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ye 630 사용자 매뉴얼

㈜ 오토플렉스

Mobileye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운전자, 승객, 보행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Mobileye 사용자 설명서는 Mobileye 기능들을 사용자가 매우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utoplex-cars.co.kr 또는 070-7557-0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공식대리점

㈜ 오토플렉스

사용자 설명서
중요 안전 정보
Mobileye를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자 설명서의 지시 사항 및 경고 안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Mobileye 시스템은 안전 운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Mobileye 설정을 운전 중에 변경하지 마십시오!
Mobileye 시스템 버튼의 기능을 알기 전에는 해당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Mobileye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을 설치함에 따라 귀하는 아래 기재된 안전 지시 사항 및 경고에 따라
Mobileye 를 작동할 것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Mobileye 제품을 원래 포장된
상태로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 에게 반환하여 전액 환불하십시오.
• Mobileye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며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어떤 기능도 대신할 수 없으며, 모든 안전 운전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운전자가 모든 운전 조건에서 주의를 다하고 조심해야 할 의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 Mobileye 시스템은 자동 운전 시스템이 아니며, 운전자의 차량 제어 및 안전 운전 지침의 어떠한 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Mobileye는 안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주의를 줄 목적으로 개발된
주행 보조 장치이며, 운전자는 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 Mobileye가 Vision Technology 분야의 최신 혁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지만, Mobileye는 차량, 보행자, 도로 표지판,
차선 등을 감지하는 데 100%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와 관련한 모든 시각 및 소리 경고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도로, 날씨 등 기타 조건은 Mobileye 시스템의 인식 및 반응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운전자는 Mobileye에 의존하여 안전 운전 여부를 확신해서는 안되며 안전 운전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만
합니다.
• 운전자는 Mobileye 디스플레이 장치 Eyewatch를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obileye EyeWatch
디스플레이를 보는 동안에도 항상 주행 중인 도로 상황에 완벽하게 집중 하십시오.
본 사용자 설명서에 있는 모든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Mobileye Technologies Ltd.는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기반한 모든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Mobileye
Technologies Ltd.는 사전 통지 없이 이 문서의 장비 사양 및 설명을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오류나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Mobileye Technologies Ltd. 기술 지원 부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upport@mobileye.com

설치 및 안전 지시 사항
• Mobileye 설치는 허가 받은 Mobileye 판매자 또는 설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Mobileye 허가 받은 Mobileye 판매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간에 이전 되어서는 안됩니다.
• Mobileye 는 12~24VDC 전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 카메라 장치 또는 Mobileye 디스플레이 및 제어 장치를 덮거나 막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Mobileye 를 이 사용자 설명서에 기술된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Mobileye System ON

Mobileye System은 차량 시동을 걸 때 자동으로 켜집니다.
시스템이 초기화되면 Mobileye Pro EyeWatch 디스플레이 장치가 다음 화면을 표시합니다.
시스템은 이제 운전하는 동안 계속 작동하기 시작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 시스템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으로 카메라
장치 및 앞 유리 받침대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주의 : 카메라 장치는 작동 도중 가열될 수 있습니다. 작동 중 또는
작동 후에 바로 카메라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Mobileye 기능 및 경고
Mobileye Pro 는 고급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제공합니다.

Mobileye 전방 충돌 경고(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Mobileye FCW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Mobileye FCW 알림은 전방 차량과의 발생 가능한 충돌 전 최대 2.7초
전에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Mobileye FCW는 언제 작동합니까?
Mobileye FCW는 시스템이 켜져 있는 동안 항상 작동합니다.
Mobileye FCW 소리 경고
일련의 큰 고음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Mobileye FCW 시각 경고
EyeWatch 디스플레이에 깜박이는 빨간색 차량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Mobileye 서행 접촉사고 경고(UFCW)
Mobileye UFCW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Mobileye UFCW는 전방의 차량과의 저속 충돌을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Mobileye UFCW는 언제 작동합니까?
Mobileye UFCW는 속도가 시속 0~30km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Mobileye UFCW 오디오 경고
일련의 크고 짧은 고음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Mobileye UFCW 시각 경고
EyeWatch 디스플레이에 깜박이는 빨간색 차량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참고 : Mobileye 전방 충돌 경고 및 Mobileye 서행접촉사고 경고는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음소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꺼져 있으면 어떤 경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상 범퍼 민감도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Mobileye 보행자 충돌 경고(PCW: Pedestrian Collision Warning)
Mobileye PCW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Mobileye PCW는 전방의 보행자와의 충돌 발생 2초전에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Mobileye PCW는 언제 작동합니까?
낮 시간: Mobileye PCW는 속도가 시속 1km~50km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밤 시간: 작동하지 않습니다.
Mobileye PCW 소리 경고
일련의 큰 고음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Mobileye PCW 시각 경고
Mobileye는 DANGER ZONE (카메라 시야내 보행자가 인식)내에 인식되면, 소리
경고 없이 녹색 아이콘으로 알려 줍니다
보행자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여 충돌 발생이 감지되면,
EyeWatch 디스플레이에 빨간색 보행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참고 : Mobileye “DANGER ZONE” 경고는 특정지역에서만 작동합니다.

Mobileye 차선 이탈 경고(LDW: Lane Departure Warning)
Mobileye LDW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Mobileye LDW는 의도하지 않게 차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경고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Mobileye LDW는 언제 작동합니까?

Mobileye LDW는 속도가 시속 35km 이상에서만 작동합니다.
Mobileye LDW 소리 경고
일련의 짧은 길이의 날카로운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Mobileye LDW 시각 경고
EyeWatch 디스플레이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 이탈 경고 표시가 깜박입니다.
Mobileye LDW는 다음과 같은 경우 경고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선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희미한 경우.
 주행 속도가 시속 60km 미만인 경우.
 방향 지시등(깜박이)을 사용할 경우.
 민감도를 “0(LDW OFF)”으로 설정해 Mobileye LDW를 작동시키지
않는 경우.
 급회전을 할 경우.
 시스템이 음소거인 경우

Mobileye 차선이탈 경고 정상작동 상태 표시

Mobileye LDW 시스템 작동 여부 표시
Mobileye는 LDW 경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 줍니다.
Mobileye LDW 정상작동 상태 표시
EyeWatch 좌, 우측에 흰색 라인을 표시합니다. 이때는 LDW 경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Mobileye LDW 비 정상작동 상태 표시
EyeWatch 좌, 우측에 노란색 라인을 표시합니다, 이 때는 LDW 경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선 표시가 인식이 안되고 있을 때.
 주행 속도가 시속 60km 미만인 경우.
 속도소스를 차량으로부터 받을 수 없을 때

LDW 경고 정상작동-흰색

LDW 경고를 줄 수 없을 때 - 노란색

Mobileye 속도 제한 표시(SLI: Speed Limit Indication)
Mobileye SLI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Mobileye는 속도 표지판을 감지하고 분류하여, 차량 속도가 표지판에서
감지된 허용 속도를 초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Mobileye SLI는 언제 작동합니까?
설정한 초과 속도 이상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속도표지판이 100km
이고, 설정한 초과 속도가 10km 일때, 차량속도가 115km이면, Mobileye는
SLI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Mobileye SLI오디오 경고
일련의 크고 짧은 고음 사운드가 발생합니다.
Mobileye SLI 시각 경고
인식된, 속도 제한 표시(SLI)는 좌측에 아이콘으로 점멸 표시됩니다.
Mobileye 교통 표지판 인식(TSR: Traffic Sign Recognition)
다양한 교통 표지판을 감지하고 분류하여 운전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Mobileye SLI/TSR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Mobileye 차간 거리 모니터링 및 경고(HMW: Headway Monitoring and Warning)
Mobileye HMW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Mobileye HMW는 전방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초(Second)단위로 표시합니다. 차간 거리가 설정한
거리(초로 계산됨)보다 가까워지게 되면(안전거리 위험 거리)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Mobileye HMW 소리 경고
차간 거리가 사전 설정한 차간 거리 시간 한계 값 이하일 경우 단일한 차임 벨 소리를 발생합니다.
만일, 지속정인 경고를 주기 위해선, 켈리브레이션 setting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Mobileye HMW 시각 경고
알림 :
차량이 감지된 순간부터 차간 거리가 사전 설정한 차간 거리보다 큰 경우
계속 녹색 차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경고!
차간 거리가 0.6초 미만인 경우 또는 사전 설정한 시간 차간 거리 한계 값 이하일 경우,
차량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Mobileye HMW는 언제 작동합니까?
차량 아이콘은 차량이 전방에서 감지된 경우 항상 표시됩니다. 차간 거리 수치 표시
및 소리 경고는 속도가 시속 30km보다 클 경우만 작동합니다
거리 표시기
이 수치 표시는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초 단위 로 나타냅니다.
시각 경고

알림:

경고!

HMW 알림은 음소거인 경우 소리 경고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고!
• 차간 거리의 시간 간격을 낮은 값으로 설정하면 차랑 간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에만 경고가
발생합니다.
• Mobileye 경고의 유무와 관계 없이 운전자 자신이 전방 차량과의 안전 거리 유지에 항상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Mobileye 방향등 상태 알림

Mobileye 방향등 상태 알림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Mobileye 시스템은 운전자가 방향등을 계속 켜둔채로 운행을 하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방향등이 켜져 있다고 알려 줍니다.
Mobileye FCW는 언제 작동합니까?
Mobileye 시스템은 9Km/h 이상의 속도에서 30초 이상 방향등를 켠 채
운행을 하면 알림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시간은 30초에서 5분에 걸쳐
조절할 수 있습니다.
Mobileye 방향등 상태 소리 경고
지속적으로 차임벨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Mobileye 방향등 상태 시각 경고
EyeWatch 디스플레이에 오른쪽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참고 : Mobileye 방향등 상태 알림 경고는 일부 차종 (CAN DB 지원)에서만
가능합니다.

EyeWatch – Mobileye 디스플레이

Zero Speed indicator
System ON,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차량의 속도신호가 Mobileye 본
체에 전송이 되지 않을 때

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전방 차량과 전방충돌 경고

Urban Forward Collision Warning (UFCW)
시속이 30Km 미만에서 전방 차량 충돌 경고
FCW와 비슷하나, 서행 접촉사고 방지 경고

Headway Visual Alert
전방의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 차량이 감지될 때 표시

Headway Distance Meter
전방의 감지된 차량과의 거리를 시간으로(sec) 로 표시
2.5sec 부터 표시되며, 안전거리를 의미합니다.
녹색이면 안전, 적색이면 경고를 의미합니다.

Pedestrain Collision Warning (PCW)
전방의 감지된 보행자와의 충돌 경고

Pedestrain in the Danger Zone
카메라 시야내 보행자가 인식 될때

EyeWatch - Mobileye 디스플레이

Left / Right Lane Departure Warning
Left/Right 차선이탈 경고, 차선이탈 방향 디스플레이

LDW 경고를 줄 수 없을 때(황색 차선표시)
LDW 경고 불가능 – 차선 인식이 안 될때, 60Km 이하 일때

LDW 경고가 정상 작동일 때(흰색 차선표시)
LDW 경고 가능 – 차선 정상인식, 60Km 이상

SpeedLimit Indicator (SLI)
Speed Limit Sign을 감지, 감지시 Large 아이콘으로 표시

SLI Minimized Icon
감지된 마지막 Speed Limit Sign을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

SLI Faded Icone
감지된 Speed Limit Sign 을 더 이상 표시하진 않는다는 표시

EyeWatch - Mobileye 디스플레이

Turn Signal Remider
방향등을 오랫동안 켜고 운행시, 운전자에게 방향등 on 상태 알림

Low Visibility Indicator
카메라 가시성에 문제가 발생시 표시, 날씨, 태양 직사광,먼지,
더렵혀진 윈도우등으로 비젼 센서의 인식률이 저하될 경우
운전자에게 알림.
상태 알람이 계속될 경우 카메라 전면 윈도우 부분이 흙이나 기타
다른 물질이 시야를 가리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Mute
Sytem Volume mute, (+)버튼을 누르면 mute 모드에서 exit

NO Communication
Mobileye 본체와 EyeWatch간 통신불량.

Temperature
Mobieye 본체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였을 때 알림, 에어컨을 가동
하거나 차량을 그늘진 곳으로 이동.

Error
Mobileye 시스템 에러 발생. 에로 코드를 확인 요망.

Sytem Control on Vision Sensor
Mobileye 시스템 OFF/ON 전환
카메라의 중앙에 있는 버튼(o)을 켜지거나 꺼질 때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볼륨 조절
(–)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볼륨을 줄이거나, (+)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볼륨을 높입니다. 6단계(0–5)의 볼륨 레벨이 있습니다.
참고: 볼륨이 0으로 설정되면 Mobileye LDW 및 Mobileye HMW
사운드는 음소거 됩니다. 그러나 Mobileye FCW,UFCW,PCW 사운드 볼륨은

기본적으로 "3"으로 설정됩니다.

EyeWatch 설정
차량 주행 중에 운전자가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속도가
0보다 큰 경우 EyeWatch 메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볼륨 설정은 차량 속도와 관계 없이 항상 변경 가능합니다.

Mode 선택
Mobileye 시스템 OFF/ON
끄기(OFF): (

버튼을 EyeWatch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까지 누릅니다.

켜기(ON): 아무 버튼이나 누릅니다.

EyeWatch 디스플레이 밝기 변경
1. (

)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Brightness 아이콘 표시.

2. (

)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Brightness 레벨 아이콘 표시

3. ( - ), ( + )버튼을 사용해 밝기를 조절합니다.
4. 5단계(1–5)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Mobileye 은 낮과 밤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합니다.
HMW TIMING CONTROL
1. (

)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2. ( + ) 버튼을 눌러 해당 아이콘이 찾습니다.
3. (

)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4. ( - ), ( + )버튼을 사용해 Time를 조절합니다.
5. (

)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값이 저장되고 exit합니다.

레벨은 0.1 – 2.5 sec 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yeWatch 설정
LDW CONTROL
1. (

)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2. ( + ) 버튼을 눌러 해당 아이콘을 찾습니다.
3. (

)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4. ( - ), ( + )버튼을 사용해 감도를 조절합니다.
5. (

)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값이 저장되고 exit합니다.

레벨은 0=OFF , 1 = ON
SLI CONTROL
1. (

)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2. ( + )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아이콘을 찾습니다.
3. (

) 버튼을 한번 더 누릅니다.

4. ( - ), ( + )버튼을 사용해 레벨을 조절합니다.
5. (

)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값이 저장되고 exit합니다.

레벨은 7단계 레벨이 있습니다.
OFF MODE : SLI 알림을 주지 않습니다.
MODE +5 : 0 ~ 5 Km/h 초과시 알람
MODE +10 : 5 ~ 10 Km/h 초과시 알람
MODE +15 : 10 ~ 15 Km/h 초과시 알람
MODE +20 : 15 ~ 20 Km/h 초과시 알람
MODE +25 : 20 ~ 25 Km/h 초과시 알람
MODE +30 : 25 ~ 30 Km/h 초과시 알람

EXIT ( TO THE MAIN SCREEN )
1. ( + ) 버튼을 눌러 해당 아이콘을 찾습니다.
2. (

) 버튼을 눌러 메인 화면으로 복귀합니다.

VOLUME CONTROL
1. Main 화면에서 ( - ) ( + ) 버튼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0-5)
참고: 볼륨이 0으로 설정되면 LDW 및 HMW 는 음소거 됩니다.
그러나, FCW,UFCW,PCW 사운드 볼륨은 기본적으로 "3"으로
설정됩니다.
MUTE (음소거)
1. SET VOLUME 레벨 “0”
2. ( - ) 버튼을 1.5초동안 누릅니다. ( + ) 버튼을 누르면 해체됩니다.
참고: 음소거는 시스템이 꺼질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시스템이 초기
화되면 시스템은 이전 설정된 볼륨으로 돌아옵니다.

EyeWatch Error Code List

Error
Code

Error Details

Er-10

이미지 센서와 통신 Error

Er-13

Automatic Calibration 실패

Er-16/17
Er-20
Er-39

Er-55

Resolution
카메라 Flat 케이블 check
Exit Automatic Calibration mode,
카메라 앵글 조정 후 재 시도

카메라 초기화 Error

카메라 Flat 케이블 check

Speed 신호, CAN 통신 감지 Error

CAN 라인 배선 확인

Missing etc/EyeWatch.reg
(Flash Memory Error)
Calibration Horizon(FOE_Y) 값, Error
“Car Hood” 레벨과 카메라 앵글

카메라 본체 교체

카메라 앵글 재 조정 및 재 Calibration

검출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지상 10m 이

Er-57

상 일때. 카메라가 너무 높은 곳을 센싱하

카메라 앵글 재 조정 및 재 Calibration

고 있는 상태,

Er-AB

Er-A0/A1
Er-DA

시스템이 E-BOX가 설정되어 있는데,
E-BOX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이 E-BOX가 설정되어 있는데,
E-BOX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 오작동 상태

Restore system to default

카메라 시야 오염 확인
EyeWatch 배선 확인

_._
점멸

Restore system to default

카메라와 EyeWatch간 통신 에러

PS3 connector 체결 상태 확인
카메라 케이블 connector확인

카메라 앵글 확인

시스템 제약 사항

1. Mobileye 시스템은 차선이 분명하게 표시된 포장 도로에서의 운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 Mobileye 시스템은 운전자보다 더 잘 주변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운전자는 항상 모든
주의를 다하고 운전 중에는 자신의 청각 및 시각에 의존해 안전 운전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Mobileye 시스템은 앞에 있는 차량의 후방이 완전히 보이는 경우만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인 차량을 가로지르거나 다가오거나 지나치는 차량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4. Mobileye 시스템은 차량, 보행자, 차선을 감지하거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험
대해 경고를 제공하는 데 있어 100%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 날씨 등 기타 조건은 Mobileye 시스템의 인식 및 반응 기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시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막는 모든 상황은 Mobileye 시스템의 기능의 저하 또는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카메라 시야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라이센스 및 보증

한정 사용 라이선스
이 Mobileye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Mobileye의 소유입니다. 구입자는 Mobileye가 제공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통상적인 라이센스만 부여 받았으며, 다음의 행위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a) 본 Mobileye 제품과 관련하여 Mobileye에 의해 제공되거나 Mobileye에 속하는 다른 모든 소
프트웨어의 수정, 개선, 변경 및 그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 작업물 생성
(b)

(b) 역어셈블, 디컴파일, 디어셈블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상기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얻는 행
위

(c)

(c) 양도, 서브 라이센스 수여, 임대, 대여, 양도, 공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d)

(d) 제품 또는 수반되는 문서의 소유권 통지를 제거하는 행위

보증 제한
Mobileye 제품 보증 제한(이하 "보증 제한")은 양도성이 없으며 본 Mobileye 제품이 구입되어 차량이 설치
된 경우 그 제품의 원래 구입자만 재료 또는 제작 과정에 결함에 대해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적용
되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 제한하에서 Mobileye의 유일한 책임은
Mobileye의 재량으로 재료 또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판단되는 모든 Mobileye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는 것에 제한됩니다. Mobileye는 설치 결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경우는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a) 잘못된 사용, 태만, 부적절한 설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b) 본 Mobileye 제품이 최초장착 대상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대한 설치.
(c) Mobileye가 아닌 제3자에 의한 Mobileye 제품의 수리 및 변경.

보증 거절
본 보증 제한은 Mobileye 제품에만 제공되는 유일하며 배타적인 보증입니다. Mobileye는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판매 적격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Mobileye의 모든 대리인, 배포자, 판매자, 중개업자는 Mobileye 제품과 관련하여 Mobileye를
대신하여 진술, 보증, 협약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본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을 넘어선 모든 종류의
진술 및 보증도 Mobileye에 의해 행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Mobileye는 본 Mobileye 제품과
사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특수한 손해, 부수적인 손해, 간접적인
손해, 징벌적인 손해, 우발적인 손해, 중대한 손해, 예시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보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 Mobileye 제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본 Mobileye 제품을 구입한 배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본 Mobileye 제품을 Mobileye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는 Mobileye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Mobileye 제품은
배송비를 선납하여 Mobileye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권한 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본사의 소비자 서비
스 부서에 문의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 2006-2011 Mobileye Technologi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 11/2011. 서면 허가 없이 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Mobileye, SeeQ®, EyeQ® 및 Mobileye 로고는 Mobileye
Technolog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www.mobileye.com. 세부 사항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서

1. 저희 ㈜ 오토플렉스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2.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구입처 또는 AS 센터로 전화 주세요.
3. 제품 사용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구입처 또는 070-7557-0254으로 전화 주세요.
4. 보상여부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며, 피해 보상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제품명

Mobileye system

모델명

Mobileye 630

Serial No.
구입 일자

년

월

일

구입처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 제품의 구입처가 확인이 안될 경우, 제조년월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무상 서비스
*. 보증기간 내에 제조사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
소비자 피해유형

보증기간 이내

구입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필요할 때

교환 또는 환급

구입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료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필요하는 경우

보증기간 이후

제품교환 또는 환급

교환 불 가능시
동일하자로 3회 까지
고장발생시
동일하자로 4회까지
고장발생시

수리가능

여러부위 하자로 5회째
고장발생시

무료수리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시(부품보유기간 이내)

유료수리

제품교환, 무료수리
또는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
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수리불가능

유료 수리

정액감가 상각 후 교환
제품 교환 또는 환급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 불
가능시(부품보유기간이내)

정액 감가 상가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 발생 시 고장성 불량에 한함
(비고장, 마케팅성, 과실은 제외)

유상 서비스
1.

고장이 아닌 경우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을 받게 되므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세요

2.

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 낙하, 침수, 충격, 파손 등등)
- 당사 대리점 직원이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제품을 임의 변경에 의한 고장인 경우

3.

그 밖의 경우
- 화재, 염해, 수해, 이상 전원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 오토플렉스
Mobileye 한국공식대리점
Head office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5층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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