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원연결 ▒

먼저, SD 카드가 본체에 삽입되어있는지 확인 후 제품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겁니다. 
(전원버튼을 on으로 유지함)
- 부팅 진행 중 : 전원 공급 후 세그먼트 창에 버전표시가 켜지고 초기화가 완료되면 세그먼트 창에 시간표시로 바뀝니다.

▒ 주행 중 녹화 ▒ 

- 상시녹화 :# 부팅 완료 후 부저음이 5회 울리면서 녹화가 시작되며 Always Movie 폴더에 영상이 저장됩니다.
- 충격감지녹화 :# 사용자 설정한 민감도 이상의 충격감지 시(차량접촉, 급제동, 방지턱 등…) 이벤트 녹화가 시작

되며 부저음이 1회 울리고 세그먼트 창이 깜빡입니다. 영상은 Event Movie 폴더에 저장되며 전 
15초 후 15초 총 30초의 영상이 녹화 되어 저장됩니다.    
※ 가속도센서의 감지정도는 PC뷰어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녹화중에 충격이 또 발생되면 이벤트녹화가 끝날때까지 작동되지 않습니다.   
※ 이벤트 녹화중 전원을 끄면 이벤트 녹화를 완료하고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 수동녹화 :# 긴급녹화버튼을 누르면 충격발생 상황이 아니더라도 영상은 Event Movie 폴더에 저장 되면 전 
15초 후 15초 총 30초의 영상이 녹화 되어 저장됩니다.     
 ※ 이벤트 녹화 중일 때 긴급녹화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 긴급녹화 작동시에는 충격이 발생해도 이벤트 녹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상시녹화 동작 중 SD카드를 제거할 경우
(1)# 상시녹화 중 SD카드를 제품으로부터 임의적으로 제거할 경우 녹화저장되고 있는 녹화 파일을 정상적으로 저

장할 수 없습니다.
(2) SD카드 및 제품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수 있습니다.

▒ 녹화종료 ▒ 쭗

◈# 자동차의 시동을 끄면 제품의 전원도 꺼지며 녹화가 종료 됩니다. (시가전원 사용시)   
그 전에 동작 중인 제품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지하시면 제품의 수명 유지 및 데이터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1. 수동 녹화중인 경우는 약 20초간 기다리신 후 전원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제품 종료 시에는 세그먼트 창에 “See you”문구가 표시되며 부저음이 3회 들린 후 전원이 꺼집니다.
※ 주의 :# 제품 종료 이전 SD 카드를 분리하시면 녹화된 영상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제품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SD 카드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거잭에 연결된 전원케이블을 완전히 뽑아 두시면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주차중녹화 ▒ 쭗

1. 주차모드 변경은 수동과 자동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수동 :# 긴급녹화 버튼을 2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부저음이 2회 울리고 세그먼트창에 “PAr”문구 표시가 깜빡이

며 주차모드로 변경 됩니다.      
   자동 :# 사용자 환경설정에서 “자동주차모드전환” 체크를 하시면 정차 후 약 10분 후에 자동으로 “Par”문구 표

시가 깜빡이면 주차모드로 변경 됩니다. 주차모드 변경완료 후에는 “Par”이란 문구가 깜빡이지 않고 지
속적으로 표시됩니다.

   ※ 주차 및 주행 모드 전환 시 녹화중지 되므로 영상데이타에 손실이 있습니다.
2. 주차녹화는 저장된 영상재생시 하단에 “Parking”이란 문구로 표시됩니다.
   ※# 상시녹화, 이벤트녹화, 수동녹화 상태에서 주차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녹화하던 각각의 녹화파일을 종료하고 주

차모드로 전환합니다. 주차모드 전환시 각각의 녹화파일을 종료하기 때문에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벤트+동작감지 선택한 경우 동작 감지 또는 충격 시에만 녹화가 전 15초 후 15초 총 30초의 영상이 녹화

되어 Motion Movie 또는 Event Movie 폴더에 저장됩니다.
   ※# 동작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녹화가 되지 않으며, 동작 감지시 지킴이 LED가 빠르게 깜빡입니다.
   ※# 빛이 없는 지역에서는 움직임을 동작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영상확인 ▒ 쭗

1.# Video Out이 있는 모델의 경우 내비게이션이나 TV등 외부입력(AV in) 기능에 연결하여 현재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각도 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도 조절 후 운행시에는 비디오 출력 케이블은 제거해 주십시오. 연결된 외부기기로 인해 오동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녹화영상재생 ▒ 쭗

1.# 긴급히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경우 본체의 전원을 off하고 블랙박스 세그먼트창에서 “See you” 문구 및 부저음 
확인 후 메모리카드를 분리합니다.

2. SD카드를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한 후 루카스 뷰어 또는 일반 동영상 플레이어를 실행합니다.

[일반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재생시] 
내컴퓨터/이동식디스크/녹화영상폴더에 
들어가서 원하는 영상을 더블클릭 하거
나 동영상플레이어의 화면에 파일을 드
레그하여 넣습니다. 

[루카스 전용뷰어에서 재생시] 
루카스 뷰어를 실행시킵니다.   뷰어 상단의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내컴퓨터/이동식디스크/녹화영상폴더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재생화면 우측의 영상 목록 중 재생 원하시는 파일을 더블클릭 하시
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 주차녹화모드 설정 ▒

1. 상시+ 이벤트 :#AlwaysMovie와 EventMovie 두개의 영상저장 폴더가 생성되어 운용됩니다. 주차모드시 동작
감지는 사용하지 않으며 주차화질로 강제 변경되어 주행녹화 보다 긴 시간 지속적으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벤트 + 동작감지 :#AlwaysMovie와 EventMovie, MotionMovie 세개의 영상저장 폴더가 생성되어 운용됩니
다. 주행모드시 상시녹화(AlwaysMovie)와 이벤트 녹화(EventMovie)로 영상저장되며 주차모드시에는 이벤트 녹
화(EventMovie)와 동작감지녹화(MotionMovie)만 사용됩니다. 지속적인 녹화는 하지 않으며 충격 및 동작감지가 
되었을 경우에만 전15초 후 15초 총 30초의 영상이 저장됩니다.      
※# 지속적인 녹화가 되지 않으므로 민감도 설정을 주차환경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골목길(지상) 주차시 빈번한 

움직임으로 동작감지 녹화를 방해 할수 있습니다.

▒ SD카드 메모리 용량 설정 ▒ 
     각각의 영상저장 폴더의 저장공간을 분할하여 용량설정 할수 있습니다.
1. 상시 : 이벤트
 - 75:25(기본) :# SD카드 총 용량 중 75프로를 상시녹화(AlwaysMovie)로 설정 되며 25프로는 이벤트녹화

(EventMovie)로 설정 됩니다.
- 80:20 :# SD카드 총 용량 중 80프로를 상시녹화(AlwaysMovie)로 설정 되며 20프로는 이벤트녹화

(EventMovie)로 설정 됩니다.
- 90:10 (상시녹화 위주) :# SD카드 총 용량 중 90프로를 상시녹화(AlwaysMovie)로 설정 되며 10프로는 이벤

트녹화(EventMovie)로 설정 됩니다.
2. 상시 : 이벤트 : 동작
- 70:10:20 (기본) :# SD카드 총 용량 중 70프로를 상시녹화(AlwaysMovie)로 설정 되며 10프로는 이벤트녹화

(EventMovie), 20프로는 동작감지녹화(MotionMovie)로 설정 됩니다.
- 80:10:10 (상시녹화 위주) :# SD카드 총 용량 중 80프로를 상시녹화(AlwaysMovie)로 설정 되며 10프로는 이

벤트녹화(EventMovie), 10프로는 동작감지녹화(MotionMovie)로 설정 됩니다.
- 50:20:30 (동작감지 및 이벤트 녹화 위주)
                # SD카드 총 용량 중 50프로를 상시녹화(AlwaysMovie)로 설정 되며 20프로는 이벤트녹화

(EventMovie), 30프로는 동작감지녹화(MotionMovie)로 설정 됩니다.
※# 위의 설정에 따른 녹화시간 및 건수는 루카스SD카드안에 “LUKAS-CUTY2 전용뷰어 소개 및 단말기 환경설

정 사용설명서.pdf”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녹화시간 및 건수는 영상화질을 고화질로 설정 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 주차녹화모드 및 SD카드 용량 설정 변경시에는 필히 먼저 SD카드를 포맷 하신 후 환경설정을 저장하여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