D 표시

·3D 랜드마크(3D심벌) 표시

·도로 경고 표시

·시 및 도 경계안내

·주변 시설표시

·궤적표시 설정

지도 검색방법

·명칭으로 지도 검색하기

·주소로 지도 검색하기

·전화번호로 지도 검색하기

·시설로 지도 검색하기

·최근목적지로 지도 검색하기

·등록지점으로 지도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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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필요한 조작법을 설명합니다.

메뉴화면·리스트화면에 대하여

메뉴화면

1  헤드유닛의 메뉴  키를 누르면, 메뉴화면이    

표시됩니다.

2  메뉴화면에서 각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 기능을 실행합니다.

1 2 3

4 5 6 7

1  안내중지/안내개시 목적지안내 중지·재개

2  등록지점 등록지점 등록·수정·삭제

3  전체경로 전체경로 화면 이동

4  TPEG
교통정보 소통 상황 정보 안내  추천 맛집/여행지 안내 
사고 속보 안내

5  환경설정(화면표시)

지도색 변경   시계표시
U-Turn 심벌표시   일방통행 심벌표시
지도상의 문자크기   목적지시간설정
예정속도 설정(고속도로)  예정속도 설정(일반도로)

환경설정(탐색)
자동재탐색   주행방향고려탐색
도착방향고려탐색 

환경설정(안내)

안전운행안내   커브안내
시도경계안내   합류안내
철도건널목안내   과속방지턱안내
위험지역안내   과속경고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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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화면 전환방법

전환표시� ·

�또는 �를 선택하면 한 항목씩 리스트
가 이동합니다.

전환표시� ·

�또는 �를 선택하면, 한페이지(5항목)
씩 리스트가 이동합니다.

자음 전환표시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중 선택된 자음으로 시작

하는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정보가 없는 경우, 비활성되어 선택하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6  음량설정 음량설정

7  시스템정보 GPS수신정보   S/W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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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항목 전환표시

식사 , 상점 , 자동차 , 숙박 , 레저 , 공공 , 

교통 , 문화 , 기타  중 선택된 해당 시설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리스트가 없는 시설항목 선택버튼은 비활성되어 선택하

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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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설정에 대하여

음량설정

1  메뉴화면 ( 3-12페이지 참조)에서 
음량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2   /  버튼으로 19단계의 음량크기를 조절

합니다.

• 선택한 레벨의 눈금이 밝게 됩니다.

•  음소거  를 선택하면 음성이 OFF됩니다.  

음성OFF시, 음량조절 버튼을 선택하면 음성

ON이 됩니다.

• 음량레벨 위치를 조절하면 레벨이 바로 설정됩

니다.

3 � 미리듣기  를 선택하면 설정된 레벨의 음량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완료  를 선택합니다.

4 � 설정된 음량설정 레벨을 초기화 하시려면 초기화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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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표시

현위치 표시

1 � 시동 스위치가 ACC 또는 ON의 위치에 있으면 

현위치화면이 나타납니다.

·  지도에 현재의 차량 위치 [자차마크]가 표시됩

니다.

·  현위치 이외의 지도화면이나 메뉴화면등이 표

시되고 있을 경우, 헤드유닛의 현위치  키를 

누르면 현위치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지도 이동(One Touch Scroll)

1  지도화면에서 선택버튼이 있는 곳 이외의 장소를 

선택하면, 선택한 지점을 화면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계속 선택하면 지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집

니다. 

 ·  지도 좌측에 현위치로부터의 직선거리가 표시

됩니다.

2  현위치화면에서 헤드유닛의 현위치  키를 누르면 

현위치 부근의 지명이 표시됩니다.

새 차 또는 베터리터미널을 탈착한 후에는 실제의 현위치와 다른 장소에 차량위치마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지도의 차량위치마크가 벗어나도 계속 주행하면 잠시 후  매칭이나 GPS정보를 이용하여 현위치가 자동으로 수정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 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기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없는 노선명·노선번호는 표시되

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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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스크롤시 지명표시

1  지도를 이동했을 때, 화면중심부근의 지명을 표시

합니다.

선택버튼 표시

1  화면에 표시된 선택버튼을 표시 및 소거할 수 있

습니다.

2  메뉴OFF  버튼을 선택하면 선택 버튼들이 사라지

고 메뉴ON  버튼이 나타납니다. 

3  메뉴ON  버튼을 선택하면 사라진 선택버튼들이 

나타나고 다시 메뉴OFF  버튼이 나타납니다.

·  원터치스크롤(One Touch Scroll)로 지도를 움직이면 지도가 고정되어 차량이 이동하여도 지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헤드유닛의  현위치  키를 누르면 현위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지도를 이동한 경우에는 지도방향이 전환 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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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축척 전환

고속도로모드

고속도로(도시고속도 제외)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고속도로모드표시로 전환됩니다.

1  지도를 25m~100km 지도까지 원하는 축척(지도

의 범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지도의 범위를 넓게 할 경우에는 , 좁게 할 경우

에는  를 선택합니다.(13단계로 전환할 수 있습

니다.)

 ·  선택버튼을 선택할 때마다 한 단계씩 전환됩니다.

 ·   또는  를 선택한 후, 스케일 바의 숫자를 

선택하면 선택한 숫자의 축척으로 전환됩니다.

 ·   또는  를 약 1초 이상 계속하여 선택하면 

축척을 연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  를 선택하면 시설정보가 전환됩니다.

2    ·  를 통해 시설정보를 조작한 경우, 

현재구간  을 선택하면 현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이 선택됩니다.

1
2

3

4

·최대범위(100km)로 하면 , 최소범위(25m)로 하면  버튼이 사라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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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모드 해제

1  현위치 화면 또는 지도 스크롤 화면에서 지도설정  

을 선택합니다.

2  지도설정 화면에서 �를 선택하여 

해제합니다.

3  완료  버튼을 선택하면 고속도로모드가 삭제된 

현위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도로명칭표시 현재 주행중인 도로명칭이 표시됩니다.

2  시설명칭표시 시설명칭이 표시됩니다.(목적지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0개까지)

3  거리표시 현위치에서 해당 시설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4  시설마크 표시
 선택된 안내지점(휴게소)에 있는 시설이 번호순서대로 최대 7개까지 표시됩니다. 
7개 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는 시설마크도 있습니다.

· 반대차선의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휴게소로 진입하는 경우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모드표시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목적지안내중인 경우, 출구 IC 또는 분기하는 JCT앞에서는 고속분기안내화면( 3-51페이지 [고속분기안내] 

참조)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고속도로모드가 해제됩니다� JCT인 경우에는 고속분기안내화면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고속도로모드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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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향 전환

2화면 표시

1  북고정표시 ( �)
차량의 진행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북쪽이 위로 향

하도록 지도를 표시합니다.

2   차량방향표시 ( �)
차량의 진행방향이 항상 위를 향하도록 지도를 표

시합니다.

표시하고 있는 지도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표시하고 있을 경우에 화면을 좌우로 2분
할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  현위치화면 이외의 지도(목적지 설정으로 검색한 지도·전체경로 표시화면 등)는 북고정표시로 됩니다� 

 그러나, 현위치화면이 되면 차량방향표시로 돌아갑니다�

·  �또는 �의 마크를 선택하면 서로 전환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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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다른 축척으로 표시·차량방향표시와 북 방향표시·3D표시와 2D 표시가 가능합니다.

1  지도화면에서 지도설정  을 선택합니다.

2  2D 2화면  또는 3D 2화면  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버튼의 색이 바뀝니다.

 ·  좌측의 화면은 1화면표시인 경우와 같은 방법

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우측화면�조작

1  우측화면내의 선택버튼이 없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2  선택 후, 표시되는 화면에서 아래의 조작이 가능

합니다.

· 지도축척 전환( 3-18페이지 [지도축척전환] 참조)

　  또는  을 선택합니다.

·지도방향 전환

　( �또는 )을 선택합니다.

·3D/2D 전환

     버튼을 선택한 후, 완료  버튼을 선택

합니다.

· 2화면표시인 경우, 좌측화면만 스크롤로 지도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  현위치화면이외의 지도(목적지 설정으로 검색한 지도·전체경로 표시화면등)는 2화면표시가 해제되지만 현위치화면

으로 이동하면 2화면표시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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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면표시�해제

1  지도화면에서 지도설정  을 선택합니다.

2  2화면  (평상시의 표시) 또는 3D 화면  (평상시

의 3D표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버튼의 색이 변경됩니다.

 3D표시

지도를 입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지도화면에서 지도설정  을 선택합니다.

2   3D 화면  (평상시의 3D표시) 또는 3D 2화면  

(2화면3D표시)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버튼의 색이 변경됩니다.

·3D표시는 차량방향표시로 표시됩니다�

· 현위치화면이외의 지도(목적지 설정으로 검색한 지

도·전체경로 표시화면 등)는 3D화면표시가 해제

되지만 현위치화면으로 전환하면 3D표시로 돌아갑

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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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회전

1  지도영역을 터치시 표시되는  /  화

살표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을 선택하면 시계방향으로,  을 선

택하면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합니다.

3D표시�해제

1  지도화면에서 지도설정  을 선택합니다.

2  2화면  (평상시의 표시) 또는 2D 2화면  (평상

시의 2화면표시)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버튼의 색이 변경됩니다.

현위치화면으로 전환하면 기본 표시상태(회전 이전의 상

태)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3D심벌 표시

지도에 입체적인 심벌(3D심벌)을 표시할 수 있습

니다.

·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없는 시설은 표시되지 않습

니다�

· 800m 축척까지 표시합니다� (전체경로 표시화면 

제외)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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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심벌표시�ON·OFF

3D심벌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지도화면에서 지도설정  을 선택합니다.

2   를 선택하여 3D심벌표시 ON/

OFF를 선택합니다. 

 적용된 경우에는 버튼의 램프에 불이 들어와 ON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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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고 표시

각종 도로관련 경고표시가 필요한 경우, 지도    
중앙 상단에 도로경고 표지판이 표시됩니다.

도로경고�표시의�ON·OFF

도로경고표지에 대한 안내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메뉴화면 중 환경설정  에서 안내  를 선택합

니다.

2  [안전운행안내], [과속경고음], [시도경계안내], 

[커브안내], [철도건널목안내], [합류안내], [위

험지역안내], [과속방지턱안내] 각각의 적용여부

를 ON/OFF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없는 지점에서는 도로경고표

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경고표시를 표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설정한 목적지가 없을 경우

· 목적지 도착 안내후, 목적지 주변

3�  도로경고표지는 조금 빨리 표시되거나 늦게 표시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다음 도로표지판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도로

경고표시를 표시합니다�

알아두기

설정초기화  를 선택하면 모든 내비게이션 설정화면

이  초기설정상태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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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도 경계 안내

시도경계를 통과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설 표시

지도에 주변시설의 기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및�도�경계안내의�ON·OFF

시 및 도 경계안내의 안내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1  메뉴화면 중 환경설정  에서 안내  를 선택합

니다.

2  시도경계안내를 선택하여 ON상태로 변경합니다.

시 및 도 경계안내는 다소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1�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없는 시설은 표시하지 않습

니다�

2�   400m 축척까지 표시합니다�

3�  표시하는 시설은 차량마크(또는 [스크롤마크]) 주변

에서 반경거리와 갯수를 고려하여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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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화면에서 주변시설  을 선택합니다.

2  시설의 장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장르의 시설마

크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전체장르  를 선택하면 선택버튼에 표시되는 것 

이외의 장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전체장르  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에 표시되는 

화면에서 시설의 장르를 선택합니다. 

·3개까지 선택가능 합니다.

·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표시해제  를 선택하면 

해제됩니다.

· 이미 선택된 시설의 장르를 선택하면 그 장르

가 해제됩니다.

시설�표시해제

1 지도화면에서 주변시설  을 선택합니다.

2  표시해제  를 선택하거나, 선택된 시설 장르를 선

택하면 그장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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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설�검색
차량마크(또는 스크롤마크) 위치 근처에 있는 시설의 명칭과 차량마크(또는 스크롤마크)로부터의 직선거리·방향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지도에 시설을 표시하고 있을 경우에 주변시설  

을 선택합니다.

2  시설검색  을 선택합니다.

3  시설명칭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가 표시됩니다. 

·표시되어있는 화살표는 현재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어떤 방향에 그 시설이 있는지를 나

타내고 있습니다.

경로를�고려한�리스트�표시

목적지가 설정되어있을 경우, 거리·방향을 경로표

시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   를 선택하여 활성화 시킵니다.

·  설정되어있는 경로에서 진행거리와 경로에 따라 

좌·우 또는 뒤의 어느 쪽 방향에 있는지를 표시

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시설은 차량마크(또는 스크롤마크)로

부터 반경 약 10Km이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최대 

200건)

알아두기

·  표시하고 있는 지도에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경로에 따른 고려]리스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된 시설은 경

로 부근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됩니다�

·  시설 리스트는 차량마크(또는 스크롤마크)에서 가까운 시설 순서와 시설 기호의 종류순서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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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순 표시 종류순 표시

4  상세정보  를 선택하면 시설정보를 표시합니다.

5  상세정보 화면에서도 지점등록/목적지설정을 하

실 수 있습니다.

·  거리순  을 선택하면 차량마크(또는 스크롤마크)

에서 가까운 시설 순서로 나열됩니다.

·  종류순  을 선택하면 시설기호의 종류별로 나열됩

니다.

궤적표시 설정

현재 주행하고 있는 궤적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1  지도표시 화면에서 지도설정  을 선택합니다.

2 궤적표시  를 선택하면 궤적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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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검색방법
목적지 설정·목적지 추가·등록지점 등록인 경우에는 설정·등록하는 장소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
도를 검색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검색방법을 선택하는 순서에 대하여 각 항목

의 해당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목적지 설정 

 3-38페이지 [목적지설정] 참조         

  등록지점추가 

 3-58페이지 [등록지점 등록] 참조       

2  표시된 화면에서 지도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버튼을 선택하여 항목을 결정합니다.

1

4 5 6 7

2 3

98

1  명칭/초성검색

시설의 명칭 및 초성(ㄱ~ㅎ)을 입력하는 것으로, 그 시설이 있는 지점의 지
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명을 입력하면 그 지역의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32페이지 [명칭/초성으로 지도검색하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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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검색
지명을 선택하여 번지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지점(또는 지역)의 지도를 표
시할 수 있습니다. 3-34페이지 참조

3  시설검색
여러가지 장르에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 지점의 지
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35페이지 참조

4  최근목적지

지도를 검색하는 목적지이력(과거에 설정된 목적지)을 선택하면 그 지점의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이력이 등록되어있을 경우에 해당. 

3-36페이지 참조)
또한, 이전에 목적지안내를 수행한 출발지점의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
다. (한번 목적지안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3-36페이지 참조

5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점의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화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의 지도를 표
시할 수 있습니다. 3-34페이지 참조

6  등록지점
검색하고자 하는 등록지점을 선택하면, 그 지점의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
다. (등록지점이 등록되어있을 경우에 해당. 3-58페이지 참조)

7  이전지도 검색 화면 이전의 지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특별등록
등록되어있는 지점의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3-58페이지 참조)

9  자택(또는 사무실)
등록된 자택(또는 사무실)의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지점이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3-5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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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초성으로 지도검색하기

1  명칭검색은 시설의 명칭(또는 지명)을 자음과 모

음순서에 맞추어 한 문자씩 선택입력 합니다.

 ·  틀린 경우는 수정  또는 전체수정  을 선택하

여 삭제합니다.

 · 검색대상 명칭이 없는 문자의 경우, 선택버튼이 

비활성되어 선택되지 않습니다.

 · 한 문자씩 선택하면 검색된 시설명칭 건수가 표

시됩니다.

2   초성검색은 시설의 명칭(또는 지명)을 성만으로 순서에 맞추어 한 자음씩 선택입력 합니다.

· 틀린 경우는 수정  또는 전체수정  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 검색대상 명칭이 없는 문자의 경우, 선택버튼이 비활성되어 선택되지 않습니다.

 · 한 자음씩 선택하면 검색된 시설명칭 건수가 표시됩니다.

 · 명칭과 초성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성입력시에는 자음만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3   완료  를 선택합니다.

 · 입력한 문자로 검색된 시설명칭·지명의 전지역 리스트화면이 표시됩니다.

 · 검색된 리스트가 만 건 이상인 경우에는 리스트화면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지역�리스트화면

표시하는 시설명칭을 선택하면 지도가 표시됩니다. 

검색된 리스트를 지역별로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설정  을, 장르별로 검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르설정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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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검색

1  리스트화면에서 지역설정  을 선택합니다.

2  시·도 및 군·구를 선택하여 상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를 선택하면 리스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시·군·구·동명을 선택합니다. [○○전체]을 

선택하면 지정한 시군구동명별 리스트화면이 표

시됩니다.

4  시설명칭(또는 지명)을 선택하면 지도가 표시됩

니다.

시설�장르별�검색

1 리스트화면에서 장르설정  을 선택합니다.

2  시설 장르를 선택합니다. 전체  를 선택하면 

리스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시설명칭 (또는 지명)을 선택하면 지도가 표시됩

니다.

시설에 따라 표시된 지점이 반드시 정확한 지점은 아니며, 시설의 주소를 대표하는 지점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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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지도 검색하기

1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번지

의 순서로, 지명을 선택하면 지도가 표시됩니다.

2  동까지 입력한 경우 번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번지와 -  를 하나씩 입력합니다. 

틀린 경우는 수정  또는 전체수정  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3  완료  를 선택합니다.

입력한 번지에서 검색된 지도가 표시됩니다. 

해당하는 주소가 있으면, 입력된 주소 부근의 지

도가 표시됩니다. 

해당하는 주소가 없으면, 입력된 주소 주변의 광

역지도가 표시됩니다.

전화번호로 지도 검색하기

1  전화번호를 한 자리씩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지역번호부터 입력하여 주십시오.

  ·  틀린 경우는 수정  또는 전체수정  을 선택

하여 삭제합니다.

2� 완료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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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지도 검색하기

아래 시설의 장르로부터 지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항목 장르 항목 장르

식사 패스트푸드
공공

국도립공원

상점
할인매장 행정기관

백화점

교통

철도/전철역

자동차
자동차영업소 공항

정비소 항구

숙박
호텔 고속IC/TG

콘도미니엄 버스터미널

레저

동/식물원 휴게소

골프장 교차점

온천

문화

명승고적

스키장 미술관/박물관

유원지 전시관

취미/레저

기타

주요건물

극장/공연장 자동차그룹

스포츠시설 아파트

공공

시군동 은행

치안기관 학교

의료기관 결혼식장

1�  시설에 따라 표시된 지점이 반드시 정확한 소재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일반정보지 등과

는 다른 검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미술관, 놀이동산 등에서는 문의처의 장소와 소재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전화번

호를 입력하시면 문의처의 소재지 지도가 표시됩니다�

·  일반정보지 등에서는 공연장 등의 전화번호로 관리회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전

화번호를 입력하면 관리회사명이 검색되고 그 관리회사의 소재지가 표시됩니다�

2� 시설의 전화번호나 소재지, 명칭 등은 1년간 수만건이 변경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이용하여 주십시오�

3�  지도에 표시되는 주소는 인접하는 지명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된 전화번호는 도중에 끊겨있거나 생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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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지도�검색하기
시설의 장르로부터 지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사/상점/자동차/숙박/레저/공공/교통/문화 이외의 항목은 

기타  를 선택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시설 장르를 선택합니다.

2  시·도 명을 선택합니다.

3 시설명칭을 선택하면 지도가 표시됩니다.

최근목적지로 지도 검색하기

최근에 경로탐색한 목적지명칭을 선택합니다.

·  명칭순  / 등록일순  으로 리스트를 정렬할 수 있

습니다.

 ·  이전출발지  를 선택하면 이전에 목적지안내 할때

의 출발지점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  최근목적지삭제  를 선택하면 최근목적지 삭제 화면

으로 이동하여 리스트의 삭제 및 전체삭제가 가능

합니다.

골프장, 철도/전철, 백화점, , 공항, 호텔, 의료기관, 학교 이외의 항목은 기타  를 선택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철도/전철, 시·군·동,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선택 후 상세 장르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철도/전철, 시·군·동, 학교 이외의 경우에는 시도 선택 후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자택 또는 특별등록지점은 목적지이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PART 3.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하여

3장 목적지 안내

목적지 설정에 대하여

·목적지 설정

·원터치 스크롤 설정

·경로탐색

·전체경로 표시

·경로변경화면

·경로정보(안내도로정보)

·다중경로표시

목적지 추가/삭제에 대하여

·목적지 추가

·목적지 삭제

목적지안내 개시/중지에 대하여

·목적지 안내 개시

·목적지 안내 중지

목적지안내에 대하여

·목적지안내 화면

·도착예상시각 표시

·고속도로모드 (목적지안내중)

·고속분기안내

·음성안내

안내중의 조작에 대하여

·전체경로 표시

·남은거리표시 전환하기

경로 재탐색에 대하여

·수동 재탐색

·자동 재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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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설정에 대하여

목적지 설정

1  헤드유닛의 목적지  키를 누르면 목적지를 선택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지도 검색방법을 선택하여 목적지 설정할 지점의 

지도를 표시합니다.( 3-30페이지 [지도 검색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3 목적지설정  을 선택합니다.

  (설정한 목적지를 삭제할 경우에는 3-46페

이지 [목적지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4  이미 목적지가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신규  

를 선택하면 설정되어있는 목적지가 삭제되고  

새롭게 목적지가 설정됩니다.

추가  를 선택하면 목적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이후의 설정방법은 3-44페이지 [목적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800m에서 부터 상세한 지도까지 목적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설정한 목적지 지점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목적지 설정 시에 지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최대20개)�    

20개를 넘는 경우에는 오래된 것부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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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스크롤 설정

경로탐색

현재, 표시하고 있는 지도에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선택버튼이 있는 이외의 장소를 선택합니다.

1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경로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경로탐색이 완료되면 전체경로 표시화면(현위치

에서 목적지까지의 전체 경로)으로 이동합니다.

2  목적지설정  을 선택합니다.

3  이미 목적지가 설정되어있을 경우에 신규  를 

선택하면 설정되어있는 목적지가 삭제되고 새롭

게 목적지가 설정됩니다.

추가  를 선택하면 목적지를 추가시킬 수 있습

니다.(이후의 설정방법은 3-44페이지 [목적지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고속도로나 유료도로의 IC·휴게소 내에서 경로탐색이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일반도로에서 안내가 시작

하는 경로로 탐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경로 재

탐색을 하십시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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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경로 표시

1  경로탐색이 완료되면 전체경로 표시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전체경로가 표시된 이후, 현위치  키를 선택하거나 

주행을 시작하여 차량 속도 10km/h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목적지안내를 합니다.( 3-47페이지 

[목적지안내 개시] 를 참조하십시오.)

표시에�대하여
표시는 최종목적지까지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1

6

10

7 8 9

2

45

1  IC명칭표기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초에 일반도로에서 유료도로로 들
어가는 IC 명칭을 아래에, 가장 최후에 유료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오는 
IC 명칭을 위에 표시합니다. 

2  요금안내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통과하는 모든 유료도로의 요금
을 표시합니다.

3  IC마크
유료도로를 통과할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유료도로로 들어가는 IC와 유
료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나오는 IC위치에 표시됩니다.

4  도착예정시각표시

목적지까지의 도착예정시각을 표시합니다. (목적지 안내시작 이후에 경로
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목적지방향마크를 표시합니다.)

-도착예상시각에 대해서는 3-5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5  남은거리 표시

목적지까지 표시되는 경로를 합한 거리를 표시합니다. (목적지 안내시작 후
에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목적지까지의 직선거리를 표시합니다.)
목적지가 2군데 이상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남은거리 버튼을 선택하면 남은

거리가 표시되는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54페이지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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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버튼에�대하여

전체경로 표시화면에서 선택버튼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기능이 가능합니다.

경로편집화면

1  전체경로 표시화면( 3-40페이지 참조)에서 

경로편집  을 선택하면 경로편집화면이 표시됩니다. 

·  추가  는 3-44페이지 [목적지 추가]를 참조

하십시오.

·  순서변경  은 3-45페이지 [목적지 순서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삭제  는 3-46페이지 [목적지 삭제]를 참조

하십시오.

6  안내시작
목적지안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48페이지 참조) 
목적지안내시작 이후에는 현위치화면으로 돌아갑니다.

7  가상주행 가상주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47페이지 참조)

8  경로편집 경로변경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41페이지 참조)

9  다중경로
별도의 경로가 표시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안내시작 이후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44페이지 참조)

10  경로정보 안내도로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42페이지 참조)

1� 탐색된 경로는 목적지주변까지의 참고경로입니다� 반드시 최단경로, 가장 빠른 경로는 아닙니다�

2�  도착예상시각은 설정한 평균차속( 3-50페이지 참조)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조건등에 의하여 다소 오차

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지도데이터에는 중앙분리대의 정보가 수록되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탐색된 경로는 중앙분리대를 고

려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4� 목적지 안내시작 이후에도 전체경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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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정보(안내도로정보)

다중경로표시

1  경로탐색 완료 후 경로정보(도로명칭·거리·요

금·통과예상시각)를 표시합니다.

전체경로 표시화면( 3-40페이지 참조)에서 

경로정보  를 선택합니다.

2  입구IC·출구IC·JC·목적지·도로 종별의 변경

지점 등에서 경로가 분할되어 표시됩니다.

  분할된 각각의 경로는 도로명칭·거리·유료도로

의 요금·분할된 지점의 통과예상시각이 표시됩

니다.

  지도  를 선택하면 해당 지점의 지도가 표시됩

니다.

1  전체경로 표시화면( 3-40페이지 참조)에서 

다중경로  를 선택합니다.

5개의 경로가 5가지 색으로 표시됩니다.

· 현위치가 경로상에 없는(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경로가 표시되어있는 지점에서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  통과예상시각은 설정한 평균차속( 3-50페이지참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행조건등에 따라 다소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아래의 경우에는 다중경로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목적지가 2곳 이상 설정되어있는 경우

·  목적지 안내시작 이후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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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명칭을 선택하면 선택된 경로의 전체경로가 

표시됩니다. 

경로비교  를 선택하면 5개 경로의 목적지까지 거

리·요금·소요시간이 표시됩니다.

3  경로명칭 선택 후 완료  를 선택하면 선택한 경

로의 전체경로 표시화면이 나타납니다.

·  5개 경로의 특징에 대해서는 3-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소요시간은 설정한 평균차속( 3-50페이지 참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행조건등에 따라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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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추가/삭제에 대하여
목적지를 설정한 이후, 목적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추가

· 다섯 곳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  이미 다섯 곳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설정되어있는 목적지를 삭제한 후 재설정 하십시오. (목적지

를 삭제할 경우에는 3-46페이지[목적지 삭제]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  헤드유닛의 목적지  키를 선택합니다.

2  지도 검색방법을 선택하고 목적지를 설정하는 

지점의 지도를 표시합니다.

3   목적지설정  을 선택합니다.

4 추가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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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지를 설정하고자 하는 구간의 설정  을 선

택합니다.

목적지�순서변경

1  경로편집화면 3-41페이지 [경로편집화면]에

서 순서변경  을 선택합니다.

2  현위치 다음의 목적지에서 순서대로 목적지명칭

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목적지지명 우측에 새로운 순서가 표시됩

니다.

  이미 선택되어있는 목적지명칭을 선택하면 그 목

적지의 순서가 해제되고 이후의 순서가 앞당겨집

니다. 

3  완료  를 선택합니다.

  모든 목적지명칭을 선택하지않고 완료  를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목적지명칭만 새롭게 설정한 순서로 

변경되고 선택하지 않은 목적지는 기존 목적지의 순서에 따라 설정되어 경로탐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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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삭제

1  목적지설정화면( 3-38페이지 참조)에서 

목적지삭제  를 선택합니다.

2  목적지명칭을 선택합니다.

  모든 목적지를 삭제할 경우에는 전체삭제  를 선

택합니다.

·  이미 통과한 목적지만을 삭제할 경우에는 

통과목적지삭제  를 선택합니다. 통과한 목적지가 

없을 경우에는 통과목적지삭제  버튼의 글자가 회

색처리되며 선택되지 않습니다.

모든 목적지를 삭제하면 목적지안내를 재시작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목적지를 설정하여 주

십시오�

알아두기



사용설명서 ㅣ 3-47

목
적
지
안
내

목적지안내 개시/중지에 대하여

목적지안내 개시

1  경로탐색이 완료되면 전체경로 표시화면이 나타납

니다.

2  전체경로 표시화면( 3-40페이지 참조)에서 

안내시작  을 선택하면 목적지안내가 시작됩니다.

  또는 전체경로가 표시된 이후에 헤드유닛의 

현위치  키를 누른 경우, 또는 주행을 시작하여 차

량속도 약 10km/h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목적지

안내가 시작됩니다.

가상주행기능

경로탐색 완료 후, 목적지안내의 가상주행을 볼 수 있습니다.

1  전체경로 표시화면에서 가상주행  을 누릅니다.

2  가상주행 중에는 헤드유닛의 현위치  키를 누르면 

가상주행이 종료되고 현위치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상주행 중에 주행하는 경우에는 가상주행이 종

료되고 목적지안내가 시작됩니다.

목적지안내 중지

메뉴화면( 3-12페이지 참조)에서 [안내중지]를 선택합니다.
목적지안내를 중지하여도 목적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중지한 목적지안내를 재시작할 경우에는 메뉴화면으로 이동하여 [안내재개]를 선택합니다.

경로탐색 완료 후, 목적지안내가 시작된 이후에는 가상주행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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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안내에 대하여

목적지안내 화면

목적지안내 지도표시 화면에서 현위치가 경로상에 있을 경우, 교차점 근처에서 교차점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분기하는 교차점 근처(약 300m이내)에서 교차점확대도를 표시합니다.

교차점 확대도가 없는 경우 교차점 확대도가 있는 경우

2

4

2

4

3

2 3

1  차선표시
통과·분기하는 교차점의 차선이 표시됩니다.
·추천 차선 : 파란색  ·주행가능 차선 : 흰색
·주행 회피 차선 : 회색

2  명칭표시 통과·분기하는 교차점의 명칭이 표시됩니다.

3  예비 안내 표시/

     남은 거리 표시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교차점에 가까이 감에 따라 [바]가 짧아
집니다.)
※  교차점 확대도가 없는 경우 " 예비안내 표시" 이며, 교차점 확대도가 있는 

경우 : 남은거리표시"임.

4  안내 포인트 교차점 확대도가 나타나는 교차점에 표시됩니다.

1�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없는 교차점에서는 차선표시·교차점명칭표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차선표시·교차점명칭표시는 실제의 교차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교차점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목적지안내개시 직후

　　- 목적지주변

4� 교차점안내화면은 다소 늦거나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5� 다음 분기하는 교차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연속하여 교차점안내화면이 표시됩니다�

6�  교차점안내화면이 표시되고 있을 때, 차선정보·확대도표시·교차점명칭표시는 분기하는 교차점의 내용이 표시되

며 분기하는 교차점보다 앞의 교차점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7� 안내 대상 차선이 8개를 넘는 경우는 중복되는 가운데  차선은 축약되어 안내됩니다�

알아두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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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점확대도�해제

확대해제  를 선택합니다.
교차점확대도를 다시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헤드

유닛의 현위치  키를 누릅니다.

입체적인�안내화면

차선정보�표시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있는 고속도로 분기점·도시
고속의 IC입구에는 입체적인 안내화면이 표시됩
니다.

분기하는 교차점 앞(약700m이내)에서는 차선정
보(주행하는 교차점의 명칭과 차선표시)를 최대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 차선이 8개를 넘는 경우는 중복되는 
가운데쪽 차선은 축약되어 안내됩니다.
· 추천차선 : 파란색
· 주행 가능 차선 : 흰색
· 주행 회피 차선 : 회색

차선정보가 표시되고 있어도 분기하는 교차점 약 300m앞에서는 교차점확대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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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시각 표시

1  전체경로 표시화면과 목적지안내 중에 현위치가 

경로상에 있을 경우, 지도 좌측하단에 도착예정시

간과 남은시간을 표시합니다.

평균차속�설정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시각·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인 평균차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현위치화면의 도착예정시각

· 전체경로 표시화면의 도착예정시각( 3-40페이지참조)

· 고속도로모드의 도착예정시각( 3-50페이지참조)

· 경로정보의 도착예정시각( 3-42페이지참조)

· 다중경로표시의 소요시간( 3-42페이지참조)

1  메뉴화면( 3-12페이지)의 환경설정  에서  

화면표시  를 선택합니다.

2  도로의 설정속도를 입력합니다.

  속도를 올릴 경우에는   ▶  , 내릴 경우에는 

◀  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있는 동안에 

5km/h씩 변경됩니다.)

· 도착예정시각은 설정한 평균차속(다음항목 참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행조건 등에 따라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

니다�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목적지방향마크([마크])가 표시됩니다�

·내비메뉴의 화면표시에서 도착시간과 남은시간 둘중 하나를 선택가능합니다�

알아두기

· 최고속도 (고속도로 120km/h, 일반도로 90km/h)로 했을 경우에는   ▶ , 최저속도 (고속도로 60km/h, 일반도

로 30km/h)로 했을 경우에는 ◀  이 비활성되어 조작되지 않습니다�

· 설정초기화  를 선택하면 초기설정 상태(고속도로 80km/h, 일반도로 40km/h)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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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모드(목적지안내중)

목적지안내중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고
속도로모드표시로 전환됩니다.
고속도로모드의 상세한 내용은 3-18페이지
의 [고속도로모드]를 참조하십시오.

고속분기안내

목적지안내중의 지도표시화면에서 현위치가 경로
상에 있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경우, 분기
점(출구IC·JC) 근처에서 고속분기안내화면을 
표시합니다.

1

2

3

1  분기점명칭표시 IC의 출구명칭 또는 JC의 교차점 명칭이 표시됩니다.

2  분기점 방면 명칭 표시 IC/JC 의 방면 명칭이 표시됩니다.

3  남은거리 표시 분기점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분기점에 가까이 감에 따라 [거리바]가 
짧아집니다.)

1�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없는 분기점에서는 고속분기안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속분기안내가 표시되어도 분기점 

명칭표시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분기점명칭/방면 명칭 표시가 실제의 분기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속분기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목적지 안내개시 직 후

　　- 목적지 주변

4� 고속분기안내화면은 다소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

5� 다음의 분기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속분기안내화면이 표시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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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안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실시합니다.

(목적지안내중의�음성안내의�예)

 분기교차점앞에서
 [약 700미터 앞에서 오른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  방향입니다.]

 유료도로 진입시에
 [잠시 후 오른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고속도로입니다.] [잠시 후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음성안내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목적지에�도착하였을�경우,�음성안내의�예)

 목적지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성안내를 종료합니다.]

음성안내의�ON·OFF

1  주행 중 음성안내의 기능실행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현위치 화면 중에서 음 량  을 선택합니다.

  선택되면 음 량  로 바뀝니다. 한번 더 선택하시면 

음 량  으로 바뀌면서 음성안내가 시작됩니다.

1� 위의 음성안내의 예는 일반적인 경우로 도로형태에 따라 다른 음성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2�  차량위치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하지 않거나 다소 늦거나 틀린 음성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3� 음성안내의 음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사용설명서 ㅣ 3-53

목
적
지
안
내

타모드에서의�안내
내비게이션화면에서 다른 모드의 화면(AV화면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음성안내를 합니다.

2  안내음성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❶  메뉴화면( 3-12페이지 참조)의 음량설정  을 

선택합니다.

 ❷ 음량설정 화면에서  를 선택합니다.

음소거 상태로 음성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지 안내는 계속 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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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의 조작에 대하여

전체경로 표시 

1  헤드유닛의 메뉴  키를 누릅니다.

2  전체경로  를 선택합니다. 전체경로 표시화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40페이지 [전체

경로 표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남은거리표시 전환하기

목적지가 2곳 이상 설정되어있는 경우에 전환됩니다.

1  [남은거리버튼]을 선택합니다.

목적지가 두 곳 이상일 경우, 버튼을 선택하면 남

은거리 표시가 다음 목적지까지의 거리표시로 전

환됩니다.

 

  목적지가 5개일 경우 G1→ G2 → G3 → G4 → 

G5 → G1 순으로 전환됩니다.

  도착예정시각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착예

정시각도 목적지에 맞추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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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재탐색에 대하여
탐색된 경로를 변경할 경우나 현위치가 경로상에 없는(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에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
습니다.
목적지안내 중(경로에서 벗어난 경우도 포함)의 현위치 화면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경로 재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재 탐색되는 경로는 이하의 6개 항목(선택버튼)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탐색조건(선택버튼) 기능

경로명칭

추천경로 현위치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일반적인 경로를 탐색합니다.

유료도로 현지지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유료도로를 우선으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일반도로 현위치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일반도로를 우선으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최단거리 현위치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거리가 짧은 경로를 탐색합니다.

교통정보
현위치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교통정보(TPEG 데이터)를 고려한 경로를 
탐색합니다.

주변 우회 탐색
현위치 주변에서 탐색된 경로의 우회도로를 탐색합니다.
(탐색된 경로가 공사 중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목적지안내 시작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1� 도로형태에 따라 재탐색 되지 않는 경우나 조건을 변경하여도 동일 경로가 탐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경로를 크게 벗어나서 주행한 경우에는 주행하고 있던 경로로 돌아가는 경로가 아니라 설정된 목적지로 향한 경로가 

재탐색 됩니다�

3�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크게 우회하게 되는 경우는 [유료도로]을 선택하여도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로가 탐

색되거나, 유료도로를 지나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도로]을 선택하여도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

로가 탐색될 수도 있습니다�

4� 교통정보를 고려한 경로는 교통정보 상황변화에 따라 보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3장ㅣ목적지 안내

3-56 ㅣ DIGITAL CAR AVN SYSTEM

수동 재탐색

자동 재탐색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에 자동으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1  현위치 화면에서 재탐색  을 선택합니다.

2  재탐색 조건 항목을 선택하면 경로탐색이 시작됩

니다.

3  주변우회탐색의 경우 1km, 2km, 5km, 10km 

의 우회탐색 거리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탐색의�ON·OFF
자동 재탐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메뉴화면( 3-12페이지 참조)에서 환경설정  

중 탐색  을 선택합니다.

2  자동 재탐색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체크표시가 나오면 ON, 나오지  않

으면 OFF된 것입니다.

자동 재탐색은 목적지안내중, 경로에서 벗어나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알아두기

설정초기화  를 선택하면 모든 설정항목이 초기설정상태로 돌아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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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등록지점

등록지점 등록/수정/삭제에 대하여

·등록지점 등록

·등록지점 수정

·등록지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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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점 등록/수정/삭제에 대하여
등록지점(표시장소)은 지도에 104개 지점(특별등록지점 2지점, 자택 1지점, 사무실 1지점 포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4개의 지점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등록지점을 삭제한 후 등
록하여 주십시오.

 지도에 기호로 표시됩니다.

 목적지 설정시에 등록지점으로 지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택, 사무실, 특별등록지점으로 등록해 두면 지도를 검색할 경우에 다른 등록지점과 구분되어 한번의 
조작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 설정시는 목적지설정 화면에서 한번의 조작으로 경로탐색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점 등록

1  메뉴화면에서 등록지점  을 선택합니다.

2  등록지점(자택, 사무실, 특별등록지점 포함)의 

등록지점추가  를 선택합니다.

1/800m까지의 상세지도에서 등록한 지점이표시 됩니다�

알아두기

등록지점이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지점수정 , 

등록지점삭제  는 비활성 되어 선택하여도 조작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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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의 검색방법을 선택하여 등록지점을 등록하

는 지점의 지도를 표시합니다.

4  설정  을 선택합니다.

5  입력, 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입력, 수정방법은 이후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

시오.

  · 명칭 3-61페이지참조

  · 명칭 지도에 표시 3-61페이지참조

  · 전화번호 3-62페이지참조

  · 메모 3-62페이지참조

  · 위치 3-62페이지참조

  · 기호 3-63페이지참조

  · 기호 지도에 표시 3-63페이지참조

6  완료  를 선택합니다.

지도스크롤(원터치선택)등록
현재 표시되고 있는 지도에 등록지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지점을 등록할 위치로 지도를 이동합니다. 

(현위치에 등록할 경우에는 지도를 움직일 필요

는 없습니다.)

2� 지점등록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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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점 수정

1  3-58페이지 [등록지점 등록] 의 화면에서 등

록지점(자택·사무실·특별등록지점 포함)의

등록지점수정  을 선택합니다.

2  등록지점명칭을 선택합니다.

3  수정, 입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명칭순 표시

▲기호순 표시

▲등록순 표시

등록지점 리스트는 3종류의 나열방법으로 볼 수 있습

니다�

· 명칭순  버튼을 선택하면 명칭순으로 나열됩니다�

· 기호순  버튼을 선택하면 기호의 종류별로 나열됩

니다�

· 등록순  버튼을 선택하면 등록지점의 등록순서로 나

열됩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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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점�명칭입력

1  3-60페이지 [등록지점 수정] 에 표시되는 화면

에서 명칭  을 선택합니다.

2  이미 명칭이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전체수정  을 선택하여 명칭을 삭제합니다.

 영어입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영어  를 선택하

면 입력화면이 바뀝니다.

3  화면상의 문자를 보고 한자씩 입력을 하십시오.

 입력이 틀린 경우에는 수정  을 선택하면 한자씩 

삭제됩니다.

4 완료  를 선택합니다.

등록지점�명칭�표시

1  입력한 등록지점의 명칭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

니다.

등록지점�명칭표시의�ON·OFF

1  입력한 등록지점 명칭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3-60페이지 [등록지점 수정] 화면에서 지도에 명

칭표시의 적용여부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체크마크가 표시됩니다.

최대 14문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800m 축척까지 표시합니다�

알아두기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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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점�위치수정

1  등록지점 수정 화면에서 위치  를 선택하면 지

도가 표시됩니다.

2  지도상에서 스크롤하여 등록지점의 위치를 수정

합니다.

3 설정  을 선택합니다.

등록지점�메모입력

1  3-60페이지 [등록지점 수정] 화면에서 

메모   를 선택합니다.

2  이미 메모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전체수정  을 선택하여 메모를 삭제합니다.

 영어입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영어  를 선택

하면 입력화면이 바뀝니다.

3 화면상의 문자를 보고 한자씩 입력을 하십시오.

 입력이 틀린 경우에는 수정  을 선택하면 한자

씩 삭제됩니다.

4 완료  를 선택합니다.

등록지점�전화번호입력

1  3-60페이지 [등록지점 수정] 화면에서 

전화번호  를 선택합니다.

2  전화번호를 한자리씩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지역번호부터 입력합니다.

 틀린 경우는 수정  또는 전체수정  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3  완료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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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점�기호�수정

1  3-60페이지 [등록지점 수정] 화면에서 

기호   를 선택합니다.

2  변경하고자 하는 기호 심볼을 선택하면 등록지점 

수정 화면의 기호란에 변경된 기호 심볼이 표시됩

니다.

3  완료  를 선택합니다.

등록지점�기호�표시의�ON·OFF

1  등록한 지점의 기호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3-60페이지 [등록지점 수정] 화면에서 지도에 기호 표시의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등록지점 삭제

1  3-60페이지 [등록지점 등록] 에 표시된 화면

에서 등록지점 (자택, 사무실, 특별등록지점 포

함)의 [삭제]를 선택하십시오.

2 지점명칭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등록지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삭제  를 선택하십시오.

자택과 사무실은 [등록]과 [삭제]만 존재하며 등록지점을 삭제하여도 자택과 사무실로 등록된 지점은 삭제되지 않습

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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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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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TPEG

TPEG 서비스 기능

·TPEG 서비스 개요

·주요 서비스 송출 데이터 항목

·내비게이션을 통해 구현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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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서비스 기능

TPEG서비스 개요

지상파 DMB의 데이터 정보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방송이 수신 가능한 헤드유닛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전달하여, 정확한 경로 이동과 편리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
한 시스템입니다. 
방송채널을 통하여 전달되는 교통정보는 지도 용도로 속도정보, 요약맵용 도로 속도정보, 관심위치정
보(POI), 위험지역정보, 유고정보등 편리한 운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TPEG서비스�구성도

교통정보 콘텐츠(교통정보제공센터에서 교통정보 콘텐츠를 수집 가공) → 교통정보 제공 센터(방송 송
출센터로 갱신된 교통정보 전달) → 방송 송출 센터(방송 편성에 따라 교통정보 송출) → 방송 전파 송
신기(교통 정보가 포함된 DMB채널 전파 송출) → 전파 GAP FILER(채널 튜닝을 통해 직접 혹은 GF
를 거친 교통 정보 수신) → 차량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콘텐츠

교통정보 제공 센터 방송 송출 센터 방송 전파 송신기

전파 GAP FILER

교통정보 제공센터에서 교통

정보 콘텐츠를 수집 가공

방송 송출센터로 갱신된 

교통정보 전달

방송 편성에 따라 

교통정보 송출

교통 정보가 포함된 

DMB 채널 전파 송출

채널 튜닝을 통해 직접 혹은 

GF를 거친 교통 정보 수신



 





TPEG 서비스 정보는 20분간 유효하며 최종 정보 수신 후 20분간 정보가 수신되지 않으면 다음 정보가 수신 되어질 

때까지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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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송출 데이터 항목

지도용�속도�정보(메뉴기반�서비스)

내비게이션에서 교통 정보를 반영한 길안내, 교통정보 채색 서비스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정보이며, 구간의 속도정보와 구간 위치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5분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1  헤드유닛의 메뉴  키를 눌러 메뉴화면으로 이동 

후 TPEG  을 선택합니다.

2  서울교통  을 선택합니다(수도권,고속도로, 광역

시 포함).

3 한강주변  을 선택합니다.

4  해당하는 약식화된 지도 이미지와 구간별 속도정

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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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최대 10개 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1  TPEG메뉴에서 즐겨찾기  를 선택하거나, 

현위치 화면에서 TPEG  을 선택합니다.

2  도로명칭을 선택합니다. 모든 목록을 삭제할 경우

에는 전체삭제  를 선택합니다.

요약맵용�속도�정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구간의 간략화된 이미지 형상
을 바탕으로 교통소통상황을 나타내어 주는 서비
스이며, 지도용속도정보와 마찬가지로 평균 5분
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구성요소로는 평균속도, 통행소요시간, 소통상황 
단계, 구간, 위치정보등이 있습니다.

관심위치정보(POI)�추천맛집

1   이미 정의된 안내지점 부근에서 15초간 간략화된 

요약 교통정보가 표시됩니다.

1  헤드유닛의 메뉴  키를 누르고 화면에서 

TPEG  을 선택합니다.

헤드유닛의 현위치  키를 누르거나 안내지점을 통과하

면 요약이 사라집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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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PEG메뉴화면에서 추천맛집  을 선택합니다.

3 추천맛집 화면에서 금주의 맛집  을 선택합니다. 

(TV맛집, 테마맛집 포함).

4 금주의맛집 정보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5 리스트를 선택하면 상세정보를 나타내는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스크롤버튼]을 이용하여 전체 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엄선하여 추천하는 맛집 정보를 주별, 월별, 테마별 등으로 매일 업데이트 해주는 서비스로서 업

데이트되는 컨텐츠는 길안내 서비스 등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 항목으로 음식종류, 주소, 전화번호, POI

명칭, POI ID서비스 분류, 행정구역 설명, 메뉴명, 가격, 주차기능대수, 별실, 테이블수, 휴무구분, 영업시간, 이미

지, 프로그램명, 방송국명, 테마명칭(TV속 맛집, 테마맛집)등이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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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여행지

1  TPEG메뉴 화면에서 여행정보  를 선택합니다.

2  추천여행  을 선택합니다(테마여행, 전문가칼럼 

포함).

3  추천여행 화면에서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4  리스트를 선택하면 상세정보를 나타내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롤버튼]을 이용하여 전체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엄선하여 추천하는 여행지 정보를 메뉴별로 주별, 월별, 테마별 등으로 매일 업데이트 해주는 서

비스이며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는 길안내 서비스 등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 항목으로 여행정보 종류, 주소, 전화번호, POI명칭, POI ID, 서비스분류 여행정보 테마, 행정구역, 설

명, 이미지, 테마명칭(테마여행, 전문가 칼럼)등이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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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사고속보
TBS에서 안내하는 각 지역별 사고속보 메뉴로 유고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TPEG메뉴 화면에서 사고속보  를 선택합니다.

2  TBS 사고 속보화면에서 원하는 지역의 리스트버

튼을 선택합니다.

3  사고속보정보화면에서 발생시각과 사고내용을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행안내중인 경로상에 유고정보가 발생하면 사고정

보 안내화면으로 전환하여 회피탐색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  사고속보는 지도화면에서 심볼로 표시됩니다� 

(교통사고 , 공사 , 집회 )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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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을 통해 구현 가능한 서비스

내비게이션�연동

 지속적인 실시간 교통정보
 교통정보를 반영한 경로 탐색 기능 : 수신된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경로를 재탐색

교통정보�소통�상황

 메뉴방식 교통정보 서비스
 특정 구간의 교통정보 확인
 다양한 형태의 약도형 지도 이용 : 주요 간선도로, 주요 사거리, 선택도로 비교 등
 위치기반 교통정보 서비스

추천맛집/여행지

 별도 지도 업데이트없이 최신 POI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 목적지 등록 서비스 구현

 관심목적지 연계 길안내 서비스

위험지역정보

도로상에존재하는 여러가지 위험 특성(어린이 보호구역, 낙석 위험지역, 속도 안전운행 지역 등)에 대
한 전국지역의 정보를 전송해 주며, 정기적으로(2-3주)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구성요소로는 위험정보실제지점 ID, 안전운전 종별, 시설물 종별, 제한속도, 안내지점통과 
HEADING, 실제지점통과 HEADING, 위치(위/경도)등이 있습니다.
별도 외부 업데이트 없이 TPEG 을 이용해 위험지역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안내합니다.



PART 3.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하여

6장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업데이트에 대하여

2D 랜드마크

3D 랜드마크

로고마크

도로별 색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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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에 대하여 
본 제품은 제품의 소프트웨어 보완, 신기능 추가와 지도 갱신을 위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최신 지도와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사이트(http://smotor.com)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USB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USB로 업데이트 하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업데이트 USB를 제작합니다.

1  외부 멀티미디어 단자에 USB를 연결한 후 SW정

보화면( 3-9페이지 [SW 정보 보기] 참조)에

서 USB 업데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4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완료메시지 표시 후 자동으

로 시스템이 재부팅 됩니다.

2  USB를 인식하고 업데이트 환경을 확인합니다.

3  업데이트 진행여부 확인화면에서 예  버튼을 

누릅니다.

• 업데이트는 데이터 량에 따라 수 십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과정 중 전원이 차단되었거나 미디어를 재

거할 경우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동

을 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십시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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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랜드마크

대분류 중분류 상세

식사

일반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일식

중화

주점

도시락

찻집

프랑스요리

한식요리

뷔페

분식

상점

일반

편의점

수퍼마켓

할인매장

백화점

쇼핑센터

대분류 중분류 상세

상점

가전점

의류품

케이크/과자/빵

꽃

문구

약국

화장품

가방/구두

보석/귀금속

카메라/시계

안경

책

가구/인테리어

글라스/도자기

CD Video대여/판매

주류

의류전문매장

농협판매장

면세점

대분류 중분류 상세

상점

종합시장

서비스

자동차

일반

주유소

주차장

카용품점

자전거/오토바이

렌터카

쌍용자동차 본사

쌍용자동차 영업소

자동차영업소/딜러

부품판매

쌍용직영서비스센터

쌍용자동차연구소

정비소

충전소

인보관소

숙박

일반

호텔

지도의 표시 축척에 따라 심볼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심볼 사이즈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심볼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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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상세

놀이/
여행   

동/식물원

유원지

영화관

종합운동장

테니스

스포츠시설

탑/타워

동굴

관광농원

관광단지

매표소

관광지

패러글라이딩

서바이벌

공공
시설

취미/레저

일반

특별시청

도청

시청

구청

대분류 중분류 상세

공공
시설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리사무소

대검찰청

경찰서

병원

공원

국회

입법기관

국회사무처

국방행정

예비군훈련장

교육관리행정

노동행정

문화관리행정

중앙종합행정

사회보장행정

농수산행정

대분류 중분류 상세

공공
시설

산업진흥행정

소방서

사회시설

도서관

교통

일반

철도역

공항

항구

IC

JC

TG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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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랜드마크

대분류 중분류 상세

8호선

9호선

분당선

페리터미널

휴게소

기타터미널

터널

다리/철교

문화
시설

문화시설

절

교회

박물관

성당

과학관

문화원

전시관

문화센터

컨벤션센터

고택/생가/민속마을

대분류 중분류 상세

문화
시설

서원/향교/서당

문

성/성터

능/묘

고궁/사찰

미술관

기타

일반

헤어뷰티삽

금융관련

증권회사

우체국

유치원

초 ,중,고

결혼식장

사진

ATM

대학교/원

기업

산업시설

대분류 중분류 상세

기타

보험

투신사

신용카드사

학원

전화국

언론/방송

정부투자기관

외국기관

컨벤션센터

주요건물

신문사

잡지사

단체기관

세탁소

증권회사

주요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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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랜드마크

대분류 중분류 상세

생활
편의

패밀리레스토랑

롯데마트

이마트

킴스클럽

코스트코

할인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GS스퀘어

GS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극장

공연장

컨벤션센터

미술관

박물관/기념관

대분류 중분류 상세

생활
편의

과학관

문화원

화랑

문화생활시설

묘지

여행/
레저

특1급 호텔

특2급 호텔

호텔

콘도미니엄

동물원

식물원/수목원

타워/탑

사찰/고궁

서원/향교/서당

문

능묘

골프장

여행/
레저

스키장

낚시터

지도의 표시 축척에 따라 심볼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심볼 사이즈가 다르게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심볼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상세

공공
편의

도/시/구/군청

치안센터

법원/사법기관

신문사

의료
편의

종합병원

한방병원

교통
편의

공항

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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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마크 지도의 표시 축척에 따라 심볼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심볼 사이즈가 다르게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심볼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상세

식사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일식

노바다야끼

일식(대표)

양식

이탈리아요리

프랑스요리

민속주점

횟집

중화

주점

도시락

커피/카페

한식요리

뷔페

분식

일반

상점 편의점

대분류 중분류 상세

상점

아파트상가

수퍼마켓

할인매장

백화점

가전점

스포츠웨어

대표

제과점

원예

문구

화장품

가방/구두

보석/귀금속

카메라/시계

안경

서점

가구/인테리어

글라스/도자기

주류

대분류 중분류 상세

상점

면세점

대형시장

종합시장

서비스센터

상점

사우나/찜질방

자동차

주유소

주차장

카용품점

자전거/오토바이

렌터카

쌍용자동차 본사

쌍용자동차영업소

자동차영업소/딜러

쌍용자동차 정비소

쌍용자동차부품판매

부품판매

쌍용자동차 공장

쌍용자동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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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상세

자동차

정비소

충전소

견인보관소

셀프세차

자동차

숙박

호텔

민박

펜션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모텔/여관

일반

놀이/ 
여행

동/식물원

아쿠아리움

골프

온천

스키장

유원지

항공사

여행사

대분류 중분류 상세

놀이/
여행

취미/레저

영화관

공연/소극장

스포츠시설

종합운동장

카지노

캠프장

관광단지

명산

관광지

공공
시설

특별시청

시청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

도서관

병원

기타의료기관

혈액원

국/도립공원

대분류 중분류 상세

공공
시설

국/도립공원

일반공원

시민/구민회관

컨벤션센터

법원

등기소

입법기관

국방행정

교육관리행정

노동행정

문화관리행정

국세청

환경및보건관리행정

중앙종합행정

농수산행정

지방해양수산청

산업/과학진흥행정

운수 및 통신행정

한국철도공사

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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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상세

공공
시설

국토관리청

사회복지시설

시립요양원

소방서

일반

교통

철도/전철역

공항

항구

고속IC/JC/TG

버스터미널

페리터미널

휴게소

일반

문화
시설

고택/생가/민속마을

명승고적

절

교회

미술관

박물관

대분류 중분류 상세

문화
시설

성당

과학관

문화원

전시관

일반

기타

투신운용

금융관련

증권회사

우체국

대학교/원

교육기관

결혼식장

ATM

기업

산업시설

보험

연구기관

신용카드사

학원

대분류 중분류 상세

기타

전화국

언론/방송

단체기관

한국전력공사

정부투자기관

외국기관

전문서비스

미용실

피부관리

이발소

세탁소

사진관

주요건물

현대모비스

주요빌딩

로고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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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별 색상 표시

도로종별 주간 색상 야간 색상

도시고속, 고속도로, 유료도로 

국도

일반도로

지방도로

작은도로

세도로(골목길)

페리항로

도로별 색상 표시에서의 색상은 실제 제품의 색상

과 다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기



PART 4.  후방감지 카메라에 대하여

후방감지 카메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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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감지 카메라에 대하여

• 후방감지 카메라는 옵션 선택 고객님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본 기기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후진 시 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감지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습

니다.

• 본 기기는 차량 시동 상태에서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 넣으면 자동으로 후방감지 카메라의 전원이 켜지고 

후방감지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서 다른 위치로 바꾸면 후방감지 카메라의 전원은 다시 꺼지고 후방감지 카메라의 

작동도 멈춥니다.

1  자동차의 시동 스위치를 ON 또는 ACC 위치

에 놓습니다.

2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 놓습니다.

후방감지 카메라는 넓은 시야확보를 위하여 광각렌즈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실제거리감과는 다르게 보이므로 안전을 위

해 반드시 후방 및 좌우시야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주의하기



PART 5.  부록

제품사양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품이 불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고장 증상일 때의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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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액정�디스플레이�부

지상파�DMB�부�

라디오�부

화  면  크  기 AV 본체 - 17.77Cm (152.4mm×91.44mm)

화     소     수 AV 본체 - 384,000 pixels (해상도 : 800 X 480)

구  동  방  식 TFT(박막 트랜지스터)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내  부  조  명 LED TYPE

수신채널
FM : 87.5MHz ~ 108.0MHz(Step : 100kHz)

AM : 531kHz ~ 1602kHz(Step : 9kHz)

감    도 FM : 10dBu 이하 AM : 40dBu 이하

왜    율 2% 이내 스 피 커 2 ~ 8 Ω

수 신 채 널 7A~13C 채널 (175.280 ~ 214.736MHz)

안   테   나 50Ω 불평형 단자

최대입력전계 -10dBm 이상 감 도 -96dBm 이하

공�통�부

형명 자동차용 TFT 액정 디스플레이 AVN 유니트

전원공급 DC 14.4V 동작전원 DC 10V ~ DC 16V

소비전류 2.5A 암전류 4mA(Head Unit Only)

동작온도범위 -20℃ ~ +60℃ 보존온도범위 -30℃ ~ +80℃

외형치수 238mm (W)×216.5mm (H)×190.7mm (L) 

중량 3.0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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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차량의 상태(주행장소나 운전조건)인 경우에는 현위치와 다른 장소에 차량위치마크
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각도가 작은 Y자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방향의 길로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

습니다.

옆 도로에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가도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차량위치마크나 

경로표시가 반대차선 또는 도로이외의 장소에 표

시될 수 있습니다.

시가도에서 시가도이외의 축척 지도로 전환된 

경우, 다른 도로에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

습니다.

페리, 차량운반차 등으로 이동한 뒤, 차량위치

마크가 이동전의 위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베터리터미널을 탈착한 후.

나선형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경우.

급격한 산악지역을 주행하고 있는 경우나 급커

브를 주행하고 있는 경우

지하주차장, 입체주차장에서나 턴테이블에서 회

전을 한 이후 일반도로로 나온 경우

정체·교차점의 앞에서 발진·정지를 반복한 경

우이거나 서행운전하는 경우

 모래, 눈길 등의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를 주행하

고 있는 경우

타이어체인을 장착하고 주행하고 있는 경우

타이어를 교환한 경우(특히 응급용타이어, 스턱

드레스타이어사용시)

 지정사이즈 이외의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타이어의 공기압이 4바퀴모두 지정의 공기압이 

아닌 경우

마모한 타이어로 교환한 경우(2시즌째 이후의 

스턱드레스 타이어 등)

고층빌딩 근방에서 주행하는 경우

루프케리어를 설치한 경우

고속주행중, 장거리의 경로탐색을 행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잠시 주행하면 맵매칭이나 GPS정

보를 이용하여 현위치가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분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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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조건이나 주행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적절한 목적지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경로를 재탐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직선도로 주행중에 직진의 안내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교차점에서 회전하였으나 안내가 행하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U-Turn금지 장소에서 U-Turn하는 경로안내

를 할 수 있습니다.

 통행불가도로(진입금지 도로, 공사중의 도로 등)

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도로가 없거나, 좁은 도로밖에 없

는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목적

지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직전의 교차점에서 회전

한 경우 등), 음성안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회전중인 경우,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시, 재탐색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

니다.

 U-Turn금지 장소에서 U-Turn하는 경로 안내

를 할 수 있습니다.

 통행불가도로(진입금지 도로, 공사중의 도로 등)

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도로가 없거나, 좁은 도로밖에 없

는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목적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직전의 교차점에서 회전

한 경우 등), 음성안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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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불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1 . 기기 작동시 또는, 설치시의 오류를 기기 자체의 불량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2 . 불량이라고 생각되면 우선 아래 표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  아래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여도 계속 이상이 발생하면 지정점 또는 A/S점에 연락하여 주십

시오.

증상 기능

화면에 작은 빨간점, 파란점, 

녹색점이 있다.

LCD는 대단히 점 밀도가 높은 기술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전체 화소 

수의 0.01%이하에서 화소 부족 또는 항상 점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도 영상도 안 나온다.
·자동차의 시동스위치가 [ACC]또는 [ON]위치에 있습니까?

·SYSTEM이 OFF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은 나오나 음은 안나온다.
·음량 조정이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MUTE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원을 켜면 화면의 구석이   

어둡게 보인다.

· LCD형광관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시 조금씩 어둡게 보이는 것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 너무 어두울 경우, 지정점 또는 애프터서비스점으로 문의 하시기 바

랍니다.

한쪽 스피커만 음이 나온다.
· FAD.BAL에서 전후음량 또는 좌우음량 조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외부입력(AUX)모드 상태에서 

음성, 영상이 안나온다.

· 외부입력(AUX) 단자에 오디오, 비디오 연결잭이 완전히 삽입되어 있

습니까?

외부기기 연결 시 정상 동작

하지  않는다.
· 외부기기 연결이 보증이 되는 케이블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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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증상일 때의 조치 방법

증상 원인 기능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퓨즈가 끊어짐

적당한 등급의 퓨즈로 교체합니다. 

다시 퓨즈가 끊어질 경우에는 지정점 또는 

애프터서비스점에게 문의하십시오.

연결이 바르지  않음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재생이 시작되지 않음

DISC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DISC의 위아래 방향이 뒤바뀜

DISC의 재생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합니다.

DISC가 오염되었음 DISC의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차량의 배터리 전압이 낮음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그래도 기기가 제대

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점 또는 서

비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기기가 재생할 수 없는 DISC를 

삽입 하였음

기기가 재생할 수 있는 정품 DISC를 삽입

합니다.

이미지의 색상 또는  

톤의 질이 떨어질 때

명도, 톤 또는 색상 농도의 조절

이 제대로 되지  않음

화질 조정 기능을 통하여 명도, 톤 또는 색

상을 조절합니다.

영상이 표시되지 않음
명도 조절을 가장 어둡게 설정

연결이 올바르지  않음

명도를 밝게 조절합니다.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음

음량 조절을 가장 작게 설정 음향을 조절합니다.

연결이 올바르지  않음 연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앞으로 빨리 재생, 뒤로 빨리 재

생, 프레임 선행 또는, 느린 재생

기능 작동 중

앞으로 빨리 재생, 뒤로 빨리 재생, 프레임 

선행 또는 느린 재생기능 작동되는 동안에

는 음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향 또는 영상의 품질

이 저하  

 DISC가 더럽거나 긁힘
DISC에 묻은 먼지 등을 닦아 내고, 긁힘이 

있는 DISC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환 장치를 설치한 위치에서  

진동이 발생함

 기기가 진동하면 음향의 단락 또는 이미지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동이 멈

추면 기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이미지의 색상, 톤의 질이 떨어짐
 영상 표시기의 노화 및 성능저하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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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원인 기능

USB재생이 이루어지

지  않음

USB memory가 손상되었음
 FAT 12/16/32로 포맷 후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USB memory가 이물질로 

오염 되었음

USB memory와 멀티단자의 접촉면에 이

물질을 제거합니다.

시중에서 별도로 구입한 USB 

HUB를 사용함

USB Memory를 직접 차량의 멀티미디어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SB 연장 케이블을 사용함
USB Memory를 직접 차량의 멀티미디어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규격품(Metal Cover Type) 

USB Memory가 아닌것을  

사용함

규격품 USB Memory 를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HDD type,CF,SD 

Memory를 사용함

규격품 USB Memory 를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재생 가능한 음악파일이 없음

 MP3,WMA 파일 형식만 재생 가능합니

다. 해당 파일 형식의 음원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동작 중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RESET 키를 이용하여 시스템 

초기화 하시기 바랍니다�

RESET 키를 길게(1�5초 이상) 누르면 기기의 전원이 종료되며 시스템을 초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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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비스 센터 현황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직영센터 카오디오 서비스 센터

현대모비스 서비스 지정점

센    터 주   소 TEL

서울 강남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7 070-7012-9724

지역 상    호 전화번호 대    표 주    소

서   울 구로구 서비스센터 02) 818-5582 정 기 창 구로본동 584-12

서   초 서초구 정비사업소 02) 577-5582 이 배 석 양재동 217-7

영   동 강남구 정비사업소 02) 2052-5582 이 배 석 역삼동 825-20

성   동 성동구 정비사업소 02) 497-3800 정 기 창 성수1가 13-207

북   부 의정부시 정비사업소 031) 840-5582 이 해 관 신곡2동 3-3

일   산 고양시 정비사업소 031) 977-9333 홍 영 기 일산서구 덕이동 451

시   화 시흥시 정비사업소 031) 413-5582 신 연 홍 정왕동 1365-9 시화공단 2나 501-2

인   천 동    구 정비사업소 032) 584-5582 이 근 배 송현동 140-11

부   평 부평구 정비사업소 031) 526-5582 이 근 배 갈산동 14-3

평   택 평택시 정비사업소 031) 657-7007 한 용 구 소사동 115-3

서수원 수원시 정비사업소 031) 292-4360 김 학 필 권선구 오목천동 554-6

광   주 남    구 정비사업소 062) 670-5582 신 승 권 송하동 218-39

북광주 광산구 정비사업소 062) 962-5582 김 양 호 비아동 33-4

전   주 전주시 정비사업소 063) 213-5582 신 상 고 덕진구 팔복동2가 447

서대구 서    구 정비사업소 053) 560-5582 임 홍 식 이현동 42-35

부   산 사상구 정비사업소 051) 316-5582 김 선 호 감전동 946-1

SYMC1-ZK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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