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최초 전원 연결시 또는 업그레이드 패치 후에는 부팅이 완료되기 
전에 전원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특히 시동 시에는 전원이 잠시 차단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본 제품에는 VisionDrive 전용 SD카드만 사용가능합니다.

동봉된 전원 케이블(시가잭)외의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치전 카메라가 위치할 부분의 차창과 카메라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블랙박스가 동작중에는 절대로 SD카드를 빼지 마십시오.

제품을 임의로 개조, 분리 및 수리하지 마십시오.

제품 조작 시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조작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을 분리할 경우 반드시 전원 연결을 해제한 후 하십시오.

거치대를 본체 고정 홈에 끼우고 좌측으로 밀어 고정시킵니다.

SD카드를 본체의 SD카드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

전원케이블을 연결하고 거치대의 양면테잎의 비닐을 제거한 후 
부착할 유리부분을 닦고 붙입니다. 
차량의 위쪽 중앙부에 가깝게 장착할수록 좋습니다.

차량의 시가잭 전원에 시가잭을 삽입합니다.

차량키를 꽂아 ACC전원으로 돌리거나 시동을 걸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음성안내가 나오고 LED 램프가 깜박이면 부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REC램프는 상시녹화 시에는 청색으로 깜박이며 이벤트 발생
시에는 적색으로 깜박입니다. 
GPS램프는 수신전엔 적색이고, 수신이 되면 청색으로 켜지며 
수신은 위치에 따라 수 초~수 분이 걸립니다.

동봉된 케이블 홀더를 이용하여 차량내 전원선을 정리합니다.

거치대와 본체 연결

본체에 SD카드 삽입

본체에 케이블 연결 후 차량유리에 부착

시가잭 연결

전원켜기 및 카메라 각도 조절

LED 램프 확인

전원케이블 정리

옵션 카메라를 본체의 후방카메라 포트에 연결하면, 시스템이 
자동 재부팅되며 후방 카메라를 인식합니다. 
(후방카메라를 본체에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도 무방합니다.)

후방카메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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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녹화 및 충격감지녹화
- 전원이 켜져있는 상태에서는 상시녹화가 진행되며 SD카드에 Normal 폴더에 저장됩니다. 
- 충격발생시 센서로 자동 감지하며 알람이 울리고 Event 폴더로 별도 저장됩니다.

3. 수동녹화
- [SHOT]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이벤트가 발생하여, 충격발생시와 마찬가지로 알람이 울리고
  이벤트로 저장됩니다.

4. 녹화 파일 재생
- [PLAY] 버튼을 누르면 녹화된 모든 파일이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영상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재생됩니다.
- 재생 중 [SHOT]버튼을 누르면 현재 재생중인 파일 직전의 파일이 재생됩니다.
  지난 영상을 재생하고자 할 때는 [SHOT] 버튼을 계속 눌러 해당 영상을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녹화파일을 확대하여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화파일이 재생되고 있는 중에 [PLAY]
  버튼을 짧게 누르면 차례로 2배=>4배=>원상복귀 순서로 진행됩니다.
- [PLAY]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다시 누르면 재생종료되며 상시녹화모드로 되돌아옵니다.
  이 때, 음성녹음 여부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5. 음성녹음
- [SHOT]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음성안내가 나오며 차량내부의 음성녹음이 시작됩니다.
- [SHOT] 버튼을 다시 3초 이상 누르면  음성안내가 나오며 음성녹음이 종료됩니다.
- 기본 녹음 모드는 PC 분석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주차감시모드
- 차량 정지 상태에서 [PLAY]버튼을 3초이상 길게 누르면 “주차모드로 전환합니다”
  음성안내가 나오며 주차모드로 전환됩니다.
- 주차모드시엔 센서가 작은 진동에도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설정됩니다.
- 주차모드시엔 음성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 [PLAY]버튼을 다시 3초이상 길게 누르면 “운행녹화 모드로 전환합니다”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며 자동으로 운행녹화모드로 전환됩니다.

7. SD카드 분리
- SD카드 분리를 위해서 시동을 끄고 차 키를 제거합니다. 차의 키를 제거한 후 수 초가 지나면 
  본체의 전원도 함께 OFF되면서 LED가 꺼집니다. (내장된 대용량 EDLC의 작동으로 수 초 
  동안 최종 녹화장면을 안전하게 저장한 후 본체의 전원을 OFF합니다.) LCD 및 LED가 모두 
  꺼지면 SD카드를 눌러서 본체에서 분리합니다.
    

8. 분석프로그램 사용
- SD카드를 PC에 연결 후 VDAnalyzer.exe를 실행하여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PC에 넣고 사용하실때는 반드시 SDHC 규격을 지원하는 리더기를 사용하십시오.
- SD카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실행되며 초기 암호는“12345678”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1. 녹화중인 현재화면 보기 (2채널 모드)
- [VIEW] 버튼을 누를 때마다 메인카메라=>후방카메라=>화면꺼짐=>메인카메라 순으로
  LCD 화면이 표시됩니다.
  (1채널 모드에서는 후방카메라 보기모드가 생략됩니다.)

1채널 작동기능 2채널 작동기능

짧게

3초이상 길게

짧게

짧게

3초이상 길게

짧게

3초이상 길게

짧게

짧게

재생모드

2배 확대 => 4배 확대 => 원래크기 전환

재생모드 => 녹화모드 복귀

동작 안함.
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전환

시간순 파일이동 재생

구분

녹화모드

녹화모드 => 재생모드 전환

주차 녹화 모드/운행 녹화 모드로 전환
(자동주차모드 시에는 적용 안됨)

전방카메라
=> 액정 꺼짐 전환

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 액정 꺼짐 전환

 수동 충격파일 녹화 시작

음성녹음 모드 변환 (On/Off)

P 버튼

P 버튼

V 버튼

SHOT버튼

SHOT버튼

P 버튼

P 버튼

V 버튼

SHOT버튼

*** 전원선 On, Off시 30초만 기다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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