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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유라이브 프라이드 를 사용하시기 전에

본 제품은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LCD가 있는 전.후방 영상 및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로, 주행 영상 및 차량 사고나 충격 발생시의 전

방 영상 / 후방 영상 / 실내 음성을 저장하여 사고 정황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안전운행 보조제품입니다.

■# 유라이브 프라이드 (Urive PRIDE) 는 ㈜미소전자통신의 상표입니다.

■# 본 설명서에 명기된 마이크로 SD 카드 등 기타 구성품 및 서비스는 해당 소유권자의 등록상표입니다.

■# 본 사용자 설명서의 모든 내용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미소전자통신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수정 및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부적절한 사용, 장착 및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 중일 때에는 LCD 터치를 통한 화면 조작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인쇄상태에 따라 실제의 색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사용 전에 본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제품을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ㅇ 본 제품은 차량 안전운전 보조 제품입니다.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니 제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ㅇ 본 사용자 설명서는 제품 기능 향상을 위해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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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

 보증과 책임의 범위

-# 본 제품은 안전운전 보조장치이며 고장에 의한 손해, 데이터의 손실에 의한 손해, 그 외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하

여 폐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은 차량의 외부 영상을 녹화, 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보조 장치입니다. 주행환경 및 자동차의 환경에 따라 일부 기능이 지원

되지 않을 수 있고 품질향상과 안정을 위해 펌웨어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 지원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환경에 따라 

녹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행영상 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메모리 카드의 상태에 따라 녹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차량의 사고 영상을 녹화, 저장하지만 모든 사고 영상이 녹화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충격의 사고는 충격감지 센서

의 감지 범위를 벗어나 이벤트 영상으로 녹화,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 제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데이터 확인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는 유라이브 정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당사 정품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제품에서 분리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분리하여야 하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분리 시 오류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녹화 영상 데이터는 메모리 카드 외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통해 보관하시면 데이터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이므로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정상적인 녹화가 안되거나 영상이 깨진 상태로 녹화될 수 있습니다. 

권장수명이 초과된 메모리 카드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수명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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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잘 읽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고 사용하다가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폐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고.#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손상되거나 개조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시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품만 사용하십시오. 폭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인해 차량 손

상 및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격 전압 이외의 전압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인해 차량 손상 및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뽑을 때나 끼울 때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면유리 썬팅지 위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유리면에 장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파손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케이블을 제품에서 분리하여 주십시오. 차량배터리 방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제품 손상 및 차량 손상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운행 중 제품의 조작을 삼가 주십시오. 차량 운행 중 조작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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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미한 상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시전원 설치는 임의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제품 및 차량 고장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설치 기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품은 반드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렌즈 앞 차량 전면/후면 유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물질 

등에 의해 영상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행영상을 기록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설치 시 제품을 단단히 부착해 주세요. 장기간 사용 또는 차량 진동에 

의해 위치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품/부품 사용 시 유라이브 전용 정품을 사용하세요. 정품이 아닌 다

른 제품/부품 사용으로 발생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LCD 화면을 뾰족한 물건으로 조작하지 마세요. 송곳 등 뾰족한 물건

으로 눌러서 조작을 하는 경우에 LCD 표면 또는 터치패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사용 및 탈착에 주의해 주세요. 반드시 전원스위치

를 3초이상 눌러 OFF 하거나 전원 케이블을 제거한 상태에서 삽입 및 

분리하십시오.

주차 시 제품에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은 피해 주세요. 장시간 직사광

선이 비추는,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제품 동작 시 오작동이 발생하거

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나 손상 확인 시 마이크로 SD 카드를 꼭 별도 보관하세요. 

블랙박스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파일이 저장되면서 필요한 

파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인해 제품 자체가 파손되거나, 전원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

는 사고 영상이 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녹화를 방해하는 과도한 썬팅을 하지 마십시오. 썬팅 상태에 따

라 영상의 밝기 및 선명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작동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

우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알맞은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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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제품의 특징

 선명한 화질, 최적의 시야각으로 HD/ HD 고화질 영상 기록

주행 영상, 주차 감시 영상들을 모두 깨끗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주·야간 모두 선명한 해상도 및 최적의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FULL TOUCH LCD 지원

스마트 GUI를 기반으로 한 터치 방식으로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터보 부스트 부팅 (Turbo Boost Booting)

터보 부스트 기술 개발로 초고속 부팅으로 부팅시간을 최소화하여 시동 순간 사고까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녹화중인 또는 녹화된 영상을 3.5인치 TFT LCD 화면으로 바로 확인

실시간 전·후방 영상을 3.5인치 TFT LCD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거나 저장된 영상을 바로 찾아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포맷프리 (Smart Format Free)

스마트 포맷프리 기능이 적용되어 SD 카드를 주기적으로 포맷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SD 카드의 수명이 다하여 저장이 불가능할 경우, 

SD 카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PIP 기능

PIP 기능으로 LCD 화면에서 전/후방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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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설정의 편리함

PC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직접 터치로 환경 설정값을 변경하고 바로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시녹화 기능

주행 중 화면을 1분 단위의 영상 파일로 연속 녹화하는 상시녹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벤트(충격) 녹화

상시 녹화 중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3축 가속도센서로 정확하게 감지하여 충격 감지시점 전 5초, 후 15초(총 20초)의 영상을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수동(강제) 녹화

상시 모드 부팅 후 제품의 LCD 화면 좌측의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이벤트(충격)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전 5초, 후 15초(총 20초)의 영상을 

이벤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내 차를 지켜주는 전용 CCTV, 주차 녹화

주차 중 움직임 감지 및 충격에 의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차량 손상 사고까지 모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자동관리 기능

메모리 카드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최근 주행 영상을 기록하기 위해 각 폴더 별로 오래된 영상 파일부터 순차적으로 삭

제하는 자동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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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뷰어를 통한 녹화 데이터 확인

블랙박스 영상을 PC 뷰어로 재생하면, 전·후방 2채널을 동시 재생하면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등 저사양 PC를 

사용하거나,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지 않는 플레이어로 영상을 재생할 경우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감시, 2ch 블랙박스

블랙박스 본체에서 전방 영상을 녹화하고, 실내에 장착하는 외장카메라를 통해 후방 영상을 녹화하는 2채널 블랙박스입니다.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한 전원 차단 장치 내장 및 차단전압, 타이머 설정 지원

상시 전원 사용시 본체 내부에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해 주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차단 전압/차단시간에 

의해 주차 녹화 중 일정 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블랙박스 전원이 OFF 되어 블랙박스로 인한 배터리 방전을 막아줍니다. 

 음성 안내 지원

상황별 음성 안내를 통해 제품의 동작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세이버 기능

1)# 차량 내부 온도가 LCD 보증 온도 이상이 될 경우, 고온 상태가 계속되어 차단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LCD를 OFF 시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 해제 조건이 되면 자동을 LCD를 ON 시키는 기능입니다.

2)# 고온차단상태 음성 안내 : 상시모드에서 고온차단상태를 알리는 음성 안내

        - “고온동작상태라 LCD를 강제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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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 차단 조건으로 LCD가 OFF 된 상태에서는 ACC ON/OFF 또는 전원 OFF 시에도, 고온 해제 조건이 될 때 까지는 계속 LCD OFF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4)# 고온으로 인한 LCD OFF 상태에서 LCD 터치 시 “안내 음성”이 출력됩니다. 이 안내 음성 출력은 상시 모드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상시 모드에서 녹화 중에 고온 차단 조건이 되면 LCD가 자동으로 OFF가 되면서 고온차단상태 안내 음성이 출력됩니다. 온도가 낮아지

면 다시 켜집니다.

6)# 주차모드에서 LCD 보증 온도 이상으로 동작시간이 5분 이상 지속될 경우 블랙박스의 전원이 종료되며 고온조건이 해제 되는 온도 이하

로 내려가거나 시동을 켜면 다시 동작합니다.

 첨단 나이트비전 기능 (Advanced Night Vision)

첨단 나이트 비전 기능은 진보된 영상처리 기술로 야간 및 지하 주차장 등의 저조도 환경에서 실제 환경보다 밝은 영상으로 녹화하여 개선된 

야간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주차모드 타임랩스 기능

주차모드에서 타임랩스 설정을 적용하면 저속 프레임으로 연속 저장합니다. 인적이 많은 곳에서 타임랩스 기능을 사용하면 모션감지 저장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화파일을 뷰어에서 재생시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되며, 실제 속도로 재생하고자 

할때는 재생속도를 가장 느리게 하여 재생하면 됩니다.



 

Urive PRIDE    ... 11 ...    User's Guide

 05 구성품

제품 구입 후 먼저 그림과 같이 포장 내용물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제품 구성품이 파손 또는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구성품은 부품 공급에 따라 사양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물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
본
사
양

옵
션 (

별
매)

본체,
거치대

마이크로
SD 어댑터

후방카메라,
 케이블

양면테이프 

유라이브  전용 
마이크로 SD

간편 메뉴얼 GPS모듈

상시전원 케이블

육각렌치

시거 전원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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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각 부분 명칭 및 기능 - 전방 카메라

1 2

3

4 5

7

8

6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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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기능 설명

① 카메라 렌즈 전방 카메라 렌즈

② 시큐리티 LED 동작 상태 및 보안효과를 제공하는 고휘도 BLUE LED

③ 내장 스피커 내장된 스피커로 음성 안내 지원

④ 외장 GPS 연결 단자(GPS) 외장 GPS 안테나를 연결하는 Port

⑤ 전원단자(DC)  전원케이블을 연결하는 Port

⑥ 후방카메라 연결 단자(CAM) 후방카메라를 연결하는 Port

⑦ 상태 표시 LED 상시모드 동작 상태를 알려주는 GREEN LED

⑧ LCD 화면 3.5인치 LCD 창을 통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⑨ 내장 마이크(MIC) 내장된 마이크로 영상과 함께 음성 녹음

⑩ 전원 버튼/수동녹화버튼 길게 누르면 전원 ON/OFF, 짧게 누르면 수동녹화 기능

⑪ SD 카드 삽입구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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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각 부분 명칭 및 기능 - 후방 카메라

명 칭 기능 설명

① 거치대 후면 유리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대

② 시큐리티 LED 동작상태 확인 및 보안효과를 제공하는 BLUE LED

③ 카메라 렌즈 후방 카메라 렌즈 

④ 연결단자 연장 케이블과 연결하는 ø 2.5 스테레오 잭

⑤ 화면 반전 스위치 후방화면 좌우 반전 스위치(N : 기본 / M : 좌우반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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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각 부분 명칭 및 기능 - 단자별 핀 배열

단자 구분 단자 이미지 핀 배열

전원 단자

(DC socket) 

① GND 

② ACC 

③ BAT(B+) 

GPS 단자

(2.5파이) 

① VCC(3.6~6V DC)    ② Rx

③ GND 

④ Tx(GPS Signal Output) 

1

2

1234

3

 단자별 핀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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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제품 설치하기 -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설치 시 매립, 상시전원 연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장착점에서 설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전원 케이블, 후방 카메라 케이블은 반드시 제공되는 유라이브 정품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후방카메라 케이블의 길이

는 7m이며 차량에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블 매립 시 열이 많은 곳을 피하고, 심한 압박(눌림)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피복이 녹거나 벗겨져 합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잘못 설치하여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착은 가급적 평평하고 밝은 장소에서 반드시 자동차 시동을 끈 상태로 수행해 주십시오.

■# 후방카메라는 반드시 블랙박스에 전원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하십시오.

■# 장착 완료(매립) 전에 전·후방 영상의 정상 저장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매립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에 장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마이크로 SD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원을 연결해 주십시오.

■# 가능한 케이블들을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미관상 깨끗하고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 장착된 전면 유리는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후방카메라 설치 시 썬팅이나 열선이 화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착 후에는 반드시 전·후방 카메라 렌즈의 보호 비닐을 제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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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제품 설치하기

본체를 장착할 위치의 전면 유리, 후방 카메라를 장착할 위치의 후방유리를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본체와 후방 카메라를 원하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후방카메라에 연장 케이블을 연결한 후 연장 케이블을 본체에 연결합니다. 

GPS(별도판매)가 있는 경우 GPS를 연결합니다.

휴즈박스에 상시전원을 연결하고 본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상시 전원 연결은 전문 장착점에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검정선 : GND(접지), (예) 차체
   - 노랑선 : ACC, (예) 시거잭휴즈
   - 빨강선 : BAT(B+), (예) 비상등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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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켜지면 주의화면이 보여진 뒤에 전방 프리뷰 화면이 보여지면서 바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전방영상이 보여집니다. 메뉴에서 [후방화면] 항목을 터치하면 후방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 - [화면] - [PIP] 항목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전·후방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상태 확인 LED : 주행모드 - GREEN LED 켜짐 / 주차모드 - GREEN LED 꺼짐

전·후방 영상이 정상적으로 저장되는 지 확인 한 후 케이블을 매립하시기 바랍니다.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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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제품 기능 설명 - 기본 동작

전원 
ON / OFF

전원 스위치 길게 누름 전원 ON / OFF “전원을 종료합니다＂
부팅 중 BLUE LED 켜지고,

부팅 완료 후, 
GREEN LED 켜짐 

모드 전환 
주차모드 → (ACC ON) 주행 모드 동작 “주행모드로 전환합니다.” - 

주행모드 → (ACC OFF) 주차 모드 동작 “주차모드로 전환합니다.” - 

주행 모드 
(ACC ON)

상시 녹화 1분 단위로 연속 녹화 부저음 1회 
BLUE / GREEN LED 

1초에 1번 점멸

설정 진입 시 녹화 중지 부저음 1회 BLUE LED 점등 

충격 또는  
전원스위치(짧게누름)  

이벤트 인식 전5초, 후15초
(총20초)영상 저장

부저음 2회 
BLUE / GREEN LED 

1초에 4번 점멸 

음성녹음 사용안함
설정 시

영상 하단에 ‘M’ 표시 -
BLUE / GREEN LED 

3초에 1번 점멸

GPS(옵션) 신호 수신 시
영상 하단에 ‘G’ 표시,

 속도 측정 및 
운행기록 저장 시작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 

고온 차단 진입 시/ 고온 
차단 상태에서  LCD 터치 시 

LCD 강제 종료 상태
“고온상태라 LCD를  

강제 종료하였습니다.”
- 

조작 상황 동작 음성 안내 LED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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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감시모
드 

(ACC 
OFF)

모션 감지 시 
모션감지 전5초, 후15초

(총20초) 영상 저장
- BLUE LED 1초에 2번 점멸

모션동작 중 충격감지 시
충격감지 시점부터 20초 

영상 저장
부저음 2회 BLUE LED 1초에 4번 점멸 

타임랩스 저장 시 약 5분 단위로 연속 녹화 - BLUE LED 4초에 1번 점멸

타임랩스 충격 감지 시
충격감지 이전 1분 10초, 후 

3분 50초(총 5분) 
영상 저장

-
BLUE LED 빠르게 2번 

점멸 후 5초 OFF

차단 전압, 차단 시간, 
고온에 의한 종료 시 

차단에 대한 기록을 
SD카드에 남긴 후 종료 

“전원을 종료합니다.” -

기타

펌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후, 재시작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BLUE / GREEN LED 점멸

SD 카드가 없을 때,
SD 카드에 이상이 있을 때 

음성 안내 후 재시작 “SD카드를 점검 해 주세요.” - 

조작 상황 동작 음성 안내 LED 표시

※ 주차·상시 전환 시 블랙박스가 재시작하며 부팅이 끝날 때 까지는 영상이 녹화되지 않습니다.

※ 전원 종료시에는 전원스위치를 길게 눌러서 종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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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제품 기능 설명 - 안내음성

안내 음성 상 황

“주행모드로 전환합니다.” 주차모드에서 주행모드로 전환할 때 

“주차모드로 전환합니다.” 주행모드에서 주차모드로 전환할 때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주행모드에서 GPS가 수신되었을 때(한번만 알림) 

“주차 중 충격파일이 있습니다.” 주차 중 충격파일이 생성된 뒤, 주행모드로 전환했을 때

“SD 카드를 점검해 주세요.” 

SD 카드가 없거나, SD 카드에 문제가 있을 때 상시모드에서는 이 음성 메시지 

출력 후 리셋됩니다.

주차모드에서는 “SD 카드를 점검해 주세요” 5회 출력 → “전원을 종료합니다” 

→ 전원종료

“SD 카드를 포맷합니다.” SD 카드를 포맷할 때 

“고온상태라 LCD를 강제 종료하였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LCD OFF 상태에서 터치할 때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할 때 

“전원을 종료합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종료할 때

주차모드에서 SD카드가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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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실시간 화면

[실시간 화면] [실시간 화면 - PIP 모드] [화면보호기]

# 주행모드로 부팅이 완료되면 실시간 영상화면이 보여집니다.

# 영상화면에서 펌웨어 버전, 영상 녹화 시간, GPS 수신여부, 음성녹음 여부, 제품 온도, 배터리 전압, 녹화상태(REC, EVT)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보호기 ON 시 :# 실시간 영상화면에서 1분 동안 터치가 없으면 화면보호기로 전환되며 화면보호기 상태에서 1분 동안 터

치가 없으면 LCD가 꺼집니다.

# 화면보호기 OFF 시 : 실시간 화면에서 2분 동안 터치가 없으면 LCD가 꺼집니다.

# 후방 카메라의 반전스위치로 후방 화면을 좌우 반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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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화면은 화면 설정에서 PIP 기능을 ON 시키면 전방화면과 후방화면을 PIP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PIP 기능을 OFF 시키면 전방 또는 후방 화면만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 설정 : PIP OFF)

PIP 화면을 끌어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실시간 영

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PIP 화면 위치는 상시모드로 부팅할 때마다 우

측 상단(기본 위치)으로 변경됩니다.

 PIP 터치 드래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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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메뉴 화면

# 주행모드에서 LCD를 터치하면 메뉴화면이 보여집니다.

# 메뉴화면에는 전방화면, 후방화면, 영상보기, SD 포맷, 시스템상태, 설정 등 총 6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 좌·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터치하면, 메뉴 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 메뉴화면 상태에서도 영상 녹화, 음성 녹음은 계속 됩니다.

# 메뉴화면 상태에서 5초동안 조작이 없으면 실시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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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의미

 
전방화면

실시간 전방 화면을 보여줍니다.

 
후방화면

실시간 후방 화면을 보여줍니다.

영상보기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포맷

SD카드를 포맷합니다.

아이콘 의미

 

시스템상태

SD카드 사용량, 폴더별 파일 수, 펌웨어 버전, 

포맷날짜 등 블랙박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설정

환경 설정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페이지 이동

메뉴화면에서 좌,우 페이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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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영상보기

아이콘 의미

 주행 영상 리스트

이벤트 영상 리스트

주차 모션 영상 리스트

아이콘 의미

 주차 이벤트 영상 리스트

실시간 화면으로 이동, 영상 저장 시작

# 주행, 이벤트, 주차모션, 주차이벤트 영상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리스트로 진

입합니다.

# 영상보기 메뉴로 진입하면 영상 저장이 중지됩니다.

# 2분 동안 조작이 없으면 실시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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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의미

 
재생 / 일시정지 : 

터치 시 아이콘이 전환됩니다.

 영상 리스트로 복귀

아이콘 의미

 정지

# 영상 리스트를 확인하고, 리스트에서 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저장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2분 동안 조작이 없으면 실시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영상 재생을 시작하면 영상과 함께 상단에 파일 정보, 좌.우측에 재생 컨트롤 

버튼이 나타납니다.

# 영상 부분을 한번 더 터치하면 상단과 하단, 좌.우측의 컨트롤 버튼이 사라지

며 전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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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시스템 상태

# SD 카드 사용량 : SD 카드의 전체 용량과 저장된 파일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된 상시, 이벤트, 주차 모션, 주차 이벤트 영상 파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펌웨어 버전, 마이컴 F/W 버전 : 블랙박스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맷날짜 : 마지막으로 SD카드가 포맷 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CD 화면의 가운데 부분을 터치하거나, 2분 동안 조작이 없으면 실시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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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설정

아이콘 세부내용 의미

 
시스템 설정

센서감도, 주차설정, 시간설정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설정

PIP 사용유무, 화면보호기 사용유무, 첨단나이트비전을 설정 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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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세부내용 의미

음성 설정

안내음성 음량 설정, 음성녹음 사용유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타임랩스

주차 중에 녹화 저장 방식으로 타입랩스 사용유무를 설정합니다.

타임랩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션감지로 저장합니다.

타임랩스를 사용하면, 저속 프레임으로 연속 저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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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시스템 설정

아이콘 세부내용 의미

 

센서감도

이벤트, 모션으로 인식하는 민감도를 모드별로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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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세부내용 의미

 

주차설정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모드에서 블랙박스가 

꺼지는 조건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주차설정에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주차모드에서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차량 시동을 끄면 제품 전원이 꺼집니다.)

* 주차설정 사용여부를 변경하면 SD카드를 포맷해야 합

니다.

시간 설정

수동으로 현재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GPS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시간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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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화면 설정

[실시간 화면]

아이콘 세부내용 의미

/ -

PIP

실시간 영상에서 전·후방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PIP기능의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보호기

LCD 터치가 없을 때 화면보호기를 표시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첨단 나이트 비전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인지하여 나이트 비전 기능이 동작합니다. 실

제 환경보다 밝은 영상으로 녹화되며 밝기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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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GUI - 음성 설정

# 음량 설정은 ‘사용안함,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음성 녹음을 ‘사용안함’으로 설정하면 실시간 화면 및 녹화 영상 하단에 “M”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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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웨어 파일을 유라이브넷 홈페이지(www.urive.net)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마이크로 SD카드에 복사합니다.

2.# 블랙박스 전원을 끈 후에 펌웨어 파일이 들어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합니다.

3.# 전원을 켜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후 자동으로 블

랙박스가 리부팅 됩니다.

4.# 블랙박스가 재시작하면 마이크로 SD 카드 안의 폴더들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업데이트 전 “주차모드 사용” 또는 “타임랩스” 의 설정값이 초기값(사용)과 다르면 업데이트 후 SD 카드를 포맷해야 합니다.

10 업그레이드 - 수동 업그레이드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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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업그레이드 - 자동 업그레이드

1 42 3

1.# PC 뷰어에서 자동으로 메모리 카드에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PC에 연결한 후에 뷰어 

메인화면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누릅니다. (단, 펌웨어 버전 정보가 저장된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하면 ①과 같이 신

규 펌웨어에 대한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2.# 마이크로 SD카드가 삽입된 드라이브가 맞는지 확인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최신 펌웨어 파일이 마이크로 SD카드에 

다운로드 됩니다.

3.#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완료창이 뜨고, 마이크로 SD 카드에 업데이트 파일이 복사됩니다.

4.# 앞 페이지 [수동 업그레이드]의 2번 항목부터 똑같이 수행하면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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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C 뷰어 - 설치하기

1.# 유라이브넷 홈페이지(www.urive.net) 다운로드센터 게시판에서 PC 뷰어 설치파일(UrivePRIDE.exe)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아래 순서대로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 PC 뷰어 사용 권장 사양 정보 ]

ㅇ 컴퓨터 OS : 윈도우7 (32/64bit), 윈도우8 (32/64bit), 

윈도우10 (32/64bit)

ㅇ 컴퓨터 H/W : Intel Core i3 이상 / 4GB RAM이상

ㅇ 웹 브라우저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10 이상

 * 노트북 등 저사양 PC에서는 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1

5

2

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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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C 뷰어 - 메인화면

충격량/위도/경도/속도음량, 밝기,재생속도

지도 ON/OFF,

다음/구글맵 전환

파일열기,정렬방식

블랙박스 환경설정

운행경로 조회

파일 리스트

하드웨어 가속 ON/OFF

뷰어/ 펌웨어 버전정보 

및 자동 업데이트

전방 영상

재생 컨트롤

후방영상

줌, 전체화면 최소화 / 종료 버튼

 ※ 위도, 경도, 속도, 맵 정보는 외장형 GPS(옵션)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표시됩니다.

 ※ F/W 버전, 날짜, 시간, 음소거(M), GPS 수신(G) 여부, 블랙박스 온도, 배터리 전압 등의 정보가 영상 하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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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C 뷰어 - 버튼설명

프로그램 버전 정보          PC뷰어 와 블랙박스 펌웨어의 버전 정보 및 유라이브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 바

로가기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SD카드를 PC와 연결해야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뷰어와 

펌웨어를 자동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PC뷰어와 펌웨어 다운로드 시에 “Windows 보안 경고” 창이 나오면, 반드시 “차단 해제” 버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확대보기          전·후방 화면 중 선택된 창을 알려주며 마우스 스크롤로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화면 버튼          전방영상 혹은 후방영상을 전체화면으로 바꿔줍니다.

메인화면 복귀 버튼          전체화면 재생 중에 PC 뷰어 메인화면으로 바꿔줍니다.

  이전파일/다음파일 재생 버튼          영상재생 중 이전·다음 파일로 변경하여 재생합니다.

  이전 프레임/ 이후 프레임 이동 버튼          영상 재생 중 버튼을 누르면 일시정지하고 화면을 키프레임 단

위로 이동합니다.

파일 복사          현재 재생중인 영상을 PC에 복사합니다.

화면 프린트          뷰어의 전체 화면을 프린트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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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쳐          뷰어의 전체 화면을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전방, 후방 화면 전환          PC 뷰어에서 전방화면과 후방화면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속도/가속도 그래프          속도 / 가속도 그래프가 팝업으로 열립니다.

  가속도/속도 그래프 선택          가속도 / 속도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 GPS가 설치되어 있어야 표시됩니다.)

운행기록 추적          운행기록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외장형 GPS가 설치되어 있어야 표시됩니다.)

재생 옵션          영상의 음량, 밝기,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생속도는 1/4, 1/2, 1, 2, 3 배속으로 5단계로 재생 가능합니다.

타임랩스로 저장된 주차파일을 실제 영상녹화 속도로 재생하고자 할 때는 ¼배속으로 재생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환경설정          블랙박스의 환경설정을 마이크로 SD카드에 저장합니다. 마이크로 SD카드를 PC

에 연결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ON/OFF          그래픽카드의 하드웨어 가속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을 지원하지 않는 PC에서는 OFF상태에서 원활한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설정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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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위치정보          충격량, GPS, 속도 정보를 보여줍니다.

(GPS, 속도 정보는 외장형 GPS가 설치되어 있어야 표시됩니다.)

  맵 보기 / 숨기기          영상 재생 중 운행 위치 정보를 보여줍니다.

  다음 / 구글 맵 전환          맵 서비스 연동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열기          저장된 영상 파일을 열 때 사용합니다.

  파일 리스트 정렬방식          파일 리스트의 정렬상태를 오름·내림 차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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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C 뷰어 - 전체화면 보기

전·후방 전체화면  전환

아이콘 의미

 
화면복귀 : 전체 화면에서 뷰어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종료 : 뷰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지 않고 뷰어

를 종료합니다.

캡쳐 : 재생중인 화면을 캡쳐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아이콘 의미

 
화면 전환 : 

전·후방 화면이 전환됩니다.

 
재생리스트 : 

SD카드의 영상 목록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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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C 뷰어 - 디지털 줌 

디지털 줌

# 재생 중인 전방 또는 후방 영상을 클릭하거나, 확대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킨 후에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 영상의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 확대한 상태에서 화면을 드래그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에서 전방영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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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C 뷰어 - 운행 기록 추적 

# 운행 기록은 주행모드에서만 10초마다 기록됩니다. txt 파일당 최대 일주일간의 운전기록이 저장됩니다. 단, GPS 신호가 정상적

으로 수신될 때만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1.# 마이크로 SD카드를 PC에 삽입한 후 뷰어에서          버튼을 누르면 운

행기록 모드 창(왼쪽 그림)이 나옵니다.

2.# 왼쪽 그림에서          버튼을  눌러, 마이크로 SD 카드의 Data 폴더에서 

확장자가 .txt 인 파일을 선택하면, 날짜 별로 운전기록 리스트가 정렬되

어 보여집니다. 

3.#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이동경로가 지도에 나타납니다.

※  txt파일은 최대 5개까지 저장됩니다.

아이콘 의미

 이동경로 재생 중에 운행한 날짜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동경로 재생 중에 이동한 경로에 마커를 표시합니다.

이동경로 재생을 ½, 1, 2, 4배속으로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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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PC 뷰어 - 파일 열기

# PC 뷰어에서는 마이크로 SD 카드나 PC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선택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뷰어 메인화면에서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3. 선택한 영상들이 영상리스트에 나타납니다.

[파일 선택 창]

[폴더 선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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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블랙박스 환경설정 - 환경 설정

# 블랙박스 설정 : PC 뷰어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블랙박스 환경설정 창이 열립니다. 

1.# 상시·주차모드 충격량 : 블랙박스가 충격으로 인식하는 감도를 3단계(둔

감, 보통, 민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주차모드 모션 감도 : 주차모드에서 모션으로 인식하는 감도를 3단계(둔

감, 보통, 민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차단 전압·시간 : 주차 중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가 자동으

로 종료되는 조건을 차단전압 또는 차단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압 

7단계(사용안함, 11.5V, 11.7V, 11.9V, 12.1V, 12.3V, 12.5V), 시간 5

단계(사용안함, 6시간, 12시간, 24시간 ,48시간) 조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단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저전압 조건으로 11.9V 가 고정 적

용됩니다.

4.# 주차모드 사용여부 : 주차모드 녹화를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면 차량 시동을 껐을 때 제품 전원이 꺼집니다.

5.# 첨단 나이트 비전 :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 나이트비전 기능이 동작하며 

밝기를 3단계(사용안함, 1단계, 2단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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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임랩스 사용여부 : 주차모드에서 타임랩스 기능으로 저장할 지, 모션감

지 기능으로 저장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임랩스 사용을 선택한 

경우, 주차모드에서 저속 프레임으로 저장하게 되며 저장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7.# 설정 초기화 : 모든 설정값을 초기 설정값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 주차모드 사용 또는 타임랩스 설정을 변경하면 제품에서 SD카드를 포맷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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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블랙박스 환경설정 - 기타 설정

1.# PIP 모드 : 전·후방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PIP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화면보호기 : 화면보호기(시계화면)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스피커 음량 : 음성안내의 음량을 4단계(음소거, 1단계, 2단계, 3단계) 중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음성녹음 : 음성녹음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국가별 시간설정은 ‘(GMP +09:00) Osaka … Seoul …’을 선택하면 됩니

다.

6.#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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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상 저장 방식 - 폴더 구조

<주의> 1.# Setup 폴더를 제외한 다른 폴더의 내용을 변경(파일 삭제, 생성 등) 하면 제품에서 포맷을 권장하며 포맷한 뒤에 정

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영상 파일을 PC나 다른 저장장치로 복사하는것은 무방합니다.)

 2. PC에서 메모리카드를 포맷하면 제품에서 한번 더 포맷을 한 뒤에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MDR_180401_093100.avi
영상종류 년/월/일 시/분/초

-# Normal 폴더 : 주행모드에서 1분 단위의 영상을 연속해서 저장합니다.

-# Event 폴더 : 주행모드에서 이벤트(강제저장, 충격) 발생 전 5초, 후 15초(총 20초) 영상을 저장합니다.

-#  Parking 폴더 : 주차모드에서 영상을 저장합니다.

1) 타임랩스 사용 : 주차모드에서 5분 단위의 영상을 저속 프레임으로 연속해서 저장합니다.

2) 타임랩스 사용안함(모션감지사용) : 모션 감지 전 5초, 후 15초(총 20초) 영상을 저장합니다.

-# ParkingEvent 폴더 : 

1) 타임랩스 사용 : 타임랩스 저장 중, 충격 감지 전 1분 10초, 후 3분 50초(총 5분) 영상을 저장합니다. 

2) 타임랩스 사용안함(모션감지사용) : 충격 감지 이후부터 20초 영상을 저장합니다.

-# Setup 폴더 : 블랙박스 환경설정, 전원 차단 정보가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 Data 폴더 : 운행기록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영상 파일명 예시

-# 영상 종류  M: 주행영상, E: 주행 이벤트 영상, 강제저장 영상, P: 주차 모션감지 영상, A: 주차 이벤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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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상 저장 방식 - 저장비율 및 파일 크기

구     분 
주차설정 ‘사용’ 선택 시 주차설정 ‘사용안함’ 선택 시 

타임랩스 사용 타임랩스 사용안함 타임랩스 사용 타임랩스 사용안함

주행 75% 55% 95% 95%

이벤트 5% 5% 5% 5%

주차 17% 35% - -

주차이벤트 3% 5% - -

# 마이크로 SD 카드의 전체 용량에서 상시(주행), 이벤트, 주차 모션, 주차 이벤트 파일이 각각 정해진 비율만큼 할당되어 저장됩니

다. 메모리 카드의 특성에 따라 저장 비율이나 파일의 개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1. 폴더 별 제한용량을 넘어서면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하면서 새로운 녹화파일을 생성합니다.

 2. 파일별 저장 크기(1채널/2채널 공통)

      주행 : 72MB(1분), 이벤트/강제저장 : 24MB(20초) , 주차모션/주차이벤트: 24MB(20초)

 3. 안정적으로 포맷프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영역이 시스템에 할당되어 사용됩니다.

주의)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는 유라이브 전용 SDHC Card를 사용하시고, 검증되지 않은 메모리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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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품 규격

제 품 명 유라이브 프라이드 (Urive PRIDE)

크기
100.9×63.1×29.9 mm (본체, 거치대 미포

함) / 56×28.2×30.2 mm (후방카메라)

용량
유라이브 전용 마이크로 SD 카드 
(~32GB 까지 지원)

녹화방식
상시 녹화, 이벤트 녹화, 주차 녹화, 
주차이벤트 녹화, 강제 녹화

화각(대각 기준)
전방카메라 126도(±5%),  
후방카메라 126도(±5%)

LCD 크기 및 
해상도

3.5인치 TFT 터치 LCD / 480 x 320

저장 프레임
전·후방 2채널 Max. 30 fps / 
타임랩스 적용시 주차모드 2 fps

저장 해상도 전·후방 1280 × 720

비디오 H.264 (확장자 : avi)

오디오 내장형 마이크, PCM 저장

스피커 음성 안내 지원

가속도 센서 3축 가속도 센서

시큐리티 LED 전·후방 고휘도 BLUE LED 동작

동작상태 LED 
(GREEN LED)

주행모드 동작 시 점멸 / 
주차모드 동작 시 꺼짐

GPS (옵션 별매) 외장 GPS 포트 지원 / U-BLOX7

동작전압 DC 12V / 24V 지원

소비전력
2.8W (상시, 2ch, Max) / 
2.1W (주차, 2ch, Mean)

동작온도 -20℃ ~ 70℃

보관온도 -40℃ ~ 85℃

뷰어지원 OS Windows 7 이상 지원 / IE10 이상 권장

※ 제품 외관 및 사양 등은 제품 향상을 위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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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소비자 피해 유형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해당사항 없음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수리 
가능 
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또는 

유상제품 교환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4회째)

제품교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 (5회째)

수리 
불가능 

시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유상제품 교환 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용 부품이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유상제품 교환

1)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
   -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낙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 당사의 A/S 기사가 아닌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수리 및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 당사의 지정 부품 이외의 부품, 소모품, 옵션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제품 손상 
2)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화재, 침수, 지진 등)에 의한 제품 손상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 본체 이외의 주변구성 품 및 소모성부품 등은 별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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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S 안내 - 고객지원센터

 제품에 관한 문의 및 A/S 상담   

    제품 사용 시 이상이 생겼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A/S 센터 방문 전 아래의 연락처로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

    - 고객센터 : 1670-2449

    - 택배 접수 : (우체국 택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35 (한웅빌딩, 5층) 유라이브A/S센터

근무시간 평일 - 10:00 ~ 17:00

휴무일 토요일, 공휴일
근무시간 및 
휴무일 안내

고객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택배 접수
A/S 접수 방법

저희 유라이브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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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A/S 안내 - A/S를 신청하시기 전에

저장 기능이 있는 제품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백업(별도저장)을 해두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득

이하게 저장장치(마이크로 SD 카드)의 데이터를 지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장치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A/

S를 위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신청에 앞서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백업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접수된 모든 A/S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백업을 받은 제품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백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지워졌을 경우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이용 시 충격이나 파손 위험이 있으니 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셔야 하며, 보내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 주소, 고

장 증상 등을 메모해 주시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Urive PRIDE    ... 55 ...    User's Guide

 16 A/S 안내 - A/S전 고장진단

증 상 대 응 방 법 

블랙박스 시간이 안 맞아요. 
GPS가 없는 경우 [설정] - [시스템] - [시간설정] 메뉴에서 수동으로 시간 설정이 가

능합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아요. 
상시전원 케이블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검정색 : 접지/ 빨간색 : B+/ 노란색 : ACC 전원)

화면보호기가 나오지 않아요. [설정] - [화면] 메뉴에서 화면보호기 사용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GPS 수신이 안되요. 블랙박스와 GPS 단자의 결합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설정] - [음성] 메뉴에서 음량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요. [설정] - [음성] 메뉴에서 음성녹음 사용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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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품보증서

유라이브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본체 이외의 주변 구성품 및 소모성부품(메모리카드 6개월) 등은 별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무상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꼭 기재 받으셔야 합니다.

 세부 보증 내용은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표를 참고하십시오.

 모든 교체 제품은 신품, 또는 교체되는 제품의 기능이 신품과 유사할 경우 유사한 제품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유라이브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반환할 때까지 수리, 교체, 환불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공된 제품 보증서와 제품번호는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유라이브의 정품이 아닌 제품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유사 상품에 주의하십시오.

[고객센터 연락처]       고객센터 : 1670-2449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Urive PRIDE  (유라이브 프라이드)

모   델   명 UC-3200P 인 증 번 호 R-REM-MSe-UC-3200P

제 조 번 호

보 증 기 간 구입일                  년            월            일 부터   1년간

고         객
성 명 연락처

주 소 

판   매   점
상 호 연락처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