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S-NAVI와 함께
진정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즐기세요"

더욱 자세한 사용설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www.bontec.com에
가시면 상세한 안내 및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의사항

● 시스템을 작동하실 경우 먼저 차량의 시동을 켠 후에 본체의 전원을 ON 하여 주시고, 본 시스
템을 종료하실 경우에는 먼저 본체의 전원을 OFF 하신후, 차량의 시동을 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에 무리한 영향을 주어 고장이 원인이 됩니다.
● 주행중 조작은 위험하오니 본 제품 조작 시에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하시고 조작하여 주십
시오.
● 특히, 야간, 빗길, 눈길, 급커브, 빙판길 등의 열악한 운전환경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제품조작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의 전자지도는 간혹 실제의 도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여 실제의
교통규제에 따라 운전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위하여 제품 사용 전에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지도상의 시설물 명칭 등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물적, 인적, 정신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GPS 위성은 지하, 터널, 산악지역, 빌딩숲 등 하늘을 가리는 지역에선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기상조건 및 GPS 위성 상태에 따라 수신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목적지 도착 예상 소요시간은 교통상황의 속성상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 GPS 위성 수신이 안되는 지역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GPS 위성 수신이 이루어 질때까지 시계기
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기능중 차량 소모품 체크기능 등은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 사용 중, 전자지도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시 이미 등록된 정보(자주찾는위치,최근
에 찾은위치 등)는 부득이하게 삭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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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점검 사항

● 차량 배터리의 전압이 낮을 경우,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량 배터리의
전압을 자주 체크해 주십시오.
● 리모콘의 배터리 전압이 낮을 경우, 리모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모콘이
다른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는 먼저 배터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별다른 이유없이 화면이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이상 동작시,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대리점
이나 AS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본 제품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내용 및 각종 사항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CF 카드는 당사 제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도데이터가 담겨져 있으므
로 다른 기기에 삽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CF 카드가 손상되었
을 경우에는 System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F 카드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가까
운 대리점이나 A/S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본 사용설명서의 화면 표시색은 제작 과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의 화면색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7 7 ■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잠자리는 어디가 좋을까?" - 훌륭한 숙박시설 찾아가기
8 0 ■ 자주찾는 위치 저장하기 (마크등록하기)
8 0 ■ 등록지점 찾아가기
8 2 ■ 등록지점 편집하기
8 3 ■ 최근에 찾은 위치 찾아가기
8 4 ■ 주소를 이용해서“종로구 인사동 ”찾아가기
8 5 ■ 주소를 이용한“종로구 종로2가 38-1번지 ”찾아가기
8 7 ■ 시설물의 이름“서울특별시청”으로 서울시청 찾아가기
9 0 ■ Navigation의 음성안내나 경로안내 또는 경로 이탈시 자동으로 재탐색하는 등의
여러가지 지도관련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설정 및 취소하기

9 7 ■“음량조정 ”-음성안내 등의 Navigation 음량 조정하기
9 8 ■ 전자 차계부 사용하기 (엔진오일교환, 타이어 교환주기 재설정하기)
9 9 ■ 현재 접속중인 GPS위성 정보 보기
100 ■ System의 소프트웨어와 전자지도의 버전정보 보기
105 ■ 세계 시계보기
4 3 ■ 주행메뉴란?
4 5 ■“약속시간은 늦었는데 주차할 곳은 보이지 않고 …”
현재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또는 다른 시설물) 찾기

106 ■ 기념일 등록하기
107 ■ 별자리운세 보기

4 7 ■ 지도메뉴란?

108 ■ 명언/말씀보기

5 7 ■ 지도를 확대하여 보거나, 축소하여 넓게 보기

110 ■ 로또번호 추첨하기

5 8 ■ 지도를 평면지도 또는 입체지도로 전환하여 보기

116 ■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보기

6 7 ■ 겨울이긴 하지만 주말에 애인과 놀러 갈만한데 없나?”- 유명한 온천관광지 찾아가기

117 ■ 오델로 게임하기

7 2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낙지 요리 맛있게 하는데 없나?”- 유명한 낙지요리 찾아가기

118 ■ MP3 파일 음악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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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내

1. 제품의 개요 및 특징
2. 제품의 다양한 기능
3. 제품의 구성품 소개
4. 사용시 주의사항
5. 제품 업그레이드 안내

Part1.

제품안내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개요 및 특징
제품의 전반적인 기능과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제품은 GPS 수신기를 탑재한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제품으로써 "Drive" 모드, "Life" 모드, "Media" 모드 등 크
게 3가지 모드로 구성된 신개념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입니다.
Drive로 대변되는 Navigation 분야는 기본적인 길안내 기

● 또한, 전국 상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전화번호 검색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ontec.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수 한국형 네비게이션용 전용지도 적용
● 자체 제작한 네비게이션 전용 지도로써 정기적인 지도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고 있
습니다.
● USB케이블을 이용하면 센타와 연동하여 다양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를 하실 수 있습니다.

능 이외에 "놀고", "먹고", "자고"라고 레져 테마를 주제로 일
상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Life
모드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계", "달력", "운세", "명언", "로또"
등의 메뉴를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edia 모드에서는 요즘 너무나 보편화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사진보기" ,
"게임" 및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MP3 "Player" 메뉴를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안전 운전 도우미 기능
● 과속우려지역 및 사고다발지역 등 각종 도로위험요소를 수시로 조사 업데이트하여,
운전자에게 미리 음성안내하여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차량용 소모품 교환시기 통보기능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및 터치스크린 방식 채용으로
더욱 간편한 조작법

제품의 다양한 기능
제품의 여러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놀고, 먹고, 자고 기능
● 주말연속극 촬영지에서부터 영화속 그 곳까지 다양한 볼거리 및, 우리나라 최고의
맛집, 최고의 풍경과 분위기를 자랑하는 카페… 그리고 아늑하고 편안한 잠자리까
지 안내해주는 기능으로, 레져시대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할 시
간을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줄, 본 제품의 핵심 테마 기능입니다.

다양한 길찾기 기능
● 내가 저장한 등록지점, 최근에 찾은 위치 등은 기본. 주소로 검색하기, 명칭으로 검
색하기, 현재 위치에서 주변 시설물 검색하기 등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처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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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는 물론 사무실 및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동식 기능
시계, 달력, 운세, 명언 등이 수록된 Life 기능
디카 사진보기, 게임, MP3 Player 등이 내장된 Media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
CF CARD(콤팩트플레쉬 메모리)를 이용한 ReWritable
시스템
1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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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내

제품의 구성품 소개

사용시 주의사항

구성품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품 사용전에 꼭 읽어보세요!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시기 전에 구성품이 아래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아래와 같지 않을 경우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A/S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제품 사용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여 주십
시오. 아래의 주의사항 등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물적, 인적, 정신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원 ON/OFF 순서
● 본 시스템을 작동하실 경우에는 먼저 차량의 시동을 켠후에 본체의 전원을 ON 하
시고, 본 시스템을 종료하실 경우에는 거꾸로, 본체의 전원을 OFF 하신후 차량의
시동을 꺼 주십시오. 그렇치 않으면 모니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

리모콘

건전지

본체 장착위치
● 본체에 내장된 GPS안테나의 수신 성능이 최적이 되도록 본체를 차 전면유리에 최
대한 밀착시켜 장착하십시오.

USB 케이블

차량용 시거젝

AC 어뎁터

운전중 조작금지
● 운전자가 운전중 조작하면 주위가 산만해져 사
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곳
에 정차한 후 조작하여 주십시오.

고온이나 저온에서의 작동금지
CF 카드 (512Mb )

크레들

* CF Memory 및 건전지는 소모품입니다.
* 주의 : 상기 구성품은 제작상의 이유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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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GPS 수신기

● 본 제품은 아주 고온이나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작 적정 온도 : -20도
~+70도). 리모콘 건전지의 적정 보관 온도는 10
도~25도로 혹한기나 한여름엔 작동에 이상이 생
길 수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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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내

운전중 지속적인 화면 주시 금지
● 운전중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 사고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중에는 지속적으로 화면
을 주시하지 마십시오.

엔진 정지중 장시간 사용금지
● 차량엔진 정지 중 장시간 시스템을 사용하면 차
량용 배터리 방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설정한 정보들은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음량 사용
● 본 제품의 음량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운전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십시오.

임의적 개조, 수리, 충격 금지
● 본 제품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리하거나 개
조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
며, 또한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고장, 파손의 원
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물질 주입금지
● 본 제품에 물이나 음료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면 기계적 장치의 치명적인 고장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십시오.

제품 이상 징후시 사용 금지
●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즉시 A/S센터
에 문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 규제 준수
● 본 제품의 음성안내는 실제의 도로 상황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의 도로교통 규제에
따라 운전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도로를 주
행함에 있어서 참고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 Upgrade 안내
제품 사용전에 꼭 읽어보세요!

GPS 안테나
본 제품의 전자지도 및 각종 프로그램은 시스템 내부와 CF
● GPS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에 금속제품
이나 자성체 등을 올려 놓으면 GPS 위성으로
부터의 위치정보를 수신하는데 방해가 되어 현
재 위치를 표시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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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지도 및 각종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
니다. (업그레이드 방법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www.bonte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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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주요구성품의 기능 및 사용법

본체

전원 : 시스템의 전원을 ON/OFF 하는 버튼입니다.
CF Memory 삽입구 : CF 카드를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카드 삽입시 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치대 연결부 : 실내에서 사용시 거치대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거치대는 별도판매 제품입니다.)
자동차 부착용 거치대 : 자동차에 부착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조명 : 전원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부분입니다. MP3 작동시 불빛이 회전하며, 과속구
간 안내시는 점등됩니다. 경로안내시, 좌회전 할때는 좌측이 점등되며, 우회전 할때는
우측이 점등됩니다.
현재지 버튼 : 현재 차량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전원 연결부 : 본체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USB 연결부 :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어폰 연결부 : 헤드폰 및 이어폰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스테레오 방식)
외장형 GPS 안테나 연결부 : 외장형 GPS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 주의 : 상기의 전반적 장치는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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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성품의 기능 및 사용법
메뉴 버튼 : Drive 모드에서의 주메뉴 화면을 불러옵니다. 한번 더 누르면 메뉴 화면을

리모콘

종료하는 버튼입니다. 본체의 메뉴버튼은“Media”
모드에서 MP3 작동시 음량을 작게
합니다.
이전 버튼 : 현재 화면에서 바로 전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모든 선택되어
있는 사항들에서는 취소하는 버튼입니다.
축소 버튼 : 지도 화면을 축소하거나 리스트 창에서 Page Up 기능과 MP3에서 음량을
작게하는 버튼입니다.
확대 버튼 : 지도 화면을 확대하거나 리스트 창에서 Page Down기능과 MP3에서 음량을
크게하는 버튼입니다.
탐색/재탐색 버튼 :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된 경로를 이탈하였거나
현재 위치가 이동되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 또는 재탐색하는 버튼입니다.
입체 버튼 : 지도 화면을 2D와 3D 화면으로 전환하는 버튼입니다.
완료 버튼 : 리모콘을 이용하여 문자입력 후 입력을 완료하는 버튼입니다.
지움 버튼 : 전화번호,숫자,문자 입력시 잘못 입력한 내용을 한자씩 지우는 버튼입니다.
카메라 버튼 : 안전 운전 도우미 기능 이용시 신설 카메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버튼으로, 이 버튼을 누를 경우 도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정보가 저장되며, 나중에 이 도로를 지날갈 경우 음성으로 경고해 줍니다.
마크 버튼 : 이 버튼은 운전자가 자주찾는 장소를 입력하는 기능으로, 이 버튼을 누른

전원 버튼 : 본 장치의 전원을 ON/OFF 하는 버튼입니다.
모드 버튼 :“Drive”
“Life”
,
“Media”
,
모드로 이동시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장소는 주 메뉴의“등록지점검색”
에 저장됩니다.
주변정보 버튼 : 주유소, 주차장 등 현재 차량주변의 필요한 시설물을 간편하게 검색하는
버튼입니다.

현재지 버튼 :“Drive”
모드에서 차량의 현재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하거나
“Life”모드나“Media”
모드에서“Drive”
모드로 이동시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선택 버튼 : 각종 사항을 선택시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사진보기"에서는 사진 확대시 사용합니다.)

※주행 중 변경하거나 입력한 Data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만 저장됩니다.

위 화살표 버튼 : 위로 메뉴의 항목 이동과 커서의 이동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아래 화살표 버튼 : 아래로 메뉴의 항목 이동과 커서의 이동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좌 화살표 버튼 : 좌(왼쪽)로 메뉴의 항목 이동과 커서의 이동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우 화살표 버튼 : 우(오른쪽)로 메뉴의 항목 이동과 커서의 이동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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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 리모콘의 "모드
표시됩니다.

주요 기능의 간단한 소개

" 버튼이나 본체의 "모드

● 리모콘을 이용할 경우 리모콘의 "좌

" "우

드 간 이동을 하실수 있으며, 이동후 "선택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 버튼을 눌러 "Drive", "Life", "Media" 모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 또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모드를 화면에서 직접 터치하여도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 주의 :“Life”
모드 및“Media”
모드에서“현재지

Drive 기능

”버튼을 누르시면“Drive”
모드로 전환됩니다.

● Drive 기능은 네비게이션(길찾기) 기능으로서 네비게이션의 기본 기능이라 할수 있는
"주소 검색", "명칭 검색", "항목/지역별검색" 등 길찾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 또한 본 시스템의 핵심인 "놀고", "먹고", "자고" 라는 레져 테마를 주제로 사용자들에게
기존의 네비게이션이 제공하지 못했던 여가문화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는 곳
입니다.

* 주의 : 위의 화면은 CF 카드에 지도 데이터가 없을때, 또는 초기 설정 모드가 설정되어 있을때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만일,“Drive”모드에서 전원을 끄시면, 부팅시 위의 화면은 표시되지 않습
니다.

MEMO

MEMO

27 page

28 page

Part3.

주요 기능의 간단한 소개

Life 기능

● Life 기능은 말 그대로 생활기능으로서, 일상생할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모아 놓은 곳입
니다. GPS 위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확한 현재시각 및 세계주요 도시의 시각을 알려주
는 "시계" 기능, 기본 양력달력에 음력은 물론 기념일을 저장하여 알려주는 "달력" 기능,
나의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별자리 운세를 알려주는 "운세" 기능, 성경속의 오늘의 말씀
및 세계 유명 위인들의 오늘의 명언을 알려주는 "명언" 기능,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로또의 번호를 추첨하여 주는 "로또" 기능 등이 있는 곳입니다.

Media 기능

● Media 기능은 Media(MP3) 플레이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추억과 행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을 볼수 있는 "사진보기" 기능, 오델로라
는 게임을 통하여 지루함을 달랠수 있는 "게임" 기능, 내가 좋아하는 MP3 곡을 PC에서
다운받아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는 MP3 Player 기능 등이 있는 곳입니다.

MEMO
* 주의 : GPS 수신이 안될 경우“시계”및“달력”기능은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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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화면 및 참고사항

각종화면

2) 모드 화면

1) 제품 시동시 초기화면

● 본 System은 크게 "Drive", "Life", "Media" 의 세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rive”모드에서“Life”모드나“Media”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드
튼을 누르셔야만 합니다.

● 위의 그림은 본 시스템을 처음 작동시(전원 ON 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위의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A/S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System은 본체의 전원을 On 하면 켜지고, Off 하면 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체의 전원을 항상 On 으로 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전원 또는 시동을 켜거나 끌
수도 있지만, 그럴경우 모니터에 영향을 주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 세가지 모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MP3를 들으면
서 네비게이션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MEMO

● 전원 또는 시동이 꺼지더라도 본 시스템에 사용자께서 저장하신 정보나 데이터는 지워
지지 않습니다.

33 page

"버

34 page

Part4.

각종 화면 및 참고사항

Drive 모드에서의 주요화면
1) 주행시 화면소개

<차량이 주행 중일때 차량의 현재 위치와 주변의 상황을 표시할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나침반아이콘 : 지도상의 방향을 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아이콘입니다. 붉은색

<위의 화면은 경로안내를 받으며 주행 중일때 차량의 현재 위치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나
타내는 화면입니다>

고속도로입구아이콘 : 고속도로의 입구(IC)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부분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고속도로출구아이콘 : 고속도로에서의 출구(IC)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시간아이콘 : 현재의 시각을 표시해 주는 아이콘입니다.
음성안내아이콘 : 경로안내시 음성안내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GPS아이콘 : GPS위성의 수신상태를 표시하는 아이콘입니다.
출발지아이콘 : 경로의 출발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주행모드아이콘 : 차량의 주행모드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차량이 주행중이
거나 경로안내 일 경우에 표시됩니다. (지도모드시 아이콘은 본서 38 Page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아이콘 : 경로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경유지아이콘 : 경로내에 설정하신 경유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카메라아이콘 : 과속경고를 표시하는 아이콘입니다.

3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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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선 : 설정하신 경로를 나타냅니다.
회사위치아이콘 : 회사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2) 지도검색시 화면소개

다음 교차로에서의 주행방향입니다.(경로안내시에만 표시됩니다.)
다음 교차로까지의 잔여거리입니다.(경로안내시에만 표시됩니다.)
현재 주행중인 도로의 명칭입니다.(경로안내시에만 표시됩니다.)
현재 차량의 위치에서부터 목적지 또는 경유지까지의 잔여거리및 소요시간을 표
시합니다. (경로안내시에만 표시됩니다.)

MEMO

<리모콘의 중간에 있는 상하좌우

버튼 또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지도

를 검색하실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지도모드 아이콘 커서입니다. 현재의 차량위치와 상관없이 리모콘의 상하좌
우
버튼으로 조종하며 차량의 현재위치에서부터 타지역의 지도를
검색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각종심볼 : 각종 아이콘들은 본서 부록의“지도 심볼소개 ”
를 참고해 주십시
오.(127 Page 참조)
현재위치아이콘 : 현재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지도모드시 주행모드의
마지막위치를 표시합니다.)
나침반 아이콘, 현재시각 아이콘, GPS 수신상태 아이콘 등은“주행시화면”
과동
일하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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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속도로 안전모드 화면소개

시설물의 상세정보를 표시해 주는 아이콘입니다. 지도상의 커서를 움직여 상세정
보가 있는 시설물에 지도모드 아이콘을 맞추면 지도모드 아이콘은 손바닥 툴로
바뀌고 위와 같이 시설물의 간단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리모콘으로 선택하
게 되면 시설물의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모드는 고속도로 주행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입니다>

도로명칭 : 경로 안내시에만 표시되며 현재 차량이 주행중인 도로의 명칭이 표시

3) 주야간 전환시 화면소개

되는 곳입니다.
첫번째 : 경로 안내시에만 표시되며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첫번째 IC, JC,
또는 휴게소의 명칭, 진행방향, 잔여거리 그리고 휴게소일 경우에는 휴게소에 갖
추어져 있는 시설물을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두번째 : 경로 안내시에만 표시되며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두번째 IC, JC,
또는 휴게소의 명칭, 진행방향, 잔여거리 그리고 휴게소일 경우에는 휴게소에 갖
추어져 있는 시설물을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세번째 : 경로 안내시에만 표시되며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세번째 IC, JC,
또는 휴게소의 명칭, 진행방향, 잔여거리 그리고 휴게소일 경우에는 휴게소에 갖
추어져 있는 시설물을 아이콘으로 표시합니다.

위의 두 화면과 같이 본 시스템은 주간모드와 야간모드로 구분되어 주간에는 밝

목적지 : 경로 안내시에만 표시되며 목적지까지의 잔여거리 및 소요시간을 표시

게, 야간에는 어둡게 지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주간모드와 야간모드의 전환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항상 주간모드나 야간모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90 Page“환경설정”의“기능설정”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합니다.

39 page

요금 :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지불하셔야 할 통행료가 표시됩니다.
(2004년7월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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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차로 확대도 화면소개

방면명칭아이콘 : 교차로에서 진행할 방향의 방면명칭을 표시합니다.
방향아이콘 : 교차로에서 주행할 방향을 표시합니다.

6) 메뉴 화면 소개
● 메인메뉴

"Drive" 모드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화면으로, Drive의 다양한 기능을
골고루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
시한번 메뉴

또는 이전

버튼을 누르

면 지도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주행메뉴

주행모드 상태일때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
<주행모드의 경로 안내시에 교차로 약 300m 전방에 접근하면 교차로가 확대되어 표시됩니다>

있는 메뉴로서 리모콘의 선택

버튼을 누

르거나, 화면의 우측상단의“메뉴”
버튼을
터치하면, 우측의 그림과 같이 주행메뉴가
이 화면은 설정된 경로를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지나갈 때 안내해 주는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주행메뉴의 자세한 기능은 본

경로안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도 이같은 화면은 표시되
지 않습니다.

서 43 Page 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안내모드에서는 진행방향에 따라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며 차량의 현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이러한 교차로 안내는 교차점으로부터 약 300m 전방에서 시작하여 교차로를 지
나면 원래의 상태로 복귀됩니다.
잔여거리아이콘 : 교차로까지의 잔여거리를 표시합니다.

● 지도메뉴

주행모드 상태와 지도모드 상태는 화면에
표시되는 커서의 모양으로 쉽게 구분되어
집니다. (지도메뉴의 자세한 기능은 본서
47 Page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도모드는 주로 지역을 검색할 때 편리한
기능으로 주행모드에서 리모콘의 상하좌

교차로명칭아이콘 : 차량이 진행할 교차로 명칭을 표시합니다.
차량아이콘: 차량의 현재 진행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41 page

우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터치하여 커서의 위치를 움직이면 지도모드로 변경되며, 이때 리모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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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의 우측상단의“메뉴”
버튼을 터치하면, 주행메뉴가 나타납
니다.

● 재탐색

이 기능은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하여 주행 중, 경로를 이탈하거나 또는 다시 경로
탐색을 원하실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경로편집메뉴

“환경설정”기능 중“기능설정”항목에서“경로 이탈시 자동 재탐색”기능을 ON

설정된 경로가 있을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

한 경우, 경로이탈시 이 기능은 자동으로 동작하여 경로를 재탐색하게 됩니다.

는 메뉴로서 설정된 경로내에 경유지 추가
, 출발지/목적지 변경 등 설정 경로를 편집

● 자택으로

탐색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메뉴입

이 기능은“지도메뉴”
의 기능 중“자택 등록”항목을 이용하여 자택을 등록하였을

니다. (경로편집메뉴의 자세한 기능은 본서

경우에만 동작하며, 차량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지부터 자택까지 경로를 탐색하여

49 Page를 참고해 주십시오.)

경로 안내해 주는 기능입니다.

● 근무지로

부가기능

탐색

이 기능은“지도메뉴”
의 기능 중“근무지 등록”항목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등록하
였을 경우에만 동작하며, 차량이 위치하고 있는 현재지부터 근무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여 경로 안내해 주는 기능입니다.

1) 주행시 주행메뉴
● 주행메뉴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중 또는 경로안내 받으며 주행중 필요
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제작한 메뉴입니다.

● 경로표시

/ 경로삭제

이 기능은 목적지를 검색/탐색 후 경로안내시에 경로안내선, 교차로 확대도, 음성
안내 등의 적용여부를 설정합니다. 한번 선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경로표시/경

로삭제가 토글됩니다.

● Na vi 기능설정

"Drive" 모드의 메뉴 항목중“환경설정”항목의 하부메뉴인“기능설정”항목으로
바로가기 버튼으로 주행모드나 지도모드로 표시된 지도의 여러가지 기능을 설정
하는 창으로 바로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90 Pag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보기

이 기능은 지도상에 표시된 탐색 경로를, 지도를 축소하여 전체 경로를 한 화면에
서 볼수 있도록 한 기능으로, 만일 경로를 탐색한 적이 없다면 이 기능은 동작하지
<도로 주행중 또는 경로 안내시 선택
같이“주행메뉴”
가 나타납니다>

43 page

버튼을 누르면 지도화면 위로 위의 화면과

않습니다. 경로보기의 자세한 설명은 49 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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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검색

이 기능은 낯선 장소에서 주행중, 주유소 및 정비소 등 차량주변의 긴급을 요하는 시

리모콘의 상하좌우

설물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이용하

여“주차장”
을 선택합니다.(※(2.8Km)안의 숫자는

이 기능의 세부 항목은 긴급한 상황과 편의를 위한“주유소”
, "충전소",“은행”
,“맛

현재위치에서 약 2.8km내에 있는 주차장을 검색하여 나

집”
,“주차장”
,“편의점”
,“정비소”
,“관광지”
,“숙박”등이 있으며 주변에 관련 시설물

타내 준다는 표시입니다.)

이 없을 경우“위치 주변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창이 나타납니다.
이 기능 실행 후에는 마지막으로 검색한 주변의 시설물 아이콘이 항상 지도상에 표시
됩니다. 표시하지 않으려면“환경설정”메뉴의“기능설정”에서“주변정보 표시”항
목을 off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본서 92 Page“기능설정”
을 참고하세요)

검색 결과중 해당 결과가 없다면“위치주변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안내창이 표시되며, 결과가 있다

● 3D모드(리모콘의“입체”
버튼), 카메라등록, 마크등록

면 우측 화면과 같이 리스트창에 시설물의 명칭과 시설물

이 기능들은 리모콘에 있는 기능들과 동일한 기능들로서, 리모콘 없이 터치스크린만

까지의 거리가 보여집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상

으로 리모콘의 기능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입니다. 각 기능별 자세한 사항은

하

본서 23~24page의 리모콘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요.

버튼과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보기”버튼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지도보기”버튼을 선택하여 지도로 이동하거나 상세정

예제

“약속시간은 늦었는데 주차할 곳은 보이지 않고 …”
현재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또는 다른 시설물)찾기

보를 원할 경우“상세정보”항목을 선택합니다.
전단계에서 선택한 목적지에 아이콘이 위치해 있

강남역부근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주변

는 지도가 보여집니다. 선택

에 차세울 곳은 보이지 않고 약속은 늦고.....

버튼을 누르신 후

이곳까지 탐색을 누르면 선택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
색하여 경로안내가 시작됩니다.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전

주행메뉴 상태에서 선택

버튼을 눌러 주행메뉴

를 나타나게 한 후, 메뉴의 하단에 있는“주변검

버튼을 선택합니다.

MEMO

색”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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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2) 지도검색시 지도메뉴

등록

이 기능은“주행메뉴”
의“근무지로 탐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기능으로“지도검

● 지도메뉴란 사용자가 찾고자 하시는 위치 검색에 필요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사용
하도록 제작된 메뉴입니다.

색”
에서 상하좌우

버튼을 이용, 근무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커서 아이콘을 이동 후, 선택

버튼을 눌러“지도메뉴”
를 나타나게 한후“근무지

등록”
을 선택하면 근무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기능에서 근무지가 등록이 되
어 있지 않다면,“주행메뉴”
의“근무지로 탐색”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 지도

북고정

이 기능은“지도검색”
시, 어느 위치를 검색하고자 상하좌우

버튼으로

커서 아이콘을 움직일 경우, 사용자가 전자지도상의 방위와 실제 방위가 혼동되는
것을 막기위한 기능입니다.
"지도검색" 상태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지도메뉴”
가 나타나고 리모콘을 상

하로 조작하여“지도북고정”
을 선택하면 상하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 아이콘을 움직여도 전자지도는 시스템 화면상의 상단을 북으로 향하게 고정
됩니다.
● Na vi 기능설정
<지도검색 화면에서 선택
메뉴”
가 나타납니다>

버튼을 누르면 지도화면 위로 위의 화면과 같이“지도

초기 메뉴 항목중“환경설정”
기능의 하부메뉴인“기능설정”항목으로 바로가기 위
한 버튼으로, 주행모드나 지도모드로 표시되는 지도의 여러가지 기능을 설정하는
창으로 바로가기가 됩니다.(90 Page 참조)

● 이곳까지

탐색

이 기능은 차량의 현재위치부터“지도검색”시의 커서 아이콘이 위치해 있는 곳까
지 최대한 간단하게 경로를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도검색”
시 원하는 위치에 상하좌우
을 이동한 후 선택

버튼을 조작하여 커서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지도메뉴”
가 나타나고“이곳까지 탐색”
을선

택합니다.

● 경로보기

이 기능은 지도상에 표시된 탐색경로를 지도를 축소하여 전체 경로를 한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한 기능으로, 만일 경로를 탐색한 적이 없다면 이 기능은 동작하지 않
습니다.(세부기능은 49 Page“경로보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검색

이 기능은 주행메뉴의 "주변검색" 기능과 같은 기능입니다.
● 자택

등록

( 45 Page 주행메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주행메뉴”
의“자택으로 탐색”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기능으로“지도검
색”
에서 상하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

까지 커서 아이콘을 이동 후, 선택

버튼을 눌러“지도메뉴”
를 나타나게 한 후

“자택등록”을 선택하면 자택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기능에서 자택으로 등록이 되
어 있지 않다면,“주행메뉴”
의“자택으로 탐색”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47 page

48 page

Part4.

각종 화면 및 참고사항

3) 경로설정시 경로보기메뉴

- 이곳을 경유지로/경유지 제거

● 경로보기메뉴는 설정하신 경로가 있을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목적지까지 주행중 경유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경로편집 상태에서 상하좌우
선택

버튼을 움직여 커서 아이콘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 후,

버튼을 눌러“경로편집메뉴”
창 표시후,
“이곳을 경유지로”
를 선택하면 Navigation에서 경유

지가 입력되었다는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경유지를 포함하여 경로를 재탐색할 경우“경로편집메뉴”
중“정방향 탐색”
을 선택하면 경로는 재설정됩니다. ("경유지 삭제”
를 선택하면 경유지는 삭제됩니
다.)
- 이곳을 목적지로 / 이곳을 출발지로
이 기능은 설정되어 있는 경로내의 목적지나 출발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경유
지 설정과 같이 경로 편집 상태에서 상하좌우
나 출발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하신 후 선택

버튼을 움직여, 커서 아이콘을 목적지
버튼을 눌러“경로편집메뉴”
를 띄운 후,

이 기능을 선택하면 Navigation에서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등록 되었다는 음성안내가 나옵 니다. 새
로운 목적지나 출발지를 적용하여 경로를 재설정 하시려면“경로편집메뉴”
중“정방향 탐색”
을 선택
하면 경로를 재탐색하면 새로운 경로가 설정됩니다.
<위의 그림은 주행모드의 주행메뉴 가운데“경로보기”
를 선택한 창입니다.하단에
는 목적지까지의 거리, 명칭, 소요 시간 등이 표시되며, 맨 좌측에는 탐색된 경로의
조건이 표시 됩니다. >

- 추천경로 / 무료우선 / 유료우선 / 거리우선(경로탐색 조건 변경)
이 기능은 경로탐색시 탐색조건을 변경하는 기능으로써 선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네가지 조건이

순환되며 변경됩니다. 이 기능을 변경 후에“정방향 탐색”
,“역방향 탐색”
등의 기능을 실행하면 경로
가 설정됩니다.

● 안내시작

탐색된 경로대로 안내를 시작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 정방향탐색 / 역방향탐색
이 기능은“경로편집" 메뉴에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재탐색하거나 목적지에서 출발지
까지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메뉴들입니다.“경로편집" 메뉴에서 여러가지 변경 사항들은“정방향 탐

● 경로편집

색”
“역방향
,
탐색”기능을 수행하였을 시에 적용되어 경로에 반영됩니다.

“경로보기”메뉴창의“경로편집”
을 선택하면“경로편집”
창으로 전환됩니다.“경
로편집”
은 경로안내에 따라 주행중 경유지 추가, 목적지 변경, 출발지 변경 등이 발
생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메뉴입니다.
이러한 편집상태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의 우측상단의“메뉴”
를 직접

“Touch”
하여도 지도화면 위로“경로편집”메뉴가 나타납니다. 경로편집상태에서
주행모드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가상주행

탐색된 경로를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시뮬레이
션 기능입니다.

● 추천경로탐색

목적지까지 시간과 거리를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최적의 경로가 되도록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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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우선탐색

목적지까지 무료도로를 우선하여 경로가 탐색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유료우선탐색

“

”“

”“

”

“

”“

”“

”

“

”“

”“

”

지하도로 옆도로로
진입하십시오.

목적지까지 유료도로를 우선하여 경로가 탐색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1시방향
좌회전 입니다.

1시방향
우회전 입니다.

● 거리우선탐색

목적지까지 최단거리의 도로를 우선하여 경로가 탐색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회전 입니다

4시 방향
우회전 입니다

4) 음성안내

8시방향
좌회전 입니다

●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하고, 탐색 경로를 따라 주행시 목적지까지 안전
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경로를 안내해 주는 기능입니다.
● 탐색된 경로가 없을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이 음성안내 기능은 임의적으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회전 입니다

●“음성안내”
를 하는 지점은 지도상 깃발아이콘으로 표시되며, 교차점 회전 각도가
미세할 경우“음성안내”
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지형의 특성상 전자지도의 도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상 실제 도로의 교통상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가도로로
진입하십시오.

51 page

”“

고가도로 옆도로로
진입하십시오.

계속 직진하는
경로입니다

교차로에서 주행 방면을 안내해 주는 음성안내
●

교차로에서의 기본적인 음성안내

유-턴(U-Turn)
입니다

탐색된 경로를 주행하고 계실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게 될
경우의 음성안내 입니다.

지하도로로
진입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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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두개의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의 음성안내
●

교차로에서 다음 교차로까지의 거리가 200m 이내일 경우에는 두개의 교차로 음성
안내를 연속으로 합니다.

일반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의 음성안내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옆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의
음성안내

자동차 전용도로, 도시 고속화도로 분기점에서의 음성안내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진입하는 경우의 음성안내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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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로 진입할 경우의 음성안내
●

고속도로로 진입할 경우의 안내는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계 지점에 대하여안내합니다.

●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는 일반도로의 교차점안내와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한 음성안내
를 합니다.

고속도로의 분기점으로 진입할 경우의 음성안내

고속도로 출구쪽으로 주행할 경우의 음성안내

고속도로의 휴게소로 진입할 경우의 음성안내
●

차량과 휴게소의 거리가 2Km부터는 차량이 휴게소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항상 휴게
소 부근에서는 음성안내를 합니다.

목적지 주변에서의 음성안내와 도착시 음성안내

55 page

●

목적지(또는 경유지)의 약 350m 부근까지 접근하면“주위에 목적지(또는 경유지)가
있습니다”
라고 음성안내를 합니다.

●

Navigation이 목적지(또는 경유지)로 인식하는 지점은 경로의 끝점. 또는, 지도 화면
상 도착깃발의 위치점이며, 목적지의 약 100m 부근에 접근하면“목적지에 도착했습
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라고 음성안내를 합니다. (경유지일 경우 도착시 음성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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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면지도(2D)와 입체지도(3D)

기타 음성안내
●

직진하는 도로가 4.5Km 이상일 경우“다음 안내시까지 계속 직진하십시오”
라는 음
성안내를 합니다.

●“Navi 기능설정”
항목에서“자동

재탐색”
을“On”
으로 설정해 놓으셨을 경우에, 경로
에서 200m 이상 벗어난 경우에는“탐색된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하고 있습니다. 경
로를 자동으로 재탐색 합니다”
라고 음성안내 합니다.

●“Navi

기능설정”
항목에서“자동 재탐색”
을“Off로 설정해 놓으셨을 경우에, 경로에
서 200m 이상 벗어난 경우에는“탐색된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하고 있습니다. 재탐
색 하려면 재탐색 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라고 음성안내를 합니다.

● 평면지도란 일반적으로 보아 오던 지면을 이용한 2차원의 평면적인 지도를 말하
고, 입체지도란 입체로 표현되어 원근이 표현되는 지도로서 평면지도보다 더
넓은 영역을 볼수 있는 지도입니다.
● 입체지도는 모든 모드에서 표현이 가능하며, 평면지도와 입체지도의 전환은 입
체 버튼을 누를시마다 전환됩니다.
● 아래 좌측의 화면은 주행모드시의 평면지도(2D)입니다. 입체지도(3D)로 변환을
원하신다면 리모콘의 입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아래 우측의 화면은 주행모드시의 입체지도(3D)입니다. 평면지도(2D)로 변환하
시고자 하신다면 리모콘의 입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5) 지도의 확대와 축소
● 전자지도의 확대 및 축소기능은 지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기능으로 화면 내에서 아
이콘을 이용하여 지도를 검색할 때 보다 편리하고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
니다.
● 평면지도일때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총12단계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도의 확대와 축소는 확대
이 가능합니다.

버튼과 축소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간단히 조작
<평면지도 2D>

<입체지도 3D>

MEMO

<최고 확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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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Drive" 모드는 "놀고, 먹고, 자고" 라는 핵심 테마 기능과
네비게이션 기능들을 모아 놓은 곳으로서, 구성 항목은
"놀고", "먹고", "자고", "길찾기", "실시간정보", "환경설정" 등

●

"놀고"라는 메뉴는 먹고, 자고를 제외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놀이문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분류, 종합하여 사용자들의 행
복을 추구한 기능입니다.

●

"놀고"라는 항목은 크게 "테마별 축제", "테마별 볼거리", "테마별 여행",“테마별 레
져”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마별 축제

●

●

이상태에서 리모콘의 메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6가지 구성의 화면이 표시

"Drive" 모드상의 모든 항목은 리모콘의
상하좌우

버튼을 이용하

여 이동 하실수 있으며,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

● 1월 행사/축제 100선

● 7월 행사/축제 100선

● 2월 행사/축제 100선

● 8월 행사/축제 100선

● 3월 행사/축제 100선

● 9월 행사/축제 100선

● 4월 행사/축제 100선

● 10월 행사/축제 100선

● 5월 행사/축제 100선

● 11월 행사/축제 100선

● 6월 행사/축제 100선

● 12월 행사/축제 100선

테마별 볼거리
● 박물관 100선

● 이색쇼핑 100선

● 기념관/전시관 100선

● 시골장터/시장 100선

● 미술관 100선

● 미용/헤어/음악/기타 100선

● 홍보관/문화원/학습관 100선

● 영화/연극/공연 100선

● 문화관광단지 100선

● 대형문고/도서관 100선

● 쇼핑단지 100선

● 전망대/타워/기타 100선

테마별 여행

"Drive" 메뉴화면에서 빠져 나오시기 위

● 국도립공원/산/수목원 100선

● 공원 여행 100선

해서는 리모콘의 이전

● 계곡/폭포/동굴여행 100선

● 길/밭/이색/오지 여행 100선

● 바다/해변/강 여행 100선

● 명승/유적/사적지 여행 100선

● 온천/해수/약수 여행 100선

● 사찰/탑/산사 여행 100선

● 놀이동산 여행 100선

● 종교성지/선사유적 여행 100선

● 관광지/유원지/유명마을 100선

● 민속마을 여행 100선

뉴

또는 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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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항목에서 테마별 축제를 선택하신 후, 상

테마별 레져
● 스키장/눈썰매장 100선

● 레포츠 100선

● 골프장 100선

● 야영장/오토캠프장 100선

하

버튼을 이용하여 "8월 행사/축제 100선

"을 선택합니다.

● 민물/바다낚시 100선

●

●

메뉴상태에서 "놀고" 항목을 선택하

상하

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

버튼을 이용하여 "부산"을 선택합니

이제부터 "놀고" 항목을 예제를 이용
하여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전체" 에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1) 테마별 축제
예제

"조금 있으면 휴간데…
8월 달에는 어디 구경할 만한 축제가 없나!"
- 부산에서 열리는 "해운대 축제" 찾아가기

미리 알고 있는 축제를 찾으실 경우에는 좌
우

메인메뉴에서 "놀고"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되고, 잘 모

르시는 경우에는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예로 "ㅎ"으로 이동
후 "해운대 축제"를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보기" 버튼
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 지도

로 이동하거나 상세정보를 원할경우 "상세정보"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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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선택하신 축제가 열리는 위치로 지도가 표시됩니
다. 리모콘의 탐색/재탐색

버튼을 이용하여 "서울"을 선택합니

다.

버튼을 누르면 목적

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탐색을 취소하시
거나 다른곳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
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서울전체" 에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2) 테마별 볼거리

예제

"이번주에는 애들한테 우리 조상의 얼이 깃든
박물관을 같이가기로 했는데..."
- 서울의 "국립민속박물관" 찾아가기

미리 알고 있는 박물관을 찾으실 경우에는 상하좌
우

메인메뉴에서 "놀고"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되

고,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검색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예로 "ㄱ"으
로 이동 후 "국립민속박물관"을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
보기" 버튼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다시 선택

버튼

을 눌러 지도로 이동하거나 상세정보를 원할경우 "상세정
보" 버튼을 선택합니다.

"놀고" 항목에서 테마별 볼거리를 선택하신 후, 상

선택하신 국립민속박물관의 위치로 지도가 표시됩

하

니다. 리모콘의 탐색/재탐색

택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박물관 100선"을 선

버튼을 누르면 목

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탐색을 취소하
시거나 다른곳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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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체" 에서 선택

3) 테마별 여행

예제

버튼을 누릅니다.

“겨울이긴 하지만 주말에 애인과 놀러 갈만한데
없나?”- 유명한 온천관광지 찾아가기
- 강원도의 "설악워터피아" 찾아가기
미리 알고 있는 온천을 찾으실 경우에는 좌

메인메뉴에서 "놀고"를 선택합니다.

우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되고, 잘 모

르시는 경우에는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검색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예로 "ㅅ"으로 이동 후
"설악워터피아"를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보기" 버튼으
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 지도로

이동하거나 상세정보를 원할경우 "상세정보" 버튼을 선
택합니다.
"놀고" 항목에서 테마별 여행을 선택하신 후, 상
하

선택하신 설악워터피아의 위치로 지도가 표시됩니

버튼을 이용하여 "온천/해수/약수 여행

다. 리모콘의 탐색/재탐색

100선"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목적

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탐색을 취소하시
거나 다른곳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
전

상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강원"을 선택합니

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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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체" 에서 선택

3) 테마별 레져

예제

버튼을 누릅니다.

“김사장님하고 한성골프장에서 골프치기로 했는데
거기가 어디지?”- 한성골프장 찾아가기
미리 알고 있는 골프장을 찾으실 경우에는 좌

메인메뉴에서 "놀고"를 선택합니다.

우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되고, 잘 모

르시는 경우에는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검색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예로 "ㅎ"으로 이동 후
"한성컨트리클럽"를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보기" 버튼
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 지도

로 이동하거나 상세정보를 원할경우 "상세정보" 버튼을
선택합니다.
"놀고" 항목에서 테마별 레져를 선택하신 후, 상
하

선택하신 한성컨트리클럽의 위치로 지도가 표시됩

버튼을 이용하여 "골프장 100선"을 선

니다. 리모콘의 탐색/재탐색

택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목

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탐색을 취소하
시거나 다른곳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
전

상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경기"를 선택합니

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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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

"먹고"라는 메뉴는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먹는문화를 좀더 체계
적으로 분석하여 분위기별 장소와 음식 종류별로 분류, 종합하여 사용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추구한 기능입니다.

●

"먹고"라는 항목은 크게 "테마별 맛집", "테마별 카페"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마별 맛집

●

메뉴상태에서 "먹고" 항목을 선택하면 아
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이제부터 "먹고" 항목을 예제를 이용하여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테마별 맛집

● 고기/갈비/구이 100선

● 라면/떡볶이/김밥/만두 100선

● 탕/찌개/전골 100선

● 해장/청국/육계/국밥 100선

● 찜/조림/백숙 100선

● 닭/오리/꿩/염소요리 100선

● 횟집 100선

● 갈치/게장요리 100선

● 부페 100선

● 대게/가재요리 100선

● 한정식 100선

● 장어요리 100선

● 산채전문점 100선

● 두부/버섯요리 100선

● 채식전문/콩요리 100선

● 오징어/낙지요리 100선

● 기타 한식 100선

● 중국 음식 100선

● 묵/죽/복 요리 100선

● 일본 음식 100선

● 우동/국수/냉면 100선

● 서양 음식 100선

● 족발/보쌈/순대/곱창/파전 100선

● 기타 음식 100선

예제

“우리 어머니가 낙지 요리 좋아하시는데… 맛있는
집이 종로 어디라는데…”
- 유명한 낙지요리 찾아가기
메인메뉴에서 "먹고"를 선택합니다.

"먹고" 항목에서 테마별 맛집을 선택하신 후, 상

테마별 카페

하

● 바닷가 100선

● 친구와 함께 100선

● 강/호수가 100선

● 가족과 함께 100선

● 산속 100선

● 봄 추천 100선

● 전원/농촌 100선

● 여름 추천 100선

● 도심 100선

● 가을 추천 100선

● 연인과 함께 100선

● 겨울 추천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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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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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버튼을 이용하여 "서울"을 선택합니

2) 테마별 카페

다.

예제

“우리 애인에게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카페에서 프
로포즈하고 싶은데….”
- 바다가 보이는 카페 찾아가기
메인메뉴에서 "먹고"를 선택합니다.

"종로구" 에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먹고" 항목에서 테마별 카페를 선택하신 후, 상
미리 알고 있는 낙지전문점을 찾으실 경우에는 좌
우

하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되고, 상호

버튼을 이용하여“바닷가 100선"을 선

택합니다.

는 잘 모르고 "종로"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리스트
를 이동하면서 상세정보를 참조하여 유명한 낙지 전문점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예로 "ㄴ"으로 이
동 후 "낙지센터"를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보기" 버튼으
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 지도

상하

로 이동하거나 상세정보를 원할경우 "상세정보" 버튼을

버튼을 이용하여 "인천"을 선택합니

다.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낙지센터가 있는 위치로 지도가 표시됩
니다. 리모콘의 탐색/재탐색

버튼을 누르면 목

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탐색을 취소하
시거나 다른곳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
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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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체" 에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자고
●

미리 알고 있는 카페를 찾으실 경우에는 좌
우

"자고"라는 메뉴는 "인간은 누구나 잠을 자야한다"는 명제아래 잠자리 문화를 좀더 현
실적으로 분석, 잠자리 종류별로 분류/정리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추구한 기능입니
다.

테마별 숙박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되고, 상호

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리스트를 이동하면서 마음에

● 특급호텔 100선

● 유스호스텔 100선

드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예로

● 가족/관광호텔 100선

● 펜션 100선

"ㄴ"으로 이동 후 "낙조"를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보기"

● 콘도 100선

● 민박 100선

버튼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

지도로 이동하거나 상세정보를 원할경우 "상세정보" 버튼
을 선택합니다.
●

메뉴상태에서 "자고" 항목을 선택하면 아
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이제부터 "자고" 항목을 예제를 이용하여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신 "낙조"의 위치로 지도가 표시됩니다. 리
모콘의 탐색/재탐색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까지

의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탐색을 취소하시거나 다
른곳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전

버

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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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있는 특급호텔을 찾으실 경우에는 좌

1) 테마별 숙박
예제

우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시면 되고, 상호

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리스트를 이동하면서 마음에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잠자리는 어디가 좋
을까?" - 훌륭한 숙박시설 찾아가기

드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한가지 예로
"ㅅ"으로 이동 후 "신라호텔"을 선택합니다.

메인메뉴에서 "자고"를 선택합니다.

(이때, "지도보기" 버튼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다시 선
택

버튼을 눌러 지도로 이동하거나 상세정보를 원할

경우 "상세정보" 버튼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신라호텔의 위치로 지도가 표시됩니다.
리모콘의 탐색/재탐색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까

지의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탐색을 취소하시거나
"자고" 항목에서 테마별 숙박을 선택하신 후, 상

다른곳을 선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전

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특급호텔100선"을 선

택합니다.

MEMO
상하

버튼을 이용하여 "서울"을 선택합니

다.

"서울전체" 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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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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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찾기
●

예제

등록지점 저장하기(마크등록하기)

"길찾기"라는 메뉴는 네비게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주소로 검색하여 목적지 찾

Navigation의 화면상 현재 차량의 위치를 자주찾는

기, 명칭으로 검색하여 목적지 찾기, 항목/지역별 검색을 통하여 목적지 찾기 등을 할

위치로 저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 있는 곳입니다.
●

"길찾기"라는 메뉴은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등록지점 검색

●

최근 목적지 검색

●

주소 검색

●

명칭 검색

리모콘의 마크

●

항목/지역별 검색

현위치가“등록지점검색”항목으로 저장 되었다는

버튼을 누르면 좌측 화면과 같이

메세지 창이 표시되고 저장이 완료됩니다.
●

메뉴상태에서 "길찾기" 항목을 선택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
다.

●

이제부터 "길찾기" 항목을 예제를
이용하여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1) 등록지점 검색
●

이 기능은 사용자가 자주 가는 곳, 자택, 회사, 친척집 또는 복잡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거래처 등 위치정보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그곳을 다시 찾거나 생소한
곳에서 그곳을 다시 찾고자 할 경우에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이 기능에서는 기존의 저장한 위치정보를 편집할 수 있고, 필요없는 정보는 삭제
가능합니다.

●

한 화면에 보여지는 위치정보의 개수는 5개이며, 위치정보는 총 200개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

"등록지점 검색" 기능은 기존에 사용자께서 등록한 지점이 있어야 리스트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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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등록지점 찾아가기
메인메뉴의“길찾기”항목 중“등록지점 검색”항
목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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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 각종 위치정보의 리스트가 보여지며, 우측
하단에“지도”
,“편집”
,“삭제”
버튼이 있고, 좌측하

예제

등록지점 편집하기

단에 저장된 리스트 총수량과 현재 선택된 곳이 몇번째

메인메뉴의“길찾기”항목중“등록지점검색”항목

정보인지를 표시합니다.(※1,2,3항목은 편집/삭제되지 않

을 선택합니다.

습니다.)

상하

버튼을 아래위로 움직여 저장한 위치

정보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지도”
버튼이 활성
화 됩니다.
리모콘의 선택

리모콘의 상하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아래위로 움직여 저

장한 위치정보 중 편집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하
여 선택하고 리모콘의 좌우
버튼을 활성화 시키고 선택

버튼을 움직여“편집"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항목의 아이콘이 위치해 있는 지도가 보여
집니다.
탐색/재탐색

버튼을 누르면 현재위치에서 아이콘이

이 편집창에서는 선택하신 등록지점의 명칭을 변

위치한(지도모드 아이콘)곳까지의 경로를 탐색합니다.

경 할수 있고, 이름옆의 아이콘 모양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등록한 지도위치에 표시됩니다.
편집을 위한 조작은 리모콘의 상하좌우
버튼과 선택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편집 완

현재위치에서 선택한 곳까지의 경로가 탐색되고

료 후, 하단 완료버튼을 활성화하여 선택

잠시 후, 길안내가 시작됩니다.

시거나 리모콘의 완료

버튼을 누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2) 최근 목적지 검색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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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능은 사용자가 최근 검색한 목적지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으
로, 필요시 다시 검색하는 불편함 없이,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이 메뉴는 한 화면에 5개 위치정보가 보여지며, 리모콘의 상하좌우
버튼을 조작하여 리스트의 여러가지 위치정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총 20개이며 최근에 저장된 위치가 리스트 최상단에 위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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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찾아 갔던곳 다시 찾아가기

예제

주소검색 이용해서 "종로구 인사동" 찾아가기

메인메뉴의“길찾기”항목 중“최근 목적지 검색”

메인메뉴의“길찾기”항목 중“주소검색”항목을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자동 저장된 위치정보가 순서대로 리스트에 보여
집니다. 리모콘의 상하

“인사동”
을 찾기위해 서울특별시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리모콘의 상하

버튼으로 종로구를 선택합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지도”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니다. 선택항목 변경시 리모콘의 이전

여기서 다시 선택

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이용합

전단계에서 선택한 목적지에 아이콘이 위치한 지

표시된 읍/면/동 리스트에서“인사동”
을 선택합니

도가 표시됩니다. 탐색/재탐색

다.(이때 하단“지도보기”
버튼에 커서가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하여 경로안내가 시작됩니다.

이동합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리모콘의 이전

지도보기를 선택하면 인사동 지도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됩

니다.

3) 주소검색

인사동 사무소에 커서 아이콘이 위치해 있는 지도
가 보여집니다. 동의 명칭으로 목적지를 검색할 경

이 기능은 주소를 이용, 목적지를 검색하는 기능으로, 주소만 알고 있으면 전국 어
디든 쉽고 편리하게 길안내를 해 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상세 지번을 이용한 검색
기능으로 넓고 복잡한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검색합니다.

우, 지금처럼 해당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검색됩니다.인사

●

주소검색시 실제의 위치와 약 80% 정도 일치합니다. 실제 위치 확인 후 사용하십
시오.

를 검색하여 목적지까지 아이콘 이동 후 탐색/재탐색

●

주소검색시 CF 카드의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지번 검색이 되지 않는 지역이 존재
합니다.

작됩니다.

●

83 page

동 사무소가 아닌 다른 시설물을 검색 하고자 할 경우, 리
모콘의 상하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지도

버튼을 누르면 그곳까지 경로를 탐색하여 경로안내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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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한 정보가 지번 데이터에 있을 경우 우측그림

주소검색을 이용해서 "종로구 종로2 38-1번지"
찾아가기

과 같이 해당 정보를 포함한 리스트가 나타나며
“38-1”
번지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보여집니다. 검색한 번

메인메뉴의“길찾기”항목 중“주소검색”
을 선택합

지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선택

니다.

다.

버튼을 누르면 됩니

만일 찾는 번지가 지번데이터에 없다면 우측화면
과 같이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는 안내창 표시후,
입력한 번지와 가장 근사치의 번지가 선택되어 표시됩니
종로2가를 찾기위해 서울특별시를 선택합니다.

다. 근사치 번지를 선택하여 지도로 이동할 수 있고, 다시

상하

검색하고 자 하면 이전

버튼으로 종로구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눌러 이전화면으로 돌

아갈 수 있습니다.

표시된 읍/면/동 리스트에서 종로2가를 선택합니
다.

4) 명칭검색
●

이 기능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 명칭을 이용하여 목적지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는 기능입니다.

●

본 제품의 명칭검색은 초성검색 및 자모음 검색이 모두 가능합니다.“초성입력”이
란 음절의 초성만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예,
“서울시청”을 찾고자
할 경우 간단히“ㅅㅇㅅㅊ”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하단“지도보기”버튼으로 커서가 자동으로 이동합
니다.)
지번입력 란으로 커서 이동후 선택합니다.

●“초성입력”방식은

총5자 즉,“ㄱㄴㄷㄹㅁ”
과 같이 5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며 초
성 5자만으로 검색이 이루어 집니다.(명칭검색시 실제 위치정보 POI와 90%일치
합니다. 실제 위치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표시된 지번 입력창에서 리모콘의 상하좌
우

버튼을 이용하거나, 화면을 직

접 터치하여“38-1”
을 입력후“완료”버튼을 선택합니다.

●

초성입력 뿐만 아니라“서울시청”처럼 전체 명칭을 입력하셔도 검색이 가능합니
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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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검색을 이용한 "ㅅㅇㅌㅂㅅ"으로 서울특별시청
찾아가기
메인메뉴의“길찾기”항목 중“명칭검색”항목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ㅅ”,

“ㅇ”
“ㅌ”
, “ㅂ”
, “ㅅ”
, 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문자입력 합니
다.
문자입력 후 우측하단의“완료”
버튼을 선택하시거나, 리
모콘의 완료

"지방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어디서 주무시게 하지…."
-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관광호텔 찾아가기
메인메뉴의“길찾기”항목 중“항목/지역별검색”
항목을 선택합니다.

“초성검색”
을 이용하여 검색할 경우, 리모콘의 상
하좌우

예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검색 결과 창에서 모음“ㅓ”
에 커서를 이동합니
다.(서울특별시청의“서”
가“ㅅ”
과“ㅓ”
이므로)

숙소검색을 위해“숙박”항목을 선택합니다.(우측
창의 세부항목을 참조합니다.)
“숙박”
업종의 세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관
광호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하

버튼을 이용하

여“관광호텔”
에 이동후 선택합니다.

도/광역시 창에서“서울”
을 선택합니다.

“서”로 시작되는 리스트가 표시되면, 리모콘의 상
하

버튼으로 서울특별시청을 선택합니다.(이때

하단“지도보기”
버튼으로 커서가 이동 됨)“지도보기”
버
튼을 선택하여 지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상세정보를 원
할경우“상세정보 ”
버튼을 선택합니다
시군구 창에서“서울전체”
를 선택합니다.

5) 항목/지역별 검색
●

이 기능은 찾으시는 위치를 항목/지역별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검색하는 기능입니
다.

●

초행길, 지방 출장, 가족과의 여행시 찾으시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여기서 찾으
실수 있습니다. (항목/지역별 검색시 실제 위치정보 POI와 98% 일치합니다. 실제
위치 확인 후 사용 하십시오.-음식점, 의료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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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지역별 검색결과 창에서 명칭을 알고 있는
관광호텔을 찾을 경우에는 좌우

환경설정

버튼으로

“ㄱ”
“ㄴ”
, “ㄷ”
, “ㄹ”
, … 버튼으로 이동하여 선택합니다. 명
칭을 모를 경우 리스트에서 적당한 호텔을 선택하시면 됩

●

정보, 버전정보 등 Navigation의 전반적인 환경설정 혹은 설정 변경기능이 모여있는

니다. 여기서는 예로 태평로에 위치한 "뉴국제호텔"을 선

곳입니다.

택합니다.(이때,
“지도보기”버튼으로 커서가 이동합니
다.) “지도보기”
를 선택하여 지도로 이동하거나 상세정

●

대부분 사용시 고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기의 환경설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
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보를 원할 경우“상세정보”버튼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목적지에 아이콘이 위치해 있는 지도가 보
여집니다. 탐색/재탐색

Drive 모드상의 네비게이션 및 지도에 보여지는 요소 설정 및 음량조절, 차계부, 위성

아래의 그림은 메인메뉴에서 "환경설정" 항목을 선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환경설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목적지

까지의 경로를 탐색하여 경로안내가 시작됩니다. 취소하
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길찾기 메뉴 항목 중 검색하는 항목들은 지도제작 기준일 이후 상호/전화번호/위치변
경 또는 정보수집시 참조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실제와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로탐색의 경우 출발지/목적지 부근에 경로를 계산할 수 있는 도로가 없거나 차량의
방향에 따라 경로탐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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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설정
●

이 기능설정은 지도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사용하는 분의 필요
에 따라 기능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메인메뉴의“환경설정”항목 중“기능설정"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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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능은 리모콘의 상하

버튼을 이용하

여 활성화 시키고, 리모콘의 선택

누를 때마다“On”
“Off”
,
로 변경됩니다. 모든 조작이 끝난
후에는 이전

음성안내 (On/Off)

버튼을 한번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사항들은

Navigation에 저장,적용 됩니다.

●

이 기능은 주행중의 경로안내시 음성 길안내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 음성안내의 적용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음성안내를 off시에는 경로주행시 음성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음성안내 on/off에 상관없이 화면의 표시는 동일합니다.

주변정보 표시 (On/Off)
●

아래의 좌측그림은“주행메뉴”
나“지도메뉴”
의“주변검색”
기능에서 편의점 검색 후
주행시 화면입니다.“주변검색”기능을 사용하면 마지막으로 검색한 항목에 해당하
는 아이콘이 항상 지도에 표시됩니다.

●

좌측의 그림처럼 주변 정보 아이콘이 표시되는 상태가“주변정보표시 On”상태입니
다. Off 상태가 되면 우측의 그림처럼 아이콘은 사라집니다.

●

하지만 이 항목을 Off로 설정했더라도, 주행메뉴에서“현재위치 주변검색”기능을
다시 사용하면 이 항목은 자동으로“On”상태로 전환됩니다.

고속도로 안전모드 (on/off)
●

이 기능은 고속도로 주행시에 보여지는 지도화면의 형식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안전모드 ON 으로 설정시

● 안전모드 OFF 로 설정시

경로안내 (On/Off)
●

이 기능은 목적지를 검색/탐색 후 경로안내시 경로안내선, 교차로 확대도, 음성안내
등의 적용여부를 설정합니다.

● 주변정보 표시 ON 으로 설정시

● 주변정보 표시 OFF 로 설정시

MEMO

● 경로안내 ON 으로 설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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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안내 OFF 로 설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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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구간 경고 (On/Off)
●

이 기능은 주행시 과속이 우려되는 지역이 전방에 있을 경우 음성으로 안내하여 운
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기능입니다.

●

목적지/경유지 거리표시 (목적/경유)
●

이 기능은 경유지가 있는 경로안내시 목적지까지 거리 표시를 할 것인지, 경유지까
지 거리 표시를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목적] 선택시 목적지까지 잔여거리이며, [경유] 선택시 경유지까지 잔여거리입니
다.

●

경유지가 없을 경우는 항상 목적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속구간 표시 On상태

●

경로이탈시 자동 재탐색 (On/Off)

거리표시 [목적] 설정시

●

거리표시 [경유] 설정시

●

이 기능은 경로안내로 주행중 경로이탈시 재탐색을 수동/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입
니다.

●

On일 경우“탐색된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자동으로 재탐색합
니다.”
라는 음성안내와 동시에 자동 재탐색을 진행합니다.

●

Off일 경우“탐색된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하고 있습니다. 재탐색하려면 재탐색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라는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지 않습니다. )

이 기능은 낮에는 지도가 밝게 표시되어 빛에 의한 반사를 막고, 저녁에는 지도가 어
둡게 표시되어 야간운전시 운전자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한 기능입니다.

●

"주간"으로 설정한 경우 항상 주간모드로 작동되며, "야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항
상 야간모드로만 작동됩니다.

●

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시스템에서 계산된 계절별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주간 및 야
간모드로 전환됩니다.

●

MEMO

지도색 자동전환 조건 (주간/야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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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색 [주간]으로 설정시

●

지도색 [야간]으로 설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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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제시켜 무료도로만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주행할수 있도록 경로를 탐색하
는 조건입니다.

키 조작음 (On/Off)
●

이 기능은 사용자가 리모콘을 조작할 때마다 시스템에서 확인음을 내주는 기능입니
다. 사용자가 리모콘을 조작했을 때 시스템에서 이 신호를 수신했는지를“삐 ”
소리
로 확인시켜 주는 기능으로 소리만 듣고도 조작이 되었는지 알수 있는 기능입니다.

●

이 기능을“On ”
으로 설정하면, 리모콘 버튼을 누를때, 또는 지도상에서 상하좌우(아
이콘)버튼을 누를때마다“삐”
소리가 나고,“Off”
로 설정하면, 리모콘 버튼을 눌러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

탐색 조건중“유료”
는 경로를 탐색함에 있어 유료도로를 우선으로 경로를 탐색하는
조건입니다.

●

탐색 조건중“최단”
은 경로를 탐색함에 있어 최단거리를 우선으로 경로를 탐색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지도의 지명/좌표 표시 (지명/좌표)
일방통행 / 유턴 지도상에 표시 (On/Off)
●

이 기능은 전자지도상에 일방통행 도로와 U턴이 있는 곳에 아이콘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

이 기능을“On”
으로 설정하면, 지도상에 일방통행로가 있는 경우, 작은 화살표 아이
콘으로 일방통행의 유무를 표시해 주며, 사거리와 도로의 U턴이 가능한 지점에 작은
U턴 아이콘을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

현재 표시된 지도 위치에서 선택키를 누른 경우 해당 지도 위치의 경위도 좌표나 지
명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명/좌표 표시중 [지명]으로 설정시

●

지명/좌표 표시중 [좌표]로 설정시

MEMO
●

일방통행/유턴 표시 ON 으로 설정시

●

일방통행/유턴 표시 OFF 로 설정시

경로 탐색 조건 (추천/무료/유료/최단)
●

이 기능은 사용자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현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경로를 탐색하는지를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4가지가 있습니다.

●

탐색 조건중“추천”
은 본 Navigation이 추천하는 경로로서, 유료 도로와 무료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경로를 탐색함에 있어 목적지까지의 최단시간 위주로 경로를 탐색하
는 조건입니다.

●

탐색 조건중“무료”
는 경로를 탐색함에 있어 여러가지 유료도로와 고속도로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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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계부

차량 주행 궤적 표시 (On/Off)
●

차량이 주행한 궤적을 지도에 표시하거나 숨기기를 원하는 경우 기호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

주행 궤적표시 ON으로 설정시

●

주행 궤적표시 OFF로 설정시

●

이 기능은 차량의 주요 소모품 교환주기를 체크해 주는 기능으로서, 소홀해지기 쉬
운 차량의 소모품 교환시기까지 체크해 주어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

총 6가지의 차량 소모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차종에 따라 소비자가 소모품의 교환
주기만 입력하시면 본 시스템이 자동으로 교환 시기를 체크해 알려드립니다.

●

차량 및 GPS 수신 환경에 따라 거리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

오늘 엔진오일 및 타이어를 교환하고,
타이어의 교환주기를 75,000Km로 재설정하기
메인메뉴의“환경설정”항목 중“차계부”항목을
선택합니다.

2) 음량조정
●

이 기능은 Navigation의 음성안내 음량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

음량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추어 사용하시되, 운전중 방해가 되거나 차량 외부의 상
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음량을 설정하십시오.

메인메뉴의“환경설정”항목 중“음량조절" 항목을

엔진오일 항목에 커서를 옮기고 "교환"버튼을 선택

선택합니다.

하면 이전교환일은 조작 당일날짜로 변경되고 잔
여거리는 초기설정된 총 사용거리로 리셋됩니다. 주행중,
잔여거리가 "0"에 가까워지면 교체할 시기가 되었음을 지
도화면상에 표시해주고 시스템의 전원 ON시에 음성으로
"소모품을 체크하여 주시십오"라고 안내합니다.
(엔진오일외 타항목들의 조작도 동일합니다.)

리모콘의 상하
음량 조정 후, 이전
다.(또는 리모콘의 확대

버튼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버튼을 선택하여 완료합니
/축소

버튼도 가능합니다.)

“변경”
버튼은 각 항목들의 교환주기(잔여거리)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교환주기를 바꾸실 항목을 선택후 리모콘의 좌우
버튼을 누르면 "변경"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리모콘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그림과 같이 숫

자입력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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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교환주기의 거리를 리모콘의 상하좌
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후, 숫자

입력창의“완료”
버튼을 선택하거나 리모콘의 완료

버

5) 버젼정보(Version Information)
●

이 기능은 현재 시스템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자지도, 하드웨어 등의 현재 버전과
최신버전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이 기능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전자지도를 체크해
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튼을 선택하면, 교환주기(잔여거리)가 변경됩니다.

●

차계부에서 빠져나오시려면 리모콘의 이전
니다.

, 또는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됩

예제

시스템내 소프트웨어와 전자지도의 버전정보 보기
메인메뉴의“환경설정”항목 중“버전정보”항목을
선택합니다.

4) 위성정보
●

이 기능은 현재 시스템이 위치한 곳의 경위도 좌표와 현재 차량의 속도 및 고도, 그
리고 시스템과 접속하고 있는 GPS위성 개수 등 위성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예제

"버전정보”
창 입니다. 그림과 같이 시스템관련 소

현재 접속중인 GPS 위성 정보 보기

프트웨어, 전자지도, 하드웨어 등의 현재 버전정보
와 업데이트 여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메인메뉴의“환경설정”항목 중“위성정보”항목을
선택합니다.

MEMO
“위성정보”
창 입니다.그림과 같이 현재 시스템이
위치한 곳의 접속중인 위성수, 북위, 차량속도, 동
경, 고도,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됩니다.
위성정보 보기가 끝나신 후에는 이전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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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또는 메

버튼을 눌러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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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그림은 리모콘의 "모드" 버튼을 누른 후 "Life" 모드를 선택 하였을 경우 나타
나는 화면입니다.

●

"Life" 모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 놓은 곳으로서, 구성 항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시계", "달력", "운세", "명언", "로또", "환경설정"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Life" 모드상의 모든 항목은 리모콘의 상하좌우
하실수 있으며, 선택

●

"Life" 모드에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는 리모콘의 이전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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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이용하여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계
1) 아날로그 시계

●

위의 그림은 "Life" 메뉴에서 "시계" 항목을 선택
다.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니

●

GPS위성으로부터 제공되는 현재의 시각을 이쁜 아날로그 형태의 시계로 표현한
것으로서, GPS위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확한 시각을 자랑합니다.

●

주행 중 GPS 위성이 수신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혹은 시스템을 껐다 켜시더라도
현재의 시각은 지워지지 않고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

다만 장기간 전원이 공급 중단된 상태일 경우, GPS수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시각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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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시계
●

달력

아날로그시계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세계시계 화

면이 표시됩니다. (세계 시계 화면에서 한번 더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아날로그

●

아래 그림은 "Life" 메뉴에서 "달력" 항목을 선택
다.

●

화면 상단우측에는 현재의 "년월" 이 양력으로 표시되며, 그 옆에는 선택한 날짜가
음력으로 몇월 몇일 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

리모콘의 상하좌우
있습니다.

●

현재 월보다 이전 월에서 찾으신다면 리모콘의 확대
월에서 찾으신다면 리모콘의 축소
버튼을 누르시
면 됩니다.

●

기념일을 등록 하시려면 해당 월일에서 리모콘의 선택
아래와 같은 기념일 등록 화면이 표시됩니다.

시계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리모콘의 우
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세계 주요도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커서가 이동합

●

리모콘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세계 주요도시가 표시되며, 원하시는 도시를 선
택하시면, 세계지도상에 해당 도시의 위치가 표시되며, 화면 아래 우측에는 그 도
시의 현재 시간을 표시합니다.

●

표시되는 세계 주요 도시는 서울/동경, 시드니, 웰링턴, 하와이, 로스엔젤레스, 뉴
욕, 런던, 로마/파리, 아테네, 모스코바, 방콕 등 입니다.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Life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니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월에서 날짜를 이동하실 수
버튼을, 현재 월보다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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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념일을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알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

알람설정까지 마치시면 달력에 표시된 해당 기념일 날짜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
다.

●

해당 기념일을 삭제/수정 하시려면 해당 날짜로 이동하신 후, 선택 버튼을 누르
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삭제를 묻는 박스가 표시되며, 여기서 삭제를 선택하시
면 해당 기념일이 지워지게 됩니다.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Life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운세
●

아래 그림은 "Life" 메뉴에서 "운세" 항목을 선택
다.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별자리운세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다시한번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Life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니

명언
1) 오늘의 말씀

●

별자리운세 화면에 12가지 별자리가 그림과 함께 표시됩니다.

●

리모콘의 상하좌우
습니다.

●

사용자님의 해당되는 별자리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아래 그림은 "Life" 메뉴에서 "명언" 항목을 선택
다.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니

●

위의 그림과 같이 "오늘의 말씀" 화면에 "성경"책에 나와있는 글중 훌륭한 구절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별자리로 이동하실 수 있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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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콘의 위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말씀을 보실수 있습니다.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Life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리모콘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오늘의 명언" 화면이 표시됩니다.

로또
●

아래 그림은 "Life" 메뉴에서 "로또" 항목을 선택
다.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니

●

요즘 대 유행인 로또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로또번호를 추첨하
여 주는 기능입니다.

●

리모콘의 선택

●

다시 리모콘의 선택

●

리모콘의 이전

2) 오늘의 명언

●

리모콘의 위아래
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분들의 훌륭한 명언을 보실수 있습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Life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리모콘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오늘의 말씀" 화면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6자리 로또번호를 추첨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새게임이 진행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Life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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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환경설정
●

여기서의 환경설정은 본 시스템의 초기동작기능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

즉, 시스템을 처음 시동시 바로 표시되는 항목을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은 "Life" 메뉴에서 "환경설정" 항목을 선택
입니다.

●

리모콘의 상하

●

해당 항목에서 리모콘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항목만 ON으로 설정되며,
나머지는 모두 OFF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리모콘의 이전

●

본체의 전원을 OFF 하신 후, 다시 ON 하셔야만 해당 기능이 작동됩니다.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

버튼을 누르시면 항목간 이동을 하실 수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Life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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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기

아래의 그림은 리모콘의 "모드" 버튼을 누른 후 "Media" 모드를 선택 하였을 경우 나
타나는 화면입니다.

●

"Media" 모드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즐길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

●

놓은 곳입니다. 구성 항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사진보기", "게임", "Player", "환경설

"Media" 메뉴에서 "사진보기" 항목을 선택

하면‘사진모드로 전환합니다’
라는 문

구와 함께 아래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정"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Media" 모드상의 모든 항목은 리모콘의 상하좌우
동 하실수 있으며, 선택

●

버튼을 이용하여 이

부분입니다. (CF카드에 저장된 JPG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리스트가 표시되지 않습니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기능이 실행됩니다.

"Media" 모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리모콘의 이전

화면 우측에는 CF 카드에 저장된 JPG 파일 리스트가 표시되며, 좌측에는 사진이 표시될
다. 이 경우 CF 카드에 먼저 디카로 찍은 혹은 사용자께서 원하시는 JPG 파일을 복사 하
신후 사용 하십시오. KBN-1000 제품의 사용자께 기본으로 제공되는 256Mb CF카드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는 용량이 부족할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CF카드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신 후 본체에 있
는 당사에서 제공한 CF 카드를 탈거 하신 후 사용자님의 CF 카드를 삽입하여 주십시
오.)

MEMO

●

리모콘의 상하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리스트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보시고자 하는 사진 리스트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좌측에 사진이 표시됩니

다. (600만 화소 이상의 사진일 경우, 사진을 표시하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리모콘의 현재지

버튼을 누르시면, 시스템이 재부팅되어“Drive”모드로 전환됩니다.

●

사진이 표시된 화면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사진이 확대되어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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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기능 설명
●

"오델로" 라는 게임으로 게임의 사용법은 인터넷 야후 또는 다음 등 토탈 검색 프로그
램을 이용하시면 자세한 설명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예: 야후의 검색창에서 "오델로"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리모콘의 상하좌우

버튼을 누르시면 바둑판 사이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

다.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Media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Player(MP3)
●

리모콘의 상하좌우

버튼을 누르시면 확대된 사진을 검색 하실 수 있습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전단계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또는 본체의“메

●

리모콘의 현재지

본 시스템은 스테레오 방식이며, 헤드폰이나 이어폰 이용시 최고의 음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뉴”
버튼을 누르면 이전 단계로 이동합니다.
●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니

다.

니다.
●

아래 그림은 "Media" 메뉴에서 "Player" 항목을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시스템이 재부팅되어“Drive”모드로 전환됩

●

화면 맨위에는 플레이 되는 MP3 화일명이 표시되며, 중간에는 CF 카드에 저장된
MP3 파일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CF카드에 저장된 MP3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리스

니다.

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F카드에 먼저 사용자께서 원하시는 MP3 파일을
복사하신후 사용 하십시오. KBN-1000 사용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256Mb

게임

CF 카드에는 용량이 부족할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CF카드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신
후 본체에 있는 당사에서 제공한 CF 카드를 탈거 하신 후 사용자님의 CF 카드를 삽입

●

아래 그림은 "Media" 메뉴에서 "게임" 항목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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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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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기능 설명

●

리모콘의 상하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된 노래 리스트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들으시고자 하는 리스트에서 선택

●

리모콘의 좌우

버튼을 누르시면 음악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음량을 좀더 작게 듣고 싶으시면, 리모콘의 확대
싶으시면, 리모콘의 축대

●

리모콘의 이전

리모콘의 상하

●

해당 항목에서 리모콘의 선택

버튼을, 음량을 좀더 크게 듣고

버튼을 누르시면 항목간 이동을 하실 수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항목만 ON으로 설정되며, 나머

지는 모두 OFF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하단의 플레이 관련 버튼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

●

리모콘의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Media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

본체의 전원을 OFF 하신 후, 다시 ON 하셔야면 해당 기능이 작동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Media 메인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MEMO

환경설정
●

여기서의 환경설정은 본 시스템의 초기동작기능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

즉, 시스템을 처음 시동시 바로 표시되는 항목을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
습니다.

●

아래 그림은 "Media" 메뉴에서 "환경설정" 항목을 선택

하였을 때 표시되는 화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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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고장이 아닙니다.

(주행중에는 안전을 위하여
Menu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가 잘못 표시되는 경우
●

현

상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아요!

원

인

처리방법

1.“환경설정”의“기능설정”에서 1.“기능설정”에서 음성안내를“On”
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음성안내를 Off로 설정한 경
우.
2. 경로를 설정하신 후 주행해 주십
시오.
2. 경로설정을 하지 않고 주행하
는 경우.
3.“환경설정”기능에서 음량을 적당
3. 볼륨이 너무작게 설정되어 있
는 경우.

한 음량으로 재설정해 주십시오.

현재 차량의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요!

1. 차량이 GPS위성과의 수신상태 1. 차량을 GPS위성과의 수신이 가능
가 좋지 못한 장소에 있는 경
한 공터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우.
2. GPS수신기가 하늘을 볼수 있는
2. GPS수신기가 잘못 놓여진 경
장소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우.

리모콘을 조작하는데
조작음이 들리지 않아요!

1.“기능설정”
에서“키 조작음”
항 1.“키 조작음”항목을“On”으로 설
정하여 주십시오.
목이“Off”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리모콘이 작동되지 않아요!

1. 리모콘의 건전지가 수명을 다 1. 리모콘의 건전지를 새것으로 교환
한 경우.
하여 주십시오.

소모품을 체크하라는
음성이 들려요!

1. 차량 소모품의 교환시기가 된 1. 차량의 해당 소모품을 교환 하신
경우
후,“Drive”의“차계부”항목에서
교환하신 해당 항목의“교환”
버튼
을 눌러주십시오.

경로안내 중 경로를 이탈하였는데
자동으로 재탐색이 되지 않아요!

1.“기능설정”에서“경로이탈시 1.“경로이탈시 자동 재탐색”항목을
자동 재탐색”항목이“Off”로 “On”
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설정된 경우

모니터에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1. 본체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현재 주행중인 도로가 최근에 생긴 도로로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전자지도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눈길이나 빗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눌려진 상태에서 차량이 한참동안 미끄러진 경우

좌회전이나 우회전시 회전할 곳의 도로 바로 옆에 또
다른 도로가 인접해 있는 경우.

고층건물, 고가도로, 커다란 나무 등으로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데 방해물이 많은 지역에 차량이 위치해 있을 경우.

분기점등에서 분기되는 도로의 각도가 너무 작아 지
도상에서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경우.

현재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근방에 다른 도로가
나란히 있어 지도상에서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1. 본체의 전원을 켜 주십시오.

2. 전원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2. 차량의 경우 시거잭의 연결부를
경우.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원은 들어왔는데 모니터에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1. CF카드가 본체에 삽입되어있 1. 당사에서 제공한 CF카드를 본체
지 않거나 다른 CF카드가 삽
에 삽입하여 주십시오.
입되어 있는 경우.

“Navi”
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1. GPS수신기가 본체와 제대로 1. 외장형 GPS수신기와 본체와의 연
연결되지 않은 경우.
결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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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 System과 GPS 위성이 주고받는 데이터는 여러가지 주변상황에 의해 작
은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본 제품은 그러한 오차값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Map
Matching”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의 다양한 여건에 의해
Navigation이 보여주는 지형과 실제지형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들에
서 특히 그런 오차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고장이 아니므로 안심하
셔도 되며, 실제 도로상황과 교통규제에 따라 운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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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심볼 소개
주요시설물 심볼이란?
지도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로서, 일반적인 도시 시설물을 간략하고 사용자께서 인식하기
쉽도록 만든 표식입니다.

경마, 빠징코, 도박관련점

게임센터

학원

휴양지

스포츠

스케이트장

수상스포츠

나이트클럽

항공스포츠

여가/수련시설

스포츠센터

정부

특별/광역시청(빨간색)

특별/광역시의회(빨간색)

도청

도의회

일반시청(주황색)

시의회(주황색)

군청

군회의

구청

패스트 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라면/우동/분식

구의회

국회

정당

일식

양식

중식

전화국

읍

면

한식

칵테일 바, 까페

도시락

동

경찰서

소방서

찻집

카레∙스파게티

프랑스요리

도서관

병원

국립공원

이탈리아요리

기타

편의점

시민회관

전시관

법원

슈퍼마켓

할인점

백화점

방송국

언론기관

역

쇼핑센터

가전제품점

스포츠용품점

지하철

항

국도휴게소(파랑색)

케익/과자점

꽃/ 원예

재래시장/일용 잡화

고속도로 나들목(주황색)

고속도로 분기점(파랑색)

고속도로 휴게소(초록색)

문구

장난감

약국

고속도로 요금소(빨간색)

터미널 및 승차장

페리터미널

화장품

보석∙귀금속

카메라∙시계

관광안내소

택시관련

터널

서점

가구∙인테리어

크리스탈/도자기

대교

다리

유명산

비디오/CD/DVD대여

술

CD VIDEO TAPE

성당

사찰

교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미술관

박물관

은행/금융

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주유소

한국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LG(대표)

SK(대표)

S-Oil(대표)

서울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Oilbank(대표)

LG LPG(대표)

SK LPG(대표)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S-Oil LPG(대표)

Olibank LPG(대표)

주차장

한미은행

우리은행

외국은행

자동차 용품점

자전거∙오토바이

렌터카

보험

증권회사

우체국

자동차 영업소 (딜러)

자동차 부품 판매

자동차 정비소

대학교

학교

예식장

공항

호텔(주황색)

콘도

장례식장

현금입출금기

농공단지

민박

하숙식 호텔(갈색)

아파트(동)

빌딩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품

빌라

오피스텔

동∙식물원

기타

차량주변(주유소)

차량주변(은행)

수족관

골프연습장

온천

차량주변(음식점)

차량주변(주차장)

차량주변(편의점)

관광단지

스키장

여행명소

차량주변(정비소)

차량주변(관광)

차량주변(숙박)

낚시

영화관

종합운동장

차량주변(LPG충전소)

차량주변(병원)

차량주변(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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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범례

주요 POI 세부항목

다음은 지도상에 보여지는 종류별 도로와 철도, 강, 호수, 바다 및 지역 경계에 대한 표시 형
식입니다. 사용자님의 식별성과 인지성을 고려하여 칼라 및 형태를 제작하였으며, 주간모드

사용자께서 가고자 하는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놓은
분류체계 입니다.

일 경우와 야간모드일 경우에는 같은 도로라 할지라도 색상이 달라집니다.

음식점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주요도로 1

주요도로 2

주요도로 3

기타도로 1

기타도로 2

세도로

페리항로

철도

강, 호수, 바다

도광역시 경계

시군구 경계

한식
일식
패밀리 레스토랑
전문음식(족발/보쌈)

중식
횟집
제과/빵
외국음식 전문점

의료
종합병원
내과/외과
안과/이비인후과
한의원

일반병원
소아과/산부인과
치과
동물병원

보건소
성형외과/피부과
비뇨기과
대형약국

금융
농협/수협/축협
외환은행
한미은행
조흥은행

주택/국민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기타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국은행

관공서

MEMO
법원/검찰
소방서
우체국
동사무소

129 page

한정식
부페
패스트 푸드
면 음식점

등기소
세무서
도/시/군/구청

경찰서
전화국
읍/면사무소

13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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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백화점
도서관
공연장

교육기관

할인점
대형서점
회관(시/군/구민회관)

대형시장
영화관
편의점

초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주요시설
교통/자동차 시설
공항
휴게소(고속)
기차역/지하철역
정비소

아파트

항만/항구
주유소
주차장
교차로

공장/회사(30대 그룹)

터미널(고속/시외)
충전소
IC/TG/JC
주요교량

MEMO

레져/관광
스키장(실내제외)
운동장/체육관
해수욕장/산림욕장
관광지/명승지
미술관

골프장(실내제외)
경마/경륜장(실내제외)
동/식물원
수영장/레포츠센터(단독)

놀이공원/유원지
산/국도군립공원
온천
박물관/기념관/전시관/

숙박
특1급호텔
관광2급호텔
콘도/유스호스텔

특2급호텔
관광3급호텔
펜션

관광1급호텔
일반호텔
대형모텔

민관기관
주요단체(취득가능한 것) 언론(주요/본점)
외국공관
정부기관

131 page

방송(인터넷방송국 제외)
의회(도/시/군/구 의회)

13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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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규격

● Bontec“S-NAVI”
는 사용자분들의 편익증대를 위해“S-NAVI”
전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체
비디오출력
음 성 출 력
GPS콘넥터
입력 전압
소 비 전 력
작동 온도 범위
외 형 치 수
중
량

S-NAVI 전용 데이터 센터
www.bontec.com

Digital LCD
0 ~ +2V
50ohm, High Frequency Connector
DC 10V ~ DC 16V
4.8W, 0.4A (DC 12V)
-20 ~ +75℃
가로 138㎜ × 세로 86㎜ × 두께 57㎜
260g

●“S-NAVI”전용 센터에 회원등록을 하시면, 제품설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여러 활용사
례 및 도움말 등을 통해“S-NAVI”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또한 제품의 Update 및 Upgrade도“S-NAVI”전용 센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NAVI”전용 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Update 및 Upgrade시 소정의 비용이 청구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S-NAVI”전용 센터의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
다.

리모콘
사용전원
형
식
방
식
외형치수
중 량

DC 3V (밧데리)
무선
카드방식
가로 41㎜ × 세로 92㎜ × 두께 10㎜
33g

Smart GPS 수신기
작동온도범위
콘넥터
길이
외형치수 수 신 기
플레이트
중 량 수 신 기
플레이트

133 page

-30 ~ +85℃
�2.5Audiojack
1.5m
가로 : 55 × 세로 45 × 두께 : 12㎜
가로 : 70 × 세로 70㎜
약 80g
약 50g

13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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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VI 장착 방법
www.bontec.com
1.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를 잡고 고무를 유리에

5. Q-Navi가 부착된 거치대 사진

붙입니다.

2. 고정을 위해 거치대에 있는 레버를 창쪽으로

6. 안테나와 본체 연결

밉니다.

3. 부착된 거치대 사진

7. 차량용 전원잭 연결

4. 거치대에 Q-Navi(뒷면)를 맞추어 끼워 넣습니다.

8. 차량용 전원잭 및 외장 안테나와 본체(밑)의
연결부위 사진

135 page

136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