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BlackVue 설치하기

주차모드 시 상시전원 권장 (파워매직/파워매직프로)

✓✓ 차량의✓시동이✓꺼진✓상태에서도✓녹화를✓하려면,✓자동차✓내부의✓

퓨즈박스에✓상시전원을✓연결하세요.✓상시전원✓연결은✓가까운✓

피타소프트✓협력업체에서✓작업할✓수✓있습니다.✓✓

(BlackVue✓홈페이지✓참조)

✓✓ 차량✓배터리✓방전을✓방지하기✓위해서✓㈜피타소프트에서✓제공하는✓

파워매직이나✓파워매직프로를✓구매해서✓사용하는✓것을✓권장합니다.

✓✓ 문의처✓:✓✓㈜피타소프트✓고객센터✓✓02–2626–8804

구매처✓:✓✓BlackVue✓홈페이지✓✓✓www.blackvue.co.kr✓✓✓✓

Ver 1.20

DR400G-HD

BlackVue가 부착될 면의 유리를 깨끗이 

닦으세요.

거치대에서 본체를 분리하여 SD카드를 

끼우세요. 본체를 다시 거치대에 끼우세요.

거치대에서 스티커를 제거하세요. BlackVue를 차창에 붙이세요.

룸미러 뒷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BlackVue 
카메라 렌즈가 차량의 중앙에 있게 설치하세요. 

BlackVue의 카메라 렌즈 위치를 조정하세요.

*  시험 운행 후에 저장된 데이터로 확인하거나, 휴대용 
영상기기와 연결하여 영상을 확인하고 렌즈 위치를 
조정하세요. (‘카메라 렌즈 각도 조정하기’ 참조)

전원을 연결하고 선을 정리하세요.  

BlackVue가 시작됩니다.  

이제 녹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BlackVue와 AV제품 연결하기

Video✓OUT✓케이블 Video✓IN✓케이블*

설치각도 확인 및 블랙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네비게이션에 연결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BlackVue 설치하기’ 6번 예시)

 ✓ 일부 네비게이션은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Video IN* 케이블이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알맞은 Video IN 케이블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카메라 렌즈 각도 조정하기 
버튼부의 BlackVue 로고가 수평보다 약간 지면을 향하도록 카메라 렌즈 위치를 조정하세요. 

 ✓  시험 운행 후에 저장된 데이터로 확인하거나, 휴대용 영상기기와 연결하여 영상을 확인하고  

렌즈 위치를 조정하세요. 

 ✓ BlackVue 화면의 하늘과 지면 비율이 그림과 같이(4 : 6) 되도록 카메라 렌즈를 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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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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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그레이드하기

1 2

Micro SD카드를 PC에 연결 당사의 홈페이지(www.blackvue.co.kr)에서 
다운로드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파일 더블클릭

3 4

 ] 업데이트하는 동안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프로그램 안내를 따라 업그레이드하기 업그레이드한 SD카드를 BlackVue본체에 연결 
음성안내와 함께 자동 업그레이드 됩니다. 

녹화 영상 확인하기

 네비게이션/스마트TV에서 녹화영상 확인하기  PC에서 녹화 영상 확인하기

  스마트폰에서 녹화 영상 확인하기 (안드로이드 전용)

 ✓ 블랙뷰 녹화영상은 스마트폰, 스마트 TV, 네비게이션, 노트북, 타블렛PC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재생 가능합니다. (H.264/MP4/녹화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에서만 가능합니다)  
동영상 재생 호환 여부는 본사 A/S팀으로 문의주세요.

 ✓ BlackVue에서 SD카드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전원선을 본체와 반드시 분리시켜 주세요.

스마트 폰에 SD카드를 연결 메인메뉴 아이콘 누름 BlackVue 앱 아이콘 누름 원하는 동영상 파일을 
눌러서 재생하기

1

 

SD카드와 SD카드리더기를 연결

2

준비된 SD카드리더기를 네비게이션/스마트TV에 연결

3

동영상 재생 관련 아이콘 선택 →  
동영상 파일이 있는 이동식 드라이브 선택

4

원하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해서 재생하기

1

 

SD카드와 SD카드리더기를 연결

2

준비된 SD카드리더기를 PC에 연결

3

SD카드 → Application 폴더 →  ‘BlackVue.exe’ 
파일 더블클릭 →  BlackVue 플레이어 실행

4

원하는 동영상 파일을 선택해서 재생하기 
(상세한 내용은 BlacVue 매뉴얼 참조)

 ✓ BlackVue용 앱 다운받기 

BlackVue 전용 앱을 제공합니다. BlackVue에서 녹화한 영상을 편리하게 재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 BlackVue 검색 → 검색된 앱 선택 → 다운 받기

녹화 시간

메모리 용량 Full HD 30프레임 Full HD 15프레임 HD 30프레임 HD 15프레임 D1 30프레임

16G 4시간✓37분✓ 6시간✓54분✓ 6시간✓54분✓ 11시간✓29분✓ 17시간✓09분✓

32G 9시간✓24분✓ 13시간✓59분✓ 13시간✓59분✓ 23시간✓18분✓ 35시간✓48분✓

 ✓ 쉬지않고 연속으로 녹화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실제 녹화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션감지 주차모드를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SD카드 용량에 따라 최대 3일까지 녹화 가능합니다. 

LED 상태 표시

상황 LED 안내 음성 안내

BlackVue✓시작✓ 안전✓운전의✓지킴이✓BlackVue입니다.

펌웨어✓업그레이드
BlackVue를✓업그레이드합니다.✓✓
전원을✓제거하지✓마세요.

상시✓녹화✓시작 상시✓녹화를✓시작합니다.

이벤트✓녹화✓시작✓ (비프음)

주차✓모드시작✓(녹화) 주차모드

주차모드✓해제 주차✓모드✓해제

SD카드✓상태
SD✓카드가✓없습니다.✓✓
SD✓카드를✓삽입하세요.

버전✓불일치 버전✓정보가✓다릅니다.

모델✓불일치 모델✓정보가✓다릅니다.

BlackVue✓종료 ✓✓ ✓✓ BlackVue를✓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