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G-2540 DMB & NAVIGATION
● 도로 상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지도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최신지도를 유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운전 중에 경로 안내는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고, 반드시 실제의 통행 규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단말기 조작 시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구입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사용 설명서는 현대모비스㈜의 네비게이션 장치의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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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전에
(1) 제품 소개
본 제품은 차량용 항법 시스템 입니다. 이는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을 말합니다. 차량 항법을 위해 GPS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엔진과 안테나를 내장하고 있으며, 또한 정밀한 전자지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과 사용설명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사전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전 숙지사항
1) 교통법규 준수
본 제품에 사용된 전자지도는 최근의 도로 상황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일부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품 출시 후에도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도로 상황이나 교통 안내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합
니다.

2) GPS 에 대한 이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GPS는 평균 15M 이상의 거리 오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딩 옆, 지하차도, 고가도로, 가로수 등에
서는 100M 이상의 거리오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주의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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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고사항
1) 운전 중 조작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 조작하는 경우 전방 주시 부주의로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경로설정을 하거나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서 정차하여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후 조작하셔야 합니다.

2)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주행 중 화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위의 교통 상황이나 보행자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물이나 음료수 기타 이물질이 본 제품에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본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3) 적정 음량으로 사용하십시오.
차량 밖의 도로 상황을 파악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음량으로 음성 안내를 받지 마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로/음성 안내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 상황과 경로/음성 안내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십시오.
5) 위성 수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면 초기 GPS 위성을 수신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날씨 및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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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품 확인
아래 물품 중에 손상되거나 빠진 물품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구입한 판매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체 (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장착 됨 )
SD 카드리더기
( 맵 업그레이드에 사용 함 )

사용설명서

SD 메모리 카드
(본체에 내장 됨)

지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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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3. 시스템 시작 및 COMAND 메뉴 조작
1) E-Class, C-Class, GLK 차종

①

COMAND 전원버튼

②

1.
버튼 ①을 누르면 네비게이션(DMB) 화면이 표시 됩니다.
2. 네비게이션 및 DMB 화면 전환은 리모콘의“NAVI”
,“DMB”버튼을 누르거나 및 메인메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DMB 음성은 COMAND의 AUDIO AUX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 COMAND 컨트롤러③을 누른 후, 좌우로 돌려 AUDIO 메뉴을 선택합니다.

5. AUX 메뉴를 선택하시면 DMB 음성이 나옵니다.
6. 네비게이션 음성은 별도 스피커에 의해 수시로 안내됩니다.
※ 네비게이션 음성안내 시 DVD, CD, 라디오 등의 음소거는

버튼②을 누르시면 됩니다.

※ COMAND의 상세한 사용법은 차량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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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 M-Class, CLS
①
②

COMAND 전원버튼

1.

③

버튼 ①을 누르면 네비게이션(DMB) 화면이 표시 됩니다.

2. 네비게이션 및 DMB 화면 전환은 리모콘의“NAVI”
,“DMB”버튼을 누르거나 및 메인메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DMB 음성은 COMAND의 AUDIO AUX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4.
컨트롤러③에서 OK버튼을 누른 후, 방향키를 눌러 AUDIO 메뉴을 선택합니다.
5. AUX 메뉴를 선택하시면 DMB 음성이 나옵니다.
6. 네비게이션 음성은 별도 스피커에 의해 수시로 안내됩니다.
※ 네비게이션 음성안내 시 DVD, CD, 라디오 등의 음소거는

버튼②을 누르시면 됩니다.

※ COMAND의 상세한 사용법은 차량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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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모컨 사용 방법
NO.

항목

기능

①/②

확대/축소

지도 화면을 확대/축소 합니다.

③/④

Pg UP/PgDN

목록을 페이지단위로 이동합니다. DMB FULL 화면 모드: DMB 리스트 화면을 보여줍니다.

⑤~⑧

▲▼◀▶

⑨

확인

메뉴를 상/하/좌/우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DMB 프로그램 리스트 화면에서는 ▲ ▼ 방송 목록 이동)
DMB FULL 화면 모드: ◀ ▶ 채널 변경
메뉴 선택 및 ENTER 기능을 합니다.
(DMB FULL/PIP 모드에서는 메인/서브 메뉴를 보여줍니다.)

⑩

이전

선택된 항목을 취소합니다.

⑪

DMB

DMB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내비게이션과 DMB 프로그램이 모두 실행되어 있으면 PIP모드로 전환됩니다.
(PIP 모드 : PIP <-> DMB 전환)

⑫

NAVI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PIP 모드에서는 내비게이션 FULL 화면 상태로 변경합니다.

⑬

현재지(자동선국)

내비게이션 화면 : 맵상의 현재위치 이동합니다. DMB 화면 : 스캔 동작을 합니다.

⑭

목적지(◀ CH)

내비게이션 화면 : 지도 검색 메뉴를 보여줍니다.
DMB FULL 화면 모드 : DMB 채널을 변경합니다.(CH UP)

⑮

메뉴(▶ CH)

내비게이션 화면 : 내비 메인 메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DMB FULL 화면 모드 : 채널을 변경합니다.(CH DOWN)

⑯

모드전환

메인 메뉴로 전환합니다.

⑰

음성안내(MUTE)

내비게이션 화면 : 음성안내를 ON/OFF 합니다.
DMB 화면 : DMB 소리를 ON/OFF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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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말기 상세 사용방법
1) 기기 구동하기
• 단말기에 전원을 인가합니다.
• 자동차의 시동을 켜면 단말기가 자동으로 부팅됩니다.
• 단말기가 부팅되면 아래의 부팅 화면이 보여지면서 Start 모드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Start 모드 설정 방법은 시스템 메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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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메뉴
• 리모컨의“모드전환”키를 누르면 메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 메인 메뉴는“내비”
,“DMB”
,“DAB”
,“시스템”
,“◀CH”
,“CH▶”
,“SCAN”
,“PIP”
,“LIS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초간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메뉴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각 메뉴의 기본적인 동작은 리모컨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하고 확인 키를 누르면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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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비게이션
• 메인 메뉴에서 리모컨 방향키를 이용하여 내비메뉴( 내 비 )를 선택하신 후“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내
비 초기화 화면이 나타납니다.
• 내비 초기화가 끝나면 맵 화면으로 전환되고, GPS 위성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수신되면 현재차량의 위치가 지도화면에
표시됩니다.
• 자세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사용법은 별도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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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B/DAB - 기본 동작
• 메인 메뉴 화면에서 리모컨 방향 키를 이용하여 DMB( DMB )/DAB( DAB ) 버튼을 선택하신 후“확인”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경고화면이 나옵니다.
경고화면에서 3~5초 정도 기다리면 자동으로 DMB/DAB 동작이 시작됩니다.

- 주의 사항 • 채널 스캔 정보는 SD카드에 저장됩니다.
스캔정보가 저장된 SD카드가 없을 시에는“방송신호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주행속도가 약 20km/h 이상이면 안전운전을 위하여 DMB 화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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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MB/DAB - 메뉴설명
• 메인 메뉴에서 리모컨 ▲키를 선택하여 상단메뉴로 이동하면 DMB/DAB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리모컨 ▼키를 선택하여 하단메뉴로 이동하면 채널 변경, 스캔, PIP, 리스트 모드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① DMB/DAB 채널을 변경합니다.
② DMB/DAB 채널을 스캔 합니다.
③ DMB/DAB 를 PIP상태로 변경합니다. (NAVI SD카드가 없을 시는 PIP모드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④ 현재 검색된 DMB/DAB 채널 목록을 표시합니다. (PIP 모드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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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MB/DAB – 채널목록 설명
• 채널 목록

①

②

③

① 스캔 된 채널 수를 표시합니다.
② 방송되고 있는 채널을 표시합니다.
③ 현재 채널 리스트 포커스를 표시합니다.
• 리모컨 ▲, ▼ 키를 이용하여 채널 포커스를 변경합니다.
• 리모콘 확인 키를 이용하면 선택된 채널로 방송이 변경됩니다.
• 리모컨 PgUP/PgDN 키를 이용하면 채널목록을 페이지 별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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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MB/DAB – PIP 작동하기
• DMB PIP 작동하기
항목

1.

: FULL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2.

: PIP 상태를 해제합니다.

3.

: 채널을 변경합니다.

4.

: DAB(DMB) 모드로 변경합니다.

기능

▲▼◀▶

DMB PIP 메뉴를 이동합니다.

확인

DMB PIP : PIP 서브메뉴를 보여줍니다.
DMB 메뉴 : 방향키로 선택한 메뉴의
기능을 작동합니다.

이전

DMB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NAVI

내비게이션을 FULL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PIP 모드 해제)

DMB

DMB FULL 화면 모드로 변경합니다.

◀CH / CH▶

채널을 변경합니다.

< 리모컨 동작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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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 메뉴 이동하기
• 메인 메뉴 화면에서 리모컨 방향키로 시스템( 시스템 ) 버튼을 선택하신 후“확인”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화면이
보여집니다.
메뉴 이동은“▲”
,“ ▼”
, 선택은“확인”
,”
▶”
, 취소는“이전”
,”
◀”리모콘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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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시스템 – 내비 볼륨조정하기
• 시스템 메뉴화면에서“내비볼륨조정”메뉴를 선택한 후“확인”또는“▶”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리모컨 ▲ 버튼 : 내비게이션 음량을 높입니다.
• 리모컨 ▼ 버튼 : 내비게이션 음량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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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스템 – DMB 볼륨조정
• 시스템 메뉴화면에서“DMB볼륨조정”메뉴를 선택한 후“확인”또는“▶”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리모컨 ▲ 버튼 : DMB 음량을 높입니다.
• 리모컨 ▼ 버튼 : DMB 음량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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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스템 – 스타트 모드
• 시스템 메뉴화면에서“스타트 모드”메뉴를 선택한 후“확인”또는“▶”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리모컨 ▲ 버튼 : 단말기 부팅 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합니다.
• 리모컨 ▼ 버튼 : 단말기 부팅 시 DMB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합니다.

19

5-4) 시스템 – 카메라 선택
• 시스템 메뉴화면에서“카메라선택”메뉴를 선택한 후“확인”또는“▶”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리모컨 PgUP 버튼 : Rear Camera 모드를 설정합니다.
• 리모컨 PgDN 버튼 : Side Camera 모드를 설정합니다..
• 리모컨 ▲ 버튼 : 현재 선택된 카메라의 모드를 ON으로 설정합니다.
• 리모컨 ▼ 버튼 : 현재 선택된 카메라의 모드를 OFF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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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스템 –버전 정보
• 시스템 메뉴화면에서“버전 정보 메뉴”
를 선택한 후“확인”또는“▶”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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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1) DMB TV 수신이 안될 경우
1) 지상의 수신 가능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십시오.
2) 스캔을 해 보십시오.
3) 다른 채널로 변경해 보십시오.
4) 안테나가 끝까지 뽑혀 있는지,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눕혀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5) 위의 조치 후에도 장시간 수신이 안될 경우에는 AS지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GPS 정보 수신이 안 될 경우
1) 단말기를 차량 내 하늘이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2) 터널 및 지하 주차장과 고층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GPS 정보수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단말기 주위에 다른 기기(차량용 TV 등)가 가가이 있을 경우 GPS 수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SD 메모리 카드 인식이 안 될 경우
1) SD 메모리 카드가 단말기의 소켓에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SD 메모리 카드의 접촉단자가 깨끗하지 않을 경우 인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D 메모리 카드의 접촉 단자를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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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비게이션 동작이 안될 경우
1) SD 카드에“SpeedNavi_GiNi”
폴더가 없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 네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도 지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도데이터를 다운 로드하여 SD 카드에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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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표시가 오동작 하는 경우
(1)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장치에서는 GPS 위성의 위치 데이터의 오차에 따라 도로의 형태 및 현재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도로의 형태 때문에 현위치 표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도로구조가 근접하여 나란히 있는 경우
2) 갈라지는 길의 각도가 미세한 경우
3) 회전시 근접한 도로가 평행하게 있는 경우
4) 급격한 각도로 꺽어지는 도로인 경우
5) 회전이 계속되는 도로에서
6) 산속에서 굴곡이 심한 도로를 주행할 때
7) 자동차 주차시 회전판에 의해 회전할 때
8) 눈길이나 빗길 주행시
9) 지도 데이터에 없는 도로를 주행 후 큰 도로 진입시
10) 고층 건물 숲에서 주행시
(2) DMB
1) 터널/지하 주차장/실내 및 지상 음영지역 송신기 및 중계기의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에 있을 경우
2) 방송을 안 하는 경우
3) 외장 안테나가 안 꽂히거나 내장 안테나를 뽑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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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규격
항목

주요 사항

CPU

TT-442 (ARM11, 600Mhz)

OS

WIN CE 6.0

DRAM

256MB MDDR

비고
MICROSOFT

NAND FLASH

256MB

OS用

DISPLAY

COMPOSITE 2EA output

전후면 2모니터 지원

Composite 출력 1
내비 음성 출력

전면 모니터용

13p DIN
I/O 콘넥터

리모컨 신호 입력
Composite 출력 2

리어 모니터용

Rear 카메라 입력
26p I/O 콘넥터

DMB audio R/L 출력
주 전원 입력

정격전압 : 12V

후진 신호 입력
SPEED 입력
GPS Engine

Sirf III

GPS/DMB 안테나

External 안테나 지원

MAP
동작온도

GINI 3D
-10 ~ 65도

동작전류

1A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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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V 9600bps, 12Ch

보존온도 : -30~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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