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메뉴

▶“메뉴”를 선택하면 세부 설정 메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메뉴 모드는“영상확인 / LCD 설정 / 오디오 설정 / 시스템 설정 / 환경 설정 / 안전운전 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메뉴 버튼을 선택하면 녹화를 중지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세부 설정 메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메뉴 모드는“영상확인 / LCD 설정 / 오디오 설정 / 시스템 설정 / 환경 설정 / 안전운전 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메뉴 버튼을 선택하면 녹화를 중지합니다.

5-1) 영상확인
5) 메뉴

▶“영상 확인”은“주행파일 / 주차파일 / 이벤트 파일 / 수동녹화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화된 영상들은 LCD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행 파일 : 주행 중 상시 녹화된 영상 파일 목록

     주차파일 : 주차 중 움직임이 감지된  경우 녹화된 영상 파일 목록 

     이벤트 파일 : 주행 / 주차 중 충격이 감지된 경우 녹화된 영상 파일 목록 (미세한 충격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예 :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수동녹화 파일 : 사용자 녹화 버튼을 눌러 녹화된 영상 파일 목록 (제품의 왼쪽 측면의 전원 / 수동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  버튼을 선택하면 녹화된 파일리스트가 보여집니다.

▶  파일 리스트를 선택하면 재생 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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