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장착가이드 Ver.1.0

02 블랙박스 설치 주의사항

01 블랙박스 거치대 양면테이프(3M Tape) 부착가이드

1
블랙박스를 부착할 유리창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1 블랙박스 본체 2 후방카메라 3 후방 카메라 배선

4 상시 전원 케이블

※ 후방카메라 배선은 순정 내비게이션의 샤크 안테나 배선과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착할 표면이 완전히 마르고 난 뒤, 거치대를 부착합니다.
3M 양면테이프의 접착 성능을 높이기 위해 거치대 부착 후
하루가 지난 시점에 본체 설치를 권장 합니다.
표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에 부착은 지양해 주세요.

1

제공되는 전용 상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조품 사용시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2
1

3
2

GND는 차량의 금속부분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을 하실 때 접촉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촉불량이 있을 경우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 비상등 퓨즈(노랑, BAT) 2 시거라이터(빨강, ACC)
3 차체볼트 연결(검정, GND)

외부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에 장착 시에는 양면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여름철에는 뜨거운 유리창 표면이 양면테이프의 접착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3

각 케이블 설치완료 후 제품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4

차량의 다른 기기와 최소 3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부 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하여 부착해 주세요.
전면 썬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필히 부착위치를 깨끗이 닦은 후 장착하여 주세요.
후방카메라 부착 시에도 필히 부착위치를 깨끗이 닦은 후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방카메라 연결과 SD카드 장착은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연결합니다.

타 기기와 너무 가까이 장착하면 기기간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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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이상

1

매립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
1 GPS / 하이패스
2 블랙박스
3 GPS

Navi

03 GPS 모듈 장착 가이드

GPS 케이블과 다른
케이블이 꼬임 (X)

GPS 케이블과 다른 케이블이
꼬이지 않도록 부착 (O)

2

Navi 3

거치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
1 하이패스
2 블랙박스
3 내비게이션

GPS 모듈과 블랙박스 본체가
너무 근접해 있음 (X)

GPS 모듈을 차량 내 기타 장치와
30cm이상 간격을 두어 부착(O)

1. GPS 모듈 탈∙부착 시 블랙박스의 전원을 반드시 OFF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GPS 모듈의 테이프가 붙어 있는 방향이 위쪽(Window 쪽)향하도록 부착 합니다.
3. GPS 모듈 부착 시 GPS 모듈을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등 차량 내 기타 장치와
30cm 정도 간격을 두어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GPS 모듈의 케이블 선과 다른 케이블 선들의 꼬임이 없이 설치해 주세요.
5. GPS 모듈 주위에는 최대한 다른 물건이 없는 위치에 부착 해 주세요.
6. GPS 모듈을 장착할 때 금속 재질이 포함된 선팅지를 피하여 장착하여 주세요.
GPS수신이 원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나무가 우거진 숲 속, 도심의 빌딩 속, 고산지대 및 지하 주차장 등은 불규칙한
방해 전파 및 GPS 수신 감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수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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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착 불량 유형
1. 장착 후 주행모드로 전환 되지 않습니다.
 ACC전원의 연결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멀티미터나 삑삑이가 있는 경우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연결 상태 확인 바랍니다. 장비가 없는 경우 ACC전원선
제거 후 케이블의 피복상태, ACC단자의 외관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재 연결 후 같은 증상 발생 시 전원케이블 교체 바랍니다.
1. GND : 검정선과 연결됨
2. ACC : 빨강선과 연결됨
전원 Jack

3. BAT : 노랑선과 연결됨

2. 장착 후 시동 종료 시 주차모드로 전환 되지 않습니다.
 ACC전원선 연결이 BAT와 같이 되어 있거나, 상시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주차모드로 전환 되지 않습니다. 보통 퓨즈박스의 ACC or 시거라이터 전원에
연결 하여야 하며, 명칭은 차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ACC 전원의 연결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3. 장착 후 후방카메라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후방카메라 연결 Jack 삽입이 완전 하지 않을 때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본체와 후방카메라에 연결된 케이블을 재 조립 후 Jack이 끝까지 삽입 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 조립 시 에는 제품의 전원은 OFF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착 후 주차모드로 동작 시 1~2분 사이에 전원이 종료 됩니다.
 자동 종료 전압 셋팅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메뉴환경설정녹화시스템자동종료)11.5/23V ~ 12.5/25V 사이로 셋팅이 가능하며,
배터리 전압이 셋팅 전압보다 낮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 종료 됩니다. 배터리의 전압이 낮을 경우 배터리 교체를 권장 합니다.

*시스템자동종료 :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한 기능으로, 배터리가 일정 전압 아래로 떨어질 경우 블랙박스를 자동 종료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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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블랙박스 장착점 LIST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강릉

썬가드(이박사차유리)

033-645-6282

(25550)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54-1 (옥천동)

원주

카플래닛원주점

033-762-1393

(26483)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31 (단구동)

수원 권선

현대테크

010-8252-9174

(1652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62번길 25-6 (원천동)

수원 장안

오토오아시스

010-2388-9540

(162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46 (파장동)

안양 평촌

스카이멀티

031-451-8283

(1394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46 (관양동) 광조빌딩 102호

의정부

김여사드라이브

031-879-9966

(11724)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88 (장암동)

김해

김해3M썬팅

055-336-3290

(509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13 (삼계동)

마산

디지털모터스

055-256-5255

(514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459번길 10 (팔용동)

구미

동국전자

054-453-2417

(39234)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1길 4-7 (원평동)

포항

퍼스트카오디오

054-278-4525

(3777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176 (대도동)

광주

광천

오르고내리는길

062-526-2141

(61908)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153번길 2 (광천동)

대전

대전

카앤라이프

042-535-4335

(34884)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184 (태평동)

대연

우정상사

051-626-6637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 40 (대연동)

덕포

엔젤카용품

051-302-2008

(4694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90 (덕포동)

역삼

강남카오디오

010-3848-3409

이촌

기택공업사

02-702-7728

신흥

라우프

070-8235-5958

(22334)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291번길 36 (신흥동3가)

주안

STR(프로사운드)

010-9469-7709

(22144)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91-1 (주안동)

목포

목포 썬렉스

010-7770-3100

(58663)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314 (옥암동)

순천

와우멀티샵

010-9990-8830

(57963) 전라남도 순천시 역전장1길 3 (풍덕동)

군산

루카 수송점

063-468-5111

(54083)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155 (수송동)

전주

인후자동차용품

063-251-0599

(5500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111 (인후동1가)

충남

공주

현대카오디오

041-856-8257

(32595)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424 (신관동)

충북

청주

에이스모터스

043-268-3788

(2854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직지대로 762 (사직동)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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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062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91 (역삼동) 상운빌딩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8 (이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