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오토넷 제품관련 사이트 : http://www.pontus.co.kr
(고객센터 1688-0002)
MAP 업그레이드 다운로드 사이트 :http://www.mappy.co.kr

본 제품에 부착된 제품 시리얼 번호 및 네비게이션 맵 인증번호를 분실하거나 훼손 한 경우, 업
그레이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에 장착하시기 전에 제품 시리얼 번호 및 Mappy Map 번호
를 사용설명서에 적어두고 라벨관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맵피 제품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맵피(http://www.mappy.co.kr)설치가이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업체명 : 현대오토넷
제품명 : EAGL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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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설명서는 6.5인치 멀티미디어 네비게이션 시스템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와 보증서를 자세히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번호는 품질관리상 중요한 것입니다.
본 제품을 구입하신 후에는 제품 본체와 보증서의 제조번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의 인쇄색상은 인쇄상태 및 주변 조명에 따라 실제의 색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디자인 및 규격은 성능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해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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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주요 특징

본 제품은 라디오(FM, AM), 디지털방송(DMB, DAB), 오디오CD, DIVX, MP3, WMA, VCD, DVD를 재생 할 수 있는 다
기능 DVD 플레이어, 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또는 SD메모리카드/USB메모리장치를 연결하여 DIVX, XVID는 물론
MPEG1/2/4에서 WMV7/8/9까지의 동영상과 MP3, OGG, WMA, AAC등의 오디오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종합 멀티미
디어 네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앞 좌석은 물론 뒷좌석에 WIDE TFT LCD를 설치하여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에게 고화
질의 화면을 제공하여 풍부하고 박력 있는 음향과 함께 운전의 즐거움을 드리고 후방 감시카메라를 차량에 부착한 경
우 자동차 후면의 넓은 시야 확보를 가능 하게 하여 후진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항법장치로부터
주행 정보 및 교차로 방향의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인치 와이드 박막 액정 디스플레이
디지털신호방식의 6.5인치형 박막 액정 디스플레이 채용으로 보다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
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TOUCH SCREEN의 적용으로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합
니다.
전자식 메모리 선국 기능
FM, AM 방송을 각 3개의 독립된 프리세트 밴드에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프리세트 밴드에 최
대 128개 방송의 채널 저장이 가능한 PLL방식의 전자식 튜너를 채용하였습니다.
자동선국(AUTO SEARCH) 메모리 기능
자동선국으로 DMB와 DAB 방송을 각 3개의 프리세트 밴드에 저장할 수 있으며 각 프리
세트 밴드에 최대 64개 방송의 채널 저장이 가능한 메모리방식의 전자식 튜너를 채용하
였습니다.
고감도 폴 안테나
고감도의 DMB 안테나를 사용하여 안정된 수신감도를 가집니다.
디스크 자동 판별 재생기능
DVD, 비디오 CD, 오디오 CD, MP3 CD등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어 편
리합니다.
DVD 타이틀 검색 기능
DVD에 내장된 타이틀 메뉴를 이용해 디스크에 수록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찾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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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주요 특징

미디어 자동 검색 기능
저장된 매체로부터 비디오, 오디오, 사진 등의 미디어파일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목록으
로 표시하므로 편리합니다.
파일관리 및 앨범 관리 기능 
외장형 USB HDD등의 이동식 저장장치의 미디어 파일을 복사, 이동, 삭제등의 기능으로
손쉽게 파일관리를 할 수 있으며 자주 듣는 미디어 파일을 앨범 목록에 기록하여 이용하
면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 즉시 자동선곡이 가능합니다.
만도맵앤소프트사의 Mappy 지도 사용
챠량항법을 위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엔진과 정밀 전자지도를 내장하고 있고 고
감도의 안테나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음성안내기능
주행중 혹은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도 GPS를 이용하여 길안내나 과속구간정보 등의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포토엘범 기능
즐겁고 기억하고 싶은 추억의 사진 등을 저장장치에 담아서 슬라이드쇼 등의 다양한 기
능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폰 연결기능
주행중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하며 오디오 스트리밍의 재생을
통하여 음악 감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성메모 기능
통화한 내용을 저장장치에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노래방이 자동차 안으로
반주와 가사에 맞춰 흥겨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기능이 제공되어 경쾌한 장르
별 노래를 불러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정, 템포, 점수기능이 지원되어 노래방에서 느끼
는 즐거움을 차 안에서도 맘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EQ 기능
음악의 장르에 맞춰 음색을 조절하거나 좋아하는 음색을 설정하여 저장시킬 수 있는
EQ기능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PIP)기능
PIP(Picture In Picture)방식을 지원하며 DMB, DVD(영상), AUX의 영상 모드시에 화면
분활 기능을 이용하여 네비게이션의 기능을 동시에 조작 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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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본 시스템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음 기재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재
된 사항을 위반하고 사용하다가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
전운전을 위하여, 본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고>본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경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 관계된 중대한 상해, 사고로 연
결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입니다.
<주의> 본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연결되어 부상당하거나 자동
차의 손상 또는 고장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입니다.

경고
네비게이션에 의한 경로 안내 시에도 실제의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네비게
이션에 의한 경로 안내만으로 주행하면 실제의 교통규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어 교통 사
고의 원인이 됩니다.

주행 중에 운전자가 화면을 볼 때는 반드시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아 주십시오. 화면 주시
시간이 길어지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지점 등록, 시설검색 등의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전방 주시 소홀로 사
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차하여 조작하여 주십시오.

본 AVN 시스템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사고,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기구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발연, 발화, 고장 등의 원
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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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의 고장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화재,
감전 등)나 제품의 치명적인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물에 젖어 연기가 나는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
하고 판매점 또는 지정된 A/S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대로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천둥이 칠 때는 안테나 선을 만지지 마십시오. 낙뢰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본 AVN 시스템을 조작할 때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조작하지 마십시오.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통 상황에 주의하여 운전하여 주십시오. 목적지 안내 중에 규제 표시 변경 등에 의해 진입
금지 등의 경로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 중의 계기 조작은 전방 주시 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
를 정차시킨 후 조작하여 주십시오.

본 멀티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자동차 전용 장착 제품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제품에 장착하
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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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슬롯1

10

슬롯2

시스템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 제품의 전원을 켜거나 끌 때 사용할 수 있으며 MUTE(음소거)기능을 설정/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길게 누르면(2초 이상) 전원이 ON/OFF됩니다.
- 버튼을 짧게 누르면(2초 미만) MUTE 설정/해제됩니다.

음량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 시스템 동작 중에 다른 동작모드를 선택하고 싶을 때 누르며 네비게이션, 방송(FM,
AM, DMB, DAB), 멀티미디어(비디오, 오디오, 포토, DVD, 노래방), 외부기기 (AUX,
블루투스), 설정(화면, 오디오, 시스템, DVD설정) 선택모드 화면을 표시 합니다. 모드
선택화면에서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현재 재생중인 모드로 돌아갑니다.
- USB, SD 이동식 저장장치에 관한 모드(비디오, 오디오, 포토, 노래방, 네비게이
션)는 연결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연결 되어 있는 모드는 선택할 수 있지만 연결
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 노래방과 네비게이션 엔진은 함께 제공된 SD카드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빼면 동작
이 되지 않으므로 항시 SD카드를 삽입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드선택화면에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약 5초 이후에 마지막 동작모드로 자
동 복귀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각도조절화면이 표시되며 디스크 꺼내기, 틸트각도(조절, 기억, 설
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DVD디스크, SD1, SD2 메모리 카드의 유무(有無)를 자동으
로 판별하여 각각 활성화, 비활성화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전면 슬라이드 판넬이 완전히 오픈 되어 디스크 및 SD카
드를 삽입하거나 추출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를 삽입한 후 자동으로 전면 슬라이드 판넬이 오픈 되기 전에 조절해 놓은
각도로 돌아갑니다.
- 전면 슬라이드 판넬이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으면 약
15초 후에 전면 슬라이드 판넬은 자동으로 이전각도로 돌아갑니다.
- 전원 OFF중에도 이 키를 1초 이상 누르면 판넬이 완전히 오픈 되며 디스크를 배
출 및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삽입시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ON되며 DVD모드로 동작
합니다.

11

시스템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RADIO, 디지털 방송(DMB, DAB), DVD, 포토, 비디오, 오디오 동작모드에서 주파수
선국, 트랙이동, 파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RADIO/디지털방송

DVD모드

비디오,오디오/포토

UP(▲)

다음 방송

다음 트랙/챕터

다음 파일

DOWN(▼)

이전 방송

이전 트랙/챕터

이전 파일

각도조절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전면 슬라이드 판넬의 틸트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네비게이션모드로 이동되며 다양한 위치정보 및 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전 동작모드로 이동합니다.

- 통합무선리모콘(별매품)을 이용하여 멀티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디오CD/비디오CD/MP3/DIVX/DVD-VIDEO타이틀 종류의 디스크를 삽입 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해당 디스크의 동작 화면을 수행합니다.

- 슬롯1에는 제품 출하시 함께 제공된 노래방과 지도데이터가 저장된 SD메모리카
드 전용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슬롯2에는 멀티미디어 파일 및 사용자 확장용 메모리카드용으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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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스템초기화(RESET)
시스템을 정상동작 가능한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본체는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간혹 동작이 불안정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리셋기능은
(1)전원버튼 + (3)MODE버튼 + (4)OPEN버튼 + (6)NAVI버튼 4개를 동시에 누르면 다시 부팅시켜 정상동작 가능
하도록 초기화시킵니다.

SD 메모리카드 장착하기
1. OPEN버튼을 눌러 전면 슬라이드 판넬을 장착하기 쉬운 각도로 조절합니다.
2. 지도와 노래방이 담겨진 SD메모리카드를 라벨면을 위로 하여 방향을 확인한 후 SD슬롯1에 넣고 “딸깍” 소
리가 날 때 까지 밀어 넣습니다.
3. OPEN버튼을 눌러 전면 슬라이드 판넬을 보기 좋은 각도로 조절한 후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4. 만일 지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SD 카드를 꺼낼 때 삽입된 상태에서 슬롯의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 외부로
0.5cm가량 추출이 됩니다.
5. SD메모리카드를 꺼내서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과정이 끝나면 1~3번 항을 반복해서 다시 슬롯에 삽입합니
다.

SD 메모리카드에 대하여
1. 본 시스템은 2개의 SD SLOT을 지원합니다.
2. SD SLOT1으로는 세트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SD CARD를 사용하시고 또 다른 SD SLOT2로는 별도로 구매
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SD CARD로 각종 미디어 파일을 즐기시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3. 본 기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SD카드에는 네비게이션 및 노래방 SW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삭제 및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4. 사용자가 보유하고 계신 SD 카드를 SD 슬롯2에 삽입하실 때 SD 슬롯1에 있는 지도파일 및 노래방 SW를 분
리하여 복사 및 탑재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기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알아두기]
네비게이션 업그레드 방법은 페이지[ ]의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방법]을 참조하세요. 제품동작 중에 SD카드 및
USB 저장장치를 빼지 마십시오. 네비게이션, 노래방, 포토 및 비디오, 오디오 모드에서 동작 중 저장장치를 빼지
마십시오. 제품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저장 장치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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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기본 조작 방법 [시스템 시작/종료]
시스템 시작하기

1. 자동차의 시동키를 ON 또는 ACC위치에 놓습니다.
2. 멀티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부팅화면 및 로고화면이 표시되면서 시스템이 부팅이 됩니다.

3. 최종 사용자 모드가 표시됩니다. (최초의 화면은 FM모드입니다.) 만약, AV OFF상태에서 시동을 끄셨을 경우 시동을
다시 켤 경우 AV OFF상태로 유지되므로 전원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켭니다.
4. 정면 판넬부의 MODE 및 동작화면의 MODE버튼을 누르면 모드선택화면이 나오며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하여 즐
기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하기
1. 멀티 네비게이션 시스템 동작중에 전원 버튼을 길게(2초 이상) 다시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을 끄면 시
스템은 현재 동작모드를 저장합니다.
2. 제품의 동작중에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키를 뽑으면 마지막 동작모드의 상태를 저장하였다가 다시 시동키를 ON시
키면 마지막 저장된 동작모드에서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참고]
차량 시동을 켰을 시, 시스템 전원 ON/OFF 상태는 시동을 켜기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시동을 끄기 전에
RADIO 모드가 표시되고 있었다면 시동을 다시 켰을 때 시스템은 전원 ON 상태가 되고 RADIO 모드가 표시 됩니
다. 반대로 시동을 끄기 전에 RADIO 모드에서 전원 OFF했다면 다시 시동을 켜더라도 전원은 OFF상태가 되며 키
를 눌러 시스템을 켜면 RADIO 모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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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기본 조작 방법 [기본 모드]
기본모드 선택하기
1. 전면 판넬부의 MODE키 혹은 화면에서 MODE버튼을 누르면 방
송(FM, AM, DMB, DAB), 멀티미디어(비디오, 오디오, 포토, 디브이
디, 노래방), 외부기기(AUX 블루투스), 네비게이션 모드, 설정(화면,
오디오, 시스템, DVD설정)이 표시되며 사용하고 싶은 모드를 선택하
여 가볍게 터치하면 해당모드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네비게이션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네비게이션을 터치하거나 전면 판넬부의 NAVI 키를 누르면 네비게이
션 모드로 이동되며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모드의 오디오는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 멀티미디어의 비디오 모드
는종료하셔야 사용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NAVI키를 누르면 이전 동작모드로 이동합니다.

[참고]
네비게이션의 상세한 사용법은 30페이지 의 네비게이션의 모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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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기본 조작 방법 [모니터 각도]
기본 화면 
1. 전면 패판넬부의 OPEN을 짧게 누르면 각도 조절모드화면으
로 전환되며 사용자가 시청하기 편한 각도로 모니터의 각도를 조
절하실 수 있습니다.

2. 각도 조정모드화면의 [DVD], [SD1], [SD2] 표시창은 DVD플레
이어에 디스크가 삽입이 되어 있는지, SD카드 슬롯에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3. 아무 조작도 하지 않을 경우 약 5초 후에 마지막 동작모드로
자동 복귀됩니다.
4. 모니터 각도 조절모드 조작시에도 재생되고 있는 음성은 청취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각도 조절 방법 
1. 각도 조절모드에서 상, 하 버튼이나 전면 판넬부의 UP,
DOWN을 누르면 모니터각도를 상하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
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연속해서 모니터가 틸트 동작을 합니다.
2. 모니터 각도 조정모드에서 화면의 꺼내기 버튼을 누르거나
전면 판넬부의 OPEN을 길게 누르면 모니터 각도가 완전히 열
립니다.
3. AV 동작모드화면에서 전면 판넬부의 OPEN을 길게 계속 누르
면 모니터 각도가 완전히 열립니다. 완전히 판넬이 열린 상태에서
전면 패널의 OPEN 을 다시 한번 1.5초 이상 계속 누르면 모니터
가 완전히 닫힙니다.
4. 각도조절을 한 후 이전 동작모드로 이동시에는 OPEN키를 다시
한번 짧게 누르거나 화면의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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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각도]
모니터 각도 저장 및 호출 방법 
1. 모니터 각도 조절 및 설정모드에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각
도를 저장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 각도 조절모드화면에서 적당한 각도로 조정한 후에 기
억 버튼을 길게 누르면 원하는 모니터 각도를 저장시킬 수 있습
니다.
3. 미리 저장되어 있는 각도를 호출하려면 기억 버튼을 짧게 누르
면 바로 조정이 됩니다.

모니터 각도 설정 방법 
1.각도조절 화면에서 [각도설정]버튼을 누르면 각도설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사용자의 차량에 장착조건에 따라서 모니터가 완전
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린 상태로 장착되어야 할 때 원하는 각도를
조절한 후 기억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본각도]버튼을 누르면 장착 기준 닫힘 각도인 16도에 곧바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TG그랜져)

3. 기본각도를 설정하였거나 이전화면으로 이동하시려면 이전버
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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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기본 조작 방법 [디스크 삽입/추출]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1. 화면의 꺼내기 버튼이나 OPEN키를 길게 누르면 판넬 각도가 완전히 열리고 디스크 삽입 대기상태로 유지되며 현
재 동작모드와 판넬 각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 상태에서 전원 OFF 및 ACC OFF를 하면 판넬 각도는 완전히 닫히고 시스템이 꺼집니다. 다시 전원 및 ACC를 켰
을 경우 시스템이 켜지면서 이전 판넬 각도로 복귀하며 이전 동작화면을 수행합니다.
3. 꺼내기 버튼 수행 후 CD, MP3, VCD, DVD 타이틀 등의 디스크를 삽입하면 판넬 각도가 이전 기억각도로 복귀하며
DVD모드 동작화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
1. 꺼내기 버튼 혹은 판넬의 OPEN키를 길게 누르면 판넬이 완전히 열리면서 디스크가 배출됩니다. DVD모드에서 수
행을 하면 DVD모드 전의 이전 동작모드로 전환됩니다.
2.디스크를 삽입구에서 탈거하면 판넬 각도는 이전 동작 각도로 되돌아 갑니다.
3. 만약에 디스크 삽입구에서 탈거하지 않았으면 15초 이후 디스크가 자동 로딩 되고 DVD모드로 전환되며 디스크가
STOP모드상태로 대기합니다. 판넬 각도도 이전 동작 각도로 되돌아 갑니다.
4. 디스크 추출 중에 시스템의 전원 및 시동을 껐을 경우에는 전면 판넬이 완전히 열리고 배출(EJECT)수행을 한 후 시
스템이 종료됩니다. 만약에 디스크를 탈거하지 않았으면 15초 이후에 재삽입된 후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주의]
각도조절 또는 닫힘 동작 중 어린아이나 사용자의 손가락이 끼면 판넬이 보호동작으로 자동개폐 되지만 안전에 주
의하여 동작하여 주십시오. SD슬롯에 SD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걸쳐있을 경우에도 자동개폐 되
지만 SD메모리카드 삽입상태를 확인하시고 수행하여 주십시오. SD카드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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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기본 조작 방법 [REAR CONTROL 모드]
REAR CONTROL모드 전환하기
1. 뒷좌석 모니터가 연결되었을 경우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드 선택화면의 DUAL버튼을 누르면 REAR CONTROL 모드
화면이 나오며 뒷좌석에서도 앞 좌석의 모니터 영상을 동일하게
혹은 다른 영상모드를 선택하여 즐기실 수 있습니다.

REAR CONTROL 조정하기
1. 듀얼 ON시 앞 좌석의 영상과 별도로 뒷좌석에서 원하시는 영상
모드(DMB, DAB, DVD, AUX)를 선택하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 듀얼 OFF시에는 뒷좌석에 영상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3. 음량조절 버튼은 뒷좌석 전용이며 앞 좌석 음량과 별도로 조절
하여 알맞은 음량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음량조절범위: 0 ~ 50)
4. R/MUTE버튼을 누르면 뒷좌석 모니터의 음량을 음소거 설정/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전후동일 버튼을 누르면 앞 좌석에 출력되는 영상과 동일한 화
면이 뒷좌석의 모니터에 그대로 출력됩니다.
6. REAR CONTROL 모드에서 조정하신 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
전 동작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능조정 버튼 조정하기
기능조정버튼은 각 모드 별로 각기 다른 기능버튼으로 동작합니다
: DMB/DAB모드에서는 이전 및 다음방송으로 전환됩니다.
: DVD모드 시에는 이전 및 다음 트랙/챕터/파일로 이동합니다.

: DVD모드 시 한번 누를 때 마다 4배속 -> 32배속 -> 원래배속
으로 역방향 혹은 순방향으로 빠르게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 DVD모드 시재생/ 일시 정지 버튼으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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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기본 조작 방법 [음성안내]
음성안내
GPS를 이용한 네비게이션의 음성안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모드선택화면에서 왼쪽 화면상단의 음성안내 버튼을 누르면
시계표시 모드와 GPS 음성안내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드는 일
종의 대기모드이며 AV기능은 OFF되며 GPS기능만 동작을 합니
다.
2. 본체 볼륨키를 증가/감소하면 안내음성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
습니다.

3. 화면의 안내OFF 버튼을 누르면 음성안내가 OFF되고 다시 안
내 ON버튼을 누르면 음성안내O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
행에 적합하게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동
작 중일 경우에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4. 정면 판넬부의 전원 및 MODE 버튼을 누르면 이전 AV동작모
드로 복귀되며 만약 안내 OFF상태면 자동으로 안내ON상태가 됩
니다.
5. 이 모드에서 판넬부의 UP/DOWN키로 틸트조정과 OPEN키로
각도조절모드의 기능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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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기본 조작 방법 [모드 별 연결 정보 상태 창]

각 모드 별로 화면 상단에 정보상태창이 표시됩니다. 장치연결상태 중이고 동작 중이면 활성화되고 연결상태가 아니
거나 동작중이 아니면 비활성화 처리됩니다.(단 DVD모드시에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1. SD1 슬롯에 SD삽입여부를 표시합니다.
2. SD2 슬롯에 SD삽입여부를 표시합니다.
3. USB 슬롯에 USB삽입여부를 표시합니다.
4. 블루투스 기기 연결여부를 표시합니다.
5. DMB 안테나 수신감도를 표시합니다.
(DMB, DAB모드에서만 표시됩니다, 타모드에서는 비활성화 표시됩니다.)
6. 네비게이션 동작여부를 표시합니다.
7.DUAL 기능 동작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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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오디오/화면 설정과 조정 방법 [음량]
음량조절
오디오의 음량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1. 전원을 켠 상태에서 볼륨버튼을 누르면 화면의 중앙에 현재의
음량상태가 숫자와 레벨로 표시가 됩니다.(조절 범위 : 0 ~ 50)
2. 운전 중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당한 음량으로 조
정하십시오.

음소거 설정/해제
음소거를 설정하거나 해제합니다.
1.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음이 완전히 소거됩니다. 화면상단에
MUTE아이콘이 활성화 됩니다.
2. 다시 누르면 음소거 전의 음량으로 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차
량 재 시동시, 전원을 끄고 켤 때, 볼륨을 조절 시 음소거가 해
제됩니다.)

3. 노래방 모드에서 음소거 하였을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MUTE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알아두기]
운전 중의 음량은 차 밖의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음량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차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
로 운전하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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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BALANCE]
오디오 설정모드 
1. 전면 판넬부의 [MODE]키나 동작 화면의 [MODE] 버튼을 누
른 후 설정에서 오디오를 터치하면 오디오 설정 선택화면으로 전
환됩니다.
2. SOUND BALANCE조정, EQ조정, 버튼음 기능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3. [닫기]버튼을 누르면 설정을 취소하고 이전 동작모드로 복귀
합니다.

SOUND BALANCE  설정하기
BALANCE/FADER 값은 음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즉, 운전석 쪽으로 음의 초점을 모아서 뒷좌석이나 조수석의 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오디오설정 모드 화면에서[Sound Balance]버튼을 누르면
Fader/Balance 조정 모드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조정 모드화면의 [상/하/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이동하
고 원하는 음 밸런스 상태를 조정합니다.
3. 커서를 이동 중에 [center]버튼을 누르면 바로 커서가 기본 값
인 중앙으로 복귀합니다.

4. 조작중에 [닫기] 및 [이전]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되며 이
전동작모드 및 상위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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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오디오/화면 설정과 조정 방법 [EQ]
EQ 설정하기
음악의 장르에 따른 최적의 음색으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1. 오디오설정 모드 화면에서 [EQ]버튼을 누르면 EQ 조정 모드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FLAT, POP, ROCK, JAZZ, CLASSIC의 5가지 프리세트 음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각각의 프리세트 음색에서 [좌/우]버튼을 눌러 63Hz, 150Hz, 400Hz, 1KHz, 2.5KHz, 6.3KHz, 16KHz 의 7개 음역밴
드를 이동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상]버튼을 눌러 조절바를 증가시키면 음색이 증가되고 반대로 [하]버튼을 눌러 조절바를 감소시키면 음색이 감소
됩니다.
5. 조작중에 [닫기] 및 [이전]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되며
이전동작모드 및 상위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아두기]
EQ1모드에서 각 밴드별로 음색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자EQ2모드의 M1 메모리에 임시 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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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사용자 EQ 저장 또는 호출하는 방법
사용자가 직접 조정한 음색을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음색을 호출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EQ설정 모드 화면에서 [사용자]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EQ2설
정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각 밴드별로 원하는 음색으로 조정하여 저장하고 싶은 [M1/
M2/M3/M4]버튼 중 1개를 길게 누르면 비프소리와 함께 해당번
호에 저장되고 사용자 EQ음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 이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음색 커브 저장을 총 4개까지 저
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새롭게 음색을 조정하여 다시 저장을 하면 이전에
저장된 음색커브는 지워지고 새롭게 변경된 음색커브를 저장하
게 됩니다.
5. [M1/M2/M3/M4]버튼 중 하나를 짧게 누르면 저장된 음색을 호
출하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EQ2설정모드에서 [기본]버튼을 누르면 EQ설정모드로
전환됩니다.

6. 조작중에 [닫기] 및 [이전]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되며 이
전동작모드 및 상위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5

제2장 - 오디오/화면 설정과 조정 방법 [버튼음]
버튼음 기능 
1. 오디오설정 모드 화면에서 [버튼음]버튼을 누르면 버튼음 설정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3가지중 원하시는 버튼음을 선택하여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3. 버튼음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음끄기기능을 선택합니
다.

4. 버튼음량을 1 ~ 5단계크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조작중에 [닫기] 및 [이전]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되며 이
전동작모드 및 상위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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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오디오/화면 설정과 조정 방법 [화질조정]
화면 설정모드
1. 전면 패널의 [MODE]키나 동작 화면의 [MODE]버튼을 누른 후
설정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 설정 선택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화질조정과 화면보호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닫기]버튼을 누르면 설정을 취소하고 이전 동작모드로 복귀
합니다.

화질조정
1. 화면설정 화면에서 [화질조정]버튼을 누르면 화질조정 화면으
로 전환됩니다.

2. 비 영상모드 RADIO, 오디오, DVD(MP3,오디오CD), 포토, 블루투스모드에서는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화면이 표시되
며 화면상태를 취향에 맞게 적당하게 조정합니다.
3. 영상모드 DMB, DAB, DVD(VCD, DVD-Video), 비디오, AUX)에서는 색상(RGB)과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화면이 표
시되며 화면상태를 취향에 맞게 적당하게 조정합니다.
4. 설정값을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 [기본값]버튼을 선택합니다.
5. 조작중에 [닫기] 및 [이전]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되며 이
전동작모드 및 상위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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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오디오/화면 설정과 조정 방법 [화면보호기]
화면보호기 설정

1. 화면설정 화면에서 [화면보호기]버튼을 누르면 화면보호기 설정 화면으로 전환되며 슬라이드쇼, 스펙트럼, 해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비 영상모드 RADIO, 오디오, DVD(MP3,오디오CD), 포토, 블루투스모드에서 대기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화면
보호기모드가 실행됩니다.
3. 슬라이드쇼는 포토모드에서 지정된 폴더의 그림파일의 슬라이
드쇼 시간설정에 의해 연속적으로 사진을 보여줍니다.

4. 스펙트럼은 불륨에서 7밴드 EQ데이터를 수신해서 전체 화면
EQ 스펙트럼을 표시합니다. 생생한 사운드 이퀄라이져를 즐기
실 수 있습니다.
5. 화면보호기 설정화면에서 해제를 선택하면
설정한 화면보호기 기능을 해제합니다.
6. 대기시간은 5 -> 10 -> 20 -> 30 -> 60 -> 5초로 설정 가능
합니다.
7. 화면보호기 동작 중 화면을 터치하면 현재 재생되는 오디오 동작화면으로 전환됩니다.
8. 조작중에 [닫기] 및 [이전]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이 저장되며 이전동작모드 및 상위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알아두기]
슬라이드쇼기능은 함께 제공된 SD카드의 ScreenSaver 폴더에 사진들만으로 동작합니다. 화면보호기 동작시 원
하시는 그림 및 사진등을 ScreenSaver 폴더에 넣어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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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오디오/화면 설정과 조정 방법 [화면ON/OFF]
화면 ON/OFF 하기  
이 기능은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을 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야간운전 시 화면의 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고 싶을 경우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화면 OFF 상태에서도 AV의 음성은 계속 유지 됩니다.
1. 전면 패널의 [MODE]키나 동작 화면 [MODE] 버튼을 누른 후
모드선택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화면 OFF아이콘을 터치합니다.

2. 화면이 꺼져 야간 운전시 눈부심을 방지합니다.
3. 화면을 다시 보고 싶으면 꺼진 화면의 아무 곳을 터치하면 이전
동작모드로 전환됩니다.

[알아두기]
오디오 음소거(MUTE)인 경우에는 화면 OFF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음소거 해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와 반대로 화면 OFF상태에서 음소거버튼을 눌렀을 경우는 화면 OFF가 해제되며 음소거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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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모드 실행]
실행하기
1. 전면 판넬부의 [MODE]키나 동작화면 [MODE]버튼을 누른 후
모드선택화면에서 네비게이션을 터치하면 다양한 네비게이션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타 모드 동작 중 전면 판넬부의 [NAVI]키를 누르면 바로 네비게
이션 모드로 전환됩니다. 지도화면으로 전환된 후 다시 한번 누르
면 이전 동작모드로 이동합니다.

3. 네비게이션 시작 시 경쾌한 시작 음과 함께 맵피 UNITED 구동
화면과 안내화면이 나오며 네비게이션 지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내화면의 문구를 숙지하시고 조작하여 주십시오.
4. 처음 네비게이션 구동 시 GPS신호를 수신 받기까지 5 ~ 1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안내문구가 사라지고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가 지도화면에 표시됩니다. 단, GPS신호를 수신 받기까
지 걸리는 시간은 주변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네비게이션 모드에서도 화면의 터치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위치 찾기, 경로 관리, 모의주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네비게이션 모드 동작 중에도 이전 동작모드가 계속 동작하고 있으며 오디오는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8. 멀티미디어 비디오 모드동작 중 네비게이션 모드를 선택하면
최적의 위치정보와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디오
종료문구가 표시되며 확인을 눌러야만 비디오 모드가 종료되고
네비게이션 모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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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실행]
화면 구성 및 맵피 기본화면

1. 현재 지도 모드의 상태 및 방위를 보여 줍니다.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며, 또한 클릭 시 지도모드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지도고정, 지도회전, 3D 모드)
2. 현재 GPS 수신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클릭 시 GPS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위성정보 창”을 띄워줍니다.
3.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 지도의 레벨은 +/- 버튼 아래의 축적 바를 통하
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경로, 부가기능, 환경설정과 같은 맵피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버튼입니다.
5. 설정된 경로탐색 옵션을 보여줍니다. 해당버튼을 누르면 경로탐색 옵션을 변경하여 재 탐색 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지도 중심위치의 행정구역 명칭을 보여줍니다.
7.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는 지점설정 버튼입니다.

[알아두기]
네비게이션 지도는 함께 제공된 SD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동작 중 SD카드를 빼는 것
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공된 SD메모리카드는 SD 슬롯1에 삽입하여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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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모드 실행]
경로 안내 화면 

1. 현 주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2. 회전안내 지점에 대한 방면 정보를 표출하여 줍니다. 예) 신사역에서 영동대교, 도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3. 다음 안내 지점에 대한 회전 및 거리정보를 나타냅니다.
4. 전방 교차로 및 회전지점의 차선정보를 보여줍니다.
5. 바로 앞 회전에 대한 정보를 표출합니다. 해당 영역을 클릭할 경우 퀵뷰 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탐색된 경로에 대하여 목적지 까지 잔여시간 및 잔여거리와 목적지 지점 명칭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7. 바로 앞 회전을 위한 교차로 확대도를 보여줍니다. 분기 및 고속도로 진출/진입 시에는 입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8. 주행 중 버튼으로 방위와 GPS 상태를 통합하여 표출합니다. 클릭하면 나침반과 GPS심볼로 분리되고 지도모드 보
기화면이 동시에 표출됩니다.

[Mappy Tip]
화면 터치를 통한 간단한 조작에 익숙하게 되면 운전 중에도 원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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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실행]
지도보기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지도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맵피는 원클릭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
공합니다.
지도상의 특정위치를 선택하면 선택된 위치가 화면의 중심에 오도록 지도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지도화면에서 원하는 위치를 축소/확대하여 보고자 할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맵피는 1레벨에서 9레벨까지 총 9가지
레벨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축소/확대 아이콘을 선택할 때 마다 현재 지도의 중심을 기준으로 지도의 레벨이 한 단계 축소/확대 변환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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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모드 실행]
지도 모드 변경하기
모드변경에서는 지도보기방식 변경, 주간/야간모드 변경, 건물 입체 ON/OFF ,경로안내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
재 적용된 모드상태가 심볼에 표출되므로 버튼을 누르면 다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을 완료하거나 취소하고 싶
으면 [X]버튼을 누릅니다.
1. 고정모드
지도 책과 동일한 형태로 차량의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북쪽방향
이 항상 화면의 위쪽을 향하게 하는 모드입니다.
2. 회전모드
항상 차량의 진행하는 방향이 화면의 위쪽을 향하게 하는 모드
입니다.
3. 3D모드(BirdView)
현재 위치의 상공에서 앞의 상황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버드뷰
형태의 모드입니다. (각도는 0~11단계 까지 위, 아래 화살표를 통
해 조정 가능합니다.)

주간/야간 모드 변경하기

주간모드를 누르면 주간,야간,주/야 자동변경 모드로 지도를 변경합니다.

건물입체 변경하기

하단에 건물입체OFF 버튼을 누르고 건물입체 ON/OFF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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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실행]
지점 설정하기
지도 화면에서 원하는 위치를 화면 클릭을 통하여 간단하게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마이포인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상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지점 위치를 화면의 중심으로 이
동한 뒤 아래의 버튼을 누릅니다.

2. 하단메뉴가 나타나면 화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위치가 지점으로 설정됩니다.

4. 다른 지점을 재 설정하고 싶을 때 [검색]버튼을 누르면 검색 다
이얼로그가 뜨는데, 원하는 검색방법을 선택하여 다른 지점을 검
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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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모드 실행]
GPS 관리
GPS 정보 수신 시 GPS 위성으로부터 받는 여러 위치 정보들을 사용자가 한 눈에 알아 보기 쉽게 표출하여 줍니다.
(GPS 위성으로부터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신될 경우 매 1초마다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지도 화면에서 GPS 상태 아이콘을 누르면 ‘GPS 위성정보’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1. 현재 수신되는 위성의 개수와 상태를 보여 줍니다.
2.현재 위성 수신 상태를 나타냅니다. (3D:양호, 2D:보통, 1D:불량, OFF:수신불가)
3. GPS 수신기 설정 값을 나타냅니다.
환경설정을 통하여 현재 보유하고 계신 수신기에 맞도록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되고 있는 시간,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를 표출합니다.
5. 하단 메뉴 버튼 영역입니다.
- [궤적저장시작/종료] : GPS 수신 시 주행 궤적을 저장/종료합니다.
- [재 연결] : 현재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Mappy Tip ]
지도 확대를 통해 지도 레벨을 최대로 확대한 후에 지점 설정을 하실 경우 더욱 상세한 위치로 지점 설정이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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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기본메뉴]
기본메뉴 > 위치 찾기
기본메뉴화면에서 위치 찾기를 클릭합니다. 위치 찾기는 찾고자 하는 지점의 다양한 검색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근 검색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직접 등록해 놓은 마이 포인트 및 안전운행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지점의 명칭이나 초성을 입력, 검색해 원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검색되는 항목들을 선별하여 최소한의 절차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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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기본메뉴]
기본메뉴 > 위치 찾기

찾고자 하는 대상업종(예:음식점)을 기준으로 원하는 지점을 찾는 검색방법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4000만 건의 지번 데이터 검색기능을 제공합니다.

한국 인포 데이터(KOI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찾고자 하는 시설등의 전화번호를 알
고 있을 때 위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관광 및 여행관련 정보위조로 엄선된 데이터와 상세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의 지하철 역의 위치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맵코드, 경위도 좌표를 입력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맵피는 시공사와 컨텐츠 제휴를 통해 테마성 POI들에 대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JG-Code를 제공합니다. 시공사에서 발행하는 책자에는 JG-Code가 포함됩니다.

국가에서 새롭게 시범 서비스하는 신 주소 체계인 새 주소를 이용해 검색하는 새주
소 검색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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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메뉴]
기본메뉴 > 위치 찾기>길 안내받기

1. 메뉴선택 : 위치 찾기 메뉴에서 명칭검색을 선택합니다.
2. 명칭검색 : 검색할 지명(예:강남역)을 입력하고 검색 건수를 확인한 후 [전국검색]버튼을 누릅니다.

3. 목적지 설정 : 검색결과 중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고 [이동]버튼을 누른 후 위치를 확인한 뒤에 하단 메뉴의 [목적
지]버튼을 누릅니다.
4. 경로탐색 : 목적지 설정 후 메뉴 중 [추천도로]를 선택하면 경로탐색을 실시합니다.

[Mappy Tip ]
운전하기 전에 찾아갈 지점에 대해서 실내에서 먼저 검색을 해 놓는 습관을 가집시다.

39

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기본메뉴]

5. 경로 안내시작 : 탐색 된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메뉴의 [안내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경로안
내가 시작됩니다.

[Mappy Tip ]
지도 확대를 통해 지도 레벨을 최대로 확대한 후에 지점 설정을 할 경우 더욱 상세한 위치로 지점 설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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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메뉴]
기본메뉴 > 경로관리
기본메뉴화면에서 경로관리를 클릭합니다. 경로관리는 경로설정, 경로정보, 경로열기, 모의주행 등 경로 관련 기능들
을 수행합니다.

출발지, 목적지(또는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 설정한 후 경로탐색을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경로를 경유구간으로 등록하여 경유지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
능입니다.
경로 사이의 거리, 시간, 요금, 주유경유도로, 교차로 등의 경로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입
니다.
차량 주행 시에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 받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GPS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고, 경로탐색 된 경로를 가상으로 주행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경로 탐색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탐색된 경로를 지웁니다.

41

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기본메뉴]
기본메뉴 > 부가기능
맵피脈은 우리 역사의 고 지도를 시대별로 보여주고, 해당 국가의 역사를 나래이션 해줍니다.

맵피脈은 우리 역사의 고 지도를 시대별로 보여주고, 해당 국가의 역사를 나래이
션 해줍니다.

KBS, MBC, SBS, TBS, 종교방송의 라디오 주파수를 지도와 함께 제공합니다.

복잡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가장 환승을 적게 할 수 있는지 실제 노선도 위에서 안
내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변동이 많은 카메라 정보를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위치 주변의 도로구조가 복잡하거나 GPS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하여 맵매
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지도상의 차량위치를 실제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스피드 저장 기능에서는 주행 중에 간단한 방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안전운행 등록,
마이포인트 등록, 현재 실행되고 있는 화면 캡처가 가능합니다.

경로탐색이 원하는 길로 탐색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주행한 경로를 활용하여 사용자
가 원하는 경로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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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메뉴]
기본메뉴 > 환경설정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 버전과 중요한 파일의 생성 일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마이 메뉴로 등록하여 최대한 쉬운 조작으로 원하는 기능
을 수행합니다. 또한, 스피드 경로탐색을 통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지점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회사 등 자주 가는 지점에 대하여 원 클릭으로 경로를 찾고 안내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스피드 경로탐색을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포인트는 집/회사를 포함하여 총 5개 지
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관련된 표출설정, 지도색, 고유심벌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맵피 시작상태 설정, 지도 및 메뉴모드 방식 설정, 주행 시 보여지는 지도화면 자
동설정, 시간대 변경 등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경로안내 멘트 조정 및 경로 안내 시 화면에 표출되는 방식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점설정, 기타설정, 과속경고 등의 안전운행설정이 가능합니다.
경로 재 탐색 옵션 및 요금안내용 차량설정, 경로선 설정, 궤적표시 설정 기능이
가능합니다.
시작화면과 인트로 음악 스피드 터치 등의 설정기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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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마이메뉴]
마이 메뉴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마이 메뉴로 등록하여 최대한 쉬운 조작으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스피드 경로탐색
을 통하여 간편하게 원하는 지점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메뉴에서 마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마이 메뉴를 등록하기 위해 [마이 메뉴 설정]을 누릅니다.

2. 등록할 마이 메뉴 버튼을 누른 후 [등록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위치 찾기, 경로관리, 부가기능, 환경설정, 주요기능 등의 메뉴
항목에서 사용자께서 자주 쓰는 항목을 선택한 후 [적용]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기능을 마이 메뉴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 이미 등록되어 있는 마이 메뉴를 변경할 경우에도 원하는 버
튼을 선택한 후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 및 삭제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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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경로안내 POI]
경로안내 POI
현재 주행중인 경로상에 원하는 특정POI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는 경로 그대
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시설물을 검색 하여 경유지로 설정하거나 알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메뉴의 POI버튼을 클릭합니다.
2. POI검색화면에서 경로상POI, 현 위치 주변, 목적지주변의 시설물을 1km, 2km, 5km, 10km거리로 검색하실 수 있
습니다.
3. 경로상 POI중 음성안내 받고 싶은 시설 명을 선택한 후 [이동]버튼을 누릅니다.

4. 지도상에 선택된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위치를 확인한 후 [알람설정]버튼을 누릅니다.
5.우측에 선택한 POI까지의 잔여거리가 표시되고, 설정한 지점과 가까운 위치 주행 시“주변에 등록하신 관심 POI가
있습니다” 라는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6. POI검색화면에서 [변경]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시설물을 선택
하여 검색하실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지, 알람, 목적
지 설정을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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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네비게이션 종료]
네비게이션 종료하기
1. 네비게이션 실행을 종료하실 때는 좌측하단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네비게이션 메인 메뉴화면으로 돌아와서 우측하단의 종료버
튼을 클릭합니다.

3. 프로그램 종료 창이 뜨며 Yes를 누르시면 종료됩니다.

[Mappy Tip ]
상세한 사용설명서는 http://www.pontus.co.kr 에서 해당 제품의 네비게이션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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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지도 업데이트]
홈페이지 회원가입 하기
1.맵피 홈페이지(www.mappy.co.kr) 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명확인 내용을 기입하시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3. 실명확인이 끝나고 상세정보 기입 페이지로 이동하여 세부사항을 입력하시고 입력이 끝나면 회원가입 버튼을 눌
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제품등록하기(맵피 인증하기)
1. 회원 가입 후 사이트 상단 메뉴의 “고객지원>제품인증”을 클릭하여 제품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제품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맵피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맵피 시리얼 번호 입력 후 제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등록이 완료됩니다.
(맵피 시리얼 번호는 함께 제공된 사용자 메뉴얼의 표지에 붙어 있습니다.)

사용 단말기 등록하기
1. 제품등록을 완료하신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마이 페이지>인증내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맵피 시리얼 번
호를 확인한 후 “단말기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2. 업체와 해당 단말기를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선택이 끝나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3. 최종 확인 페이지에서 자신이 선택한 단말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단말기를 수정하고 싶으면 “단말기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맵피 유나이티드  업그레이드 전 준비사항
1. 맵피 유나이티드로 버전 업그레이드 전 [User Data]폴더 안의 [My Mappy]폴더를 반드시 삭제합니다.
2. 맵피 유나이티드와 이전 버전과의 환경파일이 호환되지 않으므로, 사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한 작업입니다.

스마트 업데이트 프로그램 다운받기
1. 상단 메뉴에서 “고객지원>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후, “기타”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마트 업데이트 설치 프로
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는 홈페이지 우측 “스마트 업데이터 다운로드” 배너를 클릭합니다.

스마트 업데이트 프로그램 설치하기
1.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내용을 읽어 보신 후 다음>동의함>설치>마침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3. 스마트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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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지도 업데이트]
스마트 업데이트 시작하기
1. 스마트 업데이트를 시작하면 업데이트, 패치 및 이벤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알림 창 공지가 뜨게 됩니다. 스마트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 맵피 홈페이지에 등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3. 단말기 종류에서 사용하시는 단말기를 선택합니다.
4. 스마트 업데이트 프로그램 좌측 하단의 “데이터를 다 받으면 설치 프로그램 자동실행”설정에 체크하시면, 다운로
드 완료 후 맵피 맵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5. 기본설정 디렉토리에 프로그램을 저장하시려면 “내려 받기 시작”을, 맵피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 후 저장하
시려면 “받기 폴더 변경”을 클릭합니다.
6. 파일을 내려 받을 폴더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7. 폴더 선택 후 “내려 받기 시작”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중앙에 진행 상태가 표시되며
파일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8. 다운로드 완료되면, 자동으로 맵피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맵피 설치하기
1. 초기 화면에서 “지도설치”를 클릭합니다.
2.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카드 리더기에 메모리카드 미 장착 시 설치 디렉토리 검색 실패 오류에 대해 알림 창으로 안내해 줍니다.
4. 이동식 디스크가 장착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5. 저장할 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6.“다음”버튼을 누르면 “User Data”폴더를 자동으로 백업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7. [예]를 클릭하고 “User Data”폴더를 백업합니다.“User Data”는 [내 문서/Mappy_BackUp/해당날짜]폴더에 저
장됩니다.
8. 메모리 용량을 확인 하셨으면, 갖고 계신 메모리카드 용량을 선택해 주시고 1GB이하의 메모리 카드를 소유하고 계
신 분은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 주십시오.
9. 포맷하기를 누르면 메모리카드 내에 있는 미디어파일, 노래방 등 기타 개인 관리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하겠습니
까?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단말기 시스템 파일이 메모리 카드에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를 클릭한 후, [다음]버튼
을 눌러 이동합니다.
10. 지도데이터가 모두 복사되면, 설치완료 메시지가 나옵니다.“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치 작업이 완료됩니다.
11. 지도데이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닫기”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메모리를 단말기에 장착하시고, 맵피와 함께 안전운행 하시기 바
랍니다.

[Mappy Tip ]
자세한 업그레이드 방법 설명은 http://www.mappy.co.kr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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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네비게이션 모드 [PIP기능]
PIP 기능에 대하여
DMB, AUX, DVD의 영상모드 화면에서 PIP(Picture in Picture)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AVI를 구동 중에 PIP기
능을 이용하여 영상화면과 네비게이션의 기능을 동시에 시청 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DMB, AUX, DVD 영상모드 중에 [PIP]버튼을 누르면 PIP동작
화면이 구동되며 영상출력 창을 터치하면 [이동], [확대], [닫기]버
튼이 나옵니다.
2. [이동]버튼을 누를 때마다 총 6단계로 영상화면을 네비게이션
동작화면에서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네비게이션의 교통정보와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여 시청하실 수 있으며 네비게이션의 메뉴 등을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확대]버튼을 누르면 해당동작모드로 이동하면서 화면을 꽉 차
게 보여줍니다.
5. [닫기]버튼을 누르면 PIP동작을 종료하며 네비게이션 동작화
면만을 보여줍니다.

6. PIP동작화면에서 영상신호가 없거나 주행 중이면 화면차단 창
이 표시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이 기어가 P(parking,주
차)에 놓여 있을 경우에만 영상이 출력됩니다.

[알아두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주행중에는 화면조작을 삼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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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FM/AM 모드 [모드 실행]
FM/AM 모드 실행하기
1. 전면 판넬부의 [MODE]키나 동작 화면의 [MODE]버튼을 누른
후 청취를 원하는 FM/AM모드 버튼을 터치하면 FM/AM모드로 전
환되며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라디오 모드에서 화면의 [AM/FM]버튼을 누르면 AM -> FM
방송모드가 교대로 전환되며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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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FM/AM 모드 [조작 화면]
기본 화면 

1. 모드표시 : FM1/FM2/FM3/AM1/AM2/AM3모드를 표시합니다.
2. 자동선국 버튼(SEEK) :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SEEK기능이 동작하며 자동으로 주파수를 탐색합니다.
3. 수동선국 버튼(TUNE) :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한 스텝씩 증가 혹은 감소합니다.
4. 프리세트 버튼 : 원하시는 주파수를 미리 저장하여 편리하게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방송국 순번 : 채널목록에 저장된 총 주파수의 수와 현재방송의 순번을 표시합니다.
6. EQ 버튼 : 현재의 음의 EQ를 변경합니다. 한번 누를 때 마다 FLAT/POP/ ROCK/JAZZ /CLASSIC/USER를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EQ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MODE 버튼 :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실 경우 사용합니다.
8. 모드전환 버튼 : FM <-> AM 모드로 변경합니다.
9. 채널목록 버튼 : 저장된 채널 목록을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10. 자동검색 버튼 : 탐색된 주파수를 수신상태가 양호한 순서대로 프리세트 버튼과 채널 목록에 자동으로 저장
하는 기능입니다.
11. 주파수 표시 : 현재 청취중인 주파수와 방송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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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FM/AM 모드 [주파수 선택]
프리세트 주파수 선택 방법 
미리 기억시켜 둔 방송주파수를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FM1~3, AM1~3 모드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8개의 프리세트
버튼 중 청취하고 싶은 방송의 주파수가 입력된 버튼을 누르면 방
송을 청취하실 있습니다.
2. 프리세트 가능한 채널수는 FM1~3에 각 8채널씩 총24채널,
AM1~3에 각 8채널씩 총24채널입니다.

자동 선국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SEEK기능이 동작하여 자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1. FM1~3, AM1~3모드 하나를 선택한 다음 자동선국 버튼을 길게
누르면 SEEK 기능이 작동하고 자동으로 감소 또는 증가하면서 수
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를 찾아 선택합니다.

2. 버튼을 짧게 누르면 프리세트 버튼에 저장된 방송주파수를 순
차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하여 수신합니다.
3. 탐색(SEEK) 기능 도중 작동을 멈추고 싶으면 SEEK버튼 또는
▲,▼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수동선국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방송주파수를 직접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FM1~3, AM1~3모드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수동선국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한 스텝(FM : 0.1MHz, AM : 9kHz)씩 증가 또
는 감소합니다.
2. 수동선국 버튼을 적절히 사용하여 원하는 주파수의 방송을 청
취하세요.
3. 수동선국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주파수가 빠르게 증가 또
는 감소하며 주파수가 변화 도중에 손을 떼면 증감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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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선택]
채널목록에서 주파수 선택하기
1. 라디오 모드에서 화면의 [채널목록]버튼을 눌러 채널목록 화면
에서 현재 선택중인 프리세트밴드에 저장된 전체 방송주파수 목
록을 검색하여 수신할 수 있습니다.

2. 채널목록화면에는 저장된 방송국명과 방송주파수, 프리세트
버튼에 메모리가 되어있는 경우 방송국명 앞에 M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3. 현재 수신중인 방송주파수는 하늘색 사각테두리로 목록에 표
시되며 방송국명 앞에 체크 표시가표시됩니다.
4. 원하는 방송국을 목록에서 직접 선택하여 청취하실 수 있습
니다.
5. 프리세트밴드버튼(P1~P3)을 누르면 원하는 AM 또는 FM에 미
리 저장된 프리세트 밴드로 전환되며 목록에서 방송을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초기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자동으로 검색하여 저장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역검색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1. 화면의 [지역검색]버튼을 누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별 방송국의
주파수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 운전지역 이동 시 시도군별 지역을(예, 서울,경기,인천)을 선택
한 후 방송국명과 방송주파수가 표시되며 지역에 맞는 원하는 방
송국명을 표시하고 지역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프리세트 밴드(P1~P3)에 저장하는 방법은 55페이지의 프리세트 밴드에 주파수 저장하기를 참조하세요.

53

제4장 - FM/AM 모드 [방송채널 저장]
프리세트에 주파수 저장하기
1. 저장하고 싶은 방송이 수신되고 있는 도중에 원하는 번호의 프
리세트버튼을 길게 누르면 비프소리와 함께 해당번호에 저장되고
버튼색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2. 이 방법으로 방송채널을 FM1~3에 각 8채널씩 총24채널,
AM1~3에 각 8채널씩 총24채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선택중인 프리세트 밴드에서 프리세트 버튼에 저장하고
자 하는 방송 주파수가 이전에 저장된 전체 주파수 목록에 없는
경우 새롭게 전체목록에 주파수 크기 순서대로 삽입되어 저장하
게 됩니다.

[알아두기]
버튼을 길게 누르는 도중에 손을 때어 버리면 프리세트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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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 저장]
자동으로 주파수 저장하기(BSM : Best Station Memory)
FM 또는 AM모드에서 현재 청취하고 있는 방송주파수를 자동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가장 양호한 방송주파수 순서대
로 프리세트버튼과 목록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지역을 이동하여 해당 방송국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1. 자동으로 저장시키고 싶은 라디오 모드에서 자동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동검색을 진행합니다.
2.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 순으로 주파수가 잡히는 순서대
로 각 밴드당 1~128까지 목록에 저장을 하고 그 중 방송감도가 센
방송순서로 1~8번 프리세트버튼에 저장을 합니다.
3. 각 모드에서 수신 가능한 방송채널이 8개가 되지 않으면 저
장되지 않은 프리세트 버튼에는 이전에 저장되었던 주파수가 남
아 있게 됩니다.

4. 현재 선택중인 밴드에서 자동검색이 동작 완료되면 이전에 저
장된 전체 주파수 목록은 다 지워지고 새롭게 수신된 주파수를 목
록에 저장하게 됩니다.
5. 자동검색 기능 실행 중 화면의 [취소]버튼을 누르면 자동검색기
능이 취소되며 이전에 청취하던 방송 주파수로 전환됩니다.

프리세트 밴드에 주파수 저장하기
자주 이동하는 지역에서 청취 가능한 최적의 방송 주파수를 자동 선국하여 각 모드별로 3개의 프리세트 밴드(P1~P3)에
구분하여 각각 저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매번 자동 선국하지 않더라도 미리 자동 선국하여 놓은 해당 프
리세트밴드를 선택하면 이전에 저장한 전체 방송주파수를 검색하여 선국할 수 있습니다.
1. 각 모드(FM1~3, AM1~3)별로 저장하고 싶은 프리세트밴드버튼(P1~P3)를 선택한 후 이전버튼을 누르면 해당 모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자동검색]버튼을 누르면 검색이 진행되고 사용자께서 저장하고 싶었던 지역의 주파수를목록에 저장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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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DMB/DAB 모드 [방송전파 수신에 대하여]
DMB 방송 전파 수신에 대하여
DMB 전파를 수신할 경우 수신 장소에 따라 전파의 세기가 바뀌기도 하고, 장애물의 영향에 의해 수신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수신 상태가 나빠지면 선국버튼으로 수신상태가 좋은 방송채널을 검색하여 주십시오.
특히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화면이 정지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DMB 전파는 직진성이 강하므로 건물이나 계곡 등의 장
애물이 있으면 수신상태가 나빠집니다.

전차의 선로 , 고압선, 네온사인 등의 근처에서는 화면이
정지하거나 잡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아마추어 무선국의 송신 안테나, 철탑 근처
에서는 화면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 차내에서 핸드폰이
나 무선기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면이 정
지하거나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에서 멀어
지면 전파가 약해져서 수신 상태가 나빠집니다.

[알아두기]
1. DMB 및 DAB방송은 지역별 방송일정, 방송국 사정 및 전파미수신으로 인하여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방송 송출 형식변경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DMB 방송은 기지국의 따라 일부 시험방송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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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DMB/DAB 모드 [모드 실행]
DMB 방송모드의 조작 방법
전면 판넬부나 화면의 [MODE]버튼을 누르면 모드선택 화면이
표시되며 DMB/DAB 방송의 모드를 선택하여 청취하실 수 있습
니다.

기본 화면 

1. 모드표시 : DMB, DAB모드를 표시합니다.
2. 안테나 수신 감도 : 현재 수신하고 있는 지역의 안테나 수신감도를 표시합니다.
3. 화면크기조절 버튼 : 표준화면과 전체화면으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4. MODE 버튼 :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하실 경우 사용합니다.
5. 모드전환 버튼 : DAB <-> DMB모드로 변경합니다.
6. 채널목록 버튼 : 저장된 방송 목록을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7. 자동검색 버튼 : 방송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자동으로 기억시키는 기능입니다.
8. PIP 버튼 : NAVI구동 시 DMB영상을 NAVI모드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9. 방송국 순번 : 채널목록에 저장된 총 방송의 수와 현재방송의 순번을 표시합니다.
10. EQ 버튼 : 현재의 음의 EQ를 변경합니다. 한번 누를 때 마다 FLAT/POP/ ROCK/JAZZ /CLASSIC/USER를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EQ 설정할 수 있습니다.
11. 방송채널 선택버튼 : 방송채널표시의 이전 및 다음 채널을 수신합니다.
12. 방송채널 표시 : 현재 수신중인 방송의 채널을 표시합니다.
[알아두기]
1.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주파수 특성 및 중계소 위치, 터널, 지하도 또는 지역별로 수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운행도중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경우, 고장이 아니오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거나 안테나
케이블 연결상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차후 각 방송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방법에 따라서 표시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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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DMB/DAB 모드 [채널 선택]
DMB/DAB 선택방법
1. DMB 방송모드에서 화면의 [DAB/DMB]버튼을 누르면 DAB
<-> DMB 방송모드가 교대로 전환되며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저장된 채널이 없으면 자동검색을 수행한 후에 방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작화면에서 방송채널 선택하기
1. DMB/DAB 방송 시청 중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화면이 나타납니
다.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으면 약 5초 이후에 조작화면이
사라지며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조작화면의 [▲/▼]버튼을 터치하면 현재수신 중인 방송채널
위쪽이나 아래쪽 목록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채널을 변경 할 때 마다 채널전환 화면이 잠시 표시된 후
원하는 채널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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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DMB/DAB 모드 [채널 선택]
채널목록에서 방송채널 선택하기
1. DMB/DAB모드에서 화면의 [채널목록]버튼을 눌러 채널목록화
면에서 현재 선택중인 프리세트밴드에 저장된 전체 방송주파수
목록을 검색하여 수신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수신중인 방송주파수는 하늘색 사각테두리로 목록에 표시
되며 방송국명 앞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3. 원하는 방송국을 목록에서 직접 선택하여 청취하실 수 있습
니다.

4. [프리세트밴드]버튼(P1~P3)을 누르면 원하는 DMB 또는
DAB에 미리 저장된 프리세트 밴드로 전환되며 목록에서 방송을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초기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채널정보가 없습니다.
다시 검색하시겠습니까?”란 문구가 표시되며 자동으로 검색하
여 저장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주행상태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DMB, DMB, VCD, 동영상파일 등의 영상 재생 시에 화면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기어가 P(parking,주차)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시청제한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음성만 나오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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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DMB/DAB 모드 [방송채널 저장]
자동으로 방송채널 저장하기(AS : Auto Station Memory)
현재 지역에서 시청 가능한 최적의 서비스채널을 자동 선국하여 차례대로 채널목록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1. 자동으로 저장시키고 싶은 DAB/DMB 모드에서 [자동검색]버튼을 누르면 수신되는 서비스 채널부터 차례대로 저장
되며 DAB 또는 DMB 각 방송의 서비스 채널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동시에 해당 채널목록에 저장됩니다.
2. 자동검색 기능이 동작 완료되면 이전에 저장된 전체 서비스채널 목록은 다 지워지고 새롭게 수신된 서비스채널 목
록을 저장하게 됩니다.
3. 자동검색 기능 실행 중 화면의 [취소]버튼을 누르면 자동검색 기능이 취소되며 이전에 시청하던 방송 채널로 전환
됩니다.

프리세트 밴드에서 방송채널 저장하기
자주 이동하는 지역에서 시청 가능한 최적의 서비스채널을 자동 선국하여 3개의 프리세트밴드(P1~P3)에 구분하여 각
각 저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매번 자동검색하지 않더라도 미리 자동검색하여 놓은 해당 프리세트밴드
를 선택하면 이전에 저장한 전체 서비스채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각 모드(DMB1~3/DAB1~3)별로 저장하고 싶은 [프리세트밴드]버튼(P1~P3)을 선택한 후 [이전]버튼을 누르면 해당
모드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자동검색]버튼을 누르면 검색이 진행되고 사용자께서 저장하고 싶었던 지역의 주파수를 목록에 저장하실 수 있
습니다.
[알아두기]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나 지역을 이동한 경우 필요하며 채널검색은 1분정도 소요됩니다. 수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수신 가능한 채널의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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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DMB/DAB 모드 [화면크기 조절]
화면의 크기 조절
DMB/DAB 시청 중에 화면의 화면의 크기를 조작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보다 편리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DMB 방송에서의 화면조절하기

1. DMB 시청 중에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화면이 나옵니다.
2. 표준화면일 경우 DMB에서 수신되는 원래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체화면일 경우 본 기기의 모티터해상도에 맞게 영상을 전체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4. 표준화면에서의 나머지 공간은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DAB 방송에서의 화면조절하기

1. DAB 시청 중에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화면이 나옵니다.
2. 전체화면일 경우 DAB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쇼(SLS)기능과 함께 오디오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3. 표준화면일 경우 슬라이드쇼와 함께 문자방송서비스(DLS)기능의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오디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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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DMB/DAB 모드 [안전문구]
주행 중 안전문구에 대하여
DMB모드에서 안전운행을 위하여“주행 중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화면을 제한합니다”라는 문구화 함께 영상이 지
원되지 않고 음성만 지원합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기능조작화면을 통해 동작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영상은 역시 지원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기어가 P(parking,주차)에 놓여 있을 경우에만 다시 영상을 지원합니다.

[알아두기]
PIP기능은 49페이지의 PIP기능에 대하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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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시작 전에]
SD메모리 카드에 대하여
1. 본 기기는 2개의 SD SLOT을 지원합니다.
2. 삽입구의 왼쪽 SD SLOT은 세트에서 기본으로 지원되는 SD
CARD를 사용하시고 또 다른 SD CARD SLOT은 별도로 구매/보
유하고 있는 SD CARD로 각종 미디어 파일을 즐기는 용도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3. 본 기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SD카드에는 지도파일(Mappy)
및 노래방 SW(Karaoke)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삭제/변경하지 마
시고 맵피 혹은 노래방 업그레이드 시에만 업데이트하여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보유하고 계시는 다른 SD CARD에 Mappy 및 Karaoke폴더를 분리하여 복사 및 탑재하시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기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거나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SD카드를 포맷하시면 모든 저장 내용이 삭제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백업 후에 포맷하십시오.
제공된 SD카드의 용량이 동영상파일을 저장하기 부족하더라도 Mappy, Karaoke폴더는 삭제하면 안됩니다.
6. 기타 파일을 SD카드에 복사 하실 경우에는 Mappy, Karaoke폴더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USB 메모리 장치에 대하여
1. 본 제품은 USB2.0호스트(HOST)를 탑제한 제품입니다.
2. 본 제품의 USB호스트는 저장장치용만을 지원합니다. 저장장치 이외의 USB제품을 삽입할 경우 삽입된 USB제품을
인식하지 않으며, 시스템 오류 및 오 동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본 제품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USB 메모리 스틱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멀티미디어 파일 및 폴더에 대하여
1. 함께 제공된 SD메모리 카드의 My Media 폴더 내에 다른 폴더를 생성하시거나 미디어 파일을 넣어주세요. 사용자
께서 추가로 보유하고 계신 SD카드나 USB저장장치가 있으시면 루트의 My Media 폴더를 생성하신 후 동영상 및 오
디오 파일을 저장시켜주십시오.
2. USB 및 SD 카드를 삽입하였을 시 멀티미디어 모드 비디오 혹은 오디오를 실행했을 시 My Media 폴더 내에 있는 파
일 및 폴더를 자동 검색하여 해당 모드의 처음파일을 재생하게 됩니다. 최초에 My Media폴더가 없으면 멀티미디어 비
디오/오디오 모드 이동시 재생할 미디어파일 없습니다란 메시지를 띠우고 My Media폴더를 자동 생성합니다.
3. 반드시 My Media 폴더 내에 사용자께서 저장하실 폴더나 미디어 파일을 넣어주세요. 그 외의 폴더는 검색하지 않
습니다.
4. 화면보호기의 슬라이드 쇼 기능은 함께 제공된 SD1메모리 카드의 ScreenSaver폴더에 있는 사진과 그림으로 슬라
이드 쇼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드시 사진과 그림을 ScreenSaver폴더에 저장하여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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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모드 실행]
실행하기
1. 전면 판넬부의 [MODE]키나 동작화면[MODE]버튼을 누른 후
모드선택화면에서 멀티미디어 비디오 또는 오디오버튼을 터치하
면 비디오 또는 오디오모드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동식 저장장치(SD, USB)에 저장된 Divx등의 동영상 및
MP3등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3. 단, 네비게이션 모드 동작 중에 비디오 모드를 선택하면 최적의
화질과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맵피 종료문구가 표
시되며 확인을 누르면 네비게이션 모드가 종료되고 비디오
모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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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조작화면]
조작 화면 구성
비디오 모드에서는 재생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버튼이 표시됩니다.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하실 경우 사용합니다.
저장장치를 변경하여 미디어파일을 재생합니다.
현재 재생하고 있는 저장장치의 재생목록을 보실 수 있
습니다.
현재 재생하고 있는 미디어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파일의 앞부분만 10초씩 재생하며 탐색합니다.
저장장치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무작위로 재생합니다.
현재의 음의 EQ를 변경합니다.
현재 재생되고 있는 저장장치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65

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조작화면]
일시정지/재생 
1.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파일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2. 버튼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재생합니다.
3. 저장장치의 마지막 미디어 파일 재생 후에는 다시 처음 파일을
자동 검색하여 재생하게 됩니다.

재생중인 파일 빠르게 탐색하기
1.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디어파일의 순방향으로 탐색속도가 빨
라집니다.(약 10초씩)
2.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디어 파일의 역방향으로 탐색속도가 빨
라집니다.(약 10초씩)

3. 화면의 재생 진행 상태바에서 원하는 부위를 터치하면 바로 점
프하여 빠르게 탐색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1.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재생 중인 파일의 이전/다음 파일을 재
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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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화면]
반복 재생하기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파일반복 -> 폴더반복 -> 취소 -> 파
일반복 순으로 동작합니다.
2. 반복하고 싶은 파일 및 폴더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캔 재생하기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SCAN기능이 화면에 표시되고 현재 재생
하고 있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파일들을 각 10초씩 재생하면서 검
색합니다.
2.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스캔기능이 취소됩니다.

랜덤 재생하기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을 무작위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RANDOM기능이 화면에 표시되고 현재 재
생되고 있는 폴더내에서 무작위 선택되어 재생됩니다.
2.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랜덤 기능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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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파일선택]
재생목록에서 파일 선택/재생하기
1. 비디오/오디오 모드 조작화면에서 [재생목록]버튼을 누르면 현
재 재생중인 저장장치에 수록된 미디어 파일을 검색하여 재생목
록을 보여줍니다.
2. 비디오 모드에서는 비디오파일만을 검색하여 보여주며, 오디오
모드에서는 오디오파일만을 검색하여 보여줍니다.
3.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은 아이콘이 파일명 앞에 표시되며 목
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터치하면 선택되고 재생합니다.

4. 재생목록 화면에서도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목록을
검색하여 바로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8

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화면크기]
화면의 크기 조절
비디오 모드에서 전체 화면과 원본 비율로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비디오 모드에서 동영상 재생 중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화면이 나옵니다.
2. 전체화면일 경우 모니터 해상도에 맞게 전체비율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3. 원본비율일 경우 동영상의 원본비율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4. 화면의 [전체화면]버튼과 [원본비율]버튼을 교대로 선택하여 보시기 편한 비율로 조정하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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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저장장치]
저장장치 변경하기
1. 비디오/오디오 조작화면이나 재생목록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
면 저장장치 변경화면이 나옵니다.

2. 저장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장치 버튼이 활성화 되고 연결되
지 않았으면 비활성화로 표시됩니다.
3. 검색하거나 선택하여 재생하고 싶은 저장장치를 선택합니다.

4. USB 메모리 스틱을 연결하였을 경우 바로 USB저장 장치로
이동됩니다.
5. USB 허브를 연결하여 소유하고있는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외장형 USB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께서는 FAT32로
포맷한 디스크 또는 파티션을 분할한 디스크를 인식합니다.(최대
10개의 파티션으로 나눈 디스크 또는 저장장치를 인식합니다.)

[알아두기]
USB 제품에 따라 제조회사 및 제품 종류 S/W 방식 등이 다양하므로 일부 기기에서 호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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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 삽입/배출]
저장장치 삽입 및 배출하기
전면 패널의 [OPEN]버튼을 눌러 각도 조절화면에서 판넬 각도를 삽입하기 쉬운 각도로 조절하십시오.

SD메모리카드 삽입하기
1. SD 슬롯에 메모리카드를“딸깍”소리가 나는 위치까지 밀어 넣으면 SD메모리카드가 인식됩니다.
2. SD1 슬롯에는 제품 구매 시 함께 제공된 SD카드에는 네비게이션, 노래방 SW가 탑재되었으므로 시스템 전용으
로 사용해 주십시오.

SD메모리카드 배출하기
1. SD 슬롯의 가운데를 눌러 주시면 메모리카드가“딸깍”소리가 나며 0.5cm정도 밖으로 튀어나오며 손으로 꺼내
시면 됩니다.
2. SD1 슬롯은 네비게이션, 노래방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모드가 실행 중 SD를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시스
템이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3. SD2 슬롯에서도 영상 및 오디오 재생 중에 SD카드를 배출하지 주십시오.

USB 메모리 장치 연결하기
1. 본 시스템은 USB포트를 2개 지원합니다. 본체 뒷면에 USB 포트
1과 USB 포트2가 있습니다.

USB포트1

2. USB 포트1에는 사용자께서 기존에 보유하시거나 별도로 구매하신
USB CABLE을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3. USB 포트2에는 제품을 사실 때 함께 제공된 USB 연결 CABLE 전
용으로 사용하십시오.
4. USB 허브 혹은 USB 외장하드를 연결하실 경우와 시스템 업그레이
드를 하실 경우에는 USB 포트2에 연결된 USB연결 CABLE에 반드시
USB장치를 접속하여 사용하십시오.

USB포트2

5. USB에서 동영상 및 오디오를 재생할 경우 USB을 배출하지 말아 주
십시오. 시스템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USB로 본 기기의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138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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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멀티미디어 비디오/오디오 모드 [안전문구]
주행 중 안전문구에 대하여
멀티미디어 비디오모드에서 안전운행을 위하여 “주행 중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화면을 제한합니다”라는 문구화
함께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음성만 지원합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기능조작화면을 통해 동작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영
상은 역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정지하면 다시 영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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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포토 모드 [모드 실행]
실행하기
1. 전면 패널의 [MODE]키나 동작 화면의 [MODE]버튼을 누른 후 멀티미디어의 [포토모드]버튼을 터치하면 포토모드
조작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포토모드 동작 중에서도 현재 재생되고 있는 오디오는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단, 멀티미디어의 비디오모드에서는 포토모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없으며“비디오 실행 중에는 포토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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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포토 모드 [조작 화면 구성]
조작 화면 구성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면 포토 동작 화면이 나오며 다양한 포토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화면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 버튼이 사라지고 사진만 보실 수 있습니다.

1. 이전 버튼 : 이전 조작모드로 이동합니다.
2. 확대 버튼 : 사진의 크기를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3. 표준화면 버튼 : 다른 저장장치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축소 버튼 : 사진의 크기를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5. 로테이트(좌90도) 버튼 : 사진을 좌로 90도씩 회전시킵니다.
6. 로테이트(우90도) 버튼 : 사진을 우로 90도씩 회전시킵니다.
7. 시간설정 버튼 : 슬라이드쇼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8. 다음사진 선택 버튼 :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의 다음사진을 보여줍니다.
9. 이전사진선택 버튼 :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의 이전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알아두기]
이미지 용량이 큰 파일일 경우에는 로딩시간을 표시는 아이콘이 길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JPG, BMP, PNG,
GIF의 포맷을 보실 수 있으며 지원되는 파일 형식이라도 정상적인 파일이 아니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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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화면 구성]
확대/축소하기
1. [+]버튼을 누를 때 마다 화면이 200% -> 300% -> 400% 으
로 확대 표시됩니다.

2. 확대동작 중 화면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사진의 화면을 이동하
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 [표준화면]버튼을 누르면 원래의 화면크기로 변환됩니다.

4. [-]버튼을 누를 때마다 50% -> 33% -> 25% 으로 축소되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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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포토 모드 [조작 화면 구성]
슬라이드 쇼 시간 설정하기
1. 버튼을 누를 때 마다 1초 -> 2초 -> 3초 -> 5초 -> 10초 -> 해제
순으로 원하는 슬라이드쇼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 화면보호기 기능 중 슬라이드 쇼 기능도 설정한 시간에 따라
동작합니다.

파일목록에서 사진보기
1. 포토모드 기본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파일목록 화면으로 전
환됩니다.

2. 파일 목록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미리보
기 기능과 크게보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진의 파일명, 화면사이즈, 파일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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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디스크에 대하여]
디스크 취급 시 유의사항
⊙ 디스크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소리가 튀는 원인이 되는 긁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래의 케이스에 넣어 보관합
니다.
⊙ 8cm 디스크, 하트모양, 팔각형, 비정상적인 형태의 디스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디스크를 사용할 경우 고
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디스크가 장시간 동안 직사광선, 높은 습도 및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디스크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변형의 우려가 있습니다.
⊙ 먼지, 티끌, 긁힘, 뒤틀림 등은 재생 도중에 소리가 튀는 현상과 음질 및 화상품질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디스크의
양쪽에 종이를 대거나 면에 직접 글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날카로운 필기구 또는 펠트제 필기구에 사용되는 잉크로 인
하여 디스크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부드러운 천으로 디스크의 신호 표면(광택 면)에 묻은 지문, 먼지 등을 조심스럽게 닦아 내십시오. 기존의 레코드 판
과는 달리, 디스크는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낄 만한 홈이 없으므로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내십시오.
⊙ 레코드 판 스프레이,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또는 정전기 방지 액, 벤젠 또는 신나와 같은 화학용제를 사용하여 닦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화학 용제들은 디스크의 플라스틱 표면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시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에 관하여
⊙ 스스로 수리할 목적으로 기기를 열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동작이 안될 경우에는 구입처 당사 지점 또는 A/S 지정점
에 문의하십시오.(임의 분해시 정상적인 A/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기를 청소할 때에는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알맞은 온도가 될
때까지 기기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동작 및 보증온도 : -10도 ~ 60도)
⊙ 비가 오거나 습한 날, 또는 차 내의 히터를 틀고 난 직후에는 광 렌즈에 습기가 응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기가
디스크를 판독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습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 주행 중 거친 노면을 장시간 주행, 차량에 심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비디오 또는 오디오의 튐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 화학 용제는 표면처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디스크를 청소할 때에는 절대로 사용을 금합니다. 깨끗한 마른 천
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의 종류
⊙ DVD Video(sing/Double Layer)
⊙ CD-R, CD-RW

⊙ DVDR, DVDRW ⊙ CD-DA(Digital Audio)
⊙ CD TEXT
⊙ VIDEO CD, HDCD
⊙ SACD, SVCD(Only CD layer)

이중 레이어 DVD 비디오 디스크
⊙ 이중 레이어 디스크를 재생할 경우, 첫 번째 레이어의 끝과 두 번째 레이어의 시작 사이에 타임 렉이 발생하여 수초
간 영상이 정지하거나 음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레이어 디스크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며 기기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PBC(재생조절)-호환 형 비디오 CD
⊙ 본 기기는 PBC-호환형 비디오 CD와도 호환됩니다. 전형적인 음성 및 동영상 재생 외에도, PBC-호환형 비디오
CD는 대화형 재생이 가능하도록 디스크에 수록된 PBC 메뉴를 사용합니다.

이중 레이어 DVD 비디오 디스크
⊙ DVD 플레이어와 DVD비디오 디스크에는 각각 할당된 지역번호가 있으며, 이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스
크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본 기기는 지역번호가 <3> 또는 <ALL>이 아닌 디스크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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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모드 실행]
실행하기

1. 전면 판넬의 [MODE]나 동작 화면의 [MODE]버튼을 누른 후 모드선택 화면에서 멀티미디어 [디브이디]버튼을 터치
하면 DVD모드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DVD 모드로 전환되면 삽입된 디스크의 종류를 자동으로 판별하여 해당 디스크 모드로 이동하여 재생합니다.
3. 이때 DVD 플레이어에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디스크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약 10초간 표시한 후
이전에 동작한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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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디스크 삽입/배출] 
디스크 삽입 및 배출하기
전면 판넬부의 [OPEN]키를 눌러 각도조절화면에서 판넬 각도
를 삽입하기 쉬운 각도로 조절하시거나 버튼을 길게 누르면 판
넬이 완전히 열립니다.

디스크 삽입하기
1. 디스크 삽입구에 원하는 디스크를 살짝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삽입되면서“디스크를 읽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우고 해당
디스크를 자동 재생시킵니다.
2. [OPEN]키를 길게 눌러 판넬이 완전히 열린 후 디스크를 삽입
할 경우 자동으로 이전 모니터 각도로 되돌아 갑니다.

3.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디스크를 밀어 넣으면 자동으로 전원
이 켜지면서 DVD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한 다른 모드 상태에서
동작 중에도 디스크를 삽입하면 DVD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동차 KEY가 ACC ON위치에 있을 경우)

[알아두기]
복제 방지 암호화된 정품 CD의 경우 로딩시간이 10초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디스크 배출하기
1. 디스크를 꺼내려면 전면 패널의 [OPEN]키를 누르고 각도조절 화면에서 [꺼내기]버튼을 누르거나 OPEN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디스크를 자동 배출합니다.
2. 디스크 배출 이후에 아무 동작 없이 약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디스크가 삽입이 되고 이전 모드를 유지합니다.
3. 재생 중인 디스크를 꺼내면 DVD모드 이전의 모드로 되돌아 갑니다.
(예: FM1청취 중 DVD모드로 전환해서 동작 중에 디스크를 꺼내면 자동으로 FM1모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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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오디오 CD 조작]
오디오 CD 조작화면 구성

1. 총 트랙 중에 현재 재생되고 있는 번호를 표시합니다.
2, 현재 재생되고 있는 비트레이트를 표시합니다.
3. 재생중인 트랙의 재생시간을 표시합니다.
4. 원하시는 모드를 변경하실 경우에 사용합니다.
5. 원하시는 트랙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6. RPT기능을 설정합니다.
7. SCAN기능을 설정합니다.
8. RANDOM기능을 설정합니다.
9. 재생되고 있는 진행 상황을 표시합니다.
10. 원하는 EQ를 조정합니다.
11. 오디오 CD 기능조작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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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CD 조작]
일시정지/재생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중인 트랙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
습니다.
2. 버튼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재생합니다.
3. 마지막 트랙 재생 후에는 다시 처음 트랙을 재생하게 됩니다.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전/다음 트랙을 재생하고 버튼을 누른 횟
수만큼 이전/다음 트랙의 처음부터 재생합니다.

재생중인  파일 빠르게 탐색하기
1. >>버튼을 누르면 트랙의 순방향으로 빠르게 재생됩니다. 버튼
을 다시 누르면 재생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2.<< 버튼을 누르면 트랙이 역방향으로 빠르게 재생됩니다. 버튼
을 다시 누르면 재생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3. 빠른 재생 중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재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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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오디오 CD 조작]
직접 트랙을 선택하기
1. 오디오 CD 조작화면에서 트랙 버튼을 누르면 트랙 직접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원하시는 트랙번호를 입력 한 후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해당트
랙을 재생합니다.

3. 번호입력을 취소하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전]버
튼을 누릅니다.

반복 재생하기
오디오 트랙이나 CD전체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트랙반복 -> 전체반복 순으로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복기능의 기본설정은 CD 전체반복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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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CD 조작]
탐색(SCAN) 기능
오디오 CD에 수록된 트랙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SCAN기능이 현재 재생하고 있는 저장장치
에 수록된 파일들을 각각 10초씩 재생하면서 검색합니다.
2.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스캔기능이 취소됩니다.

랜덤(RANDOM) 재생하기
오디오 CD에 수록된 트랙을 무작위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현재 재생되고 있는 CD내에서 무작위로 선
택되어 재생됩니다.
2.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랜덤 기능이 취소됩니다.

[알아두기]
정품 오디오 CD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품 오디오 CD가 아닌 DISC는 인식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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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비디오 CD 조작]
비디오 CD 조작화면 구성
재생되고 있는 영상의 화면을 터치하면 비디오 CD조작모드화면이 나옵니다.

1. 총 트랙 중에 현재 재생되고 있는 번호를 표시합니다.
2. 현재 재생되고 있는 비트레이트를 표시합니다.
3. 재생중인 트랙의 재생 시간을 표시합니다.
4. 원하시는 모드를 변경하실 경우에 사용합니다.
5. NAVI구동 시 VCD 영상을 NAVI모드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6. PBC 기능을 ON/OFF 설정합니다.
7. 화면 확대를 조정합니다.
8. 반복설정을 합니다.
9. 원하시는 EQ를 조정합니다.
10. VCD기능 조작 버튼입니다.

1. 버전 2.0 비디오 CD의 경우에는 대화식 정보메뉴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며 PBC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전 1.1 비디오 CD는 PBC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조작 버튼 이외의 화면을 터치하거나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으면 5초 이후에 조작화면이 사라지고 영상만을 보
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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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CD 조작]
일시정지/재생 기능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중인 트랙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시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재생됩니다.
3. 마지막 트랙 재생후에는 다시 처음 트랙을 재생하게 됩니다.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전/다음 트랙을 재생하고 버튼을 누른 횟
수만큼 이전/다음 트랙의 처음부터 재생합니다.
2. 트랙이 하나로 구성된 비디오 CD일 경우는 트랙의 맨처음으로
이동한 후 재생합니다.

재생중인 트랙을  빠르게 탐색하는 방법
1.>> 버튼을 누를 때 마다 화면에 4X -> 32X -> PLAY순으로 재
생속도가 변경됩니다. 원하는 재생속도로 탐색 및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2. <<버튼을 누를 때 마다 화면에 4X -> 32X -> PLAY순으로 역
방향으로 재생속도가 변경됩니다. 원하는 재생속도로 탐색 및 재
생하실 수 있습니다.
3. 빠른 재생 중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재생합니다.
4. 빠른 재생은 현재 재생되는 비디오 트랙에서만 유지되며 빠른
재생 중 트랙의 처음이나 다음트랙으로 넘어가면 가면 빠른 재생
이 취소되며 원래대로 재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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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비디오 CD 조작]
반복 재생하기
비디오 트랙이나 CD전체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트랙반복 -> 전체반복 순으로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복기능의 기본설정은 전체반복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3. 비디오 CD 2.0의 PBC 기능동작 중에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
입니다.

ZOOM 실행하기
비디오 CD 재생화면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2배화면 -> 3배화면 -> 4배화면 순으
로 화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능동작 중 재생화면에 ZOOM 비율 화면과 2X -> 3X -> 4X
를 표시합니다.
3. 4배화면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원상태의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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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CD 조작]
PBC 기능 사용하기
비디오 CD 2.0으로 제작된 비디오 CD에만 지원하는 기능이며 대화식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버전 2.0 비디오 CD를 삽입하였을 경우 초기에는 PBC OFF모
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비디오 CD 조작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PBC ON모드 상태로
바뀌며 대화식 CD에 수록된 대화식 메뉴가 나옵니다.
3. PBC ON모드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거나 VCD 이외의 다른 모
드로 전환 후 다시 VCD 모드로 온 경우, 디스크를 교환할 경우,전
원을 껐다가 켰을 경우에는 다시 PBC OFF모드로 동작합니다.

[알아두기]
PBC기능이란?
MPEG1 버전2.0 비디오 CD에 내장된 대화식 메뉴를 이용하여 비디오 CD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사용자가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PBC기능은 비디오 CD 버전2.0 디스크에서만 동작합니다. PBC기능은
비디오 CD 버전2.0 디스크의 제작상태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PBC 동작 중에 이상 발생시 디스크
를 재 삽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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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비디오 CD 조작]
PBC 메뉴화면에서 숫자로 선택하는 방법
1. PBC ON 조작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숫자입력 화면
이 나옵니다.

2. 원하는 숫자를 누르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원하시는 메뉴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3. 숫자 입력화면이 메뉴화면을 가릴 경우 이동 버튼을 누르면 아
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선
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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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CD 조작]
PBC 모드에서 이전/다음 메뉴로 이동하는 방법
메뉴항목이 많이 수록되어 제작된 디스크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유용합니다.
1. 버튼을 누르면 메뉴화면의 이전/다음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PBC 모드에서 이전의 상위 메뉴로 이동하는 방법

1. PBC모드 화면 중에 메뉴화면에서 상위 메뉴화면으로 되돌아 가고 싶을 때는화면의 [RTN]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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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DVD 타이틀에 대하여]
DVD 타이틀의 구성
DVD 비디오 디스크의 내용은 여러 개의 제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여러 개의 챕터로 분류됩니다. 비디오
자료가 있으면 하나의 장에는 주로 하나의 제목이 있고 각각 다른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DVD에 표시된 각종 마크의 의미
표시된 마크는 DVD 디스크의 라벨이나 케이스에 표시됩니다. 이미지와 오디오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며 사용 가능
한 기능들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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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 타이틀에 대하여]
DVD의 지역코드
DVD 플레이어와 DVD 디스크는 판매지역에 따라 재생 가능한 지역코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번호는 3번(한국)과
모든 지역재생가능 디스크(ALL)이외의 디스크를 삽입할 경우에는 화면에 “REGION CODE ERROR”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DVD 타이틀은 제조사의 제작환경에 따라 타이틀의 메뉴, 각종 마크표시 등의 표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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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DVD 비디오 조작]
DVD 비디오 조작화면

1. 총 타이틀 중에 현재 재생되고 있는 타이틀 번호를 표시합니다.
2. 총 CHAPTER 중에 현재 재생되고 있는 CHAPTER번호를 표시합니다.
3. 재생중인 타이틀의 재생시간을 표시합니다.
4. 원하는 모드를 변경하실 경우에 사용합니다.
5. NAVI구동 시 DVD-VIDEO 영상을 NAVI모드서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6. DVD 타이틀 정보를 표시합니다.
7. DVD 타이틀 메뉴로 이동합니다.
8. DVD 타이틀의 최상위메뉴로 이동합니다.
9. 화면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10. 원하시는 EQ를 설정합니다.
11. DVD 기능조작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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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비디오 조작]
DVD 비디오 조작화면

1. 이전버튼 : 이전 조작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타이틀 및 CHATER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재생중인 CHAPTER를 반복재생 설정합니다.
4. 재생중인 TITLE을 반복재생 설정합니다.
5. DVD 타이틀의 메뉴,자막,음성언어를 설정합니다.
6. DVD 기능조작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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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DVD 비디오 조작]
메뉴선택 및 재생하기
1. DVD 비디오를 처음 삽입하시면 화면에 DVD 타이틀의 메뉴화면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대화형 메뉴를 지원하는
DVD 타이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여 DVD 조작화면에서 방향키 버튼을 누
르면 메뉴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메뉴선택화면의 방향키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이동하고 원
하는 메뉴를 고른 후 [선택]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메뉴가 재생
됩니다.
4. 메뉴화면을 가릴 경우 이동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이전버튼을 누르시면 이전조작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초기메뉴화면에서 원하는 항목에 위치하면 재생/정지 버튼을
눌러 바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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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비디오 조작]
일시정지/재생 기능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중인 영상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
습니다.
2. 버튼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재생합니다.

챕터 이동하기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전/다음 챕터를 재생하고 버튼을 누른 횟
수만큼 이전/다음챕터의 처음부터 재생합니다.

재생중인 챕터 빠르게 탐색하기
같은 챕터에서 재생시 지나간 부분을 다시 찾고 싶을 경우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1. >> 버튼을 누를 때 마다 화면에 4X -> 32 -> PLAY순으로 재
생속도가 변경됩니다. 원하는 재생속도로 탐색 및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2. << 버튼을 누를 때 마다 화면에 4X -> 32 -> PLAY순으로 역방
향으로 재생속도가 변경됩니다. 원하는 재생속도로 탐색 및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3. 빠른 재생 중에 재생/정지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재생합니
다.
4. 빠른 재생은 현재 재생되는 챕터에서만 유지되며 빠른 재생 중
챕터의 처음이나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빠른 재생이 취소되며 원
래대로 재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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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DVD 비디오 조작]
타이틀/챕터 반복하기
재생중인 DVD 타이틀 또는 챕터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1.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선택표시 되고 현재 타이틀의 재생이 끝
나면 자동으로 타이틀의 처음부분부터 반복 재생합니다.

2.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선택 표시 되고 현재 챕터의 재생이 끝나
면 자동으로 챕터의 처음부분부터 반복 재생합니다.
3. 반복재생기능을 취소하려면 해당버튼을 한번 더 누르십시오.

타이틀/초기메뉴로 이동하기
1. [T.MENU]버튼을 누르면 DVD 재생 중 DVD TITLE 메뉴로 복
귀합니다.

2. [MENU]버튼을 누르면 DVD 재생 중 MAIN 메뉴로 복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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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비디오 조작]
ZOOM 실행하기
DVD 재생화면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1. [ZOOM]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2배화면 -> 3배화면 -> 4배화면 순으로 화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능동작 중 재생화면에 ZOOM 비율 화면과 2X -> 3X -> 4X를 표시합니다.
3. 4배 화면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원상태의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 및 챕터를 직접 선택하기
DVD 재생화면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1. DVD 조작화면에서 트랙 버튼을 누르면 TITLE 및 CHAPTER 직
접 선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화면에서 원하시는 TITLE 및 CHPTER를 터치한 후 숫자창에
서 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방번호의 TITLE 및 CHPTER로 이동하
여 재생을 합니다.
3. 번호입력을 취소하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전]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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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DVD 비디오 조작]
INFOR (정보) 확인하기
1. DVD 조작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재생하고 있는 타이틀
의 음성, 자막, 재생시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자막 변경하기
반드시 다중 자막언어/다중음성을 지원하는 DVD 타이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1. [음성]버튼을 한번 누를 DVD 타이틀에 수록되어 있는 음성을
확인 및 변경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막]버튼을 누를 때 마다 DVD 타이틀에 수록되어 있는 자막
을 확인 및 변경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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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비디오 조작]
앵글 변경하기
다중앵글을 지원하는 DVD 타이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1. [앵글]버튼을 한번 누르면 DVD 타이틀에 수록되어 있는 앵글을
확인 및 변경하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 녹화된 총 각도 변화는 디스크와 장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3. 일부 DVD의 경우 타이틀의 MAIN 메뉴상의 셋업 화면에서 시
청각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기]
다중앵글이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을 담아 시청자가 원하는 각도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화면 복귀(RETURN) 기능
1. [RETURN]버튼을 누르면 DVD 타이틀에 수록된 음성/자막 언
어설정 앵글모드에서 해제하고 타이틀의 상위 메뉴로 이동합니
다.
2. DVD 타이틀 메뉴를 보고 있다면 현 위치에서 이전화면으로
복귀합니다.

[알아두기]
PIP기능에 대해서는 49페이지의 PIP기능에 대하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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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DVD 비디오 조작]
DVD 설정하기
전면 판넬부의 MODE 키나 동작화면의 MODE버튼을 누른 후 모드선택화면에서 설정의 DVD설정 버튼을 터치하거
나 DVD모드의 조작화면에서 [설정]버튼을 누르면 DVD 설정화면이 나옵니다.

1. DVD 설정화면에서 메뉴, 자막, 음성언어의 초기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생 중 초기설정을 변경할 경우 초기 재생화면으로 이동하여 재생합니다. (단 초기설정을 해도 DVD 타이틀에 따라
서 언어설정으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메뉴, 자막, 음성 언어 이외의 언어를 설정하려면 기타버튼을 누르면 자막언어 코드 화면이 나옵니다.
4.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 중 재입력하고 싶으면 재입력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입력합니
다. (~쪽의 DVD 언어코드 일람표를 참조하세요)

[알아두기]
선택한 언어가 DVD 타이틀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위의 방식의 초기설정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타이틀인 경우
언어 자동변환 되지 않습니다.

[주의]
주행상태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DVD, DMB, VCD, 동영상파일 등의 영상 재생 시에 화면시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차량 기어가 P(Parking, 주차)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시청제한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고 음성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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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MULTI 디스크에 대하여]
MULTI READ 구조

폴더A
폴더AA
폴더A

폴더AB
폴더AA

FLIE 3
FLIE 4

FLIE 3
FLIE 4
폴더B

폴더ABA
FLIE
FLIE
FLIE
FLIE
FLIE
FLIE
FLIE
FLIE

폴더BA
폴더BB
폴더BA
폴더BB

폴더 재생 순위

FLIE 폴더A
1
FLIE 2
폴더ABB

폴더AA
폴더B

폴더A
폴더ABB

FLIE폴더ABA
5
FLIE 6
폴더ABB
FLIE 7

폴더AB

폴더B

FLIE 1
FLIE 2

FLIE 5
FLIE 6
FLIE 7

FLIE 10
FLIE 8
FLIE 9

11
FLIE 10
폴더ABB
12
13
14
11
12
13
14
폴더AB

폴더BA
폴더AA

폴더B

FLIE 8
FLIE 9

폴더BB
폴더AB

폴더BA

폴더ABA

폴더ABA
폴더BB

1. 최대 디렉터리 계층은 5계층입니다.
2. 총 폴더는 300입니다.
3. 총 파일의 수는 9,000입니다.
4. Multi Session으로 기록할 수 있는 횟수는 총 43회까지 입니다.
5. 영상 코덱은 DivX 3.11, 4.x, 5.x, DivX Pro, XviD(AVI)를 지원합니다.
6. 자막은 “SMI” Type을 지원합니다.
7. 비디오 파일은 AVI, MPG, WMV 오디오파일은 MP3, WMA를 지원합니다.

[알아두기]
디스크에 저장된 동영상 및 오디오파일의 인코딩 과정과 용량에 따라 재생목록표시가 느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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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MULTI 디스크 시작]
MULTI 디스크 시작하기
MULTI 디스크를 시스템에 삽입하면 자동으로 디스크에 수록된 복합파일(MP3,동영상,사진)을 파일명, 파일종류, 폴더
명을 분류하여 재생목록으로 표시합니다.
1. 재생 목록에서 원하시는 동영상, 오디오, 사진구분 없이 파일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 MP3디스크인 경우는 자동으
로 디스크에 수록된 폴더명과 파일명을 자동으로 분류하며 파일
명 순서로 해당파일을 재생합니다.)
2. 다른 폴더 및 상위 폴더를 이동하여 파일을 탐색 및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3. 동영상 및 사진이 포함된 디스크일 경우 재생중 재생목록을
눌러 폴더이동 및 파일선택 전까지는 이전재생파일은 정지상태
를 유지합니다.
4. 검색중 이전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재생된 파일을 다시 재생
하게 됩니다.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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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MULTI 디스크 조작]
MULTI 비디오/오디오 조작 화면 구성
동영상 재생화면에서는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화면이 나옵니다. 비디오 및 MP3모드에서 현재 재생되고 있는 폴더 및
파일명과 재생진행 시간 등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실 경우 사용합니다.

NAVI구동시 MULTI 비디오 및 사진파일을 동시에 분활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생하고 있는 MULTI디스크의 재생목록을 검색 및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생하고 있는 디스크에 수록된 파일을 반복재생 설정합니다.

디스크에 수록된 파일의 앞부분만 10초씩 재생하며 탐색합니다.

디스크에 수록된 파일을 랜덤재생을 설정합니다.

[알아두기]
PIP기능에 대해서는 49페이지의 PIP기능에 대하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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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MULTI 디스크 조작]
일시정지/재생 하기 
1.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중인 파일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
습니다.
2. 버튼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재생합니다.
3. 디스크의 마지막 미디어 파일 재생 후에는 다시 처음 파일을 자
동 검색하여 재생하게 됩니다.

재생중인  파일 빠르게 탐색하기
1. >>버튼을 누르면 파일의 재생시간이 빨라집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재생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2. <<버튼을 누르면 파일의 역방향으로 재생시간이 빨라집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재생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3. 비디오 파일 재생 중에는 버튼을 누르면 4X -> 32X -> PLAY 순
으로 빠르게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4. 빠른 재생 중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재생
됩니다.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1.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재생중인 파일의 이전/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반복 재생하기
MULTI 디스크에 수록된 파일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파일반복 -> 전체반복 -> 취소 -> 파
일반복 순으로 동작합니다.
2. 반복기능의 취소 및 기본설정은 전체반복으로 설정되어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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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디스크 조작]
스캔 재생하기
MULTI 디스크에 수록된 파일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검색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SCAN]버튼을 한번 누르면 현재 재생하고 있는 디스크에 수록
된 파일들을 각각 10초씩 재생하면서 검색합니다.
2.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스캔기능이 취소됩니다.

랜덤 재생하기
MULTI 디스크에 수록된 파일을 무작위 재생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RDM]버튼을 한번 누르면 RANDOM기능이 화면에 표시되고
현재 재생되고 있는 디스크내에서 무작위 선택되어 재생됩니다.
2.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랜덤기능이 취소됩니다.

INFOR(정보)보기
1. MULTI모드 조작화면에서 [INFO]버튼을 누르면 현재 재생하
고 있는 파일의 비디오 및 오디오의 파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2. 재생되고 있는 파일이 MP3 파일일 경우 파일 정보화면의
[TAG]버튼을 누르면 MP3파일의 앨범명, 장르 표시등의 ID3 태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전]버튼을 누르면 이전 동작화면 및 조작모드로 이동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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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디브이디 모드 [MULTI 디스크 조작]
사진 파일 보기 기능
개인의 취향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또는 기타 좋아하는 JPEG 파일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재생 목록에서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사진이 재생됩니
다. 사진보기화면을 터치하면 사진 조작 모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누르거나 아무 동작도 하지 않으면 조작 화면이 사
라집니다.
2.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 경우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그림이 연
속으로 보여집니다.

3.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전/다음 사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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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노래방 모드 [모드 실행]
실행하기
1. 전면 판넬부의 [MODE]키나 동작화면 [MODE]버튼을 누른 멀
티미디어의 노래방 버튼을 터치하면 노래방 모드로 전환되며 노
래방의 다양한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노래방 메뉴화면에서 노래함 보기, 나의 애창곡, 최근부른노래
와 환경설정을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SD카드에 락(LOCK)이 걸린 경우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SD카드 왼쪽에 작은 흰색버튼이 SD카드 위로 올라와 있
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로 향해 있으면 SD카드가 잠겨져 노래방 진입과 네비게이션 검색이 되지 않으며 지도
업데이트를 포함 SD카드내 파일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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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노래방 모드 [노래함 보기]
노래함 보기 조작화면 구성

1. 예약곡 표시 : 현재 예약곡 번호와 예약곡수가 표시됩니다.
2. 메뉴영역 : 노래함 보기, 나의 애창곡, 최근부른노래 3가지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체보기 : 전체 리스트보기가 가능하며 5개 장르(트로트, 발라드/재즈, 댄스/힙합, 팝송, 동요/기타)로 분류하
여 리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리스트 정렬버튼: 곡명,가수명,날짜순으로 리스트를 재정렬합니다.
5. MODE 버튼 :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하실 경우 사용합니다.
6. 상세검색 버튼 : 곡 검색을 시작합니다.
7. 예약 버튼 : 선택한 곡을 예약합니다.
8. 취소 버튼 : 선택한 곡의 예약을 취소합니다.
9. 담기/삭제 버튼 : 선택한 곡을 나의 애창곡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또는 저장된 애창곡을 삭제합니다.
10. 나가기 버튼 : 노래방 메인화면으로 복귀합니다.
11. 기능영역 : 노래부기중 기능버튼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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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노래방 모드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조작화면 구성
노래방 보기 화면에서 원하는 노래를 선택한 후 재생 버튼을 누르면
노래 부르기 화면으로 전환되며 반주가 시작됩니다.

1. 가사표시줄 : 2줄 가사 보기가 제공됩니다.
2. STOP 버튼 :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곡 재생이 중지되며 노래함 보기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3. 다음곡 버튼 : 다음곡 시작버튼입니다. 예약곡이 있으면 다음 예약곡을 재생합니다.
4. JUMP 버튼 : 구간 점프 기능이며 일정구간을 건너뛰어 재생됩니다.
5. 남/여 버튼 : 남/여 키 조절 버튼이며 선택시 남자<-> 여자키로 변환됩니다.
6. 음정 버튼 : 음정 조절 버튼이며 상하 6단계로 음정을 조절합니다.
7. 템포 버튼 : 템포 조절 버튼이며, 반주곡 연주 속도를 조절합니다.상하 6단계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8. 반복 버튼 : 현재 실행곡을 1회 반복 재생합니다.
9. 예약 버튼 : 현재 반주곡 재생중 예약 버튼을 누르면 화면 중앙에 예약 리스트가 나오며 예약 혹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10. 설정 버튼 : 화면설정 및 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노래부르기 화면에서 반주곡 재생중 기능버튼 이외의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 버튼이 사라지며 큰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화면을 터치하면 조작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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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노래방 모드 [노래 부르기]
환경설정 화면 조작 방법 
1. 가사 색, 반전 색, 글자크기를 미리 보기 창으로 보면서 설정하
실 수 있습니다.

2. 점수/팡파르 표시를 터치하여 체크하시면 가상 노래방의 기능
을 맘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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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노래방 모드 [상세 검색]
상세검색화면 조작 방법

1. 곡검색 입력창 : 입력된 검색어가 표시됩니다.
2. 화면 입력키 버튼 : 검색하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선택한 영/한 숫자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3. 검색리스트 : 입력된 검색결과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4. 예약 버튼 : 선택한 곡을 예약합니다.
5. 취소 버튼 : 선택한 곡의 예약을 취소합니다.
6. 담기/삭제 버튼 : 선택한 곡을 나의 애창곡 리스트에 저장 또는 저장된 애창곡을 삭제합니다.
7. 나가기 버튼 : 이전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8. 영/한 숫자 버튼 : 한글/영어/숫자 입력을 전환합니다.

111

제9장 노래방 모드 [인증번화와 업데이트]
인증번호와 업데이트
1. 노래방 반주곡 업데이트는 http://www.caraoke.co.kr 에서 가
능하며 본 기기 노래방에 있는 노래방 인증번호를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예 : 4272 )
2. 본 기기에서 노래방을 실행하신 후 환경설정의 인증번호 확인
에 있는 노래방 인증번호는 www.caraoke.co.kr 사이트 에서 회
원 가입 후 고객님이 원하시는 곡을 구매 시 인증번호 입력 창
이 팝업 되며 ‘마이 페이지 > 인증번호 확인’ 에서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인증번호 입력 시 반주 곡 실행 오류가 발생하오니 정확한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번호 오류 시
변경할 인증번호를 웹 페이지의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navi@aonmedia.co.kr 로 보내주시면 변경해 드립
니다.
※기본제공곡을 제외한 곡들은 유료결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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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AUX 모드 
실행하기
AUX 모드는 외부 VIDEO 및 AUDIO 플레이어 (캠코더, 차량용 VCR 등)가 연결되어 동작중인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아두기]
제공된 외부입력 컨넥터 케이블의 황색 잭은 외부 VIDEO기기의 VIDEO 입력, 적색은 우측 AUDIO입력, 백색은 좌
측 AUDIO입력입니다.

1. 외부 비디오플레이어(캠코더, 차량용VCR, 휴대용 동영상플레
이어 등)을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AUX 잭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정확히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3. 전면패널이나 화면의 MODE버튼을 누르면 모드선택화면이 표
시되며 외부기기의 AUX버튼을 가볍게 누르면 AUX모드로 전환되
고 외부신호를 자동으로 판별하여 보여줍니다.

AUX 비디오 재생화면

AUX 오디오 재생화면

[알아두기]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화면에 화면시청 제한 문구를 표시고 영상은 지원되지 않고 음성만 지원됩니
다. (차량 기어가 P(Parking, 주차)에 놓여 있을 경우에만 다시 영상을 지원합니다.) AUX 모드는 외부기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합니다. AUX비디오 시청중 원하시는 화질을 조정하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질조정방법은 27페이지의 화질조정 설정하기를 참조하세요.
PIP기능에 대해서는 49페이지의 PIP기능에 대하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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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 [호환 기종에 대하여]
블루투스 호환 기종 및 폰 정보

아래의 제품은 핸즈프리 기본기능/오디오 MP3 재생 기능이 모두 가능한 모델입니다.
SAMSUNG
SPH-B5050
SCH-B550
SPH-V9500
SCH-W290
SPH-W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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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B6550
SCH-B630
SPH-V9600
SCH-W300
SPH-W3000

SPH-V9850
SCH-V745
SPH-W2500
SCH-W330
SPH-C2250

SCH-B380
SCH-V900
SCH-B750
SPH-B6700

SCH-B500
SPH-V6900
SCH-B710
SPH-C2200

SCH-B540
SPH-V9000
SCH-W270
SPH-W2400

제11장 블루투스 모드 [호환 기종에 대하여]
상기 호환 폰 정보는 PONTUS 홈페이지 (WWW.PONTUS.C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제품은 핸즈프리 기본기능/오디오 MP3 재생 기능이 모두 가능한 모델입니다.

LG
LG-LH2000

MOTOROLA 
MS700
MS700T

EVER
EV-W100
EV-W200
EV-W300

SKY
IM-U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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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모드 실행] 
실행하기
1. 전면 판넬부의 [MODE]키나 동작화면 [MODE]버튼을 누른 후
모드선택화면에서 외부기기의 블루투스 버튼을 터치하면 블루투
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서, 우선 블루투스 휴대폰을 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은 최초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단, 등록된 블루투스 휴대
폰을 삭제한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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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기기등록] 
최초로 블루투스 기기 등록하기(페어링)
1. 블루투스 모드로 전환되면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하고 있습니
다”란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2. 블루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핸즈프리 기기를 검색합니다.
3. 블루투스 휴대폰의 검색결과 리스트에서 “PONTUS”를 선
택/확인합니다.
4. “블루투스 기기를 등록중입니다”문구 화면이 뜨며 블루투
스 휴대폰이 비밀번호 입력 요구 시에 숫자“0000”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5. 기기등록을 취소하실 경우 메시지 창의 취소버튼을 누릅니다.
6. 등록대기시간은 약 3분이며 휴대폰 기기 선택 화면은 약 1분입
니다.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기기 및 기능을 선택합니다.
휴대폰 기기 선택 화면은 약 1분입니다.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기
기 및 기능을 선택합니다.
7. 화면이 바뀌더라도 최초 등록 모드 진입 후 약 3분 동안은 등록
대기를 유지하므로 블루투스 휴대폰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8. 등록이 성공하면 “블루투스 기기가 등록되었습니다.”란 메
시지 창이 나옵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화면상단에 블루투스 연결
아이콘 이 활성화되며 전화/받기, 오디오, 음성메모 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블루투스 휴대폰은 판매제조사에 따라 검색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휴대폰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기기를 검
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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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기기등록] 
블루투스 기기 추가로 등록하기(페어링)
공용차량이거나 혹은 가족들의 블루투스 휴대폰을 추가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계신 블루
투스 휴대폰이 다수인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1. 블루투스모드 기본화면에서 [기기설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2. 블루투스 등록기기화면에서 [새로등록]버튼을 누르면 최초로
블루투스 휴대폰을 등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기를 등록하
실 수 있습니다. (~쪽 최초로 블루투스 기기 등록하기 를 참조
하세요)
3. 위와 같은 등록 방법으로 최대 8개의 블루투스 휴대폰을 등록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 등록삭제하기
1. 블루투스 등록기기화면에서 등록 삭제할 기기를 화면에서 선
택하시고 [등록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를 재차 확인하면서 등록
기기를 시스템에서 삭제합니다.
2. 등록된 기기가 하나일 경우 등록삭제를 하면 “핸즈프리 기능
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란 메시지 창을 표시하며 자동으로
블루투스 연결은 해제됩니다.

118

[기기등록] 
블루투스 기기 연결 및 끊기
1. [연결끊기]버튼을 누르시면 등록된 블루투스 기기의 연결을 해
제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시 연결하실 경우에는 화면에서 등록된 기기명을 터치하시면
다시 기기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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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조작화면] 
조작화면 구성

1. 최신통화번호 일자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2.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번호 입력하여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4. 최근 통화 목록을 보여줍니다.
5.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6. 블루투스 기기를 등록/삭제 및 연결/해제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7. 음성메모화면으로 이동하며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 최종 통화번호로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9. 통화음량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음량 조절하기
1. 통화 중 통화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실 수 있으며 0 ~ 15단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시스템의 전체 볼륨과 별도로 조정가능하며 통화 음, 착신 음, 오디오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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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전화걸기] 
전화 걸기
1. 블루투스 모드 기본화면에서 [전화 걸기]버튼을 누르시면 화
면에 표시된 최종으로 통화한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 걸기가 됩
니다.
2. 새로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전화 걸기를 하려면 화면의
[다이얼]버튼을 누릅니다.

3. 숫자 입력 버튼을 눌러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 후 [통화]버튼
을 누르시면 해당번호로 전화걸기를 수행합니다.
4. 전화번호입력 중 잘못 입력하셨으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로 전에 입력한 숫자를 한자리씩 지워가며 다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통화목록에서 전화 걸기
1. 블루투스 모드 기본화면에서 [최근 통화]버튼을 누르면 최근 통
화목록을 표시됩니다.
2. 최대 30개의 통화목록을 저장하여 표시되며 한 페이지당 6개
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바로 전화 걸
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삭제]버튼을 누르면 페이지의 맨윗줄의 최근통화번호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체삭제]버튼을 누르면 최근통화목록을 모두 지웁니다.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발신번호표시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수신번호표시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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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오디오 재생기능]
오디오 재생기능(mp3)
1. 블루투스 기본화면에서 [오디오]버튼을 누르면 오디오 조작화
면이 나옵니다.
2. 블루투스 폰에 저장된 MP3를 폰에서 재생하거나 본 기기의 오
디오 조작화면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제조사의 블루투스 폰의 종류에 따라 양방향 컨트롤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4페이지의 호환 기종을 확인 하신 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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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전화받기] 
블루투스 모드에서 전화 받기
1. 블루투스 모드에서 전화가 오면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왔습
니다”라는 문구와 수신된 전화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통화,
휴대폰통화, 전화 끊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통화]버튼을 누르면 핸즈프리 동작모드로 자동 전환되며 통화
하실 수 있습니다.

3. 통화중 [휴대폰통화]버튼을 누르면 [핸즈프리]버튼으로 바뀌며
핸즈프리 동작을 멈추고 휴대폰으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핸즈프리버튼을 누르면 핸즈프리동작이 가능합니다.
4. [전화 끊기]버튼을 누르면 착신 중 혹은 통화 중에 통화가 종
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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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전화받기] 
다른 모드에서 전화 받기
1. 다른 모드 동작 중에 전화가 오면 착신 메시지 창이 뜨며 모
드전환, 통화, 휴대폰통화, 전화 끊기, 창 닫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통화]버튼을 누르면 현재 재생모드를 유지하며 핸즈프리 기능
으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3. [휴대폰통화]버튼을 누르면 현재 동작 모드재생을 유지하면서
휴대폰으로 상대방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핸즈프리버튼을
누르면 핸즈프리동작이 가능합니다.
4. [모드전환]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모드로 전화되며 통화 및 음
성 메모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착신 중이거나 통화 중에 [전화 끊기]버튼을 누르면 전화 받기
가 종료됩니다.
6. 블루투스 조절 창이 화면을 가릴 때 [창 닫기]버튼을 누르면 화
면 왼쪽 상단에 블루투스 아이콘으로 변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 상
단의 블루투스 아이콘을 누르면 조절 창이 복귀됩니다.

7. 현재 동작모드를 재생하고 조작할 수 있으며 더불어 블루투스
조절 창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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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블루투스 모드[음성메모] 
음성녹음을 하는 방법
음성메모기능은 통화 중 긴급히 메모해야 할 경우(예, 전화번호, 회사 약도 등)에 음성 녹음하여 통화가 끝난 후 통화내
용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파일관리에서 저장내용을 사용자에 맞게 저장 및 파일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0페이지 파일관리모드의 조작방법을 참조하세요)
1. 통화 중 블루투스 모드 기본화면에서[음성메모]버튼을 누르면
음성메모 조작화면이 나옵니다.
2. 저장하실 메모리 위치를 정하신 후 [녹음]버튼을 누르시면 녹음
시간이 진행되면서 해당 메모리장치에 통화내용이 저장합니다.
3. 녹음 중 마이크의 소리를 조정하여 적당한 음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4. 녹음중 원하는 시점에서 [녹음]버튼을 누르거나 [정지]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완료됩니다.
5. 녹음시간과 녹음가능시간을 표시하며 선택한 저장매체에 자동
으로 My Media폴더 밑에 VOICE_REC 폴더가 생성되며 WAV파
일이 녹음할때 마다 증가하면서 저장됩니다. (예.20008년04월
11일_193347.wav)

6. 녹음 중 메모리장치의 잔여용량이 50MB가 되면 녹음기능을 자
동 종료하며 용량부족 메시지를 띄웁니다.
7. [듣기]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에 녹음이 되어 저장된 통화내용
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8. 녹음 중 [전화 끊기]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하셔도 녹음이 자
동 종료됩니다.
9. 음성녹음 중에 MUTE동작을 수행해도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지만 음성녹음이 진행됩니다.

[알아두기]
녹음하실 USB 저장매체를 선택하실 때 USB HUB로 2개 이상 연결되었거나 USB 외장하드가 2개 이상의 파티션
으로 나눠져 있다면 USB 저장장치 선택화면에서 원하시는 USB장치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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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모드 실행]
시스템 설정 실행하기
1. 전면 판넬부 혹은 동작화면의 [MODE]버튼을 누른 후 모드선
택화면에서 설정의 시스템버튼을 터치하면 시스템 설정모드로 전
환됩니다.

2. SD에 저장장치에 수록된 파일관리와 시스템 펌웨어 정보, 캘린
더, 차종 별 유선 리모콘 선택 기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정보에서 업그레이드 파일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업그
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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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파일/앨범목록 관리]
파일관리 및 앨범목록관리 사용하기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이동합니다.

선택한 파일 및 폴더를 실행합니다.

창을 두 화면으로 분창 분할합니다.

파일관리모드를 종료합니다.

1. 시스템설정 메뉴 화면에서 파일관리 버튼을 누르면 파일관리자 메뉴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SD, USB 저장된 파일,폴더의 복사, 이동, 삭제, 이름변경, (폴더)생성,정렬 등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앨범목록관리] 버튼을 누르면 앨범목록관리를 할 수 있으며 즐겨 재생하는 파일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4. [X]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전 동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5. 화면에서 폴더 및 저장장치를 터치하면 녹색테두리가 표시되며 [실행]버튼을 누르면 탐색하고 싶은 장치 및 폴더
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6.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실행]버튼을 누르면 해당모드로 전환되며 자동 재생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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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파일/앨범목록 관리]
창 분할하기
1. 버튼을 터치하면 파일관리 창이 두 화면으로 분활 되어 표시
합니다.

2. 분활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파일관리의 복사, 이동, 생성 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때 유용하
게 사용됩니다.

파일 및 폴더 복사하기
1. 복사하고 싶은 파일이나 폴더를 터치한 후 [선택]버튼을 누르면
폰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녹색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2. 현재 폴더내의 전체 파일을 선택하려면 [전체]버튼을 누르면
전체파일들이 빨간색으로 선택표시가 되며 한번 더 누르면 해제
됩니다.
3. 화면의 [복사]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를 기억하며
[붙이기]버튼으로 바뀝니다.
4. 분활 화면에서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이나 폴더가 있는 화면을
터치한 후 [붙이기]버튼을 누르면 한번에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
가 복사가 됩니다.
5. 파일진행률 메세지창이 뜨며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를 원하는
저장장치에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선택하셨던 파일을 해제하시려면 선택한 폴더나 파일을 터치한 후 [선택]버튼을 다시한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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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앨범목록 관리]
파일 및 폴더 이동하기
1. 이동하고 싶은 파일이나 폴더를 터치한 후 [선택]버튼을 누르
면 폰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녹색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2. 현재 폴더내의 전체 파일을 선택하려면 [전체]버튼을 누르면
전체파일들이 빨간색으로 선택표시가 되며 한번 더 누르면 해
제됩니다.

3. 화면의 [이동]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를 기억하며
[붙이기]버튼으로 바뀝니다.
4. 분할 화면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파일이나 폴더가 있는 화면
을 터치한 후 [붙이기]버튼을 누르면 한번에 선택한 파일이나 폴
더가 이동됩니다.

[주의]
동일폴더 내에서 파일 및 하위폴더의 복사 와 이동기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파일 및 폴더 삭제하기
1. 삭제 하고 싶은 파일이나 폴더를 터치한 후 [선택]버튼을 누르
면 폰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녹색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2. 현재 폴더내의 전체 파일을 선택하려면 [전체]버튼을 누르면
전체파일들이 빨간색으로 선택표시가 되며 한번 더 누르면 해제
됩니다.

3. 화면의 [삭제]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
실 수 있습니다.
4. 삭제하기 전 삭제할 파일이나 폴더가 맞는지 메시지 창이 뜨며
삭제를 원했던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한 후 삭제합니다.
[주의]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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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파일/앨범목록 관리]
파일 및 폴더 변경하기
1. 변경하고 싶은 파일이나 폴더를 터치한 후 [변경]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입력 키보드화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2.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 명을 사용자께서 임의로 입력 변경하실
수 있으며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확인]버튼을 누르면 변경 완료됩
니다. (입력 키보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136페이지의 가상키보
드입력하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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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앨범목록 관리]
폴더 생성하기
1. 생성하고 싶은 저장장치의 폴더의 위치를 터치한 후 [생성]버튼
을 누르면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생성]버튼을 누를 때 마다 새 폴더(1), 새 폴더(2)…순으로 폴
더가 생성됩니다.
3.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면 새로 생성된 폴더의 위치로 이
동한 후 [변경]버튼을 눌러 새로운 폴더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습
니다.

폴더 정렬하기
1. 정렬하고 싶은 폴더내의 파일의 위치로 이동한 후 [정렬]버튼을
누르면 정렬기준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2. 이름, 종류, 크기, 날짜 별로 정렬기준을 터치로 선택하신 후 확
인을 누르면 선택한 정렬순서대로 파일 및 폴더를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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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파일/앨범목록 관리]
전체 선택 및 해제하기
1. 현재 폴더내의 전체 파일을 선택하려면 [전체]버튼을 누르면 전
체파일들이 빨간색으로 선택표시가 됩니다.
2. 한번 더 누르면 전체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앨범목록관리 시작하기
1. 파일관리 화면에서 [앨범목록관리]버튼을 누르면 현재 연결된
저장장치들과 용량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자주 즐겨 사용하는 동영상 및 오디오 파일들을 앨범목록으
로 관리하여 일일이 선택하여 재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
는 기능입니다.
3. 단, 하나의 저장장치 내의 파일들만을 목록관리 하실 수 있으며
앨범목록을 추가, 저장, 삭제, 변경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저장장치를 선택 후 [실행]버튼을 누르면 저장장치 내에 수록되
어 있는 앨범명과 미디어 파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32

[파일/앨범목록 관리]
앨범목록 추가 및 저장하기
1. 앨범목록화면에서 [추가]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두 화면으로
창이 분할되며 왼쪽 창에는 <동영상앨범>, <오디오앨범> 추가목
록이 나타나며 이미 저장된 앨범목록이 있다면 저장된 앨범명도
같이 나타납니다.
2. 만약, 단일 창에서 [추가]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두 화면으로
분할되어 표시됩니다.

3. 왼쪽창의 동영상앨범 및 오디오앨범 위치에서 [추가]버튼을 누
르면 자동으로 MY MUSIC (동영상일 경우는 MY VIDEO)앨범 명
이 생성되며 [붙이기]버튼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4. 오른쪽 창에서 추가하고 싶은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찾아
서 선택 한 후 [붙이기]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목록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파일을 선택하시어 계속
붙이기 동작을 하시면 목록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5. 목록을 작성하신 후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앨범 명이 생성됩
니다.
6. 저장된 앨범목록은 저장장치의 Album 폴더에 확장자가 동영상
앨범은 PLV 이고 오디오 앨범은 PLA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예 :
MY AUDIO.PLV) 만약,이 파일을 삭제하였을 경우 해당 앨범명의
재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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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파일/앨범목록 관리]
앨범목록에서 재생하기
1. 저장된 앨범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실행하시면 해
당 파일모드로 자동 전환되며 재생을 합니다.

2. 해당 재생화면에서 재생목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재생하고 있
는 앨범명으로 저장된 목록을 보여줍니다.

앨범 삭제하기
1. 삭제 하고 싶은 앨범 명을 선택한 후 [선택]버튼을 누르면 폰트
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녹색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2. 화면의 [삭제]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앨범을 삭제하실 수 있습
니다.

3. 삭제하기 전에 삭제할 파일이나 폴더가 맞는지 메시지 창이
뜨며 삭제를 원했던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한 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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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앨범목록 관리]
앨범 명 변경하기
1. 변경하고 싶은 앨범 명을 터치한 후 [선택]버튼을 누르면 폰트
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녹색사각형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2. 화면의 [변경]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입력 키보드화면이 화면
에 표시됩니다.

3. 선택한 파일이나 앨범 명을 사용자께서 임의로 입력 변경하
실 수 있으며 입력이 완료 후[확인] 버튼을 누르면 변경 완료
됩니다.
(입력 키보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페이지[ ]쪽의 가상키보드
입력하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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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파일/앨범목록 관리]
가상 입력 키보드 사용하기
1. 파일관리와 앨범목록관리 조작 중에 파일, 폴더, 앨범 명을 변경
할 경우 자동으로 나타나며 사용자께서 원하시는 입력문구를 선
택하여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입력을 완료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변경이 적용됩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자판을 바꿉니다.
영문자판을 대문자/소문자로 바꿉니다.
숫자/기호 자판을 바꿉니다.
역방향으로 입력문자를 지웁니다.
입력 창 커서의 위치에서 입력문자를 지웁니다.
입력창 커서의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입력창 커서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이전 조작모드로 이동합니다.
이전 조작모드로 이동합니다.
입력자판을 닫고 이전 모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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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시스템정보에 대하여

1. 시스템 설정화면에서 시스템정보 버튼을 터치하면 시스템 정보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시스템의 부트로더, OS버전, 어플리케이션, 펌 웨어 등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초기화 하기
1. 시스템 정보화면에서 [초기화]버튼을 터치하면 시스템이 초기
화 됩니다.
2. 라디오 프리세트, EQ음질조정, 모니터 각도 등의 사용자가 설
정하여 저장한 내용을 지우고 공장출하초기상태(디폴트)로 초기
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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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업그레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기
사용자의 원활한 제품이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
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주기적으로 http://www.pontus.co.kr 에서 본 기기에 대한 업그레이
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습니다.
2. USB 메모리 스틱의 루트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3. 업데이트 파일은 두 개로 제공되며 EagleUpdate.exe응용프로그램
과 EagleUpdate.upd 업데이트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저장합니
다.
4. 본 제품은 USB 메모리 스틱으로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
습니다. (SD카드 및 USB외장하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USB포트1

USB포트2

5. 제품구매시 함께 제공된 USB CABLE을 시스템 뒷면의 USB 포트2에 연결하신 후 케이블에 업그레이드 파일이 들
어 있는 USB메모리 스틱을 접속하여 주십시오.
6. 시스템 정보화면에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터치하면 시스템을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7. 업그레이드 메시지 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누르면 시스템 업그레이들 진행합니다. 업그레이드 중에는 어떠한 조작도
삼가 해주십시오.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은 재 부팅되며 최신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업그레이드 후에 USB메모리 스틱에 있는 업그레이드 파일인 EagleUpdate.upd는 자동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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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스템 설정 모드 [캘린더/리모콘 ]
캘린더 보기 
1. 시스템 설정화면에서 캘린더 버튼을 터치하면 캘린더 화면으
로 전환되며 현재 시간과 달력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년/월을 증감시킵니다.
3. 캘린더 검색 중 [오늘복귀]버튼을 누르면 검색을 중지하고 오늘
날짜로 자동 복귀합니다.

4. 시간조정은 최초 GPS수신기로부터 시간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시스템 시간을 보정하여 표시합니다.
5. [이전]버튼을 누르면 이전 조작모드인 시스템설정모드로 복귀
합니다.
6. [닫기]버튼을 누르면 캘린더 조정을 종료하고 현재 동작모드
로 복귀합니다.

리모콘 설정
1. 시스템 설정화면에서 [리모콘 설정]버튼을 터치하면 리모콘 설
정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현대/기아,지엠 대우,쌍용, 르노 삼성 중 사용자의 차량에 맞는
유선 리모콘을 선택합니다.
3. [이전]버튼을 누르면 이전 조작모드인 시스템설정모드로 복귀
합니다.
4. [닫기]버튼을 누르면 설정을 완료하고 이전 동작모드로 복귀
합니다.

[알아두기]
공장 출하 시 초기설정은 현대/기아 핸들리모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대 오토넷 제품과 호환이 되는 핸들
리모콘에서만 동작합니다. 제품을 구입하신 장착/지정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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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장착사양을 구매하신 고객께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본 기기에는 안전을 위해 후진 시에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후방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어떤 모드의 동작 중에도 우선 순위로 후
방감시카메라가 작동되어 후방감시카메라 화면을 모니터에서 보
실 수 있습니다.
3. 본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에도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
으로 기기의 전원이 켜지고 후방감시카메라가 작동합니다.
4. AV동작모드가 표시 중에 후방감시카메라가 작동되면 후방감
시카메라 화면 표시가 계속 유지되며 해제할 수 없습니다.
5. 후진 기어에서 기어의 위치가 바뀌면 자동으로 기기의 전원이
꺼지고 후방감시카메라의 작동도 멈춥니다.
6. 전면 판넬부의 UP, DOWN키는 후방감시카메라 모드에서도 모
니터 각도조절기능은 가능합니다. 적당한 모니터 각도를 조절하
여 시야각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7. 운전 중 주변환경의 집중을 위해 볼륨을 증가/감소, MUTE 키로
음소거/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후방감시 카메라 모드에서의 모니터 각도 조절은 전면 판넬의 UP/DOWN 키로 가능합니다. 적당한 각도로 모니터
를 조정하여 시야 각도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후방감시카메라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광각렌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거리감과는 차이가 많이 나
므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및 좌우 시야를 직접 확인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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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선리모콘(별매품)]
무선리모콘은 별매품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구입하실 때 함께 제공된 “무선리모콘 사용설명서”을 참조하세요.

번호

명칭
전원

기능
시스템 전원을 ON/OFF합니다.

SETUP

Reserved

MUTE

음소거를 설정/해제 합니다.

RTN

PBC메뉴 조작 중 이전메뉴로 이동합니다.

MODE

각종 모드로 전환할 경우 사용합니다.

■/LIST

채널,재생,파일목록으로 이동합니다.

▲/DISC

채널 및 파일을 한 STEP 증가시킵니다.

이전/P.SET/▼

채널 및 파일을 한 STEP 감소시킵니다.

↑← → ↓
선택
▲/TUNE/현재지
목적지/TRACK/▼
메뉴/▶||

항목 이동 및 방향을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기능선택 및 항목 선택 시에 사용합니다.
SEEK UP 및 페이지 UP동작을 합니다.
SEEK DOWN 및 페이지 DOWN동작을 합니다.
재생/일시 정지 기능을 합니다.

-축소 (VOL)

볼륨을 감소시킵니다.

확대+ (VOL)

볼륨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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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무선리모콘(별매품)]

현재 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AV/DVD모드로
설정하셔야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명칭

NAVI
등록/SCAN/BSM
음성안내/RPT
1/DISP

NAVI모드로 전환합니다.
SCAN 및 BSM기능을 합니다.
반복재생을 설정합니다.
숫자1과 조작메뉴를 표시합니다.

2/SEARCH

숫자2와 트랙/챕터를 찾는 기능입니다.

3/RANDOM

숫자3과 랜덤기능을 설정합니다.

4/MENU
5/A-BRPT

숫자4와 DVD의 초기 MENU로 이동합니다.
숫자5로 동작합니다.

6/TITLE

숫자6과 DVD의 TITLE 메뉴로 이동합니다.

7/AUDIO

숫자7과 DVD의 음성을 설정합니다.

8/SUB-TITLE

숫자8과 DVD의 자막을 설정합니다.

9/ANGLE

숫자9과 DVD의 앵글을 설정합니다.

정보/PBC

VCD 2.0 디스크의 PBC기능을 ON/OFF합니다.

0/ZOOM

숫자0과 DVD의 화면을 확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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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페널의 각도를 완전히 열기/닫기 기능을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동차에 연결하기]
와이어(Wire 연결) 
제품구매시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을 USB 포트2에 접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USB 허브, USB
외장하드 연결 전용입니다.)

USB 포트1

USB 포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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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동차에 연결하기]
컨넥터 단자 명칭

16P CONNECTOR
1

ANT

2

SPKR RR LH(-)

3

SPKR FRT LH(-)

4

SPKR FRT RH(-)

5

SPKR RR RH(-)

6

N.C

7

ACC(+)

8

GND

9

SPKR RR LH(+)

10

SPKR FRT LH(+)

11

N.C

12

N.C

13

SPKR FRT RH(+)

14

SPKR RR RH(+)

15

ILL(+)

16

BATT(+)

24P CONNECTOR
1

BATT(+)

2

ACC(+)

3

PARKING

4

BACK GEAR

5

SPKR RR RH(+)

6

SPKR FRT RH(+)

7

SPKR FRT LH(+)

8

SPKR RR LH(+)

9

N.C

10

AMP REMOTE

11

N.C

12

ILL(+)

13

GND

14

ANT

15

S/REM

16

S/REMGND

17

SPKR RR RH(-)

18

SPKR FRT RH(-)

19

SPKR FRT LH(-)

20

SPKR RR LH(-)

21

N.C

22

N.C

23

N.C

24

N.C

24P CONNECTOR
1

REAR SEAT GND

2

3

CAMERA GND

4

5

N.C

6

7

N.C

8

9

AUX VIDEO GND

10

11

AUX AUDIO GND

12

13

MIC

14

15

MIC GND

16

REAR SEAT
REAR LINE R:RED

CAMERA

REAR LINE L:WHITE

AMP REMOTE

ERONT LINE R:RED

N.C

ERONT LINE L:WHITE

BACK GEAR

MIC:BLACK

N.C

S/REMGND

AUX-R:RED
AUX-L:WHITE

PARKING

REAR AUDIO GND

18

19

REAR LINE L

20

REAR SEAT-R:RED
REAR
SEAT-L:WHITE
REAR
LINE
R:RED

AUX-L

REAR
SEAT VIDEO:YELLOW
REAR LINE
L:WHITE

AMP REMOTE

CAMERA:BLUE
ERONT LINE R:RED

AUX-R
16

BACK GEAR

15

14

13

12ERONT
11 LINE
10 L:WHITE
9
8

7

6

5

4
3
MIC:BLACK

2

1

REAR SEAT-L

S/REMGND

AUX-R:RED
AUX-L:WHITE

PARKING

17

AUX VIDEO:YELLOW

AUX VIDEO

S/REMCON

AUX VIDEO:YELLOW

REAR SEAT-R

REAR SEAT-R:RED

S/REMCON

REAR SEAT-L:WHITE
REAR SEAT VIDEO:YELLOW

FRONT LINE L

CAMERA:BLUE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21

LINE GND

22

LINE GND

23

REAR LINE R

24

FRONT LINE R
REAR LINE R:RED

REAR LINE L:WHITE
AMP REMOTE
ERONT LINE 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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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NT LINE L:WHITE

BACK GEAR

MIC:BLACK
S/REMGND

AUX-R:RED
AUX-L:WHITE

PARKING

AUX VIDEO:YELLOW
REAR SEAT-R:RED

S/REMCON

REAR SEAT-L:WHITE
REAR SEAT VIDEO:YELLOW
CAMERA:BLUE
16

15

14

13

12

11

10

9

8

[자동차에 연결하기]
권장 장착 사양

100.00

100.00

CENTER FACIA(DASH)

CENTER FACIA(DASH)

CENTER FACIA(DASH)

CENTER FACIA의 장착 HOLE의 SIZE가 “A”치수 이상을 유지하십시오.
A거리 이하에서 LOADING시 간섭될 수 있습니다.
[주의]
자동차에 장착 시 장착 전문점에 의뢰하여 장착하십시오.
CENTER FACIA(DASH)
본인 임의 장착 시 오 동작 및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MOUNTING BRK’T 장착 HOLE

SCREW 4-M4x6mm

SCREW 4-M4x6mm

제공되는 SCREW 이외의 제품을 체결 시 SET 내부적으로 손상이 우려되오니 사용하지 마세요.
[주의]
권장사양에 부적합한 경우
- LOADING시 MONITOR윗부분의 간섭이 발생하여 외관 및 GEAR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장착위치 이외의 곳에 SCREW 체결 시 SET 내부에 손상을 주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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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장이라고 생각 될 때...]

고장이라고 생각되면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여도 계속
이상이 발생하면 판매점 또는 AS지정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기 작동시 또는, 설치시의 오류를 기기 자체의
불량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조치

화면에 작은 빨간 점, 파란 점, 녹색 점
이 있다

액정패널은 대단히 정밀도가 높은 기술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전
체 화소수의 0.01%의 화소부족 또는 항상 점등되는 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도 영상도 안 나온다

자동차의 시동스위치가 ‘ACC’ 또는 ‘ON’위치에 있습니까?
접속코드가 불안정하거나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상은 나오나 음이 안 나온다

음량조정이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AMP 및 스피커연결용 케이블이 불안정하거나 빠져있지 않습니
까? MUTE가 눌려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을 켜면 화면의 구석이 어둡게 보
인다

액정패널 형광관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시 어둡게 보이는 것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너무 어두울 경우 지정점 또는 A/S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스피커만 음이 나온다

스피커 접속코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FAD/BAL에서 전후 음량 또는 좌우 음량조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져 있지 않습니까?

네비게이션이 동작하지 못한다.

SD카드에 맵피 폴더가 없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이 경우 만도 맵피 웹사이트(http:// www.mappy.co.kr)에
접속하여 지도 데이터를 다운 로드하여 제공된 SD카드에 복사하
여 사용하십시오.

외부입력(AUX)모드상태에서 음성, 영
상이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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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입력단자에 오디오, 비디오 연결잭이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
니까?

[고장이라고 생각 될 때...]
일반사항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퓨즈가 끊어짐.

적당한 등급의 퓨즈로 교체합니다. 다시 퓨
즈가 끊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점 또는 A/S점
으로 문의하십시오.

영상의 색상(R,G,B)질이 떨
어질 때

RGB 조절이 제대로 안되어 있음

설정모드의 화질 조절 창에서 RGB조절합
니다.

음향 또는 영상의 품질이 저
하됨

DVD, SD,USB 동작 중 진동이
발생

기기가 진동하면 음향의 단락 또는 영상 왜
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기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리모콘 작동이 안됩니다.

리모콘 건전지 수명이 다한 경
우.

리모콘 건전지를 +, -를 확인 후 연결하여
주십시오.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조작하여 주
십시오.

주행 중이거나 화면이 너무 어둡
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밝기를 적당한 상태로 조정하여 주십
시오.

디스크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디
스크의 위 아래방향이 뒤바뀜

디스크의 인쇄된 라벨면이 위를 향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합니다.

디스크가 오염되었음

디스크의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기기가 재생할 수 없는 디스크를
삽입하였음

기기가 재생할 수 있는 정품 디스크를 삽입
합니다.

기기가 재생할 수 없는 지역번호
를 가진 DVD를 삽입하였음

기기의 지역번호는‘3’입니다.‘3’또는
‘ALL’의 지역번호를 가진 DVD를 사용
하십시오.

재생중인 디스크가 작동을 제
한함

설정모드의 화질 조절 창에서 RGB조절합
니다.

재생중인 DVD에 하나의 앵글로
만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의 영상
만 다각 기능으로 저장되었음

다각으로 저장되지 않은 디스크 또는 장면
은 재생할 동안에 앵글을 변환할 수 없습
니다.

PBC(재생조절)와 호환되지 않
은 비디오CD로 PBC기능이 되
지 않음

PBC(재생조절)와 호환되지 않는 비디오
CD는 PBC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화면이 어둡나요?

디스크작동

DVD재생이 시작되지 않음

기능버튼을 누를 때마다 가
표시되며 기기가 동작되지 않
음
앵글이 전환되지 않음

비디오CD메뉴화면이 표시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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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장이라고 생각 될 때...]
저장장치작동

USB , SD 장치가 인식 되지
않습니다.

USB, SD 메모리가 손상되었음.
연결상태를 확인하셨나요?

FAT32로 포맷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접속하십시오.

음악파일, 사진파일, 동영상
파일이 재생되지 않아요.

USB, SD 메모리장치의 지정된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하였나
요? 파일을 PC에서 재생해 보
셨나요?

지정된 폴더(My Media)에 파일이 저장되
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포맷인지 확인하시고 파일이 손상이 되었
을 수 있으니 PC에서 재생해 보시기 바랍
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음.

재생중인 저장자치의 동영상파
일이 있는 폴더에 에 자막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

자막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고 자막파일을
동영상파일과 동일폴더에 옮겨 주십시오.
PC에서 자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SD카드에 파일 저장 또는 복
사가 안되나요?

SD카드가 잠금 상태인지 확인하
셨나요?

SD 카드를 보시면 왼쪽에 lock 잠금 버튼
장치가 있습니다. 잠겨있는지 확인해 주십
시오.

DMB 자동검색이 되지 않아
요?
DMB시청 중에 자주 끊어
져요.

DMB 안테나 연결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방송 수신이 가능한 지역인가
요?

DMB 안테나가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 연결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DMB수신 가능 지역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DMB 안테나를 차량 밖에 설치해 보세요.

DMB의 영상이 나오지 않아
요?
채널이 특정채널만 나오나
요?

터널 안, 숲이 우거진 지역, 높은
건물이 밀집된 지역, 난청지역에
서 DMB를 시청한 경우

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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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
신이 다소 지연되거나 안될 경우가 있습니
다. 또한 지역에 따라 DMB수신기지국이 설
치되지 않은 지역, 난청지역에서는 DMB수
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MB 안테나를 차량 밖에 설치하실 경우 더
좋은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라고 생각 될 때...]
네비게이션

차량 위치 아이콘이 현재위치
로 표시되지 않아요.

GPS위성을 3개 이상 수신하지
못한 경우

차량을 하늘이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여 다
시 사용해 주십시오.

자동 재 탐색이 되지 않아요.

네비게이션 환경설정에서 자동
재탐색을 안한다로 설정한 경우.

네비게이션 환경설정에서 자동 재탐색을
한다로 설정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도로 밑, 터널 안, 다리 밑, 빌딩이 밀
집된 도로, 높은 건물 주변의 좁은 도로, 전
자파발생이 많은 제품이 가까이 있는 경우
휴대폰 기지국 등 무선전파가 강한 곳, 터널
및 지하주차장, 차량 내에서 다른 GPS 수신
장치가 있는 경우 GPS수신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GPS수신이 안돼요?
현재 위치와 오차가 생겨요?
주행 중 수신상태가 잘 끊
긴다.

GPS 안테나의 연결상태를 확인
하셨나요?

안내음성이 나오지 않아요?

시스템이 MUTE되어 있는지 확
인하셨나요?

네비게이션 주 메뉴 모드에서 음량설정이
MUTE로 설정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맵 업그레이드 후 네비게이션
이 실행되지 않아요?

홈페이지(http://www.mappy.
co.kr)에서 맵업그레이드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홈페이지 맵 업그레이드 진행순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보십시오.
모든 실행 후에도 네비게이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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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제품규격]

DC 14.4V (-)접지
10mA 이하
45W X 4채널(4 Ω)
-10℃~+70℃
-30℃~+85℃
180mm×100mm×181.5mm
3.0Kg
AU1250 500MHz
WINCE 5.0
FM: 87.5MHz~108.0MHz(0.1MHz스텝)
AM: 531KHz~1602KHz(9KHz스텝)
FM: 10dB, AM: 35dB
7A~13C 채널 (175.280 ~ 214.736MHz)
75Ω 지상파 수신
97dB 이상
12cm, 8cm
65dB 이상
2% 이하
BLUEETOOTH V1.1, V1.2, V2.0
2402 ~ 2408MHz
MP3재생, 핸즈프리
최대 +4dBm (CLASS2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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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규격]

2 슬롯 대응, 4GB(기본 제공), SD-HC대응
2 포트 대응, USB2.0 HOST대응
FAT32
800X480 MAP
MPEG1/2 : 720x480(8Mbps) 오디오 MP3
MPEG4 : 720x480(4Mbps) 오디오 MP3
Divx, Xvid : 720x480(4Mbps) 오디오 MP3, AC3
WMV9 : 720x480(4Mbps) 오디오 WMA
SMI
최대 30 Frame per second
MP3, WMA, OGG, AC3, WAV
20Hz ~ 20KHz
800만 화소
JPEG, BMP, PNG, GIF
MS-ADPCM

예: 300시간 이상(20G)
128Kbps

[알아두기]
지원하는 파일 형식일 경우에도 파일의 크기, 해상도에 따라서 로딩이 오래 걸리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코덱의 미디어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코덱의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본 제품의 지원 사양은 고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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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제품규격]
멀티미디어 미디어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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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사항 [DVD 언어코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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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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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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