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2채널 블랙박스

사용 설명서
이 제품은 차량의 주행 영상을 기록하는 보조 장치입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하려면 사용 설명서에 수록된 내용을 읽고 숙지하세요.

ADAS

Ready*

Drive X

Ready**

Format Free 2.0

* 첨단 안전 운행 기능(ADAS)을 사용하려면 ADAS 패키지(옵션)나 OBD2 케이블(옵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 차량 진단 및 관리 기능(DriveX)을 사용하려면 OBD2 케이블(옵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제품에 대하여
이 제품은 차량의 주행 영상을 기록하는 보조 장치입니다. 이 제품을 사고 정황 및 주행 영상 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이 제품이 모든 사고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충격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충격이나 배터리 전압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강한 충격을 동반하는 사고 영상은 올바르게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 부팅되는 중에는 녹화 영상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녹화 영상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제품의 전원을 켠 후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운행을 시작하세요.
팅크웨어㈜는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량 제조사나 차종, 그리고 차량의 사용환경(무선 시동 경보기, 순정 내비게이션, ECU, TPMS, 틴팅 농도, 전조등 종류
및 조사각 등)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펌웨어 버전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제조사의 서비스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술적 오류 및 편집상 오류, 또는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이 사용 설명서의 모든 내용과 소프트웨어 및 지도에 대한 모든 권리는 팅크웨어㈜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사용 설명서, 소프트웨어, 또는 지도를 팅크웨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수정 및 제작,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 상표
,

로고는 팅크웨어㈜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설명서에 사용된 기타 제품 및 서비스는 해당 소유권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KC 인증 정보
A급 기기(업무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인증 받은 자의 상호: 팅크웨어㈜
• 기기 명칭(모델명):
• 제조자/제조국가: 팅크웨어㈜/대한민국
• 인증번호: R-R-TWI-IBRF-TN319G2
• A/S 연락처: (국번없이)157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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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다음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지시에 따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사용 설명서에 표기된 기호
"경고" 기호 - 주의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표시합니다.

"주의" 기호 - 주의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표시합니다.

"참고" 기호 -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
• 차량 운행 중에는 제품을 조작하지 마세요. 전방 주시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제품을 설치하세요. 전방의 장애물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손상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금속 성분의 물체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이 파손되면 어린이나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제품이 태양이나 강한 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의 렌즈 또는 내부 회로에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에는 야외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야외에 주차하는 경우 제품에서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야외 주차
후에는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가동하여 자동차 내부 온도를 낮춘 후 제품을 사용하세요. 고온에서는 제품의 동작이
중단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도한 습기를 피하고 제품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 내부의 전자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제품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품을 분해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제품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튼 또는 화면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누르지 마세요. 버튼 또는 화면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기 전에는 올바른 삽입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메모리 카드 삽입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 슬롯이나 메모리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플러그를 제품의 전원 커넥터에 끝까지 밀어 넣고 플러그가 커넥터에 완전하게
연결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전원 플러그를 완전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 중 진동에 의해 케이블이
제품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분리되면 주행 중 영상 녹화가 중단됩니다.
5

1. 기본 정보 알아보기
1.1 구성품 확인하기
제품의 상자를 열고 아래의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1.1

기본 구성품
D

전방 카메라(본체)

거치대

후방 카메라

microSD 카드

간단 설명서

후방 카메라 연결 케이블

ERY
BATT
ACC

GN

상시 전원 케이블

• 메모리 카드는 본체에 삽입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 기본 구성품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2 옵션 부품(별매품)

시가잭 전원 케이블

외장 GPS 모듈

OBD2 케이블
(DriveX 기능 지원)

NB-IoT 모듈
(LML-U300/U311)

RADAR 모듈

보조 배터리
(i-Volt Connected)

• 기본 구성품 및 옵션 부품은 아이나비 홈페이지(http://inavi.com)의 쇼핑몰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OBD2란 "온보드 진단 기능(On Board Diagnostics)"의 약자로,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 진단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OBD2 포트에 진단 장치를 연결하면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NB-IoT란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를 이용한 저전력 광역(LPWA Low-Power Wide-Area) 사물인터넷(IoT) 기술 중
하나로,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추적, 센싱, 검침 등에 사용됩니다. NB-IoT 모듈은 GPS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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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 부분의 이름과 역할
1.2.1 전방 카메라(본체) 앞면

EXT.(OBD2 또는 보조 배터리) 입력 단자
• OBD2 케이블(옵션)을 연결하면 차량 진단 및
관리 기능(DriveX)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 배터리(옵션)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V-IN 입력 단자
후방 카메라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RADAR 입력 단자
RADAR 모듈(옵션)을 연결하면 저전력모드(주차모드)
사용 시 충격을 미리 감지하여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거치대 연결부
거치대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GPS 단자
외장 GPS 모듈(옵션) 또는 NB-IoT 모듈(옵션)을
연결하면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IN 전원 입력 단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전원 버튼
짧게 누르면 화면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길게 누르면 제품 전원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리셋 버튼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뾰족한 물체로 누르면
제품이 리셋됩니다.

보안(시큐리티) LED
녹화 진행을
표시합니다.

마이크
음성을 녹음할 때
사용됩니다.

전방 카메라 렌즈
전방 영상 촬영에
사용됩니다.
스피커
제품의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부저음 및 음성 안내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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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전방 카메라(본체) 뒷면

상태 표시등
제품의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녹화 표시등
제품의 녹화 상태를
표시합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
영상을 저장할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때 사용됩니다.

터치스크린
기능을 설정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가볍게 누르세요.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뾰족한 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터치스크린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1.2.3 후방 카메라
부착형 거치대
후방 카메라를 차량에 고정할 때 사용됩니다.

보안(시큐리티) LED
녹화가 진행 중임을
표시합니다.
후방 카메라 렌즈
후방 영상 촬영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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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단자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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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모리 카드 분리하고 삽입하기
제품 구입 시 메모리 카드는 본체에 삽입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이 올바른 방법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품에서
분리하거나 삽입하세요.

메모리 카드 분리하기

1 제품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삽입된 메모리 카드의 끝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누르세요. 메모리 카드 끝부분이 슬롯 밖으로
나옵니다.

3 슬롯 밖으로 나온 부분을 잡고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서 분리하세요.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

1 제품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메모리 카드의 방향에 주의하여 제품 옆면의 메모리
슬롯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세요.
메모리 카드의 금속 접점이 렌즈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제품 작동 중에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면 저장된 영상이
손실되거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때 메모리의 카드의 삽입 방향에 주의하세요. 메모리 카드 삽입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 슬롯이나 메모리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이나비 정품 메모리 카드(microSD 카드)를 사용하세요. 정품 이외의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팅크웨어㈜는 메모리 카드의 호환성 및 정상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녹화 영상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정기적으로 백업하세요.
• 메모리 오류를 방지하고 녹화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세요. 본 제품에는 포맷
프리 2.0(Format Free 2.0)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잦은 메모리 포맷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는 사용 기간이 유한한 소모품이며 무상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무상보증기간 이후에 카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메모리 카드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세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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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품 등록하기
제품 보증 서비스를 위해 제품을 등록하려면 아이나비 홈페이지(www.inavi.com)에 로그인하세요.

1 기존 사용자의 경우,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한 다음, 3번 절차로 이동하세요.
아이나비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세요.

<기존 사용자>

<처음 사용자>

2 약관에 동의한 다음, 원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 계정을 만드세요.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3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제품등록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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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인증 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➊)하고 구입처를 선택(➋)한 다음, 등록하기를 클릭(➌)하세요.

➊
➋

➌
아이나비 커넥티드를 구매한 경우, 아이나비 커넥티드 USIM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세요.

제품을 등록한 후에는 마이페이지(➊) > 나의 제품정보(➋)를 클릭하여 등록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➋

• 제품 시리얼 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 시리얼 번호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제품이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품 보증 서비스를 요청할 때 구매 일자가 기입된 제품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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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설치하기
2.1 전방 카메라(본체) 설치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제품을 올바르게 설치하세요.

2.1.1 설치 위치 선택하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차량의 전방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전방 카메라 렌즈가 차량
앞유리의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20 cm

• 제품을 거치형 내비게이션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설치 위치에 따라 내비게이션의 GPS 수신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GPS 신호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제품과 내비게이션
사이의 거리가 20 cm 이상이 되도록 제품 또는 내비게이션의
설치 위치를 조정하세요.
• 제품 설치 시 차량 내 무선 설비와의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도어락 수신부, 샤크 안테나 등과 같은
장치의 배선과 간격을 두고 설치하세요.

2.1.2 제품 고정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선택한 설치 위치에 제품을 고정하세요.

1
1

2

12

거치대를 본체 연결부에 정렬한 다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 고정하고(➊) 렌즈에 지문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렌즈 보호 필름을 제거하세요(➋).

제품 설치하기

2 거치대 부착 위치를 결정한 다음, 마른 천 등을 사용하여 접착 위치를 깨끗이 닦으세요.
3

거치대의 양면 테이프 필름을 제거한 다음, 선택한 위치에
거치대를 부착하세요.

1
2

4

제품을 거치대에서 분리한 다음, 접착부를 충분한 힘으로
눌러 단단히 눌러 고정하세요.
2
1

5

제품을 거치대에 정렬하고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밀어서 고정하세요.

• 제품이 거치대에 올바르게 결합되지 않으면 운행 도중 분리되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는 경우, 차량 유리의 코팅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제품의 상하 각도를 적절히 조절한 다음, 고정 나사를
가볍게 돌려 고정하세요.
케이블 연결이 끝나면 촬영 각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각도를 다시 조정해야 하므로 아직 거치대 나사를 완전히
조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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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원 케이블 연결하기
차량의 전원 및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상시 전원 케이블 또는 시가잭 전원 케이블(옵션)을 제품에 연결하세요.

상시 전원 케이블 연결

D

Y
TER
C
BAT
AC

GN

상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면 차량의 시동이 꺼진 후에도
블랙박스가 계속하여 작동합니다(주차 모드). 주차 모드로
작동하는 동안 제품은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이나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여 영상을 저장합니다.
주차 모드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3.6 주차 모드
사용하기"를 참조하세요.

• 상시 전원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하려면 아이나비 공식 대리점이나 장착점, 또는 아이나비 지정 판매점에 설치를
의뢰하세요. 제품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이나비 정품 상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타사 제품을 사용하면 전압 차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때 각 배선의 연결 위치에 주의하세요. 배선 위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제품 또는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전원 케이블 연결 시 차량 내 무선 설비의 케이블과 분리하여 설치하세요.
• 상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여 주차 녹화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환경 및 배터리 상태 등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배터리 교체 시기가 지난 경우, 환경설정에서 녹화기능 설정의 녹화 종료 전압을 약 12.2 V
이상(12 V 차종 기준)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세요.

1

차량의 퓨즈 박스 위치를 찾으세요. 퓨즈 박스는 주로
운전석 아래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퓨즈 박스의 위치는 차량 제조사 또는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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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퓨즈 박스를 열고 테스터를 이용하여 상시 전원 단자(차량
전원 OFF 시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 1개와 ACC 단자(ACC
ON 시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 1개를 찾아 각각 퓨즈를
분리하세요.

3

상시 전원 단자 퓨즈의 한 쪽 다리에 "BATTERY" 선을,
일반 단자(ACC) 퓨즈의 한 쪽 다리에 "ACC" 선을 각각
연결하세요.

BATTERY

AC

C

4 테스터를 이용하여 퓨즈 패널의 입력 및 출력 접점을 확인하세요.
5 배선을 연결한 다리가 출력측 접점에 연결되도록 주의하면서 분리했던 퓨즈를 본래 위치에 다시 설치하세요. 이때
퓨즈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퓨즈 패널에 퓨즈를 설치할 때 상시 전원 및 "ACC" 선이 연결된 다리가 각각 출력쪽 단자에 결합되어야 합니다.
배선이 연결된 다리가 입력측 단자에 연결되는 경우, 제품 또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차체의 금속 부분에 고정된 볼트를 찾아 접지선("GND" 선)
을 연결하세요.

D

GN

대부분의 경우, 퓨즈 박스 주변 또는 운전석 문 안쪽에 접지선("GND"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금속 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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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 전원 케이블 커넥터를 제품의 DC-IN 전원 입력
단자에 연결하고 차량의 시동을 걸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집니다.

8 LCD 화면을 통해 현재의 촬영 각도를 확인하세요.
9

다음과 같이 차량의 보닛이 화면의 1/8에서 1/4 정도를
차지하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하세요.

1/8 1/4

10

16

일자 드라이버 또는 동전을 사용하여 거치대 나사를
단단히 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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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잭 전원 케이블 연결(옵션)

1

전원 커넥터를 제품의 DC-IN 전원 입력 단자에 연결한
다음, 시가잭을 차량의 전원 소켓에 연결하세요.
1
2

차량 전원 소켓의 위치와 사양은 차량의 종류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이나비 정품 시가잭 전원 케이블(옵션)을 사용하세요. 타사 제품을 사용하면 전압 차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임의로 개조하지 마세요. 제품 및 차량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운행을 위해 케이블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2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집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 시동을 걸 때마다 제품의 전원이 켜집니다.

3 LCD 화면을 통해 현재의 촬영 각도를 확인하세요.
4

다음과 같이 차량의 보닛이 화면의 1/8에서 1/4 정도를
차지하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하세요.

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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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 드라이버 또는 동전을 사용하여 거치대 나사를
단단히 고정하세요.

2.2 후방 카메라 설치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2.2.1 설치 위치 선택하기
차량 뒷유리의 열선을 피해 후방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 뒷좌석 커튼(후석 커튼)이 설치된 차량의 경우, 커튼의 작동 및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후방 카메라의 접착부가 열선에 닿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18

제품 설치하기

2.2.2 후방 카메라 고정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선택한 설치 위치에 제품을 고정하세요.

1 후방 카메라 부착 위치를 결정한 다음, 마른 천 등을 사용해 접착 위치를 깨끗이 닦으세요.
후방 카메라를 차량에 부착하기 전에 설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거치대 접착부의 접착력이 매우 강하므로
한번 후방 카메라를 뒷유리에 부착한 후에는 다시 떼어 내거나 위치를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2

거치대 접착부와 카메라 렌즈의 보호 필름을 제거하세요.
1
2

3

제품의 THINKWARE 로고가 뒷유리를 향하도록 부착한
다음, 충분한 힘으로 눌러 접착면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고정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후방 영상의 위아래가
반전되어 녹화됩니다.

4

카메라의 상하 촬영 각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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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후방 카메라 케이블 연결하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후방 카메라 연결 케이블을 전방 카메라(본체)에 연결하세요.

1

후방 카메라 연결 케이블의 한쪽 커넥터를 전방 카메라
상단에 있는 V-IN 입력 단자에 연결하세요.

2

후방 카메라 연결 케이블의 반대쪽 커넥터를 후방
카메라의 케이블 연결 단자에 연결하세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케이블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3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집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 시동을 걸 때마다 제품의 전원이 켜집니다.

4 LCD 화면을 통해 현재의 촬영 각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히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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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장 GPS 모듈 설치하기(옵션)
첨단 안전 운행 기능(ADAS)을 사용하거나 운행 정보(속도 및 위치)를 기록하려면 다음 지시에 따라 외장 GPS 모듈을
차량 앞유리 상단에 설치하세요. 외장 GPS 모듈의 케이블 길이를 고려하여 제품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1

외장 GPS 모듈 뒤쪽의 보호 필름을 제거하세요.

2

외장 GPS 모듈 부착면을 차량 앞유리 상단에 부착한 다음,
충분한 힘으로 눌러 접착면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GPS 모듈을 부착하기 전에 케이블의 배선 경로와 길이를 확인하세요.

3

외장 GPS 모듈 단자를 제품의 GPS 커넥터에 연결하세요.

THINKWARE

단자를 연결하기 전에 커넥터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GPS 모듈 단자를 전원 커넥터에
연결하는 경우 전원 커넥터 내부의 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집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 시동을 걸 때마다 제품의 전원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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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OBD2 케이블 설치하기(옵션)
차량 진단 및 관리 기능(DriveX)을 사용하려면 다음 지시에 따라 OBD2 케이블을 설치하세요.
OBD2란 "온보드 진단 기능(On Board Diagnostics)"의 약자로,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 진단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OBD2 포트에 진단 장치를 연결하면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의 OBD2 포트 위치를 찾으세요. OBD2 포트는 주로
운전석 아래 또는 퓨즈박스 근처나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OBD2 포트의 위치는 차량 제조사 또는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2

차량의 전원(ACC) 및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OBD2 동글을
차량의 OBD2 포트에 연결하세요.

3

OBD2 케이블을 제품의 OBD2 입력 단자에 연결하세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케이블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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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집니다.

5 LCD 화면 하단에 있는 상태 표시바에 DriveX(

) 아이콘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 아이나비 정품 OBD2 케이블(옵션)을 사용하세요. 타사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거나 차량의
OBD2 포트 단자가 손상되어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OBD2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아이나비 공식 대리점이나 장착점, 또는 아이나비 지정 판매점에 설치를 의뢰하세요.
제품이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NB-IoT 모듈 설치하기(옵션)
주차 모드 사용시 아이나비 커넥티드 앱을 통해 차량 상태 알림(주차 충격 영상, 차량 전압 상태, 제품 전원 꺼짐, 차량
배터리 상태, 마지막 주차 위치, OBD2(옵션)을 통한 평균 연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NB-IoT 모듈을
차량 앞유리 상단에 설치하세요. NB-IoT 모듈의 케이블 길이를 고려하여 제품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 NB-IoT 모듈 기능을 사용하려면 구글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나비 커넥티드 앱 다운로드 > 앱
설치 > 앱 실행 > 아이나비 로그인 > 디바이스 등록(USIM 전화번호)을 한 다음, 라이브 뷰 화면에서 NB-IoT 모듈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라이뷰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10.1 라이브 뷰 화면"을 참조하세요.
•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이나비 커넥티드 앱을 통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NB-IoT 모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옵션 부품과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1

NB-IoT 모듈 뒤쪽의 보호 필름을 제거하세요.

2

NB-IoT 모듈 부착면을 차량 앞유리 상단에 부착한 다음,
충분한 힘으로 눌러 접착면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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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B-IoT 모듈 단자를 제품의 GPS 커넥터에 연결하세요.

THINKWARE

단자를 연결하기 전에 커넥터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NB-IoT 모듈 단자를 전원 커넥터에
연결하는 경우 전원 커넥터 내부의 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지고 라이브 뷰 화면이 표시됩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 시동을 걸 때마다 제품의 전원이 켜집니다.

2.6 RADAR 모듈 설치하기(옵션)
저전력모드(주차모드) 사용 시 충격을 미리 감지하여 영상을 녹화하려면 다음 지시에 따라 RADAR 모듈을 차량 앞유리
상단에 설치하세요. RADAR 모듈의 케이블을 고려하여 제품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 RADAR 모듈(옵션)을 사용하면 레이다 영역에서 물체가 감지될 경우, 저전력 모드가 해제되며 30초간 충격 감지 대기
상태가 됩니다(충격이 감지되지 않으면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다시 저전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 레이다 영역에서 물체가 감지되고 충격을 감지하면 20초 분량의 영상을 주차충격 폴더에 저장합니다(부저음 출력).
녹화가 종료되면 제품은 저전력 모드로 다시 전환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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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AR 모듈 뒤쪽의 보호 필름을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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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DAR 모듈 부착면을 차량 앞유리 상단에 부착한 다음,
충분한 힘으로 눌러 접찹면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RADAR 모듈을 부착하기 전에 케이블의 배선 경로와
길이를 확인하세요.

RADAR 모듈의 아이나비 로고 및 우측 빨간 선이
감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고정하세요.

3

RADAR 모듈 단자를 RADAR 커넥터에 연결하세요.
단자를 연결하기 전에 커넥터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RADAR 모듈 단자를 전원 커넥터에
연결하는 경우 전원 커넥터 내부의 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집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 시동을 걸 때마다 제품의 전원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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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화 기능 사용하기
3.1 제품 전원 켜고 끄기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제품의 전원이
켜지며 상시녹화가 시작됩니다.
제품의 전원을 강제로 끄려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꺼진 전원을 다시 켜려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제품의 전원을 켠 후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운행을 시작하세요. 부팅 및 메뉴 설정 중에는 녹화 영상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시녹화 기능과 주차 모드 녹화 기능
상시녹화 기능과 주차 모드 녹화 기능은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작하면 상시녹화 모드가 시작됩니다. 주행이 계속되는 동안 주행 영상은 연속으로
촬영되어 1분 단위의 영상 파일로 저장됩니다.
운행을 마치고 차량의 시동을 끄면 작동 모드가 주차 모드로 전환됩니다. 주차 녹화 모드로 작동하는 동안 제품은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 또는 주위 움직임을 감지하고 각각의 이벤트를 영상으로 저장합니다.
주차 모드 녹화 기능은 상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전원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시 전원 케이블 연결"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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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CD 화면 켜고 끄기
본 제품은 LCD 화면을 통해 녹화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이브 뷰 기능을 지원합니다.
상시녹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화면을 끄려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화면을 다시 켜려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화면을 살짝
누르세요.

LCD 화면 자동 꺼짐 기능을 설정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화면 자동 꺼짐의 화면 꺼짐 시간을 선택하세요.
LCD 화면 자동 꺼짐 옵션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른 다음, LCD

동작 설명

30초 후(기본값)

제품을 30초 동안 조작하지 않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10분 후

제품을 10분 동안 조작하지 않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용안함

LCD 화면을 켜진 상태로 유지합니다(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서 수동으로 화면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3.3 파일 저장 위치 알아두기
제품의 작동 모드에 따라 녹화된 영상은 각각 해당 폴더로 저장됩니다. 이때 제품 화면상에 표시되는 폴더 이름과
microSD 카드의 실제 폴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PC 화면
(microSD 카드 폴더
이름)

제품 화면

녹화 영상은 제품 화면 또는 PC에서만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에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삽입하여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녹화 영상 파일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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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시녹화 기능 사용하기
전원 케이블이 제품의 DC-IN 전원 입력 단자에 연결된 상태에서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 시동을 거세요. 음성 안내와 함께
LED 상태 표시등이 켜지면서 상시녹화가 시작됩니다.
상시녹화 기능이 작동하는 중 제품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모드

표시등 상태

동작 설명

상태 표시등(STATUS)

상시녹화

주행 중 모든 영상을 촬영하여 1분 단위로
상시녹화 폴더에 저장합니다.

(점등)

상시 충격
녹화*

상시녹화 중 차체의 충격을 감지하면 충격 전 10
초부터 충격 후 10초까지 20초 분량의 영상을
상시충격 폴더에 저장합니다.

(점등)

녹화 표시등(REC)

(점등)

+

(점멸)

* 상시 녹화 중 차체에 충격이 감지되면 부저음과 함께 상시 충격 녹화 기능이 작동합니다.
• 제품의 전원을 켠 후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운행을 시작하세요. 부팅 및 메뉴 설정 중에는 녹화 영상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 운전 중 블랙박스의 작동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상시 충격 녹화 시에는 부저음이 출력됩니다.
• 모든 녹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제품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 야간 주행 시 울트라 나이트비전을 설정하면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 울트라
나이트비전 활용하기"를 참조하세요.

3.5 수동 녹화하기
수동 녹화를 사용하면 주행 중 원하는 장면을 임의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영상은 수동녹화 폴더에 따로
저장되므로 메모리 카드에 용량이 부족하여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동 녹화를 사용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수동 녹화( ) 버튼을 누르세요. 음성 안내와 함께 수동 녹화가 시작됩니다.
수동 녹화 기능이 작동하는 중 제품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모드

수동 녹화

동작 설명
주행 중 수동 녹화(

표시등 상태
상태 표시등(STATUS)

)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기 전 10초부터 버튼을 누른 후 10초까지
20초 분량의 영상을 수동녹화 폴더에 저장합니다.

저장된 수동 녹화 영상을 확인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영상을 재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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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표시등(REC)

(점등)

(점멸)

) > 녹화목록 > 수동녹화를 누른 다음,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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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차 모드 사용하기
상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 차량의 전원을 끄거나 시동을 끄면 음성 안내와 함께 작동 모드가 주차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기본 설정).
• 주차 모드 녹화 기능은 상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전원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시 전원 케이블 연결"을 참조하세요.
• 모든 녹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제품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 차량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주차 모드 유지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주차 모드를 사용하려면 배터리의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점검하세요.
• 야간 주차 시 울트라 나이트비전을 설정하면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 울트라
나이트비전 활용하기"를 참조하세요.

주차 모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차 모드의 옵션을 변경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설정을 누르세요.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차모드 항목을 설정하세요.
녹화 기능설정 옵션

모션 인식

동작 설명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표시등 상태
상태 표시등(STATUS)

녹화 표시등(REC)

모션 또는
충격 없음

차량 주변의 움직임이나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모니터링합니다. 모션이나 충격이 감지되지
않으면 영상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점등)

모션 감지

주차 중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움직임 감지
전 10초부터 감지 후 10초까지 20초 분량의
영상을 주차녹화 폴더에 저장합니다.

(점등)

+

(점멸)

충격 감지

주차 중 충격을 감지하면 충격 전 10초부터 충격
후 10초까지 20초 분량의 영상을 주차충격 폴더에
저장합니다(부저음 출력).

(점등)

+

(점멸)

충격 없음

초당 2프레임(2 fps)으로 10분간 녹화한 영상을
2분 재생 분량의 파일로 압축하여 주차녹화
폴더에 저장합니다. 파일 용량이 작아 긴 시간
동안의 녹화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등)

충격 감지

주차 중 충격을 감지하면 충격 전 50초부터 충격
후 50초까지, 100초간 초당 2프레임(2 fps)으로
녹화한 영상을 20초 재생 분량의 파일로 압축하여
주차충격 폴더에 저장합니다(부저음 출력).

(점등)

타임랩스

(점등)

(점등)

+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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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기능설정 옵션

충격 없음

동작 설명

표시등 상태
상태 표시등(STATUS)

주차 중 저전력 상태에서 차량 주변의 움직임이나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모니터링합니다. 충격이
감지되지 않으면 영상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녹화 표시등(REC)

없음

주차 중 저전력 상태에서 충격을 감지하면 충격
후 20초 동안 녹화한 영상을 주차충격 폴더에
저장합니다(부저음 출력).

저전력
충격 감지

• RADAR 모듈(옵션)을 사용하면
레이다 영역에서 물체가 감지될
경우, 저전력 모드가 해제되며 30
초간 충격 감지 대기 상태가 됩니다
(충격이 감지되지 않으면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다시 저전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점등)

+

(점멸)

• 레이다 영역에서 물체가 감지되고
충격을 감지하면 20초 분량의
영상을 주차충격 폴더에 저장합니다
(부저음 출력). 녹화가 종료되면
제품은 저전력 모드로 다시
전환됩니다.
사용안함

차량의 전원을 끄거나 시동을 끄면 제품 전원이
꺼집니다.

없음

모션 인식과 타임랩스 간에 주차 모드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차녹화 폴더(/Parking)의 기존 녹화 영상이 모두
삭제됩니다(주차충격 폴더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손실을 피하려면 주차 모드를 변경하기 전에
주차 모드 저장 영상을 백업하세요.
• 모션인식 기능, 타임랩스 기능 그리고 저전력 기능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음성 녹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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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울트라 나이트비전 활용하기
울트라 나이트비전 기능을 설정하면 야간 촬영 시 기존 영상보다 밝은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나이트비전은
ISP(Image Signal Processing) 기술을 사용하여 야간 주행 및 주차 영상의 식별성을 높입니다.

<울트라 나이트비전 OFF>

<울트라 나이트비전 ON>

1 울트라 나이트비전 기능을 설정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울트라 나이트비전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상시 모드 또는 주차 모드(또는 전체 선택) 중, 울트라 나이트비전을 적용할 녹화 모드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3.8 HDR(High Dynamic Range) 활용하기
HDR(High Dynamic Range) 기능을 설정하면 높은 화질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주행 및 주차 영상의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HDR 기능은 영상의 명암비(Contrast Ratio) 범위를 확장하여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HDR 기능 OFF>

1 HDR 기능을 설정하려면 라이브뷰 화면에서 홈 메뉴(

<HDR 기능 ON>

) > 환경설정 > 카메라 설정을 누르세요.

2 HDR을 사용함/사용안함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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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R(High Dynamic Range)이란 화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범주를 늘려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 명암비(Contrast Ratio)란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가장 밝은 화면과 가장 어두운 화면의 비율로, 디스플레이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양 중 하나이며, 명암비가 높을수록 보다 쉽고 뚜렷하게 색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9 주차 모드 사용 시 유용한 기능
다음은 제품이 주차 모드로 작동할 때 또는 주차 모드와 상시녹화 모드 간 전환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설명합니다.

3.9.1 기어 위치 경고 기능(OBD2 옵션 설치 필요)
주차 시 차량의 기어가 P(주차) 이외의 위치로 설정된 경우,
상시녹화 모드에서 주차 모드로 전환될 때 안내 화면이
표시됩니다.
차량의 기어를 P 위치로 설정한 다음 확인( )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닫히며 주차 모드 녹화가 시작됩니다.

3.9.2 조향각 경고 기능(OBD2 옵션 설치 필요)
주차된 차량의 핸들 조향각이 정면에서 90도 이상 틀어져 있는 경우, 주차 모드에서 상시녹화 모드로 전환될 때 조향각
경고 안내 음성이 출력됩니다.
핸들을 돌려 조향각을 조정한 다음 주행을 시작하면 상시녹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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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제품 화면 살펴보기
다음은 녹화 영상이나 작동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능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각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3.10.1 라이브 뷰 화면
LCD 화면을 통해 현재 촬영 중인 영상을 확인하거나 블랙박스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 시동을
걸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 뷰 화면이 표시됩니다.
상시녹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화면을 끄려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화면을 다시 켜려면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화면을 살짝 누르세요.

홈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음성 녹음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OBD2 케이블(옵션)을
설치한 경우 DriveX 버튼이
활성화되며 DriveX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외장 GPS 모듈(옵션), NB-IoT 모듈(옵션) 또는
OBD2 케이블(옵션)을 설치한 경우,
현재 주행 속도가 표시됩니다.*
차량의 현재 전압을 표시합니다.
외장 GPS 모듈(옵션) 또는 NB-IoT 모듈(옵션)
을 설치한 경우 GPS 연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후방 카메라가 현재 촬영
중인 영상을 보여줍니다.

전방 카메라가 현재 촬영
중인 영상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눌러 메뉴 버튼을
숨기거나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현재 녹화 상태를 표시합니다.
NB-IoT 모듈(옵션)을 설치한 경우
NB-IoT 연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OBD2 케이블(옵션)을 설치한 경우 DriveX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보조 배터리(옵션)를 설치한 경우 보조 배터리 잔량 표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제품의 전원을 켠 후 부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운행을 시작하세요. 부팅 및 메뉴 설정 중에는 녹화 영상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 라이브 뷰 화면을 빠르게 10번 누르면 터치 정확도 재 보정 창을 열 수 있습니다. 터치 정확도 재 보정 창에서 화면 터치
정확도를 보정하세요. 자세한 터치 보정 방법은 "6.5.3 터치 정확도 보정하기"를 참조하세요.
• 외장 GPS 모듈(옵션) 또는 NB-IoT 모듈(옵션)과 OBD2 케이블(옵션)을 모두 설치한 경우, OBD2에서 제공하는 현재
주행 속도가 표시됩니다. 각 옵션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옵션 부품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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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홈 메뉴 화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를 선택하면 홈 메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장 GPS 모듈(옵션) 또는 NB-IoT 모듈(옵션)을
설치한 경우 GPS 연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볼륨 설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현재 녹화 상태를 표시합니다.

현재 시간을 표시합니다.

메모리 카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7. 메모리 카드
관리하기"를 참조하세요.)

라이브 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능 안내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8. 도움말 기능
사용하기"를 참조하세요.)

녹화 영상의 확인 및 재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3.11 녹화 영상 확인하기"를 참조하세요.)

기능 설정 및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6. 환경 설정하기"를 참조하세요.)

• 제품의 조작 및 설정이 필요한 경우, 먼저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세요.
• 홈 메뉴(설정 메뉴) 사용 중에는 녹화 기능이 중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녹화 영상은 제품 화면 또는 PC에서만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에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삽입하여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녹화 영상 파일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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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녹화 영상 확인하기
저장된 녹화 영상은 제품의 LCD 화면 또는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세요.

3.11.1 제품에서 확인하기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녹화목록을 누르세요. 각 녹화 영상의 종류에 대해 저장된 영상의 수가

표시됩니다.
상시녹화 중
충격 감지 시 저장한
영상입니다.

주차 모드 작동 중 충격
이외의 설정 조건
(모션 인식/타임랩스)에
따라 저장한 영상입니다.

상시녹화 중 저장된
1분 길이의 연속 영상
입니다.

녹화 목록의 영상 중
사용자가 따로 보관해 둔
영상입니다.

주차 모드 작동 중
충격 감지 시 저장한
영상입니다.

라이브 뷰 화면에서
수동 녹화( ) 버튼을
눌러 임의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2 확인하려는 영상의 종류를 선택하면 영상 파일 목록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재생하세요.
저장된 영상을 보관함으로 이동합니다.

녹화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영상 목록이
표시됩니다.

홈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여 영상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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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 재생 화면에 표시된 기능 버튼을 이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화면의 영상 부분을 누르면 버튼이 숨겨지며 전체 화면 모드로 재생됩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누르면 기능 버튼이
표시됩니다.
후방 카메라 촬영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영상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영역입니다.
화면을 눌러 기능 버튼을
숨기거나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생 진행 상태를
보여줍니다.

현재 재생 중인 영상을 3배
확대하여 보여줍니다.

영상의 소리를 켜거나
끕니다.
현재 재생 중인
영상을 보관함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영상을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
•

: 선택 방향으로 이동
: 화면 확대 종료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 녹화 목록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중에는 녹화 기능이 중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녹화 영상은 제품 화면 또는 PC에서만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에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삽입하여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녹화 영상 파일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상대 속도 및 도로의 조명 환경에 따라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일명은 촬영이 시작된 날짜와 시간, 촬영 조건에 따라 생성됩니다.

REC_2019_05_22_16_38_07_F.MP4
REC_2019_05_22_16_37_07_R.MP4

촬영 조건
• F: 전방 카메라
• R: 후방 카메라

• 녹화 중 메모리 카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오래된 영상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데이터 손실을 피하려면
중요한 영상을 별도 저장 장치에 보관하세요.
- 상시녹화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 가장 오래된 상시녹화 파일을 삭제하고 새 영상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벤트(충격, 수동 녹화) 녹화 영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이벤트 녹화 영상만 남은 상태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벤트 영상을 오래된 순으로 삭제합니다.
• 메모리 카드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 메모리 카드 관리하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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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영상 파일 저장 위치 확인하기
필요한 경우, 메모리 카드를 PC에 연결하여 저장된 영상 파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뷰어를 사용하면
PC에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PC 뷰어를 사용하여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은 "10. PC 뷰어 사용하기"를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녹화 영상을 PC에서 확인하세요.

1

제품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2 PC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세요.
3 메모리 카드에 해당하는 이동식 디스크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4 PC 화면에서는 폴더 이름이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원하는 영상 폴더를 더블 클릭하여 열고
영상 파일을 확인하세요.
PC 화면
(microSD 카드 폴더
이름)

제품 화면

파일명은 촬영이 시작된 날짜와 시간, 촬영 조건에 따라 생성됩니다.

REC_2019_05_22_16_38_07_F.MP4
REC_2019_05_22_16_37_07_R.MP4

촬영 조건
• F: 전방 카메라
• R: 후방 카메라

•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전원이 켜진 상태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면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이 손실되거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녹화 영상은 제품 화면 또는 PC에서만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에 메모리 카드를 직접
삽입하여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녹화 영상 파일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에 별도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지 마세요. 저장된 녹화 영상이 삭제되거나 제품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7

4. 차량 진단 및 관리 기능(DriveX) 사용하기(옵션)
DriveX 모드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평균 연비, 급가속/급제동 횟수 및 주행 거리 등, 다양한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iveX 모드를 사용하려면 옵션 부품인 OBD2 케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OBD2 케이블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 OBD2 케이블 설치하기(옵션)"를 참조하세요.
DriveX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나비 홈페이지의 DriveX 업그레이드 안내 페이지(http://www.inavi.com/
Upgrades/DriveX)에서 제품 모델별 주의 사항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4.1 차량 정보 설정하기
정확한 차량 상태 점검 및 주행 정보 수집을 위해 다음 지시에 따라 차량 정보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 하단에 DriveX(
) 아이콘이 표시되어
) 버튼이
있으며 라이브 뷰 화면 좌측에 DriveX(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DriveX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DriveX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OBD2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2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DriveX 설정을 누르세요.

3 DriveX 설정 화면에서 내 차 설정 항목의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 차량의 제조사, 자동차명, 연식, 유종, 배기량,
공인 연비, 승차 정원, 차량 길이, 차량 등급을 차례대로 선택하세요.

4 차량 설정을 완료한 다음, 차량 설정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5 DriveX 설정 화면에서 주유금액 입력 항목의 금액 버튼을 누르세요.
6

주유 금액 입력 화면에서 1 리터 당 주유 금액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세요.
이제 DriveX 기능을 이용하여 차량 상태 및 평균 연비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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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X 설정 중에는 경사가 없는 평지에 차량을 주차해야 합니다.
• 차량 정보는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실제 차량 정보와 다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정확한
차량 상태 및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4.2 DriveX 화면 살펴보기
DriveX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DriveX 버튼(
다양한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비 상태가 1등급 또는
2등급일 경우 표시됩니다.

1회 주행 거리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L당
주유 금액 기준으로
사용한 연료 비용을
표시합니다.

)을 누르세요. DriveX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간 연비 값을 누적하여 1회 주행의 평균
연비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일간 또는 월간 단위의
주행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점검 세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연료 분사량,
냉각수 온도, 미션 오일
온도, 배터리 전압을
표시합니다.

DriveX는 현재 주행(시동 후부터 현재)의 연비를 표시합니다. 짧은 거리를 주행하는 경우 실제 차량 연비와 DriveX
화면에서 표시하는 평균 연비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나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DriveX
지원 차종과 연비에 대한 상세 설명을 참조하세요.

4.3 차량 진단하기
차량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DriveX 화면에서 진단을 누르세요. 다음과 같이 차량의 세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세부 상태를
표시합니다.

차량 상태를 다시
진단하여 세부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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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X가 제공하는 차량 점검 정보는 실체 차량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차량 진단
결과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비소를 방문하여 정확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세요.

4.4 주행 통계 보기
차량의 주행 통계를 확인하려면 DriveX 화면에서 통계를 누르세요. 다음과 같이 차량의 평균 연비, 주행 거리, 유류비의
일간 또는 월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일일 주행 통계를
표시합니다.
차량의 월간 주행 통계를
표시합니다.
좌우 이동 버튼을 눌러
이전 또는 이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와 평균 주행
거리를 표시합니다.
총 유류비와 평균 유류비를
표시합니다.

일간/월간 평균 연비 및
연비 등급을 표시합니다.

• 통계 화면에 표시된 연비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색상

등급

설명

1등급

평균 16.0 km/L 이상

2등급

평균 15.9~13.8 km/L

3등급

평균 13.7~11.6 km/L

4등급

평균 11.5~9.4 km/L

5등급

평균 9.3 km/L 이하

• 저장된 주행 통계를 모두 삭제하려면 홈 메뉴(

) > 도움말 > 제품 정보를 누른 다음, DriveX 통계 초기화의 초기화를

누르세요. 확인 화면이 표시되면 확인을 눌러 저장된 통계 정보를 모두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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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기능에는 안전 운행 구간 안내, 차선 이탈 경보(LDWS), 전방 추돌 경보(FCWS), 저속 전방 추돌 경보(uFCWS),
앞차 출발 알림(FVSA), 후진 시 후방 영상 제공 등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ADAS 기능을 사용하려면 OBD2 케이블(차량 운행 정보 제공)이나 외장 GPS 모듈(차량 위치 및 속도 정보 제공) 또는
NB-IoT 모듈(차량 위치 및 차량 운행 정보 제공)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4 OBD2 케이블 설치하기(옵션)"
와 "2.3 외장 GPS 모듈 설치하기(옵션)", 그리고 "2.5 NB-IoT 모듈 설치하기(옵션)"를 참조하세요.
아이나비 정품 OBD2 케이블(옵션), 정품 GPS 모듈(옵션) 또는 정품 NB-IoT 모듈(옵션)을 사용하세요. 타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전압 차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 설정하기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ADAS 기능 아래에서 차량 종류를
세단/SUV/트럭 (버스) 중 선택하세요.

가이드 화면 설정(자동 보정)하기
첨단 안전 운행 알림 및 안내 기능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ADAS 기능을 사용하기 전 다음 지시에 따라 가이드 화면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ADAS 기능 아래에서 ADAS
가이드 화면의 화면보기를 누르세요.

2

ADAS 가이드 화면에 표시된 청색 선이 보닛 중앙에,
녹색 선이 보닛 바로 위쪽에 위치하도록 제품의 위치를
조정하세요.
제품 위치를 조정한 후 30 km 이상 속도로 1분 이상
주행하여 ADAS 기능 자동 보정을 마치세요.

가이드 화면을 설정할 때 제품의 기본 설치 위치(제품의 렌즈가 차량 앞유리의 중앙에 위치)에서 7 cm 이내 범위에서
제품의 위치를 조정하세요.

기본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첨단 안전 운행 알림 및 안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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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안전 운행 구간 안내(외장 GPS 모듈 또는 NB-IoT 모듈 설치 필요)
차량이 속도 제한 단속 구간에 접근하거나 단속 구간을 통과할 때 GPS 신호와 안전 운행 데이터를 통해 안전 운행 구간
알림을 제공하며 버스 전용 차로,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 과적 단속 구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안전 운행을
돕습니다.
주행 중 지정 속도를 초과하거나 속도 제한 구간에 가까워지면
화면에 제한 속도가 표시됩니다.

안전 운행 구간 안내 기능을 해제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안전운행 구간 안내 기능 아래에서 안전운행 구간 안내를 사용안함으로 설정하세요.

5.2 차선 이탈 경보(LDWS)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실시간 녹화 영상을 이용하여 차선 이탈을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경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에 차선을 의미하는
가이드라인이 표시됩니다.
주행 중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음성 안내와 함께 차선 이탈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빨간색으로 변해 위험을 알립니다.

우측 차선 이탈 경보

안전한 주행을 위해
LCD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에도 차선 이탈
경보가 제공됩니다.

차선 이탈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차선 이탈 경보 기능 사용 시 차선 위에 표시되는 가이드라인은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설치 위치 또는 각도가
올바르지 않거나 도로가 굴곡져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과 차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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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부품에 따른 차선 이탈 경보 알림 방식
설치된 옵션 부품
OBD2 케이블

알림 방식
•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OBD2 속도값 55 km/h 이상에서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장 GPS 모듈 또는 NB-IoT 모듈
외장 GPS 모듈 또는 NB-IoT 모듈 +
OBD2 케이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GPS 속도값이 50 km/h 이상이면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OBD2 속도값 55 km/h 이상에서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 이탈 시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기능 설정하기
•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을 해제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ADAS 기능 아래에서 차선이탈 경보를 사용안함으로 설정하세요. 경보 기능의 민감도를 변경하려면 적절한 민감도
(둔감/보통/민감)를 선택하세요.
• 차선 이탈 감지 속도를 변경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ADAS 기능 아래에서 차선이탈감지 속도를 50km/60km/70km/80km 중 선택하세요.
눈 덮인 도로나 우천 시의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또는 노면이 훼손된 도로를 주행하는 중에는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3 전방 추돌 경보(FCWS)
40 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실시간 녹화 영상을 활용하여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1차 전방 추돌 경보: 초기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할 때
표시됩니다.

2차 전방 추돌 경보: 초기 전방 추돌 감지 위험을 감지한 후
앞차와의 간격이 더욱 줄어들 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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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행을 위해 LCD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에도 전방
추돌 경보가 제공됩니다.
1차 전방 추돌 경보

2차 전방 추돌 경보

전방 추돌 경보 기능을 해제하거나 민감도를 변경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ADAS 기능 아래에서 전방 추돌 경보의 설정 버튼을 눌러 민감도(둔감/보통/민감)를 선택하거나
사용안함을 선택하여 기능을 해제하세요.

5.4 저속 전방 추돌 경보(uFCWS)
30 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 중 실시간 녹화 영상을 활용하여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1차 저속 전방 추돌 경보: 초기 저속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할 때 표시됩니다.

1차 저속
전방 추돌 경보

2차 저속
전방 추돌 경보

2차 저속 전방 추돌 경보: 초기 저속 전방 추돌 감지 위험을
감지한 후 앞차와의 간격이 더욱 줄어들 때 표시됩니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LCD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에도 저속 전방
추돌 경보가 제공됩니다.

저속 전방 추돌 경보 기능을 해제하거나 민감도를 변경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ADAS 기능 아래에서 저속 전방 추돌 경보의 설정 버튼을 눌러 민감도(둔감/보통/민감)를
선택하거나 사용안함을 선택하여 기능을 해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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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앞차 출발 알림(FVSA)
실시간 녹화 영상을 활용하여 앞 차량의 출발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도로 주행 중 교통 신호나 정체로 인해 차량이 정지했다
출발할 때 앞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앞차 출발 알림

안전한 주행을 위해 LCD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에도 앞차 출발 알림
경보가 제공됩니다.

앞차가 출발한 후 4초가 경과하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앞차 출발 알림 경보 기능을 해제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ADAS 기능 아래에서 앞차 출발 알림을 사용안함으로 설정하세요.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5.6 후진 시 후방 영상 제공 기능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의 기어가 R(후진) 위치로 설정되었을 때 실시간 후방 영상을 제공합니다.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진 시 후방 영상 제공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나비 홈페이지의 DriveX 업그레이드 안내 페이지(http://www.
inavi.com/Upgrades/DriveX)에서 제품 모델별 지원 차량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기어 위치" 항목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 제공 기능을 사용하면 후방카메라 영상의 좌우 방향이 반전됩니다.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 제공 기능을 해제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ADAS 기능 아래에서 기어 R시 후방 영상 표출을
사용안함으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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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 설정하기
환경 설정 메뉴를 이용하면 제품이 가진 각각의 기능을 사용자의 필요 또는 취향에 맞도록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1 카메라 설정하기
필요에 따라 전후방 녹화 영상 밝기를 조절하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좌우로 반전하세요.

6.1.1 전방 카메라 밝기(녹화 영상 밝기) 설정하기
전방 카메라 녹화 영상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원하는 카메라 밝기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카메라 설정을 누르세요.

2 전방 카메라 밝기를 밝음/보통/어두움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1.2 후방 카메라 밝기(녹화 영상 밝기) 설정하기
후방 카메라 녹화 영상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원하는 카메라 밝기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카메라 설정을 누르세요.

2 후방 카메라 밝기를 밝음/보통/어두움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1.3 후방 카메라 좌우 반전하기
후방 카메라 촬영 화면을 좌우로 반전하여 후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후방 카메라를 좌우
반전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카메라 설정을 누르세요.

2 후방 카메라 좌우 반전을 사용함/사용안함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3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후방 카메라 좌우 반전을 설정하면 제품에서 보여지는 LCD 화면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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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녹화 기능 설정하기
주행 중 충격이 감지되었을 때 상시 충격 데이터를 녹화할 감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차 중 녹화 옵션을 설정하고
조정하세요.

6.2.1 상시 충격 감도 설정하기
차량 운행 중 충격이 감지되는 경우, 상시 충격 데이터를 녹화하기 위한 감도를 설정합니다. 주로 주행하는 도로의 노면
상황이나 교통 상황,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상시 충격 감도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상시 충격 감도를 매우둔감/둔감/보통/민감/매우민감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상시 충격 감도를 너무 민감하게 설정하는 경우, 노면 상황이나 주행 습관에 따라 사고가 아닌 작은 충격에도 상시 충격
영상을 녹화하므로, 메모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상시 충격 감도를 너무 둔하게 설정하는 경우, 작은 충격이 발생해도 상시 충격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작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영상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2.2 울트라 나이트비전 설정하기
울트라 나이트비전 기능을 사용하면 일반 녹화 시에 비해 영상을 밝게 촬영하므로 야간 녹화 영상의 식별이 용이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울트라 나이트비전 기능을 적용할 녹화 모드를 선택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울트라 나이트비전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상시 모드 또는 주차 모드(또는 전체 선택) 중, 울트라 나이트비전 기능을 적용할 녹화 모드를 선택한 다음,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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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HDR 기능 설정하기
HDR(High Dynamic Range) 기능을 설정하면 높은 화질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HDR 기능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HDR을 사용함/사용안함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HDR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8 HDR(High Dynamic Range) 활용하기"를 참조하세요.

6.2.4 주차 모드 설정하기
주차 모드 설정에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 블랙박스가 작동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주차
모드를 설정하세요.
주차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시 전원 연결이 필요합니다.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의 전원이 차단되므로 영상 녹화가 중단됩니다.

주차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6 주차 모드 사용하기"를 참조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주차모드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모션 인식/타임랩스/저전력/사용안함 중, 원하는 주차 모드를 선택한 다음, 확인(
3 확인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2.5 주차 충격 감도 설정하기
주차 중 차체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영상을 녹화할 감도를 설정하세요. 다음 지시에 따라 주차 충격 감도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주차 충격 감도를 매우둔감/둔감/보통/민감/매우민감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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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모션 인식 감도 설정하기(모션 인식 설정 시 적용)
모션 인식은 주위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움직임이 있는 동안 영상을 녹화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모션 인식
감도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모션 인식 감도를 둔감/보통/민감/사용안함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2.7 녹화 종료 타이머 설정하기
주차 모드에서 영상 녹화를 시작한 후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녹화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녹화 종료
시간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녹화 종료 타이머를 6시간/12시간/24시간/48시간/72시간/사용안함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는 차량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차 영상 녹화를 계속하면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어 차량의 시동 및 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상시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주차 중 영상 녹화 기능을 사용할 때 장시간 영상 녹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이나비 정품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세요.

6.2.8 저전압 종료 기능(배터리 방전 예방 기능) 설정하기
배터리의 전압이 일정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영상 녹화를 중단하여 배터리의 과도한 방전을 예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저전압 종료 기능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저전압 종료 기능을 사용함/사용안함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저전압 종료
기능을 해제하도록 설정한 경우, 기능 해제 주의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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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녹화 종료 전압 설정하기
저전압 종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녹화 종료 시 전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녹화 종료 전압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누르세요.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녹화 종료 전압의 설정 버튼을

2 + 또는 - 버튼으로 녹화를 중단할 배터리 전압 수준을 0.1 V 단위로 설정하세요. 배터리의 전압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영상 녹화가 중단됩니다.

12 V 전원을 사용하는 차종(대부분의 승용차)의 경우 11.6 V~12.3 V 사이의 전압을, 24 V 전원을 사용하는 차종
(화물차 및 대형 차량)의 경우 23.2 V~24.6 V 사이의 전압을 선택하세요.

녹화 종료 전압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종 및 기온 등의 조건에 따라 차량의 시동이 어려운 수준까지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6.2.10 겨울철 저전압 보호 설정하기
기온이 낮은 겨울철(11월~3월)에 사용할 저전압 종료 설정 전압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겨울철
전압값으로 사용할 월을 선택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겨울철 저전압 보호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11월/12월/1월/2월/3월(전체 선택 가능) 중 겨울철 저전압 보호를 사용할 월을 선택한 다음,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성능이 감소하므로 저전압 보호 전압을 평소보다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6.2.11 RADAR 설정하기
RADAR 모듈(옵션)이 제품에 연결된 상태에서 RADAR 모듈(옵션)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녹화기능 설정을 누른 다음, RADAR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사용함/사용 안함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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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첨단 안전 운행 기능(ADAS) 설정하기
안전 운행 구간 안내, 차선 이탈 경보(LDWS), 전방 추돌 경보(FCWS), 앞차 출발 알림(FVSA) 등의 기능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설정값을 조정하세요.

6.3.1 안전 운행 구간 안내 설정하기
차량이 속도 제한 구간을 통과할 때 GPS 신호와 안전 운행 데이터를 통해 안전 운행 구간 알림을 제공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안전 운행 구간 안내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안전운행 구간 안내 기능 아래에서 안전운행 구간 안내를 사용함/사용안함 중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3.2 차량 종류 설정하기
첨단 안전 운행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 지시에 따라 차량 종류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차량 종류를 세단/SUV/트럭 (버스)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3.3 ADAS 가이드 화면 설정하기
첨단 안전 운행 알림 및 안내 기능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ADAS 기능을 사용하기 전, 다음 지시에 따라 가이드 화면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ADAS 가이드 화면의 화면보기를 누른 다음, 제품 위치를 조절하여 ADAS 가이드 화면에
표시된 청색 선이 보닛 중앙에, 녹색 선이 보닛 바로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제품 위치를 조절한 후 30km 이상 속도로 1분 이상 주행하여 ADAS 기능 자동 보정을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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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ADAS 보정 초기화하기
보정한 ADAS 가이드 화면을 초기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ADAS 가이드 화면 보정 설정을
초기화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ADAS 보정 초기화의 초기화를 누르세요.
3 확인 화면이 표시되면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ADAS 가이드 화면 보정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6.3.5 차선 이탈 경보 설정하기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은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실시간 녹화 영상을 이용하여 차선 이탈을 판단하고 경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을 설정하거나 기능을 해제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의 민감도를 둔감/보통/민감 중 선택하거나 사용안함을 선택하여 기능을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차선 이탈 감지 속도를 변경하려면 ADAS 기능 아래에서 차선이탈감지 속도를 50km/60km/70km/80km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3.6 전방 추돌 경보 설정하기
주행 중 실시간 녹화 영상을 활용하여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전방 추돌
경보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전방 추돌 경보 기능의 민감도를 둔감/보통/민감 중 선택하거나 사용안함을 선택하여 기능을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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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저속 전방 추돌 경보 설정하기
30 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 중 실시간 녹화 영상을 활용하여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저속 전방 추돌 경보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저속 전방 추돌 경보 기능의 민감도를 둔감/보통/민감 중 선택하거나 사용안함을 선택하여
기능을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3.8 앞차 출발 알림 설정하기
교통 신호나 정체로 인해 차량이 정지했다 출발할 때 앞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앞차 출발 알림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앞차 출발 알림을 사용함/사용안함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3.9 기어 R시 후방 영상 표출 설정하기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의 기어가 R(후진) 위치로 설정되었을 때 실시간 후방 영상을 제공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후진 시 후방 영상 제공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세요.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진 시 후방 영상 제공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나비 홈페이지의 DriveX 업그레이드 안내 페이지(http://www.
inavi.com/Upgrades/DriveX)에서 제품 모델별 지원 차랑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기어 위치" 항목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 제공 기능을 사용하면 후방카메라 영상의 좌우 방향이 반전됩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안전운행 기능 설정을 누르세요.

2 ADAS 기능 아래에서 기어 R시 후방 영상 표출을 사용함/사용안함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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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차량 진단 및 관리 기능(DriveX) 설정하기
6.4.1 주유 금액 설정하기
차량 진단 및 관리 기능(DriveX)을 설정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6.4.2 내 차 설정하기"에서 설명하는 차량 설정을 마친 후,
다음 지시에 따라 리터당 유류비를 입력하세요. 이 값은 주행 거리에 따른 유류비 계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DriveX 설정을 누른 다음, 주유 금액 설정의 금액 버튼을 누르세요.

2 주유 금액 입력 화면에서 1리터 당 주유 금액을 입력한 다음,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4.2 내 차 설정하기
정확한 차량 상태 정보 및 주행 정보를 수집하려면 차량의 상세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차량 정보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DriveX 설정을 누른 다음, 내 차 설정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차량의 제조사, 자동차명, 연식, 유종, 배기량, 공인 연비, 승차 정원, 차량 길이, 차량 등급을 차례대로 선택하세요.
3 차량 설정을 완료한 다음, 차량 설정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확인(
연비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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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시스템 설정하기
시스템 설정 메뉴에서는 언어, 음량, 화면 밝기 등, 제품 작동 시 전체적으로 반영될 하드웨어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5.1 제품 언어 설정하기
한국어와 영어 중, 화면에 표시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화면에 표시될 언어를 선택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르세요.

2 단말 언어를 한국어/English(영어)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5.2 제품 볼륨 조절하기
음성 안내 시 소리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르세요.

2 단말 볼륨을 1/2/3/사용안함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사용안함으로 설정하는 경우, 음성 안내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6.5.3 터치 정확도 보정하기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과 터치 위치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터치 정확도를 재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화면 터치 정확도를 보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른 다음, 터치 정확도 재 보정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터치 정확도 재 보정 창이 나타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재 보정을 진행하세요.
3 보정이 끝나면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보정된 상태를 저장하려면 확인(
취소 버튼(

) 버튼을 누르세요. 보정을 취소하려면

)를 누르세요.

• 라이브 뷰 화면을 빠르게 10번 누르면 터치 정확도 재 보정 창을 열 수 있습니다.
• 터치 정확도 재 보정 창을 실행 중에는 상시녹화 및 주차녹화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터치 정확도 재 보정을 완료 한
후 제품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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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LCD 화면 밝기 조절하기
LCD 화면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르세요.

2 LCD 화면 밝기를 보통/밝음/어두움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5.5 LCD 화면 자동 꺼짐 설정하기
영상을 확인하거나 제품을 조작한 후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르세요.

2 LCD 화면 자동 꺼짐을 30초 후/10분 후/사용안함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사용안함을 선택하면 항상 화면이 켜진 상태로 유지되어 제품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6.5.6 시큐리티 LED 설정하기
보안(시큐리티) LED 작동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원하는 보안(시큐리티) LED 작동 방식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르세요.

2 시큐리티 LED를 상하이동/점멸/모드별/사용안함 중 선택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5.7 날짜 설정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화면에 표시될 현재 날짜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른 다음, 날짜 설정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연도, 월, 날짜를 설정하고 확인(

56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환경 설정하기

6.5.8 시간 설정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화면에 표시될 현재 시간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른 다음, 시간 설정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오전/오후, 시, 분을 설정하고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5.9 NB-IoT 설정하기
NB-IoT 모듈(옵션)이 제품에 연결된 상태에서 NB-IoT 모듈(옵션)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환경설정 > 시스템 설정을 누른 다음, NB-IOT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2 사용함/사용 안함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5.10 보조 배터리 연동 기능 설정하기
보조 배터리 연동 기능을 사용하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보조 배터리의 잔량 및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보조 배터리 연동 기능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도움말 > 시스템 설정을 누르세요.

2 보조배터리 연동 기능을 사용함/사용 안함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하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T. 입력 단자에 보조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보조 배터리 연동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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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모리 카드 관리하기
7.1 메모리 파티션 설정하기
영상 종류(상시녹화, 상시충격, 주차녹화, 주차충격, 수동녹화)별로 중요도를 선택하여 메모리 카드의 파티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메모리 카드의 파티션을 설정하세요.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메모리카드 관리를 누르세요.

2 메모리 파티션 설정을 상시녹화 중시/충격녹화 중시/주차녹화 중시/주행녹화 전용 중 선택하세요.
• 파티션 변경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지 마세요. 파티션 변경 중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면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파티션을 변경하면 메모리의 전체 영역이 포맷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손실을 피하려면 메모리
파티션을 설정하기 전에 저장된 영상을 백업하세요.

3 선택한 메모리 파티션 설정 타입을 적용하려면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7.2 메모리 카드 포맷하기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세요.
메모리 오류를 방지하고 녹화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메모리를 포맷하세요. 본 제품에는 포맷 프리
2.0(Format Free 2.0)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잦은 메모리 포맷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메모리카드 관리를 누르세요.

2 메모리카드 포맷의 포맷을 누른 다음, 메모리 카드의 포맷을 진행하려면 확인(

) 버튼을 누르세요. 포맷이

진행되면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포맷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지 마세요. 포맷 작업 중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면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거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메모리 카드 포맷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5초 후 완료 화면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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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움말 기능 사용하기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제품 내부에 탑재된 도움말 기능을 사용하여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8.1 기능 안내 보기
제품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간략한 설명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 도움말 > 기능안내을 누르세요. 제품 기능에 대한

8.2 제품 정보 보기
제품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품의 환경 설정을 초기화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누르세요. 다음과 같은 제품 정보 및 환경설정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 도움말 > 제품 정보를

• 제품명

• 펌웨어 버전

• 안전운행 구간 버전

• 메모리카드 용량

• DriveX 동글 정보

• Drive DB 정보

• 환경설정 초기화

• DriveX 통계 초기화

제품의 환경 설정을 초기화하려면 환경설정 초기화의 초기화를, DriveX 통계를 초기화하려면 DriveX 통계 초기화의
초기화를 누르세요.
초기화가 끝날 때까지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지 마세요. 초기화 중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면 치명적인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3 GPS 정보 확인 및 설정하기
본 제품은 GPS 정보를 수신하여 촬영된 영상에 위치 정보를 기록합니다. GPS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도움말 > GPS 정보를 누르세요. 연결 상태와 감도 세기, 시간(UTC), 차량의 진행 속도, 현재
고도, 그리고 HDOP(수평좌표수신 방해율)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GPS 초기화의 초기화를 누르면 GPS가 초기화되어 현재 위치를 새로 검색합니다.
HDOP(수평좌표수신 방해율)
HDOP(Horizontal Dilution Of Precision)는 위성의 배치상황에 따른 오차를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8.4 차량 연결 정보 보기
"6.3.2 차량 종류 설정하기"의 설명에 따라 차량을 설정한 경우, 연결된 차량의 조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연결 정보를 보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홈 메뉴( ) > 도움말 > 차량 연결 정보를 누르세요. 방향 지시등과 브레이크,
그리고 액셀 페달의 실시간 조작 상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OBD2 케이블(옵션)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차량 설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차량 연결 정보 보기 메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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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신 업그레이드 데이터 다운로드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기
9.1 아이나비 매니저로 업그레이드 데이터 다운로드하기
아이나비 매니저를 이용해 제품에 맞는 최신 버전의 펌웨어와 PC 뷰어, 그리고 안전운행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아이나비 매니저를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1 아이나비 홈페이지(www.inavi.com)에 접속하세요.
2 상단 메뉴에서 고객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 항목에서 블랙박스를 클릭하세요.

3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안내화면이 표시됩니다. 업그레이드 S/W 수동 다운로드 항목에서 다운로드 받기를 클릭한
다음, AutoSmartUpgrade.exe 파일을 직접 실행하거나 다운로드한 후 저장 위치에서 실행하세요.
오토 스마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4 오토 스마트 업그레이드 화면에서 최신 업그레이드 시작을 클릭하세요. 아이나비 매니저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5 약관 화면이 표시되면 동의 상자에 체크 표시한 다음 약관 동의 및 설치하기를 클릭하세요.
6 아이나비 매니저 프로그램에 아이나비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➊)하고 로그인을 클릭(➋)하세요.

➊

➋

아이나비 매니저를 사용하려면 아이나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 가입을 클릭하여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세요.

7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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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C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세요.
9 PC가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면 제품 등록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안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제품등록을 클릭하고 제품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10 아이나비 매니저 화면에서 블랙박스 업그레이드를 클릭한 다음, 업그레이드할 데이터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시작
을 클릭하세요.

최신 펌웨어, PC 뷰어, 안전운행 데이터가 다운로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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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PC 뷰어 설치하기
"9.1 아이나비 매니저로 업그레이드 데이터 다운로드하기" 9번 절차에서 "전용 뷰어 다운로드" 항목을 선택했다면 PC
뷰어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에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최신 버전의 PC 뷰어를 PC에 설치하세요.
PC 뷰어는 Windows XP/Vista(32비트) 및 Windows 7/8(32/64비트)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을 클릭하세요. 설치 파일이 저장된 폴더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2 PC 뷰어 설치 파일(setup_kr.exe)을 실행한 다음, 설치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PC 뷰어를 설치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나비 Black Viewer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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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기
"9.1 아이나비 매니저로 업그레이드 데이터 다운로드하기"의 지시에 따라 업그레이드 파일의 다운로드를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이 제품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세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는 제품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지 마세요. 저장된 영상이 손실되거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PC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2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제품의 메모리 카드 슬롯에 올바르게 삽입하세요.
3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을 켜세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제품 전원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터치 정확도 재 보정 창이
열립니다.

4 터치 정확도 재 보정 창에서 안내에 따라 화면 터치 정확도 재 보정을 진행하세요. 화면 터치 정확도 재 보정을
완료하면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아이나비 매니저를 통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최신 안전운행 데이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후 별도의 조작 없이 제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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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C 뷰어 사용하기
PC 뷰어를 사용하면 PC에서 간편하게 녹화 영상을 확인 또는 관리하고 제품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설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뷰어를 설치하려면 "9.2 PC 뷰어 설치하기"를 참조하여 최신 버전의 PC 뷰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나비 Black Viewer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아이나비 블랙박스 전용 뷰어(Black Viewer)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용 뷰어 이외의 동영상 뷰어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 시스템 요구사항
다음은 PC 뷰어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시스템 사양입니다.
• 프로세서: 인텔 코어 i3 이상
• 메모리: 4 GB 이상
• 운영체제: Windows 7 이상(32/64비트)
• 기타: DirectX 9.0 이상 / Microsoft Explorer 버전 7.0 이상
시스템 요구사항에 표시된 운영체제 이외의 운영체제에서는 PC 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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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PC 뷰어 화면 살펴보기
다음은 PC 뷰어 화면 구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블랙박스 정보를 확인하거나
설정하고, 뷰어의 표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방 또는 후방 영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나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열거나 선택한 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생 중인 영상의
파일명을 표시합니다.

재생 중인 영상을 표시합니다.

영상을 꽉 찬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기
( ) 버튼을 누르세요.
프로그램을 축소, 확대 또는
종료합니다.

영상 촬영 당시의 GPS
정보를 표시합니다.

영상을 재생하거나
제어합니다.
재생 진행률을 표시합니다.
재생 중인 영상의 현재 재생
시간 및 총 재생 시간을
표시합니다.
영상 촬영 당시의 주행
속도를 표시합니다.

영상 촬영 당시의 차량 정보를
표시합니다.

영상 촬영 당시의 G센서
값을 표시합니다.
영상 재생 목록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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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PC 뷰어에서 녹화 영상 확인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세요.

1 제품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2 PC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세요.
3 바탕 화면에 생성된 PC 뷰어 바로가기(

)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PC 뷰어를 실행하세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상 파일들이 프로그램 우측 하단 재생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재생 목록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한 녹화 폴더의 전방 영상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녹화 폴더의
전체(전방/후방)
영상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녹화 폴더(상시녹화/상시충격/주차녹화/주차충격/
수동녹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녹화 폴더의
후방 영상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선택한 녹화 폴더의 영상
파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4 녹화 폴더를 선택한 후, 파일 목록에서 재생할 영상을 더블 클릭하거나 영상을 선택한 다음 재생(▶)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선택된 녹화 영상이 재생됩니다.

PC 뷰어를 실행한 후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상 파일들이 재생목록에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 파일▼ > 열기를
클릭한 다음, PC에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를 나타내는 이동식 저장 장치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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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영상 제어 메뉴 살펴보기
PC 뷰어의 영상 제어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번호

➋

➌

➍

➎

➏

➐

이름

➑

➒

➓



설명

➊

이전 파일 재생

영상 파일 목록에서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기준으로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➋

10초 뒤로

현재 재생 중인 시점에서 10초 이전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➌

파일 재생/일시 정지

선택한 파일을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➍

정지

재생 중인 영상을 정지합니다. 재생 진행률 바가 영상의 시작점으로 이동합니다.

➎

10초 앞으로

현재 재생 중인 시점에서 10초 이후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➏

다음 파일 재생

영상 파일 목록에서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기준으로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➐

이어보기 설정/해제

영상 파일 목록 내 전체 파일을 이어볼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➑

영상 확대/축소

현재 재생 중인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➒

영상 밝기 조절

현재 재생중인 영상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➓

저장

현재 재생 중인 영상을 PC에 저장합니다.



볼륨

현재 재생 중인 영상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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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행 정보 메뉴 구성
주행 중 촬영된 영상을 확인할 때 촬영 당시의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정보 메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➋
➌

➍

번호

➎

➐

➏

이름

설명

➊

속도 표시

영상 촬영 당시의 주행 속도를 표시합니다.

➋

G센서 정보

영상 촬영 당시의 차량의 X/Y/Z(가로, 세로, 높이)축 충격 방향을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➌

악셀/브레이크/방향지시등

•

: 브레이크 패달 동작을 표시합니다.

•

: 악셀 페달 동작을 표시합니다.

•

: 좌/우측 방향등 신호를 표시합니다.

•

: 비상등 신호를 표시합니다.

➍

변속기 정보

변속기 정보를 표시합니다. (P: 주차 R: 후진 N: 중립 D: 주행)

➎

RPM

엔진 회전수(RPM)를 표시합니다.

➏

냉각수 온도

냉각수 온도를 표시합니다.

➐

순간 연비

실시간 순간 연비를 표시합니다.

➑

조향각

주차된 차량의 조향각을 표시합니다.

차량 제조사나 차종, 그리고 차량의 사용환경에 따라 주행 정보 표시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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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11. 문제 해결하기
다음 표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품 고장 발생 시 해결 방법을 확인한
후에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구입처 또는 아이나비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제 사항
제품 전원을 켤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 전원 케이블(시가잭 또는 상시 케이블)이 차량 또는 제품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버튼을 눌러도 제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품 옆면의 리셋 버튼을 뾰족한 물체로 눌러 제품을 리셋하세요. 제품을 리셋해도
사용자 설정 및 영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음성 안내 또는 부저음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볼륨이 최소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볼륨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5.2 제품 볼륨 조절하기"를 참조하세요.

촬영된 영상이 뿌옇게 보이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 전방 또는 후방 카메라 렌즈에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호
필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상이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전방 또는 후방 카메라의 고정 위치를 확인한 다음, 제품의 전원을 켜고 LCD 화면을
통해 카메라 각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 메모리 카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메모리 카드의 금속
접점이 렌즈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제품이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장된 영상을 PC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외장 GPS 모듈(옵션) 또는 NB-IoT
모듈(옵션)을 설치했지만 GPS 신호를
수신하지 못합니다.

OBD2 케이블(옵션)을 설치했지만
DriveX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서 분리한 다음, 슬롯 내 접속 단자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용중인 메모리 카드가 아이나비 정품인지 확인하세요. 정품 이외의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팅크웨어㈜는 메모리 카드의 호환성 및 정상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MP4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PC에 설치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MP4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 외장 GPS 모듈 또는 NB-IoT 모듈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2.3 외장 GPS 모듈 설치하기(옵션)" 또는 "2.5 NB-IoT 모듈 설치하기(옵션)"를
참조하세요.
• 높은 건물 사이나 음영 지역에서는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폭풍이나 폭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는 GPS 신호가 약하거나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상 상태가 양호한 날 GPS 수신이 원활한 장소에서 다시
시도하세요. GPS 수신까지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OBD2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2.4 OBD2 케이블
설치하기(옵션)"를 참조하세요.
• 아이나비 홈페이지의 DriveX 업그레이드 페이지(http://www.inavi.com/
Upgrades/DriveX)를 방문하여 차량이 DriveX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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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품 사양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제품의 사양을 확인하세요.
항목

사양

비고

모델명
크기/무게

104.6 x 62 x 29.35 mm / 132 g

디스플레이 패널

3.5” TSP LCD (480x320 HVGA) IPS Type

메모리

microSD 메모리 카드(UHS-I)

32/64GB

상시녹화

1분 단위로 녹화 (2채널 전/후방 별도 녹화 파일)

이벤트 녹화

이벤트 전/후 각 10초 녹화 (총 20초)

수동녹화

수동 녹화 조작 전/후 각 10초 녹화 (총 20초)

주차녹화(주차 모드)

상시 전원 케이블을 설치 필요

저전력 주차 충격 녹화

이벤트 후 20초 녹화 (G센서에 충격 발생 시 이벤트 시점에
최대한 가까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감지)

울트라 나이트비전

상시 모드, 주차 모드

보조 배터리 연동 기능

i-Volt의 배터리 잔량 및 충전 상태 표시 (LCD 라이브 뷰)

카메라 센서

2.0M Pixels, 1/2.8" CMOS, 1080p

후방 카메라: 2.0MPixels, 1/2.8” CMOS, 1080p

이미지 센서

IMX327

후방 카메라: IMX327

화각

140°(대각기준)

후방 카메라: 140°(대각 기준)

비디오

FHD (1920 x 1080/H.264/확장자 MP4)

녹화 프레임 수

최대 30프레임

오디오

PCM(Pulse code modulation)

가속도 센서

3축 가속도 센서(3D, ±3G)

5단계 감도 설정

후방 카메라

V-IN 커넥터에 연결

microUSB 5핀 단자

외장 GPS 모듈(옵션) 또는
NB-IoT 모듈(옵션)

• 외장 GPS 모듈(옵션): 안전운행구간 알림 지원,
스테레오 잭 2.5Ø / 4극
• NB-IoT 모듈(옵션): 안전운행구간 알림 지원, 주차 충격
알림, 저전압 알림, 제품 전원 꺼짐 알림, 차량 배터리
상태, 마지막 주차 위치, OBD2(옵션)를 통한 평균 연비,
스테레오 잭 2.5Ø / 4극

EXT. 단자

OBD2 케이블(옵션) 또는
보조 배터리 연동(옵션)

• OBD2 케이블(옵션): 차량 진단 및 관리 기능(DriveX) /
스테레오 잭 2.5Ø / 4극
• 보조 배터리(옵션): iVolt Connected(BAB-110) 연동 /
스테레오 잭 2.5Ø / 4극

입력 전원

DC 12/24 V 지원

후방 카메라: DC 3.3 V

소비 전류

2CH: 3.8 W / 1CH: 2.6 W (mean)

슈퍼캡 완충 / LCD OFF

전원 보조 장치

슈퍼캡

LED 표시등

• 전면: 보안(시큐리티) LED
• 후면: 상태 표시등, 녹화 표시등

경고음

스피커 내장

동작온도/보관온도

-10~60℃

녹화방식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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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카메라: 25Ø x 34.3 x 68 mm / 35 g

전/후방 동일

음성(부저음) 안내

제품 사양

A/S를 신청하기 전에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백업하세요. 제품 수리 중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나비
고객센터에 접수된 모든 A/S 제품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백업한 제품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습니다.
팅크웨어㈜는 A/S 도중에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등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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