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록을 받으세요 !
제품 등록을 받으려면 당사 홈페이지 www.inavi.com으로 접속 하세요. [고객지원 - 제품등록]

(제품 보증서는 제품구매 시 발행되며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A/S신청 전에 반드시 제품 보증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설명서 뒷쪽 제품보증서나 거치대에 부착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아이나비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서 정상적인 고객지원 및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등록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구입 일자가 기재된 제품 보증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제품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기록하는 보조장치입니다.
주행환경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환경에 따라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품질향상과 안정을 위해 펌웨어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 지원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환경에 따라 녹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행영상 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은 팅크웨어(주)의 상표입니다.
팅크웨어(주) 설명서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기타 제품 및 서비스는 해당 소유권자의 등록상표입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는 팅크웨어(주)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팅크웨어(주)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수정 및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명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술상, 편집상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제품 변경은 사용자에게 통보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 향상을 위해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인쇄상태에 따라 실제의 화면색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음성을 저장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사오니, 제품사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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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징
블랙박스 녹화 중인 영상을 내비게이션
으로 실시간 확인하다. Live View!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안정성, 내장
메모리(NAND) 채용!

아이나비BLACK은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라이브 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블랙
박스를 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최적의 위치에 원하는 각도로 블랙
박스를 설치하세요.

아이나비BLACK은 안정적인 영상 저장을 위해
내장 메모리(NAND 4G)를 적용하여 신뢰도 높은
블랙박스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연동 통해 실시간으로 블랙
박스를 제어하다. Real-Time Control!
블랙박스의 메모리 관리, 화질 관리, 가속도 센서
설정 및 주차 녹화 설정 등 모든 환경 설정 및 관리
를 내비게이션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어하세요.
아이나비BLACK은 블랙박스를 분리하여 PC에 연결
하는 불편함 없이 차 안에서 편리하게 완벽한 블랙
박스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 파일을 내비게이션
에서 바로 재생하는 편리함, Smart
Play!
아이나비BLACK은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녹화된
영상을 쉽게 찾아 바로 재생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선명한 화질, 넓은 시야각으로 하이
퀄리티 영상 기록!
아이나비BLACK은 중요한 사고 현장, 주차 중 감시
화면을 모두 깨끗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주, 야간
모두 선명한 해상도(640 X 480)를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다양하고 간편하게
녹화 화질 설정!
내비게이션 단말기 연동으로 총 6종류의 녹화
화질 설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화질 설정에
따른 녹화 가능 예상 시간 및 건수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도 놓침 없이 기록한다! 상시
녹화
아이나비BLACK은 주행 중 모든 화면을 1분
단위의 영상 파일로 연속 저장하는 상시 녹화를
지원합니다.

사고 영상은 안전하게 별도 보관 한다!
이벤트(충격) 녹화

실시간으로 편하게 설정한다! 녹화 영상
종류별 메모리 관리

상시 녹화 중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3축 가속도
센서로 정확하게 감지하여 해당 시점의 녹화 영상을
이벤트(충격) 녹화 메모리 영역에 안전하게 저장
합니다. 이벤트(충격) 녹화 시 충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충격10초 전부터 충격 10초 후까지 총 20
초의 녹화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시 녹화, 이벤트(충격)
사
녹화, 수동 녹화 메모리 영역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은 직접 녹화한다!
수동 녹화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전용 PC 뷰어로 재생
하면 녹화 영상이 찍힌 위치를 지도 상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라이브뷰 메뉴 안에 위치한 수동 녹화
버튼이나 아이나비BLACK 측면에 위치한 REC 버튼
클릭 시 원하는 시점에 별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내 차를 지켜주는 전용 CCTV, 주차 녹화
아이나비BLACK은 주차 중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차량 손상 사고까지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주차
녹화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저장 공간 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함! 자동 삭제 기능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최근
주행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녹화 영역에 여분의
저장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오래 된 영상 파일
부터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자동 삭제 기능이 적용
되었습니다.

전용 PC 뷰어를 통해 녹화 영상의 위치
를 지도 위에서 확인한다!

아이나비BLACK은 스스로 점검한다!
자가진단,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아이나비BLACK은 블랙박스의 이상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경고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이오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잘 읽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주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품관련
제품의 부착 위치를 변경할
경우 카메라 각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 부착 후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시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위치에 부착한 경우
정상적인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를 방해하는 과도한
썬팅을 하지 마십시오.
썬팅 상태에 따라 영상의
화이트발란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화질 확보를 위해 녹화
전 전면 유리창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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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주행 영상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장치이므로, 터널 진출입시,
피사체의 음영 대비차, 역광이
심한 한낮, 햇빛이 전혀 없는
한밤중에는 촬영 영상의
화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인해 제품 자체가
파손되거나, 전원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는 사고 영상이
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렌즈에 이물질
(지문 등)이 묻을 경우 녹화
영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렌즈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 사용 시 적정온도는
0~45˚C입니다.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문제가
한
생길 수 있으니 적정온도를 유지
해 주십시오.

직사광선이 닿는 곳, 밀폐된
자동차 안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부품 사용 시 팅크웨어(주)
에서 판매하는 정품을 사용하
십시오.

01장 II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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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이하 또는 45˚C 이상과
같은 온도 상황에서 제품 동작 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도 보관
온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
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 음료수 등에 젖어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의 버튼에 무리한 힘을 주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당사 이외의 제품/부품 사용으로
발생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팅크웨어(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품을 화학물질, 세제 등을
사용하여 닦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천을 이용하여 가볍게
닦아주세요.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나 애완
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리셋 버튼
을 송곳 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파손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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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전원관련
USB 전원 케이블을 뽑을 때나
끼울 때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USB 전원 케이블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쪽 끝까지 정확히
꽂아 주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손상된 USB 전원 케이블은
사용하지 마세요.

USB 전원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잡아당기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않도록 하세요.

화재/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코드가 손상되어 화재/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USB 전원 케이블이나 제품을
열기구에 가까이 닿지 않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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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전원 케이블 개조하거나
케이블을 절단하지 마세요.

화재/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차량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제품손상 및
차량 손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USB 전원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
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는 케이블을 제품에서 분리
하여 주십시오.

USB 전원 케이블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사용시에는 반드시
전문 장착점에서 전문가를 통해
설치를 받으십시오.

차량배터리 방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제품
손상 및 차량 손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설치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차량 및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한
제품손상 및 차량 손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01장 II 일반정보
일반정보
01장

운행관련
운행 중 제품의 조작을 삼가해
주십시오.
차량 운행 중 조작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반드시 운전자의 시야
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하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관리 및 고객지원
당사가 제공하지 않는 장치,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호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품 및 케이블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관리
하십시오.

이로인한 제품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오동작을 일으키
거나 동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작동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알맞은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오랜 기간 부착하여 사용한
경우, 비포장 도로 등 진동이 심한
운행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제품의 위치나 카메라 각도를 자주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고객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품의 위치나 카메라 각도가 맞지
않아 정상적인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www.inavi.com I 9

구성품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품은 아이나비 쇼핑몰(http://mall.inavi.com)에서 개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기본 구성품

본체

거치대

PC용 USB 케이블 (1M)

차량용 USB 케이블
(3M)

선 정리용 클립 5개

3M 테이프 1개

렌즈 클리닝 거즈

사용자 설명서

10 I www.inavi.com

각 부의 명칭

01장 II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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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기능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면
녹화 LED (적색)

USB 단자

전원 LED (청색)
REC

전원 연결 단자

부저홀

명칭

카메라 렌즈

마이크

RESET

기능 설명

전원 LED(청색)

전원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녹화 LED(적색)

녹화 상태를 표시합니다.

마이크

마이크가 내장되어 촬영 시 소리를 녹음합니다.

거치대 연결부

거치대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거치대 장착 방법은 12쪽을 참고 하십시오.)

전원 연결 단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카메라 렌즈

차량 전방을 촬영합니다.

부저홀

본체의 작동(전원 켜짐, 녹화 시작등) 상태를 부저음으로 알려줍니다.

REC

짧게 누를 경우 : 수동녹화 실행 / 길게 누를 경우 : 주차녹화 전환

RESET

사용중 동작이 멈추고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눌러 재시동 합니다.

USB 단자

본체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PC와 연결하여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고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www.inavi.com I 11

거치대 장착방법

1

본체의 거치대 연결부와 거치대를 홈에 맞추어
잘 결합합니다.
본체 거치대 연결부 넓은 홈 에 맞추어 거치대를
끼워 넣은 후, 좁은 홈
쪽으로 밀어서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USB케이블의 효과적인 선정리를 위하여,
반드시 본체의 USB단자와 거치대의 USB케이블
고리가 같은 방향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2
3
4

USB단자가 있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차량용 USB케이블로 연결합니다.
라이브뷰 실행을 통해 블랙박스 촬영이 용이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거치대의 양면 테이프 필름을 제거한 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촬영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적절한 영상 확보를 위해 전방 유리면 상단에 룸밀러
뒤쪽으로 장착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버튼 조작이
용이한 장착 위치를 선택한 후, 차량 유리면에 이물질
이 없도록 닦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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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대 장착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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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거치대
연결부에 양쪽 버튼을 눌러 적당한 각도로
조절합니다.
라이브뷰 화면을 통해 촬영 각도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보호 필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녹화
영상의 화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필름 제거 시
렌즈에 지문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선정리용 클립으로 차량용 USB케이블을
정리합니다.

Notice
 최적의 화질 확보를 위해 녹화 전 전면 유리창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블랙박스 렌즈에 이물질(지문 등)이 묻을 경우 녹화 영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렌즈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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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I 기본정보
기본 동작

16

전원 연결

16

주행 중 녹화

16

주차 중 녹화

17

수동 녹화

18

녹화 종료

18

기본 동작

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당사에서 제공한 정품 차량용 USB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원 연결
 제품을 설치한 후 차량의 전원을 ON으로
하거나 시동을 켜면, 부저음과 함께 전원
LED에 청색불이 들어옵니다.
차량용 USB 케이블

주행 중 녹화
 상시 녹화 : 제품의 녹화 LED에 적색불이
들어오고, 주행 중 모든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합니다.
 이벤트 녹화 : 충격 감지 시, 이벤트로 인식
하여 자동 녹화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감도 이상의 충격 발생시, 충격시점을 기준
으로 이전 10초/이후 10초 총 20초의 영상
을 녹화하여 이벤트 영역에 저장합니다.
이때, 충격시점에 부저음이 울리고 충격
감지 녹화가 완료되는 10초후에 다시
부저음이 울려 이벤트 영역에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알려줍니다.
16 I www.inavi.com

기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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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녹화
 주차 녹화 : 제품의 녹화 LED에 적색불이
들어오고, 주차 중 모든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합니다.
 이벤트 녹화 :
 충격감지 녹화 : 주차 중 충격 감지 시,
이벤트로 인식하여 이벤트 폴더에 저장
합니다.
 움직임감지 녹화 : 주차 중 설정된
영역에서 움직임 포착 시,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용자가 설정한 감도 이상의 충격 발생시,
사
충격시점 이전 10초/이후 10초 총 20초의
영상을 녹화하여 이벤트 영역에 저장합니다.
이때, 충격시점에 부저음이 울리고
충격감지 녹화가 완료되는 10초후에 다시
부저음이 울려 이벤트 영역에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주차녹화 이용시 반드시 상시 전원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여야하며,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상시 전원선을 따로 연결해 주어야 하므로 장착점에서 전문가에게 설치를 받으십시오.

Notice
 터리 방전 방지 시스템
배
차량용 배터리에 상시 전원선을 연결하여 주차녹화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배터리 전압이 일정 전압 이하로 내려가면 블랙박스의 녹화를 중단하여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녹화가 중단되는 배터리 전압 설정은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라이브뷰 또는 전용 PC 뷰어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7쪽 참고)
www.inavi.com I 17

기본 동작
수동 녹화
사고 영상보다는 저장하고 싶은 풍경, 장소를 녹화하거나 상시녹화를 이벤트 녹화로 바꾸어 영상의 삭제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녹화중 사고 순간이 아니더라도
제품 측면에 REC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른 시점 이전 10초/이후 10초 총 20초
의 영상을 녹화하여 이벤트 영역에
저장합니다.
이때, 버튼을 누른 시점에 부저음이
울리고 10초후에 다시 부저음이 울려
이벤트 영역에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
을 알려줍니다.
Notice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의 블랙박스 라이브 뷰
메뉴에서도 수동녹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화 종료
전원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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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전원을 OFF로 하거나 시동을
끄면, 또는 내비게이션의 전원을 끄면
부저음과 함께 영상 녹화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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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
Buzzer(알림 / 상태정보)
녹화(상시) 시작

삐~~

이벤트 녹화 시작

(짧게) 삐삐(2회)

녹화(상시) 중지

(짧게) 삐삐빅

주차녹화 시작

삐~~삐~~삐~~ (길게 3회)

녹화(상시) 재시작

삐~~

주차녹화 정지

(짧게) 삐삐빅~~

수동 녹화 시작

삐비빅~

PC 뷰어 연결시

삐~삐비빅 삐비빅

수동 녹화 중지

(짧게) 삐삐빅

이벤트 저장 부족시

(짧게) 삐비비비빕(5회) / 2회 반복

Notice
 아이나비 블랙박스는 4GB의 녹화 영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해상도 640 X 480, 30프레임을 기준으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상시녹화 기준)
 상시영역의 저장공간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영상의
저장을 위해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 삭제되고,
신규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이벤트 영역의 영상은
남아있게 됩니다.

 이벤트 영역의 영상만 남은 상태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오래된 이벤트 영상부터 자동 삭제 되므로,
중요한 영상은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SD카드나
PC의 하드디스크, 그 밖의 저장장치에 백업하여 저장
하여 주십시오.
 저장공간이 부족할 경우, 사고 시 안전한 영상 확보를
위해 USB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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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I 메뉴정보
2. PC 뷰어

1. 단말기 블랙박스 메뉴
블랙박스 라이브 뷰
실행하기
23
화면구성
24
블랙박스 환경설정
25
녹화설정
26
정보표시 설정
27
영상화면조정
28
주차녹화 설정 - 기본설정
29
주차녹화 설정 - 감도설정
30
주차녹화 설정 - 배터리 전압 설정 31
가속도 센서 감도 설정
32
자가진단
33
메모리 관리
34
설정값 초기화
36
제품정보
36

블랙박스 동영상 플레이어
실행하기
기본 동작하기
화면구성

37
37
38

PC 뷰어

40

프로그램 설치하기
USB 드라이버 설치하기
화면구성
실행하기
파일 다운로드
전체삭제 / 파일열기
블랙박스 정보
블랙박스 환경설정
블랙박스 환경설정 - 고급설정
주차녹화 환경설정
가속도게이지
인쇄
캡쳐
펌웨어 업데이트
A/S 접수 및 자가진단

40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2
53
54

 지원되는 단말기는 아이나비 홈페이지(www.inavi.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비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최신버전으로 펌웨어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맵매칭 기능이 있어, 촬영 영상의 GPS의 오차범위 줄이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녹화 시 아이나비를 실행하시면 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단말기 블랙박스 메뉴

 이브 뷰에서 보여지는 차량 및 도로 환경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라
라이브 뷰 용도는 반드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의 촬영방향 및 설치 각도 확인
- 블랙박스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확인
- 블랙박스의 환경설정(본넷가이드)의 셋팅

블랙박스 라이브 뷰

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USB단자에 블랙박스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기
1 초기화면에서 I-BOX 아이콘을
누릅니다.

2 I-BOX 목록에서 블랙박스 라이브

뷰를 선택합니다.
3 하단의 실행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오른쪽 화면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3단계 화면모드로 전환되며, 왼쪽 화면을 누르면 역순으로
전환됩니다. (PIP모드 > NIP모드 > 블랙박스 메인모드)
PIP모드

NIP모드

블랙박스 메인모드

Notice
 라이브 뷰외 다른 프로그램과의 멀티테스킹은 QUICK MENU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만 가능합니다.
 라이브 뷰에서 보여지는 화면은 실제 상황보다 다소 느리게 표현되며, 단말기의 성능 및 사용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단, 블랙박스에는 30프레임으로 녹화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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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의 기종에 따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호환 정보는 아이나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구성
날짜/시간

가속도 정보

블랙박스 연결 상태 인디케이터
종료

촬영 화면

녹화 인디케이터

가속도 센서
인디케이터

수동녹화
사진촬영
본넷가이드 설정

가속도
센서 상태

아이나비 실행
주차녹화
QUICK MENU 실행

화면 그리드 (카메라의 촬영 구도를 잡아주는 안내선) 본넷 가이드
명칭

차량속도

블랙박스 환경설정

기능 설명

녹화 인디케이터 상시 : 상시 녹화중 / 이벤트 : 이벤트 녹화중 / 수동 : 수동 녹화중
수동녹화

버튼을 누른 시점 이전 10초/이후 10초 총 20초의 영상을 녹화하여 수동 영역에 저장합니다.

사진촬영

현재 촬영되는 화면을 캡쳐하여 SD카드에 저장합니다. (SD > IBOX > BBLive > Capture)

본넷 가이드

차량 본넷의 경계선 위치를 잡아주어 카메라 앵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본넷가이드 설정 사용자 시선에 맞추어 차량 본넷의 경계선을 조절합니다.
주차녹화

주차녹화 모드로 전환합니다.

가속도 정보

차량이 받고있는 중력가속도를 인식하는 센서 정보로, 3축이 받는 중력가속도 값을
이용해 차량의 좌/우/회전/진동/충격 등의 정보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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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블랙박스의 환경을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인화면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환경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블랙박스 환경설정
녹화설정 : 블랙박스 촬영시 녹화
환경을 설정합니다.
 보표시 설정 : 블랙박스 라이브
정
뷰에서 보여지는 정보 표시를 설정
합니다.
영상화면조정 : 블랙박스 촬영시
화면값을 조정합니다.
주차녹화설정 : 주차녹화 촬영시
녹화 환경을 설정합니다.
가속도센서 감도설정 : 블랙박스
촬영시 이벤트로 저장되는 감도를
설정합니다.
 가진단 : 블랙박스의 상태를 분석
자
하여 진단합니다.
메모리 관리 : 사용자의 주행 환경
조건에 맞게 블랙박스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설정값 초기화 : 구입 시 상태로
초기화 합니다.
제품정보 : 도움말과 버전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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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설정

화질설정 : 화질설정에 따른 녹화가능 예상시간 및 이벤트/수동 녹화 건수를 표시합니다. (35쪽 참고)
자동노출 : 촬영 밝기에 따라 노출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입니다.
Notice
 자동노출 사용 시, 화질저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리녹음 : 영상 녹화시 소리녹음 사용을 설정합니다.
자동삭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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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녹화 -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신규 이벤트 녹화를 진행하지 못할 시,
오래된 이벤트 녹화 건부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수동 녹화 -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신규 수동 녹화를 진행하지 못할 시, 오래된
수동 녹화 건부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블랙박스 라이브 뷰

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블랙박스 라이브 뷰에서 보여지는 정보표시를 설정합니다.

정보표시 설정

날짜/시간 (기본설정) : 날짜/시간을 표시합니다. (설정불가)
가속도 정보 (기본설정) : 3축 센서에서 연산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설정불가)
차량 속도 : 차량의 속도 정보를 표시합니다. (단,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연결 시에만 작동됩니다.)
가속도 인디케이터 : 현 가속도 상태를 표시합니다.
본넷 가이드 : 차량 본넷 기준선을 표시한 것으로, 블랙박스의 위치 변경 및 틀어짐 등을 확인합니다.
화면 그리드 : 카메라의 촬영 구도를 잡아주는 안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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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화면조정

밝 기 : 영상 화면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3 ~ +3)
대 비 : 영상 화면의 대비를 조정합니다. (-3 ~ +3)
선명도 : 영상 화면의 선명도를 조정합니다. (-3 ~ +3)
Notice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에서 설정된 영상화면 조정값은 실제 저장되는 영상 화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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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주차녹화 설정 - 기본설정

주차녹화 이용시 반드시 상시 전원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여야하며,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상시 전원선을 따로 연결
해 주어야 하므로 장착점에서 전문가
에게 설치를 받으십시오.

 녹화 화질 :
주차녹화 시 녹화되는 화질을 설정합니다.
메모리 파티션 설정에 따라 녹화시간, 이벤트 저장건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녹화 가능시간은
환경설정 > 메모리 관리를 참고하십시오.
Notice
주차녹화 유지시간이 초과되면 촬영된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고, 새롭게 촬영된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주차 녹화중 이벤트 감지 방법 :
충격 감지 - 외부 충격 발생시 이벤트로 인식하여,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움직임 감지 - 차량 전방에 외부 움직임 감지시 이벤트로 인식하여,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고급설정에서 움직임 감도 및 감지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ww.inavi.com I 29

블랙박스 라이브 뷰
주차녹화 설정 - 감도설정

움직임 감지 영역 설정 화면

 충격 감도 :
주차녹화 사용시 이벤트 폴더에 저장될
충격 감도를 조절합니다.
 움직임 감도 :
주차녹화 사용시 이벤트 폴더에 저장될
차량 전방에 움직임 감도를 조절합니다.
(둔감 ( ) ↔ ( ) 민감)
 움직임 감지 영역 설정 :
움직임 감지로 이벤트 저장 설정 시 화면 상에 움직임 감지 영역을 설정합니다.
Notice
 설정된 영역에서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에만 이벤트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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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주차녹화 설정 - 배터리 전압 설정

 배터리 전압 설정 : 차량의 상시 전원을 이용하여 주차녹화를 할 경우 차량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
하는 기능이며, 설정된 전압 이하로 차량 전압이 떨어지면 주차녹화가 종료 됩니다.
차량전압 12V : 변경 범위 11.2V~14V (0.1V 단위 변경)
차량전압 24V : 변경 범위 22.4V~28V (0.1V 단위 변경)
차량의 현재 배터리 전압 : 시거잭을 연결할 경우 현재 차량의 배터리 전압을 표시해 줍니다.

Notice
 설정 전압과 실제 전압 사이에 -0.2v ~ +0.6v범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전원케이블을 연결 한 후,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USB로 연결하면 차량의 전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 녹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현재 배터리 전압 정보는 상시전원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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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센서 감도 설정

이벤트 녹화 민감도 설정
둔감 : 강한 충격만 이벤트로 인지하여,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보통 : 일반적인 충격부터 이벤트로 인지하여,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민감 : 작은 충격부터 이벤트로로 인지하여,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사용자 설정 : 이벤트 녹화 민감도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합니다. (둔감 ( ) ↔ ( ) 민감)
Notice
 상기 설정값은 당사 추정치이며 차량의 종류 및 연식에 따라 그 값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차종에 따른 적절한
설정을 권장합니다.
 민감으로 설정할수록 외부 충격에 쉽게 반응하여 이벤트 파일을 많이 생성하게 되므로, 저장공간을 자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충격 감도를 너무 민감하게 설정할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소나기나 우박, 철도 근처, 공사장 근처에서 이벤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기의 오류가 아니며, 환경과 차량 사이에서 오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차량과 환경에 따라 적절한 민감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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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자가진단

 블랙박스에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기능으로 단말기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단의
블랙박스 단말기 자가진단 시작 버튼을 눌러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상담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블랙박스 자가진단 진행 중 팝업

블랙박스 자가진단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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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관리

파티션 포맷 : 포맷을 원하는 영역을 선택한 후, 포맷시작 버튼을 누르면 포맷이 진행됩니다.
전체 : 블랙박스 메모리 전체 영역을 포맷합니다.
상시 : 블랙박스 메모리 내 상시 녹화 영역을 포맷합니다.
이벤트 : 블랙박스 메모리 내 이벤트 녹화 영역을 포맷합니다.
수동 : 블랙박스 메모리 내 수동 녹화 영역을 포맷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파티션 설정 : 사용자의 사용 빈도에 맞게 메모리 파티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A (권장) : 상시 녹화 중심의 파티션 설정을 합니다.
B : 이벤트 녹화의 비중을 높인 파티션 설정을 합니다.
C : 수동녹화의 비중을 높인 파티션 설정을 합니다.
Notice
 블랙박스 메모리 파티션 설정시 메모리 전체 포맷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자료는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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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메모리 파티션 설정별 녹화 가능 시간입니다.

메모리 관리
A(권장)

녹화방식

일반녹화

주차녹화

B

녹화방식

일반녹화

주차녹화

C

녹화방식

일반녹화

Notice
 설정에 따른 녹화가능 시간은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녹화

상시녹화시간

자동이벤트 건수

수동이벤트 건수

약 191분

약 28건

약 28건

약 214분

약 33건

약 33건

약 260분

약 40건

약 40건
약 50건

약 331분

약 50건

약 455분

약 66건

약 66건

약 729분

약 100건

약 100건

약 729분(12시간 9분)

약 100건

약 100건

약 1215분(20시간 15분)

약 200건

약 200건

상시녹화시간

자동이벤트 건수

수동이벤트 건수

약 181분

약 57건

약 28건

약 202분

약 66건

약 33건

약 246분

약 80건

약 40건
약 50건

약 313분

약 100건

약 430분

약 133건

약 66건

약 689분

약 200건

약 100건

약 689분(11시간 29분)

약 200건

약 100건

약 1148분(19시간 8분)

약 400건

약 200건

상시녹화시간

자동이벤트 건수

수동이벤트 건수

약 181분

약 42건

약 42건

약 202분

약 50건

약 50건

약 246분

약 60건

약 60건

약 313분

약 75건

약 75건

약 430분

약 100건

약 100건

약 689분

약 150건

약 150건

약 689분(11시간 29분)

약 150건

약 150건

약 1148분(19시간 8분)

약 300건

약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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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라이브 뷰
설정값 초기화
 초기화를 실행하면 블랙박스의
환경설정이 제품출고시의 상태가
됩니다.
 저장된 영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품정보
제품 사용에 관한 도움말 및 소프트웨어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도움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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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버전 정보

03장 II 메뉴정보
메뉴정보
03장

블랙박스 동영상 플레이어
실행하기

1 초기화면에서 I-BOX 아이콘을
누릅니다.

2 I-BOX 목록에서 블랙박스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하단의 실행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기본 동작하기
재생 중 [ / ] 아이콘을 누르면
일시정지/재생합니다.
 생 중 진행 상태바를 좌·우 터치하여
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플레이어 모드를 종료하려면
[ ] 아이콘을 누릅니다.

Notice
 저용량 SD 메모리카드를 사용 할 경우 블랙박스 동영상 플레이어의 일부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권장 SD메모리 카드 여유공간 : 50MB 이상)
 블랙박스 플레이어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의 기종에 따라, 동영상 플레이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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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동영상 플레이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USB단자에 블랙박스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구성
파일선택

재생목록 탭
(상시/자동/수동/백업)
종료

재생화면

이전 목록 이동

재생 중 화면을 누르면
화면이 전환됩니다.
(표준화면 ▶
전체화면 ▶ 꽉찬화면)

다음 목록 이동
진행 상태바
파일정보

현재 재생시간 /
총 재생시간
QUICK MENU 실행

제품정보

재생/일시정지
뒤로 2배속 (길게)
5초단위 이전 프레임 이동 (짧게)

백업

앞으로 2배속 (길게)
5초단위 다음 프레임 이동 (짧게)

삭제
(SD카드에 백업받은 파일만 삭제합니다.)

동영상 플레이어 재생 시 블랙박스 녹화는 일시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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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 조절 /
음소거 설정(
해제( )

선택한 재생파일을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SD메모리카드에 백업합니다.
저장위치 : SD IBOX BBPlayer Backup

)/

2. PC 뷰어

PC 뷰어
프로그램 설치하기
블랙박스에서 기록된 영상을 PC 뷰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장된 동영상을 PC에서 재생하기 위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1 www.inavi.com > 고객만족센터 > 업그레이드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윈도우 탐색기에서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 합니다.

3 설치 버튼을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 설치 진행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눌러 설치창을
종료합니다.

4 바탕화면에 아이나비 BLACK PC Viewer 바로가기
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ice
 PC 뷰어 설치 권장사양 정보
컴퓨터 OS : XP(32bit) / 비스타(32bit) / 원도우7(32bit)
컴퓨터H/W : Pentium4 이상 / 1G RAM 이상
(최소) 1GB의 여유공간이 있는 하드 드라이브
(권장) 4GB의 여유공간이 있는 하드 드라이브
웹 브라우저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6.0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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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USB 드라이버 설치하기
블랙박스와 PC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PC에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여야 호환이 가능합니다.

1 www.inavi.com > 고객만족센터 > 업그레이드에서
설치 파일(USB install)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윈도우 탐색기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해제
합니다.

3 압축해제 된 폴더에 setupUSB.bat 파일을 실행
시켜 USB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설치 진행이 완료되면 마침 버튼을 눌러 설치창을

종료합니다.
- 내컴퓨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 하드웨어
장치관리자에서 LibUSB-Win32 Devices 항목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Notice
 Window7 O/S가 설치된 PC에 블랙박스를 USB 케이블로
연결시 USB Driver 설치에 대한 알림 팝업창이 미출력될 시,
내컴퓨터 > 속성 > 장치관리자에서 수동으로 블랙박스 USB Driver
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Window7 O/S가 설치된 PC에서 제어판 > 모양 및 개인설정 >
디스플레이 >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을 [작게(S) 100%(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중간(M) - 125%]
또는 [크게(L) - 150%]로 설정할 경우 화면이 resizing되어 PC
Viewer 화면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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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화면구성
환경설정
정보보기

A/S 접수 및
화면캡쳐 자가진단
펌웨어
프린트
업데이트
숨기기/종료

가속도 센서
그래프 보기

주차녹화

파일다운
전체삭제
파일열기

재생 화면

재생목록

파일정보

재생 속도 조절

재생 진행률 표시

속도표시

지도보기
촬영 지점 및 위치등을 즉시
확인가능(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시에만 보여짐)

현재 재생시간/ 재생 소리 조절
총 재생시간
GPS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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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화면구성

이전 파일 재생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기준으로 이전
파일 재생
재생 / 일시정지
파일 재생 / 파일 재생 일시정지
정지 파일재생정지
다음 파일 재생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기준으로 다음
파일재생
1초 앞으로 파일 재생 중 1초씩 앞으로 탐색
1초 뒤로 파일 재생 중 1초씩 뒤로 탐색
1프레임 앞으로 파일 재생 중 1프레임 씩
앞으로 탐색
재생 속도 조절 (스크롤 바 컨트롤)
재생 '-4 ~ +4' 단계까지 속도 조절
재생 소리 조절 (스크롤 바 컨트롤)
재생 '0 ~ +10' 단계까지 소리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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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실행하기

1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블랙박스와
컴퓨터의 USB 단자를 연결합니다.

2 바탕화면에 아이나비 BLACK PC

Viewer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
을 실행합니다.

3 PC 뷰어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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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동작하기
 일다운 :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화영상을
파
PC에 저장합니다.
 일열기 : PC에 저장된 녹화 영상을 재생
파
목록에 불러옵니다.
파일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녹화 영상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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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

PC 뷰어
파일 다운로드

 파일다운 : 블랙박스 메모리에 저장
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옵니다.

2

1

 파일목록 가져오기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파일 리스트를
불러옵니다.

2

 파일 선택
불러온 리스트에서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선택파일 다운로드
선택된 영상파일을 PC에 다운로드
합니다.
 른포맷 : 메모리 영역 별로
빠
빠른 포맷을 실행합니다. 빠른
포맷을 수행하고자 하는 영역
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1

3

Notice
 빠른 포맷 후에는 해당 영역의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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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전체삭제 / 파일열기
 파일열기 : 각 파일의 속성탭에서
파일이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 경로설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후
리스트가 자동으로 리스트 업 됩니다.
 전체삭제 : 파일 목록 안에 있는 전체
파일을 삭제합니다.

1

1

2

2

3

 디렉토리 선택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위치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
PC뷰어에서 재생할 파일을 선택
합니다.
 파일 추가
PC뷰어 재생목록에 추가합니다.

3

Notice
 Drag & Drop 파일열기 :
파일이 위치해 있는 폴더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 후, 마우스 드레그하여 재생 목록
창에 끌어다 놓으면 자동리스트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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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블랙박스 정보

정보 : 블랙박스 저장 메모리 및

H/W 정보를 알려줍니다.

Notice
 블랙 박스 [영상 녹화 정지 상태]일 경우에
블랙박스 정보 보기가 가능합니다.
1

1

2
2

 저장 메모리 정보
녹화 화질 별 사용가능 시간 표시 :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파티션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어진 값입니다.
 H/W 정보
각 센서/장치의 탈부착 유무 및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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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블랙박스 환경설정
 설정 : 블랙박스 사용 환경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설정
- 영상 화질 : 최저 ~ 최고(6단계) 선택
- 카메라 위치 : 유리 / 데쉬보드 선택
(화면반전)
- 영상녹화 시 오디오 입력 :
사용함 / 사용안함 선택
- 부저음 볼륨 : 0~100(11단계) 선택
- 이벤트 파일 덮어쓰기 허용 여부 :
이벤트 영역 / 수동 영역 선택
- 자동노출 사용여부 선택 : 촬영 밝기에
따라 노출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영상 녹화를 지원합니다.

2

 가속도 센서 감도 설정
- 가속도 민감도 설정 : 민감 / 보통 /
둔감 혹은 사용자 지정 값 (1step ~
10step)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시간 설정
PC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텍스트 박스
안에 표시합니다.

1

2

3

Notice
 환경설정에 대한 자세한 이용방법은 [단말기 블랙박스 메뉴]의
블랙박스 옵션 메뉴를 참고하십시오. (23~3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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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블랙박스 환경설정 - 고급설정


: 블랙박스 사용 환경에
대한 다양한 고급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밝기 조절 : 카메라 센서 밝기값 선택
(-3 ~ +3) 7단계

2

 대비 조절 : 카메라 센서 대비값 선택
(-3 ~ +3) 7단계

3

 선명도 조절 : 카메라 센서 선명도값
선택 (-3 ~ +3) 7단계

4

 파티션 설정 : 전체 메모리 영역 (4GB)
중 이벤트파일 저장영역의 파티션을
설정합니다.
- A type(권장) (상시 녹화 중심)
- B type (이벤트 녹화 중심)
- C type (수동 녹화 중심)

1
2
3

4


-

청색 : 상시 파일 영역
적색 : 이벤트 파일 영역
녹색 : 수동 파일 영역

Notice
 블랙박스 메모리 파티션 설정은 전체 메모리 포맷 시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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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주차녹화 환경설정
 주차녹화 : 주차녹화 시 환경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1

 녹화 화질
고화질 / 저화질 선택

2

 이벤트 감지 방법
충격감지 / 움직임감지 선택
(중복 선택 가능)

3

 감도 설정
- 충격감도 : 10단계
- 움직임감도 : 10단계
- 움직임 감지 영역 설정 :
화면을 총 4×4로 분할한 영역 중
움직임 감지를 수행할 영역을 체크
합니다.

4

 배터리 전압 설정
상시 전원 지속사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전압 이하로 차량 전압이 떨어지면
주차녹화가 종료됩니다
(사용자의 차종에 맞게 적절한
전압을 설정하십시오.)

2

3

4

Notice
 환경설정에 대한 자세한 이용방법은 [단말기 블랙박스 메뉴]의
블랙박스 옵션 메뉴를 참고하십시오. (23~3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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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가속도게이지

 가속도게이지 : 재생되는 영상의
가속도 게이지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1

2

3

1

 속도표시
내비게이션과 연결하여 GPS정보를
받았을 경우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의
GPS 차량 속도 정보를 표시합니다.

2

 GPS정보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의 방위 정보를
표시합니다.

3

 지도보기
현재 재생 중인 파일에서 차량 위치를
맵토피아와 연동하여 지도로 해당
지점을 표시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시에만 보여집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 녹화 시 아이나비를 꼭 실행
하십시오. (GPS 정보 상태에 따라
차량의 위치 정보에 오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Notice
 가속도 및 GPS 센서 정보는 파일 재생 중일
때와 각 센서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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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인쇄
 인쇄 : PC 뷰어 전체 화면이 프린트
됩니다.

캡쳐
 캡쳐 : 현재 재생 중인 영상에서
캡쳐 버튼이 눌린 시점의 영상을 캡쳐
하여 jpg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 경로는 Viewer가 실행되는 동일한
경로에 /VideoCapture 폴더가 자동
생성되어 해당 폴더 안에 이미지 파일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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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뷰어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 현재 펌웨어 버전의 확인
및 PC의 바탕화면에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업데이트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1

2

1

 버전 정보
- 뷰어 버전 : PC 뷰어 버전을 확인
합니다.
- 펨웨어 버전 : 현재 사용 중인 블랙
박스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2

 펌웨어 업데이트
- 파일선택 : 업데이트 할 펌웨어
바이너리 파일 ('*.bin')경로를 지정
합니다.
- 업데이트 시작 : 펌웨어 버전 비교
후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Notice
 펌웨어 파일은 아이나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드 하십시오. (사이트 주소  www.inavi.com >
고객만족센터 > 업그레이드)

www.inavi.com I 53

PC 뷰어
A/S 접수 및 자가진단
A/S : A/S를 위하여 블랙박스

상태를 자가진단 합니다.

1

1

 사용자 명 : 사용자 명을 기재합니다.

2

 제품 명 : HW 점검 후 자동 입력됩니다.

3

 제품 바코드 : HW 점검 후 자동 입력
됩니다.

4

 제품 증상 : 제품 증상을 기재합니다.

5

 블랙박스 상태 점검
- 점검 시작 : H/W 상태 및 환경설정
변수 값을 점검합니다.
- 파일 저장 : 사용자가 기재한 사항과
블랙박스가 점검한 사항에 대하여
DebugReport.txt 로 저장합니다.

6

 www.inavi.com > 고객만족센터 >
온라인제품상담 > Q&A에 접속하여
저장된 DebugReport.txt 파일의
내용을 온라인상담게시판에 등록한 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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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록

57

A/S를 신청 하시기 전에...

57

제품에 관한 문의 및 A/S 상담

58

제품보증서

59

제품 규격

제품 성능 기능 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 목

규 격

비 고

모델명

아이나비 BLACK

크기/무게/색상

65.7 x 40 x 40mm / 40g / Tailored Silver (테일러드 실버)

용량

4G(내장 NAND 메모리)

녹화방식

상시 녹화

지원

1분 단위로 녹화

이벤트 녹화

지원

수동 녹화

지원

이벤트 전/후 각 10초 녹화
(합 20초)

주차녹화

지원

일반녹화화질

총 6단계 모드로 설정 가능

주차녹화화질

총 2단계 모드로  설정 가능 (고급/보통)

카메라

30만 화소

화각

약 121도(대각기준)

비디오

VGA(640X480/MPEG4 )

오디오

MP3

가속도 센서

3축 가속도 센서(3D, ±2,4,8G)

GPS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연결해서 사용

입력 전원

USB or DC 12/24V 지원

소비전류

약 1.5W 이하

동작온도/보관온도

0~45℃ / -10~60℃  

인터페이스

USB 1.1/2.0 Mini B type / DC Jack 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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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전원 공급을 위한 별도의
장치 혹은 설치가 필요
파티션 구성에 따라 녹화 시간
다름 (하기 상세 설명 참조)

동시 입력 시 DC 12V 우선

고객센터

04장 II 기타정보
기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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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등록
www.inavi.com > 고객만족센터 > 제품등록
사이트로 접속하여 제품등록을 하여 주십시오.
 구입하신 제품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등록해
주셔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 매뉴얼,
패치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는...
사용자 설명서 후면과 거치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 분실은 제품분실과 동일합니다.
분실 하실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업그레이드 등의 아이나비 회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A/S를 신청 하시기 전에...
저장 기능이 있는 제품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백업
(별도저장) 해두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부 저장장치(부품)의
데이터를 지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A/S를 위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신청에 앞서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백업하셔야 합니다.
아이나비 고객센터에 접수된 모든 A/S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백업을 받은 제품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백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지워졌을 경우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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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저희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및 A/S 상담
제품 사용 시 이상이 생겼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A/S 센터 방문 전 아래의 연락처로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7-4242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더욱 신속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금관 가동 311, 312호 (3층)
강북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전자랜드 신관 광장층 A-2호
강동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번지 테크노마트 판매동 5층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87-1번지 풍암빌딩 2층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53-1번지 2층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0-11번지 두원빌딩 2층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86-4번지 수정빌딩 2층
수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 앰파이어 F동 245호
인천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 소풍 5층 404호
근무시간 및 휴무일 안내 (※일부 센터의 경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평일 : 09 : 00 ~ 18 : 00

토요일 : 09 : 00 ~ 13 : 00

휴무일 :공휴일 및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A/S 접수 방법
방문접수, 택배접수
58 I www.inavi.com

⸬㷨G㢨㞬㢌G㨰ⷴẠ㉥䖼GⵃG㋀⯜㉥⺴䖼G☥㡴Gⷸ⓸㢌G⸨㫑ὤᴸ㢨G㤵㟝╝⏼␘U

⸬㷨G㢨㞬㢌G㨰ⷴẠ㉥䖼GⵃG㋀⯜㉥⺴䖼G☥㡴Gⷸ⓸㢌G⸨㫑ὤᴸ㢨G㤵㟝╝⏼␘U

MEMO

MEMO

MEMO

MEMO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