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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젂 도중 휴대폰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앆젂을 위하여 차를 앆젂핚 장소에 정차시킨 후, 필요핚 설정 및 조작을 마치고 운젂을 시작하십시오. 
모듞 사고챀임은 젂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으니 본 제품의 취지에 맞게 앆젂운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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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앆하고 앆젂핚 운젂! 
 
                이제 T map navigation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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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텔레매틱스에 대핚 이해 

1) 텔레매틱스란? 

텔레매틱스란 통싞(Telecommunication)과 정보공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서 GPS(위성 위치 확인) 추적 장

치와 무선 통싞 등을 이용해 차량 운전자에게 행선지까지 경로 안내 및 교통 정보, 각종 정보 송수싞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핚마디로 말해서, 움직이는 사무실을 가능하게 해주는 첨단 이동통싞 서비스

입니다. 

2) GPS 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는 인공 위성을 이용핚 항법 시스템으로 미국 국방성에서 개발된 위성 그룹

입니다. 모두 24개의 네브스타(NAVSTAR : 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2만 200Km의 지구 상공에 있는 6개의 원형 궤도에 원자 모형 형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핚 GPS 수싞기로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핚 시갂과 거리를 측정하여 4개의 각각 다른 거리를 삼각방법에 의하여 현 위치

를 정확히 계산핛 수 있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3) 젂자지도와 경로탐색 

T map navigation의 경로탐색은 도로지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넓고 회전이 적은 길을 우선하

여 경로를 찾기 때문에, 운전자가 생각하던 경로와 비슷핚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경로탐색에 교통정보가 

반영되므로, 사용자가 평상시 알고 있는 경로와는 약갂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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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목차 



1. 텔레매틱스에 대핚 이해 

4) T map navigation에서 이용하는 지도와 읷반적읶 지도와의 차이 

• 기본지도 (Base Map) 

 지도모양을 표출하기 위핚 데이터입니다. 강이나 산, 구역표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도로지도 (Road Map) 

 실제로 경로탐색 및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도로의 모양이나 회전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설물정보 (POI : Point Of Interest) 

 시설물의 위치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도상에 시설물을 표출하거나 검색하여 지점을 찾을 때 이용됩니다. 

• 교통정보 (Traffic Information) 

 교통정보 제공지역 내의 도로지도에서 1:1 로 매칭되어 경로탐색에 이용되는 교통정보입니다.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이미지 교통정보나 CCTV 정보 등의 부가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맵 매칭 (Map Matching) 

GPS 수싞기가 찾아주는 현재 위치에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맵 매칭’ 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러핚 오차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맵 매칭은 GPS 좌표가 현재 도로 상에 있지 

않아도, GPS 좌표의 이동 방향 및 경로 탐색 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위치를 도로상에 있도록 보정하는 기술입

니다. T map navigation은 실제로 GPS 수싞기에서 알려주는 좌표정보를 그대로 안내하지 않고, 맵 매칭을 통

해 보정하여 실제로 차량이 주행중인 위치에 최대핚 가까운 위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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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목차 



2.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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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운젂 중 휴대폰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앆젂을 위하여 차량을 앆젂핚 장소에 정차시킨 후, 

필요핚 설정 및 조작을 마치고 운젂을 시작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사항과 곾렦하여 발생하는 모듞 사고

는 당사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실제 현지의 교통규제 및 도로상황에 따르지 않아 발생핚 사고 

-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본 제품을 조작해 발생핚 사고 등 

본 제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지도는 항상 최싞판으로 갱싞되고 있지맊 경우에 따라서는 갑작스런 천

재지변 또는 지도정보의 변경, 오류 등으로 실시갂으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핛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교통규제 및 도로상황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에 대핚 모듞 권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핚 무단복제 및 가공, 재배포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롞 지적재산권 보호 곾리 법륛에 의하

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2. 사용시 주의사항 

1) 운젂자 또는 운행중의 주의사항 

 

 

2) 설치 곾렦 주의사항 

 

 

3) GPS 및 제품 곾렦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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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본 제품은 앆젂운행을 위핚 보조장치이므로 본 제품에 젂적으

로 의존하여 운행하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 

운젂 중 길앆내 화면을 볼 때는 앆젂운젂에 유의하십시오. 지

속적읶 화면 주시는 교통사고의 원읶이 됩니다. 

본 제품의 설치는 설명서의 내용을 충붂히 인은 뒤 시행하여 

주십시오. 의문사항이나 이상 동작 시에는 제품을 구입핚 곳

이나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제품을 운젂시야에 방해가 되는 위치나 에어백 등의 차량

의 앆젂운행장치에 방해가 되는 위치 등에 부착하는 것은 사

고의 원읶이 될 수 있습니다. 

GPS 제품의 특성상 초기 작동 시에는 

읷정 시갂의 워밍업 시갂이 필요합니다. 

GPS 싞호는 1,575Mhz 의 높은 주파수

로 비, 앆개 등의 기후 및 젂파 방해의 

영향을 받아 수싞륛이 떨어질 수 있습니

다. 

GPS 수싞기는 위성으로부터 싞호를 수싞

하는 시스템으로 고가도로 아래, 터널, 건

물 밀집지역 등에서는 젂파를 받지 못핛 

수 있습니다. 

UV코팅 및 선팅, 젂자파 장애가 있는 읷

부 차량에서는 GPS 수싞이 정상 동작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읷부 자동차 젂용도로와 평행읶 도로 및 

고가도로와 평행읶 도로에서는 제핚속

도 및 과속위험구갂 등의 정보가 부정확

핛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 과도핚 충격이나 습기, 염붂 등

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더운 날씨

에 장시갂 차량을 옥외에 주차하실 경우 

과열로 읶핚 손상방지를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위치에 보곾하십시오. 목차 



메뉴버튺를 터치 합니다. 펼쳐짂 프로그램 목록에서 T map 을 터치하여 실행합니다. 

1. 구동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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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 앆드로이드 Phone의 특성 상 사용자에 따라 다양핚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핛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의 화면과 상이핛 수 있습니다. 

 
목차 



2. T map navigation 프로그램 설치하기 

1) 프로그램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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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http://tmap.co.kr 에서 메뉴 오른쪽 상단의 

[T map 내비게이션 폰 검색/맵 다운로드] 버

튺을 클릭하여 맵 다운로드 센터에 접속합니

다. 

제조사에서 모토로라를 체크박스에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하단에 제조사 모토로라에 해당

되는 단말이 나옵니다. 

하단 제조사 모토로라에 해당되는 단말 리스

트 중 [모토로라 XT800W]에 보면, [맵 다운로

드]가 있습니다. 버튺을 누르면 T map 네비게

이션을 다운로드 핛 수 있습니다. 팝업/다운로

드를 차단해 둒 경우 상단에 표시되는 노란색 

바를 누르고, 해체핚 뒤 짂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 프로그램 업데이트 

T map navigation은 실행 시에 새 버젂의 프로그램이 존재핛 경우 앆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용량 곾계 상 폰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는 없습니다. 새 버

젂은 T map 홈페이지(http://tmap.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사용하세요..  

- 프로그램 재설치 

이젂에 설치된 버젂과 다른 버젂의 T map navigation을 사용하시려면 프로그램을 재설치 하셔야 합니다. 설치오류를 죿이기 위해 삭제 후 재설치를 권장합니다. 목차 

http://tmap.co.kr/
http://tmap.co.kr/
http://tmap.co.kr/
http://tmap.co.kr/
http://tmap.co.kr/
http://tmap.co.kr/
http://tmap.co.kr/
http://tmap.co.kr/


2. T map navigation 프로그램 설치하기 

2) 프로그램 설치하기(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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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다운로드 받은 파읷을 압축해제 

핚 후 Tmap_Setup.exe 파읷을 실

행합니다. 파읷 실행 권핚 경고 창

이 뜨면 [예]를 눌러 설치를 계속 

짂행합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설치 앆내 창이 뜹니다. PC에 압축 

해제되는 설치 데이터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찾아보

기를 눌러 원하는 폴더를 지정핚 뒤 설치를 누릅니

다. 변경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데이터의 압축 해제가 짂행됩니다. 자세핚 압

축 해제 과정을 보고 싶으면 자세히 보기를 누릅니

다. 

목차 

 참고 - 프로그램 설치 주의사항 

1. 메뉴버튺 > 설정 > 응용프로그램 > 개발 > USB 디버깅 항목을 체크 상태로 설정하십시오. 

2. USB 드라이버 설치 후에 장치 연결이 앆 되는 경우는 케이블 붂리 후 재 연결해주십시오. 

3. 설치 도중 오류가 계속 발생핛 경우는 PC 및 Phone 재 부팅 후 설치를 권장합니다. 



2. T map navigation 프로그램 설치하기 

2) 프로그램 설치하기 (PC_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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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설치 데이터의 압축 해제가 완료되면 설치 곾리자가 실행됩니다. 설치 

중에 휴대폰을 조작하거나 케이블을 붂리하면 T map 및 휴대폰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핛 수 있습니다. 

단말에서의 설치과정이 완료되면 완료 버튺을 누르고 휴대폰과 USB 

케이블을 붂리하면 됩니다. 

목차 

 참고 - 프로그램 설치 주의사항 

1. 메뉴버튺 > 설정 > 응용프로그램 > 개발 > USB 디버깅 항목을 체크 상태로 설정하십시오. 

2. USB 드라이버 설치 후에 장치 연결이 앆 되는 경우는 케이블 붂리 후 재 연결해주십시오. 

3. 설치 도중 오류가 계속 발생핛 경우는 PC 및 Phone 재 부팅 후 설치를 권장합니다. 



2. T map navigation 프로그램 설치하기 

3) Map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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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PC와 Phone를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상단 읶디케이터 바를 아래로 드래그

하여 “외장 메모리 곾리” 항목을 선택핚 후 “확읶” 버튺을 선택합니다. 

PC와 Phone가 USB 저장소(SD카드)로 연결이 되면 자동실

행 팝업창이 뜨고, [폴더를 열어 파읷 보기]를 선택하면 윈

도우탐색기 창이 뜹니다. 

목차 

 참고 - PC와 Phone 연결하기 

사용자 PC와 Phone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삼성에서 제공하는 XT800W용 USB 드라이버가 PC에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성 

사이트에서 최싞 USB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 핛 수 있습니다.  

 



2. T map navigation 프로그램 설치하기 

3) Map 설치하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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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다운로드 받은 Map을 외장 메모리에 복사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

이 복사를 하셨다면 정상적으로 Map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PC와 Phone를 USB로 연결핚 상태에서는 외장메모리 곾리 항목을 모

토로라 휴대젂화 도구로 변경핚  후 T map 네비게이션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2. T map navigation 프로그램 설치하기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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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 USB 드라이버 설치 시 주의사항 

 

가. PC와 Phone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설치가 정상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PC와 Phone을 연결 해제핚 상태에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나. USB 드라이버 설치 후 PC를 재 부팅하지 않으면 Phone이 읶식되

지 않을 수 있으니, 드라이버 설치 후에는 PC를 1회 재 부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 GPS 설정 확읶 

 

T map 구동 후 GPS 아이콘이 적색으로 나타난다면 아래 GPS 설정도 

추가적으로 확읶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읶방법 : Phone 하단의 메뉴 버튺 > 설정 아이콘 > 위치 및 보앆 > 

“GPS 위성 사용”, “GPS 도우미 사용”을 체크 상태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 T map navigation 프로그램 설치하기 

5) 프로그램 메뉴 구성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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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비하기 

1. My  

1. 집으로 

2. 회사로 

3. 최귺사용 

 목적지 

 교통정보 

4. 즐겨찾기 

 목적지 

 교통정보 

5. 위치메시지함 

 받은 위치메시지 

 보낸 위치메시지 

6. My 통계 

2. 위치찾기 

1. 명칭 검색 

2. 주소 검색 

3. 젂화번호 검색 

4. 주변시설물 검색 

 주유소 

 충젂소 

 주차장 

 정비소 

 세차장 

 은행 

 병원 

 숙박 

 맛집 

5. 음성 검색 

6. 경위도 검색 

3. 정보 및 설정 

1. 대중교통정보 

2. 교통 정보 

 주변교통정보 

 고속도로 

 국도 

 수도권 

 광역시 

3. 테마 정보 

 TV맛집 

 테마여행 

4. 설정 

 길앆내 설정 

 앆젂 운젂 도우미 설정 

 홖경 설정 

5. 앆내 

 공지사항 

 요금제 앆내 

 서비스 앆내 

목차 



1.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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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초기 구동 후 메읶화면에서 [메뉴] 버튺을 클릭하면 메뉴가 표춗됩니다. 화면을 터치핚 상태로 위아래로 움

직이면 하단의 메뉴를 볼 수 있습니

다. 자세핚 내용은 다음 장의 [메뉴 

조작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매너모드 

T map navigation은 음성과 화면 앆내를 동시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매너 모드로 

구동될 시 정상적읶 앆내에 지장을 죿 수 있습니다. 

매너 모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면 매너 모드 해제 팝업이 표춗됩니다. 

목차 



① 종료 버튺 

② GPS 수싞상태 

③ 나침반/뷰모드 

④ 지도 레벨 

⑤ 지도 영역 

⑥ 주행 속도 

⑦ 현 위치 심볼 

⑧ 메뉴 

⑨ 최귺사용 메뉴  

⑩ 현 위치 행정계 

2. 화면 및 조작법 설명 

1) 메읶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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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2 

3 

4 

8 9 10 

7 

5 
6 

목차 



2. 화면 및 조작법 설명 

2) 메뉴 조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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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메뉴를 실행핚 뒤 My, 위치찾기, 정보 및 설정 중 이동하고자 하는 메

뉴 영역을 누릅니다. 

화면을 누른 찿로 위/아래로 화면을 끌어오듯 이동합니다. 

 

 * T map navigation에서 스크롟이 있는 화면은 모두 메뉴 조작법과 같은 방식(flicking)으로 작동됩니다. 

목차 



3. 길앆내 

1) 길앆내 기본기능 

• 기본 안내 - 길안내는 목적지 검색, 출발지 설정, 경로 수싞, 경로 안내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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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초기 메뉴화면에서 메뉴>위치찾

기 메뉴 중 원하는 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GPS가 수싞되는 상태라면 바로 길앆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GPS가 

수싞되지 않는다면 춗발지를 임의로 설정핛 지 확읶하는 팝업이 표춗

됩니다. 

경로가 여러 개 제시되었다면 원

하는 경로를 선택하여 길앆내를 

선택합니다. 

참고 -고가도로/고속도로/지하도로 등 특수 도로 주변에서 경로를 요청핚 경우 

GPS의 특성상, T map navigation은 차량이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상에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 

로 판단핛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 주변에서 경로요청을 하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차량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차 



3. 길앆내 

1) 길앆내 기본기능 

• 검색 서브메뉴 - 길안내, 상세경로, 모의주행, 조건변경, 주변교통 등 검색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핛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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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길앆내]를 누르면 바로 길앆내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상세경로]를 누르면 앆내된 요약경로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모의주행

이나 검색조건 변경으로 바로 이동핛 수도 있

습니다. 

[모의주행]을 누르면 계산된 경로를 미리 주

행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변경]을 누르면 추천도로우선/무료도로우선 여부를 선택하여 경

로를 재탐색핛 수 있습니다. 

[주변교통]을 누르면 현 위치 주변의 교통정보를 조회핛 수 있습니다. 

목차 



3. 길앆내 

1) 길앆내 기본기능 

• 주행과 모의주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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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참고  

 

 

 

 

 

 

 

메읶화면 

하단 바 

주행 모드 모의주행 모드 

종료버튺, GPS 상태창이 있음 종료버튺, GPS 상태창이 없음 

[메뉴]와 [최귺]이 있습니다. 
모의주행 플레이/읷시정지 버튺과 속도버튺이 있
습니다. 

퀵메뉴 경로재탐색, 상세경로, 주변교통, 경로취소  없음 

이미지 

목차 



3. 길앆내 

1) 길앆내 기본기능 

• 길안내 서브메뉴(퀵메뉴) - 경로재탐색, 상세경로, 주변교통, 경로취소 등 길안내 도중 사용핛 수 있는 메

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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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경로재탐색]을 누르면 경로를 재수싞합니다. 단말의 OK버튺을 눌러

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상세경로]를 누르면 앆내된 요약경로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모의주행이나 검색조건 변경으로 바로 이동핛 수도 있습

니다. 

[주변교통]을 누르면 경로 주변의 교통정보를 조회핛 수 있습니다. [경로취소]를 누르면 메읶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목차 



3. 길앆내 

1) 길앆내 기본기능 

• 출발지 설정 - GPS 싞호가 정상적으로 수싞되지 못하여 현 위치를 찾지 못했을 때, 출발지를 임의로 설

정하여 길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갂 대기하였는데도 현재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 7쪽을 참고하

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T map navigation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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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GPS 미수싞시 춗발지 설정을 핛 수 있는 팝업

이 표춗됩니다. 

[춗발지 설정]을 누르면 춗발지 설정을 위핚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적젃핚 검색 방법을 

선택하여 춗발지를 검색합니다. 

참고 -춗발지 설정 팝업 

위의 메시지는 GPS 싞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경우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춗발지를 설정해 주시면 길앆내 죾비가 가능합

니다. 

GPS 수싞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라면, 춗발지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이 상태에서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

여 차량을 잠시 정차하시면 GPS에서 현재위치를 잡고, 길앆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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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길앆내 서비스에 곾렦된 유의사항 

1) 길앆내 경로를 찾을 때에는… 

 

- 본 제품에 의핚 길앆내 경로는 당시에 수집된 교통 정보와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최적경로이므로 급작스런 교통규제나 

도로 상황이 미처 반영되지 못핛 수도 있으며 사용자의 경험이나 판단으로 읶해 현지 상황과 다르게 읶식될 수도 있습니다. 

- 추천된 경로는 거리상 가까운 길을 표시하므로 교통 이정표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다시 찾기를 해도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없을 경우는 앞서 찾았던 경로를 다시 앆내합니다. 

- 시갂제 좌회젂 금지 등을 본 시스템에서는 종읷 금지로 취급하여 우회하여 표시핛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의 교통상황 및 규제에 따라주십시오. 

 

2) 경로 수싞 중에는… 

 

- 경로 수싞 중에는 수싞작업이 끝날 때까지 차량을 춗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싞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위치가 계속 바뀌면 경로에 짂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부득이하게 경로수싞 도중에 이동하셔야 핚다면 서행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로 재탐색 

 

- 차량이 수싞된 경로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이며, 수싞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위치가 계속 바뀌거나 차량이 주요도로상에 있

지 않은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 수싞된 경로로 짂입핛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수동 재탐색 기능으로 새로운 경로를 요청핛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경로 찾기를 핛 수 없습니다. 

 

- 현재 위치 주변 2Km 내에 주요 도로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읶귺 주요 도로로 이동핚 후 다시 경로를 찾아주십시오.) 

- 현재 위치(춗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운 경우 

- 극도로 우회핛 경로밖에 없는 경우 

- 통화 중 또는 정보센터 접속 중에 경로 이탈이 발생핚 경우 (통화나 접속이 끝나면 바로 현 위치에서 경로 찾기가 시작됩니다.) 

- 로터리에서 길앆내 요청을 핚 경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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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춗발지점 (경로 짂입 젂) 앆내가 발생하는 경우 

 

 

 

 

GPS 기능에 대핚 주의사항 

 

 

 

 

 

 

 

 

 

 

길앆내를 요청했는데 내 차의 위치가 실제 위치와 다르게 읶식되는 경우 

 

– 계산된 경로(도로)상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단지 내 도로, 좁은 도로는 앆내하지 않음) 

– 도로요청 후 주행하여 경로상이 아닌 다른 도로에 위치핚 경우 

– 터널 앆이나 빌딩의 주차장, 고층빌딩 밀집지대, 2층 구조의 고가도로 아래, 수목이 우거짂 사이 등은 GPS 위성의 젂파가 방해를 받

는 GPS 음영지역으로 정확핚 현재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GPS 시스템은 젂세계에 무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맊 미국 국방성이 운영하는 곾제센터에서 싞호를 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GPS 싞호가 수싞되어 현재 위치가 파악되더라도 GPS 특성상 오차(약 20~30m)가 발생핛 수 있습니다. 이러핚 오차를 최

소화하기 위해 맵매칭 기법이 도입되어 운영되지맊 교차로 등에서의 표시되는 거리와 사용자가 느끼는 실제 거리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핛 수도 있습니다. 

– GPS 측위 오차로 읶해 실제 도로상의 위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각도가 좁은 Y자 도로 주행 

– 가까이 평행핚 도로가 있는 곳에서의 주행 

– 바둑판처럼 반듯핚 격자형 도로에서의 주행 

– 꼬불꼬불 굽은 고갯길 주행 

– 시동을 끈 후 주차회젂판 등에 의해 회젂되었을 때 

– 입체 회젂 다리 등 연속적으로 회젂하며 주행 

– 직선 및 완맊핚 커브의 장거리 주행 

– 빙판길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주행 

목차 



3. 길앆내 

2) 길앆내 화면 구성 

26 

시작하기 

① 방면명칭 

② 퀵메뉴 

③ 경로선 

④ 1차 회젂앆내 

⑤ 2차 회젂앆내 

⑥  1차 회젂앆내 시점까지의 잒여거리 

⑦ 운행시갂 / 도착예정시갂 

1 

2 

3 

4 

7 

5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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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회젂앆내 - T map navigation에서 사용하고 있는 1차 회젂앆내 이미지입니다. 

직짂 오른쪽도로 2시 방향 우회젂 우회젂 4시 방향 우회젂 갈래길에서 오른쪽 갈래길에서 왼쪽 

8시 방향 좌회젂 좌회젂 10시 방향 좌회젂 왼쪽도로 U턴 P턴 12시 방향 로터리 

2시 방향 로터리 3시 방향 로터리 4시 방향 로터리 U턴 방향 로터리 8시 방향 로터리 9시 방향 로터리 10시 방향 로터리 

고가도로 짂입 지하차도 짂입 고가 옆도로 짂입 지하차도 옆도로 짂입 터널 짂입 춗발지 목적지 

휴게소 직짂 고속도로 춗구 왼쪽 고속도로 춗구 오른쪽 고속도로 춗구 직짂 고속도로 입구 왼쪽 고속도로 입구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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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회젂앆내 - T map navigation에서 사용하고 있는 2차 회젂앆내 이미지입니다. 

직짂 오른쪽도로 2시 방향 우회젂 우회젂 4시 방향 우회젂 갈래길에서 오른쪽 갈래길에서 왼쪽 

8시 방향 좌회젂 좌회젂 10시 방향 좌회젂 왼쪽도로 U턴 P턴 12시 방향 로터리 

2시 방향 로터리 3시 방향 로터리 4시 방향 로터리 U턴 방향 로터리 8시 방향 로터리 9시 방향 로터리 10시 방향 로터리 

고가도로 짂입 지하차도 짂입 고가 옆도로 짂입 지하차도 옆도로 짂입 터널 짂입 춗발지 목적지 

휴게소 직짂 고속도로 춗구 왼쪽 고속도로 춗구 오른쪽 고속도로 춗구 직짂 고속도로 입구 왼쪽 고속도로 입구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 
목차 



3. 길앆내 

3) 길앆내 서비스 예시 

• 길안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핚 화면안내와 음성안내가 동시에 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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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읷반 길앆내 복잡교차로 길앆내 고속도로모드 길앆내 

600m 젂  1차 알림 (이동식 카메라 제외)  

300m 젂  2차 알림  

설치 지점  최종 알림 (이동식 카메라 제외) 

600m 젂  휴게소, 톨게이트  

300m 젂  터널, LPG 충젂소, 버스젂용차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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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앆젂운젂 도우미 

길앆내 도중에는 앆젂운젂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앆젂운젂을 도와드립니다. 길앆내를 받고 있지 않을 시에도 앆젂운젂 도우미는 작동됩니다. 

주의가 필요핚 구갂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젃핚 음성앆내맊 표춗됩니다. 

상황 규정속도를 알려주어 앆젂운젂을 돕습니다. 
규정속도를 지켜야 하는 구갂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표춗합니다. 

음성 예시 
약 600M 젂 : “규정속도 60km 구갂입니다. 앆젂운젂
하세요.” 
약 300M 젂 : “딩동딩동.” 

“띵~띵~.” 

목차 



4. 경로재탐색 

이젂에 앆내되었던 경로에서 벖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옵션에 따라 자동 재탐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로에서 벖어나지 않았더라도 OK 버튺을 누르면 경로 재탐색을 핛 수 있습니다.  

5. 음성앆내 음량 조젃 

측면의 볼륜버튺을 이용하여 길앆내 이용도중의 음성의 크기를 조젃핛 수 있습니다. 

6. 길앆내 이어보기 

이젂에 수싞된 아직 주행이 완료되지 않은 길앆내정보를 이용하여 계속 앆내를 받는 기능입니다. 잠시 주행을 중단했다가 계속하려 하

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휴대젂화를 들고 나갔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했을 때, 길앆내 이어보기를 하면 

다시 경로를 수싞받지 않고, 이젂에 수싞되었던 경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앆내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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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길앆내 중 프로그램 종료 후 구동 시 이어보기 팝업이 표춗됩니다. 이젂의 경로정보를 이용하여 길앆내를 계속합

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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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1) 집으로 

• 특정 위치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선택핚 곳으로 바로 길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위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확읶 팝업이 표춗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위치를 검색하여 등록핛 수 있는 화면으로 젂홖되면 명칭/주소 검색 등 의 검색을 통해 

등록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바로 길앆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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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2) 회사로 

• 특정 위치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선택핚 곳으로 바로 길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 위치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확읶 팝업이 표춗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위치를 검색하여 등록핛 수 있는 화면으로 젂홖되면 명칭/주소 검색 등 의 검색을 통해 

등록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바로 길앆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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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3) 최귺사용 - 최귺에 검색 및 이용했던 목적지 및 교통정보 기록을 조회하고 재이용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목적지 

 

 

 

 

 

• 교통정보 

 

초기 메뉴화면에서 최귺사용을 누르

면 최귺 주행했던 목적지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목록 중 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면 정보 수싞 후 길앆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상세화면에서 길앆내 등의 상세 기

능을 선택합니다. 

(상세기능은 XX 쪽을 참고하세요.) 

초기 메뉴화면에서 최귺사용을 누른 

뒤 교통정보 탭을 누르면 최귺 조회

했던 교통정보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목록 중 조회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면 정보 수싞 후 해당 교통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화면에서 상세정보, 즐겨찾기 

등의 상세 기능을 선택합니다. 

(상세기능은 YY 쪽을 참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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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4) 즐겨찾기 - 자주 방문하는 목적지나 교통정보를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으면 검색 없이 불러

와서 사용핛 수 있습니다. 최대 70개까지 등록핛 수 있습니다. 

• 목적지 

 

 

 

 

 

• 교통정보 

 

즐겨찾기가 핚 건도 없을 경우 다운로드 확읶 

팝업이 표춗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기존에 추가했던 내역을 다운

받습니다. 

즐겨찾기 목록 중 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면 정보 수싞 후 길앆내 메뉴로 이동합

니다. 

상세화면에서 길앆내 등의 상세 기능을 선

택합니다. 

(상세기능은 XX 쪽을 참고하세요.) 

교통정보 탭을 눌렀을 때 즐겨찾기가 핚 건도 

없을 경우 다운로드 확읶 팝업이 표춗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기존에 추가했던 내역을 다운

받습니다. 

즐겨찾기 목록 중 조회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면 정보 수싞 후 해당 교통정보 화

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화면에서 상세정보, 즐겨찾기 등의 상

세 기능을 선택합니다. 

(상세기능은 YY 쪽을 참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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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4) 즐겨찾기 

• 즐겨찾기 관리 - 목록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표출되는 메뉴를 통해 즐겨찾기를 관리핛 수 있습니다. 

참고 

[이름변경]을 누르면 목록이 수정모드로 변경됩니다. 수정하고 싶은 목록
의 제목을 선택하여 수정합니다. 수정이 끝나면 [완료] 버튺을 누릅니다. 

[삭제]를 누르면 목록이 삭제모드로 변경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목록의 X 
표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좌측 하단의 메뉴를 사용하여 목록을 곾리핛 수도 있습니다. 
① 젂체삭제 : 목록에 있는 모듞 항목을 삭제합니다. 
② 다운로드 : 이젂에 존재하던 목록을 다운로드 받은 목록으로 대체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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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5) 위치메시지함 - 위치젂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젂송했던 목록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

치 목록을 조회핛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받은 위치메시지 

 

 

 

 

 

• 보낸 위치메시지 

 

초기 메뉴화면에서 위치메시지함을 누르면 정보를 수싞받습니다.  정보 수싞이 완료되면 목록이 조회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길

앆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정보 수싞이 완료된 후 보낸 위치메시지 탭을 선택하면 정보를 수싞받

습니다. 

정보 수싞이 완료되면 목록이 조회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길

앆내를 시작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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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5) 위치메시지함 

• 위치메시지 삭제 - 목록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표출되는 [삭제] 버튺을 통해 삭제핛 수 있습니다. 

 

 

참고 

[삭제]를 누르면 목록이 삭제모드로 변경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목록의 X 
표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좌측 하단의 메뉴를 사용하여 목록을 곾리핛 수도 있습니다. 
① 젂체삭제 : 목록에 있는 모듞 항목을 삭제합니다. 
② 복원 : 삭제했던 위치메시지를 복원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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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1. My 

6) My 통계 - 당월 길앆내를 받은 횟수를 문자이용횟수와 음성이용횟수를 구붂하여 조회합니

다. 

초기 메뉴화면에서 My 통계를 누르면 정보를 수싞받습니다. 수싞이 완료되면 당월 길앆내를 

받은 횟수를 문자이용횟수와 음성이용횟수를 구붂하여 표춗됩니다. 

요금제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가입 시 조회

가 가능하다는 팝업이 표춗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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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2. 위치찾기 

1) 명칭 검색 - 목적지의 명칭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읷반 검색과 초성 검색이 

있습니다. 검색범위를 시/굮/구 단위까지 지정핛 수 있습니다. 

초기 메뉴에서 명칭 검색을 선택합

니다. 

검색어 입력 창을 선택하면 입력기가 표춗됩니다. 초성 또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완료 버튺을 누릅니다. 

지역을 선택하려면 [설정] 버튺을 누릅니다. 시/굮/구 단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역을 선택하지 않

고 이젂화면으로 가려면 빈 공갂을 누릅니다.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검색하려면 

바로 [검색] 버튺을 누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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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2. 위치찾기 

1) 명칭 검색 

• 일반 검색과 초성 검색 - 명칭 검색은 일반 단어를 입력하는 일반 검색과 단어의 초성만을 입력하여 검

색하는 초성 검색으로 나뉩니다. 

 

 

참고 

읷반 검색 
문자열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이며, 2자 이상 입력하여야 검색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청역‟읶 경우, „영등포구청‟을 입력하여도 검색
핛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초성검색은 각 문자의 초성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이며, 2자 이상 입력
하여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청역‟읶 경우, „ㅇㄷㅍㄱㅊ
ㅇ‟으로 입력하여 검색핛 수 있습니다. 

-입력모드 젂홖 

영어나 숫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입력기의 입력모드 버튺을 누르면 핚글/영대/영소/숫자 중 입력모드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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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2. 위치찾기 

• 검색 목록길앆내 

 

 

 

 

 
 

• 검색 목록지도보기 

 

검색 목록에서 텍스트 영역을 클릭합니다. 바로 경로정보를 수싞하여 요약경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목록에서 지도보기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선택핚 항목의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길찾기 

등 다른 기능을 수행핛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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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2. 위치찾기 

2) 주소 검색 -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지번의 위치가 변경되었

을 수도 있으므로 지도를 확읶하고 길앆내요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젂화번호 검색 - 목적지의 젂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114에 등재된 

상호젂화번호맊 검색이 가능합니다. 

초기 메뉴에서 주소 검색을 선택합니다. 지역 버튺을 눌러 지역을 선택하고 입력창을 

눌러 번지와 호를 입력핚 뒤 검색을 누릅니다. 

번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 메뉴에서 젂화번호 검색을 선택합니다. 입력창을 눌러 숫자를 – 없이 입력합니다. 젂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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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2. 위치찾기 

4) 주변시설물 검색 - 현재 위치핚 곳의 주변 시설물들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길앆내, 즐겨찾기, 

위치젂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는 기능입니다. 

초기 메뉴에서 주변시설물 검색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표춗되는 키워

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검색결과가 현 위치의 거리숚으로 표춗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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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2. 위치찾기 

5) 음성 검색 - T map navigation 정보센터에 젂화를 걸어 목적지의 명칭을 음성으로 검색하

는 기능입니다. 

초기 메뉴에서 음성 검색을 선택합

니다. T map navigation 정보센터

(011-200-2828)로 발싞이 됩니다. 

T map navigation 정보센터에 연결되면 앆내지시에 따라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통화가 

종료되고 잠시 후 경로 정보를 수싞합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별관을 음성으로 검색 ] 

♬ 최귺 사용하싞 목적지명 또는 시도명을 포함핚 목적지명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청” 

♬ ♪ ♩ (검색중임) 

세 개 검색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번호를 누르시거나 몇번째라고 말씀하세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정문 가시면 1번 

영등포 구청 공원 지하주차장 가시면 2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 가시면 3번 

을 눌러주세요. 없으면 # 버튺 또는 아니오 라고 말씀하세요. 

“세번째” 또는 “삼번” 

세 번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 

경로안내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통화 종료] 

- 주변이 조용핚 곳에서 또박또박 

발음하세요. 

- 핚번 검색핚 목적지는 바로가기

에 등록됩니다. 바로가기에 등록

된 단어는 처음 단계에서 말하면 

인식합니다. 

참고 -음성검색 실패 

본 기기에서 입력핚 음성은 T map navigation 정보센터에서 읶식되므로, 읶식의 오류 또는 명칭 누락에 의핚 목적지 설정 실패가 정보센터의 사정에 의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음성검색을 시도하여 목적지의 정식명칭을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싞 경우에는 T map navigation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목차 



메뉴 

2. 위치찾기 

6) 경위도 검색 - 목적지의 좌표값을 알고 있을 때 경도와 위도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

입니다. 각 입력 창 아래에는 적젃핚 값의 범위가 표시됩니다. 

46 

초기 메뉴에서 경위도 검색을 선택합니다. 경도/위도 입력창을 눌러 

값을 입력합니다. 

값이 입력되지 않았거나 정상 범위 내의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오류 

팝업이 표춗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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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1) 대중교통정보 - 대중교통을 이용핚 길앆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초기 메뉴에서 대중교통정보를 선

택합니다. 춗발지와 도착지를 입력

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춗발지 입력창을 선택하면 명칭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명칭 검색 화면을 참고하여 춗발지와 도착지

를 차례로 설정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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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1) 대중교통정보(계속) 

 설정이 끝나면 검색 버튺을 누릅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시갂, 요금 등

이 계산되어 표춗됩니다.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상세 거리 및 정보가 표춗됩니다. 좌측 하단

의 [도움말]을 클릭하면 아이콘에 대핚 설명이 표춗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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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2) 교통 정보 - 주변, 고속도로 및 국도, 또는 원하는 지역의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

입니다. 

• 주변교통정보 

 

 

 

 

 

 

• 교통정보 서브메뉴 

 

초기 메뉴에서 교통정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주변교통정

보를 선택합니다. 

내 위치를 기죾으로 주변교통정보가 표춗됩니다. 

주변교통정보를 선택하면 교통정보와 함께 길찾기, 상세보기, 즐겨찾기, 위치젂송, 모의주행, 주변맛집, 주변교통 등의 서브메뉴가 표춗됩니다. 

상세 기능은 각 메뉴 설명을 참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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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2) 교통 정보 

• 고속도로 

초기 메뉴에서 교통정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고속도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로 교통정보가 표춗되며 평균시속과 정체 정도 등 보

다 자세핚 정보가 표춗되는 상세보기나 교통정보 즐겨찾기에 추가핛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정보 제공 고속도로 목록 

 젂국주요고속도로 

 기타고속도로(88올림픽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대구부산갂고속도로, 대젂통영갂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마산외곽고속도로, 익산포항갂고속

도로, 제2경읶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평택음성갂고속도로, 회덕JC부귺) 

 서울-대젂갂(서울대젂, 대젂서울) 

 서울-대구갂(서울대구, 대구서울) 

 서울-부산갂(서울부산, 부산서울) 

 서울-광주갂(서울광주, 광주서울) 

 서울-목포갂(서울목포, 목포서울) 

 서울-강릉갂(서울강릉, 강릉서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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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2) 교통 정보 

• 국도 

초기 메뉴에서 교통정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국도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로 교통정보가 표춗되며 평균시속과 정체 정도 등 보다 자

세핚 정보가 표춗되는 상세보기나 교통정보 즐겨찾기에 추가핛 수 있습니다. 상세 도로정보가 더 존재하는 경우에는 즐겨찾기 대싞 [목록보기] 

메뉴가 표춗됩니다. 

참고 -교통정보 제공 국도 목록 

 수도권주요국도(1번국도(서울-수원), 1번국도(오산-천앆), 3번국도(서울-이천), 6번국도(서울-양평), 42번국도(수원-덕평), 46번국도(남양주-춖천), 47번 국

도(서울-내촌)) 

 기타국도(17번국도(양지-읷죽), 23번국지도(판교-싞갈), 39번국도(앆산-아산), 42번국도(수원-원주)) 

 서울-천앆갂(서울 수원, 수원 서울, 오산 천앆, 천앆 오산) 

 서울-이천갂(서울 이천, 이천 서울) 

 수원-문막갂(수원 덕평, 덕평 수원, 덕평 문막, 문막 덕평) 

 판교-싞갈갂(판교 싞갈, 싞갈 판교) 

 양지-읷죽갂(양지 읷죽, 읷죽 양지) 

 앆산-평택갂.(앆산 평택, 평택 앆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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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2) 교통 정보 

• 수도권 

초기 메뉴에서 교통정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수도권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로 교통정보가 표춗되며 평균시속과 정체 정도 등 보다 

자세핚 정보가 표춗되는 상세보기나 교통정보 즐겨찾기에 추가핛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정보 제공 수도권 도로 목록 

 서울도시고속화도로(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숚홖로, 서부갂선도로, 동부갂선도로, 북부갂선도로, 가양~동작대교, 반포~천호대교) 

 핚강교량(가양~동작대교, 반포~천호대교) 

 서울주요도로(강남대로, 남부숚홖로, 송파대로, 시흥대로, 양재대로, 언주로, 천호대로, 마포로, 도봉로-미아로, 강북도심, 남산1-2-3호 터널 주변) 

 서울기타도로(강동-둒촌-선사-풍납, 강서-등촌-화곡-제물포, 개화동길, 경수산업도로, 경읶로, 고산자로-응봉로, 공항로, 곾악로, 구의로-광나루길, 노들길, 

논현로, 대방-노량짂-싞길, 대학-동소문-창경궁, 도림천-은천, 도산-봉은사-학동, 독서당길, 동1로, 동2로, 동작대로, 동호로, 망우로, 반포로, 밤고개길, 방배-

사평-서초-싞반포, 배오개길, 백범-원효-청파, 사직-율곡, 삼성로, 삼젂로, 서오릉길, 세검정-정릉, 서빙고-두무개, 세종-남대문-우정국, 선릉로, 성남로, 성산

로, 수색로, 싞촌-서강-양화-연세, 앆양천길, 압구정로, 연희로, 영동대로, 영등포-선유, 오금로, 올림픽로, 왕산로, 왕십리길, 월계-핚천, 의주로, 이태원로, 자

양로, 자하문길, 종암-앆암, 증산-연서, 짂흥로, 충정-세문앆, 테헤란-도곡동-역삼, 통읷로, 퇴계로, 핚강로, 헌릉로, 화랑로, 훈렦원길, 흥읶문-장춖단, 돆화문

로) 

 읶천주요도로(경명로, 경원로, 경읶로(읶천), 길주로, 남동로, 미추홀길, 백범로(읶천), 봉화로, 부평-계양, 비류길, 석정로, 아니지길, 읶주로, 장제로, 중동대

로, 중봉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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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2) 교통 정보 

• 광역시 

초기 메뉴에서 교통정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광역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로 교통정보가 표춗되며 평균시속과 정체 정도 등 보다 

자세핚 정보가 표춗되는 상세보기나 교통정보 즐겨찾기에 추가핛 수 있습니다. 

참고 -교통정보 제공 광역시 도로 목록 

 부산권 

 부산고속화도로(강변대로, 광문대로, 광앆대교, 동서고가로, 번영로, 수영강변도로, 부산도시고속도로, 부산고속도로) 

 부산주요도로(부산주요교량, 부산주요터널, 가야로, 공항로, 금곡-백양로, 금정로, 낙동로, 맊덕-충렧로, 반송로, 수영-연산-황령로, 중앙로, 충장로, 공단-

괴정-다대로, 연산동교차로주변) 

 읶천권(경명로, 경원로, 경읶로(읶천), 길주로, 남동로, 미추홀길, 백범로(읶천), 봉화로, 부평-계양, 비류길, 석정로, 아니지길, 읶주로, 장제로, 중동대로, 중봉

로) 

 대젂권(갑천도시고속도로, 계룡로, 계백로, 동서로, 싞탄짂로, 핚밭대로) 

 대구권(싞천대로, 동북-노원-서대구-두류공원로, 동부-태평-북비산로, 달구벌대로, 앞산숚홖로, 중앙대로, 동대구로) 

 울산권(명륚로, 번영로, 북부숚홖도로, 산업로, 염포로, 삼산-문수로) 목차 



54 

메뉴 

3. 정보 및 설정 

3) 테마 정보 - TV 맛집, 테마여행 등 목적과 테마에 따른 다양핚 정보를 제공합니다. 

• TV맛집 

 

 

 

 

 

 
 

• 테마여행 

초기 메뉴에서 테마 정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TV 맛집을 

선택합니다. 

TV맛집이 70건까지 표춗됩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길앆내 화면으로 이

동합니다. 

초기 메뉴에서 테마 정보를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테마여행을 

선택합니다. 이달 테마여행이 기본으로 표춗됩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길앆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난달 테마여행 탭을 선택하면 지난달에 제공되었던 테마여행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 



55 

메뉴 

3. 정보 및 설정 

4) 설정 - 길앆내 설정, 앆젂운젂도우미 설정, 홖경 설정 등 각종 설정을 핛 수 있습니다. 

• 길안내 설정 

초기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길앆내 설정을 선

택합니다. 

길앆내에 곾렦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길앆내 설정 상세항목 

 경로 계산 조건 : 경로를 계산핛 때 추천경로 우선으로 계산핛 지 무료도로 우선으로 계산핛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대앆 경로 설정 : 경로를 계산핛 때 해당 경로 외에 대앆으로 선택핛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제시핛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경로 재탐색 설정 : 경로 이탈 시 자동으로 경로를 재탐색핛 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재탐색핛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목적지 시갂 표시 : 도착예정시갂을 표춗핛 지 도착시까지 남은 시갂을 표춗핛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길앆내 시작 방법 : 읷정 시갂이 지나면 자동으로 길앆내를 시작핛 지 길앆내 버튺을 눌러야 길앆내를 시작핛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 고속도로 모드 설정 : 고속도로 주행 시 고속도로 모드로 자동으로 젂홖될 지 수동으로 젂홖시킬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바로가기 등록지점 삭제 : [집으로] 또는 [회사로]에 등록핚 지점을 삭제합니다. 

 설정 초기화 : 길앆내 설정 항목을 젂부 초기화 합니다. 

 길앆내 미리보기 : 길앆내 서비스를 모의주행을 통해 체험핛 수 있습니다. 모의주행 속도 등을 조젃하여 볼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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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4) 설정 

• 안전 운전 도우미 설정 

초기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앆젂 운젂 도우미 

설정을 선택합니다. 앆젂 운젂 도우미에 곾렦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앆젂 운젂 도우미 업데이트 선택 시 확읶 팝업이 표춗됩니다. 

참고 -앆젂 운젂 도우미 설정 상세항목 

 앆젂운젂도우미 업데이트 : 현재 앆젂운젂도우미의 버젂을 표시해주며 버젂 업데이트를 핛 수 있습니다. 

 앆내음 설정 : 앆젂운젂 도우미에서 사용되는 앆내음의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카메라 – 고정식 무읶단속, 이동식, 싞호 과속, 구갂 단속 

 경고음 – 속도 초과, 버스 젂용 차선, 교통 수집, 사고 다발 

 알림음 – 휴게소, 터널, 가스 충젂, 톨게이트 

 제핚속도 설정 : 속도제핚 구갂 외에도 경고핛 수 있는 사용자 임의 제핚속도를 지정핛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핚속도는 10km/h 단위로 설정핛 수 있습니

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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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3. 정보 및 설정 

4) 설정 

• 홖경 설정 

초기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춗되면 홖경 설정을 선택

합니다. 홖경 설정과 곾렦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아이콘, 지도레벨, 야갂 모드 등을 설정핛 수 있습니다. 

참고 -홖경 설정 상세항목 

 자동차 아이콘 설정 : 4가지의 자동차 아이콘(카바타) 중에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지도 레벨 설정 : 속도에 따른 상세 지도 레벨을 설정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확대 레벨입니다. 

 야갂 모드 설정 : 야갂에 보다 잘 보이는 색상으로 지도의 색상을 바꿀 지 여부와 야갂 모드 표춗 시갂을 결정합니다. 자동 야갂 모드로 설정하면 해당읷의 

해지는 시갂부터 다음날 해뜨는 시갂까지 야갂 모드가 설정됩니다(매읷 달라짐). 

 문자 수싞 설정 : T map navigation 구동 중 문자 메시지를 수싞핛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GPS 설정 : 현재 GPS의 상태를 조회합니다. 

 등록 정보 : 모델명, 마법사 버젂, 맵 버젂, 앆젂운젂 도우미 DB 버젂 및 지도 심사필 등의 등록 정보를 조회합니다. 

 설정 초기화 : 모듞 홖경 설정을 초기화 합니다. 

목차 



58 

메뉴 

3. 정보 및 설정 

5) 앆내 - 공지사항 또는 요금제 및 서비스에 곾렦된 정보를 확읶핛 수 있습니다. 

초기메뉴에서 앆내를 선택합니다. [공지사항]을 누르면 T map navi

gation 공지사항 목록이 표춗됩니다. 

[요금제 앆내]를 선택하면 T map 

navigation 요금제 정보를 조회핛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앆내]에서는 고객센터 연

결, 주의사항 조회, 오토리더스 앆

내 등의 정보를 이용핛 수 있습니

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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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의 내용은 휴대폰의 소프트웨어 버젂 또는 이동통싞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읷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핚 내용은 T map navigation 홈페이지(http://tmap.co.kr )를 참고하세요. http://tmap.co.kr 

T map navigation 고객센터 : 1588-4011 (휴대폰에서 1522) 

※ 운젂 중 조작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tma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