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테크윈
무선후방카메라 설명서

User Manual / Installation Instructions

해당자료는주식회사비전테크윈의재산입니다.

제품설치전,반드시숙지후사용부탁드립니다.
해당제품은 2.4gHz주파수대역을사용합니다.



What’s in the Box?

참고: 포함된내용은구입한제품의버전에따라다를수

있습니다. 실제제품을우선시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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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제품을설치하기전에모든설치지침을주의깊게
읽어보십시오.잘못설치하면작동중, 예기치못한

사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

- 해당제품을임의로분해하여생기는문제는당사보증과관계없이수리가거부될수있음

- 제품설치단계에서극성을잘못꼽을시, 제품이고장날수있으며, 무상수리항목에서제외

- 제품을반드시단단하게고정하시고, 주행중탈락이되지않게유의해주세요

- 특장차 / PTO기능이있는차량의경우, 배선을더욱더단단하게고정해야합니다.

- 크레인 / 포크레인등의유압식장비에설치할경우, 제품이나배선의끼임을유의해주세요

- 임의로배선을연장하실경우, 화재예방을위해반드시방수처리에유의해주세요

- 해당상품은자가설치상품으로설치중생기는고장은무상보증에서제외됩니다.

- 제품을설치후에생기는문제에대한서비스는제품원천불량을제외하고는유상처리됩니다.

- 메모리카드는주기적으로포멧/관리를해주셔야합니다.

- 메모리카드는소모품입니다. 일정주기(메모리카드제조사권장주기)에따라교체하여주세요

- 모니터는방수가되지않습니다. 습기.물기에닿지않게유의해주세요

- 카메라는 IP69 방수성능을보증합니다. 연결부위는결착단계에서의방수처리가중요합니다.

- 제품을불법촬영의용도로절대사용하지마세요! 해당행위는불법행위입니다.

- 정해진용도외범위에서사용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지만, 고장을유발할수있습니다.

- 해당상품은 2.4gHz 주파수대역을사용합니다.

- 인공심장, 재세동기등의장비근처에서는사용에유의가필요할수있습니다.

- 해당상품은해외직접구매대행형태로유통되는상품입니다.

- 해당상품의무상/유상보증기간은당사홈페이지공지사항의보증기간규약에의거합니다.

- 당사에서인증하는판매업체가아닌, 타업체에서구매하신제품은동일한상품이라하더라도

어떠한서비스도제공되지않습니다.

- 보증서비스를위해구매하실때의영수증을보관해주세요!



모니터조작법

Button Function

모니터전원을끄거나, 켤수있습니다.

메뉴선택항목을탐색하고설정을조정하려면이버튼을사용합니다.

메뉴선택항목을탐색하고설정을조정하려면이버튼을사용합니다.

카메라채널을변경할수있습니다.
(한번누를때마다채널수와화면분할방식이변경됩니다)

메뉴(설정)창접속

카메라를모니터에추가할때, 사용되며최대 2대의카메라
사용가능.



좌우거치대사용방법

모니터뒷면에메모리카드를삽입할수있습니다. 

모니터측면의 SD 카드슬롯을열어드라이버로 SD 카드를

삽입합니다. (넣거나뺄때는전원을끄고진행하세요)

클래스10이상의메모리카드를사용해야합니다.

(규격 : SD카드 / 용량 : 128G 이하)

녹화를시작하려면전원을끈상태에서카드를꼽고,

"SEL"을누르세요. “SEL” 을눌러녹화를켜거나끌수있음.

녹화확인 : REC표시가모니터에뜨면녹화중입니다.



카메라설치방법과
설치할때,권장되는위치

*승용차혹은기타장비에설치시에도적절한위치에설치하면됩니다.

설치개략도

모니터설치하기

차량 내 모니터 위치를 선택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에 안전하게

모니터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모니터는시거잭전원이나전원케이블

로연결할수있습니다.



참고: 배터리에직접전원을연결하면, 카메라가항상켜져있게
되어배터리가소모됩니다. 

따라서사용하시는차량의퓨즈박스를찾아, 퓨즈박스내적절한

위치에전원을연결하는것이좋습니다.

*차량결선방법은각차량제조사설명서등을참고해주세요.

*두번째카메라를설치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연결후, 연동가능.

모니터와카메라의결선방법

차량시거잭에간편하게

연결하여모니터를사용하세요

“+”ACC/Fuse/radio
등에결선 “+” (예시:후미등퓨즈)

“-” “-”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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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가연동이필요할경우카메라가제대로연결되고

전원이공급되는지확인하십시오.

2대의카메라를동시연동할경우,한대씩진행하여주세요!

*추가카메라는당사홈페이지에서구매하실수있습니다.
www.visiontechwin.co.kr (고객센터 : 051-624-6217)

모니터에카메라를추가하기(최대 2개까지연결가능)

1. MENU버튼을눌러주세요 2. 첫번째항목을선택후, SEL을
눌러서선택하여주세요

3. 한번더짧게 SEL버튼을누르면
두번째카메라가추가됩니다.

4. 조금만기다려주시면,
두번째카메라화면이뜨게됩니다.

NO SIGNAL

Settings

http://www.visiontechwin.co.kr/


사용가능전원범위 DC12 ~ 36V

무선주파수대역 2.4 GHz

무선주파수대역대역폭 2403-2480MHz

무선도달최대거리 300m(개활지기준)

지연시간 <200ms

권장작동온도 -20°C ~ 80°C

Image Sensor 사이즈 1/3 inch

방수등급 IP69K

시야각 127°[H] 170°[D]

카메라화소수 200만화소

카메라

모니터사이즈 7인치 IPS

모니터화소수 1024(H) x 600(V)

대비 500:1

최대밝기 500cd/㎡

응답지연시간 25ms

사용전압 <500mA

모니터

제품데이터시트

*제품에동봉된영문설명서의경우,여러제품과공통되어사용됩니다.
영문설명서와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해당내용이우선되어반영됨.



Problem Solution

모니터가먹통이예요!
시거잭전원버튼을확인해주시고,
12-36V DC Output 전원내에꼽은게맞는지확인해주세요.

시거잭소캣내부의퓨즈가끊어졌는지확인해주세요.

카메라와모니터가

연동이되지않아요!

카메라에전원이인가된상태인지확인해주세요(극성포함)

설명서내연동방법을참고하여재연동해주세요.

무선신호가약해요!

무선도달거리가
약한거같아요!

카메라와모니터에안테나가장착되어있는지점검하십시오.

카메라와모니터의거리가너무멉니다. 
카메라와모니터간거리를줄여주세요.

모니터와카메라사이에높거나큰 물체들이신호를

가릴수도있습니다.

가능한경우모니터나카메라위치를변경해주세요.
일부드문경우, 과열된전원라인의간섭이

신호에영향을줄수있습니다.

카메라와모니터전원을뺏다가다시꼽아주세요.

야간흑백촬영영상
식별이잘안되요!

카메라의야간조도센서가더럽거나주변이밝을 수있습니다.

카메라가차량리어램프에서최소 5cm이상

떨어진곳에설치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촬영영상이어두워요! 모니터밝기및대비가올바르게조정되었는지점검하십시오.

작동오류시대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