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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카드 장착 방법

전방

항상 전원을 끄신 후에 SD카드를 넣고 빼셔야 합니다. 
반드시 LED 불빛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 SD카드를 제거 또는 삽입 하시기 바랍니다. 

SD카드를 손으로 살짝 누르면 제거하기 쉽게 튀어 나옵니다. 
SD카드를 삽입하실 때는 짤깍 하는 소리가 날 때 까지 눌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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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SD 사용시 SD1번
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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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케이블 점검

후방 카메라(외장 카메라) 입력

GPS와 외장 카메라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
니다. 

모니터 출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GPS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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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동작 사양 1

1. 시동을 켜면 빨간색, 오랜지색 LED가 켜진 후 4개의 LED가 순차적으로 켜지며 부팅을 합니다.

2. 부팅이 완료(시동 후 1분30초 후) 되면 파란색 녹화 LED가 천천히 깜박 거립니다. 

3. 빨간색 버튼을 누르거나 충격에 의한 이벤트 녹화시에는 파란색 녹화 LED가 빠르게 깜박 거립니다.

4. 시속 120KM 초과시에 빨간색 LED가 켜집니다. 시속 140KM 초과시에 오랜지색 LED가 켜집니다. 

5. 와이파이 전송시에 녹색 LED가 깜박 거립니다. 
4



http://www.d-teg.com
LED 동작 사양 2

1. 빨간색, 오랜지색 LED가 동시에 깜박 거리고 파란색 LED도 같이 깜박 거리는 경우엔 실내카메라 연결이 
    안된 것입니다.
    실내 카메라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 확인 바랍니다.
    실내 카메라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및 오랜지색 LED가 동시에 깜박리고 파란색   
    녹화  LED도 깜박이는 경우엔 카메라를 교환해야 합니다.

2. 빨간색, 오랜지색 LED가 동시에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엔 녹화를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전원을 끄시고 SD카드를 제거한 후에 다시 SD카드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SD카드가 잘 못 삽입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SD카드를 다시 연결 했는 경우에도 계속 빨간색, 오랜지색 LED가 동시에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엔 SD카드를
   PC에서 점검 하여야 합니다. 2개의 SD카드에서 중요데이터는 백업을 받은 후에 포맷 하시기 바랍니다.
   포맷 후 SD카드 설정 하는 방법은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만약 동일한 장비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SD카드를 교환해야 합니다.

3. 4개의 LED가 동시에 깜박이는 경우는 SD카드가 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원을 끄시고 SD카드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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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Viewer 설치하기

1. SD카드를 연결한 후에 윈도우즈 탐색기로 SD카드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software 폴더가 보입니다.

2. software 폴더 클릭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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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tup.exe를 실행하여 뷰어를 설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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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재생 하기

1. SD카드를 연결한 후에 PC뷰어 BX2000을 실행합니다. 

2. SD카드열기 버튼을 누른 후 SD카드를 선택 후 [SD카드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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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리스트 불러오기 연속녹화 탭, 이벤트 녹화 탭 선택

사생활 보호 모자이크 설정

지도 불러오기

G센서 그래프
불러오기

주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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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SD 카드를 모두 제거 한 이후 다시 SD카드를 연결한 후에 전원을 켭니다.

2. GPS 와 실내 카메라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 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운전자가 임의로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불량 해결을 위한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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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텍씨큐리티 연락처

회사 전화 번호: 1577-3834 

업무시간: 월~금, 오전9시 ~ 오후6시 (점심시간: 낮 12시~1시)

택배 보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53 정민빌딩4층 디텍씨큐리티

PC 뷰어 다운로드는 디텍씨큐리티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teg.com => 한글 홈페이지 => 고객지원

한글 매뉴얼은 필요 기능 위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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