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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세계를 빈약하게 표현한 10GB이내의 기존 지도와는 달리

나브킹덤 지도의 27GB 이상의 지도 데이터로 현실세계를

가장 정밀하고 풍부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업계 최초로 32GB SD CARD를 기본 제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3D 교차로, 랜드마크 건물, 신규 POI, 신규도로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GB 이상의 업계 최대 지도 데이터

4

N100 BI 소개 1. 4세대 Real 3D 전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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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에 따라 시청하던 DMB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습니다.

N100 BI 소개 2. 듀얼 DMB 칩셋 탑재, Smart한 DMB

끊김 없는 DMB 로밍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한번의 채널 선택으로 끊김 없는 DMB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MB 로밍은 방송 권역 변경으로 시청 중인 방송중의 주파수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변경된 주파수로 연결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경기 SBSu TV 방송에서
경남 KNNu 방송으로 로밍된 상태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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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서비스와 DMB 시청을 독립적으로 제공합니다.
듀얼 DMB Chip을 탑재하여 실시간 교통 방송 서비스인 TPEG을 이용할 때도 해당 방송사의 채널 DMB 시청
은 물론 타 방송사의 채널도 DMB 시청이 가능합니다.
※ Single DMB Chip을 내장한 일반 내비게이션에서는 TPEG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방송사의 DMB 채널만을 시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블랙화면 없는 채널 변경
DMB 시청 중 채널 변경을 하면 DMB 영상이
준비될 때 까지 시청하고 있던 DMB 영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채널의 영상이 준비되면
즉시 영상이 전환되어 채널 변경에 따른 대기 화면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6

N100 BI 소개 2. 듀얼 DMB 칩셋 탑재, Smart한 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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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에 대한 ID3 Tag를 완벽하게 지원하
여 폴더별, 가수별, 앨범별 음악 파일 분류
가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앨범 아트
방식의 UI를 제공하여 편리한 재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N100 BI 소개01
세계유수의 제품이 획득한 멀티미디어 인증(DivX / Dolby)을 통해 다양한 포맷(비디오/오디오)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UI 기능이 제공되어 멀티미디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7

3. 강력하고 편리한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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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Dolby Laboratories의 허가를 받아 제조 되었습니다. 
돌비. Dolby 및 이중 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 입니다.

DivX 비디오에 관하여 DivX®는 Rovi Corporation의 자회사 DivX, 
LLC가 개발한 디지털 비디오 포맷입니다. 

본 제품은 DivX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으로 DivX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정보 및 일반 동영상을 DivX 비디오로 변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www.divx.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ivX Video-On-Demand에 관하여 DivX Video-On-Demand(VOD) 영화를 재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DivXCertified®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먼저 제품 설정 메뉴의 DivX VOD 섹션에서 등록 코드를 확인한 후, 제품등록 절차 진행 시 위와 동일한 코드 값을 입력하세요.
DivX VOD와 제품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vod.divx.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olby

DivX

DivX® 인증 제품으로 프리미엄 컨텐츠를 포함한 DivX® 비디오 재생을 보증함.

Divx®, DivX Certified® 및 관련 로고는 Rovi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 하에 사용됩니다.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미국 특허 하에 보호됩니다. : 7,295,673; 7,460,668; 7,515,710; 7,519,274

라이센스

N100 BI 소개 3. 강력하고 편리한 멀티미디어

http://www.div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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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0 BI 소개 4. 차별화된 편의 기능으로 무장한 하드웨어

L센서를 통한 자동 밝기 조절
컨트롤 박스에 있는 L센서는 항상 주변의 밝기 변화를 감지해서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화면 밝기를 유지합니다.
단, 컨트롤 박스 위치에 따라 센서 감지가 다릅니다.

L센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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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02 1. 제품 관련 주의 사항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주변에 물이나 음료수 등의 이물질을 두지 마십시오. 물이나 이물질이 제품에 들어가면 발연/
발화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엔진 정지 중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량 방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사 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곳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나 애완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고,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 사고, 차량 손상 등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의 이상 작동이 의심되거나 작동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습한 장소에 장시간 보관된 제품은 전원 인가 후 습기가 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일정 시간 지나면 습기
현상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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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02 1. 제품 관련 주의 사항

가급적 제품에 차량 에어컨 바람이 직접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및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에서 정식 판매하는 정품을 사용해 주
십시오.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품 외의 제품을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품이 손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품 이상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SD카드는 당사에서 제공 및 판매하는 제품을 권장합니다.

차량 내 에어컨으로 인하여 제품 표면에 급격한 온도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결로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불량 현상이 아닙니다.

※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 시점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정상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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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02 2. 매립 관련 주의 사항

지정된 장착점에서 설치하지 않은 제품은 정상적인 A/S를 받으실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 및 고장, 사고, 제품 손상, 차량 손상 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컨트롤박스를 항상 어두운 곳에 장착하는 경우 L센서(라이트센터)를 통한 모니터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매립하거나 분해/조립, 개조, 구조변경 등을 하실 경우 무상 AS를 받으실 수 없으
며, 반드시 지정된 장착점에서 전문가를 통해 설치를 받으십시오. 

※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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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02 3. 내비게이션 관련 주의 사항

경로 탐색한 결과에 따른 안내 경로는 실제 도로 및 교통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행 중에는
반드시 실제 교통 규제 및 상황에 따라 운전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운전자의 주행을 돕기 위한 보조장치로서, 주행 중 교통 규제 및 상황을 위반하여 발생
하는 모든 사고 또는 기타 피해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제품에 탑재된 전자 지도는 최근 도로 상황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로 상황은 지속적인 변동이 발생하므로 전자지도와 실제 도로 상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주의 사항02 4. 운행 관련 주의 사항

차량 운행 중에는 지도를 비롯하여 DMB 또는 동영상 등 제품 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마십시오. 

차량 운전에 대한 주의력 및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에는 제품의 조작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조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정차 시킨 후 조작해 주십시오.
차량 운행 중에 제품을 조작하는 경우 집중력 저하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음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너무 큰 음량으로 차량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중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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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02 5. GPS 관련 주의 사항

제품 구입 후, 처음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GPS 수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
으며, 이는 불량 현상이 아닙니다.
※ 하루 1시간, 1주 4시간 이상 켜 놓으면 GPS 배터리가 충전되어 GPS 수신 시간이 단축됩니다.

차량 전면 유리에 메탈 성분의 썬팅이 되어 있는 경우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 전자파가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 그리고 하늘을 가리는 장소
(다리,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지하주차장, 높은 빌딩 옆 등)에서는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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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02 6. 기타 주의 사항

제품을 과도하게 조작하는 경우 DMB 시청 및 비디오 재생 시 동영상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일부 USB의 경우 USB 인식이 되지 않거나 USB 내 미디어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USB 외관 형태에 따라 제품에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재생 중 블루투스 설정 메뉴 진입 시 오디오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이상 현상이 아닙니다.

제품 사용 중 SD카드를 분리하는 경우,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 SD카드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차량 내에 전자파가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DMB 수신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SD카드 삽입 방향에 주의하여 제품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SD카드를 삽입한 경우 SD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폰 연결 기능 사용 시 무선 데이터 사용으로 인하여 휴대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트리밍 연결을 통한 폰 음악에 대한 “재생/일시정지”는 블루투스 오디오 화면에서
조작부를 통해 조작하시길 권장합니다.
※ 폰 자체에서 “재생/일시정시”를 조작하는 경우 블루투스 오디오 모드의 재생상태와 실제 재생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품 고장 및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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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1. 제품 구성품 알아보기

[N100 BI 본체]

[SD카드][SD카드 리더기][N100  BI 퀵 가이드]

[ 컨트롤 박스 ]

[26핀 AV IN/OUT 케이블]

[스피커] [24핀 케이블]
Control box 케이블

[외장 GPS 안테나]

[12핀 전원/TRIP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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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2. 제품 외관 살펴보기

본체 – 제품 앞면

화면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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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2. 제품 외관 살펴보기

1

외장 GPS 안테나 연결부1

외장 DMB 안테나 연결부2

블루투스 안테나3

26핀 AV IN/OUT 케이블 연결부4

3

본체 – 제품 뒷면

2

5

6
12핀 전원/TRIP 케이블 연결부5

24핀 케이블 연결부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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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2. 제품 외관 살펴보기

컨트롤 박스

4 5 6

1 2

24핀 케이블 연결부1

전원버튼2

심볼 LED3

SD 메모리카드 단자4

USB 포트5

L센서6

3

※ 제품의 화면, 조명, 음량이 꺼집니다. 

※ 전원버튼을 10초 이상 길게 누르면

Reset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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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나브킹덤 N100 BI

제품 사이즈

CPU

메모리

NAND

SD카드

LCD

DMB

194.2mm X 118.5mm X 24.6mm  (W X H X D)

OMAP DM3730(ARM Cortex-A8) 2.0 GHz급 처리 속도의
CPU(CPU:1.0GHz + DSP:800MHz + Graphic:200MHz)

512M

128MB

32GB

이노룩스 8인치 LCD (800X480, 24bit RGB Interface)

Dual FC8000

제품 사용하기03 3. 제품 사양 알아보기

터치 스크린 감압식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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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Sirf 4

운영체제

사용전압

동작온도

무게

스피커

I/O포트

SD Slot

WinCE 6.0

DC 9V ~ 16V

-10℃~50℃

700g

8ohm MAX 3W

USB포트 1개, CVBS IN 포트 1개, 후방카메라 포트 1개, TRIP(트립) 포트, 
외장 GPS 포트 1개, 외장 DMB 포트 1개, AUDIO IN(R,L) 포트 각 1개,
STEREO 포트 1개, MONO SPEAKER 포트 1개, 

1개

제품 사용하기03 3. 제품 사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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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4. 제품 설치하기

기본 케이블 연결

[본체] [컨트롤박스]

24핀 케이블

24핀 케이블

24핀 케이블

※ 24핀 케이블을 본체와 연결 시, 본체 연결 부의 고정클립으로 24핀 케이블을 고정하십시오.
고정클립으로 24핀 케이블을 고정시키지 않는 경우, 케이블이 흔들려 접촉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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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기본 케이블 연결

[본체]

24핀 케이블
TRIP_CVBS_IN Red

CVBS_IN White

CAMERA Yellow

MONO White

STEREO Black(3극)

AV_IN_R Red

AV_IN_L White

REVERSE Orange

UN_LOCK Blue

PARKING Green

DIMMER Yellow

GND Black

LIGHT_SENSOR Black(4극)

26핀 AV IN/OUT 케이블 연결부

26핀 AV IN/OUT 케이블

4. 제품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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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기본 케이블 연결

[본체]

ACC+ Red

CAR_GND Black

CAN_L Brown

CAN_H Blue

LCD_REVERSE Orange

TRIP Yellow Red Black

CAR_GND Black

BAT + Yellow

12핀 전원 /TRIP 케이블 연결부

12핀 전원 / TRIP 케이블

4. 제품 설치하기

※ 12핀 전원/TRIP 케이블에 연결된 LCD_REVERSE와 CAR_GND를 결합하고 전원을 인가하면 화면이 반전됩니다.



28

제품 사용하기03
기본 케이블 연결

[본체]

외장 GPS 안테나 연결

4. 제품 설치하기

[GPS 외장 안테나]

[DMB 외장 안테나 연결단자]
※ DMB 외장 안테나는 별매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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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5. 외부기기 연결하기

외부기기 연결하기
외부기기 설정하기

MODE 메뉴에서 AUX 메뉴 선택.21 AV-IN 단자에 AV케이블과 외부기기를
연결한 후, 화면에서 MODE 버튼을 선택.

[주행 화면] [MODE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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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03 5. 외부기기 연결하기

[AUX 화면] [AUX 설정화면]

AUX 화면비율 선택.43 AUX 화면에서 하단의 설정버튼 선택.

외부기기 연결하기
외부기기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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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합리적인 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제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제품 품질 보
증 기간이 시작됩니다.

A/S 안내04 1. 제품 품질 보증 기간

제품 보증 기간 : 제품 사용 시점으로부터 1년

※ 제품 사용 시점이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품 사용 등록 팝업에 동의한 시점을 말합니다.
제품 사용 시점은 제품 내 시스템정보 또는 나브킹덤 웹사이트(www.navkingdom.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제품 사용 시점에 대해 동의한 시점이 제품 구매일로부터 1개월 초과한 경우, 제품 구매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이 제품 사용 시점이 됩니다. 
(제품 구매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품 제조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제품 보증 기간이 시작됩니다.)

※ 제품 사용 시작 동의 팝업은 GPS 수신이 되어야 표시되므로
제품 전원을 켠 후 GPS 수신 시간에 따라 표시되는 시각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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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04 1. 제품 품질 보증 기간

액세서리 보증 기간 : 제품 사용 시점으로부터 6개월

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 시 무상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며, 조치 후 1개월 내 동일 증상 발생 시에
만 무상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기간에는 액세서리에 대한 유상수리가 진행됩니다.

※ 교환 후 보증기간 적용시점은 교환일이 아닌 제품 최초 사용 시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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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04 2. A/S 서비스 안내

나브킹덤 웹사이트(www.navkingdom.co.kr)

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고객지원센터 > A/S서비스 또는
마이 페이지 > MY제품정보 에서 A/S 신청
을 진행.

※ 제품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우선 제품 인증을 진행.
(제품 인증 절차는 제품인증 및 인증방법 페이지를 참고)

1 2

택배를 이용한 A/S 서비스

A/S 서비스 신청

나브킹덤 웹사이트를 통하여 번거로움 없이 A/S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avkingd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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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04 2. A/S 서비스 안내

1577-1770
이용시간 : 오전 09:00 ~ 오후 6:00 / 월~금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오후 12:30 ~ 1:30) 

센터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B1F 103호(우동,센텀그린타워)

연 락 처 :

고객 센터 연락처

A/S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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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04 3.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규정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환급 해당 없음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무상수리 또는 교환 해당 없음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시

제품 교환 해당 없음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유상 수리

소비자 피해 규정 제품 보증 기간 이내 제품 보증 기간 이후

동일 하자로 2회까지 고장 발생시

동일 하자로 3회째 고장 발생시

여러 부위의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무상 수리 유상 수리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유상 수리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유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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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04 3.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규정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당사에서 분실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수리용 부품이 없어서 수리 불가능 시(부품 보유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 후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부품 보유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수리 불가능 시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해당 없음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수리 가능 시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천재 지변(지진, 홍수, 폭우 등)에 의한 제품고장 시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소비자 피해 규정 제품 보증 기간 이내 제품 보증 기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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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04 3.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규정

※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낙하,충격,파손,무리한 동작 등)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당사의 A/S기사가 아닌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수리 및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당사의 지정 부품 이외의 부품, 소모품, 옵션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제품손상.

주의 사항 미 준수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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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및 업데이트05 1. 제품 인증 및 인증방법

제품 인증 방법

나브킹덤 웹사이트 (www.navkingdom.co.kr) 통한 제품 인증 방법.

구매한 N100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제품 A/S, 업데이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나브킹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MY페이지 > 
제품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1

제품 외관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 시리얼 번호
15자리를 입력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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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및 업데이트05 1. 제품 인증 및 인증방법

나브킹덤 웹사이트(www.navkingdom.co.kr)
에서 업데이트 매니저를 다운받아 PC에 설치합니
다.

1

제품에 삽입되어 있던 SD카드를 PC와 연결합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된 SD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PC의
USB 슬롯에 연결

2

업데이트 매니저 실행 시 자동 제품 등록이 진행
됩니다.
※나브킹덤 웹사이트의 ID/Password로 업데이트 매니저 로그인

3

업데이트 매니저를 통한 제품 인증 시 제품 사용 시
점 또한 등록됩니다.

4

제품 인증 방법
업데이트 매니저를 통한 제품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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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업데이트
매니저가 자동으로 필요항목을 업데이트

 사용자 업데이트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지역을 선택해 진행

제품의 SD카드를 PC에 연결합니다.
※ 업데이트 매니저가 설치된 PC

1

업데이트 매니저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나브킹덤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사용

2

업데이트 방식을 선택합니다.4

제품 인증 및 업데이트05 2. 제품 업데이트 하기

제품 업데이트 하기

다운로드가 완료된 SD카드를 제품에 연결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제품 업데이트 완료 후 자동으로 재 시작한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6

제품 정보를 선택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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