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 중에는 제품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제품을 조작하여 주십시오.
- 외기온도가 높은 계절에는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급상승
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장소에 주차하여
주십시오.

- 10˚C 이하 또는 60˚C 이상과 같은 온도 상황에서 제품
동작 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도 보관 온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격 구동전압은 12V입니다. 규격 제품의 상시전원
또는 시거잭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화학물질, 세제, 기름 등을 사용하여 제품 또는
SD카드를 만지거나 닦지 마십시오. 전원 케이블을
분리한 후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 본사가 지정하여 동봉된, 정품 SD카드 외에는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타사 SD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문제 및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품 본체의 SD카드 삽입구 또는 외부 케이블 삽입구에
이물질 주입을 금합니다.
제품에 무리한 힘 또는 외부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는 전원 및 시동을 끄거나 SD카드를 제거
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오작동 또는 SD카드 데이터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 사고로 인하여 제품이 파손되거나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영상이 녹화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SD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 SD카드 보증기간
- SD카드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이므로 정기적인 점검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SD카드의 무상보증 기간은 6개월
입니다.

- 무상보증 기간이 지난 SD카드는 새로 구입한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고객상담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SD카드를 월 1회 이상
포맷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SD카드 관리방법
- SD카드를 제품 본체에서 분리할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SD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제품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동작 중 SD카드를 강제로 분리할 경우, 저장된
영상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화 중 사고에 의한 전원 차단이나 강제로 전원 차단 시
SD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고영상 데이터는 반드시 다른 저장 장치(HDD,
CD, 이동식 메모리)에 별도로 저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직사광선으로 인한 차량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 제품의 내
부 발열로 인한 SD카드의 표면 온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차량
을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SD카드의 데이터를 PC로 확인할 경우, 제품 특성상
SD카드의 전체 용량표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영역은 SD카드에서 숨김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비오S2 뷰어에서 SD용량을 확인
하세요.
- SD카드 삽입 시 무리한 힘을 주거나 SD카드를 반대 방향으
로 삽입할 경우 SD카드와 제품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
십시오.

다비오S2 각부 명칭
①② ③④ ⑤ ⑥

⑦

⑪

⑧

⑩
⑫

⑨
1. 좌측

좌측카메라 연결 포트

7. DC-IN

전원 연결 포트

2. 우측

우측카메라 연결 포트

8. 스피커

음성안내

3. 후방

후방카메라 연결 포트

9. LED

제품 동작상태 확인

4. GPS

외장 GPS 연결포트

10. 마이크

음성녹음

5. TV-OUT

디스플레이용 TV-OUT 연결 포트

11. 전원 버튼

전원 On / Off

6. Micro SD

전용 Micro SD카드 슬롯

12. 좌/우측카메라

HD 1280x720

1. 기본 구성품

제품 본체

좌/우측 카메라

SD리더기/SD카드

상시케이블

2. 별도 판매품

GPS

！

시거잭

본체를 제외한 구성품은 별도의 A/S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성품 또는 별도 판매품은 고객상담 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별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센터 : 1588-8773)

설명서

제품 설치 방법
1. 본체 연결 포트

①② ③④ ⑤ ⑥

⑦

1. 좌측

좌측카메라 연결 포트

5. TV-OUT

디스플레이용 TV-OUT 연결 포트

2. 우측

우측카메라 연결 포트

6. Micro SD

전용 Micro SD카드 슬롯

3. 후방

후방카메라 연결 포트

7. DC-IN

전원 연결 포트

4. GPS

외장 GPS 연결포트

2. 좌(우)측 카메라 연결

ⓑ

ⓒ

ⓓ

ⓐ
좌(우)측 카메라

좌(우)측 카메라 연결 케이블

- 좌(우)측 카메라 연결 케이블 ⓐ와 좌(우)측 카메라 ⓑ와 연결 합니다.
- 좌(우)측 카메라 연결 케이블 ⓒ를 본체 ⓛ (②) 번에 연결 합니다.
- 좌(우)측 카메라 헤드 ⓓ를 차량 좌(우)측면에 부착 합니다.

3. 상시전원 연결

ⓓ
ⓐ

ⓑ
ⓒ

상시 전원 케이블

구분

선명칭

색상

설명

ⓐ

ACC

빨간색

시거잭 퓨즈에 연결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곳)

ⓑ

GND

검정색

그라운드에 연결 (차량 철제부분 등)

ⓒ

B+

노랑색

비상등 퓨즈에 연결
(시동을 꺼도 전원이 공급되는 곳 / 예) 전동시트 등)

ⓓ

전원잭

본체 전원잭 ⑦ 에 연결

설치 시, 배선 절단 및 퓨즈(FUSE) 제거를 하지 마십시오.
배선절단 및 퓨즈 제거 시 하자에 대한 부분은 당사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주행/주차 전환 상시모드 제품입니다. 아래 사항은 권장하지 않으며, 하자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행모드만 사용하기 : ⓐ, ⓒ번을 ACC 단자에 연결(주차 시 제품이 꺼집니다.)
1.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의 동작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① 전원 배선을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 피복이 벗겨진 곳, 상처 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피복이 날카로운 곳에 찍혀있을 경우 차량의 떨림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피복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 피복의 벗겨짐과 잘못된 결선은 제품 불량 또는 차량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제품 본체의 전원을 넣으면 부팅
완료 후 “주차모드로 전환합니다” 멘트와 함께 주차모드로
전환됩니다.
② 시동을 켜면 “주차모드를 해제합니다” 멘트와 함께
상시모드로 전환됩니다.
- 제품이 위와 같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 배선/결선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품 설치 방법
4. 좌(우)측 방향지시등 연동 (옵션)

ⓔ

- 자동차 좌(우)측 방향지시등과
좌(우)측 카메라 연결 케이블 ⓔ와 연결 합니다.
작업은 옵션 상항으로써 방향지시등과 연결을 원치
！본
않을 시에는 해당 작업은 생략 하시고 설치 하시면 됩니다.

좌(우)측 카메라 연결 케이블

5. 후방 카메라 연결 (옵션)

ⓑ

ⓒ

ⓐ

ⓓ

ⓔ
ⓕ
본체 연결 케이블

후방 카메라 케이블(별매품)

후방 카메라(별매품)

- 후방 카메라 ⓐ를 차량 후방에 설치 합니다.
- 후방 카메라 ⓑ를 후방 카메라 케이블 ⓒ와 연결 합니다.
- 후방 카메라 케이블 ⓓ와 본체 연결 케이블 ⓔ와 연결 합니다.
- 본체 연결 케이블 ⓕ와 본체 ③번에 연결 합니다.

！본 작업은 옵션 상항으로써 후방카메라와 연결을 원치 않을 시에는 해당 작업은 생략 하시고 설치 하시면 됩니다.
6. 본체와 내비게이션 연결 (옵션)
- 카메라를 모두 설치 하신 후 TV-OUT 케이블 ⓐ를 제품 본체 ⑤ 번에
연결 합니다.
- TV-OUT 케이블 ⓑ 를 내비게이션 TV-OUT 케이블에 연결 합니다.
(아래 극성을 확인 후 동일한 극성의 케이블에 연결)
- 내비게이션 TV-OUT 케이블을 내비게이션 TV-OUT잭에 연결 합니다.

ⓑ
ⓐ
TV-OUT 케이블

작업은 옵션 상항으로써 내비게이션과 연결을 원치 않을 시에는
！본
해당 작업은 생략 하시고 설치 하시면 됩니다

입출력 핀 배열
좌,우측
카메라

①②③④

Ø2.5 PLUG

후방 입력
케이블
Ø2.5 PLUG

①②③④

① 방향지시등
② 영상
③ GND
④ VCC

① Rear신호
② 영상
③ GND
④ NC

TV OUT

①②③④

① 12V OUT
② NC
③ GND
④ TV_OUT

①②③④

① GPS_RX
② GND
③ GPS_TX
④ VCC

Ø2.5 PLUG

GPS
Ø2.5 PLUG

전원단자
Ø3.5 PLUG

① ②
③

본 제품은 기본사양 제품입니다.

① GND
② ACC
③ VCC

제품 기능 설명

진행
방향
좌측

진행
방향
우측

1. 실시간 화면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의 방향지시등(좌
/우/비상) 조작 또는 후방 기어(R) 변경 시, TV OUT
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실시간 영상이 표출 됩니다.

후방

장치와 TV OUT이 연결 된 차량만 해
！디스플레이
당 기능을 지원합니다.

후진(R) 기어 변경
차량 기어를 후진(R)으로 변경 시, 좌측/우측/후방의
실시간 영상이 동시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출 됩니
다.

2. 실시간 화면 전환
진행
방향
우측

！

본 제품의 실시간 화면은 주행 및 주차 중 사각지대를
표출하여,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사고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3. 녹화영상
녹화영상은 차량 주행 상태에 따라 상시녹화, 이벤트녹화,
주차녹화로 자동 분류되어 저장됩니다.

우측 방향지시등 ON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변경 시,
변경하신 방향의 실시간 영상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출 됩니다.

- 상시녹화 차량 주행 상태에서의 녹화.
- 이벤트녹화 주행 또는 주차 중 차량에 충격이 발생한
- 주차녹화

진행
방향
좌측

진행
방향
우측

전원 연결 차량만 주차녹화를 지원하며, 주차 상
！ 상시
태에서는 실시간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비오S2 전용뷰어를 사용하여, 좌측/우측의 녹화
된 영상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 방향지시등 ON
차량의 비상 방향지시등을 켜시면, 좌측/우측 방향
의 실시간 영상이 동시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출 됩
니다.

경우의 녹화.
주차 중, 움직임이 감지 된 경우의 녹화.

좌측/우측의 녹화영상은 단일 파일로 저장됩니다.
전용뷰어를 사용하여,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
다.

본 제품은 좌측/우측 카메라 입력을 각각 초당 30프
레임으로 녹화 합니다.
(좌측영상 : 30fps, 우측영상 : 30fps)
등에 따라 녹화 프레임
！ 도로상황/노면상황/주행상황
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PC뷰어 설치하기

1. 제조사 홈페이지(www.dabio.co.kr)에서
펌웨어를 다운받아 압축을 풀어줍니다.
2. 메모리카드를 PC에 연결하고, 포맷을 합니다.
3. 압축을 푼 파일을 메모리카드에 복사합니다.
4. PC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고,
제품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한 뒤 전원을 켭니다.
5. 메모리 카드에서 펌웨어가 감지되면,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이 실행됩니다.

1. 설치 프로그램을 제조사 홈페이지(www.dabio.co.kr)
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2.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압축 풀기를 선택
합니다.
3. 설치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4. 설치 마법사 안내에 따라 설치 경로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생성된
다비오S2 뷰어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업데이트 실패 시 메모리 카드를 포맷한 후,

！처음부터 재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 뷰어 사용하기
1. 메인 화면

위치정보

영상 화면

재생조절버튼

부가기능 및 환경설정 버튼

파일 불러오기
파일 저장하기

파일리스트
영상 화면

위도/경도/속도 정보

충격센서 정보

！위치정보, 위도/경도/속도정보 기능은 GPS 수신상태에서 녹화된 파일에만 제공됩니다.

2. 환경설정

위치정보

설정 버튼

다비오S2 뷰어 메인 화면에서 부가기능 및 환경설정 버튼 항목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환경설정이 가능합니다.

G-센서감도

저전압 설정

G-Sensor(충격센서) 민감도를 조절합니다.
민감/중간/둔감 3단계로 선택 가능합니다.
주차 시에는 별도의 충격 민감도가 적용되며,
설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1.8V/12.0V/12.2V/12.5V 중 편의에 따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주차모드에서 배터리 전압이 설정 값 미만일 경우,
제품은 자동으로 OFF 됩니다.

음성안내

！ 상시전원 연결 차량만 해당 기능을 지원합니다.

음성안내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시 음성안내가 중지 됩니다.

시간설정

음성녹음
음성녹음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시 음성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려는 항목(년/월/시/분/초)을 선택하고,
“설정값 적용“을 체크하시면 시간이 설정됩니다.

주차램프
주차 중, LED 활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FF 선택 시, 주차램프 기능을 중지합니다.

！ GPS 연동 시, 시간은 자동설정 됩니다.

LED 및 음성안내

TV OUT

동작상태

LED

음성안내

상시녹화
이벤트녹화

점등

녹화를 시작합니다.

점멸

비프음

주차녹화

점등

주차모드로 전환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점등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SD카드
탈착/삽입

점등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녹화 방식
카메라 센서
렌즈
영상출력
저장 해상도
영상압축

GPS

오디오

HD CMOS
TV OUT
2채널 : 좌측 HD 30fps, 우측 HD 30fps
H.264
내장 마이크
DC 12V

크기/중량

120mm x 75mm / 119g

Intel Pentium 4 / 16Ghz 이상

OS

Windows XP ~ Windows 10

Micro SD / Class 10 지원(MLC타입)
저장용량 (할당률)

상시녹화

약 12.8G (40%)

약270분 / 60초

이벤트녹화

약 6.4G (20%)

약 130분 / 30초

주차녹화

약 9.6G (30%)

약 200분 / 30초

총/파일당 녹화시간

입출력 핀 배열
①②③④

① 방향지시등
② 영상I
③ GND
④ VCC

①②③④

① Rear신호
② 영상
③ GND
④ NC

Ø2.5 PLUG

Ø2.5 PLUG

！

메모리카드 인식이 안돼요
메모리카드 금속 부분 이물질로 인한 접촉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른
천이나 지우개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G 이상

32G 기준

후방 입력
케이블

잘못된 설치(잘못된 결선 또는 피복 벗겨짐)는
제품불량 또는 차량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치 시 배선 절단 등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카메라/GPS 연결이 안돼요
제품 전원을 켜기 전에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면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메모리 저장 용량 및 녹화시간

좌,우측
카메라

① GND
② ACC
③ VCC

주차모드에서 녹화가 안돼요
주차모드에서는 상시녹화가 되지 않으며 움직임 감지와 G센서
감지 시에만 녹화가 됩니다.

CPU

메모리 사양

③

고객센터 문의 전 고장진단

2. 뷰어 설치 사양

RAM

① ②

본 제품은 기본사양 제품입니다.

¼ 인치, 화각 120도

G센서(3축 가속도 센서)

① GPS_RX
② GND
③ GPS_TX
④ VCC

Ø3.5 PLUG

상시녹화/이벤트녹화/ 주차녹화

동작전압

①②③④

Ø2.5 PLUG

전원단자

가속센서

① 12V OUT
② NC
③ GND
④ TV_OUT

Ø2.5 PLUG

제품 규격
1. 제품사양

①②③④

영상 파일이 지워졌어요
메모리 관리 기능으로 폴더 별로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오래된 파일부
터 순차적으로 삭제하면서 최근 영상 파일을 저장합니다.
중요 파일은 별도 보관하여 주십시오.
주행 중 알림음이 계속 울려요
G센서 충격 감지 시 알림음이 발생합니다.
다비오S2 전용뷰어의 환경설정에서 G센서 민감도를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연결상태/메모리카드 삽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연결상태와 삽입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경우 알림음이 발생합니다.
제품이 계속 재부팅 해요
카메라 연결상태가 불안정 할 경우 재부팅을 합니다.
메모리카드 삽입 상태가 불안정 할 경우 재부팅을 합니다.
카메라 연결상태/ 메모리카드 삽입상태를 확인하세요.
영상이 번져 보여요
제품 렌즈의 이물질로 인하여 번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제품 렌즈를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제품보증과 책임에 대하여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품의 고장, 데이터 손실, 그 외 제품 사용 중 발생되는
장애 및 사고, 차량 손상 등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저장매체인 SD카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용자의 주의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차의 주행환경이나 외부 기기의 영향에 따라 제품의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정상적인 영상 녹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주행영상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하기 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시 케이블을 임의개조 및 수정하여
장착하는 경우
b. 검증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원을 인가할 경우
c. 차량 배터리의 전압 및 전류 이상으로 인한 제품 오동작 또는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2. 기타 주의사항
본 제품은 규정된 전압과 용도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 및 수리하였을 경우 발생한 하자는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A/S 발생시 A/S 불가 또는 유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전원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지 마십시오.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선 마감이 불안정할 경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설치 시, 배선 절단 및 퓨즈(FUSE) 제거를 하지 마십시오.
배선절단 및 퓨즈 제거 시 하자에 대한 부분은 당사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1. 전원 배선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B+ 퓨즈 : 상시전원 단자로 시동과 상관없이 전원이 들어오는 부위에 연결합니다.
② ACC 퓨즈 : 시동과 동시에 전원이 들어오는 부위에 연결합니다.
③ GND
: (-) 단자에 연결합니다.
* 설치 전 케이블에 표시 되어 있는 B+, ACC, GND를 꼭 확인하세요.
본 제품은 주행/주차 전환 상시모드 제품입니다. 아래 사항은 권장하지 않으며, 하자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행모드만 사용하기 : ①, ②번을 ACC 단자에 연결(주차 시 제품이 꺼집니다.)

2.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의 동작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① 전원 배선을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 피복이 벗겨진 곳, 상처 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피복이 날카로운 곳에 찍혀있을 경우 차량의 떨림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피복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 피복의 벗겨짐과 잘못된 결선은 제품 불량 또는 차량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제품 본체의 전원을 넣으면 부팅
완료 후 “주차모드로 전환합니다” 멘트와 함께 주차모드로
전환됩니다.
② 시동을 켜면 “주차모드를 해제합니다” 멘트와 함께
상시모드로 전환됩니다.
- 제품이 위와 같이 동작하지 않을 경우 배선/결선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A/S 안내
- 전국 다비오 서비스 센터
No

지역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강서양천센터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8-7

070-4040-5227

2

서울

강서구로센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142-30 1층

070-4327-9019

3

서울

강북 센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158-9

070-4327-9008

4

서울

동작 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39-15

070-4327-9021

5

서울

송파 센터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9

070-4327-9015

6

경기

부천원미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7-8

070-4040-5233

7

경기

부천소사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69-25

070-4327-9030

8

경기

시흥 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39-8

070-4040-5231

9

경기

안양 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73-2

070-4040-5234

10

경기

고양파주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45-2

070-4040-5228

11

경기

고양덕양센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9-3 1층

070-4040-5239

12

경기

고양능곡센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0-5 1층

070-4040-5229

13

경기

고양동구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78

070-4327-9033

14

경기

안산 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03-7 1층

070-4040-5232

15

경기

수원 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99-28, 1층

070-4040-5235

16

경기

의정부 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2-10

070-4327-9007

17

경기

성남 센터

경기도 중원구 성남동 3950번지

070-4327-9005

18

경기

광명 센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4-48

070-4327-9006

19

인천

인천 센터

인천 남구 주안동 1469-17 1층

070-4327-9004

20

대전

대전유성센터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21-1번지

070-4040-5237

21

대전

대전동구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97 (용전동, 1층)

070-4327-9028

22

충청도

청주 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33 미평프라자101호

070-4327-9002

23

대구

대구 센터

대구 서구 중리동 1119-6

070-4040-5238

24

부산

부산 센터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700-1

070-4040-5236

25

울산

울산 센터

울산 광역시 중구 태화동 942-2번지

070-4327-9010

26

경상도

창원 센터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1번지 창남상가 107호

070-4327-9012

27

광주

광주서구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84-20

070-4040-5225

28

광주

광주북구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81-10

070-4327-9018

29

광주

광주남구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035-1

070-4327-9027

30

전라도

전주 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532-7

070-4327-9001

31

강원

원주 센터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58

070-4327-9017

- 고객센터 대표번호 : 1566-7774, 1544-8091(서비스센터 자동연결)
- 홈페이지 : www.dabio.co.kr
- 택배 접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9-3, 2층

품질 보증서

1. 무상 서비스 규정
-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매 후 12개월 입니다.
(만약 구매일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제조일로 부터
15개월을 무상보증기간으로 산정 합니다)
- 본체 이외의 구성품 및 소모품은 별도의 보증기간이
적용 됩니다. (메모리카드의 보증기간은 6개월 입니다)
2. 유상 서비스 규정
- 품질보증기간 이후인 경우.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침수 또는 충격)
- 튜닝 등 임의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 또는 변조
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급속충전기 등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당사에서 제공되지 않은 주변장치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 당사가 지정한 A/S센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행한
수리 및 개조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배터리등 사용자 매뉴얼상에 기록된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 제품번호 훼손으로 인하여 제품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수해로 인한 침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 고장 또는
결함인 경우.

3. 기타규정
- AS접수 후 점검 진행 시 메모리 포멧이 함께 진행되므로
데이터가 손실 될 수 있습니다.
- AS의뢰 시 중요 데이터는 필히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점검 및 AS 진행 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제품은 차량의 충격 또는 사건, 사고 시 녹화/저장된 영상을
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이지만 모든 영상이 녹화/저장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블랙박스의 영상 촬영 시 모든 영상에 대해 당사에서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블랙박스의 촬영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영상 자체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도 사용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조원 :
고객상담 : 1566-7774
www.dabi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