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AV SYSTEM
CAR AV SYSTEM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본 사용설명서는 8inch DVD AVN SYSTEM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인쇄색상은 인쇄상태 및 주변 조명에 따라 실제의 색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WMA(WindowsMediaAudio)는 Microsoftcooperation이 개발한 압축형식입니다.

안전에 관한 경고사항 및 주의사항
경고/주의 및 금지사항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기호

경고 사항
• 본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차를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시킨 후 조작해

주십시오.
경고
해당 경고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이나  심한  상해  등의  인명  피해 
및 물질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운전 중에 조작으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운전 중에는 차량항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거나 조작을 하지 마십시

오. 운전 중에는 주변의 교통현황, 보행자 등에 십분 주의해서 안전 운
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주행 중 TV, DVD, VIDEO의 화면시청이 자동제한됩니다.

해당 주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상해 등의 인명 피해 및 물질적 피해
가 유발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금지
해당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사고의 유발 또는 본제품의
오동작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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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경고사항 및 주의사항
주의 사항

금지 사항

• 교통법규나 실제 교통 및 주행 상황을 따르지 않아 유발되는 어떠한 형

• 본 기기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태의 인명적 또는 물질적 사고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음성안내 음량은 차량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

• 화면이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장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해 주십시오.

화재 사고, 감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당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검색한 길이나 음성 안내는 경우에 따라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시에는 실제의 교통 상황 및 규제, 지시에 따라 운전해 주십시오.

• 장치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사용 해 주십시오.

엔진을 끈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방전될 우려
가 있습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지도화면은 새로운 내용 추가 및 변경에 의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장치 주변에 물이나 음료수 등의 이물질을 두지 마십시오.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 가면 발연/발화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용설명서 화면의 표시 색은 제작과정 및 인쇄 잉크 관계로 실제의

화면 색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본 기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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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경고사항 및 주의사항
시스템 업그레이드 안내
금지 사항
• 본 기기에서 지원되는 디스크 외의 다른 디스크를 넣으면 고장의 원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신
후 직 접 방문하셔서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디스크의 종류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HDD) 지도 업그레이드 안내
당사에서는 년 4회(매 분기당 1회) 지도 및 교통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지

• 여름철 너무 더운 곳이나, 겨울철 너무 추운 곳에 장시간 방 치하면 정

상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 시 너무 더운 곳이나 추운 곳
은 피해 주십시오. 적정 동작 온도는 - 20℃~ +65℃ 정도 입니다.

원합니다. (실시간 TPEG 교통정보는 5분 주기로 업데이트 됩니다.)
- 새롭게 향상된 버전의 전자지도 및 교통정보를 업그레이드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http://www.tmap.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그레이
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기에는 화면 상의 메뉴를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기능 을 수행하는

터치패널(Touch Panel)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뾰족한 물건으로
터치하거나, 모니터가 다른 이물 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

※지
 정된 사이트 외에서 시스템 및 지도 업그레이드를 했을 경우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십시오. 오염 시 잘 못된 메뉴를 실행할 수 있어 오동작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 업그레이드 시 제품을 켠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야 하며,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이후 반드시 시동을 끄고 다시 켜야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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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업데이트

적합성 평가표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 Harman Automotive Electronic Systems (Suzhou) Co., Ltd.
기자재 명칭(모델명) :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SYMC W223 HU S010)
제조자/제조국가 : Harman Automotive Electronic Systems (Suzhou) Co., Ltd. / 중국
제품사항
블루투스주파수：2402 ~ 2480 MHz
동작 온도 : -20℃ ~ +65℃
전원 : DC 12.0 V
“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중 전파혼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A급기기(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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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주요특징 및 주요사양
액정디스플레이부(본체)

액정 디스플레이부(뒷 좌석용)

제품 규격

제품 규격

화면크기

8″TFT Display (활성화 영역 : 174 x 104.4 mm,
화면크기 : 20.29 cm(대각선))

화면크기

8″TFT Display (활성화 영역 : 174 x 104.4 mm,
화면크기 : 20.29 cm(대각선))

화소수

800 x 480 Pixel

화소수

800 x 480 Pixel

구동방식

TFT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구동방식

TFT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시야각

좌: 55˚, 우: 55˚, 상: 30˚, 하: 60˚

시야각

좌: 55˚, 우: 55˚, 상: 30˚, 하: 60˚

동작 온도 범위

-20 ~ +65 (℃), 패널 표면의 온도

동작 온도 범위

-20 ~ +65 (℃), 패널 표면의 온도

저장 온도 범위

-40 ~ +80 (℃), 공기의 흐름이 아닌 주위의 온도

저장 온도 범위

-40 ~ +80 (℃), 공기의 흐름이 아닌 주위의 온도

동작 습도 범위

0 ~ 90 (%RH)

동작 습도 범위

0 ~ 90 (%RH)

저장 습도 범위

0 ~ 95 (%RH)

저장 습도 범위

0 ~ 95 (%RH)

영상비
(Aspect ratio)

15:09

영상비
(Aspect ratio)

15:09

Display format

800(H)x RGB x 480(V) (dots)

Display format

800(H)x RGB x 480(V) (d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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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주요특징 및 주요사양
튜너부

FM

제품 규격

수신 주파수 범위

87.5 - 108.0 MHz

실용감도(30 dB)
(dev. 75 kHz, AF 400Hz)

< 10 dBμV ; typ 3 dBuV

공급전력

typ. 12 V (Battery power)

공급전류
(FM1/AM)

max. 80 mA

신호대 잡음비
typ 70 dB
(dev. 75kHz, AF 400Hz, 60 dBuV)

전급전류(FM2)

max. 65 mA

스테레오 분리도
typ. 33 dB ; +- 10 dB
(80 dBμV, dev. 75 kHz, AF 400Hz)
스테레오 분리도
(80 dBμV, dev. 75 kHz, AF 10Hz)

typ. 30 dB ; +- 10 dB

AM
수신 주파수 범위

531 - 1602kHz

실용감도(26 dB)
(mod. 30%, AF 400Hz)

≤ 34 dBμV ; typ. 28 dBuV

신호대 잡음비
(74 dBuV; mod. 30%, AF 400Hz)

≥ 47 dB

왜율(Distortion)
(74 dBuV; mod. 30%, AF 400Hz)

≤ 1,5% ; typ. 0,3%

왜율(Distortion)
(120 dBuV; mod. 30%,
AF 400Hz)

≤ 2% ; ty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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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주요특징 및 주요사양
GPS안테나

후방 좌석 리모컨
제품 규격

제품 규격

동작 온도 범위

-40 ~ +85°C

조이스틱

8방향

저장 온도 범위

-60 ~ +150°C

중량

300g

동작 온도 범위

-20°C ~ +65°C

Data communication

USB Device Port Universal Serial Bus (USB) V2.0 Full-speed
Device

저장 온도 범위

-40°C ~ +80°C

동작 전압 범위

+9V ~ +16V

USARTs - 2 Dedicated Peripheral Data
Controller (PDC) Channels per USART
Data output

GGA, RMC, GSA, GSV, GLL, VTG, ZDA,
GRS, GST

Accuracy

2.5m CEP (Stand-Alone, S/A off)

Cold start(First Fix)

3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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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외관과 각 부분의 명칭

핸들리모콘

헤드유닛 하드키

후방조작부

전방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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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외관과 각 부분의 명칭

터치 스크린 조작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를 직접 터치해서 조작하십시오.

헤드유닛

버튼

동작

기능

짧게 누르기

디스크 삽입 및 제거

※ 시스템이 꺼져있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삽입 및 제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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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전석 조작부
전방좌석 조작부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편리하게 시스템 조작하기 위해

버튼
Power

사용합니다.
MODE

MENU

동작

기능

길게 누르기

AV 켜기/끄기

좌/우 돌리기

볼륨 조절

짧게 누르기

모드 선택 화면 표시

길게 누르기

AV 모드가 아닌 경우 현재 재생 중인 미디
어 화면으로 이동
AV모드인 경우 모드 선택 화면 표시

짧게 누르기

현재 모드의 메뉴 보기/감추기

길게 누르기

설정 메뉴로 이동

현위치

짧게 누르기

지도에서 현 위치 표시

목적지

짧게 누르기

목적지설정 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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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후석 조작부

버튼

후방좌석 조작부는 후방좌석 탑승자가 후방 좌석 모니터의 동작을 조절

동작

기능

길게 누르기

현재 AV 모드로 이동

짧게 누르기

홈 화면 표시

FATC

짧게 누르기

FATC 화면 표시
FATC 모드 : 이전 또는 AV 모드 전환
다른 모드 : RR FATC Control 화면 표시

MENU

짧게 누르기

현재 모드의 메뉴 보기/감추기

TILT

누르기

TILT의 LED가 켜져 있을 때
후방 모니터 각도 조절

MUTE

누르기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

VOL

누르기

볼륨 조절

MODE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18

동작

기능

짧게 누르기

메뉴 선택
메뉴 보기/감추기

길게 누르기

후방 모니터 켜기/끄기 및
열기/닫기

좌/우 돌리기

메뉴 간 좌/우/상/하 이동
볼륨 LED ON : 볼륨 조절
네비모드 : 지도 확대/축소

조이스틱

메뉴 간 상/하 이동 (페이지 업/다운)
TILT 키 LED가 켜져 있을 때 후방 모니터
각도 조절 가능

※ 모니터가 닫혀 있을 경우 FATC 버튼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TILT의 LED가 켜진 후 10초동안 아무런 입력을 가하지 않으면
LED가 소등됩니다.

일반 정보
후방 좌석 모니터 조작방법

후방좌석 팔걸이 스위치 조작부
후방 좌석 모니터 및 조작부를 옵션으로 가지지 않는 차량에는 후방 좌석

후방 좌석 모니터 열기
1. 후방좌석 조작부의

POWER

팔걸이 스위치 조작부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버튼 을 2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2. 후방 좌석 모니터가 열림면서 화면이 켜집니다.

후방 좌석 모니터 닫기
1. 후방좌석 조작부의

POWER

버튼 2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2. 후방 좌석 모니터가 꺼지면서 닫힙니다.

19

일반 정보
버튼

동작

기능

짧게 누르기

모드 직접 변경
FM→AM→DMB→(DISC)→ 주크박스
→(USB)→(BTA)→(iPod) →FM
※ ( )안의 모드는 재생 가능 하지 않을 경우 다
음 모드로 넘어갑니다.

짧게 누르기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

길게 누르기

AV 켜기/끄기

SEEK

누르기

이전트랙(DISC)/
이전 파일(주크박스,USB,BTA,iPod)/
다음 방송(RADIO,DMB)재생

SEEK

누르기

다음트랙(DISC)/
다음 파일(주크박스,USB)/ BTA, iPod
다음 방송(RADIO,DMB)재생

VOL

누르기

볼륨증가

VOL

누르기

볼륨감소

정보표시

AV 조작 시 정보 표시

MODE

MUTE
PWR

※ BTA,

iPod 모드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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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스티어링 휠

버튼

동작

기능

누르기

다음 트랙(DISC) /
다음 파일(주크박스,USB,BTA,iPod) / 다음
방송 (RADIO, DMB) 재생

핸들 리모컨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편리하게 시스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안의 모드는 재생 가능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모
드로 넘어갑니다.

버튼

MODE

동작

기능

짧게 누르기

전방 카메라 켜기/끄기

짧게 누르기

누를 때마다 모드 변경
FM→AM→DMB→(DISC)→주크박스
→(USB)→(BTA) →(iPod) → FM

짧게 누르기

음성인식(SDS) 시작

길게 누르기

음성인식(SDS) 취소

짧게 누르기

통화 중 핸즈프리/비밀통화 모드 전환

길게 누르기

수신 전화 받기, 끊기,
최근 통화 전화번호로 연결

누르기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

짧게 누르기

볼륨 Up

길게 누르기

누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볼륨 up

짧게 누르기

볼륨 Down

길게 누르기

누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볼륨 down

AV 메뉴 내에서 모드를 변경하거나 시동을 완전히 끈 후 다시 켰을 때
에 음소거 상태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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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LED Key 감광

조명 감광등 스위치 단계

각종 스위치 조명 감광 정도

0단계

조명 꺼짐

차량 미등을 켜면 차량 내 각종 스위치 조명이 켜집니다. 운전석 왼쪽에

1단계

12%로 감광됨

위 치한 조명 감광등 스위치를 조절하여 각종 스위치를 10단계로 조절 가

2단계

21%로 감광됨

능 합니다.

3단계

30%로 감광됨

4단계

40%로 감광됨

5단계

50%로 감광됨

6단계

60%로 감광됨

7단계

70%로 감광됨

8단계

80%로 감광됨

9단계

90%로 감광됨

10단계

감광 안됨

조명의 종류

각종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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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좌석

후방좌석

EJECT 버튼,
디스크 슬롯 가이드,
전방 Font 조작부

후방좌석 조작부

일반 정보
사용자는 설정 메뉴의 화면밝기 메뉴에서전방 및 후방 모니터에 대한 주/
야간 LCD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총 11단계로 조절 가
능하며 -5~+5 범위에서 조절 가능합니다. 기본값은 0 입니다. 차량의 미
등을 켜면 전방 및 후방 LCD디스플레이의 조명은 자동으로 사용자가 설
정한 값만큼 감광되고 후방좌석 조작부의 조명이 켜집니다.
※전방 모니터와 후방 모니터는 터치 패널의 유무, 보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명
동작
(시동 및 미등)

전방, 후방 LCD DISPLAY
화면 상태

조명 감광 정도

시동 On & 미등 OFF

화면 켜짐

감광 안됨

시동 On & 미등 ON

화면 켜짐

전방: "0”
후방: "0”
(사용자 설정 가능)

시동 OFF

화면 꺼짐

감광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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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차량 스피커
센터스피커

본 차량은 하만카든(

) Quantum Logic 명품 오디오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매트릭스방식의 멀티채널 오디오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의해 개발되었으며 현재 여러 하만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습

Quantum Logic은 액티브 매트릭스방식의 멀티채널 오디오 프로세싱 시
스템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여러 하만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Quantum Logic은 Two-channel 스테레오  신호를  Five/Seven channel

프런트 LH
트위터스피커

프런트RH
트위터스피커

프런트LH
어퍼스피커

프런트RH
어퍼스피커

프런트LH
로워스피커

프런트RH
로워스피커

리어LH
트위터스피커

리어RH
트위터스피커

리어LH
로워스피커

리어RH
로워스피커

리어LH
서라운드스피커

리어RH
서라운드스피커

업믹스 시킴으로써 청취자로 하여금 더 나은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

신호로 전환 혹은 업믹스 시킴으로써 청취자로 하여금 더 나은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Discrete Quantum Logic은 5.1채널로의 업믹스 뿐만 아니라 7채널 업
전통적인
음악과하만카든 
같은 미디어를
믹스도그리고
지원합니다.
이와 스테레오
같이 본  차량의 
오디오  감상하기
시스템은  위해
영화 최적화

나 사운드트랙 그리고 전통적인 스테레오 음악과 같은 미디어를 감상하
기 위해 최적화되어있습니다.
감지된 사운드를 차량의 벽을 넘어 확정시키기 보다 전방
Quantum Logic은 특히 감지된 사운드를 차량의 벽을 넘어 확정시키기

템을 지원하는 본 차량은 차량 내의 독특한 청취 환경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청취의 질을 최대한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소인 스페샬 프로세

보다 전방사운드 스테이지의 입체적인 사운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
으며,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본  차량은  차량  내의  독특한  청취  환경을  강
조하고 있으며 이는 청취의 질을 최대한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는 요
소인 스페셜 프로세싱, 라우드  스피커설계 및  배치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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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우퍼스피커

일반 정보
처음으로 사용하기

방전 경고 문구
시동을 켜지 않고 10분이 지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전메시지가 나타납

1. Start button을 눌러 ACC가 켜지면 체어맨 로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니다.

2. 경고 화면이 나타나면 [동의]를 터치하세요.

10분 후로는 매 1분마다 한 번씩 경고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장 시간
사용시엔 시동을 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10초 후 자동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모드
로 이동합니다. 공장출고 시에는 라디오 모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V ON/OFF
AV ON 상태에서 [POWER] 버튼을 길게 누르면 AV가 OFF되고, OFF 상
[동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10초 후 자동으로 마지막으로 사용했

태에서 [POWER] 버튼을 길게 누르면 ON됩니다.

던 모드로 이동합니다. 공장출고 시에는 라디오 모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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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모드 선택 화면 이동 방법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에서 [MODE] 버튼을 누르세요.
2. 원하는 모드를 터치하세요.
▶ 후방좌석 조작부에서
1. 후방좌석 조작부에서

MODE

버튼을 누르세요.

2. 조이스틱을 돌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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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후방좌석 햅틱(HAPTIC) 조작방법

후방좌석
햅틱심볼

명령

기능

짧게 누르기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메뉴 선택

길게 누르기

후방 모니터 열고 켜기 그리고 닫고 끄기

좌/우 돌리기

메뉴 및 리스트 이동

조이스틱 ▲

페이지 업 / 후방 모니터 각도 조절 가능

조이스틱 ▼

페이지 다운 / 후방 모니터 각도 조절 가능

조이스틱 ◀

좌측메뉴로 이동

조이스틱 ▶

우측메뉴로

조이스틱
대각선선택

커서 위치 대각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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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라디오 기능의 특징
- FM , AM 라디오 방송 청취
-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FM 자동 주파수 검색 기능(방송목록)
- 자주 듣는 주파수 15개까지 저장 가능

화면의 구성
1

2

3
4

7

8

8

5

6

1
9

10

1

이전 화면으로 이동

2

현재 수신 중인 모드, 터치 시 FM, AM 선택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AST (Auto Store Tuning)

5

Scan 버튼 : 방송채널 스캔

6

P.Scan 버튼: 프리셋 방송채널 스캔

7

자동 선국 버튼

8

수동 선국 버튼

9

현재 수신 중인 주파수 표시

10

현재 수신 중인 주파수 표시, 터치하여 주파수 선택 가능

11

저장한 방송목록보기

12

현재 수신 가능한 주파수 목록

라디오 BAND별 주파수 대역
11

12

11

• FM : 87.5 ~ 108MHz
• AM : 531~1602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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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라디오 모드 조작방법
라디오 켜기
라디오 켜기 기능 수행 시 마지막으로 방송된 주파수가 방송됩니다.
처음 사용시는 FM 87.5MHz가 방송됩니다.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MODE

를

누르세요.
2. 홈 화면에서 [라디오]를 터치하세요.
3. 원하는 주파수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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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FM / AM 선택방법
라디오 화면 상단에서 [FM 또는 AM] 터치 또는 핸들 리모컨의
MODE 버튼 누르세요.

방송채널 선택하는 방법
자동으로 선국하기
라디오 화면에서 [

,

] 버튼 터치 주파수가 자동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방송주파수가 있는 곳에서 정지하여 수신합니다.
SEEK 기능 도중 작동을 멈추고 싶으면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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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수동으로 선국하기
라디오 화면 좌측메뉴에서 [

,

]터치하세요.

수동선국 시 주파수가 한 스텝씩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버튼을 1.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주파수가 빠르게 증가 또는 감소하며

수동선국 시 주파수 이동 범위
• AM의 경우 : 9kHz
• FM의 경우 : 0.1MHz

주파수 전환 중 손을 떼면 정지합니다.
주파수가 끝에 다다르면 다시 처음 주파수로 돌아가 계속 동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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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현재 수신 가능한 FM 방송목록보기
라디오 화면 하단에서 [

,

] 터치하세요.

자동채널탐색하기
전파강도가 강한 방송을 자동으로 저장시키는 기능으로서, 최저 주파수

현재 수신 가능한 방송목록을 수시로 검색하여 15개까지 표시하며,

부터 최고 주파수까지 차례로 검색하여 가장 전파강도가 강 한 15개의

검색된 주파 수가 15개 미만일 때는 마지막 주파수로 나머지를 채웁니다.

방송을 낮은 주파수 순으로 자동설정 합니다.
라디오 화면에서 [AST]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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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채널 스캔하기

프리셋 저장 방송채널 스캔하기

수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를 5초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프리셋에 저장한 주파수를 5초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라디오 화면에서 [Scan]을 터치하세요.

라디오 화면에서 [P.Scan]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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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현재 듣고 있는 채널 저장하기

사운드 설정하기

저장할 위치에 주파수 길게 터치하세요.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주파수는 지정한 위치에 표시됩니다.

라디오 화면 상단에서 [옵션]→[사운드 설정]을 터치하세요.

상세 설정은 “사운드 설정”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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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DMB 기능의 특징

화면의 구성
1

- DMB TV, DMB RADIO 방송 청취

2

3

4

-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 채널 검색 기능
DMB방송 수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DMB메뉴를 선택하면 DMB와
DAB(Radio)방송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 DAB는 DLS와 SLS를 지원
합니다. 수신 양호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DMB모드로 이동하여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걸리는 최대 시간은 4초 이며 다음 방송 및 이전 방송을

5

수신하기 위해 걸리는 최대 시간은 3초 입니다.
수신 가능한 방송 수는 수도권 지역이 6개, 전국 21개 입니다.
더 자세한 DMB동작 설명은 오른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

이전 화면으로 이동

2

현재 수신 중인 모드

3

옵션 메뉴 표시

4

방송채널 목록

5

방송채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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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DMB 모드 조작방법

3. 다른 채널을 시청하고 싶은 경우 DMB 화면 좌측 채널 목록에서
원하는 채널 선택을 선택하세요.

DMB 켜기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누르세요.
2. 홈 화면에서 [DMB]를 터치하세요.

36

MODE

를

DMB
화면 전체 보기

방송채널 선국하기

1. DMB 화면에서 방송 화면을 터치하세요.

DMB 채널 목록에서 원하는 목록을 터치하세요.

2.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하면 하단에 메뉴를 표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체화면에서[

3. [

이전, 다음 채널로 이동되며, 채널 수신 중에는 모든 메뉴는 선택할 수

] 버튼을 누르면 채널 목록 표시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터치하세요.

없습니다.

37

DMB
재난 방송보기

연속보기 (DAB)

1. DMB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1. DMB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재난방송]을 터치하세요.

2. [연속보기]을 터치하세요.

38

DMB
다이나믹 텍스트 (DAB)
DAB 방송 정보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사운드/화면 설정하기
1. DMB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 또는 [화면설정]을 터치하세요.

1. DMB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다이나믹 텍스트]를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및 “화면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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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DISC의특징

디스크 동작 예외 사항
- 손상된 디스크를 삽입하거나 CD의 위, 아래를 뒤집어 삽입할 경우

지원되는 모든 미디어는 기본 기능인 재생 및 일시 정지, 빨리감기, 되감기,
다음/이전 트랙 등을 지원합니다.

디스크 삽입 후 최대 30초 동안 인식을 시도한 후 인식되지 않으면
“디스크를 읽을 수 없습니다.” 팝업이 나타난 후 현 상태를 유지 합니다.
- CD를 제거할 때 강제로 CD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DVD-Video
DVD-Video의 경우 지원하는 타이틀에 한하여 자막, 음성 및 트랙선택
기능을 지원합니다.

약 20초 후 “디스크 오류입니다.” 팝업이 나타난 후 현 상태를 유지
합니다.
- CD를 삽입할 때 손으로 CD를 잡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최대 50초 동안 인식을 시도한 후 인식되지 않으면 “디스크 오류입니다.”

DATA CD
DATA CD는 사용자가 제작한 CD로서 audio( MP3 (MPEG-1 layer 3,

팝업이 나타난 후 현 상태를 유지 합니다.
- CD를 삽입 할 때 강제로 잡아 빼는 경우

MPEG-2 layer 3), WMA, AAC (MPEG-4 AAC-LC 및 AAC+), OGG,

최대 10초 동안 CD 재삽입을 시도한 후 “디스크를 넣어 주십시오.”

WAV, FLAC), video(MPEG1, MPEG2, MPEG-4 part 2, Xvid, MPEG-4

팝업이 나타납니다.

part 10, H.264), image (JPG, GIF, PNG, BMP) 파일이 재생 가능하다.
각각의 미디어 및 그 외 미디어에 대한 자세한 재생 방법은 43페이지
이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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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디스크 취급시의 유의사항

본 기기에서 지원 가능한 디스크의 종류

- 본 제품에 사용되는 디스크는 긁힘이나 이물질의 접촉으로 손상되거나,
고온에 방치하여 휘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습니다.

디스크

분류

지원 가능한 디스크의 종류 및 포맷

디스크 형식

5인치(12cm) Disc, CD, CD-R,
CD-R/W,Multisession-CD
(안쪽 트랙이 Audio일 경우만 지원)

디스크 포맷

CD-DA, MP3, WMA, MPEG1,
MPEG2, DTS-CD, CD-ROM, AAC,
FLAC, OGG

있으며, 이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스크가 재생되지 않습

디스크 형식

DVD, DVD-R/RW, DVD-Video

니다. 본 기기는 지역번호가 [3] 또는 [ALL]이 아닌 디스크는 재생할

디스크 포맷

DVD-Video

- CD-R / RW의 경우 사양이 낮은 저가형을 사용하여 제작할 경우 오
동작 혹은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2cm 디스크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8cm 등의 디스크는 어댑터를

CD

사용하여 주십시오.
- DVD 플레이어와 DVD 비디오 디스크에는 각각 할당된 지역 번호가

수 없습니다. 본 기기의 지역번호는 [3]입니다.
- 이중 레이어 DISC를 재생할 경우, 첫 번째 레이어의 끝과 두 번째 레이
어의 시작 사이에 타임렉이 발생하며 수초간 영상이 정지되거나 음
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레이어 DISC인 경우에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기기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벌크CD로 구운 CD-R이나 CD-RW또는 650MB

DVD

디스크 형식에
따른 포맷

Dolby Digital, MPEG

SACD는 지원불가
(단, Hybrid일 경우 일반 CD음원(PCM)지원 가능)
DVD+R/RW는 지원불가

이상의 DISC는 인식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DISC를
삽입할 때에는 오동작 또는 오인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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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사용상의 권고사항

화면의 구성

정품이 아닌 DVD-Video, Data CD, Data DVD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1

2

3

시스템 문제와 아래와 같은 CD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디스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다음의 디스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문제는 당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5

사이즈가 작거나, 불규칙한 모양의 디스크

너무 두꺼운 디스크

손상된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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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 디스크

저급 디스크

1

이전 화면으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재생 시간 표시

5

컨트롤 패널

6

목록 표시

6

DISC
DVD 모드 조작방법
디스크 꺼내기
모니터 상단의

버튼을 누르세요.

디스크가 나온 후 10초 이내에 빼내지 않으면 다시 삽입됩니다.
만약 DISC모드 이전에 마지막 모드가 없다면 라디오 FM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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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CD
음악 CD
- 오디오 CD는 물론 MP3, WMA 파일까지 재생 가능

화면의 구성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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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재생 모드 표시

5

곡 정보 표시

6

컨트롤 패널

7

목록 표시

음악CD
음악 CD 기능 조작방법
재생 / 일시정지
1. 음악 CD 삽입 시 자동으로 첫번째 트랙이 재생됩니다.
2. 이미 음악CD가 있는 경우, [미디어]->[DISC] 터치하면 마지막에
재생했던 곡부터 다시 재생합니다.

재생 중일 때 [
일시 정지 중에 [

] 를 누르면 일시 정지 됩니다.
] 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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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CD
다른 모드에서의 음악 CD 재생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음악 CD 선곡하기
MODE

를

누르세요.

- 음악 CD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다음 트랙 재생
또는 핸들 리모컨의 SEEK ^ 눌러 다음 트랙 재생
터치한 횟수 만큼 그 다음 트랙으로 재생순서가 넘어갑니다.

2. 홈 화면에서 [미디어]를 터치하세요.
- 음악 CD 재생화면에서 [
3. 미디어 메뉴 목록에서 [DISC] 메뉴 를 터치하세요.
마지막으로 재생됐던 디스크가 실행됩니다.

] 버튼 터치하면 이전 트랙 재생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재생 시간이 3초 이상 일 때 [
미만 일 때는 이 전 트랙을 재생합니다.

핸들 리모컨의

MODE

키를 누를 때 마다

FM→AM→DMB→(DISC)→ 주크박스→(USB)→(BTA)→(iPod) →FM
순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됐던 디스크가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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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터치

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트랙의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게 되고, 3초

음악CD
트랙 목록에서 직접 선택해서 선곡하기
1. 음악 CD 재생화면에서[

] 버튼 터치하세요.

2. 음악 목록 중 듣고 싶은 곡 터치하세요.

재생중인 트랙 탐색하는 방법
- 음악 CD 재생화면에서 [

,

] 메뉴를 길게 터치하면 빨리 감기/

되감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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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CD
반복 재생하기
화면 우측 상단의 [

검색하기
]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한곡 반복, 임의 재생, 전체 반복 순으로 전환됩니다.

1. 음악 CD 화면에서 [옵션]→[검색]을 터치하세요.
검색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검색 카테고리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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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CD
스캔하기

사운드설정하기

1. 음악 CD 화면에서 [옵션]→[스캔]을 터치하세요.
목록에 있는 곡을 10초간 재생합니다.

스캔을 정지하려면 [

] 버튼을 터치하세요.

1. 음악 CD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을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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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비디오
DVD 비디오의 특징
헤드유닛의 Load버튼을 눌러 DVD Video를 삽입하면 타이틀메뉴가
없는 DVD Video 의 경우 자동으로 첫 챕터가 재생되며 타이틀메뉴
가 있는 경우 메뉴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막과 음
성 및 챕터선택 기능이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동작 방 법은 아래의 내
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화면의 구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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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재생 시간 표시

5

컨트롤 패널

6

목록 표시

7

타이틀 정지 버튼

DVD비디오
DVD 타이틀 메뉴 조작방법
DVD 타이틀 메뉴가 있는 DVD비디오만 해당됩니다.

DVD 비디오 기능 조작방법
재생 / 일시정지

1. ＜/＞/∨/∧ 버튼을 터치하여 원하는 타이틀 메뉴로 이동하세요.

재생 중일 때 [

] 를 누르면 챕터가 일시 정지됩니다.

2. [OK]를 터치하여 선택하세요.

재생 중일 때 [

] 를 누르면 타이틀이 일시 정지됩니다.

일시 정지 중에 [

] 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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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비디오
자막언어 변경하기

음성언어 변경하기

다중자막(Multi-Subtitle)으로 제작된 DVD 타이틀을 재생하는 경우

다중언어(Multi-Language)로 제작된 DVD 타이틀을 재생하는 경우

에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에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1. DVD 비디오 재생화면에서 [옵션]→[DVD 자막 언어 변경하기]

1 [옵션]→[DVD 자막 언어 변경하기] 터치하세요.

터치하세요.
2. 원하는 언어 터치하세요.
원하는 언어의 자막을 선택하거나 혹은 자막 없이 DVD 타이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DVD의 경우 타이틀 초기 메뉴상의
설정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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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언어 터치하세요.
일부 DVD의 경우 타이틀 초기 메뉴상의 설정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DVD비디오
사운드/화면 설정하기
1. DVD 비디오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 또는 [화면설정]을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및 “화면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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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 USB
주크박스 / USB 특징

USB 사용 시 유의사항
1. USB 사용 시 시동이 완전이 켜진 상태 혹은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장착

- 오디오파일, 비디오파일, 이미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USB가 장착된 상태에서 시동을 켜거나 끌 경우
USB 내의 데이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크박스

2. USB 사용 시 USB 자체의 상태에 따라 인식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본 제품은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미디어 파일을 주크박스로 복사하여

3. 일부 USB의 경우 호환상의 문제로 인해 본 제품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

재생 시킬 수 있습니다. Audio 파일 및 Video 그리고 Image 파일이 재생

도 있으니 미리 차량에서 동작을 확인하신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며 지원되지 않는 파일 형태는 화면상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4. USB가 연결되어 동작 중 일 때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주크박스 내의 파일을 삭제, 이동 및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규격품(Metal Cover Type)USB memory외에는 동작을 보증하지

(단, 주크박스내의 파일을 USB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않습니다.
6. USB 탈. 장착을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경우 장치의

USB
본 제품은 USB를 제품에 연결시켜 USB내의 파일을 재생 시킬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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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USB의 종류 및 파일의 용량에 따라 인식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크박스 / USB
이미지 뷰어가 지원하는 파일 종류

USB 연결 단자

- JPG, BMP, PNG
- 1920x1080까지 지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차량내의 USB단자의 USB를 삽입하여 사용하십시오.

재생 가능한 비디오 포맷
- MPEG 1/2/4, H.263, WMV 7/8/9 지원 가능
- 1280x720까지 재생 가능

재생 가능 오디오 파일 종류
- MP3 (MPEG 1 layer 3, MPEG 2 layer 3), AAC, OGG, FLAC,
WMA, 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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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음악
주크박스 음악
화면의 구성
1

2

3
4

5

6

7

56

8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즐겨찾기 추가 버튼

5

재생 모드 표시

6

재생 정보 표시

7

컨트롤 패널

8

목록 표시

주크박스 음악
주크박스 음악 기능 조작방법
주크박스 음악에 복사된 음악이 없는 경우에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재생 / 일시정지
재생 중일 때 [
일시 정지 중에 [

없습니다. 주크박스로 음악을 복사한 후에 사용하세요.

] 를 누르면 일시 정지됩니다.
] 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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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음악
다른 모드에서의 주크박스 음악 재생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MODE

누르세요.
2. 홈 화면에서 [미디어]를 터치하세요.
3. 미디어 메뉴 목록에서 [주크박스] 메뉴 를 터치하세요.
4. [옵션] →[음악]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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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크박스 음악
주크박스 음악 선곡하기

음악 목록에서 직접 선택해서 선곡하기

- 주크박스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다음 파일재생
또는 핸들 리모컨의 SEEK ^ 눌러 다음 파일 재생

1. 주크박스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세요.

2. 음악 목록 중 듣고 싶은 곡 터치하세요.

터치한 횟수 만큼 그 다음 파일로 재생순서가 넘어갑니다.
- 주크박스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이전 파일 재생

현재 재생중인 파일 의 재생 시간이 3초 이상 일 때 [

] 버튼을 터치

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의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게 되고, 3초
미만 일 때는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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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음악
재생중인 음악 탐색하는 방법
주크박스 음악 재생화면에서 [
감기/되감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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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재생하기
] 메뉴를 길게 터치하면 빨리

화면 우측 상단의 [

]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한곡 반복, 임의 재생, 전체 반복 순으로 전환됩니다.

주크박스 음악
검색하기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검색]을 터치하세요.
검색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검색 카테고리를 터치하세요.

스캔하기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스캔]을 터치하세요.
목록에 있는 곡을 10초간 재생합니다.

스캔을 정지하려면 [

] 버튼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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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음악
주크박스 관리하기

즐겨찾기 추가하기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

2. [주크박스 관리]를 터치하세요.

즐겨찾기에 저장됩니다.

] 을 터치하세요.

또는 음악 목록에서 별표를 터치하세요.

저장공간 확인, 파일 삭제, 초기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주크박스 관리”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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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에 저장된 목록은 [검색]→[즐겨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주크박스 음악
사운드설정하기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을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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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동영상
주크박스 동영상
화면의 구성
1

2

3
4

5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재생 정보 표시

5

컨트롤 패널

6

목록 표시

7

재생 모드 표시

주크박스 동영상에 복사된 동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메뉴를 선택

4

할 수 없습니다. 주크박스로 영상을 복사한 후에 사용하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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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주크박스 동영상
주크박스 동영상 기능 조작방법
재생 / 일시정지
재생 중일 때 [
일시 정지 중에 [

] 를 누르면 일시 정지 됩니다.
] 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주크박스 동영상 파일 선택하기
- 주크박스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다음 파일재생
또는 핸들 리모컨의 SEEK ^ 눌러 다음 파일 재생
터치한 횟수 만큼 그 다음 파일로 재생순서가 넘어갑니다.
- 주크박스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이전 파일 재생

현재 재생중인 파일의 재생 시간이 3초 이상 일 때 [

] 버튼을 터치

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의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게 되고, 3초 미
만 일 때는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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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동영상
반복 재생하기
화면 우측 하단의 [

검색하기
]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한곡 반복, 임의 재생, 전체 반복 순으로 전환됩니다.

1. 주크박스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검색]을 터치하세요.
검색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검색 카테고리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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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동영상
주크박스 관리하기

사운드/화면 설정하기

1. 주크박스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1. 주크박스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주크박스 관리]를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 또는 [화면설정]을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또는 “화면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저장공간 확인, 파일 삭제, 초기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주크박스 관리”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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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이미지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의 구성
1

2

3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목록 표시

5

미리보기

6

이전/다음 파일 표시

7

회전

8

상세 정보 표시

주크박스 이미지에 복사된 이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메뉴를 선택
할 수 없습니다. 주크박스로 이미지를 복사한 후에 사용하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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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주크박스 이미지
주크박스 이미지 기능 조작방법

목록 보기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에서 [

주크박스 이미지 파일 선택하기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에서 [

/

] 을 터치하세요.

목록이 표시됩니다.

] 버튼 터치하면 이전/다음 파일 재생

주크박스 목록 화면에서 [옵션]→[미리보기]를 터치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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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이미지
미리보기
주크박스 목록 화면에서 [옵션]→[미리보기]를 터치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미지 확대/축소 및 이동하기
1. USB 이미지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핀치하세요.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2. 확대된 화면에서 손가락을 화면에 댄 채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옵션]→[목록]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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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이미지
연속보기

회전하기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에서 [
연속보기가 되고 화면에

] 를 터치하세요.
기호가 표시됩니다.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에서 [

] 을 터치하세요.

버튼을 터치할 때마다 시계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합니다.

연속보기를 중지하려면 화면을 터치하여 하단 메뉴를 보이게 한 후,
다시 한 번 [

] 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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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이미지
상세정보 보기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에서 [
파일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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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기 시간조절
] 을 터치하세요.

1.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에서 [옵션]→[연속보기 시간조절]을 터치하세요.
2. 5초, 7초, 10초 중에서 원하는 시간을 터치하세요.

주크박스 이미지
배경화면 설정하기
1. 주크박스 이미지화면에서 [옵션]→[배경화면 설정]을 터치하세요.
2. [SET]을 터치하세요.
3. [예]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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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이미지
주크박스 관리하기

화면설정하기

1. 주크박스 이미지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1. 주크박스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주크박스 관리]를 터치하세요.

2. [화면설정]을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화면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저장공간 확인, 파일 삭제, 초기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주크박스 관리”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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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음악
USB 음악
화면의 구성
1

2

3

4
5

6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재생 모드 표시

5

곡 정보 표시

6

컨트롤 패널

7

목록 표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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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음악
USB 음악 기능 조작방법

다른 모드에서의 USB 음악 재생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재생 / 일시정지
재생 중일 때 [
일시 정지 중에 [

] 를 누르면 일시 정지 됩니다.
] 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누르세요.
2. 홈 화면에서 [미디어]를 터치하세요.
3. 미디어 메뉴 목록에서 [USB] 메뉴 를 터치하세요.
4. [옵션] →[음악]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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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를

USB 음악
USB 음악 선곡하기

음악 목록에서 직접 선택해서 선곡하기

- USB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다음 파일재생
또는 핸들 리모컨의 SEEK ^ 눌러 다음 파일 재생

1. USB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세요.

2. 음악 목록 중 듣고 싶은 곡 터치하세요.

터치한 횟수 만큼 그 다음 파일로 재생순서가 넘어갑니다.
- USB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이전 파일 재생

현재 재생중인 파일의 재생 시간이 3초 이상 일 때 [

] 버튼을 터치

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의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게 되고, 3초
미만 일 때는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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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음악
재생중인 음악 탐색하는 방법
- USB 음악 재생화면에서 [
되감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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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뉴를 길게 터치하면 빨리 감기/

반복 재생하기
화면 우측 상단의 [

]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한곡 반복, 임의 재생, 전체 반복 순으로 전환됩니다.

USB 음악
검색하기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검색]을 터치하세요.
검색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검색 카테고리를 터치하세요.

스캔하기
1. USB 음악 화면에서 [옵션]→[스캔]을 터치하세요.
목록에 있는 곡을 10초간 재생합니다.

스캔을 정지하려면 [

] 버튼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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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음악
주크박스로 복사하기

사운드설정하기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주크박스로 복사]를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을 터치하세요.

3. [예]를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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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동영상
USB 동영상
화면의 구성
1

2

3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재생 정보 표시

5

컨트롤 패널

6

목록 표시

7

재생 모드 표시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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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동영상
USB 동영상 기능 조작방법
재생 / 일시정지
재생 중일 때 [
일시 정지 중에 [

] 를 누르면 일시 정지 됩니다.
] 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USB 동영상 파일 선택하기
- USB동영상 재생화면에서 [
또는 핸들 리모컨의 SEEK ^

] 버튼 터치하면 다음 파일재생
눌러 다음 파일 재생

터치한 횟수 만큼 그 다음 파일로 재생순서가 넘어갑니다.
- USB 동영상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이전 파일 재생

현재 재생중인 파일의 재생 시간이 3초 이상 일 때 [

] 버튼을 터치

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의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게 되고, 3초
미만 일 때는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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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동영상
반복 재생하기
USB 동영상 화면 우측 하단의 [

검색하기
]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한곡 반복, 임의 재생, 전체 반복 순으로 전환됩니다.

1. USB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검색]을 터치하세요.
검색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검색 카테고리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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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동영상
주크박스로 복사하기

사운드/화면 설정하기

1. USB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1. USB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주크박스로 복사]를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 또는 [화면설정]을 터치하세요

3. [예]를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또는 “화면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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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이미지
USB 이미지
화면의 구성
1

2

4

5

3

6

7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목록 표시

5

미리보기

6

이전/다음 파일 표시

7

회전

8

상세 정보 표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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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이미지
USB 이미지 기능 조작방법

목록 보기
USB 이미지 화면에서 [

USB이미지 파일 선택하기
USB 이미지 화면에서 [

/

] 을 터치하세요.

목록이 표시됩니다.

] 버튼 터치하면 이전/다음 파일 재생

USB 목록 화면에서 [옵션]→[미리보기]를 터치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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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이미지
미리보기
USB 목록 화면에서 [옵션]→[미리보기]를 터치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미지 확대/축소 및 이동하기
1. USB 이미지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핀치하세요.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2. 확대된 화면에서 손가락을 화면에 댄 채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옵션]→[목록]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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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이미지
연속보기

회전하기

USB 이미지 화면에서 [
연속보기가 되고 화면에

] 를 터치하세요.
기호가 표시됩니다.

연속보기를 중지하려면 화면을 터치하여 하단 메뉴를 보이게 한 후,
다시 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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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터치하세요.

USB 이미지 화면에서 [

] 을 터치하세요.

버튼을 터치할 때마다 시계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합니다.

USB 이미지
상세정보 보기
USB 이미지 화면에서 [

연속보기 시간조절
] 을 터치하세요.

파일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1. USB 이미지 화면에서 [옵션]→[연속보기 시간조절]을 터치하세요.
2. 5초, 7초, 10초 중에서 원하는 시간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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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이미지
배경화면 설정하기
1. USB 이미지화면에서 [옵션]→[배경화면 설정]을 터치하세요.
2. [SET]을 터치하세요.
3. [예]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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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이미지
주크박스로 복사하기

화면설정하기

1. USB 이미지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1. 주크박스 동영상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주크박스로 복사]를 터치하세요.

2. [화면설정]을 터치하세요.

3. [예]를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디스플레이 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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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iPod
화면의 구성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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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재생 모드 표시

5

정보 표시

6

컨트롤 패널

7

목록 표시

iPod
iPod 음악 기능 조작방법
1. iPod 전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USB 연결단자에 iPod을 연결하세요.

재생 / 일시정지
재생 중일 때 [
일시 정지 중에 [

] 를 누르면 일시 정지 됩니다.
] 를 다시 누르면 다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2. iPod을 제거하려면 다른 기능을 선택한 후 iPod을 제거하세요.
3. 다른 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iPod을 제거하면 이전 미디어 모드를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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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iPod 음악 선곡하기

재생중인 트랙 탐색하는 방법

- iPod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다음 파일재생
또는 핸들 리모컨의 SEEK ^ 눌러 다음 파일 재생
터치한 횟수 만큼 그 다음 파일로 재생순서가 넘어갑니다.
- iPod 음악 재생화면에서 [

] 버튼 터치하면 이전 파일 재생

현재 재생중인 파일의 재생 시간이 3초 이상 일 때 [

] 버튼을 터치

하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의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게 되고, 3초
미만 일 때는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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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d 음악 재생화면에서 [
되감기 시작

/

] 메뉴를 길게 터치하면 빨리 감기/

iPod
목록에서 선곡하기
1. iPod 음악 화면에서 [

검색하기
] 버튼 터치하세요.

2. 목록에서 원하는 곡 터치하여 듣기

1. iPod 음악 화면에서 [옵션]→[검색]을 터치하세요.
검색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검색 카테고리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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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사운드설정하기
1. iPod 음악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을 터치하세요.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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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화면의 구성
1

2

3

1

이전 모드로 이동

2

현재 모드 표시, 터치 시 미디어 메뉴 표시

3

옵션 메뉴 표시

4

정보 표시

5

컨트롤 패널

4

블루투스 오디오 모드는 블루투스 폰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재생 중 블루투스 폰의 연결을 해제하면 음악이 종료됩니다.
휴대폰 기종에 따라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5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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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오디오
재생 / 일시정지
재생 중[

사운드설정하기

] 버튼 터치하세요.

일시 정지 중 [

] 버튼 터치하세요.

1. 주크박스 음악 화면에서 [옵션]을 터치하세요.
2. [사운드설정]을 터치하세요.

이전/다음 곡 선곡하기
재생 화면에서 [

/

] 을 터치하면 이전/다음 곡을 선곡할 수 있

습니다.

상세 내용은 “사운드설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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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폰 조작방법
※

QD-ID: B013417

운전 중 통화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여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 해주십시오.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핸즈프리를 이용하여 통화하시고 되도록 정차 후 통화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무선기술

의 핸즈프리 프로파일(HFP)을 지원합니다.

본 제품에 연결하여 사용할 무선기술
무선기술 무선기술
Vehicle 모드의

장치 또한 핸즈프리 프로파일(HFP)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능은 휴대전화의 기종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거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폰 메뉴에서 무선기술

를 지원하는 휴대전화기를 헤드유닛에 연결 하여 차량 내 마이크와 스피커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의 전화버튼 및 휴대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습니다.
헤드 유닛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연결된 전화기는 연결을 유지합니다. 무선기술

가 연결되어 있으면 헤드유닛의

폰 메뉴의 숫자 자판을 입력하여

모드 화면 상단 우측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며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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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블루투스 폰 연결하기

화면의 구성
1

2

3
5

6

새로운 기기 연결하기
1. 전화 화면에서 [옵션]→[블루투스 설정] 터치하세요.
2. [연결된 기기]→[새로운 기기 추가] 터치하세요.

4
7

1

이전 화면으로 이동

2

메뉴

3

옵션

4

키패드

5

번호 입력창

6

삭제 버튼

7

전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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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의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여 “Chairman” 장치를 선택한
후 연결하세요.

전화

3. [예]를 터치하세요.
일정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연결을 진행합니다.

4. 연결에 성공하면 통화 목록 및 전화번호부를 다운로드합니다.
[확인]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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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등록된 기기에서 연결하기

3. [연결]을 터치하세요.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연결된 기기] 터치하세요.
2. 목록에서 원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터치하세요.

4. 이후 동작은 “새로운 기기 등록연결하기”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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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기기 연결 해제하기

3. [연결해제]을 터치하세요.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연결된 기기] 터치하세요.
2. 우측 목록에서 원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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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기기 삭제하기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연결된 기기] 터치하세요.
2. 목록에서 원하는 블루투스 기기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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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을 터치하세요.

전화
전화걸기

단축번호로 전화걸기
1~999번까지 휴대폰에 등록된 단축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키패드로 번호 입력하여 전화걸기

원하는 단축번호를 입력한 후 마지막 번호를 길게 누르세요.

1. 전화 화면에서 키패드를 터치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에) 단축번호가 123(3자리)인 경우 12는 짧게 누르고 3을 길게 누르

2. [전화] 버튼을 터치하세요.

세요.
이 기능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입력한 전화번호를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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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목록에서 전화걸기
1. 전화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통화 목록]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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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전화번호를 터치하세요.

전화
즐겨찾기에서 전화걸기

3. 원하는 전화번호를 터치하세요.

1. 전화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즐겨찾기]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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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화번호부에서 전화걸기
1. 전화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전화번호부]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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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전화번호를 터치하세요.

전화
전화 받기
전화를 받으려면 [핸즈프리] 또는 [비밀통화]를 터치하세요.

전화 거절하기
전화를 거절하려면 [거절]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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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화 통화 중 통화모드 전환하기
통화음을 핸즈프리에서 휴대폰으로, 휴대폰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합니다.
1. 통화 중 화면 하단의 [비밀통화]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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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휴대폰에서 핸즈프리로 통화를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핸
즈프리]를 터치하세요.

전화
전화 통화 중 송화음 차단하기
통화 중 화면 하단의 [마이크 끄기] 터치하세요.

전화번호부 다운로드하기
1. 전화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전화번호부]을 터치하세요.
2. [다운로드]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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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화번호부 검색하기
1. 전화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전화번호부]을 터치하세요.
2. [검색] 터치하세요.

112

3. 검색어를 입력하고 [

] 터치하세요.

전화
4. 검색결과가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5.

를 터치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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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즐겨찾기 등록하기
전화번호부에서 즐겨찾기로 등록하기
1. 전화번호부 상세정보 화면에서 [☆]를 터치하세요.
즐겨찾기로 등록되면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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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목록에서 즐겨찾기로 등록하기
1. 통화목록 상세정보에서 [즐겨찾기] 터치하세요.

전화
즐겨찾기 삭제하기

3. 삭제할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삭제] 선택한 후 [예] 터치하세요.

1. 전화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즐겨찾기]을 터치하세요.
2. 즐겨찾기 화면에서 [편집]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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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블루투스 설정
1. 전화 화면에서 [옵션]→[블루투스 설정]을 터치하세요.

2. 상세 내용은 “블루투스 설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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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설정
차량설정

1

차량 잠금 설정

차량모드의 차량 설정 메뉴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값들을 설정 가능합

2

후진 기어 연동

니다.

3

차량 속도

4

스마트 키 설정

1

5

좌석

2

6

초기화

3
4
5
6

차량 옵션 장착 여부에 따라 몇몇 메뉴는 선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옵션은 썬루프, 롤러 블라인드, 좌석 통풍 입니다.

차량 설정하기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MODE] 버튼
을 누르세요.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홈 화면에서 [차량]을 터치하세요.
3. 차량설정을 터치하시면 CLIMATE, 일정관리, 부품교환주기 화면
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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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설정
자동 잠금 설정

윈도우 설정
사용자 설정에 맞게 도어 핸들 스위치 및 키를 이용한 각 윈도우의 열

도어 설정

림/닫힘 연동 상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 의해 드라이브 도어가 열릴 때 나머지 도어(세개)가 같이 연
동하여 열리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자동 잠금 설정]→[윈도우] 터치하세요.
2. 자동 잠금을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세요.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자동 잠금 설정]→[도어] 터치하세요.
2. 자동 잠금을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잠금 또는 해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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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할 때마다 잠금 또는 해제로 설정됩니다.

차량설정
썬루프 설정

롤러 블라인드 설정

사용자 설정에 맞게 도어 핸들 스위치 및 키를 이용한 썬루프의 열림/

운전자 설정에 맞게 도어 핸들 스위치 및 키를 이용한 롤러 블라인드

닫힘 연동 상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리어)의 열림/닫힘 연동 상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자동 잠금 설정]→[썬루프] 터치하세요.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자동 잠금 설정]→[롤러 블라인드] 터치하세요.

2. 자동 잠금을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세요.

2. 자동 잠금을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잠금 또는 해제로 설정됩니다.

터치할 때마다 잠금 또는 해제로 설정됩니다.

119

차량설정
후진 기어 연동 설정
롤러 블라인드 설정
후진 연동 상태일 때 롤러 블라인드가 열리는 것을 연동 설정할 수 있
는 기능
1. 차량설정 화면에서 [후진 기어 연동]→[롤러 블라인드 자동 열기]
터치하세요.
2. 연동을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연동 또는 해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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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설정
차량 속도 설정

도어 자동잠김 설정
사용자 설정에 맞게 도어 자동잠김 설정이 가능합니다.

과속알림 차속 설정

단, 자동잠김 설정 초기값 선택시 30km/h로 자동 설정됩니다.

사용자 설정에 맞게 차속연동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차량 속도]→[과속알림 차속설정] 터치하세요.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차량 속도]→[도어 자동잠김 설정] 터치하세요.

2. 체크박스틑 터치하세요.

2. 체크박스틑 터치하세요.

3. [<, >] 버튼을 눌러 속도를 설정하세요.

3. [<, >] 버튼을 눌러 속도를 설정하세요.

기본 속도는 100km/h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0km/h에서 50km/h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사용자

30km/h에서 200km/h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 설정해 놓은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도어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4.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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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설정
좌석 설정

시트 송풍
사용자 설정에 맞게 각 시트의 통풍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트 온도
사용자 설정에 맞게 각 시트의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좌석]→[시트 송풍] 터치하세요.
2. 설정을 원하는 좌석을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OFF→1→2→3→OFF 순으로 변경됩니다.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좌석]→[시트 온도] 터치하세요.
2. 설정을 원하는 좌석을 터치하세요.
터치할 때마다 OFF→1→2→3→OFF 순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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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설정
초기화
1. 차량설정 화면에서 [초기화] 터치하세요.
2. [예]를 터치하세요.

메뉴

하위메뉴

차속 연동
설정

과속알림 차속설정

설정

도어 자동잠김 설정

Off, 100Km

-

초기값 없음

시트 온도

초기값 없음

시트 통풍

초기값 없음

스마트 키
설정
시트 설정

메뉴

열림 닫힘
연동설정

후진 연동
설정

하위메뉴

초기화값

초기화값

도어

설정

윈도우

설정

썬루프

설정

사이드 미러

설정

롤러 블라인드

설정

롤러블라인드 자동열림 설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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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LIMATE

전방 FATC 보기
1. 차량설정 화면에서 [CLIMATE]→[FRT FATC] 터치하세요.

차량내 온도 조절 및 풍향/풍량 조절을 위한 것이며 auto로 설정 시
풍향/풍량 조절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전방 모니터에서 전방 및 후
방에 대한 FATC 조절이 가능하며 후방 모니터 에서는 후방 FATC조절
만이 가능합니다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MODE] 버튼
을 누르세요.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홈 화면에서 [차량]을 터치하세요.
3. 차량설정 메뉴 목록에서 [CLIMATE] 메뉴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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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후방 FATC 조작하기

후방좌석 FATC 송풍 조절하기

1. 차량설정 화면에서 [CLIMATE]→[RR FATC] 터치하세요.

후방 FATC 화면에서 [MODE]를 터치하세요.

2.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세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송풍 모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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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후방좌석 FATC 온도 조절하기

후방좌석 FATC 풍량 조절하기

후방 FATC 화면에서 [TEMP]를 터치하세요.

후방 FATC 화면에서 [FAN]를 터치하세요.

온도 조절 버튼 움직여 조절하세요.

풍량 버튼을 움직여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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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일정관리

화면 구성

차량모드의 일정관리 메뉴를 통해 주간, 월간, 연간 일정 등록이 가능
합니다.
24개의 아이콘을 통해 월별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뉴를 통해 오늘날짜로 하이라이트를 바로 이동시킬 수 있습
니다(단, 네비게이션이 옵션으로 없는 차량은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MODE] 버튼
을 누르세요.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홈 화면에서 [차량]을 터치하세요.
3. 차량설정 메뉴 목록에서 [일정관리] 메뉴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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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일정 보기

일정 등록하기

1. 일정이 등록된 날짜 터치하세요.

1. 일정을 등록하고자 하는 “날짜” 터치하세요.
2. 제목을 입력하세요.

일정이 등록되어 있는 날짜의 오른쪽 위에는 아이콘이 [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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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됩

일정관리
3. 날짜와 시간을 [<, >] 버튼을 터치하여 입력하세요.
4. 반복 여부 및 주기를 선택하세요.
주기는 끔, 매일, 주간, 매월, 매년 중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하기
1. 일정관리 화면에서 [초기화] 터치하세요.
2. [예] 터치하세요.
저장된 모든 일정이 삭제되고, 초기화됩니다.

5.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저장]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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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교환주기
부품교환주기

부품교환주기 확인
화면을 스크롤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품 내용 확인

차량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 보수를 위해 부품에 대한 교환 주기를 아
래와 같이 권장하며 이 내용은 차량모드의 부품교환주기 메뉴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1. 전방좌석 조작부/후방좌석 조작부/핸들 리모컨에서 [MODE] 버튼
을 누르세요.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홈 화면에서 [차량]을 터치하세요.
3. 차량설정 메뉴 목록에서 [부품교환주기] 메뉴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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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디스플레이 설정

비디오 설정
홈 화면에서 [설정]→[디스플레이설정]→[비디오 설정] 터치하세요.

화면크기
홈 화면에서 [설정]→[디스플레이설정]→[화면 크기] 터치하세요.

원하는 밝기, 명도, 채도를 설정
AUTO, 16:9, 4:3, 전체화면 중에서 원하는 항목 터치하세요.

초기상태로 되돌리려면 [초기화]를 터치하세요.

DMB 모드에서는 화면크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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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LCD 밝기
홈 화면에서 [설정]→[디스플레이설정]→[LCD 밝기] 터치하세요.

배경화면
1. 홈 화면에서 [설정]→[디스플레이설정]→[배경화면] 터치하세요.
2. [USB] 또는 [주크박스] 선택

3. 원하는 이미지 선택
원하는 밝기 설정

4. [SET] 버튼 터치하세요.

초기상태로 되돌리려면 [초기화]를 터치하세요.

5. [예] 선택
초기상태로 되돌리려면 [초기화]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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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화면 끄기

초기화

1. 홈 화면에서 [설정]→[디스플레이설정]→[화면 끄기] 터치하세요.

1. 홈 화면에서 [설정]→[디스플레이설정]→[초기화] 터치하세요.

2. [예] 선택

2. [예] 선택

취소하려면 [아니오] 선택

취소하려면 [아니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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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전후/좌우 밸런드
1. 홈 화면에서 [설정]→[사운드 설정]→[초기화] 터치하세요.

저음/중음/고음

2. 오렌지색 점을 손가락으로 이동시키거나 [△, ▽, ◁, ▷]를 누르세요.

1. 홈 화면에서 [설정]→[사운드 설정]→[저음/중음/저음] 터치하세요.
2. [+, -]를 터치하여 선택

초기상태로 되돌리려면 [초기화]를 터치하세요.
초기상태로 되돌리려면 [초기화]를 터치하세요.
※ [+, -]를 길게 누르면 더 빠르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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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설정
서라운드

CLARI.FI

1. 홈 화면에서 [설정]→[사운드 설정]→[서라운드] 터치하세요.

1. 홈 화면에서 [설정]→[사운드 설정]→[CLARI.FI] 터치하세요.

2.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선택

2.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선택

선택을 해제하려면 체크박스를 한 번 더 터치하세요.

선택을 해제하려면 체크박스를 한 번 더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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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설정
체어맨 사운드

기타 설정

1. 홈 화면에서 [설정]→[사운드 설정]→[체어맨 사운드 터치하세요.

1. 홈 화면에서 [설정]→[사운드 설정]→[기타] 터치하세요.

2.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선택

2. 원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선택

선택을 해제하려면 체크박스를 한 번 더 터치하세요

[차속 연동 음량]: 차량의 속도에 연동하여 음량을 조정합니다.
[네비 우선 안내]: 네비 안내를 다른 미디어보다 우선하여 가장 크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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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설정
초기화
1. 홈 화면에서 [설정]→[사운드 설정]→[초기화] 터치하세요.
2. [예]를 터치하세요.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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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설정
블루투스 설정
연결된 기기

새로운 기기 연결하기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새로운 기기 추가] 터치하세요.

새로운 기기를 추가하거나 연결된 기기를 연결 해제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홈 화면에서 [설정]→[블루투스 설정]→[연결된 기기] 터치하세요.

2. 휴대폰의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여 “Chairman” 장치를 선택한
후 연결하세요.
• 새로운 기기 추가를 원하시면 [새로운 기기 추가]를 터치하세요.
• 연결된 기기를 연결 해제 및 삭제 블루투스 기기 이름을 터치하세요.
• 과거에 연결한 적이 있는 기기를 연결 또는 삭제하려면 해당 블루투스

기기 이름을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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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설정
4. 연결에 성공하면 통화 목록 및 전화번호부를 다운로드합니다.
[확인]을 터치하세요.

5.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면, 연결된 기기 목록에 블루투스 기기 이
름이 표시됩니다.

기기 정보
기기 이름 변경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기기 정보]→[기기 이름 변경] 터치하세요.
2. 원하는 이름을 입력한 후 [ ]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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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설정
패스키 변경

자동 연결
차량 내에 블루투스 기기가 있고 기존에 연결한 적이 있을 때 자동으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기기 정보]→[패스키 변경] 터치하세요.

로 연결할지 여부와 해당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4자리 번호를 입력한 후 [CONFIRM] 터치하세요.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자동 연결]을 터치하세요.
2. 자동 연결을 원하시면 체크박스를 터치하세요.
3. 우선적으로 연결할 기기를 선택하세요.

자동 연결 설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 연결] 왼쪽의 체크박스
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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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설정
자동 다운로드

초기화

휴대폰이 연결되었을 때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항목을 선택 및 해제

1. 홈 화면에서 [설정]→[블루투스설정]→[초기화] 터치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터치하세요.

1. 홈 화면에서 [설정]→[블루투스설정]→[자동 다운로드] 터치하세요.
2. 원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터치하여 선택

선택을 해제하려면 체크박스를 한 번 더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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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설정
음성인식 설정

읽기 속도 설정
1. 홈 화면에서 [설정]→[음성인식 설정]→[읽기 속도 설정] 터치하세요.

음성 가이드 모드 설정
1. 홈 화면에서 [설정]→[음성인식 설정]→[음성 가이드 모드 설정]
터치하세요.
2. 원하는 안내 모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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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세요.

주크박스 관리
주크박스 관리

주크박스에 저장된 미디어 삭제
1. 홈 화면에서 [설정]→[주크박스 관리] →[오디오/동영상/사진]터치

저장공간 확인
1. 홈 화면에서 [설정]→[주크박스 관리]→[저장공간] 터치하세요.

하세요.
2. 삭제를 원하는 음악을 터치하세요.
[전체 선택]을 터치하면 목록 전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삭제]를 터치하세요.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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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박스 관리
주크박스 초기화
1. 홈 화면에서 [설정]→[주크박스 관리]→[초기화] 터치하세요.
2. [예]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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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

시간 표시 형식 설정
1.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 설정]→[시간 표시 형식 설정] 터치하세요.

언어

2.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세요.

1.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 설정]→[언어] 터치하세요.
2. 원하는 언어를 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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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날짜 및 시간 설정

시계 화면 설정

1.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 설정]→[날짜 및 시간 설정] 터치하세요.

1.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 설정]→[시계 화면 설정] 터치하세요.

2. 원하는 언어를 터치하세요.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GPS 시간 사용] : GPS 안테나로 수신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날짜 변경] : 원하는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변경] :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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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DVD 동영상

DVD 자막 언어

1.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 설정]→[DVD 동영상] 터치하세요.
2. 원하는 항목을 터치하세요.
3.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DVD 음성 언어

DVD 메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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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시스템 버전 확인
1.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 설정]→[시스템 버전] 터치하세요.

시스템 초기화
1. 홈 화면에서 [설정]->[시스템 설정]->[시스템 초기화] 터치하세요
모든 설정값 및 HDD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위 화면에 표시된 시스템 버전은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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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후방 동작모드
전방·후방 모니터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각기 다른 모드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단, Radio, DMB, DISC, 주크박스, USB와 같이 오디오 소스를
가지고 있는 모드에서 전방 좌석모니 터와 후방 좌석모니터는 각기 다른 모드를 동작시킬 수 없습니다.
즉, 전방좌석에서 Radio를 재생시키고 후방좌석에서 DMB를 재생시킬 수 없습니다.
네비게이션 모드의 경우 전, 후방 좌석에서 독립적으로 조작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Front

Rear

Radio

DMB

DISC

주크박스

USB

설정

후방 FATC

Radio

○

X

X

X

X

●

●

DMB

X

○

X

X

X

●

●

DISC

X

X

○

X

X

●

●

주크박스

X

X

X

○

X

●

●

USB

X

X

X

X

○

●

●

설정

●

●

●

●

●

●

●

전방 FATC

●

●

●

●

●

●

●

네비게이션

●

●

●

●

●

●

●

카메라

●

●

●

●

●

●

●

○ : 전, 후방 모니터 같은 모드
● : 전, 후방 모니터 독립적인 모드
X : 불가능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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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가이드 l 네비게이션 가이드

퀵 가이드
목적지 명칭으로 검색
가장 기본적인 검색 방법입니다. 메인 메뉴 버튼[

목적지의 리스트가 좌측에 나타나며 원하는 위치를 선택 후 경로탐색을
선택합니다.

] 을 선택합니다.

네비 메뉴 중 통합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목적지의 상호,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을 선택합니다.

경로탐색을 선택하면 경로 탐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총 거리, 주행 시간, 교통 요금 및 TPEG 교통 상황이 표시됩니다.
추천 경로, 고속도로 우선, 일반도로 우선, 최단 경로 중 원하는 경로를 선
택하거나, 안내 시작을 누르면 안내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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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가이드
선택한 경로의 안내가 시작됩니다.

우리집 등록 (목적지 주소로 검색)
집을 등록하여 나중에 쉽게 집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즐겨찾기를 선택 후 우리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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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가이드
주소검색을 선택합니다.

찾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한 뒤 리스트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지도상

다른 검색 방법은 “즐겨찾기”를 참고하십시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목록에서 시/도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에서 구/군, 그 다음 화면에서

다시 그 주소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추가를 누르면 우리집 등록이 완료

읍/면/동을 선택합니다. 필요 시 스크롤 버튼을 선택합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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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가이드
같은 방법으로 회사 또는 자주 가는 곳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 등록
경로 검색 없이 현재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을 터치하여 원하는 위치를 지정한 뒤 즐겨찾기 등록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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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선택합니다.

퀵 가이드
전화번호 및 명칭을 입력 후 추가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등록한 지점을 선택하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 탐색 : 등록 지점으로 바로 탐색합니다.
- 위치확인 : 등록 지점 위치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명칭 편집 : 등록 지점의 명칭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등록 지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비 메뉴>즐겨찾기를 선택하여 등록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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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가이드
주변 검색

주유소, 은행, 주차장 등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변의 시설 (주유소, 은행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버튼을 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시설을 검색 후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경로탐색 화면이 나타나고
경로를 선택하거나 안내 시작을 누르면 안내를 시작합니다.

추가검색>주변검색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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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가이드
경로 취소
경로 안내 도중 경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경로 [

경로 안내 도중 경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경로취소 [

]

] 를 선택합니다.

경로취소를 선택하면 경로가 취소됩니다.
경로 안내 중이 아닐 경우 경로 버튼은 비활성화 됩니다.

경로취소를 선택하면 경로가 취소됩니다.
경로 안내 중이 아닐 경우 경로취소 버튼은 주변검색 [
됩니다.

] 버튼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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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가이드
지도 화면
3

TPEG 정보가 마지막 수신 시간과 함께 나타납니다. TPEG 수신 불
량 시 수신시간 대신 "패턴"이 표시됩니다. 선택 시 TPEG 정보화
면이 나타납니다. “TPEG”를 참고하십시오.

4

음성 안내를 ON/OFF 및 볼륨을 1~25단계까지 5단계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지도 레벨을 확대/축소 할 수 있습니다. 1~13단계까지 가능합니
다. “지도 확대, 축소 및 이동”을 참고하십시오.

6

지도 보기 모드 및 시야각을 변경할 수 있으며, GPS 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모드” 및 “GPS”를 참고 하십시오.

7

System 메뉴로 이동합니다. 미디어, 라디오, 전화, 연결, 차량 및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8

GPS에서 수신된 차량의 현재 주행 속도가 Km/h로 나타납니다.

9

다음 교차로 지점의 이동 방향 및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10

지점 9 의 그 다음 안내 방향과 9 지점으로부터 다음 안내지
점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지도 화면
8

9

10

7
6

11

5
4
3
2

18
16

12

1
17

15

14

13

1

네비 메인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2

경로 설정 시 활성화 되며, 버튼을 선택하면 경로취소, 모의주행,
경로요약 및 경로 재탐색 항목 (추천경로, 고속우선, 일반우선,
최단경로 중 택일)이 나타납니다. “경로안내 : 경로관리”를 참고
하십시오.

다음 교차로 지점의 명칭과 방면 명칭이 번갈아 표시됩니다. 방
면명칭이 없는 경우 목적지 명칭이 보여집니다. 하단 버튼을 선
택하면 경로 요약 화면이 펼쳐집니다.

12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행 거리/주행 시간이 표시 됩
니다. 경로가 안내중인 경우 남은 거리/도착예정시간, 남은 거리/
소요시간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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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가이드
13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변검색 버튼을 표시합니다. 경
로가 안내중인 경우 경로취소 버튼을 표시합니다.

14

최근목적지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5

우리집으로 경로 탐색 합니다.

16

주행 중 차선 정보가 나타납니다. “주행 차선 및 방면 정보”를 참고
하십시오.

17

현재 위치의 주소 정보가 나타납니다.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 클릭하면 목적지 정보가 나타납니다.

18

안전 운전 구간의 유형과 잔여거리를 나타냅니다. 속도 제한 구
간 및 경고 상황 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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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드

버드 뷰
시야각을 1~5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일 때 지도모드 변경 버튼을 선택하면 지도 모드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2D 회전 뷰
향하는 방향을 화면의 상단으로 설정한 화면입니다. 이동하면서 지도 방향
이 변경 됩니다.
버드 뷰, 2D 회전뷰 또는 2D 고정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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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고정 뷰
실제 북쪽을 고정한 상태의 화면입니다.

GPS
지도 화면에서 GPS를 선택합니다.

현재 GPS 상태, 차량의 속도 및 고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GPS 수신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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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PS 수신율이 낮습니다.

현재 GPS 수신 상태가 불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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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포트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네비게이션 가이드
GPS에 대한 이해

GPS를 이용한 위치 결정 방식은 실시간으로 연속 측위가 가능하고 전천
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절대 위치 결정법으로써 이전 위치와의 연관성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 지구규모 측위 시스템)는 미 국방성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누적 오차가 발행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터

이 개발하여 미 운수성과 공동 운용 관리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의한 전 세

널이나 지하차도 등 위성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빌딩 아래와

계적인 전파 측위 시스템입니다.

같이 전파방해를 받는 지역에서는 전혀 위치 계산을 못하거나 오차가 급
격히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GPS는 총 24개의 위성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위성으로부터 위치
검출에 필요한 정보들이 전파를 통해 계속 발신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위성의 배치와도 연관이 있으며 삼각측량법을 이용하는 수신

GPS 위성을 사용하여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GPS 안테나 및 GPS 수

기에는 위성들이 몰려 있게 보이거나 위성의 높이가 낮으면 편향오차가

신기가 필요합니다. GPS 수신기는 위성으로부터 위성의 위치 정보를 받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으며 그 위성과의 거리를 구하여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위치 오차 요인은 태양흑점 활동에 의한 위성신호 전파
수신기와 위성간의 거리는 위성에서 전파가 송출된 시간과 현재 수신기

방해가 있는데 이는 11년 주기로 극대기에 이르러 위성 통신망을 마비시

의 시간차로써 구할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을 수

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GPS도 포함됩니다.

있으면 현재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차량 내부의 특정 장치에 의한 전파방해
아직까지 위성 사용료는 없으며 GPS의 정확도는 많아야 수십 미터의 오

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차가 발생하고 평상 시에는 10미터 미만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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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행 차선 및 방면 정보
주행 차선 정보
5

1

2

3

4

1 버스 전용 차선을 나타냅니다.
2 포켓 차선은 별도로 구분 표시됩니다.
3 회전안내 또는 복잡교차로 지점에서 운전자가 주행해야 하는 차로가

활성화되어 나타납니다.
4 현재 차선이 앞으로 328m까지 진행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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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턴 포인트 안내 : 6 에서 안내하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네비게이션 가이드
7 톨게이트 진입 시 하이패스 차선과 제한 속도가 나타납니다.

8 , 9 복잡한 교차의 위치를 표시하고 확대된 교차로를 나타냅니다.

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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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행 구간 종류별 상세 안내
참고
다양한 안전 운행 구간, 종류별 상세 구분 표시 및 음성 안내로 안전 운행
을 유도합니다.

• 네비 메뉴>환경 설정에서 과속 카메라 음성 안내, 과속 방지턱 음

성 안내, 안전 운전 음성 안내의 항목에서 원하는 정보의 음성 안내
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환경 설정”을 참고

카메라의 종류별 상세한 구분 표시 및 안전 운행 구간까지 잔여거리가 심
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운행 구간 및 경고 상황 시에만 나타납니다.

하십시오.
• 안내 화면에 나오는 심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다 다양한 심볼은 “경로 안내 심볼”을 참고하십시오.

3

신호과속카메라 교통수집카메라 이동식카메라

1
2
1 신호 과속 카메라 및 제한 속도를 나타냅니다.
2 카메라까지 남은 거리를 나타냅니다.
3 GPS에서 수신된 차량의 현재 주행 속도가 Km/h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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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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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속 도로 모드

경로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경로 안내 중 주행로가 일반도로 또는 고속도로일 때 경로 요약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모드
다음 안내 명칭을 선택합니다.

고속도로 모드
고속도로 주행 중일 때에 경로 요약을 선택할 때마다 보기 모드가 변경됩니다.
처음 경로 요약 화면에서는 전체 경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첫 선택 시 IC/JC/
TG 정보만 나타납니다. 한번 더 선택하면 휴게소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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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확대, 축소 및 이동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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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확대, 축소
지도 화면일 때 +나 –를 선택하여 지도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 1~2 레벨 (100~50Km),
시단위 : 3~5 레벨 (25~6.4Km),
구단위 : 6~7 레벨 (3.2~1.6Km),
동단위 : 8~10 레벨 (800~200m),
주변 : 11~13 레벨(100~25m)

네비게이션 가이드

3
11

10

4
5
9

8

7

6

3

현재 화면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4

현재 위치를 목적지로 하여 경로 탐색합니다.

5

현재 위치를 즐겨찾기에 등록합니다.

6

경유지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검색 > 경유지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7

현재 위치를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8

현재 위치를 경유지로 설정합니다.

9

현재 위치를 출발지로 설정합니다.

10

지도 레벨을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11

현 위치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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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 화면
화면 상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2

문자 입력 방법
- 초성 검색 : 초성만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예 : ㅅㄱㅈㅇ).
- 완성형 검색 : 검색어를 모두 입력합니다(예 : 삼각지역).
- 혼합 검색 : 검색어를 초성과 혼합하여 입력합니다(예 : ㅅ각ㅈㅇ).
- 중간어 검색 : 검색어의 중간어만 입력합니다(예 : 각지).
이는 검색 옵션에서 중간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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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3D일 때 지도 이동 화면
화면을 좌/우로 회전시킵니다.
나머지 버튼은 2D일 때와 동일합니다.
참고 : 지도 화면을 2D, 또는 3D로 변경하려면 “지도 모드”를 참
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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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 화면
1

2

3

4

5

1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한글/숫자 또는 영문/기호로 전환됩니다.

3

통합검색 키보드에서 공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명칭변경의 문
자입력 화면에서는 공백을 지원합니다.

4

‘아파트’를 입력합니다.

5

커서를 한 칸씩 좌/우로 이동합니다.

6

입력 중인 내용을 삭제 또는 전체 삭제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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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메뉴
지도 화면일 때 메인 메뉴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비게이션 메뉴 중 통합 검색 화면이 초기에 나타납니다. 메뉴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검색 : 목적지의 상호,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적으

로 경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검색 : 업종 검색, 주변 검색 등의 상세하고 다양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즐겨찾기 : 집, 회사 등 자주 찾는 곳을 등록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최근목적지 : 예전에 검색한 목적지가 최근 순으로 나타납니다.
5 TPEG : 최신 교통정보, 뉴스, 예측 길 안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환경설정 : 지도 및 경로 탐색 또는 주행 시 안내에 대한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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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목적지의 상호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경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 방법은 “문자 입력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검색 옵션을 선택하면 결과 리스트를 이름순 또는 거리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간어를 체크하면 검색어를 포함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중간어가 체크
되어있으면 지역 또는 카테고리 설정은 비 활성화 됩니다.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 옵션 중 지역을 선택한 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면 리스트에 원하는
지역만 나타납니다. 지역설정 초성 검색은 “지역 설정 초성 검색”을 참고하
십시오.
검색 결과가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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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선택한 후 원하는 업종을 지정하면 리스트에 원하는 업종만 반영
되어 나타납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경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총 거리,
주행 시간, 교통 요금이 표시 됩니다.
추천 경로, 고속도로 우선, 일반도로 우선, 최단 경로 중 선택합니다.
우선 선택 경로의 설정은 “네비게이션 환경 설정”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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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경로의 안내가 시작 됩니다.

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지역 설정 초성 검색
예) 시/도(서울) 선택 후, 시/군/구(용산구)를 검색하고 싶을 때

[ㅅ키 선택]
리스트 중 첫 번째 글자 초성이 “ㅇ”이고,
두 번째 글자 초성이 “ㅅ”인 리스트가 검색 됩니다.
[ㅇ키 선택]
리스트 중 첫 번째 글자 초성이 “ㅇ”인 리스트가 검색이 됩니다.

검색 결과 : 그림③

검색 결과 : 그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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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도(서울) 선택 후, 시/군/구(용산구)를 검색하고 싶을 때

시/도(서울)의 시/군/구 중 초성이 “ㅇㅅㄴ”인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ㄴ키 선택]
리스트 중 첫 번째 글자 초성이 “ㅇ”이고,
두 번째 글자 초성이 “ㅅ”이고,
세 번째 글자 초성이 “ㄴ”인 리스트가 검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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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키 선택]
초성 검색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 전체키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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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색

으며 초기화를 선택하면 모든 경로가 취소됩니다.
목적지를 설정 후 경로 탐색을 선택하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추가 검색 내에 9가지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주소검색
경유지 검색
주소를 선택 및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스크롤 버튼을 선택하여 원하는 주소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지역설정 초성 검색은 “지역 설정 초성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새주소 검색을 선택하면 새로 정해진 도로명 기반의 주소를 검색할 수 있
습니다.

경유지를 최대 3개까지 추가하여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유지 추가를 누른 뒤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합니다. 최근 목적지, 통합
검색, 주소 검색, 전화번호 검색, 즐겨찾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삭제를 선택하면 해당 경로가 삭제됩니다. 목적지 설정 전까지 경로
탐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위로(
) 또는 아래로(

)를 선택하여 경유지의 위치를 바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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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를 입력한 뒤 결과 리스트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번지 입력 시 산 또는 아파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업종검색
목적지의 업종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원하는 업종을 차례
대로 선택한 뒤 리스트에서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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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의 하위 항목이 표시됩니다. 다시 상위

검색 결과 리스트를 이름순 또는 거리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

항목으로 돌아가려면, 예를 들어 교통편의를 선택한 뒤 다시 < 교

다.또한 원하는 지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설정 초성 검색은 “지

통 편의 를 선택하면 돌아갑니다.

역 설정 초성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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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검색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적지를 업종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리스트를 이름순 또는 거리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위 옵션을 통해 현위치 주변과 목적지 주변을 선택하여 검
색 할 수 있습니다.검색 범위를 해당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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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검색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번호 안내나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원하는 목적지를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직접 입력을 선택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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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도 검색

지도 검색

경위도로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도와 위도에 각각 도분

지도 상의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초를 입력한 뒤 위치 확인을 선택합니다.

용은 “지도 확대, 축소 및 이동”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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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검색

주유소 검색

빠르고 손쉽게 골프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퍼블릭 또는

주유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리순, 가격순으로 리스트를

연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옵션을 선택하여 이름순 또는

정렬할 수 있으며 휘발유, 경유 또는 LPG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리순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지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설정

검색범위를 선택된 반경범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주유소 업체

초성 검색은 “지역 설정 초성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의 종류도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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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찾기

즐겨찾기 등록

집, 회사등 자주 가는 곳을 등록해 두어 쉽게 목적지를 검색할 수

우리집을 등록하려면 ‘우리집 등록’을 참고하십시오. 즐겨찾기 추

있습니다. 네비메뉴>즐겨찾기를 선택하면 즐겨찾기 리스트가 나타

가 또는 리스트 내 비어있는 칸을 선택합니다.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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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찾기

최근 목적지 : 최근에 검색한 목적지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목적지를 선택하면 즐겨찾기 추가화면이 나옵니

통합 검색 : 통합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통합 검색’을 참고하십

다. 전화번호 및 명칭을 필요시 수정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즐겨

시오.

찾기는 최대 250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주소 검색 : 주소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소 검색’을 참고하십
시오.
전화번호 검색 : 전
 화번호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추가 검색’을
참고하십시오.
지도 찾기 : 지도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추가 검색’을 참고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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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삭제

최근 목적지

삭제하고자 하는 등록지를 선택 후 삭제를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리스트에서 전체삭제를 선택합니다.

최근 목적지를 탐색, 위치 확인 또는 즐겨찾기로 등록하거나 리스
트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비메뉴>최근 목적지를 선택하면 가장 최근의 목적지부터 리스트
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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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탐색, 위치확인, 즐겨찾기등록 또는 삭
제할 수 있습니다.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
DMB 방송을 이용한 교통정보 또는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 받아 경로 안
내 시 반영됩니다. 경로 검색 시 TPEG 수신이 가능할 경우에는 TPEG 교
통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로가, TPEG 수신이 불가할 경우에는 단말기에
내장된 DB를 기반으로 한 패턴 길안내가 시작됩니다.
TPEG 수신 가능 시 TPEG 수신 완료 시간이 나타납니다. TPEG 정

보는 정해진 시간 단위로 자동 로딩 및 업데이트 됩니다.

187

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네비메뉴에서 TPEG을 선택합니다. 또는 지도 화면일 때 TPEG버

My TPEG

튼을 선택하면 TPEG메뉴가 바로 나타납니다.

교통 정보에서 My TPEG 등록을 선택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

My TPEG : 사용자가 저장한 My TPEG 교통정보 리스트가 제공됩

습니다. 교통정보에서 My TPEG 삭제를 선택하면 My TPEG 리스

니다.
교통정보 : 각 지역별 교통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고행사 : 사고/행사에 대한 소식이 카테고리 별로 제공됩니다.
뉴스정보 : 카테고리별 뉴스정보가 제공됩니다.
예측길안내 : 출
 발지, 목적지 설정 후 도착/출발 시간의 예측 정보
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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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보

원하는 위치의 정보를 선택하면 교통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My

- 좌측 : 사용자가 검색했던 교통 정보 리스트

TPEG 등록을 선택하면 My TPEG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우측 : 서울/수도권, 부산 등의 지역 또는 고속도로, 국도의 선택

음성안내를 ON/OFF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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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가 활성화되었다면 선택하여 더 자세한 교통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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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행사
사고/행사에 대한 소식이 카테고리 별로 제공됩니다.

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기사를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하며 음성 지
원을 ON/OFF할 수 있습니다. 좌/우 화살표 선택 시 이전/이후 기

뉴스 정보
뉴스 정보가 카테고리 별로 제공됩니다.

사로 넘어갑니다.

191

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기사를 스크롤하여 확인 가능하며 음성 지

예측길안내

원을 ON/OFF할 수 있습니다. 좌/우 화살표 선택 시 이전/이후 기

도착시간 예측 또는 출발시간 예측 중 선택합니다. 출발지를 원하

사로 넘어갑니다.

는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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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도착시간을 알고 싶으면 출

예상시간을 선택하면 경로 및 시간,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시간을 선택하여 설정한 뒤 입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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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수신 불가 시 패턴 검색으로 변경됩니다.

패턴 교통 정보
TPEG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도로/특정 시간대의 통행 속도의

TPEG 수신 불가 시 - 패턴 표시

패턴을 분석한 후,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TPEG 교통 정보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받지 않

TPEG 수신 시 – TPEG 수신시간 표시

으며 네비게이션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패턴 교통 정보는 저장된 시간대 별 통행 속도 데이터 베이스에 의
해 생성되므로 사고나 행사에 따른 정체 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패턴 교통 정보는 지도를 업데이트할 때 함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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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환경 설정

주행 속도별 지도 레벨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D 오토줌

설정은 버드뷰에서만 적용되며, 설정 시 속도별 지도 자동확대 및

지도 설정

축소기능은 자동해지 됩니다.

지도를 주간, 야간 또는 자동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초기화 선택 시 모든 설
정은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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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도 줌 설정 선택 시 속도별로 지도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지도레벨은 “지도확대, 축소 및 이동”을 참고하십시오.

고속도로 주행 안내
고속도로 주행 시 화면 분할을 통해 구간별 IC, JC, TG 또는 휴게소
등의 간략정보 제공을 설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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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탐색 설정

과속카메라 음성안내

교통 정보 및 탐색 경로를 재 탐색하는 주기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으며, 경
로 검색 시 제공되는 결과의 우선 설정이 가능합니다.

각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과속카메라 음성안내 항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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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음성안내
과속방지턱 음성안내를 주간/야간, 야간 또는 해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안내 받을 도로를 전체 또는 주요도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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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음성안내
각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안전운전 음성안내 항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주소옵션 설정
주소를 구주소와 새주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검색시 설정된 주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체계가 보여지며 검색결과의 주소체계도 선택한 주소체계로 보여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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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초기화

경로 안내 : 경로 관리

기존의 환경 설정 정보 모두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네비 화면에서 경로 안내 중일 때 경로 관리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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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관리를 선택하면 경로취소, 모의주행, 경로요약 항목이 나타나

모의 주행

며 다른 방법으로 경로 재탐색이 가능합니다. 경로취소 선택 시 설
정된 경로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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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경로를 모의로 주행합니다.

경로 요약

현 구간 주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현 위치와 정체 구간을 나타냅니

경로요약 리스트와 출발지 지도가 나타납니다. 리스트에서 원하는 위치

다. (Red : 혼잡, Orange : 서행, Green : 원활, Gray : TPEG연결

를 선택하면 지도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됨or정보없음)
해당 지점까지 남은 거리 및 시간이 나타납니다.
목적지까지의 전체 거리중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으로 지점 이동이 가능합니다.
모의주행을 중단하고 현재 위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모의주행 속도를 느림, 보통, 빠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후 교차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모의주행을 재생/일시정지 합니다.
현재화면을 확대/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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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재탐색
추천경로, 고속우선, 일반우선 또는 최단경로 중 선택한 경로 외 다른 방

환경 설정에서 우선 탐색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네비게이션 환경 설정”을 참고바랍니다.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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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경로 안내 : 기타 안내

경로 이어보기
경로 안내중 시스템이 종료 되었을 경우 재시동 시 경로 이어보기 알림 팝

경로 안내 종료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주차장 탐색을 선택하여 주
변의 주차장을 바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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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나타나며 바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경로 이탈

과속 상황

경로 안내중 경로 이탈 시 경로 재탐색 음성안내가 제공되며 경로

과속 상황 시 경고 음성 안내가 제공되며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제한

를 자동으로 재탐색 합니다.

속도와 현재 차량 속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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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안전운행 구간

음성 인식

안전 운행 구간 진입 시 제한 속도, 구간까지의 잔여거리 현재 차량 속도
가 표시됩니다.

1

지정된 명령어를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하여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다음의 명령어를 삐 소리 후 말하

안전 운행 상황에 따른 안내 심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로 안내 심볼”

면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을 참고하십시오.
2

네비게이션 관련
1. 네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 : 네비게이션
2. 주소 검색 화면으로 이동 : 주소 검색
3. 현위치 주변 검색 화면으로 이동 : 주변 검색
4. 현위치 주변 카테고리 검색 : 주변 <시설 카테고리명>
5. 목적지 주변 검색 화면으로 이동 : 목적지 주변 검색
6. 목적지 주변 카테고리 검색: 목적지 주변 <시설 카테고리명>
7. 목적지 설정 화면으로 이동 : 목적지 설정
8. 최근 목적지 리스트로 이동 : 최근목적지
9. 즐겨찾기 리스트로 이동 : 즐겨찾기 검색
10. 우리집으로 경로 탐색 : 우리집
11. 회사로 경로 탐색 : 회사
12. 네비게이션 음성 안내 켜기 : 네비 안내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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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메뉴 정보
13. 네비게이션 음성 안내 끄기 : 네비 안내 끄기
14. 네비게이션 화면 축소 : 줌아웃

4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뒤 삐 소리 후 명령어를 말하면 해당 기능이 실

행됩니다.

15. 네비게이션 화면 확대 : 줌인
16. 경로 요약화면으로 이동 : 경로 요약
17. 목적지까지 거리와 남은 시간 재생: 목적지 정보 읽기
18. 현재 경로를 재 탐색 : 경로 재탐색
19. 경로관리 팝업 화면으로 이동 : 경로 설정
20. 추천 경로로 재탐색 : 추천 경로 다시 찾기
21. 최단 경로로 재탐색 : 최단 경로 다시 찾기
22. 고속도로 우선으로 재탐색: 고속도로 우선 경로 다시 찾기
23. 일반도로 우선으로 재탐색: 일반도로 우선 경로 다시 찾기
24. 전체경로 보기 화면으로 이동 : 전체경로 보기

4 과속 상황 시 경고 음성 안내가 제공되며 경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제한

속도와 현재 차량 속도가 표시됩니다.

25. 지도 모드를 2D 고정뷰 모드로 설정 : 지도고정 표시
26. 지도 모드를 2D 회전뷰 모드로 설정 : 주행방향 표시
27. 지도 모드를 3D 버드뷰 모드로 설정 : 쓰리디 맵
28. 주행별 지도 레벨 기능 켜기 : 자동 레벨 켜기
29. 주행별 지도 레벨 기능 끄기 : 자동 레벨 끄기
30. 교통 정보 화면으로 이동 : 교통 정보
31. 설정된 경로를 취소 : 경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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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기타 정보
경로 안내 심볼

경로 안내 심볼
경로 안내 중 교차로, 터널, 고속도로 진/출입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

차선 안내 심볼
경로 안내 중 차선 정보가 있는 도로 주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차선 심볼입
니다. 운전자가 주행해야 하는 차로는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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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로 심볼입니다.

네비게이션 기타 정보
안전 운전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볼입니다.
고정식카메라

과속위험
구간-시점

급커브지역

신호위반
다발구간

졸음사고
다발지점

신호과속
카메라

과속위험
구간-종점

사고다발지역

과속운행
다발구간

야생동물
출현지점

신호단속
카메라

끼어들기단속

안개지역

교통혼잡지역

제동장치
사고다발지점

꼬리물기단속카
메라

적재불량단속

유해물질지역

방향별차로
선택지점

중앙선침범
사고다발지점

교통수집
카메라

가변차로단속

과속방지턱

무단횡단
사고다발지점

통행위반
사고다발지점

이동식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급커브구간1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전용
카메라

박스형이동식

철길건널목

일방통행도로

터널

주정차단속
카메라

방범용CCTV

우측시야
불량지점

급경사구간

톨게이트

갓길감시
카메라

시야불량지점

갓길사고
다발지점

LPG 충전소

과적단속
카메라

좌측시야
불량지점

과속사고
다발지점

가스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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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서비스를 요청하실 때는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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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제품에 이상 발생시 당사의 보증서에 신차 출고일로 부터 거리 및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하여 무상 A/S를 받을 수 있습니

2. 그래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다.(5년 또는 120000km)

바랍니다.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

쌍용자동차 고객센터 : 080-500-5582

의 고장은 제외)

( 운영시간 평일 08:30 ~19:00 , 토요일 08:30 ~12:30 ,
휴일 운영하지 않습니다. )

3. 유상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AV 고객센터 : 1670-0478

-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났을 때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 , 공휴일 운영하지 않

-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기타)

습니다.)

- 사용자 임의의 내부개조로 발생되는 고장
- 별도 외부기기 및 부착물을 연결 사용하여 고장발생시.

네비게이션 고객센터 : 15201 (휴대폰), 1600-5110 (유선)

- 당사 지정 정비소외에서 수리하여 제품의 내용을 변경 및 손상시켰을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 , 공휴일 운영하지 않습

경우

니다.)
3. 직접 수리를 하시게 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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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업데이트 시작
USB를 네비게이션에 삽입
DB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USB에 최신 DB파일을 다운 받아 넣습니
다. (USB에 TmpNavi 폴더를 넣어주세요.)
그 후 USB를 네비게이션에 삽입하시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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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업데이트 버전 비교1

업데이트 버전 비교2

네비게이션에 DB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삽입했을 때,

네비게이션에 DB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삽입했을 때,

USB에 들어 있는 DB파일이 네비게이션에 들어가있는 DB파일 보다 최신

USB에 들어 있는 DB파일이 네비게이션에 들어가있는 DB파일과 동일하

버전이면 :

거나 이전 버전이면 :

-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여부를 물어보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 네비게이션 화면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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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예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진행 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bar와 함

업데이트 완료

께 진행률을 표시하며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DB업데이트가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은 네비게이션 재 시작 알림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니오 버튼을 누르면 팝업 화면이 사라집니다.
예 버튼을 누르면 네비게이션 재 시작을 합니다.
그 후 다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네비게이션을 재 시작 후 USB를
재 삽입하면 다시 업데이트 버전 비교1

아니오 버튼을 누르면 알림 화면만 사라집니다.

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 후 사용자가 네비게이션을 재 시작 할 때 까지 업데이트한 DB파일은
(네비게이션 재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최신 DB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적용되지 않습니다.

삽입해도 네비게이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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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업데이트 완료 후 재 시작
업데이트 성공 시

DB파일 오류 시
업데이트 완료 후 재 시작을 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 된다면, USB
에 들어있는 DB파일에 오류가 있어 네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완료 후 재 시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네비게이션 화면이 표시되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 성공적으로 DB파일 업데이트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때 네비게이션 재시작을 하면 업데이트전 이전DB파일로 돌아간 후 네
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면 USB에 들어 있는 DB파일에 오류가
있는 상태로, DB파일을 다시 받아 업데이트를 진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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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업데이트 실패
네비게이션에서 DB파일 업데이트 진행 중 내/외부적인 영향(DB파일 복
사 오류/USB 제거 등)으로 업데이트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
은 업데이트 실패 화면이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실패 화면이 사라집니다.
업데이트 진행 도중 USB를 제거한 경우, 다시 USB를 재 삽입하면 업데이
트 버전 비교1의 화면이 표시되며 예를 누를 경우 업데이트가 중단 된 부
분 부터 이어서 업데이트가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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