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
NAVIGATION

SYSTEM

쌍용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효율적인 운행에 꼭 필요한 운행

경로를신속, 정확하게안내해드리는자동항법장치입니다.

쌍용 카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본 설명서를

주의깊게읽어보시기바랍니다.

또한 본 기기와 사용설명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전 예고없

이기능및성능이바뀔수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편사항및문의전화 : 080-500-5582
(쌍용자동차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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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NAVIGATION  SYSTEM

1. 사용전주의사항

해당경고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사망이나심한상해등의인명

피해및물질적피해가유발될수있는매우심각한사항입니다.

해당주의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상해등의인명피해및물질적

피해가유발될수있는심각한사항입니다. 

해당 금지사항을준수하지않았을경우, 안전사고의유발또는본

제품의오동작이유발될수있는사항입니다. 

경고·주의및금지사항표시

교통법규나 실제 교통 및 주행 상황을 따르지 않아 유발

되는 어떠한 형태의 인명적 또는 물질적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경고

주의

금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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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1. 사용전주의사항

본기기를분해하거나개조하지마십시오.   

사고, 화재, 감전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화면이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장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사고, 감전의원인이될수가있습니다.

즉시, 당사고객센터에문의해주십시오.

운전 중 음성안내 음량은 차량의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있을정도로설정해주십시오. 사고의원인이될수

있습니다.

장치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엔진을 끈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

는경우에는배터리가방전될우려가있습니다.

경고·주의및금지사항

금지

주의

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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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주변에 물이나 음료수 등의 이물질을 두지 마십

시오. 물이나이물질이들어가면고장의원인이될수

있습니다.

본 기기에대우정 지도디스크이외에는넣지마십

시오. 다른디스크나 CD를넣으면동작하지않으며고

장의원인이됩니다.

본기기에무리한충격을가하거나떨어뜨리지마십시오.    

고장의원인이됩니다.

본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

시킨후조작해주십시오. 운전 중에조작하는것은사

고의원인이됩니다.

운전 중에는 차량항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거나 조작

을하지마십시오. 운전중에는주변의교통현황, 보행자

등에십분주의해서 안전운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찾아진 길이나 음성 안내는 경우에 따라 실제 상황과

다를수있습니다. 운전시에는실제의교통상황및규

제, 지시에따라운전해주십시오.

경고·주의및금지사항

금지

금지

금지

경고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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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너무더운곳이나, 겨울철너무추운곳에장시

간 방치하면 정상동작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

시너무더운곳이나추운곳은피해주십시오. 적정동

작온도는 -10。C ~ +65。정도입니다.

본 기기에는 화면 상의 메뉴를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터치판넬( Touch Panel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가 다른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오염시 잘못된 메뉴를 실행할

수있어오동작의원인이됩니다. 

금지

금지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1. 사용전주의사항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지도화면은 새로운 내용 추가

및 변경에 의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양

해하시기바랍니다.주의

본 사용설명서의 화면의 표시색은 제작과정 및 인쇄

잉크 관계로 실제의 화면색과 다르게 보일수도 있습

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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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에 사용되는 디지털전자 지도는 힘이나 이물질의 접촉으로 손상되거나, 고

온에방치하여휘어진경우정상적으로동작되지않습니다. 이경우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고구매후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도로지도디스크취급시주의사항

이물질, 특히 휘발성 물질이 접촉한 경우 치명적인 손

상을입어작동이안될수있습니다.

고온에방치하면지도디스크가휘어지거나깨어져작

동을못하게됩니다.

지도 디스크 표면이 히거나 지문 등이 묻어 있는 경

우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읽지 못하게 되어 제품의 오

동작원인이됩니다.

지도디스크를닦을경우에는부드러운헝겊으로안에

서밖으로닦아야합니다.

지도 디스크를 취급할 때에는 표면이 지문이 생기지

않도록그림과같이 취급해주십시오.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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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년 1회이상새로개통된도로, 기존도로와교통체계의변화등을

보완, 추가하여새로이디지털전자지도를제작하여제공합니다.  

새롭게향상된버전의전자지도로업그레이드를하시고자할경우에는당사의

고객센터에문의하신후새로운전자지도를구매하시기바랍니다.

디지털도로지도디스크의업그레이드안내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1. 사용전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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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카 네비게이션 (NAVIGATION) 시스템이란?
GPS란?
주행도로의상태에따라차량의실제위치에대한오차가발생하는경우
GPS수신상태가불가능하거나미약한경우
디지털전자지도
디스플레이모니터상의버튼기능설명
지도화면에대한설명
자차마크에대한설명
처음시작하기
지도디스크인식오류가발생한경우
전자지도디스크넣기및꺼내기
지도를이동시키는방법
지도의축적을변경시키는방법
지도표시를변경하는방법
정북방향을기준으로변경하는방법

주행방향을기준으로변경하는방법

멀리보기표시로변경하는방법

3차원(3D) 그래픽기능
헬리콥터뷰(View) 기능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1.  멀리보기모드의지도상하각도설정

2. 네비게이션볼륨설정

3. 차속계수설정

4. 지도색변경

5. 주행궤적표시설정

6. 고속도로모드설정

7. 탐색조건설정

8. 시스템설정초기화

9.  GPS 정보보기

10. 시스템정보보기

이전/종료메뉴버튼의기능
경로이탈/우회로탐색시지도화면하단의메뉴버튼의기능
1. 주행경로이탈시

2. 우회로재탐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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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인공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차량의 위치정보와 차량의 속도센서로부터 얻어진

차량의현재속도, 그리고카네비게이션자체내장되어있는방위센서(GYRO)에서얻

어진 현재 진행 방향 정보를 이용해서 주행중인 차량의 위치 및 진행 방향을 최대한

정확하게 실시간 계산한 후, 디지털 도로 지도상에 표시해주며, 임의의 목적지를 설

정한경우에는목적지까지의경로를실시간안내해주는최첨단시스템입니다.

카네비게이션(NAVIGATION) 시스템이란? 

본카네비게이션시스템은단지편리한차량운행을위한
참고용시스템입니다.
주행중 본 시스템을 빈번하게 조작하거나 지속적으로 주
시할경우에는사고의원인이됩니다.

본 카네비게이션시스템은단지편리한차량운행을위한
참고용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지도 화면은 새로운 내용 추가 및 변경에 의해 실
제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

경고

주의

CAR NAVIGATION  SYSTEM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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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어로서 광범위 위치 시스템 또는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도합니다.

고도 20,231Km 상에 위치하는 24개의 GPS위성 중, 최소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전파수신이가능할경우현재차량과각위성과의거리, 각 위성의궤도상의거리등

을파악한후, 삼각측위원리를이용해서차량의현재위치를결정합니다.

GPS란?

차량 주행시 기후 및 지리적 환경, 그리고 GPS 위성의 상
태에 따른 향으로 실제차량의 위치와 디지털 지도 상의
차량위치사이에오차가발생할수있습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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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도로의상태에따라차량의실제위치에대한오차가발생하는경우

차량 주행시 다음과 같은 도로 상태에 따라서는 실제 차량의 위치와 디지털 지도 상

의차량위치간에오차가발생될수있습니다.

이런경우는고장이아닙니다.

회전이 심한 도로를
주행할 때

급격하게 방향이 꺽
어지는 도로를 주행
할 경우

바둑판과 같은 격자
형태의 도로를 주행
할 때

입체적인 교차로 등을
회전하여 주행할 때

굴곡이 심하고 회전
이 빈번이 발생하는
도로를 주행할 때

빙판길이나 빗길 등
미끄러지기 쉬운 도
로를 주행할 때

CAR NAVIGATION  SYSTEM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2004로디우스완성  2004.3.19 2:45 PM  페이지16



17

지도에 표시되어 있
지 않은 도로를 주행
할 때

주차장 내에서 저속
으로 주행할 때

서로 인접한 평행한
도로를 주행할 때

갈라지는 각도가 적
은 Y자형 도로를 주
행할 때

페리항로를 이용할
경우

복잡하고 좁은 도로
를 주행할 때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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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수신상태가 불가능하거나 미약한 경우

다음과같은경우에는 GPS 수신이불가능하거나수신상태가불량해서 GPS수신정

보를이용할수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와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내장된 방위센서의 계측값을 이

용해서차량의위치를보정합니다.

지하주차장이나 주차
빌딩에 위치하는 경우

터널 진출입 직후 또
는 터널를 주행하는
경우

숲이 우거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고층 빌딩이 집한
지역에서 주행하는 경
우

고가도로의 아래 도로
에서 주행하는 경우

계곡의 도로를 주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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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디지털 도로 지도는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형도를 근간으로 한국도로정보 연

구회에서 개발한 디지털 도로지도를 기본으로 하여서 개발을하 습니다. 이 지도를

기반으로수년간의추가측량및검수등을통해서당사만의독특한주택지도를포함

한디지털 도로지도 디스크를 개발하 습니다. 본 지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모니터 화면의 우측 상단에 100m로 표시되는 것은 화면에서 약

1cm가 100m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실제의 크기를 1/10,000배율로 축소

해서표시한것입니다.

디지털전자지도

축척표시

25m

100m

200m

500m

1km

축 척

1:2,500

1:10,000

1:20,000

1:50,000

1:100,000

축척표시

2km

4km

16km

64km

256km

축 척

1:200,000

1:400,000

1:1,600,000

1:6,400,000

1:25,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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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km 축척 64km 축척

16km 축척 4km 축척

2km 축척 1km 축척

500m 축척 200m 축척

100m 축척 25m 축척

당사의디지털도로전자지도에서는다음과같이 256km 레벨에서 25m 레벨까지전

체 10 단계레벨의지도를제공합니다.  ( 25m 축척은 37개시만지원, Page 105 리스

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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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모드의 지도표시 화면인 상태에서 MENU를 누르면 네비

게이션메인메뉴화면으로전환됩니다.

네비게이션 메뉴 입력 모드에서 NAVI(현재지) 버튼을 누르면 현위치

지도표시모드 화면으로전환됩니다.

지도표시화면인상태에서목적지버튼을누르면목적지탐색화면으

로전환됩니다.

디스플레이모니터상의버튼기능설명

본 네비게이션 사용설명서에서는 현재 시스템이 네비게
이션모드임을전제로설명을진행합니다.
본 네비게이션 사용설명서 상의 각 지도의 색은 주간모드
임을전제로표시됩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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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축척비율을표시합니다.

지도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붉은색 방향이 북쪽을 나타냅니다.

현재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 제1경유지, 제 2경유지까지 남은 거
리를표시합니다.
경로안내 주행중에만 표시되며 경로이탈 상태이거나 목적지에
도착하면표시되지않습니다. 

검색지점표시입니다.

지도의중심을표시합니다.

GPS위성정보가미수신상태입니다. 

GPS 수신과관련한오류표시입니다.

지도화면에대한설명

GPS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에는 화면에 GPS위성 아이콘
이표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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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마크에대한설명

차량의주행방향과위치정보를표시하는자차마크에대한설명입니다.

목적지방향포인터는다음과같은규칙으로표시됩니다.

1. 임의의 목적지 검색 결과에 대한 경로 주행시에서는 차량의 주행 방향에

대한목적지의방향을표시합니다.

2. 목적지가설정되지않은일반주행시에는표시되지않습니다.

차량의진행방향

목적지방향포인터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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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시작하기

본차량의시동을켜면 아래와같이화면에로고가표시됩니다.

잠시후다음그림과같은경고화면이표시됩니다.

상기의경고화면을주의깊게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상기의 경고 내용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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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화면표시후에약 8~10초정도지나면현위치의지도가표시됩니다.

시스템을 설치한 후 처음으로 작동을 시키거나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로 먼 거리(예,

부산에서 카페리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를 이동시킨 경우에는 이전의 장소가 표시됩

니다. 이 경우약20~30분정도가지나야현재의위치가표시되는경우가있으나고장

이아닙니다. 차량의시동을켤때모니터화면이꺼졌다가다시켜지는경우가있으나

(네비게이션유니트가꺼졌다가다시켜지는현상) 고장이아닙니다.

지도디스크를넣었는데도지도가표시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경우차의시동

을끈후잠시후다시켜면정상적으로작동합니다.

표표시시

위의그림에서 를선택하면기본명령버튼이사라지고상단의그림의형태로

되돌려집니다.

현위치 화면에서 아래의 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기본 명령 버튼이 배

열되어있는화면으로전환이됩니다.

숨숨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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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디스크인식오류가발생한경우

본네비게이션본체에디지털도로지도디스크(이하지도는디지털도로지도디스크

를의미함)가 들어있지않거나, 지도 디스크이외의다른디스크나 CD 타이틀이들어

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경고메시지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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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도디스크넣기

좌측그림과같이본네비게이션시스템전

면부의케이스를열어주십시오.

좌측 그림과 같이 디스크를 어 넣어주십

시오.

디스크의 약 1/3 정도가 어넣어지면 자

동으로넣어집니다.

본 네비게이션의 전면부 케이스를 열어주

십시오.

좌측그림과같이 EJECT 버튼을눌러주십

시오.

내장되어 있던 전자 지도 디스크가 자동으

로밖으로나오게됩니다.

전자지도디스크넣기

전자지도디스크꺼내기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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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이동시키는방법

지도를 이동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하고 싶은 방향으로 위의 그림처럼 화면 상에

서원하는방향을선택하면그방향으로지도가이동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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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축척을변경시키는방법

레벨 바의 상단과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 와 - 표시를 선택하면 원하시는 지도 레벨

을선택할수있습니다.

지도의축척은우측상단의축척표시 를선택하면다음그림처럼화면좌측에

축척레벨을선택할수있는레벨바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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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표시를변경하는방법

정북방향을기준으로변경하는방법

지도화면에서우측상단의 표시를선택하면다음그림과같이지도표시방법을

변경할수있는메뉴가표시됩니다.

지도표시방법변경메뉴에서 를선택하면정북방향표시로변경할수있습

니다.

다음그림과같이지도화면의위쪽이항상정북방향을나타냅니다. 

화면상에서나침반은항상북쪽을가리키며자차표시는주행방향으로향하게표시됩

니다. 

정정북북방방향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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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방향을기준으로변경하는방법

주주행행방방향향지도표시 방법변경 메뉴에서 를선택하면 주행방향표시로 변경할 수있습

니다.

화면의위쪽이항상주행방향을나타냅니다. 

화면상에서나침반은현재위치에대한북쪽방향을나타냅니다.

목적지에 대한 경로 주행시 자차표시 상의 포인트는 현재 주행방향에 대한 목적지의

방향을표시합니다.

지도표시방법변경메뉴에서 를선택하면멀리보기로변경할수있습니다.

화면의위쪽이항상주행방향을나타냅니다. 

화면상에서나침반은현재위치에대한북쪽방향을나타냅니다.

목적지에 대한 경로 주행시 자차표시 상의 포인트는 현재 주행방향에 대한 목적지의

방향을표시합니다.

멀리보기표시로변경하는방법

멀멀리리보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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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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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3D) 그래픽기능

3차원 그래픽 기능은 건물의 높이나 형상 등을 고려해서 운전자가 보는 위치에 따

라 건물 형상이 입체적으로 변화 하면서 화면상에 표시 됩니다. 

3차원그래픽기능은 25m, 100m, 200m 지도레벨에서멀리보기인경우에만수행됩

니다. 

상기의과정은순서와는상관이없습니다.

지도표시를멀리보기로설정한후, 지도레벨을 25m, 100m, 200m로변경해도

됩니다.

지도를 25m, 100m, 200m 레벨로 변경해 주

십시오.

지도표시를멀리보기로설정해주십시오.

CAR NAVIGATION  SYSTEM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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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그래픽기능구현상세건물명칭은Page 102의지역리스트참조하십시오.

당사에서는지도의주기적인업그레이드를수행해서지속적으로 3차원그래픽뷰기

능을제공하는지역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차원 입체 뷰(View) 기능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주요 도로를 주행시 건물 높이 까지

입체적으로표시됩니다. 

표시 지도 레벨은 25m지도 레벨에서 볼수 있으며 동작방법은 3차원 그래픽 기능과

동일합니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3차원입체뷰(View)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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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뷰(View) 기능

멀리보기모드에서는헬리콥터뷰기능을제공합니다.

멀리보기모드화면에서지도를선택하면다음그림과같이좌우측에각각

과같은회전방향버튼이표시됩니다.  

회전 방향버튼을선택하면지도의중심을기준으로회전방향에따라지도가회전을

합니다. 마치 공중에서 정지상태인 헬리콥터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회전을하면서지면을보는것과같은효과를나타냅니다. 

CAR NAVIGATION  SYSTEM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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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눌러서

메인메뉴화면으로전환합니다.

보조기능메뉴버튼을선택합니다.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2004로디우스완성  2004.3.19 2:45 PM  페이지35



36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1. 멀리보기모드의지도상하각도설정

상하각도를 버튼을선택해서원하는각도를설정합니다. 

을 선택하면 현위치 지도 화면으로 전환되고 설정된 멀리보기 모드의 각도가

적용됩니다.

를 선택하면 멀리보기 모드 지도 각도 설정을 중단하고 보조기능 메뉴 리스트

화면으로전환됩니다.

확확 인인

취취 소소

보조기능메뉴에서 버튼을

선택합니다. 

지지도도각각도도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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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비게이션볼륨설정

시시스스템템 설설정정

본사용설명서의 35페이지의내용을참조해주십시오.

보조기능메뉴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버튼을선택하면볼륨이작아집니다.

이음량으로안내합니다 라는음성메시지가, 설정된음량으로출력이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볼륨이커집니다.

이음량으로안내합니다 라는음성메시지가, 설정된음량으로출력이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자동음량설정이해지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자동음량설정이됩니다.

※자동음량설정은차량속도가 80km이상이되었을때셋팅된음량보다한단계높은
음량으로안내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요”라는음성메시지가출력이안됩니다.

“안전운전하십시요”라는음성메시지가출력이됩니다.
(국도 : 500m 전방, 고속도로 : 1Km전방)

단, 목적지설정후주행시차선구분함.

안전운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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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속계수설정

시시스스템템 설설정정

차속계수는차량의주행속도를계산하는데적용되는고유값입니다.

1km주행에따라발생되는 Pulse 수를차속계수로설정합니다.  

본사용설명서의 35페이지의내용을참조해주십시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스크롤바상의 버튼을선택하면리스트페이지가변경됩니다.

리스트상의차량이름을선택하면해당차량의차속계수가설정이됩니다. 

반드시 를선택해주십시오.
차종에따라차속계수는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의 차속계수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차량의위치표시시오류가발생할수있습니다.

로로디디우우스스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금지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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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색변경

본사용설명서의 35페이지의내용을참조해주십시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지도색란에서원하시는모드버튼을선택한후 을선택하면설정이됩니다.

미등을점등할경우자동으로주간모드에서야간모드로지도색이변경됩

니다.

일출 40분전부터일몰 40분후까지는주간색으로, 그외는야간색으로설정됩니다.

화화 면면 설설 정정

자자 동동

확확 인인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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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주/야간상태와는상관없이항상주간모드로표시됩니다.

화면이주/야간상태와는상관없이항상야간모드로표시됩니다.

야간모드에서지도색은다음그림과같이표시됩니다.

화면설정 메뉴에서 설정되어 있는 주행궤적, 고속도로 모드, 그리고 지도

색의상태가초기화됩니다.

(초기화상태는주행궤적표시안함, 고속도로모드사용, 지도색자동)

월별 주간 모드 표시 시간
1월 : 오전 07시 06분 ~ 오후 18시 05분

2월 : 오전 06시 56분 ~ 오후 18시 36분

3월 : 오전 06시 24분 ~ 오후 19시 06분

4월 : 오전 05시 38분 ~ 오후 19시 35분

5월 : 오전 04시 57분 ~ 오후 20시 02분

6월 : 오전 04시 32분 ~ 오후 20시 28분

7월 : 오전 04시 34분 ~ 오후 20시 38분

8월 : 오전 04시 55분 ~ 오후 20시 21분

9월 : 오전 05시 21분 ~ 오후 19시 43분

10월 : 오전 05시 47분 ~ 오후 18시 57분

11월 : 오전 06시 16분 ~ 오후 18시 15분

12월 : 오전 06시 47분 ~ 오후 17시 55분

주주 간간

야야 간간

초초기기값값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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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행궤적표시설정

주행시 50m 간격으로최근 50km 까지의주행궤적을화면상에표시합니다.

본사용설명서의 35페이지의내용을참조해주십시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주행궤적표시설정을하기위해서는 해당버튼을선택하고 을선택하면설

정이됩니다.

차량주행궤적을표시합니다.

차량주행궤적을표시하지않습니다.

화면설정메뉴의주행궤적, 고속도로모드그리고지도색의상태가초기

화됩니다.

(초기화상태는주행궤적표시안함, 고속도로모드사용, 지도색자동)

주행궤적의 표시 안함 상태에서 임의의 목적지에 대한 경로 주행시 목
적지에도착한후, 주행궤적의상태를표시로설정을하면최근주행한
궤적이화면에표시됩니다.

표표 시시

표표시시안안함함

초초기기값값

확확 인인

화화 면면 설설 정정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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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시 주행방향에 대한 고속도로 상의 휴게소, 주유소, IC, 그리고 TG등에

대한안내표시합니다.

본사용설명서의 35페이지의내용을참조해주십시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고속도로모드설정을하기위해서는 해당버튼을선택하고 을선택하면설정

이됩니다.

고속도로모드를사용합니다.

고속도로모드를사용하지않습니다.

화면설정메뉴의주행궤적, 고속도로모드그리고지도색의상태가초기

화됩니다.

(초기화상태는주행궤적표시안함, 고속도로모드사용, 지도색자동)

화화면면설설정정

사사 용용

사사용용안안함함

초초기기값값

확확 인인

6. 고속도로모드설정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CAR NAVIGATION  SYSTEM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2004로디우스완성  2004.3.19 2:45 PM  페이지42



목적지에 대한 경로 탐색 조건과 경로 주행시 경로 이탈이 발생할 경우 재탐색 실행

방식을설정합니다.

본사용설명서의 35페이지의내용을참조해주십시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버튼을선택하면경로주행중경로이탈시다음의조건을만족할경우자

동으로목적지경로에대해서재탐색을수행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경로 주행시 경로를 이탈할 경우 목적지 경로에 대한

재탐색은 수동으로만 수행됩니다. 이 경우 재탐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화면의

하위메뉴에서 을 선택해야만합니다.       

43

7. 탐색조건설정

자자 동동

수수 동동

재재 탐탐 색색

탐탐 색색 설설 정정

- 경로를 탐색한 후 한 번도 경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상의 도로를

1km 주행한경우

- 경로상에서주행중경로를이탈해서지도상의도로를 300m를 주행한경우

- 경로 이탈시 위에서 언급된 각 경우에 대한 주행 거리를 주행하더라도 차량

의 위치가 지도 상에 표시되지 않은 Off-Road인 경우에는 재탐색을 수행하

지않습니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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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선택하면설정된탐색조건이적용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각각의설정된경로탐색조건이초기상태로설정이됩니다.

- 경로1 탐색조건 : 고속도로 - 최단시간

- 경로2 탐색조건 : 일반도로 - 최단거리

버튼을선택하면경로탐색시설정된탐색조건에따라동시에 2개의경

로에대한탐색이가능합니다. 

버튼을선택하면경로탐색시설정된탐색조건에따라하나의경로를탐

색합니다.

버튼을선택하면경로탐색시설정된탐색조건에따라하나의경로를탐색

합니다.

버튼을선택하면탐색설정이초기화됩니다.

(초기화상태설정은재탐색자동, 다중탐색으로설정)

초초기기값값

확확 인인

초초기기값값

확확 인인

다다 중중 탐탐 색색

단단 일일 탐탐 색색

초초기기값값

확확 인인

경로 1과 2에대한탐색조건에서는도로속성에따른우선조건으로고속도로

와일반도로를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 최단시간과 최단거리를 경로 탐색에 대한 우선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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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스템설정초기화

메인메뉴에서보조기능메뉴를선택합니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버튼을선택하면표시된주행궤적이삭제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최근목적지리스트가삭제됩니다.

버튼을터선택하면등록지점리스트가삭제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저장되어있는전출발지가삭제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화면설정, 탐색설정, 볼륨설정등이초기화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전체 시스템의 설정과 주행궤적,최근 목적지, 등록 지

점등주행시저장된주행정보들이초기화됩니다. 

시시스스템템초초기기화화

주주 행행 궤궤 적적

최최근근목목적적지지

등등 록록 지지 점점

전전 출출 발발 지지

환환 경경 설설 정정

전전체체시시스스템템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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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로디우스완성  2004.3.19 2:45 PM  페이지45



46

네비게이션시스템설정

9. GPS 정보보기

메인메뉴에서보조기능메뉴를선택합니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위의그림과같이다음과같은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GPS위성정보의수신상태

2. 현재위치의경위도

3. 현재차량의주행속도

4. 오늘날짜와현재시각

5. GYRO 센서와차속센서의정보

GGPPSS 정정보보

위의 GPS정보에표시되는현재차량의주행속도는차량의실제속도와차이

가나타날수도있습니다. 

CAR NAVIGATION  SYSTEM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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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템정보보기

시시스스템템 정정보보

현재네비게이션시스템상의프로그램버전과전자지도의버전을알수있습니다.

메인메뉴에서보조기능메뉴를선택합니다.

보조기능의하위메뉴중에서 를선택합니다. 

위의그림에서전자지도버전인 4.1은 현재시스템상의전자지도는 2004년상반기에

제조되었음을의미합니다.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전자 지도의 업그레이드 시에는 반드시 시스템

정보의프로그램버전과전자지도버전을먼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시스템상의프로그램버전

현재 시스템 상의 전자 지도 제조
시점(1:상반기, 2:하반기)  

현재 시스템 상의 전자 지도
제조년도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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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메뉴화면상단에는 ,             명령버튼이있습니다.

버튼을선택하면이전메뉴상태로전환됩니다.

버튼을선택하면현재위치지도화면으로전환됩니다.

이이 전전이이 전전 종종 료료종종 료료

이이 전전이이 전전

종종 료료종종 료료

이전/종료메뉴버튼의기능

CAR NAVIGATION  SYSTEM

2. 카네비게이션시스템에대한기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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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이탈/우회로탐색시지도화면하단의메뉴버튼의기능

1. 주행경로이탈시

2. 우회로재탐색시

현재주행경로안내를취소하고일반주행

모드로전환합니다.

음성안내기능을실행또는정지합니다.

목적지경로에대한재탐색실행합니다

우회로재탐색을실행합니다.

▶

▶

▶

▶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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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Navigation System

2004로디우스완성  2004.3.19 2:46 PM  페이지50



주변검색

명칭검색

안내정보

지도이동

시설검색

전화번호검색

주소검색

등록지검색

전출발지검색

최근목적지

경위도검색

경로상세설정및변경

목적지검색후주행경로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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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NAVIGATION  SYSTEM

3. 목적지설정

디스플레이모니터상의 버튼을누르거나 버튼을누른후메인메뉴

화면에서목적지설정메뉴를선택하면목적지설정메뉴화면으로전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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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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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검색

주변검색은 화면상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2km이내에 있는 주요 시설물을 검

색하는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주주 변변 검검 색색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시설물리스트에서검색하고자하는시설

물을선택합니다.

반경 2km이내에있는해당시설물들의명

칭과거리가표시됩니다.

CAR NAVIGATION  SYSTEM

3. 목적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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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시설물의전체개수와현재시설물의순서

를표시합니다.

현재시설물명칭을표시합니다.

현재위치에서검색된시설까지주행거리를표시

합니다.

주변검색메뉴화면으로전환합니다.

다음시설물의위치지도화면으로전환합니다.

이전시설물의위치지도화면으로전환합니다.

주행경로에대한설정을변경합니다.

해당시설위치를등록지로저장합니다.

해당시설위치에대해서경로탐색을합니다.

▶

▶

▶

▶

▶

▶

▶

▶

▶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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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검색

명칭검색은목적지의명칭으로 주행경로를검색하는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검색하고자하는명칭의초성이나완성형을
화면의해당자판을선택해서입력합니다.

최대 5자리까지입력가능합니다.

화면우측에는 전체 명칭 DB에서 해당 입력
문자와일치하는명칭의개수가표시됩니다.

아래그림과같이검색된명칭리스트화면으로전환됩니다.

입력된문자열에서마지막입력된문자를지웁니다.

어와숫자입력자판화면으로전환됩니다.

화면좌측의스크롤바상에서
버튼을 선택해서 검색을 원하는 명칭을 선
택합니다.

선택된명칭에대한입력된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선택된 명칭에 대한 위치
지도화면으로전환합니다.

확확 인인

정정 정정

숫숫자자

안안 내내 정정 보보

지지 도도 이이 동동

명명 칭칭 검검 색색

CAR NAVIGATION  SYSTEM

3. 목적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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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지도이동

이전의명칭검색결과리

스트화면으로전환합니다.

위치지도화면으로전환

합니다.

현재시설물명칭을표시합니다.

검색결과리스트화면으로전환합니다.

검색된 지도 화면상에서 지도 이동이 되어
검색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시 처음의 검색
된위치로지도이동합니다. 

주행경로에대한설정을변경합니다.

해당위치를등록지로저장합니다.

해당위치를중심으로주변검색을합니다.

해당위치에대해서경로탐색을합니다.

▶

▶

▶

▶

▶

▶

▶

확확 인인

지지 도도 이이 동동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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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검색

시설검색은특정지역에위치하는시설물을검색하는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시설 종류를 대분류 리스

트에서선택합니다.

소분류 리스트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시설

종류를선택합니다.

시시 설설 검검 색색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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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고자하는지역을선택합니다.

해당시설명칭을선택합니다.

나 기능과사용방법은 명칭검색의경우와동일합니다.안안 내내 정정 보보 지지 도도 이이 동동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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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검색

전화번호 검색은 디지털 전자 지도에 저장되어 있는 300만건 이상에 대한 전화번호

데이터를중심으로입력된전화번호를사용해서위치를검색하는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해당지역을선택해서선택하십시오.

우측의 전화번호 입력란에 선택한 지역의

번호가표시됩니다.

나머지 국번과 해당 번호는 번호판을 선택

해서입력합니다.

동일한전화번호나동일한국번의유사한

전화번호들이검색되어집니다.

검색된 전화번호 리스트에서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나 기능과사용방법은 명칭검색의경우와동일합니다.

전전 화화 번번 호호

안안 내내 정정 보보 지지 도도 이이 동동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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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전화번호정보에대한검색결과아무런정보가검색되지않으면다음그림과

같은메시지가표시됩니다.       

을 선택하여선택하신후다른전화번호에대하여입력/검색해주십시오. 확확 인인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3. 목적지설정

2004로디우스완성  2004.3.19 2:46 PM  페이지61



62

주소검색은 디지털 전자 지도 맵에 수록되어 있는 약 1470만건의 지번 데이터를 근간

으로입력된주소에대해서해당위치를 검색하는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다음그림들과같이광역시/도, 시/군, 동/면, 번지순으로입력을합니다.

번지입력화면의좌측에는입력된광역시/도, 시/군, 동/면에대한정보가표시됩니다.

주소검색

주주 소소 검검 색색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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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소가 검색이 되어집

니다.

주소 검색 결과 리스트 주소를 선택하면

해당 주소의 지도 위치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소 검색에 의한 지도 화면 상에서 하단

의버튼명령어기능은명칭검색이나 시설

검색에서의경우와동일합니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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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검색

사용자가등록한임의의지점을목적지로선택하고경로를검색하는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등록지점 메뉴 리스트에서 목적지를 결정

하고선택하면해당등록지의위치표시지

도화면으로전환됩니다.

등록지검색에의한지도화면상에서하단

의 버튼 명령어 기능은 명칭검색이나 시설

검색에서의 경우와동일합니다. 

※등록지입력가능수는 99개입니다.

등등 록록 지지 검검 색색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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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발지검색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전출발지를목적지로결정해서되돌아갈경우사용될수있는편리한기능입니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전출발지에의한지도화면상에서하단의

버튼명령어기능은명칭검색이나시설검

색에서의경우와동일합니다. 

전전 출출 발발 지지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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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목적지

사용자가 주행한 최근 목적지들 중 한 곳을 다시 목적지로 설정해서 주행할 경우 편

리한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최근목적지메뉴리스트에서목적지를결

정하고선택하면해당최근목적지의위치

표시지도화면으로전환됩니다.

최근목적지검색에의한지도화면상에서

하단의버튼명령어기능은명칭검색이나

시설검색에서의경우와동일합니다. 

※최근목적지는 20개까지입력됩니다. 

최최근근 목목적적지지

CAR NAVIGATION  SYSTEM

3. 목적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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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의경위도좌표값을입력해서주행경로를검색하는기능입니다.

본사용설명서의 52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목적지설정메뉴화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숫자판을 선택해서 경위도 값을 이동합니

다.

특정 자리의 숫자를 정정할 때는 방향버튼

을 선택해서 해당 자리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입력후 을선택합니다.

경위도검색에의한지도화면상에서하단

의 버튼 명령어 기능은 명칭검색이나 시설

검색에서의경우와동일합니다. 

경위도검색

경경위위도도 검검색색

확확 인인

◀◀ ▶▶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3. 목적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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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상세설정및변경

목적지설정시출발지, 경유지1, 경유지2, 회피지, 목적지등을상세히재설정또는변

경할수있습니다.

목적지가검색된화면하단의메뉴에서

버튼을선택해주십시오.

검색설정메뉴에서출발지, 경유지1, 경유지2, 목적지, 그리고회피지등의정보를변

경할수있습니다.

경유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좌측 메뉴와 같

이해당버튼을선택해주십시오.

경로2의경우는경로1이설정되어있는경

우에활성화가됩니다.

목적지 설정과 동일한 실행과정을 수행해

서가고자하는경유지를설정합니다.

검검 색색 설설 정정

CAR NAVIGATION  SYSTEM

3. 목적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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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된경유지지도화면에서

설정버튼을선택해주십시오. 

경유지 1에 대한 설정이 해당 위치로 설정

됩니다.

또한, 경유지 2에 대한 버튼이 활성화 됩니

다.

설정후,                          버튼을선택하면설정된경로정보에대한경로탐색을실행

합니다.

※ 경유지 및 회피지를 선택하지 않고 탐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지만 지정하고

을선택하면됩니다.

탐탐 색색 시시 작작

탐탐 색색 시시 작작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3. 목적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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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탐색후주행경로의선택

목적지에대한탐색결정조건에따라검색된경로가다음그림과같이표시됩니다.

검색된경로에대해서도로의속성, 소요평균시간, 거리가표시됩니다. 

원하시는경로를선택해서선택해주십시오. 

경로1 : 지도상의탐색된경로 1의색과일치

경로2 : 지도상의탐색된경로 2의색과일치

경로1 탐색조건에서 설정
된도로의속성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의거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의예상소요시간

경로2 탐색조건에서 설정
된도로의속성

CAR NAVIGATION  SYSTEM

3. 목적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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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탐색에서설정된도로의속성으로고속도로를의미합니다. 

경로탐색에서설정된도로의속성으로일반도로또는국도를의미합니다. 

경로탐색에서설정된경로의출발점표시입니다.

경로탐색에서설정된경로의첫번째경유지표시입니다.

경로탐색에서설정된경로의두번째경유지표시입니다.

경로탐색에서설정된경로의목적지표시입니다.

경로탐색에서설정된경로의회피지표시입니다.

예상소요시간은경로에포함된도로의속성별평균속도로계산된시간입니

다. 실제주행시간과차이가발생될수도있습니다.

유료

일반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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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4. 경로안내

일반도로에서의음성안내

고속도로에서의음성안내

목적지및경유지근접안내

교차점또는진출입구통과후다음회전교차점안내

확대도표시안내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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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로안내

일반도로에서는회전및분기를위해서안내를실시합니다. 회전및분기지점사이의

거리가 정해진 간격이 되는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보통은

3회의 안내가 나오며 그 시점은 700m, 300m, 그리고 교차로 얼마 전(약 100m)에서

자동으로 안내를 합니다. 음성안내와 함께 300m 이내의 구간에서는 화면의 반쪽에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의 형태와 설정된 경로, 그리고 차량의 위치를 좀 더 크게 보

여줍니다. 이것을확대도라고합니다. 도로의형태에따라음성안내가다르게나오며

아래에그각각에대해설명을하 습니다. 

ㆍ회전안내는교차로의형태 (3거리, 4거리, 5거리, 로타리등)에따라서아래의그림

과같이안내합니다. 

일반도로에서의음성안내

12시방향

10시방향

9시방향

7시방향

U-Turn

1시방향

3시방향

5시방향

안내안함

P-Turn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U-Tur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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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방향입니다.

12시방향입니다.

8시방향입니다.

6시방향입니다.

4시방향입니다.

2시방향입니다.

U-Turn입니다.

왼쪽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길이좁게갈라진경우에는옆과같이

안내합니다.

지하차도, 고가도로의입구에서는

다음과같이안내합니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4. 경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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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음성안내

고속도로에서는 2km, 1km, 500m,그리고 바로 직전 (약 100m 전방)에 안내를 합니

다. 고속도로 진입 및 입출구 또는 다른 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에서 음성 안내를 실시

합니다. 안내시점은 입구에서는 교차로 안내 시와 동일하며, 출구 및 분기 지점의 경

우는약 2km, 1km, 진입바로전에안내를합니다.

500m앞에오른쪽으로
고속도로입구입니다.

잠시후오른쪽으로
고속도로출구입니다.

잠시후
OO 방면입니다.

2km앞에서
OO방면입니다.

CAR NAVIGATION  SYSTEM

4. 경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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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및경유지근접안내

목적지나 경유지 가까이 도달할 경우에 가까이 왔음을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목적지

에 거의 도착한 경우에는 다시 목적지 도착 안내를 하고, 음성안내의 종료를 알려 줍

니다. 경유지의경우에도같은방법으로안내를하며, 경유지에도착한후에는목적지

까지의 경로를 안내합니다. 목적지 및 경유지 근접 안내와 일반 회전 안내가 같은 시

점에안내되어야하는경우에는목적지및경유지근접안내를하고회전안내는하지

않습니다.(경유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를 위한 경로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목

적지안내를수정합니다.)

▶

300m 앞에서좌회전입니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4. 경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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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점또는진출입구통과후다음회전교차점안내

교차점또는진출입구를통과한후다음교차점또는진출입구에대한안내를실시합

니다. 이 때교차점또는진출입구까지의거리안내는 2km내에서 100m 단위로하며,

2km가넘는경우에는“다음안내시까지직진입니다.”라고안내합니다.

버튼선택시음성안내

경로 안내 상태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선택하면 현위치로부터 계산된 음성안

내를 실시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음성안내를 못듣고 지나친 경우 다시 음성 안

내를듣고자할때사용할수있습니다.    

버튼을누르는순간에남은거리를계산해서그위치로부터의음성안내를해

주기때문에아주유용한기능입니다.  

▶

4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CAR NAVIGATION  SYSTEM

4. 경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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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도표시안내

경로 주행시 좌회전 , 우회전등의 안내시 음성 안내 외에 화면에는 위의 그림과 같은

확대도가표시됩니다. 

고속도로진출입로에대한안내시음성안내외에화면에위의그림과같은확대도가

표시됩니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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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주행시에는다음그림처럼주행중인방향에대한 고속도로정보가표시됩

니다.

현재위치에서진행방향에대해가까운거리순으로 IC, TG, JC, 휴게소등의시설물

정보를순서대로 3~4개를표시합니다.

현재위치에서의남은거리와해당정보에대한명칭이표시됩니다.

휴게소의 경우에는 주유소, LPG충전소, 식당등에 대한 정보가 아이콘 형태로 표시됩

니다.

당사네비게이션시스템은고속도로주행시휴게소에대한안내를우선합니다.

현재위치에서진행방향으로가장가까운휴게소의정보는항상표시됩니다.

현재위치로부터진행방향에대해가까운거리순으로 3개의정보를표시할때, 

휴게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휴게소의 정

보를표시하기위해해당휴게소의정보를최상위에표시하여전체 4개의고속

도로정보를표시합니다.

5. 고속도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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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5. 고속도로안내

앞의그림에서취소버튼을선택하면다음그림과같이고속도로상의정보표시는사

라지고하단의메뉴가표시됩니다.

위의그림에서 버튼을선택하면다음그림과같이다시고속도로정보

가표시됩니다.

도도 로로 정정 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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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로이탈및재탐색

목적지에 대한 경로 주행시 경로가 이탈될 경우 다음 그림처럼 지도 화면의 좌측 상

단에 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잠시뒤이탈된주행경로위치에서설정된

목적지까지의경로가재탐색됩니다.

자동 재탐색 전에 수동으로 재탐색을 실행

할 경우에는 지도 화면 하단 메뉴 중에서

을선택합니다. 

경경로로에에서서 벗벗어어났났습습니니다다

재재 탐탐 색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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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로주행시우회로재탐색

목적지경로주행시지도화면하단의 버튼을선택하면현재주행경로

에대한우회로를 재탐색해서주행안내를실시합니다.

우우 회회 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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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지관리

등록지추가하기

등록지삭제

등록지점전체삭제

등록지정보편집하기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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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지관리

등록지추가하기

1. 메인메뉴의보조기능버튼을선택합니다.

2. 보조기능메뉴중에서등록지관리를선택합니다.

버튼을선택합니다.

등록지검색방식을선택합니다.      

다음은 시설검색을 이용해서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임의의 지점을“우리집”이라는 등

록지이름으로 등록하는예의순서입니다.         

1.                               버튼을선택합니다.  

2.                               버튼을선택합니다.      

3.                               버튼을선택합니다.

4.                                버튼을선택합니다.     

추추 가가

시시 설설 검검 색색

교교 통통 관관 련련

철철 도도

경경 부부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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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지관리

5. 등록하고자 하는 명칭에 대한 버튼을 선

택합니다.

6. 등록할 지점 방향으로 선택를 해서 위치

를변경합니다. 

해당위치로이동한후

버튼을선택합니다.

7. 원하시는등록지심볼을선택합니다.선택

한 심볼에 따라서 등록지 명칭과 안내가 결

정됩니다.

심볼리스트는 Page 96 참조하십시오.

8. 선택지점을등록하 습니다.

지지 점점 등등 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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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약우리집심볼을선택하면해당등록

지의명칭을우리집으로등록합니다.

버튼을선택하면등록지추가가완

료됩니다.

10. 등록지리스트에우리집이추가되었습

니다.

확확 인인

CAR NAVIGATION  SYSTEM

8. 등록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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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삭제

등록지관리에서등록지삭제기능은개별적인등록지삭제와전체등록지삭제기능이

있습니다.

다음그림은위의등록지리스트에서기차역을선택해서삭제하는경우입니다. 

1. 등록지리스트에서기차역을선택합니다.

2.               버튼을선택합니다.

3. 등록지점삭제메시지창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등록지리스트에서기차역이삭제되고우리

집만남았습니다.

삭삭 제제

확확 인인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8. 등록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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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튼을선택합니다.

2.  등록지점삭제메시지창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등록지리스트의모든등록지가삭제되었

습니다.

전전 체체 삭삭 제제

확확 인인

등록지점전체삭제하기

CAR NAVIGATION  SYSTEM

8. 등록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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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정보편집하기

등록지의명칭변경은다음과같습니다.

1. 등록지관리초기메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2.                      버튼을선택합니다. 

3. 서울역으로저장되어있는등록지명칭

을 버튼을선택해서지웁니다.

4. 해당문자판을선택해서변경하고자하

는등록지명령을입력합니다.

5.              버튼을선택합니다.

좌측그림은서울역이라는등록지명칭을

기차역으로변경한예입니다.

명명 칭칭 변변 경경

편편 집집

정정 정정

확확 인인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8. 등록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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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음성안내변경은다음과같습니다.

1. 등록지관리초기메뉴에서 버튼을선택합니다.

2.                     버튼을선택합니다. 

변경가능한음성명령은다음그림의내용과같습니다.

우리집아이콘 회사아이콘

다음의등록지심볼에한하여등록지음성안내및변경이가능합니다.

안안 내내 변변 경경

편편 집집

CAR NAVIGATION  SYSTEM

8. 등록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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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메뉴의게임버튼을선택해주십시오.

오델로와그림퍼즐등 2가지의게임을하

실수있습니다.

주행중게임을하시는것은사고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반드시

안전지대에정차하신후게임을하십시오.

오델로를선택하시면다음그림과같이오델로게임을즐길수있습니다.

그림퍼즐을선택하시면다음그림과같이그림퍼즐게임을즐길수있습니다.

경고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9.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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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볼

교차로심볼

등록지심볼

주변검색심볼

지도심볼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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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볼

시티은행

아파트

약국

화관

예식장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음식점

일반 LPG

일반주유소

전북은행

전화국

정류소

정비소

제일은행

교차로 심볼

검찰청 백화점

경남은행 버거킹

경찰청 법원

골프장 베니건스

광주은행 병원

교회성당 볼링장

국민은행 부산은행

국민투자신탁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서울은행

대구은행 소방서

대우 업소 스카이락

대학교 시즐러

대한투자신탁 시청

롯데리아 신문사

맥도날드 신용금고

명승고적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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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볼

제주은행

조흥은행

종합운동장

주차장

코코스

터널

파출소

파파이스

패스트푸드

편의점

하나은행

학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투자신탁

한미은행

한의원

행정기관

현대 LPG

현대주유소

협동조합

호텔

KFC

LG LPG

LG 주유소

SK LPG

SK 주유소

S-OIL LPG

S-OIL

TGI

TV방송국

깃발

돋보기

동그라미

손모양

우리집

음식점

주유소

주의

주차장

체크표시

푯말

푸쉬핀

화살표

회사

LPG

등록지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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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볼

주변검색 심볼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국민투자신탁

기업은행

대구은행

대우정비소

대한투자신탁

법원

베니건스

병원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서울은행

스카이락

시즐러

신용금고

신한은행

시티은행

여관

외환은행

우리은행

음식점

일반 LPG

일반주유소

전북은행

정비소

제일은행

제주은행

조흥은행

주차장

지정정비소

치안행정

카페

코코스

편의점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투자신탁

한미은행

한의원

행정기관

현대 LPG

현대주유소

협동조합

호텔

LG LPG

LG주유소

SK LPG

SK 주유소

S-OIL LPG

S-OIL

T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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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볼

동물원

동사무소

라디오방송국

롯데리아

맥도날드

메가마트

면사무소

명승고적

묘비

문화예술

발전소

백화점

버거킹

법원

베미건스

병원

볼링장

지도 심볼

검찰청

경륜장

경마장

경찰청

고등학교

고속도로번호

고속터미널

골프장

공원

공장

공항

관공서

광산

교차로

교회성당

구청

국도번호

국립공원

국회의사당

군청

그랜드마트

금융

기념비

기차역

까르푸

낚시터

놀이동산

능묘

대교

대구지하철

대학교

댐

도서관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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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볼

절

점

정류소

종합운동장

주차장

중학교

지방도번호

농구장

초등학교

카페

캠프장

코코스

킴스클럽

터널

테니스장

특별광역시청

파출소

부산지하철

빌딩

산

서울지하철

선착장

성

소방서

수 장

스카이락

스케이트

스키장

스포츠센터

시즐러

시청

식당

식물원

신문사

아파트

야구장

약국

화관

예식장

오토캠프장

온천

요트장

우체국

월마트

옵사무소

이마트

인천지하철

일반 LPG

일반정비소

일반주유소

전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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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볼

파파이스

패스트푸드

편의점

폭포

하나로클럽

한의원

할인매장

항구

해수욕장

현대 LPG

현대주유소

호텔

홈플러스

휴게소

IC

JC

KFC

LG LPG

LG 마트

LG 주유소

SK LPG

SK 주유소

S-OIL LPG

S-OIL 주유소

TG

TGI

TV방송국

SYMC 지정정비소

지정정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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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차원그래픽리스트

서울지역

63빌딩

KBS본관

KBS신관

KBS홀

MBC

SBS

강남고속터미널

검찰청

고등법원

광화문

국세청

국회의사당

김포공항

남대문

대법원

독립문

동대문

동서울터미널

롯데백화점

메리어트호텔

명동성당

목동운동장빙상장

목동운동장야구장

목동운동장주경기장

무역센터

상암월드컵경기장

서울시청

서울역

서울역신청사

서울타워

세종문화회관

순복음교회

신라호텔

아셈타워

워커힐컨벤션센터

워커힐호텔

웨스턴조선호텔

인천국제공항

인터콘티넨탈

잠실주경기장

장충체육관

전쟁기념관

정부중앙청사

코엑스

하아야트호텔

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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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차원그래픽리스트

대구지역

경대병원

경북도청

국채보상공원타종정각

대구MBC

대구고속터미널

대구공항

부산지역

부산KBS방송국

부산MBC방송국

부산고속버스터미널

부산구덕야구장

부산구덕운동장

부산메리어트호텔

부산문화회관대강당

부산문화회관소강당

부산문화회관중강당

부산벡스코센터

부산벡스코홀

부산시민회관

부산시청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부산역신사옥

부산오션타워

부산용두산타워

부산조선비치호텔

부산코모도호텔

대구동산병원

대구롯데백화점

대구시민운동장

대구시민회관

대구시청

대구월드컵경기장

대구컨벤션

동대구역

동화사

두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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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차원그래픽리스트

기타지역

5·18기념탑

광주시청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종합터미널

대전고속터미널

대전시의회

대전시청

대전역

대전월드컵경기장

대전중부실내체육관

부평역

서대전역

엑스포공원탑

울산고속터미널

울산공업탑

울산동천실내체육관

울산시의회

울산시청

울산역

울산월드컵경기장

인천시민원동

인천시의회

인천시청

인천월드컵경기장

인천종합터미널

전남도청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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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m축척지원도시리스트

고 양

공 주

과 천

광 명

광 주

광 주

구 리

군 포

김 포

남양주시

대 구

대 전

보 령

부 산

부 천

서 울

성 남

수 원

시 흥

안 산

안 성

안 양

오 산

온 양

용 인

울 산

원 주

의 왕

의 정 부

이 천

인 천

천 안

춘 천

충 주

평 택

하 남

화 성

※가나다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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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음과같은현상은고장이아닙니다

가나다찾아보기

품질보증서

CAR 
NAV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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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음과같은현상은고장이아닙니다.

현 상 원 인 조 치

화면이 나오지 않
는다.

조치를 취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당사 서비스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
는다.

화면이너무밝거나어둡게설
정되어있다.

지도 디스크가 들어있지 않거
나 거꾸로 들어가 있다. AV의
모드가NAVI로되어있지않다.

화면밝기를 적당한 상태로 조
정해주십시오.

지도 디스크를 확인한 후 바르
게 넣어 주십시오.  AV의 모드
를NAVI로변환하여주십시오.

음성안내 음량이
너무작거나크다.

음량이너무작거나크게되어
있다.

음량조절버튼으로음량을적
당히조절해주십시오.

차량 마크가 실제
의 위치와 맞지 않
는다.

시동을끈상태에서차를이동
시켰다.
GPS의 상태가 나쁜 곳으로
이동했다.

시동을 켠 후 GPS수신 상태
가양호한곳에서잠시대기합
니다. (아주 멀리 이동한 경우
에는 20~40분 가량 소요 될
수도있습니다.)

주행해도지도가스
크롤되지않는다.

현재지와 다른 곳이 표시되어
있다.

현위치버튼을눌러주십시오.

자차위치 마크가
표시되지않는다.

현재지와 다른 곳이 표시되어
있다.

현위치버튼을눌러주십시오.

지도화면의 GPS
표시가수신불가로
표시되어있다.

차량에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GPS수신 상
태가좋지않다.

장애물을제거해주십시오.

재탐색시경유지를
탐색하지않는다.

이미 경유지를 통화했거나 근
처에 도달하여 통과했다고 판
단되었다.

통과한 경유지를 다시 통과하
고 싶은 경우 목적지 설정을
다시해주십시오.

2004로디우스완성  2004.3.19 2:46 PM  페이지108



109

현 상 원 인 조 치

경로안내를 하지
않는다.

경로를벗어났는데
도재탐색이잘실
시되지않는다.

차량이경로상에있지않다.

재탐색이 수동으로 되어 있거
나, 자동으로되어있어도아직
재탐색시점이되지않았다.

경로를따라주행하거나, 재탐
색을해주십시오.

수동으로 재탐색을 해 주십시
오.

경로탐색결과가이
상하다. 

지도 데이터가 잘못되었거나
손상되었다.

출발지나 목적지를 조금 이동
시켜설정해보면제대로경로
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가손상되어데이터를읽을수
없는경우서비스센터에연락
해서조치를받으십시오.

교차로에서 음성
안내를 하지 않는
다.

음성안내는 직진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또 일정한 조건
을만족해야음성안내를한다.

직진으로 판단할 경우에 또는
안내가 필요없다고 판단된 경
우에는안내를하지않습니다.

실제도로와음성안
내가다르다.

음성안내는 가야할 방향과 도
로의 접속형태, 각도 등에 따
라다를수있다.

음성안내의시점은 경우에 따
라늦거나빠를수있습니다.

재탐색이되지않
는다.

재탐색을했으나다른길을찾
지못했다.

고장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
용하십시오.

시스템이 멈춰 있
거나 키조작이 되
지않는다.

시스템 연산 과부하로 작업을
못하고있다.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후
Key off한후 약 10초 후 재시
동하십시오.

경로정보가표시되
지않는다.

경로탐색을 하지 않거나 취소
했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 탐색
을해주십시오.

카카 네네비비게게이이션션 사사용용설설명명서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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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그래픽 33

검색위치 22, 57

게임 93

경고화면 24

경로설정 57, 68

경로이탈 49, 82

경위도 67

고속도로모드 42

고속도로안내 80

교차로심볼 96

그림퍼즐 93

나침반 22

도로정보 81

등록지심볼 99

등록지음성안내 92

등록지정보편집 91

등록지검색 64

등록지관리 85

등록지삭제 89, 90

가나다찾아보기

숫자~ ㄱ ㄷ

ㄷ

등록지추가 86

디지털전자지도 19

멀리보기 31

명칭검색 56

모니터상의버튼기능 21

버전 47

볼륨 37

상하각도 35

시설검색 58

시스템설정초기화 45

실제위치에대한오차 16

안내정보 57

안내정지 49

야간모드 40

오델로 93

ㅂ

ㅅㄴ

ㅇ

CAR NAVIGATION  SYSTEM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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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 49. 83

유료 70

음성안내 74, 76

일몰/일출시간 40

일반 70

자차마크 23

재탐색 49, 82

전출발지 65

전화번호 60

정북방향 30

주간모드 40

주변검색 54, 57

주변검색심볼 100

주소검색 62

주행방향 31

주행경로의선택 70

주행궤적표시 41

지도심볼 102

지도표시 30

지도화면 22

지도디스크인식오류 26

ㅇ ㅈ

지도색변경 39

지도이동 28

지점등록 57

차속계수 38

최근목적지 66

축척레벨 29

축척표시 29

탐색조건설정 43

헬리곱터뷰 34

확대도 79

EJECT 27

GPS 15

GPS 수신상태 22, 46

ㅌ

ㅊ

ㅎ

문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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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이보증합니다.

1. 본제품은엄격한품질관리과정을거쳐서만들어진제품입니다.

2. 본제품에이상발생시당사의보증서에따라무상A/S를받을수있습니다.

(보증기간이내라하더라도소비자의고의, 과실에의한성능, 기능상의고장은제외)

3. 유상서비스에해당되는사항으로는

·사용자의취급부주의

·전기용량을틀리게사용하여고장이났을때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기타)

·사용자임의의내부개조로발생되는고장

·당사지정정비소에서수리하여제품의내용을변경및손상시켰을경우

서비스를요청하실때는

1. 우선 연락하시기 전에 사용설명서 상의 사용법 및 고장시 확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2. 그래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사 서비스센터(☎ 080-500-5582)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3. 직접수리를하시게되면위험합니다.

품질보증서

CAR NAVIGATION  SYSTEM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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