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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용 설명서는 나브킹덤에서 출시된 모델의 S/W에 대한 매뉴얼로

구입하신 모델, 업데이트된 S/W 버전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페이지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된 기호 설명

알림 사항
사용자가 알아야 할 주의 사항에 관한 설명 시 사용됩니다.

제품별 기능 표시
제품별 다른 기능에 대해 색상으로 표기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 사항
올바른 제품 사용 및 기능의 이해를 위한 세부 정보에 관한
기능 설명 및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련 팁 등에 관한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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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부팅화면에서 날씨예보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시간이 표시되는 부팅화면

1. 지도 화면 소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날씨예보

날짜 및 시간 정보

자동전환

1

2

3

※ 자동전환을 설정하시면, 부팅화면에서 확인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시간 이후 자동으로 지도화
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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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비게이션

계절별 자연환경의 변화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12가지 지도 배경을 제공합니다. 

사계절 다채로운 지도 화면

1. 지도 화면 소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업데이트 매니저를 통해 월별 지도 배경을 설정하여 업데이트 가능하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당월로 배경이 설정되어 업데이트 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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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비게이션

※ 200km에서는 지구본 모드로 실제와 동일한 위치에서 표시되는 해와 달을 볼 수 있으며, 3D맵과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볼 수 있음

나브킹덤 전자지도 15단계

1. 지도 화면 소개

[10m] [25m] [50m] [100m] [200m]

[400m] [800m] [1.6km] [3.2km] [6.4km]

[12km] [25km] [50km] [100km] [200km]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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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비게이션

항공지도 데이터를 대한민국 전 지역에 적용하여 더욱 현실에 가까운 지도를 구현하였습니다.

항공지도 지원

1. 지도 화면 소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항공지도 적용 레벨 : 50m/100m/200m/400m
※ 64GB SD카드 데이터(항공지도)가 아닐 경우, 항공지도 ON/OFF 설정 화면은

비활성화 됩니다.
※ 남북경계는 항공지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N120은 항공지도에서 레벨 변환 시, 일반지도보다 전환 속도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3D맵 모드] [항공지도 모드]

*N200S/N200/N120 지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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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주행 화면]

109

경로 있는 주행 화면

1. 지도 화면 소개

지도모드 및 레벨 변경 버튼1

블루투스 연결상태 및 주행/현재 시각2

차선정보3

주행속도 및 안전운전 정보표시

4

주행 보조 기능

5

DRG 상태 버튼 (교통정보 고려 탐색) 

6

MODE 버튼7

SPOT 버튼8

목적지 관련 정보9

다음 턴안내 정보10

주행 정보창11

３

5

7 12 8

11

1 ２

6

기능 버튼12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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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13 TPEG 뉴스

14 기능 버튼(경로 없을 때)

15 행정구역 정보

경로 없는 주행 화면

1. 지도 화면 소개

※ TPEG뉴스 닫은 화면[주행 화면]

15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1413

01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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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

블루투스 연결 표시 및 현재 시각&주행시간 표시

선택 시 현재시각 12시간/24시간제, 주행 시간이 번갈아 표시
※ 주행시간 상태에서 시계 부분을 길게 누르면 주행 시간이 초기화됨

1

2

GPS 연결 상태를 나침반 바늘 색상(비연결 시 회색)
으로 표시하며, 설정에서 자동전환 설정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나침반이 초록색으로 변경됨

GPS 연결 및 교차로 진입 시 상태 표시

(블루투스 상태 표시에 대한 설명은 기능 설명을 참고)

1. 지도 화면 소개

나침반과 경사도(              )/고도(              ) 표시

타사와 차별화된 주행도로의 고도와 경사도 값이 표시됨

지도방향 표시 및 지도모드/레벨 변경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음

[GPS상태] [자동전환 설정 구간]

01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기능은 각 항목에 따른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N120 현재시각&주행시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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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3 ※ 연속차선

1. 지도 화면 소개

일반 차선 경로 내 가장 최적의 추천 차선 표시경로 내 진행 차선

※ 경로 관련 차선 표시 외 고가/지하차도 및 버스 전용 차선 등이 표시됨
: 전방 교차로에 대한 차선 정보 표시차선 정보

01

※ 회전안내

[구간 거리 표시]

※ 차선안내

※잔여/구간 표시 : 회전 안내에서 잔여/구간으로 설정한 내용이 주행화면 차선 안내에서도 동일 적용됨

[잔여 거리 표시]

※ 차선안내

※ 회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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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주행 중 현재의 경로보다 더 좋은 우회 경로가 있는 경우 항상 표시되어
사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 표시 버튼
※ DRG (Dynamic Route Guidance) : 현재의 교통 정보를 고려한 경로 안내

DRG 상태 버튼 (교통정보 고려 탐색)4

1. 지도 화면 소개

교통정보를 고려한
우회 경로가 있는 경우
탐색 시작

현재의 경로보다
더 좋은 우회 경로를 탐색 중
※ 탐색 중에는 애니메이션 표시

※ 탐색했으나 대체 경로가 없는
경우 탐색 완료

더 좋은 경로가 탐색되면, 
애니메이션 종료됨
버튼 선택 시 경로에 대한 비교 내용
및 사용자가 경로 선택 가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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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량 버튼 선택 시 안내 음성이 음소거 상태(         )로 전환

내비게이션

도로 전방의 안전 운전 정보 표시
고정식(Red)과 이동식(Yellow) 심볼 색상으로 구분

주행속도 및 안전운전 정보 표시

현재 주행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림

차량 주행 속도 표시

5

1. 지도 화면 소개

※ 숫자 부분을 누르는 시점의 지점을
과속단속 및 방지턱 지점으로 사용자 안전운전 등록 가능

※ 통과중량∙높이 제한 표시
지하차도, 육교 등과 같은 시설물을 통과할 때
통과 가능한 차량의 중량∙높이 안내

※ 안전운전 구간 등록 팝업

01

※ 가상카메라
고가 도로 및 병행 도로의 경우 현 주행 도로의 정보가 아닌
안전 운전 정보가 표시될 때 그 도로의 속성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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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1. 지도 화면 소개

6

[ADAS]

TPEG모드

통합 턴 리스트

ADAS

방면간판

구간단속

확대도

음량

미니맵

[방면간판] [확대도] [구간단속]

[TPEG 모드] [통합 턴 리스트]

[미니맵]

※ ADAS, 방면간판, 확대도, 구간단속은 해당 이벤트가 있을 경우만 메뉴가 표시됨

[미니 턴 안내]

터미널모드
*N100/BI 지원 기능

[터미널 모드]

*N200/N120 지원 기능

주행 보조 기능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기능은 각 항목에 따른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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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1. 지도 화면 소개

6

[음량 설정]

주행 보조 기능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기능은 각 항목에 따른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음량 설정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효과음을 한 번에 설정 가능하며, 개별 음소거와 전체 음소거로 편이에 따라 설정 가능.
전체 음소거 상태 시, 음소거 상태 표시됨

※ 원형 음량조절 표시를 드래그하거나
-/+ 버튼 터치로 음량조절이 가능합니다.

TPEG모드

통합 턴 리스트

ADAS

방면간판

구간단속

확대도

음량

미니맵

터미널모드
*N100/BI 지원 기능

*N200/N120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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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MODE 버튼7

1. 지도 화면 소개

[차량 리모컨 조작 시 화면] [TRIP 버튼 선택 시 화면]

※ TRIP(트립) 버튼 선택 시 각 차종에 따른 TRIP 화면으로 전환
TRIP 화면 구성과 조작 방법은 설치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차종에 따른 TRIP 조작 설명서와 업데이트 정보는 http://www.n1sys.co.kr 에서 참조 가능
(단, TRIP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외 멀티미디어 등 다른 모드로 전환 가능 ※ 제품마다 상이함

* N200/N100 

*N120/N100BI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기능은 각 항목에 따른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http://www.n1sy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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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8

1. 지도 화면 소개

[퀵 메뉴] [검색 메뉴] [경로 메뉴] [설정 메뉴]

내비게이션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목적지 검색을 위한
검색 메뉴

탐색된 경로 정보 및
부가기능

TPEG 및 부가기능,
설정 메뉴

※ 경로가 없는 경우
일부 메뉴 비활성화 됨

SPOT 버튼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메뉴, 검색, 경로, TPEG, 설정 등의 메뉴 표시

• 최근 탐색지
• 스마트 탐색
• 등록지 관리
• 우리집 등록/탐색
• 주유소 검색
• 지점 등록

• 통합검색
• 주소 검색
• 전화번호 검색
• 주변 검색
• 분류 검색
• 테마 검색

• 경로정보
• 전체 경로
• 우회로
• 모의주행
• 경로 스크롤
• 학습 경로

• TPEG
• GPS 정보
• 시스템 정보
• LCD끄기

(N120/N100BI)
• 내비게이션 설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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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1. 지도 화면 소개

9 목적지(경유지) 정보
목적지와 관련된 정보로 남은 거리 및 도착 시간(남은 시간) 등이 표시
※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 정보가 우선 표시됨

목적지/경유지 표시 깃발9-1

9-2

※ 경유지가 있는 경우 깃발 심볼 부분 선택 시 목적지/경유지 번갈아 표시
※ 경유지가 없는 경우, 목적지 깃발 표시를 선택하면 목적지 지도화면으로 이동

현재 설정된 경로의 탐색 옵션 상태 버튼
※ 버튼 선택 시 탐색옵션 변경 및 위치보정을 할 수 있는 팝업 표시되며,

위치 보정으로 주변 도로 및 지점을 확인 후 선택해 현 위치에 대해 재설정 가능

※ 탐색 옵션 설정 팝업 ※ 위치 보정 화면

9-1 9-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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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1. 지도 화면 소개

10 전방의 다음 안내와 두 번째 안내 정보

다음 안내 시점10-1

※ 음량 아이콘 (      )선택 시 음성안내 반복 청취 가능, 길게 누를 경우 내비게이션 설정 내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안내 시점10-2

거리에 대한 구간/잔여 설정 버튼
전방 안내 시점까지의 잔여 거리와 구간 거리를 설정 가능

10-3

11 주행 정보창
주행 중의 목적지 및 경유지, 도로명, 행정명, 전체 경로 진행 상태바, 회피옵션 등의 경로정보, 
TPEG 뉴스, DMB 및 멀티미디어 재생파일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내비게이션 > 자동전환 설정에서 자동 전환 및 선택 시 변경 등의 설정이 가능

10-1
10-2

1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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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기능버튼

• 경로가 있을 경우

12

• 경로가 없을 경우

경로취소 버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경로를 취소

통합검색 버튼
통합검색 화면으로 이동

TPEG 뉴스 버튼
TPEG뉴스 타이틀을
실시간으로 표시

※ TPEG 뉴스가 표시 될 경우 최근 탐색지와 검색 버튼만 표시

지점등록 버튼
해당 위치를 관심지점으로
등록

최근 탐색지 버튼
최근 탐색지 화면으로 이동

통합검색 버튼
통합검색 화면으로 이동

1. 지도 화면 소개

기능버튼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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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1. 지도 화면 소개

14 TPEG 뉴스

15

14-2

경로가 없는 경우 실시간으로 TPEG 뉴스 제목이 표시
※ 좌측 음량 버튼으로 음성안내도 들을 수 있음

뉴스를 TTS음성으로 지원 ※ TTS(Text to speech) : 문자를 음성으로 전달

TPEG뉴스 상세보기 리스트로 전환

TPEG 뉴스 창이 닫히고 현 위치 행정구역명 정보 표시

14-314-1

14-1

14-2

14-3

행정구역 정보
경로가 없는 경우 행정구역 정보가 표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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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지도 이동 실행

지도 이동 화면

[주행 화면] [지도 이동 화면]

지도 이동 화면으로 전환21

· 지도 드래그로 실행하기

지도 화면에서 원하는 위치 지점을 선택

1. 지도 화면 소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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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지도 이동 실행

[검색 결과 화면] [지도 이동 화면]

선택한 항목이 위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전체 화면의 지도 이동 화면으로 전환

21

· 전체지도 버튼으로 실행하기

검색 결과리스트에서 원하는 지점의 항목을
선택 후 하단의 전체지도 버튼 선택

지도 이동 화면

1. 지도 화면 소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25

내비게이션

지도 이동 화면에 대한 설명

[지도 이동 화면]

1
이동한 지점의 주소 표시1

2

3

현 위치에서 이동한 지점까지의
거리 표시

2

이동한 지점을 표시하는 심볼3

4

현 위치에서 이동한 지점의
방향 표시 라인

４

기능 버튼５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지도 이동 화면

1. 지도 화면 소개

현 위치 또는 사용자가 지도 화면 상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주소 등의 지도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

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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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

5
지도 이동 후 다시 원래의 위치로 이동
원 위치 버튼

※ 결과 리스트의 전체지도 버튼을 이용해 지도 이동 화면으로 이동했을 경우 검색위치로 이동가능

설정된 경유지와 목적지 탐색 ※ 목적지 설정하지 않은 경우 지도 이동 심볼이 표시되는 지점으로 탐색

탐색 버튼

이동한 지점 주변의 시설을 검색
주변검색 버튼

이동한 지도 지점을 등록 지점으로 추가
지점등록 버튼

이동한 지점을 출발지/경유지/목적지로 설정
출발지/경유지/목적지 버튼

현 위치 주변 100m 이내의 시설물에 대한 정보 표시
시설정보 버튼

1. 지도 화면 소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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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지도 모드 및 레벨 변경 모드 실행

지도 모드 및 레벨 변경

[주행화면] [지도모드/레벨 변경 화면]

지도모드/레벨 설정 화면으로 이동21 주행화면 좌측 상단의 나침반 심볼 선택

1. 지도 화면 소개

※ 위로 드래그 시 고도각, 원근, 측면, 회전 등 지도 상세 설정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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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지도 모드 및 레벨 변경 모드 실행

지도 모드 및 레벨 변경

[지도 상세 설정 화면]

3 지도 모드/레벨 외 지도의 고도각 및 원근,
측면 조정, 회전 정도를 설정 가능

1. 지도 화면 소개

[와이드 모드]

[TPEG 모드]

※ 지형 모드는 현재 지원하지 않으며 추후 업데이트 예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N200/N120 지원 기능

*N200/N120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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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지도 모드 및 레벨 변경 모드에 대한 설명

[지도 설정 화면]

1
지도 모드 설정버튼1

사용자가 원하는 지도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로, 기본적인 지도의 모드와 레벨 외
한번에 고정/회전뷰에서 드라이브뷰로 설정 가능한 고도각 설정 및 지도의 원근, 측면, 회전 설정이 가능

4

지도 조절 메뉴 버튼4

지도 조절 메뉴별 상세 조절 바5

2

지도 모드 및 레벨 변경

1. 지도 화면 소개

※ 나침반 누를때마다 지도모드가 번갈아 표시

3D 지도 좌표계2

5

3

지형/와이드/TPEG모드 설정3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6 멀티 터치를 활용한 레벨 변경

6

※ 좌우 또는 상하의 손가락 동작으로 지도화면을
터치하여 지도레벨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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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

1

3D지도를 운전자 시점으로 표현하며, 표시 레벨 및 차선에 따라 드라이브뷰 표시 설정

드라이브뷰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지도 모드를 지원 하는 듀얼 모드로 변경

듀얼뷰

고정뷰
지도 모드를 정북 방향으로 고정

회전뷰
지도 모드를 차량 주행 방향으로 지도가 회전

3D맵뷰
3D지도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으로 표현

듀얼 화면에서만 나타나는 버튼으로 한가지 지도 모드만을 표시하는 상태로 변경

싱글뷰

1. 지도 화면 소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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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고정/회전뷰]

[드라이브뷰]

[3D맵뷰]

[듀얼뷰]

지도 모드별 화면

1. 지도 화면 소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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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

2
3D 지도 좌표계
고도각, 원근, 측면, 회전 등 사용자가 설정한 지도 설정값에 따라
3D 좌표계가 움직여 지도 설정을 미리 표시

1. 지도 화면 소개

항공 모드
항공지도를 적용하는 모드
※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모델에만 적용될 수 있음

와이드 모드

TPEG 모드
TPEG(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빠른 길안내의 시인성을 높인 전용 모드
※ 지원되는 N200 경우 주행화면 우측 주행보조 기능 버튼에서도 바로 설정할 수 있음

고해상도의 지도 화면을 더 넓게 표시하여
지도 시인성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지도 모드

3

[와이드 모드 ON] [와이드 모드 OFF]

01

* N200/N120 지원 기능

* N200/N120 지원 기능

* N200/N120 지원 기능

항공모드 지원 모델
기입

(n120,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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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4

1. 지도 화면 소개

지도조절 메뉴 별
세부 조절 바

지도 레벨 : 지도 축척 조절로, 드래그로 세부 조절 가능

고도각 : 지도의 고도각을 조절. 지도 모드를 한번에 고정/회전뷰에서 드라이브뷰까지 설정이 가능

원근 : 지도의 원근감을 조절하여, 시야 범위를 조절 가능

측면 : 지도를 좌/우 회전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설정 시 주행화면에도 적용됨

회전 : 지도를 회전시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 (*지도설정 모드에서만 이용 가능)

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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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도화면 소개

II. 목적지 검색

III. 경로 탐색

IV. 경로 안내

V. 부가 기능

VI. 부록

01. 내비게이션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1) 통합 검색 …

2) 주소 검색 …

3) 전화번호 검색 …

4) 주변 검색 …

5) 테마 검색 …

6) 분류 검색 …

7) 최근 탐색지 …

8) 등록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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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화면] [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통합검색의 검색어 입력 키패드로 이동21

통합 검색

주행화면에서 바로 통합검색 실행

통합 검색 키패드 실행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검색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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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메뉴 화면]

SPOT 메뉴의 검색 선택21

· SPOT 메뉴로 통합검색 실행

[주행화면]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선택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통합 검색 키패드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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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검색 메뉴 화면]

SPOT 검색메뉴의 통합검색 버튼 선택

[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통합검색의 검색어 입력 키패드로 이동

· SPOT 메뉴로 통합검색 실행

43

통합 검색 키패드 실행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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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키패드에 대한 설명

[통합검색 키패드 화면]

1

지역설정 버튼1

검색건수2

전체삭제 버튼3

삭제 버튼4

주소검색 버튼5

전화번호 검색 버튼6

２ ３ ４

５ 6

목적지를 검색하기 위해 명칭/주소/전화번호/등록지 등을 한번에 검색해 주는 기능으로 입력 키패드는
인텔리전트 스펠러(Intelligent Speller)를 탑재하여 단어를 입력함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

※ 인텔리전트 스펠러 (Intelligent Speller)란?
입력한 단어 뒤에 올 수 있는 철자를 자동으로
판단/추천하는 고급 기능
* 추천 글자는 푸른 라이팅 효과로 구분

87

7

8

한글/영어/숫자 전환버튼

키보드배열/순차배열 전환버튼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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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지역설정 버튼
현재 설정된 지역명 표시
선택 시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설정 페이지로 이동

전체삭제 버튼
입력한 검색어 전체를 삭제 하는 기능

검색 건수
입력하는 단어가 포함된 검색 건수로 표시되며,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변경됨

1

삭제 버튼
입력한 단어의 뒷글자 하나만 삭제 하는 기능

주소검색 버튼
주소검색 모드로 이동하여 주소로 목적지 검색할 수 있음

전화번호 검색 버튼
전화번호 검색 모드로 이동하여 전화번호로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음

2

3

4

5

6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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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키보드배열/순차배열 전환 버튼
통합 검색 키패드 자판의 배열방식을 키보드배열/순차배열로 전환해주는 버튼

한글/영어/숫자 전환 버튼
통합 검색 키패드의 자판을 한글/영어/숫자로 전환해주는 버튼

[키보드배열 키패드 화면] [순차배열 키패드 화면]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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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검색 결과 화면]

명칭 입력 : 완성형으로 입력하는 경우

예 :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인 경우
“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 모두 입력하여 검색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검색 결과 화면]

42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예 :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인 경우
중간어 “모티브시스템즈” 만 입력하여 검색

내비게이션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명칭 입력 : 중간어로 입력하는 경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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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검색 결과 화면]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명칭 입력 : 초성으로 입력하는 경우

예 :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가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인 경우
초성 “ㄴㅂㅅㅇㅌㅁㅌㅂㅅㅅㅌㅈ”만을 입력하여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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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주소 입력 : 행정구역 ‘동’으로 입력하는 경우 ※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검색 가능

예 :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의 행정구역 동이 “삼성동”인 경우
“삼성동” 또는 “삼성1동“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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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주소 입력 : 행정구역 ‘동’으로 입력하는 경우 ※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검색 가능

예 : 검색하고자 하는 주소의 행정구역 동이 “삼성동”인 경우
“삼성동” 또는 “삼성1동“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검색한 행정구역 영역이 우측 지도에 표시

01

[검색 결과 화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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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검색 결과 화면]

통합 검색
주소 입력 : 도로명 및 지번 주소의 ‘건물 번호/번지’로 입력하는 경우

※ 주소명 뒤에 건물번호나 번지를 입력하여 검색 가능

예 : 검색하고자 하는 지점이 테헤란로 인 경우
“테헤란로511”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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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검색 결과 화면]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전화번호 입력
예 : 검색하고자 하는 전화번호가 “051-746-5203”인 경우

“051-746-5203” 또는 “0517465203” 또는 “051-7465203” 또는 “051746-5203” 
을 입력하여 검색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전화번호 입력 형식 : 051-746-5203 / 0517465203 / 051-7465203 / 051746-52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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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키패드 화면] [검색 결과 화면]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등록지 입력 : 사용자가 등록한 등록지로 입력하는 경우

※ 등록지 관리 내 항목을 통합검색에서 검색 가능

예 : 등록한 지점 중 “우리집＂을 통합검색으로 검색하는 경우
“우리집” 입력하여 검색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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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결과 초기 화면에 대한 설명

[통합 검색 결과에 대한 초기 화면]

1
통합검색 버튼
* 선택 시 통합검색 키패드 화면으로 이동

1

검색어 표시2

검색된 결과의 리스트 수 표시3

이전/닫기 버튼
* 통합 검색 종료 후 현 위치로 이동

4

검색 결과 리스트5

검색 결과 중 개별 항목을 선택 하기 전 모든 지점들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명칭은 같으나 위치가 다른 곳들을 지도화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

통합 검색

2 3

6

4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5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7

6 검색 결과 지점이 표시된 지도
* 지도 이동 후 상단의 이전버튼 선택 시

모든 검색결과 지점이 표시된 화면으로 다시 이동

7 기능 버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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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결과에 대한 초기 화면]

통합 검색 결과 중 항목을 선택 하기 전 초기도움말이 표시 되어 건수, 설정된 지역, 설정된 반경을 표시
지역 또는 반경에 대해 재설정 후 입력된 검색어로 재 검색 가능

통합 검색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본 화면은 N100/BI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통합 검색 결과 초기 화면에 대한 설명

초기 도움말
* 검색 결과에 대해 현재 설정된 지역과

반경 상태를 볼 수 있으며, 
지역 및 반경을 재설정 할 수 있음
※ N100/BI에서만 제공되는 UI

8

9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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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결과 화면]

색인9

리스트 점프바10

검색 지점

검색 지점 상세정보 보기 버튼

검색 결과 중 원하는 항목 선택 시 우측에 해당 항목의 위치에 대한 지도가 표시되며, 그룹 검색 지점의 경우
리스트 선택 시 그 지점의 주차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음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통합 검색 결과 리스트에 대한 설명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9

11

13

12
11

12

10

리스트 확장버튼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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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

통합 검색 메뉴 버튼
통합 검색의 입력 화면(키패드)으로 바로 이동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1 2 3 4

검색어 표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표시되며, 검색어가 길어질 경우 검색어 표시 부분을
좌/우로 드래그 하여 검색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그룹 검색 항목을 선택 시 선택한 항목들이 상단에 표시되는데, 상단의 이전버튼을 선택하여 단계별 이전 화면

으로 이동하거나 해당 항목 부분을 선택 시 바로 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음

2

3 검색된 결과의 리스트 수 표시
※ 검색 결과 리스트 항목 선택 전 경우 결과리스트 항목 수를 표시하며,

리스트 항목을 선택 후는 전체 건수 중 몇번째인지 순서를 표시

4
이전/닫기 버튼
※ 닫기 버튼 경우 통합검색을 종료 후 지도 화면으로 이동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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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5 검색 결과 리스트

입력한 검색어에 따른 검색 결과리스트로 선택 후 목적지로 설정 가능
※ 자세한 설명은 10,11번에서 참고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6 검색 결과 지점이 표시된 지도

검색 결과에 따른 지점이 표시되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결과 리스트 초기 화면 : 검색 결과 전체에 대한 지점이 표시되어 검색된 지점의 분포 및 위치를 확인
결과 리스트 항목 선택 시 : 선택한 항목의 지도 상의 위치 및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표시
※ 하단의 전체지도 버튼 선택 시 전체화면으로 지도를 볼 수 있음

[검색 결과 초기 화면] [항목 선택 시 지도 화면]

※ 검색 결과 초기화면 경우는 N200/N120 모델에서만 지원되는 사양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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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7 전체지도 버튼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우측 지도 화면을 전체 지도화면으로 표시

검색 필터 버튼

검색 지점에 대한 현 위치에서의 방향(정북, 차량진행)을 설정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거리 반경으로 검색 결과를 재설정 가능
※ 지역설정 경우 하단의 상세검색 체크할 경우 좀 더 상세히 설정할 수 있음
※ 필터설정 내역은 다음 변경시까지 유지됨

[검색지점 방향 설정] [반경 설정]

01

[지역 설정]

※ 검색 지점 방향을 변경할 경우 모든 메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재는 필터 기능이 있는 메뉴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나 추후 전체 메뉴로 확장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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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주변검색 버튼

8

선택한 지점 주변의 시설물을 검색 (주변검색 화면으로 이동)

등록 버튼

선택된 리스트 항목의 지점 또는 지도에서 이동하여 선택한 지점을
등록지로 설정

경유지 / 목적지 버튼

선택한 지점을 경유지/목적지로 설정
※경유지 깃발의 숫자는 설정 된 경유지의 순서를 의미하며, 목적지가 설정되면 ‘G’ 표시됨

탐색 버튼
검색 결과 리스트 중 목적지로 설정된 항목 또는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선택된 항목의 지점으로 탐색

2. 목적지 검색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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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9 색인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사용자가 좀 더 쉽고 빠르게 검색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표시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다음 글자에 대해 색인이 적용되며, 

완성형의 검색인 경우 영어,숫자,특수기호 순 / 초성 검색인 경우 모음 순으로 정렬

10 리스트 점프바

검색 결과에 대한 색인을 표시하여 많은 양의 리스트에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
한 검색 보조 기능
점프의 색인 부분을 선택 시 해당 문구가 표시되는 리스트의 위치로 이동
※ 리스트 우측 점프바에서 위/아래로 드래그 시 좌측 이미지처럼 활성된 색인이 크게 표시되어

선택되고 있는 점프를 알수 있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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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1 검색 지점 (POI)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12-1
12-3

• 일반 검색 지점

12-2

12-4

검색 지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검색 지점의 브랜드 또는 종류에 대한 심볼,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고려해 검색지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표시하여
최적의 검색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거리의 경우 현 위치와 검색지점까지의 직선거리를 표시한 후 실 거리를 표시함

(현재는 직선거리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 예정)

※ POI (Point of Interest) : 주요 시설물, 역, 공항, 터미널, 호텔 등 시설물에 대해 전자 수치 지도에 표시하는
데이터, 보통 지도상에 표시되는 시설물을 일컬음

※ 모든 검색 결과리스트에서
동일하게 표시되고, 지점 정
보 경우 메뉴에 따라 표시되
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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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1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분류별 항목을 대표하는 심볼로 일반 심볼과 브랜드 심볼로 표시
검색 지점 심볼 (POI)12-1

일반 심볼 종류 브랜드 심볼의 예

음식 숙박 의료 금융 관광/레저 쇼핑/편의 교통

차량 문화/
종교/예술

공공기관 교육 경조사기업/시설 건물시설

신세계백화점

나브킹덤 장착점

※ 해당 검색지점(POI)가 유명 지점인 경우 별 표시로 구분됨

지도 모드에 따라 방향이 구분되어 표시
현 위치에서 검색 지점까지의 거리/방향 표시12-2

* 정북 방향

※ 리스트 하단의 필터 기능을 사용해 변경 가능

* 차량 진행 방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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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1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12-1 12-3

12-2

12-4

검색된 지점이 시설물, 주소 등에 따라 해당 지점을 알려주는 명칭
검색 지점 명칭12-3

검색 지점의 주소, 전화번호, 시설물 정보가 있는 경우 상세정보 버튼 표시
지점의 사진 정보가 있는 경우 사진 표시
※ 메뉴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는 상이할 수 있으며, 정보가 없는 경우 표시되지 않음

검색 지점 정보12-4

리스트 우측 상세정보 버튼 [상세정보 분할화면] [상세정보 전체화면]

※ 모든 검색 결과리스트에서
동일하게 표시되고, 지점 정
보 경우 메뉴에 따라 표시되
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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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11 • 그룹 검색 지점

검색 지점 중 병원, 대학교, 백화점 등과 같이 시설 정보가 많은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됨

12-5

해당 검색 지점의 주차장 및 건물, 시설물, 부속시설, 상가 등에 대한 정
보를 볼 수 있음

그룹 검색 지점 상세정보 보기 버튼12-5

13
버튼 드래그 시 리스트가 화면 끝까지 확장되며 보이지 않던 정보가 모두 표시
리스트 확장 버튼 (좌/우로 확장/축소 가능)

12
※ 자세한 설명은 이전 페이지 ‘12-4번’ 내용 참고
검색 지점 상세정보 보기 버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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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검색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SPOT 메뉴 화면]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검색 버튼 선택21

주소 검색 실행

[주행화면]

· SPOT 메뉴로 주소 검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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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검색

내비게이션

[SPOT 검색메뉴 화면]

SPOT 검색메뉴의 주소 검색 선택 주소 검색으로 이동

[주소 검색 화면]

43

2. 목적지 검색

주소 검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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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통합검색 키패드 화면] [주소 검색 화면]

통합 검색 키패드 하단의 주소 버튼 선택 주소 검색으로 이동21

2. 목적지 검색

주소 검색
주소 검색 실행

· 통합 검색에서 주소 검색 실행

※ 상단에 이동된 상태에 대한 아이콘을 볼 수 있음
선택 시 이전 화면으로 이동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통합검색 재진입시, 이전에
설정한 지역정보 적용되어

있음 문구 추가

※ 통합검색 재진입 시, 최종 검색한 지역 정보로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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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주소 검색 화면] [번지입력 키패드 화면]

원하는 주소 단계별로 선택 후 하단의 건물번호
또는 아파트 버튼 선택

건물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에서 입력
창에 건물번호 입력

21

※ 지번 주소 리스트 경우 하단에 번지 검색 버튼이 표시

2. 목적지 검색

주소 검색
주소 검색 실행

· 주소 검색에서 건물번호/번지 및 아파트 검색 방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지번 주소 경우 번지로, 도로명 주소 경우 건물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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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번지입력 후 화면] [아파트 검색 결과리스트]

찾는 건물번호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 건물번호의 위치로 지도 이동

※ 아파트로 검색 경우,
검색된 지점이 모두 우측 리스트에 표시되고, 
항목 선택 시 해당 지점의 위치를 볼 수 있음

3

2. 목적지 검색

주소 검색
주소 검색 실행

· 주소 검색에서 건물번호/번지 및 아파트 검색 방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지번 주소 경우 번지로, 도로명 주소 경우 건물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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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주소 검색에 대한 설명

[주소 검색 화면-전체검색]

단계별 선택한 주소 정보 표시1

시/군/구 리스트3

읍/면/동 리스트4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주소를 입력하여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을 단계별 리스트를 제공해서 한 눈에 쉽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2 3 4

리스트 점프바5

1

시/도 리스트2

2. 목적지 검색

주소 검색

※ 여러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멀티리스트에
서는 1단계 리스트에서 한번에 3단계 리스
트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이전으로 이동하
는 것도 가능함

5

기능버튼6

※ 검색 결과에 대한 색인을 표시하여
원하는 주소명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

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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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지번/도로명 주소 버튼

6

번지/건물번호 입력 버튼

※ 부분별 기능 설명

아파트 입력 버튼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 주소검색 리스트 3단계에서 표시

주소 체계에 대한 선택이
가능

번지 및 건물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 화면으로 이동
※ 지번주소 경우 번지, 도로명 주소 경우는 건물번호를 입력

입력한 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리스트 표시

2. 목적지 검색

초성 검색 버튼
주소의 초성을 입력하여 목적지를 빠르게 검색

※ 기능에 대한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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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주소 검색에 대한 설명 – 초성검색

[주소 검색 화면-초성검색]

단계별 선택한 주소 정보 표시1

한글/영어/숫자 키패드 필터3

기능버튼4

주소의 초성을 입력하여 목적지를 빠르게 검색하는 기능
우측 키패드에서 목적지 초성을 입력해서 빠르게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2

3

1

초성검색 리스트2

2. 목적지 검색

주소 검색

※ 우측 키패드에 입력한 초성에 해당
하는 지역만 표시

※ 전체주소 버튼을 선택하면 이전
단계별 주소 검색 화면으로 전환

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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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SPOT 메뉴 화면]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검색 버튼 선택21

[주행화면]

전화번호 검색
전화번호 검색 실행

· SPOT 메뉴로 전화번호 검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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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검색

내비게이션

[SPOT 검색메뉴 화면]

SPOT 검색메뉴의 전화번호 검색 선택3

2. 목적지 검색

전화번호 검색 실행

· SPOT 메뉴로 전화번호 검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전화번호 검색 화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전화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선택
※ 지역선택 시 지역번호 자동 입력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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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검색

내비게이션

[전화번호 검색 화면]

6

2. 목적지 검색

전화번호 검색 실행

· SPOT 메뉴로 전화번호 검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검색 결과 화면]

검색한 전화번호에 대한 결과리스트로 이동
※ 검색 지점에 대한 현 위치에서의 방향과 거리가 표시되어

좀 더 쉽게 검색 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5 전화번호검색 재진입 시, 지역설정으로 저장
된 지역의 지역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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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검색

내비게이션

[통합검색 키패드 화면] [전화번호 검색 화면]

통합 검색 키패드 하단의 전화 버튼 선택 21

전화번호 검색 실행

2. 목적지 검색

· 통합 검색 키패드로 전화번호 검색 실행

01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전화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선택
※ 지역선택 시 지역번호 자동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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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검색 결과 화면]

검색한 전화번호에 대한 결과리스트로 이동
※ 검색 지점에 대한 현 위치에서의 방향과 거리가 표시되어

좀 더 쉽게 검색 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43

전화번호 검색 실행

2. 목적지 검색

전화번호 검색

· 통합 검색 키패드로 전화번호 검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전화번호 검색 화면]

전화번호검색 재진입 시, 지역설정으로 저장
된 지역의 지역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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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통합검색 키패드 화면] [검색 결과 화면]

통합검색 키패드 하단 숫자 버튼 선택 통합검색 숫자 키패드로 이동
입력창에 검색할 전화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선택
※ 결과 리스트는 이전 페이지와 동일

21

2. 목적지 검색

전화번호 검색

· 통합 검색으로 전화번호 검색 실행

전화번호 검색 실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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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검색 결과 화면]

검색에 대한 결과 화면으로 이동3

2. 목적지 검색

전화번호 검색

· 통합 검색으로 전화번호 검색 실행

전화번호 검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전화번호검색 재진입 시, 지역설정으로 저장
된 지역의 지역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됨

4

[전화번호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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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검색

내비게이션

[SPOT 메뉴 화면]

21

주변 검색 실행

[주행화면]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검색 버튼 선택

2. 목적지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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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SPOT 검색메뉴 화면] [주변검색 화면]

SPOT 검색 메뉴의 주변검색 버튼 선택 주변검색 카테고리 화면 좌측 리스트에서
기준 항목을 선택 후 우측 화면에서 원하는
시설물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검색이 시작됨

43

주변 검색 실행

2. 목적지 검색

주변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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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검색 화면] [주변검색 상세카테고리 화면_커피 전문점]

하단의 상세검색 을 선택 후 우측 화면의
시설물 카테고리 중 원하는 항목 선택
(예:커피전문점)

선택한 항목의 상세카테고리 화면으로 이동21

주변 검색 상세 카테고리 이용한 검색

※ 주유소/커피전문점 경우 선택해둔 상태를 저장해서
다음 이용 시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 가능함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주변 검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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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검색에 대한 설명

[주변검색 카테고리 화면]

1

현위치 주변1

경로 주변2

경유지 주변3

２

３

４

６

４

５

６

목적지 주변

주변검색 상세 카테고리

상세검색

현위치/경로 또는 경유지/목적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카테고리 항목에 대한 주변시설물 검색
※ 경로 유/무에 따라 좌측 리스트의 기준 항목은 달라질 수 있음

※ 다음 페이지에 설명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주변 검색

※ 주유소, 커피전문점에 한해
상세브랜드 설정 저장 시
표시 심볼

01

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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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대한 설명

[주변검색 상세 카테고리 화면]

상세검색 선택 항목을 저장하는 옵션7

상세 카테고리8

기능버튼9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7

주변검색 항목 화면에서 하단의 상세검색 선택 시 표시되는 화면
분류별 상세한 브랜드별 검색이 가능하며, 주유소/커피전문점 경우 설정값 을 저장할 수 있음

9

※ 주유소/커피전문점
두 항목에 대해 저장 옵션 적용됨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주변 검색

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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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위치 주변1

현재 위치 주변을 기준으로 검색

※ 부분별 기능 설명

2

3

경로 주변
설정 된 경로 주변을 기준으로 검색

경유지 주변
설정 된 경유지 주변을 기준으로 검색 ※경유지는 1~12개 까지 표현이 가능

４ 목적지 주변
설정 된 목적지 주변을 기준으로 검색

６

５

상세검색
상세검색 선택 시 선택된 분류의 상세 브랜드 카테고리 선택 가능

주변검색 카테고리 버튼
주변 검색을 위한 16개의 분류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 상세 브랜드 설정 옵션 저장 시 좌측 이미지처럼 구분되어 표시됨
(주유소 및 커피전문점만 적용)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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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검색 상세 카테고리
선택한 분류에 대한 브랜드별 카테고리 리스트를 표시

8

9

7
저장
체크 시 사용자가 선택 한 브랜드 리스트를 기억해 해당 항목만 검색함

전체선택 버튼
해당 카테고리 항목전체를 선택

전체해제 버튼
카테고리 내 선택된 항목들을 모두 선택해제 시킴

확인 버튼
항목 선택 후 확인버튼 선택 시 선택한 항목에 대한 검색결과리스트로 이동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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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검색 결과에 대한 설명

[주변 검색 결과 화면]

1

결과 리스트 항목1

색인2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주변 검색의 결과는 최대 50개이며 현 위치로부터 직선거리 순으로 정렬됨
※ 정렬 방식을 변경 시 경로 거리 순으로 정렬 가능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주변 검색

※ 경로주변으로 검색 시 검색 결과화면

2

기능버튼3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상세 검색으로 브랜드 검색 시 색인이 표시

01

3



84

주변 검색 결과에 대한 설명 ※ 주유소 상세정보

[주변 검색 결과 화면 - 주유소리스트]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주변 검색

선택된 주유소 주소/전화번호 정보1

선택된 주유소 유가정보2

1

선택된 주유소 시설정보3

유가정보와 갱신 날짜를 표시
※ 제품에 따라 표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

※ 주유소 내 존재하는 시설에 대해 유/무 표시

주유소의 경우 선택된 리스트 우측 지도화면에서 상세정보 버튼을 선택할 경우
해당 주유소의 주소, 전화번호, 유가정보, 시설정보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음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상세정보 선택 전 화면

2

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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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분별 기능 설명

검색 지점 심볼과 현 위치에서 검색지점까지의 방향/거리
※ 경로 주변으로 검색 시 진행 방향 좌측/우측으로 표시

검색 지점 명칭

검색 지점 정보

1-２

1-１

1-３
1-１

[현 위치 주변으로 주유소검색 시] [경로 주변으로 주유소 검색 시]

1-1

1-２

1-３

일반적으로 검색 지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상세정보가 있는 경우 상세정보 심볼이 표시되며, 
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표시되는 항목으로 해당 지점의 유가정보가 표시
※ 제품 사양에 따라 표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음

[현 위치 주변으로 패스트푸드 검색 시] [경로 주변으로 패스트푸드 검색 시]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결과 리스트 항목 (일반 분류와 주유소 검색 시 표시 정보가 다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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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분별 기능 설명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색인
상세 검색에서 브랜드 선택 시 해당 브랜드의 색인이 표시되며,
브랜드 경우 색인에 검색된 브랜드 수가 표시

3 기능버튼 : 정렬
결과리스트의 정렬 방식을 경로 거리순/거리순/가격순 중 선택
※ 브랜드 순 체크 시 검색 결과가 브랜드 순으로 정렬되며,

주유소 유가 정보 경우 상단의 설정 버튼을 선택 해 설정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음

01

※ 정렬/필터 설정 내역은 다음 변경 시까지 유지됨
경로거리순으로 지정 시에는 거리순으로 변경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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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검색

21

테마 검색 실행

[SPOT 메뉴 화면][주행화면]

여행함에 있어 필요한 검색 데이터를 테마로 분류하여 제공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검색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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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검색 메뉴 화면]

[테마 검색 화면]

SPOT 검색 메뉴의 테마검색 버튼 선택 테마 검색 화면으로 이동43

테마 검색 실행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테마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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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검색

[주행화면] [SPOT 메뉴 화면]

21

분류 검색 실행
검색 데이터에 대하여 음식점, 숙박, 금융 등 업종별로 쉽게 분류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음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검색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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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검색 메뉴 화면] [분류 검색 화면]

SPOT 검색메뉴의 분류 검색 버튼 선택 분류 검색 화면으로 이동43

분류 검색 실행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분류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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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검색 화면] [전체 분류시설 리스트 화면]

단계별 시설물이 분류되어 있음
하단의 전체시설 선택 시 분류 시설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

시설물 전체가 표시되는 리스트로 우측의 초성
필터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항목으로 이동
※ 하단의 카테고리버튼 선택 시 분류검색 화면으로 이동

21

분류 검색 실행

· 전체시설 선택 시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분류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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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필터 화면]

상세리스트에서 하단 필터버튼 선택 원하는 검색 필터 종류를 선택21

분류 검색 실행

· 전체시설 선택 시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분류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전체 분류시설 리스트 화면]

※ 필터 설정 내역은 다음 변경시까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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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탐색지

[최근 탐색지 화면]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최근 탐색지 선택 최근 탐색지 화면으로 이동21

지도화면에서 최근 탐색지 실행

[주행화면]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최근탐색지 이미지 변경
우리집/즐겨가기 표시안되는

것으로 사양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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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화면] [SPOT 퀵메뉴 화면]

SPOT메뉴에서 최근 탐색지 실행

21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퀵메뉴의 최근 탐색지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최근 탐색지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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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탐색지에 대한 설명

[최근 탐색지 화면]

우리집/즐겨가기 항목1

최근 탐색한
출발지/경유지/목적지 항목
※ 시간순으로 표시

2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최근 안내 지점에 대해 등록된 리스트로 탐색 된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가 날짜순으로 표시되며,
자주 사용하는 우리집 및 즐겨가기 항목은 항상 리스트 상위에 표시하여 편이성을 더함

3 기능 버튼

2

등록된 우리집/즐겨가기가 있을 경우
상위에 표시
※ 우리집/즐겨가기 등록이 없는 경우는

리스트에 표시되지 않으며, 최대 3개까지 표시
(우리집 1,즐겨가기 1, 즐겨가기 2)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최근 탐색지

1

3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최근탐색지 이미지 변경
우리집/즐겨가기 표시안되는

것으로 사양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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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분별 기능 설명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우리집/즐겨가기 항목

지점 심볼과 현 위치에서 검색지점까지의 방향/거리

지점이 등록되거나 탐색된 시간, 지점 주소 등이 표시
※ 지점 정보는 메뉴마다 다를 수 있음

지점 명칭

지점 정보

1-２

1-１
1-３

1-1

1-２

1-３

2 최근 탐색한 출발지/경유지/목적지 항목
1-２

1-１
1-３

3

삭제 버튼 ※ 그 외 기능은 통합 검색 결과 리스트와 동일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01

등록 버튼
등록지 종류를 설정할 수 있는 팝업에서 등록지 설정 가능



97

[최근 탐색지 화면] [등록지 종류 선택 팝업화면]

하단 기능 버튼 중 등록 버튼 선택 등록지 설정 팝업 내 등록지 종류 항목 선택
(예. 즐겨가기 2선택)
※ 우리집, 즐겨가기 경우 이미 등록된 지점이 있어도 선택 시 등록 가능

21

· 현 위치 및 최근 목적지를 우리집/즐겨가기 등록

최근 탐색지 활용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최근 탐색지

01

• 최근탐색지 이미지 변경
우리집/즐겨가기 표시안되는

것으로 사양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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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탐색지 화면]

즐겨가기로 등록되어 표시됨3

최근 탐색지 활용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최근 탐색지

· 현 위치 및 최근 탐색지를 우리집/즐겨가기 등록

01

• 최근탐색지 이미지 변경
우리집/즐겨가기 표시안되는

것으로 사양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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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탐색지 화면] [최근 탐색지 삭제 화면]

최근 탐색지 하단의 삭제 버튼 선택 삭제 할 항목을 선택
※ 삭제 항목으로 선택되면 붉은색으로 변경되며, 
개별 또는 다중선택이 가능함. 하단의 전체 선택/해제 시
한번에 삭제 항목으로 설정 가능

21

· 항목 삭제하기

최근 탐색지 활용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최근 탐색지

01

• 최근탐색지 이미지 변경
우리집/즐겨가기 표시안되는

것으로 사양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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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탐색지 편집 화면] [최근 탐색지 화면]

선택 항목 우측 하단의 삭제버튼 선택 항목 삭제됨43

· 항목 삭제하기

최근 탐색지 활용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최근 탐색지

01

• 최근탐색지 이미지 변경
우리집/즐겨가기 표시안되는

것으로 사양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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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주행화면] [SPOT 퀵메뉴 화면]

SPOT 메뉴에서 등록지 관리 실행

21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퀵메뉴의 등록지 관리 버튼 선택 시
등록지 관리 화면으로 이동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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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화면]

우리집/즐겨가기 항목1

최근 등록한 등록지점 항목2

우리집 또는 즐겨가는 곳 및 사용자가 지정한 지점을 등록지로 설정해 해당 지점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
등록지는 이름/날짜/아이콘/그룹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고, 수정 및 삭제 관리가 가능함
※ 등록된 우리집/즐겨가기 항목은 항상 상위에 두어 사용의 편의성을 더함

3 항목 추가 버튼

2

등록지 관리 리스트에 대한 설명

5

4 기능 버튼1

[등록지 관리 정렬 화면]

4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3

5 리스트에서 선택된 항목의 지도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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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그룹순” 정렬 화면]

등록지 그룹 항목1

2

등록된 등록지를 같은 속성 및 아이콘 그룹별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하단의 정렬버튼으로 볼 수 있음
그룹 리스트는 일반 등록지와 안전운전 및 회피지 그룹으로 나뉘며, 폴더 내 항목 수를 함께 표시
※ 우측 요약정보 화면에 일반 그룹지 수량과 안전운전 및 회피지 그룹의 유/무를 표시.

3

회피지 그룹 항목

등록지 관리 리스트에 대한 설명 : 그룹별

기능 버튼

1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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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삭제 화면]

1

2

우리집/즐겨가기 지점 중 원하는 항목 혹은 전체 리스트를 한번에 삭제할 수 있음

1

리스트 전체 선택/해제 버튼

등록지 관리 삭제 리스트에 대한 설명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2

선택된 리스트 삭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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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명칭 수정 화면]

1

속성 수정 화면으로 전환1

수정할 항목의 명칭2

등록지 관리 화면에서 하단의 수정 버튼을 선택 시 명칭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4

3 명칭 입력어 전체삭제/삭제 버튼
2

등록지 관리 명칭 수정 화면에 대한 설명

3

4 명칭 입력 확인 버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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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속성 수정 화면]

1

우리집/즐겨가기/등록지 항목에 대한 심볼을 변경하고, 해당 지점을 회피지로 설정할 수 있음

등록지 관리 속성 수정 화면에 대한 설명

명칭 수정 화면으로 전환1

수정할 항목의 심볼 및 명칭2

3 수정할 항목의 등록지 종류 메뉴

4 수정할 항목의 안내음성 설정

3

• 우리집 :  6가지 타입 심볼
• 즐겨가기 : 20가지 타입 심볼
• 일반 등록지 : 20가지 타입 심볼
• 안전운전 : 3가지 타입 심볼
• 회피지 : 선택 지점을 회피지로 설정

4
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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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 등록지 모드

우리집

등록지

즐겨가기

등록지 그룹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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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 등록지 모드

안전운전
등록 회피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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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지점 등록 하기

[주행화면] [지도 이동 화면]

21 주행화면에서 지도 화면을 선택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지도 이동

원하는 지점으로 지도 이동한 후 하단의
등록지점 버튼을 선택
※ SPOT을 이용해 등록지관리 메뉴로 확인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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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주행화면에서 지점 등록 하기

[등록지 종류 팝업] [지도 화면]

43 등록지 종류 팝업에서 등록지 종류를 선택 선택한 등록지 종류로 지점 등록됨

※ 상세편집 체크 후 등록지 종류를 선택한 경우 등록지 관리
명칭수정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여 명칭/속성 수정이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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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근접한 지점 설정 시 등록지 추가하기

[주행화면] [등록지 관련 안내 팝업]

21 원하는 지점에서 하단의 등록지점 버튼 선택 이미 근접한 지점에 등록지가 있는 경우 관련
안내 팝업에서 추가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112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근접한 지점 설정 시 등록지 추가하기

[추가 선택 시 : 등록지 종류 팝업]

3 등록지 종류 팝업에서 등록지 종류를
선택하면 등록지로 바로 등록됨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등록지로 추가 등록]

4 등록지로 지점 추가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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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근접한 지점 설정 시 등록지 수정하기

[주행화면] [등록지 관련 안내 팝업]

21 원하는 지점에서 하단의 등록지점 버튼 선택 이미 근접한 지점에 등록지가 있는 경우 관련
안내 팝업에서 수정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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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근접한 지점 설정 시 등록지 수정하기

[수정 선택 시 : 등록지관리 화면]

3 근접한 지점이 있어 수정을 한 경우,
등록지 관리 화면으로 이동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등록지관리 화면으로 이동]

하단 수정버튼 선택 시 명칭 및 속성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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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관리 리스트 화면] [지점 추가 방법 팝업 화면]

등록지 관리 활용

21 리스트에서 항목 추가 버튼 선택 지점 추가 방법 팝업에서 지도이동 버튼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지도 이동으로 등록지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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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지도 이동 화면] [등록지관리 리스트 화면]

등록지 관리 활용

43 원하는 지점으로 지도를 이동한 후 하단의
등록지 종류 중 원하는 버튼 선택

해당 지점이 등록지로 추가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우리집, 즐겨가기는 이미 등록된 지점이 되어 있어도 새로 등록되며, 안전운전 경우 안전운전구간등록 팝업이 표시되어 세부 설정 가능

· 지도 이동으로 등록지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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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관리 리스트 화면] [지점 추가 방법 팝업 화면]

등록지 관리 활용

21 리스트에서 항목 추가 버튼 선택 지점 추가 방법 팝업에서 통합검색 버튼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다른 검색 방법으로 등록지 추가하기
※ 주변검색, 최근 탐색지 등도 해당 메뉴로 전환되어 원하는 검색지점을 선택해 등록지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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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통합검색 화면] [통합검색 결과화면]

등록지 관리 활용

43 원하는 지점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 선택 원하는 지점을 선택 후 등록지 선택
※ 예시로 등록지로 설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우리집, 즐겨가기 경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새 지점으로 등록됨

· 다른 검색 방법으로 등록지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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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관리 화면]

등록지 관리 활용

5 검색결과 중 선택한 지점이 등록지로 설정됨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다른 검색 방법으로 등록지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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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등록된 지점 삭제

[등록지 관리 화면] [등록지 관리 편집 화면]

21 등록지 관리 리스트 화면에서 하단의 삭제
버튼 선택

편집화면에서 삭제를 원하는 항목의 리스트
선택 후 하단 삭제 버튼 선택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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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편집 화면]

3 명칭 수정 화면에서 원하는 명칭으로 키패드
에서 입력한 후 확인 버튼 선택 시 변경됨
※ 입력창 좌측의 속성 수정 선택 시 속성 편집 화면

으로 이동

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등록된 지점 명칭 및 심볼 등 속성 변경

[등록지 관리 화면]

21 등록지 관리 리스트 화면에서 하단의 수정
버튼 선택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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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2. 목적지 검색

등록지 관리
등록지 관리 활용

[ 명칭 편집 화면] [아이콘 편집 화면]

43 명칭 편집 화면에서 원하는 명칭으로 키패드
에서 입력한 후 확인 버튼 선택 시 변경됨

원하는 심볼로 변경이 가능하며 하단의 확인
버튼 선택 시 변경됨

※ 입력창 좌측의 속성 편집 선택 시 속성 편집 화면
으로 이동

※ 일반 등록지를 회피지로 변경하거나 안내음성 설정
도 변경 가능함

· 등록된 지점 명칭 및 심볼 등 속성 변경

01

• 속성관리에서 이미 지정된
우리집/즐겨찾기 지점도

아이콘 변경 가능한 이미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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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도화면 소개

II. 목적지 검색

III. 경로 탐색

IV. 경로 안내

V. 부가 기능

VI. 부록

01. 내비게이션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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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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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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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 [경로탐색 진행 중 화면]

다양한 목적지 검색 방법으로 목적지 선택
후 탐색 선택

목적지에 대한 경로 탐색 진행 중 화면
※ 닫기 버튼 선택 시 경로 탐색 취소

21

경로 탐색
경로 탐색 실행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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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보기 화면] [주행 화면]

경로가 탐색되면 경로구간과 정보를 볼 수
있는 경로보기 화면으로 이동
※ 상단 이전/종료 버튼 선택 시 탐색 취소

안내 버튼 선택 시 경로 안내 시작43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경로 탐색 실행

경로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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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탐색 중 팝업에 대한 설명

[경로 보기 화면]

탐색옵션 심볼1

탐색된 출발/목적지 명2

경로 탐색 취소 (닫기 버튼)3

상세검색4

3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경로 탐색

위치보정5

탐색 중인 경로에 대한 간략 정보와 탐색옵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목적지가 복합 시설물인 경우 좀 더 상세
히 검색할 수 있음

2

4

복합 시설물인 경우 하위시설 정보가
있어 상세히 검색이 가능한 경우 버튼이
활성 되며, 좌측에 해당 건물 수/건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음

5
맵 매칭 오류가 있을 경우, 주변도로를 재
설정하여 위치보정을 할 수 있음
※ 위치보정 메뉴 설명 참고

※ 심볼 선택 시 다른 옵션을 선택해 재탐색 가능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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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보기에 대한 설명

[경로 보기 화면]

설정경로 표시 (출발/경유/목적지)1

이전, 닫기 버튼2

지도 위 경로표시3

탐색 옵션별 버튼4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3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경로 탐색

기능버튼5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와 함께 요금정보, 소요시간, 주행거리 표현

6

탐색 옵션별 주요도로6

7 비활성 된 탐색 옵션 선택 시
해당 옵션으로 추가 탐색됨

※ 설정 > 내비게이션 > 경로탐색에서
각 탐색 옵션항목에 대한 자동 탐색
여부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에서 활성
된 탐색 옵션만 자동 탐색됨

2

7

1

4

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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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설정경로 표시
사용자가 설정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표시

１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2

이전/닫기 버튼

지정된 경로가 취소됨
이전 버튼의 경우 경로보기 화면에 따라 이전화면으로 이동

지도 위 경로표시
경로 전체가 표시되는 레벨의 지도에 활성화 된 옵션에 대한 경로를
옵션 별 색상의 라인으로 표시
※ 선택된 옵션의 경로 라인이 지도에서 가장 위에 표시됨

3

추천 무료 ECO 사용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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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1-1

고도 그래프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도로에 대한 고도를 표현한 그래프

경로 정보
각 옵션 별 탐색된 경로에 대한 통행료/소요시간/경로 총 거리 표시

1-２

1-1

1-２

1-３

1-3 1-4

1-4 주요도로
하단 주요도로버튼 선택 시 경로옵션 별 경로의 주요도로 표시

경로 탐색 옵션 종류
경로에 대한 추천/무료/ECO/사용자 4가지 탐색 옵션

1-5 회피위반
경로 내 회피 설정을 해 둔 구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회피 위반 항목 표시

경로 탐색 옵션

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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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탐색 버튼
출발지/경유지/목적지를 관리하는 리스트로 이동하여 최단 탐색 기능 제공
※ 최단탐색 이란?
다수의 경유지가 존재하는 경우, 경유지 순서를 변경하여 지점간 직선 거리를 우선한 경로로 탐색

4
모의주행 버튼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해 가상 주행화면을 제공하여 경로 상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주요도로 버튼
경로 옵션 버튼 우측에 경로 내 주요도로 3개 표시

안내시작 버튼
선택 한 옵션의 경로로 안내 시작

상세구간정보 버튼
경로에 대한 상세 정보 창 표시, 경로 상 모든 안내 지점 표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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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구간 보기에 대한 설명

[상세구간정보 화면]

4

경로 탐색 옵션 버튼1

회전 방향 정보 심볼

2

리스트 보기 버튼

3

교차로 미리 보기 버튼

4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경로보기 하단의 상세구간정보 버튼 선택 시 표시되는 화면으로 경로상 모든 안내 지점에 대해 표시

5

TPEG 교통정보 상태표시 심볼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경로 탐색

131

5 6

안내 시작 버튼6

7

상세구간보기 닫기 버튼7
1

3

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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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TPEG 교통정보 상태 표시 심볼

해당 구간에 대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색상으로 표시해주는 심볼

교차로 미리 보기 버튼 ※ 다음 페이지 설명 참고

해당 지점 교차로의 미리 보기 표시

회피구간 설정 버튼
회피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표시 ※ 다음 페이지 설명 참고

1

3

경로 탐색 옵션 버튼
상세구간정보가 표시될 경우 축소되어 표시

정보 없음원활 서행 지체 정체

5

2

회전 방향 정보 심볼
안내 시점에 대한 회전 방향정보 표시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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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미리 보기 화면] [회피 구간 설정 화면]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교차로 미리 보기 / 회피구간 설정

경로 탐색

리스트를 선택 후 하단의
교차로 버튼을 선택 시
주행 시뮬레이션으로
사용자에게 해당 교차로에
대해 미리 길 안내를 함

회피할 구간을 선택 후 하단의 회피탐색 버튼을 선택 시
설정한 구간을 회피하여 재 탐색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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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위치 보정에 대한 설명

경로 탐색

[위치보정 리스트 화면]

4

도로 심볼 및 도로명, 현위치에서 거리1

리스트 새로고침(갱신) 버튼

2

위치보정 확인 버튼

3

4

주행 중 인접 도로 등으로 현재 도로를 잘못 판단(맵 매칭 오류)하면 실제 경로와 다른 경로로 안내하게 되는
데, 위치보정을 통하여 주변 도로를 검색 후 현재 도로로 설정하여 정확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음

2

3

1

도로 주변 지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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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위치 보정 실행

경로 탐색

[주행화면] [탐색옵션 팝업]

21 주행화면 좌측 하단의 탐색옵션 버튼 선택 탐색옵션 팝업에서 위치보정 버튼 선택

· 탐색옵션 팝업에서 위치 보정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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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위치 보정 실행

경로 탐색

[지도이동 화면] [경로 탐색중 팝업]

21 주행 지도이동 화면 하단의 탐색 버튼 선택
※ 다른 방법의 경로탐색도 가능하며, 위 방법은 한 가지의 예
시로 제시한 방법)

경로 탐색 중 팝업에서 위치보정 버튼 선택

· 경로 탐색 중 팝업에서 위치 보정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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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품질
Door to Door 탐색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가 세도로(좁은 도로)에 위치하는 경우 근처 큰 도로까
지의 경로만 안내하는 반면, Door to Door 탐색은 세도로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경로 안내 지원함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도심지 내 세도로 안내 예시] [외곽지 세도로 안내 예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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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입구점 탐색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경로 품질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존재하는 지점(POI) 경우 도로 네크워크, 자차 대신 현위치나 출발지를 사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출입구로 탐색함

[출발지 위치 B][출발지 위치 A]

※ 동일한 목적지에 대하여 출발지 위치에 따라 합리적인 출입구로 탐색됨을 확인 가능

입구

A

B

입구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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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퀵메뉴 화면]

주행화면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퀵메뉴의 스마트 탐색 버튼선택21

[주행화면]

스마트 탐색
스마트 탐색 실행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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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화면]

스마트 탐색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도움말
팝업 표시 ※ 다음부터 표시하지 않음 체크 이후 다시
도움말 팝업을 보려면 설정>시스템>사용자 도움말에서 가능

3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스마트 탐색
스마트 탐색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스마트탐색 화면]

스마트탐색 화면으로 이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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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탐색에 대한 설명

[스마트 탐색 화면]

1

경유지1

목적지2

탐색지 추가 버튼3

기능버튼4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이미 설정된 경로 및 탐색지를 추가할 경우 유용한 메뉴로 탐색 지점을 변경하거나 삭제 등 편집 가능
최단 탐색 : 다수의 경유지가 존재하는 경우, 경유지 순서를 변경하여 최적의 경로로 탐색 가능

2

3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스마트 탐색

4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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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목적지
경로 상의 목적지 항목 표시

삭제 버튼
목적지 리스트 상의 탐색지를 개별 또는 다중 선택 후 삭제 가능

1

2

경유지
경로 상의 경유지 항목 표시

３

6

최단탐색 버튼
목적지 리스트 지점에 대해 가장 최단의 경로를 탐색
※ 최단 경로 탐색을 위해 지점간의 순서가 자동으로 변경되어 탐색될 수 있음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01

탐색지 추가
지점에 대해 검색 방법
선택하여 지정 가능

출발지 추가
경로 상의 출발지 항목 표시

5
지점상세설정 버튼
보행자입구/자동차입구 선택 하여 경로안내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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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탐색 화면]

탐색된 리스트 중 순서 변경을 원하는 항목
을 길게 선택

순서 변경 버튼으로 변경되면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 하여 항목을 이동

21

[스마트 탐색 화면]

스마트 탐색 활용

· 경로 순서 변경 탐색
※ 항목 삭제 방법은 최근 탐색지 참고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스마트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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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탐색 화면]

원하는 순서대로 리스트 버튼을 위치시키면
순서 변경 버튼이 다시 일반 버튼으로 변경됨

설정 완료 후 최단탐색/탐색 버튼 선택
※ 최단 탐색 경우 설정된 목적지의 순서와 관계없이

최단 거리를 사용하는 경로로 탐색함

43

[스마트 탐색 화면]

스마트 탐색 활용

· 경로 순서 변경 탐색
※ 항목 삭제 방법은 최근 탐색지 참고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스마트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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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보기 화면]

설정된 경로를 탐색 중 경로보기 화면에서 안내 선택 시 경로안내 시작65

스마트 탐색 활용

· 경로 순서 변경 탐색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스마트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경로탐색 진행 중 화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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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 메뉴 화면]

주행화면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경로 버튼 선택21

[주행화면]

우회로 탐색 실행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우회로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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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 탐색 화면]

SPOT 경로메뉴의 우회로 버튼 선택 우회로 탐색 후 정보 팝업 표시43

[SPOT 경로메뉴 화면]

우회로 탐색 실행

※ 기존경로 버튼 : 기존경로로 안내(우회로 탐색 전)
변경경로 버튼 : 우회로 탐색 된 경로로 안내
경로상세보기 버튼 : 기존/변경 경로 정보 비교 화면으로 이동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우회로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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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상세 비교 화면]

기존 또는 변경 경로 중 선택된 경로로 탐색
해 주행화면으로 이동

※ 기존 경로와 변경 경로에 대한 상세 비교 화면5

[주행화면]

우회로 탐색 실행

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우회로 탐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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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교통정보 고려(DRG) 경로 탐색 ※ DRG (Dynamic Route Guidance) : 실시간 교통 정보를 고려한 우회 경로 안내

주행 중 실시간 교통정보를 고려하여 현재의 경로보다 더 좋은 우회 경로가 있는 경우
주행화면에 그 상태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버튼을 선택 시 현재와 DRG 경로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DRG버튼을 누르면 DRG경로 탐색이 시작되는 수동 기능 가능함 단, 수동 DRG의 경우 더 좋은 우회 경로가

아니더라도 목적지까지의 다른 경로가 있으면 안내가 가능함.

[교통정보 고려 탐색 화면]

교통정보가 고려된 탐색이 시작되면 DRG 상태
버튼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며, 탐색이 완료된 후
버튼을 선택 ※ 경로에 따라 탐색이 종료될 수 있음

교통정보 고려 탐색 화면이 표시되며, 기존 및 변
경 경로에 대해 선택 시 해당 경로로 안내 시작
※ 경로 상세 비교 보기 버튼 선택 시 비교 화면으로 이동

21

[주행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수동 DRG 의 경우
경로 이득과 관계없이
탐색된다는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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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3. 경로 탐색

교통정보 고려(DRG) 경로 탐색

교통정보가 고려된 탐색이 시작되어 주행화면
좌측의 DRG 상태 버튼이 표시
※ DRG 탐색이 완료되면 버튼 선택 가능

3

[경로 상세 비교 화면]

※ DRG 상태 버튼 (교통정보 고려 탐색)

• DRG 경로 상태버튼
주행화면에 항상 표시

• DRG 경로 탐색 중
애니메이션으로 탐색중 알림

• DRG 경로 탐색 완료
애니메이션으로 탐색중 알림

• DRG 대체 경로 없음
DRG 경로 탐색을 완료 했으나
현재의 경로보다 더 좋은 대체 경로
가 없는 경우 비활성 표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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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도화면 소개

II. 목적지 검색

III. 경로 탐색

IV. 경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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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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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올바르게 도착하기 위해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경/유지 할 필요가 있는
안내 지점에서의 적절한 진행 방향에 대한 안내회전 안내

목적지/경유지 안내
목적지와 경유지에 대한 접근 및 도착에 대한 알림
예 : “300m 앞 목적지 입니다.”

자동 재 탐색 안내
경로 이탈로 인한 자동 재 탐색에 대한 안내로서, 변경된 거리 및 시간정보 안내
예 : “경로의 30%가 변경되었습니다. 남은 거리는 8km가 줄었으며, 예상 주행시간은

6분이 줄었습니다.”

사용자 요청 안내 다음 안내 지점에 대한 음성 안내를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다시 안내

음성 안내
경로 음성 안내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이나 인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안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예 : “300m 앞 중동 사거리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방면으로 좌회전 입니다.”

차선 변경 안내
차선 변경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안내로 회전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 안내가
제공되므로 회전안내와 함께 제공

예 : “300m 앞에서 우회전 입니다. 3차선을 이용해 주십시오.”

차선 이동 안내
전방의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선 안내
예 :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차선을 이용해주십시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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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요약 안내

경로 탐색 직후 탐색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안내
예 :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번영로가 포함된 경로입니다. 통행요금은 1200원입니다. 

예상 주행시간은 1시간 20분 입니다. 전방 12km 앞에서 3km 동안 교통정체가 있는
구간입니다. 기장 IC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선택한 경로옵션은 우회할 수 없는 경로입니다. 터널이 포함된 경로입니다.”

길 건너에 있는
목적지 안내

길 건너에 있는 목적지에 대해 미리 음성으로 안내
예 : “길 건너편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로터리 시계방향
안내

비보호 좌회전 안내

로터리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음성 안내
예 : “300m앞 로터리에서 9시 방향 3번째 출구입니다.”

비보호 정보를 진입/접근/진행에 대해 모두 음성으로 안내(700m/300m/100m)
예 : “700m(300m)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또는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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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과속방지턱, 급커브, 과속카메라 등) 에 대한 안내
예 : “500m 앞에 과속 단속 지역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안전 운전 안내

등록 지점 안내
운전자가 등록한 지점에 대한 안내
예 : “등록지점 부근 입니다.”

요금소 안내
유료 요금소의 통행 요금에 대한 안내
예 : “잠시 후 요금소입니다. 통행요금은 4,200원 입니다.”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음성 안내
일반 음성 안내
경로 유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음성안내

도로 시설물 안내 전방의 다리나 터널에 대한 음성 안내를 제공
예 : "잠시 후 광안대교 입니다."

주변 시설물 안내
현재 차량 위치 전방 100m 내의 랜드마크 성 건물에 대한 안내로 현재 위치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함
예 : “왼쪽에 홈플러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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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의 휴게소와 이후 휴게소에 대한 음성 안내를 제공
휴게소 안내

행정 구역 안내
자차가 진입한 행정구역에 대해 음성 안내를 제공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예 : “여기서부터 서울 특별시 입니다.”

예 : “2km앞에 통도사 휴게소입니다. 다음 언양 휴게소까지 남은 거리는 15km, 예상 주행시간
은 9분입니다.”

IC 안내
고속도로 주행 중 현재 지나고 있는 IC에 대해 음성 안내를 제공
예 : “동대구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좌, 우회전 전용차선
안내

전방의 좌, 우회전 전용 차선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
예 : “1, 2차선은 좌회전, 5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안전 벨트 안내
자동차 전용 도로(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 포함)에 진입했을 때 음성안내 제공
예 :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합니다. 전 좌석 안전 벨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01

긴급제동시설 안내
전방에 긴급제동시설 있어 근접한 경우 음성안내 제공
예 : “1km 앞에 긴급 제동 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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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01

ADAS 안내

하이패스 차선 안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안내

ADAS 커브 안내 시 커브 각도와 추천 속도를 음성으로 안내
예 : “잠시 후 60도 급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추천속도는 30km입니다.” (단방향 커브 시)

“잠시 후 연속된 급커브에 주의하십시오. 추천속도는 30km입니다.” (연속 커브 시)

요금소 진입 시 하이패스 사용/미사용 설정에 따라 하이패스 혹은 일반차선 음성으로 안내
예 : 하이패스 전용 1~3차선을 이용해주십시오. (하이패스 장착 시)
예) 4~7차선을 이용해주십시오. (하이패스 미 장착 시)

주정차 단속 구간 안내를 지점 안내에서 영역 범위로 음성 안내
예 :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통과중량∙높이제한

안내

전방의 통과제한중량∙높이가 제한되는 도로의 출현대한 영역 범위로 음성 안내
예 : “전방에 통과 중량이 제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한 중량은 10톤입니다.”
예 : “전방에 통과 높이가 제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한 높이는 8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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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정보에 대한 설명

[경로 정보 화면-경유지 있을 경우]

1

출발지/경유지/목적지정보 표시1

경로정보 표시
탐색옵션/거리/시간,통행료정보

2

2

3

4

5

3 경로 상 존재하는 카메라 정보 표시

4 전체 경로에 대한 고도/TPEG정보

5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통과하는
도로 명 표시

6 경로구간 조절 바
※ 좌우의 확대/축소 버튼으로 그래프
조절 후 바로 드래그 시 그래프 구간 이
동 가능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정보

경로 정보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로서, 주행도로에 대한 경사도,
주행정보(요금,거리,소요 시간등), 실시간 교통정보,카메라 위치, 도로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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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정보
경로 정보 실행

[SPOT 메뉴 화면]

주행화면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경로 버튼 선택21

[주행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 SPOT에서 경로 정보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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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정보 화면]

SPOT 경로메뉴의 경로정보 버튼 선택 경로 정보로 이동43

[SPOT 경로메뉴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정보
경로 정보 실행

· SPOT에서 경로 정보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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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화면]

주행화면 우측의 주행정보 턴 리스트 버튼
선택

통합 턴 리스트가 실행되면, 턴 리스트 하단
리스트 보기 버튼 선택

21

[주행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정보
경로 정보 실행

· 주행화면에서 경로 정보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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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리스트 보기 팝업에서
경로정보 선택

3

[리스트 보기 팝업]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정보
경로 정보 실행

· 주행화면에서 경로 정보 실행

[미니 경로정보 화면]

주행 화면과 함께 경로정보를 볼 수 있는 경로
정보로 이동

4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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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지 팝업 화면]

경로 정보의 경유지 정보 버튼 선택 설정된 경유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팝업 표시21

[경로정보 : 경유지 있을 경우]

경로 정보에 대한 설명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정보

· 경유지 정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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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경로에 대한 설명

[전체 경로 화면]

1

경로선 라인 표시1

출발지, 목적지 경로명2

2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전체 경로

설정된 경로에 대해 전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SPOT 경로메뉴에서 전체경로를 선택하여 볼 수 있음
※ 멀티터치로 드래그하여 지도레벨 조절이 가능

[전체 경로 화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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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로
학습 경로 실행

[SPOT 메뉴 화면]

주행화면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SPOT 메뉴의 경로 버튼 선택21

[주행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 SPOT에서 학습 경로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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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경로 화면]

SPOT 경로메뉴의 학습경로 버튼 선택 학습경로 화면으로 이동 후 선택43

[SPOT 경로메뉴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학습 경로
학습 경로 실행

· SPOT에서 학습 경로 실행

※ 학습된 경로가 있는 경우에만 메뉴 활성화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초기 진입 시 학습경로 사용을 위한 도움말 팝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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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시 경유지 또는 목적지 부근에서 표시되는
도착 팝업에서 학습경로 저장하기 버튼 선택

학습경로 화면으로 이동 후 선택21

[주행화면 : 경유지/목적지 도착 팝업]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학습 경로
학습 경로 실행

· 주행화면 도착 팝업에서 실행하기

[학습경로 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초기 진입 시 학습경로 사용을 위한 도움말 팝업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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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로에 대한 설명

[학습경로 화면]

학습된 경로 구간 정보
※ 다음 경로 탐색 시 포함 설정

1

3 기능 버튼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학습 경로

지도 위 경로 표시4
4

※ 리스트에 있는 구간들이 모두 표시되며,
선택 시 해당 구간을 크게 표시

탐색한 경로 외 사용자가 선호하는 경로를 학습하여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다음 경로탐색에 반영 가능
※ 주행중인 경로가 1~2회 반복되어 학습될 경우 저장 여부를 도착안내 팝업에서 설정 가능하고, 

3회 이상 학습되는 경우 학습경로에 자동 저장됨

3

1

01

※ 부분별 상세 기능 참고

학습된 경로 구간 정보
※ 다음 경로 탐색 시 미포함 설정

2

2



168

※ 부분별 기능 설명

설정 버튼

학습 경로 사용여부 체크 설정하는 설정화면으로 이동

1 학습된 경로 구간 정보
다음 경로 탐색 시 학습된 구간 활성/비활성화 시켜 포함/미포함 설정이 가능

3

탐색 버튼

탐색 버튼 선택 시 다음 경로 탐색 시 포함/미포함 설정 부분이 반영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01

리스트 내 순서심볼 및 학습 구간 거리
1-1

1-1
1-2

1-3 1-2

1-3

구간 시작 및 종료 지점

구간 요금정보(유/무료), 시간, 학습횟수
및 날짜/시간

삭제 버튼
리스트 상의 학습 구간 개별 또는 다중 선택 후 삭제 가능

※ 활성 버튼 : 다음 경로 탐색 시 포함

※ 비활성 버튼 : 다음 경로 탐색 시 미포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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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경로 구간 중 다음 경로 탐색 시 포함하
지 않을 항목을 선정

해당 구간이 선택되면 다시 한번 선택21

[학습경로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학습 경로
학습 경로 활용

· 다음 경로 탐색 시 포함/미포함 설정하기

[학습경로 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리스트의 색상이 활성/비활성 상태로 설정해 다음 경로 탐색 시 해당 구간을 탐색에 포함/미포함으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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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가 비활성 상태로 변경됨
※ 비활성 상태 항목은 다음 경로 탐색 시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선택하는 경우 리스트가 다시 활성상태로
변경되어, 다음 경로 탐색에 포함됨

43

[학습경로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학습 경로
학습 경로 활용

· 다음 경로 탐색 시 포함/미포함 설정하기

[학습경로 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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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턴 안내 실행

[미니 턴 안내 화면]

주행화면 우측의 주행정보 턴 리스트 버튼
선택

주행 우측에 미니 턴 안내 표시됨21

[주행화면]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실행할 수 있으며, 기존 통합 턴 리스트 보다 더 넓게 주행 지도를 보면서 경로정보를
볼 수 있는 미니 턴 안내가 표시됨 ※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실행 할 수 없음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 통합 턴 리스트 표시를 위해서는 하단의 리스트 버튼을 선택
해 메뉴에서 턴 안내를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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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실행

[리스트 보기 설정 화면]

미니 턴 안내 화면에서 하단의 리스트 버튼
선택

21

[미니 턴 안내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리스트 보기 팝업에서 턴안내 버튼 선택

목적지까지 탐색된 경로 상의 모든 정보를 사용자의 설정 항목에 따라 표시하는 리스트이며, 간략도로 정보
및 휴게소 그리고 회피지 리스트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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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실행

통합 턴 리스트 화면 표시됨
※ 미니 턴 안내보다 더 상세한 경로 정보를 안내

3

[통합 턴 리스트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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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에 대한 설명

[미니 턴 안내 화면]

1

경로 내 안내 지점 리스트
※ 설정에서 시간/거리 우선 정보 표시 가능

1

리스트 타이틀2

3 이전/닫기 버튼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목적지까지 탐색된 경로 상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이며, 턴 안내 심볼 및 카메라 안전운전 정보,
휴게소 모드, 회피지 설정으로 분류하여 표시

5 6 7

4 다음 안내 지점 정보

５ 통합 턴 리스트 리스트 보기 버튼

7 경로 유/무에 따른 퀵 버튼
*경로 있음 – 경로취소/검색
*경로 없음 – 최근 목적지/검색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32

6 교차로 미리보기 버튼

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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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에 대한 설명

[통합 턴 리스트 화면]

1

경로 내 안내 지점 리스트
※ 설정에서 시간/거리 우선 정보 표시 가능

1

리스트 타이틀2

4

3 이전/닫기 버튼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목적지까지 탐색된 경로 상의 모든 정보를 사용자의 설정 항목에 따라 표시하는 리스트이며, 간략도로 정보
및 휴게소 그리고 회피지 리스트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음

5 6 7

4 다음 안내 지점 정보

５ 통합 턴 리스트 리스트 보기 버튼

7 경로 유/무에 따른 퀵 버튼
*경로 있음 – 경로취소/검색
*경로 없음 – 최근 목적지/검색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8

32

6 교차로 미리보기 버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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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턴 안내 심볼 및 도로명, 통행요금, 예상 소요시간 및 남은 거리 및 카메라 안전
운전 정보와 휴게소 하위시설 정보를 볼 수 있음

경로 내 안내지점 리스트

[휴게소][톨게이트]

[카메라 안전 운전]

1-1

1-2

1-3

TPEG심볼 : 해당 구간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색상으로 표시1-1

경로안내심볼 : 턴 안내 정보 및 카메라 정보에 대한 심볼 및 명칭1-2

지점정보 : 해당 지점까지의 통행료,예상 소요 시간 및 남은 거리 표시1-3

[도로번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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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2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현재 표시되는 리스트의 타이틀
리스트 타이틀

3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통합 턴 리스트 종료하고 주행 화면으로 이동
이전/닫기 버튼

4

다음 안내 지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며,
휴게소 모드 경우 휴게소 하위시설 심볼
을 표시

다음 안내 지점 정보

5

통합 턴 리스트 내 경로 관련 리스트 보기 설정
버튼

리스트보기

[휴게소 안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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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내 경로 관련 리스트 보기 설정 버튼
리스트보기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 리스트 정보에 따른 표현 정보

[간략한 도로 정보] [턴 안내 정보]

• 턴 방향 심볼
• 도로번호 및 도로명
• 턴 지점까지 거리/시간

• 경유지/목적지
• 턴 안내 및 명칭이 있는 모든 교차로
• 시설물 정보 (IC/JC/SA/TG/PA)
• 카메라 안전운전 정보
• 안내지점까지의 통행요금, 시간, 거리
(잔여 및 구간 정보 설정 가능), 졸음쉼터 등
휴게소 시설정보 심볼

※ 리스트 표시 항목은 사용자가 설정이 가능하며, 리스트 메뉴에서 설정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음

• 거리 우선 • 시간 우선

[미니 턴 안내]

• 턴 방향 심볼
• 턴 지점까지 거리/시간
• 카메라 안전운전 정보
• 톨게이트 요금정보
• 시설물 정보
IC/JC/SA/TG/PA

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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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휴게소모드 / 전체][휴게소모드 / 분할]

• 휴게소명 및 휴게소 시설정보 심볼 표시
(종별 및 브랜드 심볼 표시, 최대 7개 표시되며 전체모드에서는 14개까지 표시됨)

• 안내지점까지의 남은 시간, 남은 거리

• 현재 경로에 대해 회피 구간을 설정하여
재탐색 할 수 있음

[경로정보][회피지설정]

• 경로정보를 분할화면으로 표시
※ 경로정보 설명 참고

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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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교차로 안내 지점을 선택하면 해당 지점 위치로 이동하며, 하단의 교차로보기
버튼을 선택 시 가상의 모의주행이 가능
※ 교차로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하단의 리스트보기 버튼이 “현위치” 기능으로 변경됨

교차로 미리보기

[교차로 모의주행 화면][교차로 항목 선택 화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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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활용

[통합 턴 리스트 목적지 부근 화면]

통합 턴 리스트 내에서 리스트 상위로 드래그
하여 목적지 이후로 리스트를 이동

검색 버튼을 눌러 목적지 건물 내 또는 부근의
주차장 및 주변시설 검색화면으로 이동

21

[통합 턴 리스트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 통합 턴 리스트 내 주차장 및 주변검색 실행
통합 턴 리스트 안내 시 리스트 상위에서는 설정한 목적지 건물 내 또는 주변의 주차장 및 주변시설물에 대해 검색 가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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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활용

[리스트 보기 팝업]

통합 턴 리스트 하단의 리스트보기 버튼 선택 리스트 보기 팝업에서 설정을 선택21

[통합 턴 리스트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 리스트 표시 정보 설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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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활용

설정화면에서 통합 턴 리스트에서 표시할 내용
또는 고속도로 모드 자동 표시를 설정

3

[통합 턴 리스트 설정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 리스트 표시 정보 설정

01



184

통합 턴 리스트 활용

[리스트 보기 팝업]

통합 턴 리스트 하단의 리스트보기 버튼 선택 리스트 보기 팝업에서 휴게소 모드를 선택함21

[통합 턴 리스트 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 휴게소모드 실행

01



185

통합 턴 리스트 활용

[휴게소 모드/전체화면]

휴게소 모드 분할화면이 표시되며, 전체화면으
로 전환 시는 상단의 화면전환 버튼 선택
※ 휴게소 시설정보 심볼들이 상세히 표시되어, 자세한

휴게소 정보를 볼 수 있음

최대 14개의 휴게소 시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전 버튼을 선택해 이전화면으로 가거나 하단의 리
스트 보기로 리스트 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43

[휴게소 모드/분할화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통합 턴 리스트

· 휴게소모드 실행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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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스크롤 실행

주행화면 하단의 SPOT버튼 선택1

[주행화면]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실행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실행 할 수 없음

[SPOT 메뉴 화면]

SPOT 메뉴의 경로 버튼 선택2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스크롤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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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스크롤 화면]

SPOT 경로메뉴의 경로스크롤 버튼 선택 경로 스크롤 실행
화면 상단에 경로스크롤 관련 버튼 및 정보가
표시됨

43

[SPOT 경로메뉴 화면]

경로 스크롤 실행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스크롤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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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스크롤에 대한 설명

[경로 스크롤 화면]

전진/후진 버튼1

이전/다음 버튼2

3 재생/일시 정지 버튼

4 스크롤 진행 조절바 및 거리정보

현재 경로에 대해 스크롤 하는 기능으로 안내 지점 단위로 이동하여 전방 안내 지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5 최소화 및 닫기 버튼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

경로 스크롤

※ 바 스크롤 시 해당 지점의
지도화면으로 이동

진행 상태 및 조절바와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총 거리가 표시

5 1 3 4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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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전진/후진 버튼
스크롤 방향을 전진/후진 중 선택

최소화 버튼
경로 스크롤 모드를 최소화 시킴

1

2
이전/다음 버튼
경로 상의 안내 지점에 대하여 이전/다음 지점으로 이동

３

5

4 스크롤 진행 조절바 및 남은/총 거리 정보
전체 경로에 대한 스크롤 진행상황이 표시되며, 진행바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이 가능함. 상단에 경로 거리 정보가 표시됨

재생/일시 정지 버튼
스크롤 진행을 재생/일시 정지 시킴

내비게이션 4. 경로 안내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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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도화면 소개

II. 목적지 검색

III. 경로 탐색

IV. 경로 안내

V. 부가 기능

VI. 부록

01. 내비게이션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1. 시스템 정보 …

2. GPS 정보 …

3. TPEG 정보 …

4. 모의주행 …

5. ADAS 확대도 …

6. TPEG 모드 …

7. 구간단속 …

191

193

195

203

206

20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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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실행

[SPOT 메뉴 화면]

21

[주행화면]

SD카드 사용량 및 하드웨어 사양 정보, S/W 및 지도 버전정보 그리고 제품 사용 시작 시점인 인증날짜
정보 등이 표시

SPOT 메뉴의 설정 버튼 선택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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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실행

[시스템 정보 화면]

SPOT 설정메뉴의 시스템정보 버튼 선택 시스템 정보로 이동43

[SPOT 설정메뉴 화면]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시스템 정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매립 모델의 경우 사용중인 TRIP 벤더가 표시됨

• 매립형 제품의 경우
시스템 정보에 트립벤더
표시된다는 설명 추가



193

GPS 정보
GPS 정보 실행

[SPOT 메뉴 화면]

21

[주행화면]

현재 시간, 주행 속도, 고도, DOP, 위성 개수, 그리고 3D Fix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하단 초기화 버튼을 선택 시 GPS 상태를 초기화 할 수 있음

SPOT 메뉴의 설정 버튼 선택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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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정보 실행

[GPS 정보 화면]

SPOT 설정메뉴의 GPS 정보 버튼 선택 GPS 정보 화면으로 이동43

[SPOT 설정메뉴 화면]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GPS 정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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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정보
TPEG 정보 실행

[SPOT 메뉴 화면]

21

[주행화면]

SPOT 메뉴의 설정 버튼 선택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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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정보 실행

[교통정보 화면]

SPOT 설정메뉴의 TPEG 버튼 선택 TPEG 교통정보 화면으로 이동43

[SPOT 설정메뉴 화면]

※ TPEG 메뉴 선택 시 교통정보 내용이 처음 표시되고, 
하단 우측 SPOT메뉴로 TPEG의 다른 메뉴 사용가능
(다음 페이지 참고)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정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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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1

유고정보2

뉴스3

관심지점4

TPEG 설정
※ 선택 시 설정 메뉴의 내비게이션 설정

중 TPEG 설정 화면으로 이동

5

화면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시 TPEG 관련 다른 메뉴를 사용할 수 있음

[SPOT TPEG 메뉴 화면]

1

3

42

5

TPEG 메뉴 선택하기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정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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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맵 좌측에는 TPEG 수신 상태( 높음 , 보통 , 낮음 , 수신안됨 )와 방송국에서 정보를 송출한 시간이 표시됨

TPEG 교통정보

[TPEG 요약맵 화면]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 후 확인 버튼 선택 선택한 지점의 TPEG 정보 요약맵이 표시됨21

[교통정보 리스트 화면]

※ 교통정보는 도로별/지역별로 볼 수 있으며,
하단의 기능 버튼으로 선택 가능함

※ 하단의 관심지 선택 시 해당 지점이 관심지로 등록되며, 
TPEG 메뉴(SPOT) 관심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원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교통정보 요약맵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정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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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유고정보

[TPEG 유고정보 화면]

SPOT의 TPEG메뉴에서 유고정보 버튼 선택 유고정보 화면으로 이동 후 선택

※ 지역과 거리순으로 리스트 항목 정렬 가능
※ 리스트 중 한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도 위 상세정보 버튼

선택 시 상세정보를 볼 수 있음 (다음 페이지 참고)

21

[SPOT TPEG메뉴]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정보

TPEG으로 수신된 각종 교통사고에 대해 리스트로 보여주는 모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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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유고정보

[TPEG 유고정보 화면]

좌측에 선택한 항목의 상세보기 화면 표시
상단의 이전 버튼 선택

상세보기 화면이 닫히고, 이전의 화면 내용으
로 전환

43

[TPEG 유고정보 상세보기 화면]

※ 하단의 업데이트 선택 시 유고정보가 업데이트 되며,
정렬 선택 시 지역순/거리순으로 내용을 정렬 가능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정보

01



201

TPEG 뉴스

[TPEG 뉴스 화면]

SPOT TPEG메뉴에서 뉴스 버튼 선택 TPEG 뉴스로 이동21

[SPOT TPEG메뉴 화면]

※ 한번만 듣기/모두 듣기 버튼 선택 시 뉴스를 음성
으로 청취 할 수 있음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정보

TPEG으로 수신된 실시간 뉴스에 대해 리스트로 보여주는 모드로 TTS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뉴스를 음성으로 청취 가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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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관심지점

[관심지점 화면]

SPOT TPEG메뉴에서 관심지점 버튼 선택 관심지점 리스트로 이동21

[SPOT  TPEG메뉴 화면]

※ 관심지점 선택 시 관심지의 TPEG 요약맵이 표시됨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정보

관심지로 등록된 지점의 TPEG 요약맵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
※ 해당 구간에 대한 추가는 교통정보 요약맵 화면에서 가능하고 삭제는 다른 메뉴와 동일 (최근 탐색지 참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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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주행
모의주행 실행

[SPOT 메뉴 화면]

SPOT메뉴의 경로 버튼 선택21

[주행화면]

주행화면 우측 하단의 SPOT 버튼 선택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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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주행 실행

[모의주행 화면]

SPOT 경로메뉴의 모의주행 버튼 선택 모의주행이 바로 실행
상단에 모의주행 관련된 버튼과 정보가 표시됨

43

[SPOT 경로메뉴 화면]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모의주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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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주행에 대한 설명

[모의주행 화면]

속도조절 버튼1

재생/일시 정지 버튼2

3 모의주행 진행 조절바 및 거리정보

※ 조절바 스크롤 시 해당 지점의
지도화면으로 이동

진행 상태 및 조절바와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총 거리가 표시

모의주행 진행상태 조절

모의주행 속도 조절 3단계
(느림/보통/빠름)

4 최소화/종료 버튼
※ 최소화 시 경로스크롤과 동일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모의주행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해 가상 주행화면을 제공하여 경로 상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1 2 34

01



206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ADAS 확대도

[ADAS 확대도 화면]

주행화면 우측 주행모드에서 ADAS 버튼 선택 ADAS 정보창이 실행됨21

[주행화면]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ADAS 확대도 실행

※ 급커브가 있는 구간에서는 ADAS 정보창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최소화 시 우측 주행모드에 버튼으로 표시됨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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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확대도에 대한 설명

[ADAS 확대도 화면]

커브 곡률표시

1

커브 진입 거리정보

2

3

커브 진입 추천 속도

급커브에 대한 커브 곡률, 커브 진입 추천 속도, 커브 진입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창
※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4

급커브 지점표시

ADAS 확대도 닫기 버튼5

※ 선택 시 주행화면 우측의 주행
모드로 되돌아 감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ADAS 확대도

0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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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 모드
TPEG 모드 실행

[TPEG 모드 화면]

주행화면 우측의 TPEG 버튼 선택 TPEG 모드로 이동21

[주행화면]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 실시간 교통정보(TPEG) 시인성이 개선된 전용 모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N200/N120 지원 기능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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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G모드 정보 화면]

1

1

주행화면으로 전환 버튼

TPEG 모드에 대한 설명
실시간 교통정보(TPEG)의 시인성이 개선된 전용 모드로 사용자가 정보의 밝기 조절을 하여 주행 환경에 맞춰
전방 도로의 교통정보를 한 눈에 파악 가능

※ 선택 시 주행화면으로 되돌아감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모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N200/N120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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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TPEG 메뉴에서 교통정보(TPEG)가 잘 보이도록 어둡게 설정된 배경과 경로 및 자차 심볼, 
일부 안내 정보를 제외한 지도 위 정보에 대한 밝기, 지도 레벨 설정을 하여 사용자의 주행환경에 맞춰 설정

[TPEG 설정 화면][내비게이션 설정 화면]

설정 하단의 TPEG 버튼 선택 TPEG 모드 설정 항목에서 배경 밝기, 지도
정보 밝기, 지도 레벨을 설정

21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TPEG 모드에 대한 설명

TPEG 모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 N200/N120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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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구간단속 실행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구간단속 모드 화면이 자동으로 실행됨
※ 상단의 닫기버튼 선택 시 우측 화면처럼 주행화면을

크게 볼 수 있음

주행화면으로 전환됨21

구간단속 지점에서 자동으로 활성화 되며, 상단의 닫기 버튼 선택 시 우측 주행 모드로 표시됨
이때 다시 구간 버튼 선택 시 구간단속 화면을 볼 수 있음

[주행 화면][구간단속 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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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화면]

1 2

내비게이션 5. 부가 기능

구간단속
구간단속에 대한 설명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의 권장/평균 속도, 남은 거리 및 시간 정보를 표시
※ 안전 운전을 위해 평균속도가 권장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4 5

구간 내 권장 속도 / 평균속도

1

2

구간 내 차량 속도 그래프3

구간단속 지점의 평균 속도

구간 내 남은 거리4

※ 그래프 색상 정보.

구간 내 남은 시간5

권장속도보다 차량 속도가 초과한 경우

권장속도보다 차량 속도가 미만인 경우

※ 터널 주행 시 안내 문구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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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도화면 소개

II. 목적지 검색

III. 경로 탐색

IV. 경로 안내

V. 부가 기능

VI. 부록

01. 내비게이션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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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턴 방향 안내 심볼 (스키매틱)

1방향에 따른 턴 안내 심볼

원형 교차로(로터리) 턴 안내 심볼

고속도로/고가도로/지하차도/터널/철도에 따른 턴 안내 심볼

6. 부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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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SK주유소,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알뜰주유소, NH-OIL, EX-OIL,기타

충전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CNG, E1, 전기차충전소, 수소차충전소, EX-OIL,
기타

차량정비 1급 정비소,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쉐보레, 수입차

주차장 무료, 공영, 유료, 단지내, 기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자바씨티, 할리스커
피, 망고식스, 이디야, 카페 드롭탑, 네스카페, 기타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던킨도너츠,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토다이, 기타

패밀리레스토랑 아웃백, 빕스, TGI Friday’s, 베니건스, 기타

음식점 TV맛집,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빵집, 기타

내비게이션

주변 검색 카테고리 요약

소 분 류대 분 류

6. 부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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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마트 씨유, GS 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대형마트, 시장, 기타

쇼핑 백화점, 전자제품매장, 아울렛

온천/사우나 대형스파, 공중목욕탕, 찜질방

숙박 호텔, 모텔/여관, 펜션, 민박, 콘도/리조트, 유스호스텔

병원/약국
종합병원, 대학병원, 국립병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
외과, 치과, 한의원, 약국, 보건소, 응급실, 기타

은행/ATM

한국은행, KDB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 
KEB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BNK부산은행, 대구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
행, HSBC전북은행, 제주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수출입은
행,NH농협,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타

지하철/버스 버스터미널, 지하철

기타시설
관광명소, 놀이시설, 치안기관, 휴게소,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영화관, 
종교시설, 대학교, 도서관, 학원

내비게이션

주변 검색 카테고리 요약

소 분 류대 분 류

6. 부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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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식
한식/일식/중식/양식,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피자, 치킨, 카페, 
커피전문점, 제과점/떡집, 아이스크림/생과일, 술집, 외국음식점, 뷔페, 고깃집, 
분식, 죽전문점, 기타

숙 박
호텔, 모텔/여관, 펜션, 민박, 콘도/리조트, 유스호스텔, 팜스테이, 템플스테이, 
관광농원, 기타

의 료
전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국립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기타병원,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응급실, 기타

금 융 은행, 현금지급기, 제2금융, 증권사, 보험사, 기타

관광 / 레저
관광명소, 놀이시설, 동물원/식물원, 운동장, 골프, 레포츠, 아웃도어, 공원, 테
마거리, 기타

쇼핑 / 편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 할인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의류/패션잡화, 시장, 전자
제품매장, 온천/사우나, AS센터, 통신사대리점, 컨설팅업, 서점, 화장실, 기타

교 통
철도, 지하철, 공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항만/항구/부두/포구, 도로관련시
설(IC,JC,TG,SA…), 기타

내비게이션

분류 검색 카테고리 요약

중 분 류대 분 류

6. 부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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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주유소, LPG충전소, 직영/협력서비스센터, 차량정비센터,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영업소, 차량출고사무소, 자동차부품대리점, 차량관련시설, 기타

문화 / 종교 / 예술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전시관/기념관, 공연시설, 종교시설, 기타

공공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생활기관, 기타

교 육
대학교/대학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외국인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어린이집, 학원, 도서관/독서실, 기타

기업 / 시설 기업, 산업시설, 사회복지시설, 농공시설, 환경관리시설, 언론기관, 기타

건물시설 아파트, 빌딩, 주상복합/오피스텔, 원룸/빌라/연립주택,  기타

경 조 사 예식, 상조, 묘지, 기타

내비게이션

분류 검색 카테고리 요약

중 분 류대 분 류

6. 부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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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확대도 / 교차로, 고속도로

[교차로,고속 직진] [교차로,고속 좌측/직진] [교차로,고속 좌측/좌측]

[교차로,고속 양방향/좌측] [측도  본선] [본선  측도]

6. 부록

[교차로,고속 우측/직진] [교차로,고속 우측/우측]

[교차로,고속 양방향/우측]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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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확대도 / 고속도로, 일반도로 진출

[일반도로 진출/좌측] [일반도로 진출/직진] [일반도로 진출/우측]

6. 부록

[고속도로 진출/직진] [고속도로 진출/우측][고속도로 진출/좌측]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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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확대도 / 고가도로,지하차도

[고가도로 일반/직진] [고가도로 일반/우측] [고가도로 중앙/직진] [고가도로 우측/우측] [고가도로 우측/직진]

[지하차도 일반/직진] [지하차도 일반/우측]

6. 부록

[지하차도 중앙/직진] [지하차도 우측/우측] [지하차도 우측/직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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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확대도 / 다리 및 U-turn

[다리/직진] [다리 좌측/좌측] [다리 좌측/직진] [다리 우측/직진] [다리 우측/우측]

6. 부록

[U-tur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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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확대도 / 이중 분기, 두 번째 분기

[이중 분기/직진] [이중 분기/좌측] [이중 분기/우측]

6. 부록

[두 번째 분기/직전]

01

[두 번째 분기/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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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실사 확대도 / 분할, 전체화면

6. 부록01

분기점 경로 안내에서 제공되는 실사 확대도를 기존의 분할화면 뿐만이 아니라
전체화면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넓은 화면에서 실사 확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분할 화면] [전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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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확대도 / 요금소

[톨게이트 화면]

6. 부록

설정화면에서 TG모드 사용을 설정(체크)하는 경우
톨게이트 구간에서 주행하는 지도에서 드라이브뷰로 지도 전환
※ TG모드 미사용인 경우 주행하는 지도 모드를 유지함

[내비게이션 설정 화면]

경로가 있을 경우 톨게이트 구간 내 추천 차선을 표시하며,
우측 하단에 톨게이트명과 요금정보를 표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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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MB 실행 및 기본동작 방법

 DMB 실행

 DMB 기본 동작 방법

 DMB 메뉴에 대한 설명 …………

195

196

19806 2. DMB 채널 검색 및 선택

 DMB/DAB 모드 변경 방법 …………

 DMB Intro 실행 ………………

7

8

3. DMB 화면 모드

 DMB 전체 화면 ……………………

 DMB 분할 화면 ……………………

 DMB 리모컨 화면 …………………

 턴나비(Turn Navi) …………………

 DMB PIP     …………………………

7

8

25

214

215

I. DMB 실행 및 기본 동작 방법

II. DMB 채널 검색 및 선택

III. DMB 화면모드

IV. DMB 설정

02. DMB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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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 실행
DMB를 시청하고자 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해 주행규제 화면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1 확인 버튼
확인 버튼을 누르면
DMB 영상 화면으로 이동함

1. DMB 실행 및 기본 동작 방법

[주행규제 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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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 기본 동작 방법

[DMB 영상 화면] [DMB 메뉴 화면]

DMB 메뉴 화면에서 이전 버튼 또는 우측의
영상 화면을 터치하면 DMB 메뉴가 사라짐

DMB 영상 화면을 터치하는 경우 DMB 메뉴
화면이 표시됨

21

1. DMB 실행 및 기본 동작 방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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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02

방송 채널 리스트1

DMB 메뉴에 대한 설명

DMB

*이전/종료 버튼2

3

DMB 화면

1. DMB 실행 및 기본 동작 방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4

*MODE 및 기능 버튼

4

※ 제품에 따라 제공되는 버튼이 상이함
자세한 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 참고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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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부분별 기능 설명

이전 버튼
이전 화면으로 이동 ※ DMB에서는 활성되지 않음

방송 채널 리스트1

2

DMB 1. DMB 실행 및 기본 동작 방법

1-1 방송 수신 상태
방송 수신 확률이 높을수록 밝게 표시
※ 설정에서 Smart DMB가 OFF인 경우 방송 수신

상태는 표시되지 않음

1-2

• GPS 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지역에서 Smart DMB 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검색된 채널은 안테나 성능에 따라 방송 수신이 안될 수도 있음

1-3

1-1 1-2

1-3

채널명
각 방송국 채널을 로고로 표시

방송 지역
각 방송국에 해당하는 지역을 표시

음량 버튼 * N120/N100 BI  지원 기능

음량 조절 팝업 표시 버튼으로, BI 모델에만 제공되는 버튼

종료 버튼
DMB를 완전히 종료 후 화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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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MB 1. DMB 실행 및 기본 동작 방법

3 모드 및 기능 버튼
※ 제품 모델별 제공되는 기능 버튼이 상이함

* N200 

* N100

* N100 BI

MODE 버튼
내비게이션 외 멀티미디어 등 다른 모드로 전환 가능
※ 제품마다 제공 기능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능은 내비게이션 설명 참고

* N120 



232

02 DMB 1. DMB 실행 및 기본 동작 방법

설정 버튼
DMB 설정 메뉴로 이동

Intro 버튼
DMB Intro 시작

Scan/Scan 중단 버튼
DMB 채널을 검색
또는 중단

리모컨 모드 버튼
DMB 리모컨 화면으로
전환

전체/분할 버튼
DMB 전체/분할 화면으로 이동

지도로 버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

DMB/DAB 버튼
DMB/DAB 모드 변경

TRIP, PIP 버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

*N120/N100 BI 지원 기능

*N200/N100/ 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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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 채널 검색

[DMB 메뉴 화면] [DMB 채널 검색 화면]

현재 위치에서 수신될 확률이 높은 DMB 채널을
검색하여 채널 목록을 업데이트 함

DMB 하단 기능버튼에서 Scan 버튼을 선택
하면 채널 검색이 시작됨

21

※ 채널 검색 중에 방송 시청 또는 채널 변경 가능하며, DMB 설정에서 Smart DMB ON 설정 시 미리 스캔된 채널을 1~2초 이내 바로 표시
(Smart DMB는 GPS가 수신되는 상태에서 정상 동작 가능) 

수신 환경과 DMB 수신 안테나 성능 차이로 검색된 채널들 중에 방송 시청이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DMB 수신 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외장형 안테나를 외부에 장착하면 정상 수신 가능

2. DMB 채널 검색 및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234

02 DMB

DMB 채널 선택
방송 채널 리스트에서 시청하고 싶은 채널을 선택하면 DMB 채널이 변경되며, 
DMB 채널 변경 준비가 완료될 때 까지 현재 시청 중인 DMB 방송이 중단되지 않음

2. DMB 채널 검색 및 선택

[DMB 메뉴 화면] [채널 변경 중 화면]

채널변경 중에는 기존에 시청하던 화면에서 채널
변경 로딩애니메이션이 실행됨
※ 채널 변경 중에 화면 선택 시 메뉴화면이 표시되며 우측 영상 위
에서 로딩 애니메이션이 실행됨

채널목록 리스트에서 다른 채널을 선택 21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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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MB

DMB 채널 선택

2. DMB 채널 검색 및 선택

[변경된 채널 화면]

채널 변경이 완료되면 선택했던
채널의 영상이 표시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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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DAB 모드 변경 방법

[DMB 모드 화면] [DAB 모드 화면]

DAB 모드에서 하단 DMB 버튼을 선택하면
DMB 모드로 변경됨

DMB 모드에서 하단 DAB 버튼을 선택하면
DAB 모드로 변경됨

21

※ DMB 또는 DAB 채널이 검색되지 않았다면 비활성화

2. DMB 채널 검색 및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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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 Intro 실행

[DMB 메뉴 화면] [DMB Intro 동작 화면]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정 주기로 자동으로 채널 변경하는 기능
※ DMB Intro 중 닫기 버튼 또는 영상화면을 터치하면 해당 DMB 채널이 선택되며, DMB Intro는 중단됨

DMB Intro 주기는 5초, 10초, 15초로 선택 가능하단 DMB Intro 버튼 선택 시 DMB Intro가
시작됨

21

2. DMB 채널 검색 및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N200/N100/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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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 전체 화면

[DMB 분할 화면] [DMB 전체 화면]

방송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실행
※ 방송 채널 및 기능 버튼을 보려면

화면 선택 시 메뉴 화면이 표시됨

마지막에 실행한 화면모드(예:분할화면)에서
하단 전체 버튼 선택

21

3. DMB 화면 모드

전체 크기의 DMB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는 모드로 화면을 선택 시 전체 화면을 볼 수 있음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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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메뉴와 함께 원본 크기의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는 모드로 현재시각과 수신 안테나가 표시됨

DMB02
DMB 분할 화면

[DMB 전체 화면] [DMB 분할 화면]

방송 채널 리스트와 DMB영상이 분할되어 나타남하단의 분할 버튼 선택 21

3. DMB 화면 모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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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
DMB 리모컨 화면

[DMB 메뉴 화면] [DMB 리모컨 화면]

DMB 리모컨 화면으로 이동

DMB 3. DMB 화면 모드

하단의 리모컨 버튼 선택

DMB 리모컨 화면 실행

1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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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MB 리모컨 화면

DMB 3. DMB 화면 모드

[DMB 리모컨 화면]

DMB/DAB 모드 변경1

종료 버튼2

채널 변경 버튼3

볼륨 조절 바４

채널검색 버튼５

전체 DMB 영상화면 전환 버튼６

DMB설정 이동 버튼７

※ 중앙의 원형 심볼 선택 시
음소거 / 음소거 해제

DMB 리모컨 화면에 대한 설명
채널 변경, 채널 검색 등의 주요 기능에 대한 컨트롤 영역과 함께 DMB 영상을 시청 할 수 있는 화면 모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1

2

7

3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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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MB PIP 화면 실행

DMB 재생 화면
※ BI 모델 경우 하단 MODE 내 PIP 버튼 선택

1 2

DMB 3. DMB 화면 모드

DMB 모드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 → DMB PIP 화면 → 지도화면 → 재생화면 순으로 이동

DMB PIP 화면

*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N200 : DMB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지도화면→재생화면 순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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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도 화면 43 DMB 재생 화면

DMB PIP 화면 실행

DMB 3. DMB 화면 모드

*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DMB 모드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 → DMB PIP 화면 → 지도화면 → 재생화면 순으로 이동
※ N200 : DMB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지도화면→재생화면 순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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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MB PIP 화면에 대한 설명

[DMB PIP 화면]

2

DMB 3. DMB 화면 모드

한 화면으로 DMB 영상 화면과 내비게이션 주행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는 화면

3

4

방송 중인 채널 명1

*음량/DMB모드 이동 버튼
※ 음량버튼은 BI 지원 기능

2

이전/종료 버튼
※ 이전 버튼 : DMB 종료하지 않고, 

지도 화면으로 이동
닫기 버튼 : DMB 종료 후 지도로 이동

3

채널 변경 버튼 (이전/다음)４

1

DMB/DAB 모드 변경 버튼5

*로밍 채널명6

5

※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뷰 지도 모드에서는 PIP화면이 지원되지 않음

*N120/N100/ 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BI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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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 설정 실행

[DMB 메뉴 화면] [DMB 설정 화면]

DMB 메뉴의 하단 기능 버튼에서 DMB 설정 버튼을 선택하면 DMB 설정으로 이동

4. DMB 설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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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02
DMB 설정 화면에 대한 설명
DMB 영상의 화면 비율 및 수신 여부 등에 대해 설정할 수 있음

4. DMB 설정

[DMB 설정 화면]

화면 비율1

Smart DMB ON/OFF2

수신강도 기준정렬 ON/OFF3

1

2

3

DMB 로밍4

4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N200 지원 기능 * N100/BI 지원 기능 * N120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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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비율
화면 비율은 전체/원본/파노라마 중 설정 가능하며, DMB 리모컨 화면과 분할 화면
에서는 화면 비율 변경을 지원하지 않음

1

DMB

※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 영상에 따라 화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전체 전체 화면으로 영상이 표현됨

원본 원본 비율로 영상이 표현됨(지상파 DMB의 원본 비율은 4:3)

파노라마 2:1 비율의 영상이 표현됨

[전체] [원본] [파노라마]

※ 부분별 기능 설명

4. DMB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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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Smart DMB
Smart DMB는 아래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음

2

DMB

· 방송 권역 변경으로 채널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방송 채널 리스트에 업데이트하는 기능
· 채널 검색 시 수신 가능성이 높은 채널을 2초 내에 검색해 방송 채널 리스트에 업데이트 하는 기능
· 주기적으로 방송 수신 상태를 확인하여 방송 채널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는 기능

3
수신 강도 기준 정렬
설정 시 Scan으로 채널을 검색 시 수신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리스트가 정렬됨

4. DMB 설정

* N200/N100/BI 지원 기능

* N200/N100/BI 지원 기능



249

02
※ 부분별 기능 설명

DMB 로밍
방송 권역 변경으로 현재 시청중인 채널의 주파수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주파수가 변경
되는 기능

4

DMB

현재 시청중인 DMB 채널명

로밍 대상 DMB 채널명

※ 좌측 이미지는 경기 SBSu TV 방송에서
경남 KNNu 방송으로 로밍된 상태

※ 지역 방송국 편성표에 따라 로밍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음

4-1

4-1

4-2

4-2

· DMB 안테나 성능에 따라 로밍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체 방송이 없는 경우
DMB 로밍은 동작하지 않음

· DMB 로밍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 DMB가 ON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

* N100/BI 지원 기능

4. DMB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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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I. 멀티미디어 실행

II. 오디오

III. 비디오

IV. 포토

V. 외부 입력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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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한 미디어 형식

멀티미디어 1. 멀티미디어 재생 가능 파일 및 실행

재생 가능한 미디어 파일

버전 형식 코덱 비고 지원파일 확장자

N100/BI

비디오
DivX / XviD / MPEG 4  ASP 최대 1280 x 720 (30fp)

AVI / MP4 / DivX
H.264 BP 최대 720 x 480 (30fp)

오디오 MP2 / MP3 / OGG / AAC / AC3 / WMA MP3 / OGG / M4A MP3 / OGG / M4A

포토
JPEG / BMP 6MByte 이하

JPEG / JPG / BMP / PNG
PNG 1440 x 960 이하

N200
N200S

비디오
VP8 / VP9 / XVID 최대 1280 x 720 (30fps)

AVI / MKV / MP4 

H.263 / H264/AVC / MPEG2 / MPEG4 최대 1920 x 1080 (30fp)

오디오 AAC / FLAC / MP3 / VORBIS MP3 / M4A / WAV 
/OGG 

MP3 / M4A / WAV /OGG 

포토
JPEG / BMP 6MByte 이하

JPEG / JPG / BMP / PNG
PNG 1440 x 960 이하

※ 멀티미디어 파일 제작 방식에 따라 일부 미디어 파일은 재생되지 않을 수 있음



252

03

※ 지원 가능한 미디어 형식

멀티미디어 1. 멀티미디어 재생 가능 파일 및 실행

재생 가능한 미디어 파일
※ 멀티미디어 파일 제작 방식에 따라 일부 미디어 파일은 재생되지 않을 수 있음

버전 형식 코덱 비고 지원파일 확장자

N120

비디오
MPEG1/2/4, H.263,

AVI, MPG, MP4, MKV
1080 P FHD 동영상 지원 AVI, MP4, MKV

오디오 MP3, OGG MP3/OGG MP3, OGG, M4A

포토 JPEG, BMP 6MByte 이하 JPEG / JPG / BMP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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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SD카드에 재생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이 있어야 활성화되며, USB/SD카드의 호환성에 따라 인식되지 않을 수 있음

멀티미디어 재생기는 USB 또는 SD카드에 저장된 오디오/비디오/포토를 재생할 수 있음

03

[주행 화면] [MODE 서브메뉴 화면]

좌측 하단의 MODE 버튼을 선택 MODE 서브메뉴에서 USB 또는 SD 버튼 선택
※ USB/SD 삽입 시 효과음으로 인식을 알려줌

21

멀티미디어 실행

멀티미디어 1. 멀티미디어 재생 가능 파일 및 실행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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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멀티미디어 실행

II. 오디오

III. 비디오

IV. 포토

V. 외부 입력

03. 멀티미디어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1. 오디오 실행 …

2. 오디오 리스트 설명 …

3. 앨범아트 화면 설명 …

4. 오디오 P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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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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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곡이 재생되면서 앨범 아트 화면으로
메뉴 변경

03

오디오 파일 실행

오디오 실행

멀티미디어 2. 오디오

[오디오 리스트 화면] [앨범 아트 화면]

우측 파일 리스트에서 재생 파일을 선택 2

1
※ 하단 리스트 전환 버튼 선택 시 리스트로 이동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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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파일 리스트 확장 상태 화면] [그룹 리스트 확장 상태 화면]

멀티미디어 2. 오디오

리스트 그룹 리스트 확장

오디오 실행

좌측의 그룹 리스트가 확장됨좌측의 그룹 폴더를 길게 드래그함 21

※ 그룹 리스트 확장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시 파일 리스트가 확장됨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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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좌측에 폴더/앨범/가수별 중 선택한 그룹 리스트와 우측에 해당 그룹의 파일 리스트로 구성

[재생 목록 화면]

그룹 리스트
폴더/앨범/가수 중 선택 그룹의 내용 표시

1

2

재생 중인 곡명 또는 파일명3

이전/종료 버튼4

오디오 리스트에 대한 설명

멀티미디어 2. 오디오

5

6 MODE 및 기능 버튼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파일 리스트
선택 그룹의 내용 표시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43

1

6

5

2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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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부분별 기능 설명

1

1-1

1-2

1-3

멀티미디어 2. 오디오

[파일 리스트 항목 ][그룹 리스트 항목 ]

2

인덱스 숫자/앨범명/가수명

곡명 또는 파일명
※ 폴더 그룹에서는 파일명, 앨범/가수 그룹에서는 곡명 표시

2-1

2-2

2-3

파일 형식 아이콘
재생 파일 형식표 (*MP3 / M4A / WAV / OGG)

그룹 리스트 파일 리스트

1-1 1-2

그룹 아이콘
해당 그룹 형식 표시 (폴더/앨범/가수)

재생 곡 또는 파일 개수
해당 그룹에 포함된 곡/파일 수

그룹명
해당 그룹의 이름

2-22-1

※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은 버전마다 다르므로 앞의 미디어 형식 표 참고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1-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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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 중인 곡명 또는 파일명

해당 영역을 선택하면 현재 재생 중인 곡의 재생 목록 위치로 이동 하거나
재생 중인 앨범 이미지로 이동

4

멀티미디어 2. 오디오

※ 곡명 또는 파일명의 길이가 긴 경우 해당 영역을 좌/우 드래그하여 확인 가능

5

색인

그룹에 대한 색인 표시

이전 버튼
이전 화면으로 이동 ※ 오디오에서는 활성되지 않음

음량 버튼 * N120/N100 BI 지원 기능

음량 조절 팝업 표시 버튼으로, BI 모델에만 제공되는 버튼

종료 버튼
오디오를 완전히 종료 후 화면 닫기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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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6 모드 및 기능 버튼

※ 제품 모델별 제공되는 기능 버튼이 상이함

* N100/N200 

* N120/N100 BI

MODE 버튼
내비게이션 외 멀티미디어 등 다른 모드로 전환 가능
※ 제품마다 제공 기능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능은 내비게이션 설명 참고

멀티미디어 2.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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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버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

TRIP, PIP 버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

재생 리스트 그룹 선택 버튼

재생 리스트 하단 기능 버튼에서
폴더/앨범/가수로 분류된
그룹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음

폴더 폴더 기준

앨범 ID3Tag에 저장된 앨범명 기준

가수 ID3Tag에 저장된 가수명 기준

MP3 파일에 포함된 ID3Tag 정보
를 분석하는 동안
앨범/가수 재생 목록 그룹을
선택할 수 없음

※ ID3Tag란 MP3 파일에서 사용하는
메타 데이터 포맷으로, 음악의 제목,
가수명, 앨범 이미지 등 다양한 음악
관련 정보를 담고 있음

멀티미디어 모드 선택 버튼
비디오 또는 포토 재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음
※ 재생 가능한 미디어 파일이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

03 멀티미디어 2. 오디오

* N120/N100 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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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앨범 아트 화면 : 가사 표시]

앨범 이미지1

재생 컨트롤 버튼4

재생 위치 이동 바5

재생 모드6

가사보기 ON/OFF7

멀티미디어 2. 오디오

앨범 아트 화면에 대한 설명

볼륨 조절 바8

앨범 타이틀3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1

3

4

5

67

6

8

2

가사표시2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9

9 리스트 / 앨범아트 전환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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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부분별 기능 설명

이전/다음 곡 재생

3초 이상 재생된 경우 이전 곡 재생 버튼은 곡의 처음으로 이동

재생/일시 정지
일시 정지 상태에서는 재생 / 재생 상태에서는 일시 정지

3

재생 바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시간으로 재생 위치 이동

멀티미디어 2. 오디오

앨범 이미지

앨범 이미지 영역을 좌/우 드래그하면, 이전/다음 곡의 앨범 이미지 확인 가능.
앨범 아트에서 중앙에 위치한 앨범 이미지를 선택하면 해당 앨범 이미지의 곡
재생

4 재생 위치 이동 바

가사 또는 앨범 타이틀

가사가 표시되더라도 앨범아트를 드래그 시 타이틀이 표시되며, 재생되고 있는
앨범의 경우 가사가 표시됨

1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2
※ 가사지원파일(LRC)을 지원하여 가사가 없는 음원파일 재생 시에도 해당 음원에 맞는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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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생모드

임의 재생 및 반복 재생 을 선택하여 원하는 재생 순서를 선택

5

멀티미디어 2. 오디오

가사 보기 ON/OFF
재생되고 있는 곡의 가사가 표시되며, 앨범아트 드래그 시 해당 앨범의 타이틀을 표시하고, 재생되는 앨범일 경우
가사가 표시됨. 

6

[임의재생 ON] [그룹/폴더 반복]

[현재 재생 파일 반복]

[전체 파일 반복]

[임의재생 OFF]

볼륨 조절 바

막대형 볼륨 바 드래그 시 멀티미디어 볼륨이 조절됨

7

[재생리스트와 앨범아트 전환]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가사 확대보기
또한 가사 확대보기를 통해 글자를 키워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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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2. 오디오

오디오 PIP 화면 실행

오디오 PIP 화면2

[오디오 화면]

오디오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오디오 PIP 화면→지도화면→재생화면 순으로 이동

오디오 재생 화면
※ 매립 모델 경우 하단 MODE 내 PIP 버튼 선택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N200 : 오디오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오디오 → 지도화면→ DMB → 오디오 순으로 이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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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오디오 PIP 화면 실행

멀티미디어 2. 오디오

43 오디오 재생화면

오디오 PIP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지도화면3

오디오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오디오 PIP 화면→지도화면→재생화면 순으로 이동
※ N200 : 오디오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오디오 → 지도화면→ DMB → 오디오 순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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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PIP 화면에 대한 설명

[오디오 PIP 화면]

곡명 또는 파일명1

*음량/오디오 모드 이동 버튼2

이전/종료 버튼3

오디오 PIP

멀티미디어 2. 오디오

재생 컨트롤 버튼4

재생 위치 이동 바5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BI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뷰 지도 모드에서는 PIP화면이 지원되지 않음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1 2

3

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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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3

멀티미디어 2. 오디오

2 오디오 모드 이동 버튼
오디오 전체화면으로 변경

4
이전/다음 곡 재생
3초 이상 재생된 경우 이전 곡 재생 버튼은 곡의 처음으로 이동

재생/일시 정지

일시 정지 상태에서는 재생 / 재생 상태에서는 일시 정지

이전 버튼

종료 버튼

오디오 재생을 중단한 후, 오디오 PIP 종료

오디오 재생을 중단하지 않고, 지도 화면으로 이동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량 버튼

음량 조절 버튼

* N120/N100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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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멀티미디어 실행

II. 오디오

III. 비디오

IV. 포토

V. 외부 입력

03. 멀티미디어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1. 비디오 실행 …

2. 비디오 리스트 설명 …

3. 재생 화면에 설명 …

4. 비디오 설정 …

5. 비디오 PIP                 …

270

273

277

278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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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실행

1

1 확인 버튼
주의 화면이 종료 되고 비디오 시청 가능

[주행 중 비디오 시청에 대한 경고 화면]

멀티미디어 3. 비디오

비디오를 처음 실행하면 주행 중 비디오 시청에 대한 주의 화면이 표시됨
※ 주의 화면이 표시되는 상태에서는 오디오만 들을 수 있으며, 실행 중인 영상이 있을 경우 주의 화면 표시됨.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주의 화면을 터치하면 멀티미디어 조작 메뉴가
나타나 원하는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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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실행

비디오 영상 화면이 나타남21

[비디오 리스트 화면] [비디오 영상 화면]

멀티미디어 3. 비디오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좌측 하단의 재생 버튼을 선택하거나
우측 파일 리스트에서 재생 파일을 선택

※ 비디오 초기화면은 마지막으로 실행한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예 : 재생화면에서 종료하였다면, 비디오 재실행 시, 재생화면
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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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디오 실행

비디오 영상 화면을 다시 터치하면 재생 컨트
롤 메뉴가 사라짐

비디오 영상 화면을 터치하면 멀티미디어 조작
메뉴가 나타남

43

[비디오 재생 화면] [비디오 영상 화면]

멀티미디어 3. 비디오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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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리스트에 대한 설명

1 재생 리스트

2 MODE 및 기능 버튼

[비디오 리스트 화면]

멀티미디어 3. 비디오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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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리스트 확장

1

비디오 리스트에서 폴더를 선택하여 드래그하면 리스트가 확장(축소)됨2

멀티미디어 3. 비디오

비디오 리스트

재생 시간

파일명

1-1

1-2

1-3

파일 형식 아이콘

재생 파일 형식 표시
(*AVI / MKV / MP4)

[리스트 버튼]

1-1 1-2

1-3
※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은 버전마다

다르므로 앞의 미디어 형식 표 참고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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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3

멀티미디어 3. 비디오

* N200

* N100

* N100 BI

MODE 버튼
내비게이션 외 멀티미디어 등 다른 모드로 전환 가능
※ 제품마다 제공 기능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능은 내비게이션 설명 참고

모드 및 기능 버튼
※ 제품 모델별 제공되는 기능 버튼이 상이함

*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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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미디어 3. 비디오

[비디오 재생 화면]

오디오 또는 포토 재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음

※ 재생 가능한 미디어 파일이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

멀티미디어 모드 선택 버튼

TRIP, PIP 버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

* N120/N100 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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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재생 화면에 대한 설명

[비디오 재생 화면]

3. 비디오

재생 위치 이동 바1

재생 컨트롤 버튼2

3 리스트/비디오 재생 화면 전환 버튼

볼륨 조절 바5

비디오 설정 메뉴 이동 버튼4

4 5
2

1

3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비디오 설정 메뉴 화면(N100,BI 지원 기능)

※ 아래 비디오 설정 메뉴 화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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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비디오 설정
비디오 설정에 대한 설명

[비디오 설정 화면]

1 4

자막 표시1

자막 속도2

3

화면 비율4

자막 크기

3. 비디오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5

DivX 설정 버튼
※ DivX 재생 파일이 있을 경우 활성화 됨

(N100/BI 지원 기능)

5

2 3



279

03 멀티미디어

비디오 설정

1

DivX 설정에 대한 설명

1 자막 선택
DivX® 형식으로 만들어진 비디오
파일의 오디오 트랙 선택

2

[DivX 설정 화면]

Audio 트랙
DivX® 형식으로 만들어진 비디오
파일의 오디오 트랙 선택

2

3. 비디오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N100/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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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 부분별 기능 설명

자막 표시

SAMI 형식 외부 자막 출력 표시 설정

자막 속도

자막 속도 설정 화면 이동

자막 크기

외부 자막 크기 변경
※ 크게/중간/작게

1

2

3

[자막 속도 설정 화면]

※ +/- 버튼을 선택하면 자막 속도 변경

4

화면 비율 변경

전체/원본/파노라마(2:1비율)

3.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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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 부분별 기능 설명

5

3. 비디오

DivX 설정 버튼

DivX 재생 파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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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PIP 화면 실행

멀티미디어 3. 비디오

비디오 PIP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100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N200 : 비디오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 → 지도화면 → DMB → 비디오 순으로 이동

비디오 화면에서 제품 우측 상단 PIP 버튼을 선택하면
재생화면→비디오 PIP 화면→지도화면→재생화면 순으로 이동

※ 매립형 모델 경우 하단 MODE 내 PIP 버튼 선택

2 비디오 PIP 화면비디오 재생화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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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PIP 화면 실행

멀티미디어 3. 비디오

[재생 화면]

비디오 PIP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100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지도 화면]

4 비디오 재생 화면지도화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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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PIP 화면에 대한 설명

[비디오 PIP 화면]

멀티미디어

비디오 PIP

3. 비디오

재생 파일명1

음량/비디오 모드 이동 버튼2

이전/종료 버튼3

재생 컨트롤 버튼4

재생 위치 이동 바5

* N120/N100/BI 지원 기능

본 화면은 BI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뷰 지도 모드에서는 PIP화면이 지원되지 않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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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3

멀티미디어 3. 비디오

2 비디오 모드 이동 버튼

비디오 모드 전체화면으로 변경

4 이전/다음 파일 재생 버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재생 시간이 10초 전,후로 이동
※ 형식에 따라 위치 이동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재생/일시 정지 버튼
일시 정지 상태에서는 재생 / 재생 상태에서는 일시 정지

재생 위치 이동 바
재생 바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시간으로 재생 위치 이동

5

종료 버튼
비디오 재생을 중단한 후 비디오 PIP 화면 종료

이전 버튼
비디오 재생을 중단하지 않고, 지도 화면으로 이동

음량 버튼

음량 조절 버튼으로 전체 음소거 시 음소거 상태 표시됨

*N120/N100 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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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멀티미디어 실행

II. 오디오

III. 비디오

IV. 포토

V. 외부 입력

03. 멀티미디어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1. 실행 및 이미지 확대/축소기능 …

2. 포토 리스트 설명 …

3. 포토 슬라이드 쇼 설명 …

4. 촬영 위치로 지도 이동 화면 설명 …

5. 캡쳐 보기 실행 …

6. 캡쳐 보기 리스트 설명 …

7. 캡쳐 보기 편집 화면 설명 …

8. 캡쳐 보기 파일 복사하기 …

9. 캡쳐 보기 파일 삭제하기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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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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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30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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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리스트에서 항목을 선택한다. 포토 전체 화면이 나타난다.21

[포토 리스트] [포토 화면]

멀티미디어 4. 포토

포토 리스트 실행 및 이미지 확대/축소 기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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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4. 포토

포토
포토 리스트 실행 및 이미지 확대/축소 기능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화면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이전/다음 버튼
및 포토 리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남

[화면 확대/축소 버튼 설정화면] [멀티터치 조정 화면]

3 전체화면에서 좌/우로 드래그해서
이전/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멀티터치로 화면 확대/축소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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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리스트 화면]

멀티미디어 4. 포토

1

1 포토 리스트

2

포토 리스트에 대한 설명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MODE 및 기능 버튼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2

3

333 리스트를 터치하여 좌(우)로
드래그하면 리스트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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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

멀티미디어 4. 포토

포토 리스트
포토 리스트와 색인으로 폴더 리스트를 표시

1-1 색인

1-2 파일명

1-3 파일 형식 아이콘
재생파일 형식 표시 (BMP, JPG, PNG)

1-4 이미지 크기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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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2

멀티미디어 4. 포토

모드 및 기능 버튼
※ 제품 모델별 제공되는 기능 버튼이 상이함

* N200/N100 

* N120/N100 BI 

MODE 버튼
내비게이션 외 멀티미디어 등 다른 모드로 전환 가능
※ 제품마다 제공 기능이 상이하며, 자세한 기능은 내비게이션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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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4. 포토

※ 부분별 기능 설명

연속 버튼
슬라이드쇼 기능으로 특정 주기로 포토 화면이 변경됨

포토 회전 버튼
포토 화면이 90도씩 회전

[화면 캡쳐 리스트 선택 시]

캡쳐보기 버튼
사용자가 제품 내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메뉴로,
포토보기와 캡쳐보기 버튼이 번갈아 표시

[포토 리스트 선택 시]

배경설정 버튼
선택한 사진을 부팅화면으로 설정이 가능함
※ 내비게이션 해상도와 같은 이미지만 배경화면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N100/BI/N120 : 800X480, N200(S) : 1024X600)

※ USB에 담긴 미디어가 많을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완료된 후 배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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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멀티미디어 4. 포토

※ 부분별 기능 설명

멀티미디어 모드 선택 버튼
오디오 또는 비디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음
※ 재생 가능한 미디어 파일이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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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포토

1

1

2

[포토 슬라이드 쇼 화면]

2

포토 슬라이드 쇼 주기
3초, 10초, 20초, 30초로 선택

종료 버튼
포토 슬라이드 쇼를 중지

멀티미디어 4. 포토

포토 슬라이드 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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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위치로 지도 이동위치 이동 버튼 선택 21

[포토 화면] [촬영 위치로 지도 이동 버튼 화면]

멀티미디어 4. 포토

포토
촬영 위치로 지도이동 화면에 대한 설명

※ 위치 정보가 있는 사진도 해당 위치로 지도 이동 가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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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보기

화면 캡쳐 리스트에서 하단의 Photo 버튼을
선택 시 포토리스트로 돌아감

포토 리스트에서 하단의 캡쳐보기 버튼을
선택 시 화면 캡쳐 리스트로 이동함

21

[포토 리스트] [화면 캡쳐 리스트]

멀티미디어 4. 포토

캡쳐 보기 실행
사용자가 제품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를 보는 뷰어 실행 방법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사용을 위한 사용자 도움말 팝업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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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보기 리스트에 대한 설명

[캡쳐보기 리스트 화면]

멀티미디어 4. 포토

1 캡쳐 리스트

2 3

포토 리스트 전환 버튼
USB/SD카드 속 포토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리스트로 전환

리스트 편집
포토 리스트 편집 가능

3

4

2

멀티미디어 모드 선택 버튼4

캡쳐 보기 리스트에 대한 설명
사용자가 제품 화면을 캡쳐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메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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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보기 편집 화면에 대한 설명

[캡쳐보기 편집 화면]

멀티미디어 4. 포토

1 캡쳐 이미지 리스트

2 3

전체선택/해제 버튼

파일 복사/삭제 버튼3

2

캡쳐된 이미지를 개별 또는 전체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편집 화면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 기능별 상세설명은 부분별 기능 설명에서 참고

※ 리스트를 선택하여 붉은색 상태 시
삭제(복사)가 가능한 상태로 변경된 것이며,
하단의 삭제(복사) 버튼 선택 경우 삭제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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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

2

멀티미디어 4. 포토

화면 캡쳐 리스트

파일 생성 날짜/시간

파일명

1-1

1-2

1-3

파일 형식 아이콘

[리스트 버튼]

체크박스에 체크된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복사/삭제 버튼

3

전체 선택/전체 해제 버튼

체크박스 선택을 전체 선택하거나 해제함

1-3

1-1 1-2

※ 리스트가 붉은 상태 시 삭제 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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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보기 파일 복사하기

SD메모리로 파일 복사함을 확인 후
복사 버튼을 선택

리스트 내 체크박스로 복사할 파일을 선택 후
하단의 복사 버튼을 선택함

21

[캡쳐보기 편집화면] [복사 확인 팝업]

멀티미디어 4.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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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보기 파일 복사하기

복사가 진행됨
※ 전체 진행 상태와 개별 진행 상태를 진행 바로 표시하며,

총 복사 건수 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사 순서를 표시

3

[복사 진행 팝업]

멀티미디어 4.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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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보기 파일 삭제하기

삭제 여부를 확인 후 삭제 버튼을 선택 시
개별 또는 전체 파일이 삭제됨

리스트 내 체크박스로 삭제할 파일을 선택 후
하단의 삭제 버튼을 선택함

21

[캡쳐보기 편집화면] [삭제 확인 팝업]

멀티미디어 4.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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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멀티미디어 실행

II. 오디오

III. 비디오

IV. 포토

V. 외부 입력
1. AUX 화면 설명 …

2. 후방 카메라 설명 …

3. 후방카메라 조작 방법 …

4. 주차라인 편집 화면에 대한 설명 … 

03. 멀티미디어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304

309

310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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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기본 화면

[AUX 화면]

설정 버튼1

1

외부 입력에 비디오 신호가 없는 경우 AUX 메뉴 화면이 표시

AUX 화면에 대한 설명

멀티미디어 5. 외부 입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델별 지원되는 기능에 대해 표시 참고 바랍니다.

* N100/N200 화면 * N120 화면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 N100 BI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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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

2

멀티미디어

설정 버튼

AUX 설정 화면으로 이동

[블루투스 오디오 화면]

AUX /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

블루투스 A2DP가 연결될 때만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 활성

* BI 지원 기능

5. 외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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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설정

[AUX 설정 화면]

화면 비율1

1

AUX 화면에 대한 설명

멀티미디어 5. 외부 입력

2

후방 카메라 사용2

* N100 화면

* N200/N100BI 화면

* N100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델별 지원되는 기능에 대해 표시 참고 바랍니다.

※ 기능별 상세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참고

*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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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기능 설명

1

멀티미디어

화면 비율

화면 비율에 대한 설정으로, 전체/원본/파노라마 (2:1비율) 설정

후방 카메라 사용 설정 시, 외부 입력으로 비디오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

2

후방 카메라 사용
* N100 지원 기능

5. 외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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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비디오

[AUX 비디오 화면]

외부 입력으로 비디오 신호가 감지되면 외부 입력으로 입력된 비디오가 표시됨

멀티미디어 5. 외부 입력

AUX 화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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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카메라 화면]

후방 카메라에 대한 설명

멀티미디어 5. 외부 입력

※ 후방 카메라 설정은 AUX 설정 메뉴 참고

외부 입력으로 비디오 신호가 감지되면, 제품이 부팅하는 도중에도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됨

본 화면은 N1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델별 지원되는 기능에 대해 표시 참고 바랍니다.

* N200S/N200/N120/N100B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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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입력으로 비디오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됨

후방 카메라 조작 방법

멀티미디어 5. 외부 입력

주차라인에 대해 타입, 확장/축소, 이동 및 초기화
등 설정 후 닫기 선택

후방카메라 화면 아무 곳에 길게 선택(7초) 시
주차라인 편집 화면으로 이동

21

[후방카메라 화면] [주차라인 편집 화면]

※ 후방 카메라 설정은 AUX 설정 메뉴 참고

본 화면은 N200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델별 지원되는 기능에 대해 표시 참고 바랍니다.

* N200S/N200/N120/N100BI 지원

※ N120은 설정->주차가이드라인표시 선택으로 주차라인 편집 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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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 편집 화면에 대한 설명

[주차라인 편집 화면]

멀티미디어

1
1 주차라인 타입

표시하지 않음/각도에 따른 3가지 타입

주차라인 가로 폭 확장/축소 버튼2

위치 이동 버튼3

주차라인을 사용자 차량 및 카메라 위치에 따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설정할 수
있는 편집 화면

2 3 4 5

설정 초기화 버튼4

저장 및 편집화면 종료 버튼5

본 화면은 N200 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모델별 지원되는 기능에 대해 표시 참고 바랍니다.

5. 외부 입력

* N200S/N200/N120/N100B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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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가 기능 I. 블루투스

II. 차계부

III. 사용자 모드

1. 블루투스 장치 연결 …

2. 블루투스 기능 …

3. 블루투스 설정 …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313

31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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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블루투스 실행 버튼 선택

[주행 화면]

1

블루투스 장치 연결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블루투스 실행 아이콘]

공지사항 유무 표시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 표시

핸드폰 연결 표시

블루투스 장치 연결 아이콘
※ 연결 시 푸른 색으로 표시됨

※ 업데이트 진행 시 블루투스 장치 연결 아이콘이 깜빡임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200/N100/B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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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실행 팝업 화면]

블루투스 장치 연결

※ 내비게이션이 아닌 다른 모드에서는
설정 > 시스템 > 블루투스 설정으로 이동하여 연결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핸드폰 블루투스 장치 심볼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심볼

장치 연결 버튼

연결 해제 버튼

블루투스 설정 이동 버튼

블루투스 공지사항 이동 버튼

업데이트 실행 버튼

※ 연결되었던 블루투스 장치가 존재한다면, 자동으로 연결됨

블루투스 실행 팝업의 설정 버튼 선택2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200/N100/B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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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설정이 ON되어 있는지 확인

[블루투스 설정 화면]

3

블루투스 장치 연결

※ 블루투스 오디오 및 폰 연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 화면의 블루투스 오디오 및 폰 연결이 ON으로

설정되어야 함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200/N100/B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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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장치 연결

블루투스 장치 목록에서 원하는 장치 선택

[블루투스 설정 화면 ]

블루투스 오디오 장치 연결 완료

[블루투스 설정 화면 ]

5

※ 블루투스 오디오와 핸드폰 기능은 동시 연결 가능※ 장치 목록 리스트에 등록된 장치가 없는 경우
블루투스 장치 목록을 OFF하였다가 ON하면
주변기기를 재 검색함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4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200/N100/BI 지원



317

04

아이폰과 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기능
아이폰의 테더링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서버로
부터 소프트웨어 및 안전운전 데이터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나브킹덤의 공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하여 제품의 오디오를
블루투스 기기로 출력하는 기능
블루투스(A2DP)가 지원되는 차량은
차량 내 스피커를 통해 제품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음

※ 제조사별 차량 오디오 특성에 따라 동작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폰 연결 기능

블루투스 기능

오디오 기능

오디오 기능 경우 N100, N200 모델에는 지원되나 BI 모델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200/N100/B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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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치이름

블루투스 장치의 이름을 변경

[장치명 입력 화면]

블루투스
ON/OFF

블루투스 ON / OFF 설정1

2

※ 전체 블루투스 사용여부에 대한 설정으로, ON으로 설정하면 하단에 세부항목이 표시

[블루투스 설정 화면]

※ 우측의 변경을 선택하면 장치명을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됨

블루투스 설정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N200/N100/BI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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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IN Code

블루투스 PIN Code를 변경3

[블루투스 설정 화면] [PIN Code 입력 화면]

※ 우측의 변경 버튼을 선택하면 PIN Code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됨

4

폰 연결
폰 연결 기능 ON/OFF 선택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5

Phone Connect
Mode

폰 커넥트 모드

[폰 커넥트 모드 설정 화면]

폰 연결 기능 ON/OFF 선택

* N100 BI 지원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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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결된 폰으로부터 SW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시작할지에 대해 설정

6

SW 다운로드
자동 시작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카메라 데이터
다운로드 자동시작

연결된 폰으로부터 카메라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할지에 대해 설정
7

[폰 연결 도움말 설정 화면]

폰 연결 기능에 대한 상세 도움말 표시

[아이폰 도움말 화면]

※ 우측의 아이폰 버튼 선택 (현재 아이폰만 폰 연결 기능 지원)

폰 연결 도움말

8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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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9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ON/OFF 선택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블루투스 오디오
출력음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통해 출력될 오디오 설정
※ 선택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오디오는 제품의 내장 스피커로 출력됨

10

* N100/N200 지원

* N100 지원

11

[블루투스 오디오 도움말 설정 화면] [블루투스 오디오 도움말 화면]

블루투스 오디오
도움말

차량 제조사별 차량 오디오에 대한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 방법 설명

* N100/N200 지원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2

04 부가 기능 1. 블루투스

블루투스 장치목록을 갱신하는 기능

블루투스 장치 목록

ON으로 설정된 경우, 블루투스 설정 모드 진입 시 자동으로 30초간 주변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함
※ ON을 OFF로 전환 후 다시 ON 으로 전환하면 주변 장치를 다시 검색함

[블루투스 장치 목록 ON 화면]

※ 블루투스 장치에 대한 상태 표시

• 쌍으로 연결 안됨 : 블루투스 장치 검색은 되었으나 Pairing이 되지 않은 상태

• 연결 안됨 : 블루투스 장치와 기기 연결이 시도 전 상태

• 연결 됨 : 블루투스 장치와 기기가 연결된 상태

• 연결 실패 : 블루투스 장치와 기기 연결이 실패된 상태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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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가 기능
I. 블루투스

II. 차계부

III. 사용자 모드

1. 차계부 실행 …

2.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 차계부 SPOT 메뉴 …

- 요약보기 …

- 주행거리 관리 …

- 주유비 관리 …

- 소모품 관리 …

- 차량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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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차계부 실행

[주행 화면] [MODE 서브메뉴 화면]

표시되는 MODE 메뉴 중 차계부 선택21 좌측 하단의 MODE 버튼 선택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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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주의사항 화면] [비밀번호 입력 창 화면 ]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43 차계부 진입 시 초기 도움말 팝업 표시
※ 비밀번호는 차계부 SPOT > 설정 > 개인정보 메뉴

에서 설정 가능하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표시되지 않음

차계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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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주행거리 입력 화면] [차계부 요약보기 화면]

차계부 정보가 요약 그래프로 표시됨
※ 소모품/주행거리/주유비/차량관리비가 그래프로 표시

65 요약보기 그래프 진입 시 초기에 주행거리
입력 팝업이 표시됨

차계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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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

차계부 SPOT메뉴 설명

[ 차계부SPOT 메뉴 화면]

요약보기 화면 이동 버튼1

주행거리 화면 이동 버튼2

주유비 화면 이동 버튼3

소모품 화면 이동 버튼4

차량관리비 화면 이동 버튼5

※ 하단의 SPOT버튼 선택 시 표시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설정 이동 버튼6

2 1

4 5

3 6

04 2. 차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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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요약보기 화면]

1

6

7

4

※ 그래프는 좌/우로 드래그되며, 상단의 Today 버튼을 선택하면 오늘 날짜의 요약 보기로 이동

5

요약보기
차계부에 입력된 모든 항목을 요약해서 날짜 별(일별/월별)로 구분되어 표시

2 3
Today 버튼1

월평균 주행거리/연비2

이전/다음 달 정보 보기 버튼3

입력한 정보 요약 그래프 내용4

항목별 날짜5

기능버튼6

소모품 교체 알림 정보7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8

주유비 입력 버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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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2. 차계부

차계부에 입력된 모든 항목은 날짜별 그래프
형태로 표시되며, 하단 기능버튼으로
일별/월별 그래프 변환이 가능함

특정 날짜의 그래프를 선택 하면
소모품, 주행거리, 주유비, 차량 관리비의 내용이
표시됨

요약보기

[요약보기 화면] [차계부 정보 보기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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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주행거리 화면]

※ 그래프는 좌/우로 드래그되며, 상단의 Today 버튼을 선택하면 오늘 날짜의 주행거리로 이동

주행거리 관리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현재까지 주행거리에 대해 날짜 별 입력 / 수정으로 관리

1

6

4

5

2 3
Today 버튼1

총 주행거리/월 주행거리2

이전/다음 달 정보 보기 버튼3

주행거리 그래프4

항목별 날짜5

6 소모품 교체 알림 정보
7

7 주행거리 초기 입력값
※ 다른 정보와 구분되게 색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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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주행거리 관리

[주행거리 그래프 화면] [주행거리입력 팝업 화면]

주행거리 입력
※ 주행 누적 거리를 입력하면 해당 날짜의 주행거리가

자동 계산되어 입력됨

21 추가하거나 수정을 원하는 항목을
그래프에서 선택하면 수정할 수 있음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주행거리 수정/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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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주유비 화면]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주유비 관리
날짜별로 주유비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1

6

4

5

2

3
Today 버튼1

총 주행거리/월평균거리 정보2

이전/다음 달 정보 보기 버튼3

주유비 그래프4

항목별 날짜5

6 소모품 교체 알림 정보

※ 그래프는 좌/우로 드래그되며, 상단의 Today 버튼을 선택하면 오늘 날짜의 주행거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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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주유비 관리

[주유비 화면] [주유비 입력 팝업 화면]

해당 날짜에 대한 주유단가, 주유량, 주유비를
입력할 수 있음

21 추가 또는 수정을 원하는 날짜의 그래프를
선택하면 추가 /수정할 수 있음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주유비 항목 수정하기

※ 주유단가는 TPEG 수신 시 가장 가까운 주유소의 유가 정보로
자동 입력되며, 입력창 부분을 선택 시 각 항목에 대해 편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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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소모품 관리 화면]
2

3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소모품 관리
차량 운행 시 정기적인 점검 항목에 대하여 교체 주기 및 교체 비용에 대해 관리함

소모품 관리 항목1

소모품 수정(교체 주기/항목 추가)2

등록된 소모품 관리 이력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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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소모품 관리 화면] [소모품 교체비용 입력 팝업 화면]

소모품 관리

소모품 교체 선택 시 교체 비용을 입력
※ 교체 시점으로부터 소모품 교체 주기를 계산하여

교체 필요 시점을 자동으로 알려주게 됨

21 소모품 교체 입력을 위한 소모품 항목 선택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소모품 항목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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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소모품 관리 항목 수정 화면]

1

2

3

소모품 관리

소모품 관리 항목1

옵션 설정 팝업2

기능버튼3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소모품 관리 항목 추가 및 옵션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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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소모품 관리

[소모품관리 화면] [소모품 항목수정 화면]

소모품의 교체 주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모품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21 소모품의 교체주기 등을 변경/추가하려면
하단의 수정 버튼을 선택

※ 소모품 실제 교체 주기는 운전 습관 및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소모품 관리 항목 추가 및 옵션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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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 차량 관리비 화면]

5 4

2
3

※ 그래프는 좌/우로 드래그되며, 상단에서 Today 버튼을 선택하면 오늘 날짜의 차량 관리비로 이동

Today 버튼1

년/월 관리비 표시2

이전/다음 달 정보 보기 버튼3

등록된 차량 관리비 이력4

관리비 항목5

6 기능버튼 / 항목 추가 및 삭제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차량 관리비
차량 관리비를 일별로 표시하고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음

1

6



339

부가 기능04 2. 차계부

[차량 관리비 그래프 화면] [항목 추가 키패드 화면]

차량 관리비

원하는 차량 관리 항목명을 입력 후 확인
선택 시 새로운 차량관리 항목이 추가됨

21 차량 관리 항목에 추가할 차량 관리비
항목이 있을 경우 하단의 추가 버튼을 선택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차량 관리비 항목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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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2. 차계부

[차량 관리비 그래프] [관리비 이력 수정 팝업]

관리비 이력 수정 팝업에서 비용과 날짜를
선택해서 수정해 관리할 수 있음

21 관리비가 입력된 그래프 항목 선택 시 수정할
수 있음

차계부 기능 알아보기
차량 관리비

 차량 관리비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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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04. 부가 기능
I. 블루투스

II. 차계부

III. 사용자 모드
1. 사용자 모드 설명 …

2. 사용자 모드 실행 …

34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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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사용자 모드 실행

[주행 화면]

표시되는 MODE 메뉴 중 사용자 모드 선택21 좌측 하단의 MODE 버튼 선택

※ 사용자 모드로 전환 시 멀티미디어 재생이 중단됨

[MODE 서브메뉴 표시 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 진입방법 설명
-> 기능 설명으로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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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계기판 모드] [사용자 모드 메뉴 화면]

하단에 MODE/지도로 등 기능버튼이 표시43 사용자 모드 중 계기판 모드가 표시

※ 사용자 모드 화면을 터치하면 메뉴가 표시됨 ※ 자세한 기능은 부분별 기능설명 페이지에서 설명

사용자 모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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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계기판 모드 종류

[Red/안전운전표시 경우 화면] [Cyan 화면]

Red/Cyan 두 가지 컬러의 차량 계기판 스타일의 모드가 있으며
좌측에 주행속도, 우측은 현재시각이 표시되며 화면 터치 시 표시되는 화면의 하단 기능 버튼 중
안전 운전 정보 ON으로 설정 시 화면 중앙에 안전 운전 정보와 남은 거리가 표시됨

※ 하단 기능버튼의 자세한 기능은 부분별 기능설명 페이지에서 설명

사용자 모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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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사용자 모드 하단 기능버튼 표시 화면]

1 2 3 4 1

MODE/지도 이동 버튼1

스킨 모드(Cyan, Red) 변경 버튼
※ 버튼 선택 시 마다 스킨 모드가 번갈아 표시

2

안전운전정보 표시 ON/OFF 버튼3

시계 모드 버튼4

사용자 모드 설명
계기판 모드 상세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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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1

선택 시 전환 가능한 모드 항목이 표시

※ 부분별 기능 설명

지도로
내비게이션 모드로 전환

2

계기판 모드 / 배경 설정
계기판 모드의 스타일을 설정
(Red/Cyan 컬러 모드 지원)
※ 시계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음

[계기판 모드 배경]

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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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시계 모드 종류

[24시간제/안전운전 표시 경우]

화면 터치 시 표시되는 하단 기능 중 시간제 설정으로 12/24시간제 시계로 번갈아 표시되며,
안전 운전 정보 ON으로 설정 시 화면 좌측에 안전운전정보와 남은 거리가 표시됨
※ 하단 기능버튼의 자세한 기능은 부분별 기능설명 페이지에서 설명

사용자 모드 설명

다른 정보 없이 시계만 표시되는 모드

[1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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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사용자 모드 하단 기능버튼 표시 화면]

시간 표시 방법 설정 (12/24시간)

사용자 모드 메뉴에 대한 설명
시계 모드 상세 기능 설명

1

1 2 3 4 1

1

2

3

4

MODE/지도 이동 버튼

안전 운전 ON/OFF 설정

계기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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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정보 ON/OFF
사용자 모드에서 안전운전정보 표시에 대한 안내 여부를 설정

3 모드 변경
계기판 모드(시계 모드)로 전환

[시계 모드][계기판 모드]

1

부가 기능04 3. 사용자 모드

시계 모드 / 시간제 설정
시계 표시에 대한 시간제 설정으로 12시간제와 24시간제로 지원함
※ 계기판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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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정 I. 설정 기본화면

II. 내비게이션 설정

III. 시스템 설정

IV. 차계부 설정

V. 사용자 매뉴얼

1. 설정 실행 …

2. 설정 기본 화면 설명 …

3. 설정 초기화 …

4. 도움말 팝업 …

5. 설정 미리보기 …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351

352

353

35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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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하단 좌측의 MODE 버튼 선택 표시되는 MODE 메뉴 중 설정 버튼 선택

[주행 화면] [MODE 서브메뉴 표시 화면]

1 2

설정 실행

1. 설정 기본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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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설정 기본화면]

설정 기본화면에 대한 설명

설정 메인 메뉴 버튼1

1번에서 선택된 메뉴의 서브 메뉴2

설정 관리 버튼3

2번 서브메뉴에서 선택한 메뉴 내용4

1

2

3
4

5

도움말(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5

1. 설정 기본화면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스처로 지도를 확대/축소 가능
BI의 경우 멀티터치 지원되지 않음

※ N120은 블루투스 지원되지 않습니다.



353

설정05

하단 우측의 관리 버튼 선택
사용자 설정 관리 화면으로 이동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백업/복원 및 초기화 진행

[설정 화면] [데이터 설정 관리화면]

1 2

※ 공장 초기화로 인한 개인 데이터 삭제에 대해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정 관리

1. 설정 기본화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백업/복원
또는 초기화 가능
※ 백업된 데이터는 SD카드에 저장됩니다.

• 설명 변경
설정 초기화 팝업 -> 

설정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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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설정 항목 타이틀 옆 도움말 버튼 선택 선택한 항목에 대한 설명된 도움말 팝업 표시

[설정 화면] [설정 도움말 팝업]

1 2

도움말 팝업
설정 항목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표시한 팝업

1. 설정 기본화면

※ 도움말 팝업은 시스템/내비게이션/멀티미디어 동일 적용
※ N120은 블루투스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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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지도표시 설정 항목 ON 또는 OFF 버튼 또는
설정값을 선택

※ 심볼 이미지가 표시되는 항목은 미리보기 정보가 제공됨

선택한 항목에 대한 설명된 미리보기 표시

[내비게이션 “지도표시” 설정 화면] [미리보기 표시 화면]

1 2

설정 미리보기
내비게이션 지도표시 관련 설정 항목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보기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을 표시

1. 설정 기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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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정 I. 설정 기본화면

II. 내비게이션 설정

III. 시스템 설정

IV. 차계부 설정

V. 사용자 매뉴얼

1. 지도 표시 …

2. ADAS …

3. 카메라 …

4. 안내 …

5. 경로 탐색 …

6. TPEG                     …

7. 자동 전환 …

8. 관리 …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357

364

368

374

382

385

387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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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지도표시
지도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의 표시여부를 설정

주야간 지도 표시

1

주야간 지도 표시 : 자동전환 선택 시 일출/일몰시간에 따라 전환

[주간] [야간]

2. 내비게이션 설정

빌딩 투명도 조절

2

[불투명]

빌딩 투명도 : 모든 지도의 건물에 대한 투명도 조절

※ 빌딩투명도는 드래그 또는 원하는 값에 터치 시 조절됨

[투명50%]

3

항공 지도 표시

항공지도 표시 : 50m/100m/200m/400m 지도 레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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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자차를 가리는
빌딩 투명도 조절

3

2. 내비게이션 설정

경로선 색상

4

자차 뒤의 빌딩 투명도를 조절하여 시야를 확보해 주는 기능

[모노][컬러]

※ 투명으로 조절 시 건물의 바닥 면만 표시되며, 모노톤으로 설정 시 좀 더 차분한 지도로 표현됨

경로선 색상 : 3가지 (                     )의 경로선 색상중에서 선택
※ 드라이브뷰에서 경로선 너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함

[빨강] [초록]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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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주행궤적 표시

5

2. 내비게이션 설정

방향지시선 표시

6

차량이 주행한 궤적에 대한 표시 및 저장 유무 설정

[자동] [요일별]
주행궤적 삭제 버튼 선택 시 데이터가 모두 삭제 됨
주행궤적 데이터는 ON/OFF시에도 항상 저장이 되므로, 저장을 하지 않으려면 “저장안함”을 선택
색상 선택 : 자동 – 경로선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

요일별 – 7가지 색상이 요일별로 표시

도로 상 일방통행 심볼(         ) 표시 설정

도로 상 유턴심볼(         ) 표시 설정

목적지 방향을 나타내는 지시선에 대한 표시 유무 설정

7 8

유턴심볼 표시

일방통행 표시

[방향지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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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상세주소 지도표시

9

2. 내비게이션 설정

지도 위 지번/도로명 주소에 따른 번지 및 건물번호 표시 설정
지번 및 도로명 주소에 따른 번지와 건물번호를 지도 위 표시할 수 있으며, 
도로명 주소 경우 지도 이동 시 심볼 주변의 도로명의 건물번호가 활성되어 표시됨

※ 일부 상세 주소 경우 특정 주기나 지도 화면이
가려질 수 있으며, 현재는 10m 고정/회전 지도에서만
표시되나, 추후 50m까지 표시 지원될 예정

[표시안함] [도로명 주소][지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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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10

2. 내비게이션 설정

지도에 나타나는 차량심볼을 사용자가 선택 및 설정

차량심볼

[차량 심볼 변경 팝업]

폰트크기

11 지도 상에 나타나는 주기 폰트의 크기 설정

[크게] [보통]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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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12

2. 내비게이션 설정

경로 안내 시 확대도 표시 유/무 설정으로, 지도 모드별 설정 가능

확대도 표시

[확대도 화면]

13 경로 안내 시 방면간판 표시 유/무 설정

방면간판 표시

14 주행 화면 우측상단에 나타나는 차선정보의 표시 유무 설정

차선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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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16 주행속도 표시

주행속도 표시 유무 설정

17 3D맵 주기 표시

3D맵 지도에서 주기 표시 유무 설정

18 유가정보 표시

지도상의 유가정보 표시 유무 설정

15 시계정보 표시

주행 화면에 시계 표시 유무 설정

경사∙고도 표시19 지도상의 경사∙고도 표시 유무 설정

※ 시계 정보 OFF 시, 블루투스도 함께 미표시 됩니다.

지도레벨 표시20 지도상의 지도레벨 표시 유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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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ADAS
최첨단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능 탑재로 운전자에게 급커브 또는
위험지역을 안내하여 안전한 운행을 도움

급커브에 대한 ADAS 확대도 표시여부 및 커브길 안내 시점 설정1

급커브

2. 내비게이션 설정

• 급커브 안내 사용 ON/OFF 
안내 사용여부를 설정하며, OFF 시 세부 설정은 비활성됨

전방 급 커브에 대한 커브곡률, 추천 진입 주행속도 등 급커브에 대한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ADAS 확대도를 통해 안내함

※ 주행 화면 내 급커브 안내

• 안내 방법
급커브 안내 방법의 설정으로 사용자 선택에 따라 ADAS
확대도 화면 안내와 음성 안내를 구분하여 안내 설정 가능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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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

• 안내 방법
전방 안내되는 급커브에 대해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도로의 종류에 따라 안내 시점 설정 가능

2

위험지역 안내

안전운전을 위한 주행 중 위험지역에 대해 안내 설정

• 위험지역 안내 ON/OFF 
안내 사용여부를 설정하며, OFF 시 세부 설정은 비활성됨

• 안내 방법
안내 방법에 대한 설정으로 화면 안내와 음성 안내를 구분하여 안내 설정 가능

1



366

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 위험 지역 세부 설정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안내에 대해 설정 가능하며, 간편설정 기능을 이용해 간략/일반/상세
설정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 추가 설정 가능

위험지역 안내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사용자)

낙석주의 안개지역 사고다발

미끄럼주의 철도건널목 스쿨존 좁아지는 도로 차로없어짐

위험 미끄럼주의 합류도로 야생동물보호 급경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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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방지턱 속도별 안내
주행 속도에 따른 안내 여부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위의 위험지역 세부 설정에서
과속방지턱이 체크 해제된 경우 해당 기능은 비활성

위험지역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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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카메라 안내
주행 도로 내 카메라에 대해 카메라 유형에 따른 심볼과 그에 따른 안내를 제공

1

카메라 안내
사용 설정

2. 내비게이션 설정

• 카메라 안내 사용 ON/OFF 
안내 사용여부를 설정하며, OFF 시 세부 설정은 비활성됨

• 카메라 표시
주행 화면과 사용자모드 에서 카메라 안내 표시 여부 설정

2

카메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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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카메라 세부 설정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카메라 종류에 대해 설정 가능하며, 간편설정 기능을 이용해
간략/일반/상세 설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 추가 설정 가능

카메라

과속 단속 과속 단속
(사용자)

갓길 단속

이동식 단속
(사용자)

버스전용차선 단속 과적차량 단속 끼어들기 단속 순찰차 단속(박스)

구간 단속

이동식 단속 교통정보 수집

기타 카메라주정차위반 단속신호 단속신호 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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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갓길 단속 카메라 거리 설정
항상 안내하거나 2km 이상 떨어진 카메라가 존재하는 경우 안내

갓길 단속
카메라 안내

• 이동식 단속 카메라 야간 안내 음성 설정
일몰~일출 시간 동안 음성 안내 여부를 설정하며, 설정 해제 시 야간에는 화면 표시를 제외한
음성 안내 및 효과음을 안내하지 않음 ※ 아래 표시되는 시간은 날짜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음
표시될 수 있음

6
이동식 단속

카메라 야간 안내

•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대해 속도 및 거리 설정
* 속도 설정 : 설정해둔 속도에서 카메라 안내
* 거리 설정 : 항상 안내하거나 1km 이상 떨어진 카메라가 존재하는 경우 안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안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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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가상 카메라 안내 설정
현재의 주행도로의 안전 운전 정보는 아니지만 주행하는 도로의 고가도로 및 병행도로의
안전운전 정보를 함께 안내하는 기능 설정
※ 설정 해제 시 맵 매칭 실패하는 경우 정상적인 카메라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

가상 카메라
안내

[설정 해제 시 표시 되는 팝업]

※ 가상 카메라인 경우 해당 도로의 속성이 심볼 위에 표시됨

[주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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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초과
경고음

8 • 경고음 설정 : 규정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고음 관련 설정

• 경고음 알림 속도 : 경고음이 발생하는 속도에 대해 사용자 설정이 가능함

• 경고 시 화면 반전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주행 화면에서 화면 반전으로 경고 알림 여부 설정
※ 설정 시 카메라 종류(고정식/이동식)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여 알림

[고정식 카메라 화면반전] [이동식 카메라 화면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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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안내
통과음 설정

9 • 규정 속도에 따른 카메라 안내 통과음 설정
규정속도 초과/미만에 따라 구분하여 통과음 설정 가능

10 • 도로 속성에 따른 카메라 안내 통과음 설정
카메라 안내 시점 및 속도 연동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여 설정 가능

카메라 안내
시점

[고속도로 설정 부분] [일반도로 설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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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안내
경로 음성 안내 시점, 음성 안내 대상 등에 대한 설정

2. 내비게이션 설정

1

경로 음성 안내

• 경로 내 음성 안내 사용 여부 및 상세 설정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한 길 안내를 위해 모든 단계의 경로 음성 안내 설정을 권장
※ 안내 지점으로 부터 설정된 거리 이전에 음성 안내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고,

설정 해제 시, 안내 지점 접근, 방면 정보, 차선 변경 음성 안내가 생략됨

• 경로 음성 안내에 대한 우선 안내 설정
* 회전 안내 : 교차로, 분기점 등에서 경로에 따른 방향 위주의 안내
* 차선 이동 안내 :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선 위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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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 도로에 대한 통행료 음성 안내 여부 설정
통행료

음성 안내

3 좌회전 및 우회전 전용 차선 음성 안내 여부 설정
300m 이내 좌회전 및 우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좌, 우회전

전용차선 음성 안내

4

시도 경계
음성 안내

시도 경계를 주행할 경우 음성 안내 여부를 설정

주행하는 도로 내 시설물에 대한 음성안내 여부 설정
※ 주변시설물은 도로 주변의 랜드마크 건물을 포함

5

도로 시설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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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PG 충전소 안내

주행화면 내 LPG 충전소 안내 표시 설정

※ 주행 화면

• 안내 방법
LPG 충전소 안내 방법의 설정으로 사용자 선택에 따라
화면안내와 음성 안내를 구분하여 안내 설정 가능

[설정 화면]

7 긴급제동시설 안내 표시 설정

긴급제동시설
안내

※ 긴급제동 시설이란, 강원도와 같은
산간 지역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진입하여 강제로 정차시킬
수 있는 안전 시설

[지도심볼 및 방면간판] [드라이브 뷰 자동전환]

긴급 제동 시설 구간 설정 시, 음성 안내 및 지도 심볼과 방면간판으로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점에 근접하면 드라이브뷰로 자동전환 되어 긴급 상황의 운전자가 한눈에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에 도움을 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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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과중량높이

제한 안내

주행화면 내 통과중량제한 안내 표시 설정

[설정 화면]

※ 동일 지역에 카메라위험 지역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 통과중량 높이 제한 안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과높이제한 안내] [통과중량제한 안내]

지하차도, 육교 등과 같은 시설물을 통과할 시에 통과 가능한 차량의 중량을 지도화면에 표시하고, 
음성으로도 안내함

※ 초기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OFF 상태를 ON으로 변경하는 사용자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78

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목적지 도착 거리에 대한 설정
※ 경로주행 시와 경로이탈 시 개별 판단 거리 설정 가능

목적지 도착
판단 거리 설정

•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설정된 거리에 도달하면 도달하면 자동 경로 취소

• 시스템 종료 후 다시 전원 ON 될 때의 시간
경로가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 종료 후 켰을 때 지난 시간을 비교해 기존 경로의 취소 여부 설정

목적지 부근
자동 경로 취소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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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시 음성안내 여부 설정
안전벨트 착용

음성 안내

12 주행한 시간에 대한 음성 안내 여부 설정

주행 시간
음성 안내

경유지/목적지 도착 팝업 표시 시간에 대한 설정
※ 경유지, 목적지 구분하여 설정 가능

13

경유지/목적지
도착 팝업
시간 설정

※ 도착 안내 팝업
시간 버튼 선택 시 마다 설정된
시간으로 다시 재설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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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합 턴 리스트
표시 설정

• 통합 턴 리스트 내 표시 정보 설정
설정된 정보는 주행화면의 통합 턴 리스트 내에 표시

• 리스트 내 거리/시간 우선 표시 설정

[거리 우선] [시간 우선]

※ 위 설정 시 통합 턴 리스트 내에서 아래와 같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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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턴 리스트
표시 설정

• 거리 표시 설정
안내 지점간의 거리 표현을 남은 잔여 거리 및 구간 거리로 표시

• 고속도로 모드 자동 표시
고속도로 진입 시 통합 턴 리스트 자동으로 표시 여부 설정

[통합 턴 리스트 화면]

※ 표시 부분 선택 시
구간/잔여 정보로 자동 전환

15

16

등록지 음성 안내

전체 등록지에 대하여 음성 안내 제공 여부 설정
※ 등록지관리 속성수정에서 안내음성을 ‘없음＇으로 설정한 등록지는 음성 안내 설정 여부에 상관없이 안내음성이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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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경로탐색
경로 탐색 관련한 다중탐색, 회피 대상, 목적지 방향 고려, 경로 학습에 대한 적용여부 설정

1

기본 경로 탐색

2. 내비게이션 설정

경로 탐색 시 사용할 경로 옵션에 대한 설정
설정 해제 시 경로 탐색할 때 해당 항목은 제외하고 탐색됨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OFF 시 세부 설정은 비활성됨

• 사용자 설정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의 선호도를 높여 경로 탐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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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피 옵션

탐색 시 회피하고자 하는 항목 설정

3 경로 탐색 시 목적지와 가장 인접한 도로 방향으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정

목적지 방향
고려 탐색

4 탐색 된 경로 외 자주 이용하는 길이 있을 경우, 그 경로를 기억하여 다음 경로 탐색 시
반영 하도록 설정

학습경로

5
건물 보행자

출입구 고려 탐색

경로 탐색 시 경로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점으로 탐색 안내
* 설정 시 건물 보행자 출입구를 고려, 해제 시 자동차 출입구를 고려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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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행 중 안내
자동 시작

주행 중 경로 탐색 안내 자동 시작 여부 설정
‘주행 중 안내 자동 시작’ 옵션을 OFF로 할 경우, 안내버튼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경로보기 화면
에서 정지되어 있음

7

차종별 편이 탐색
※ 시스템 -> 차량정보에서도 설정 가능

경로 탐색 시 회피하고자 하는 항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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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TPEG
지도 상의 실시간 교통정보(TPEG) 표시, 교통 정보 고려 탐색에 대해 설정

1

2. 내비게이션 설정

실시간 교통정보(TPEG)의 시인성을 높인 교통정보 전용 지도 모드
배경 및 정보의 밝기, 지도 레벨 등을 사용자 주행환경에 맞춰 최적화 설정 가능

• 배경 밝기 조절
TPEG 정보 시인성을 위해 배경의 어두운 정도를
사용자 조절 가능

• 지도레벨
TPEG 모드 전환 시 표시될 지도 레벨을 설정

[주행 화면] [TPEG 모드 화면]

• 지도 정보 밝기 조절
차량 심볼, 경로 방향을 표시하는 턴 안내 등
경로 관련 심볼 외 지도 정보의 밝기를 조절 가능

TPEG 모드 설정
*N200/N120 지원 기능

본 화면은 N200모델 기준으로 일부 기능 및 UI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분별 상세기능 설명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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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2

교통정보 표시

교통정보(TPEG) 상태에 대한 도로별/상황별 지도 표시 여부 설정
표시할 도로를 설정하거나 교통 상황에 따라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음

※ 교통 상황별 색상 정보

■ 원활 ■ 서행 ■ 지체 ■ 정체 ■ 정보없음

3

교통정보
고려 탐색

실시간 교통정보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더 좋은 경로를 재탐색 여부를 설정
재탐색 주기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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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자동 전환
지도 이동 시 현 위치 자동 복귀, 주행 상황에 따른 지도 모드 및 레벨 자동전환 등에 대한 설정

2. 내비게이션 설정

1

현 위치
자동 복귀

지도 이동 시 현 위치로 자동으로 복귀 여부 및 시간 설정
현 위치 복귀 시간은 5초, 10초, 30초, 1분, 3분, 5분, 10분 으로 설정 가능

2

교차로 모드

안내가 필요한 복잡한 교차로에서 더 알아보기 쉽게 2D 지도로 자동 전환 모드 설정
진입 전 700m부터 2D 회전뷰로 전환하여 교차로를 지난 후 다시 이전 모드로 복귀

[교차로 모드 단계별 전환 화면]



388

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3

지하차도 모드
터널 모드
TG 모드

목적지모드

터널, 톨게이트, 지하차도 진입 시 3D 지도화면을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는
드라이브뷰로 자동 전환 여부 설정

4 5

드라이브 모드
차선 설정

7 현재 주행하고 있는 차선이 설정과 같을 경우 드라이브뷰로 변경
※ 주행차선 항목과 다를 경우에는 주행 차선 외 지도모드 항목에 따라 전환됨

※ 목적지 모드 설정 시, 목적지 부근에서 3D 지도화면을 2D 지도화면으로 전환(목적지 전 300m에서 전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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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8

지도 자동 전환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지정된 지도모드와 레벨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정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교차로 진입 시, 속도별 지도레벨 자동전환 선택 시 세부 설정 가능

• 고속도로 (교차로 진입 시) • 속도별 지도레벨 자동 전환

• 일반도로 (교차로 진입 시)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속도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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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9

주행화면
하단정보

표시

주행화면 정보창 내 정보가 표시되는 방법 및 설정
※ 표시되는 정보는 경로가 유무에 따라 구분 설정이 가능

[경로 있음] [경로 없음]

10

주행 중
고도변화 설정

주행 중 지형 상태에 따라 고도(경사각)가 변하는 구간을 부드럽게 변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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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2. 내비게이션 설정

11

주행 중 PIP화면
자동 숨김

주행 중 PIP화면이 자동으로 숨겨지도록 설정
※ 설정 해제 또는 차량 멈춤 시 PIP화면이 다시 나타남

*N120/N100/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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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관리
등록지관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백업/복원 및 초기화 할 수 있는 관리화면

2. 내비게이션 설정

• 사용자 설정 관리 화면에
대한 설명 보충

하단 우측의 관리 버튼 선택
사용자 설정 관리 화면으로 이동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백업/복원 및 초기화 진행

[설정 화면] [데이터 설정 관리화면]

1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백업/복원
또는 초기화 가능
※ 백업된 데이터는 SD카드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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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정 I. 설정 기본화면

II. 내비게이션 설정

III. 시스템 설정

IV. 차계부 설정

V. 사용자 매뉴얼

1. 화면 설정 …

2. 소리 설정 …

3. 블루투스 …

4. 차량정보 …

5. 부가기능 …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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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화면설정

터치조정
*N120/N100/BI 지원 기능

[화면조정]

1

3. 시스템 설정

2

제스처

제품 화면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터치 조정
설정을 통해 보정
※ 터치 조정 화면에서 표시되는 십자 표시를 차례대로

누르면 터치 조정 완료

제스처로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듀얼/싱글뷰로 전환 가능
※ 설정 시 주행화면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으로, BI의 경우 제스처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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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3. 시스템 설정

3

모니터 밝기
라이트 센서 연동

모니터 밝기 조절을 제품의 라이트 센서와 자동 연동 여부를 설정

• 설정 시 • 해제 시

4 주,야간 시인성을 고려한 화면 표시 방법 설정
※ 자동전환 설정 시 일출, 일볼 시간에 따라 메뉴가 자동으로 변경되며,해당 기능은 일부 메뉴에서만 지원됨

주야간 메뉴
변경 방법

[야간메뉴 적용화면][주간메뉴 적용화면]

* N200/N100/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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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3. 시스템 설정

5

주차 가이드
라인 표시 설정

후방카메라 주차 가이드 라인 표시 설정

*N120 지원 기능

[후방 카메라 화면]

※ N120 외 제품의 경우, 후방카메라 화면 아무 곳에 길게 선택(7초) 시 주차라인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후진 기어(R) 상태가 아니면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차라인 편집 화면]

주차 가이드라이 표시 설정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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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소리 설정

스피커 이어폰
동시 출력

* N100/N200 지원 기능

1

3. 시스템 설정

2

이어폰 연결 시 스피커로 소리 출력여부 선택

스피커 출력
자동 조절

* N120/N100 BI 지원 기능

내비게이션 음성 출력을 카 오디오의 Aux 연결과 연동하여 내비 내장 스피커의 출력
을 제어하는 기능을 설정
* 설정 : AUX가 해제되면 내장 스피커를 켜고, 카오디오와 AUX 연결되면 내장 스피커를 끔
* 해제 : 내비게이션 내장 스피커를 항상 출력

3

내비게이션 음성
연동 자동 볼륨 조절

내비게이션 안내음성이 멀티미디어 소리보다 작은 경우, 안내음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음성이 출력되는 동안 멀티미디어 소리 크기를 줄임

4 차량 속도와 연동한 소리크기 자동조절(증가/감소)여부 설정차량 속도 연동
자동 볼륨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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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3. 시스템 설정

5

터치음 설정

화면 터치 시 들리는 효과음 설정

6

이어폰 출력 조절
* N200/N100 지원 기능

이어폰 출력 음량 조절
※ 최소 1레벨에서 최대 10레벨까지 조절 가능

7

스피커 출력 조절
* N200/N100 지원 기능

제품 내장형 스피커 출력 음량 조절
※ 최소 1레벨에서 최대 10레벨까지 조절 가능

9

외부 스피커 출력 조절
* N120/N100 BI 지원 기능

10
내부 스피커 사용

* N120/N100 BI 지원 기능

외부스피커 출력 음량 조절 ※ 최소 1레벨에서 최대 10레벨까지 조절 가능

※ 스피커 출력 자동 조절이 해제된 상태에서 설정 가능

8
LCD OFF 모드
에서 소리 출력

LCD OFF 모드에서 소리 출력 여부 설정 ※ 매립모델의 경우, 화면 터치 시 LCD 화면이 ON 됨

8번 LCD OFF 모드 설명 보충
매립모델 LCD ON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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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블루투스
※ 09 블루투스 매뉴얼 설명 부분 참고

차량 종류

1

3. 시스템 설정

차량정보

[차량 종류 설정 팝업]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여 경로 내 고속도로 통행료 안내
또는 차계부에서 정보를 활용함

*N200/N100/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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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통행료
할인 대상자

2

3. 시스템 설정

통행료 할인 대상 여부를 설정하며, 상세 할인 대상자는 도움말을 참고

• 도움말 내 통행료 할인 대상자

3

유종 분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의 유종을 설정
주행 중 지도 화면의 유가정보 및 차계부, 주유소 검색 등에 활용
※ 제품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유종 정보는 다를 수 있음

• LPG 충전소 항목을 선택 시
주행화면에서 안내 여부를 추가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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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교통비
결제 방법

4

3. 시스템 설정

교통비 결제 방법 설정

차종별
편이 탐색

5 경로 탐색 시 사용자의 차량에 대한 설정(차량 통과 높이 및 중량) 및 차선 수 등을
설정하여 사용자 차종에 좀 더 근접하고 편리한 탐색 및 주행 가능
※ 버스의 경우 버스 전용 차선 고려에 대한 설정으로 편리한 주행 가능

• 탐색 시 차선 수 고려
경로 탐색 시 고려할 최소 차선 수를 설정

• 버스 전용 차선 고려
경로 탐색 시 버스 전용 차선 고려
여부 설정

[중량 세부 설정 팝업]



402

설정05

부가기능

Divx®VOD
* N100/BI 지원 기능

1

2

시스템 버전

3. 시스템 설정

DivX 제품 등록
상세한 등록 절차 확인을 위해서 http://vod.divx.com 웹사이트 방문

현 시스템의 펌웨어와 S/W 버전 표시

http://vod.div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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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시작모드
* N200/N120 지원 항목

3

3. 시스템 설정

제품 전원을 켠 이후 시작 모드를 설정
※ 제품에 따라 지원되는 사양이 달라 제공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음

* N100/BI 지원 항목

4

도움말
음성 안내

내비게이션 조작 시 도움말을 음성으로 표시할지 설정

5

GPS 펌웨어
수동 업데이트

GPS 정보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동 업데이트를 실행

• GPS 펌웨어 수동 업데이트 실행 시
자동 재부팅 후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업데이트 완료 후 다시 시스템이 재부팅됨
그 후 정상 동작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1577-1777)로 문의 필요

※ 업데이트는 2분 가량 소요되며, 도중 제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 N200/N100/BI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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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도움말
팝업 표시

6

3. 시스템 설정

사용자 도움말 화면을 표시할지 설정

내비게이션 내 숨겨진 기능이나 메뉴 사용시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시작하거나 각 멀티미디어
화면 진입 시 도움말 팝업을 표시
※ 도움말 팝업 하단의 다음부터 표시하지 않음을 체크하여, 해당 도움말을 숨겨두더라도 설정 메뉴에서

다시 표시하도록 설정 가능

7 화면 캡쳐할 버튼 지정 및 저장 위치 설정
※ 설정 된 키는 캡쳐 키로만 사용되며, BI 모델 경우 캡쳐 동작키 설정 기능이 지원되지 않음

화면 캡쳐
동작키 설정

* N200 지원 항목 * N100 지원 항목

* N200/N100/N120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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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각 알림

8

3. 시스템 설정

현재 정각 시각을 음성으로 표시할지 선택

9

Ring LED
* N100 지원 기능

컨트롤박스 LED
* BI 지원 기능

• Ring LED
제품 후면의 LED 효과에 대한 설정

• 컨트롤박스 LED
컨트롤 박스 제품의 LED 효과에 대한 설정

• 사용 안함 : Ring LED를 항상 끔

• 차량 속도 연동 : 차량속도와 연동되어 LED 밝기 변경

• ECO 드라이브 : ECO 드라이브와 연동되어 LED 밝기 변경

• 사용자 지정 : 사용자가 직접 색 변경과 변경 주기를 설정
※ 자세한 설정은 다음 페이지 참고

※ 표시된 부분의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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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색상 설정 화면] [LED 색상 사용자 지정 설정 화면]

3. 시스템 설정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한 경우 색상 설정과 LED 출력주기 항목이 표시됨

• 색상 설정
변경 버튼 선택 시 LED 색상 설정 화면에서 표준 컬러와 상세 컬러 설정 가능

좌측의 원형 색상표 중 변경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 기본으로 제공되는 색상표 표준 또는
사용자 지정의 색상을 선택 시 색상이 변경됨
※ 자세한 기능 설명은 다음 페이지 참고

Ring LED
* N100 지원 기능

컨트롤박스 LED
* BI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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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색상표
선택 시 현재 선택된 색상 삭제

설정05 3. 시스템 설정

• LED 출력주기
LED의 색상 변화 주기 없음, 1초 ~10초 중 주기를 선택해 조절하는 기능

Ring LED
* N100 지원 기능

컨트롤박스 LED
* BI 지원 기능

• 현재 표시 LED 색상표
제품에 표시되고 있는 색상으로 시계
방향의 색상 순서로 LED 색상이 변경
※ 초기화 선택 시 기본값으로 변경

• 사용자 지정
기본 색상 외 다른 색상을
설정 가능

* BI 컨트롤 박스 LED* N100 Ring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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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정 I. 설정 기본화면

II. 내비게이션 설정

III. 시스템 설정

IV. 차계부 설정

V. 사용자 매뉴얼

1. 알림 설정 …

2. 차량 설정 …

3. ECO 설정 …

4. 개인정보 설정 …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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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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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알림 설정

1

주행화면
Hot Key 사용

2

4. 차계부 설정

요일제/5부제 알림

차계부 소모품 교체시기가 된 경우, 주행화면 주행 정보창에 표시 여부 설정
선택 시 바로 차계부 화면으로 이동

설정 시 초기화면에서 요일제 및 5부제에 대한 음성 안내 여부 설정
예 : “오늘은 금요일 요일제 참가 차량 끝자리가 5번/1번인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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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유비
입력창 표시

[차계부 주유비 입력 화면]

4. 차계부 설정

톨게이트 통과 시
요금 자동기록 기능

4

주유소 근처에서 내비게이션 시작되는 경우 자동으로 주유비 입력창 표시 여부 설정

톨게이트 통과 시 통행료 요금이 차계부 메뉴 내 차량 관리비 > 통행료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

도움말 팝업 표시

5 차계부 화면 진입 시 도움말 팝업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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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05

ECO 설정

요일제 설정

4. 차계부 설정

차량 설정
※ 10.설정 > 시스템설정 > 차량정보 부분 참고

차량의 요일제 및 등록지역, 전자태그 설정
※ 차계부 설정 > 알림설정에서 ON/OFF로 알림에 대해 설정 가능

• 전자태그 설치 유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 태그 설치 유/무 설정
7월부터 기존의 요일제 준수 종이 스티커가 아닌 전자 태그를 부착해야만 요일제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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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설정

4. 차계부 설정

2

저공해 인증
전자태그 부착

3

차량의 5부제 설정
※ 차계부 설정 > 알림설정에서 ON/OFF로 알림에 대해 설정 가능

저공해 차량이 발급 가능한 전자 태그 부착 유/무 설정
※ 저공해 인증 태그란, 

환경부가 지정한 공해 배출이 적은 차량에 부착하는 전자 태그로,
여러 혜택이 있으며, 그 중 통행료 할인이 있어 체크 시 통행료 계산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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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05
개인정보 설정

비밀번호 사용

2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 변경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필요
비밀번호 잊을 경우 초기화로 되돌릴 수 있으나
차계부 입력데이터도 모두 초기화됨

※ 차계부 초기 사용자 확인 팝업

4. 차계부 설정

※ 초기화로 인한 개인 데이터 삭제에 대해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계부 초기화면에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사용자 확인 여부를 설정

설정한 비밀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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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설정 I. 설정 기본화면

II. 내비게이션 설정

III. 시스템 설정

IV. 차계부 설정

V. 사용자 매뉴얼
1. 사용자 매뉴얼 화면 …

2. 사용자 매뉴얼 실행 …

※ 위 제품은 N200모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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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메인 화면]

타이틀1

이전버튼2

메인 메뉴3

1

3

2

사용자 매뉴얼 화면
메인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5.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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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리스트 화면]

사용자 매뉴얼 화면

현재 보고 있는 매뉴얼의 메뉴명1

선택한 메뉴의 매뉴얼 목차 리스트2

매뉴얼 이미지3

1

3

5. 사용자 매뉴얼

2

리스트 화면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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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보는 방법

원하는 항목 선택 리스트 화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우측 화면 선택 시 전체화면으로 매뉴얼이 표시

[매뉴얼 메인 화면] [매뉴얼 리스트 화면]

1 2

사용자 매뉴얼 실행

5.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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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보는 방법

5. 사용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실행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화면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이전/다음 버튼
및 매뉴얼 리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남

[화면 확대/축소 버튼 설정화면] [멀티터치 조정 화면]

3 전체화면에서 좌/우로 드래그해서
이전/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멀티터치로 화면 확대/축소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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