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CleanEarth ADAS



2. CleanEarth Nowhow

.차선이탈경고시스템 전방충돌경고시스템

기본에 충실한 주요기능 선택 가능한 다양한 부가기능



3. 제품 구성
◆ 본 제품의 구성품은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및 구성품 추가 구입은 대리점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카메라본체 인디케이터(디스플레이) 진동쿠션 (옵션사항) 내장GPS (옵션사항)

카메라본체 8핀 케이블 데이터 5핀 케이블 전원 3핀 케이블



4. 제품의 기능
카메라본체

색상 상태 설명

BLUE
LED점멸 제품이상

LED점등 정상동작

인디케이터

기능 버튼 동작 음량버튼 으로 선택후 자동저장 표현

메뉴 M 1회 LDWS L0(보통), L1(민감) FND

메뉴 M 2번 HMW HMW 민감도 0.1~2.5초까지 민감도선택 FND

메뉴 M 3회 진 동 b0◀▶b1◀▶b2◀▶b3◀▶b4 민감도선택 FND

메뉴 M 4회 GPS제한속도설정(구매시) 09(90Km/h)◀▶10(100Km/h)◀▶11(110Km/h) 선택 FND

음량 + 1회 음량조절 S1 ▶S2 ▶S3 ▶S4 음량레벨 선택 FND

음량 - 1회 음량조절 S4 ▶S3 ▶S2 ▶S1 음량레벨 선택 FND

기능 옵션 F 1회 기능옵션 현재음량레벨표시Ex; F1▶(옵션ON), F0 ▶(옵션OFF) FND

★ HMW 민감도: 앞차와의 거리를 시간(초 단위)으로 환산한 값

★ 주행 중 제품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5. 주요경고시스템
◆ 차선이탈경고시스템(LDWS), 전방충돌경고시스템(FCWS)- 45Km/h이상 주행시 동작

LDWS
기 능 차선LED상태

차선 미인식 주황색 점등

차선 인식 흰색 점등

차선 변경 흰색 점멸

FCWS

기 능 차량LED상태 FND상태

차량 미인식 LED 소멸 -

차량 인식 빨간색 LED 충돌 시간(초) 점등

◆ FCWS표시는 차간 상대속도를 기준으로 충돌 예상시간을 환산한 값으로 2.8초 이전 경고



6. 기능 옵션
◆ 전방주시경보(HMW)- 45Km/h이상 주행 시 동작, 차간 속도를 고려하여 차간거리를 시간으로 표시
◆ 기능 옵션은 주행 전 정차 상태에서 설정하셔야 동작이 됩니다. (F버튼 사용/ 3.제품의 기능 참조)

HMW

기 타

기 능 FND 상태

HMW 설정 (초 단위) HMW 민감도 0.1~2.5초 표시

기 능 동 작 표 현

앞차출발알림(FVSA) 0Km/h에서만 동작, 앞차 출발후
2초동안 정지상태일때만 경고 경고음 1회

근접경고알림(FPW) 5~30Km/h에서만 동작 흰색차량 LED 점등

도시형전방충돌경고(UFCW) 5~30Km/h에서만 동작 경고음 1회

GPS안전운전(구매시) GPS내장모듈사전구매시 동작 FND 점등 / 경고음/ 음성안내

◆ 각 기능들은 도로사정과 날씨, 조명등 주변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HMW 민감도: 차간 거리를 속도에 맞춰 시간으로 환산하여 알림



7. 각부의 명칭 및 기능



8. 케이블의 종류와 연결

① 빨강- 전원 케이블 ★퓨즈적용
② 흰색- 그라운드(GND) 케이블 (★차제접지필수)
③ 검정- 그라운더(GND) 케이블 (★차체접지필수)

① 빨강- 스피드케이블
② 노랑- 좌측 깜박이 케이블
③ 녹색- 우측 깜박이 케이블
④ 파랑- 브레이크 케이블
⑤ 검정- 그라운드(GND) 케이블
★GND는 반드시 차체와 연결바랍니다.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컨넥터의 방향을 확인하고, 정확히
결속합니다.

 결속이 완료된 후 선을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합니다.

 진동쿠션은 옵션입니다.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속이 완료된 후 선을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합니다.



9. 제품의 설치



10. 제품의 설치 순서

1. 카메라 본체 설치
전면유리와 인디케이터
설치바닥면 이물질 제거

2. 카메라본체의 거치대의
유리테이프필름을 제거하고
차의 좌우 중앙위치에 부착

3. 카메라거치대와 카메라를
결속한 후 카메라 고정볼트 및
상단 고정볼트 2개를 고정

4. 인대케이터는 운전의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 & 
부착

5. 5핀 테이터케이블과 3핀
전원케이블을 신호에 맞게
연결

6. 그라운드(GND)케이블을
차체에 접지

7. 각 케이블을 정리



11. 어플의 설치
 정품 제품을 사용해야

Wi-Fi 설정이 가능합니다.

①와이파이 동글 설치

③설치 파일 설치하기

②전달받은 압축파일 풀기



12. 어플 실행 전 측정



13. 어플의 실행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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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4. 어플의 실행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