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V-3000 제품 사용 설명서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RCV-3000 제품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숙지하여 안전하고 유용

하게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립니다. 

<제품 구성품> 

[퀵 가이드] 
인증키 포함 

[본체] 

상호 : ㈜아센코리아 
기자재명칭(모델명):RCV-3000 
제조자/국가: ㈜아센코리아/대만 
인증번호: MSIP-CMI-AK1-RCV-3000 

본 설명서의 내용 또는 기타 문

의사항이 있다면 고객 지원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실 안내] 
고객지원실 전화번호 : 1544-3818 
인터넷 고객 지원실   : www.ascenkorea.com 
                               www.freenavi.co.kr 
문의 가능 시간(평일) : 09:00~18:00 온라인 게시판 및 기술 상담 
문의 가능 시간(주말) : 휴무 

둘. 시작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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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센코리아 RCV-3000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품의 성능 개
선이나 변경에 의해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셋. 제품의 외형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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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케이블] 

하나. 인증키 확인하기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키가 필요합니다.  보관 

중 인증키를 분실 하시면 인증키를 추가로 구매 하셔야 하오니 분

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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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연결 상태 (주황) 

케이블 연결 상태 (파랑) 

배터리 상태 (빨강/초록) 

전원 스위치 

기능 색깔 상태 설명 

 
 
 
 
블루투스 

파랑 깜박임 

1초당/1회 페어링 

1초당/3회 
페어링준비
/기기검색 

 
 
 

배터리 

빨강 점등 충전 필요 

초록 점등 충전 중 

없음 소등 
완충 또는
충전 필요 

 
 

GPS 
주황 

점등 수신 준비 

깜박임 1초당/1회 수신 중 

전원 ON (주황)표시등 점등 

전원 OFF (주황)표시등 소등 

사양 설명 

크     기 62.5 x 41 x17.1 mm 

무      게 < 53g 

용      량 4MB flash memory 

정  확  도 <3m CEP without SA 

사용온도 0℃ ~ + 45℃ 

전     원 DC 5V 

모델   번호 RCV-3000 

시리얼 번호 

이         름 

주        소 

이메일 주소 

전 화  번 호 

인증키 

B급 기기(가정용 방송통신 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ascenkorea.com/
http://www.freenavi.co.kr/


여섯. 이지투어로거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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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투어로거(ezTour Logger) 연결 

1. 이지투어로거(ezTour Logger) 프로그램을 PC 또는 노트북에 

설치 합니다. 

2.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다음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제품 보증서 

[제품 보증서 및 고객지원] 

제품명 : RCV 3000 

본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며 보상규정은 아래와 같습

니다.  

보증 규약내용 

1. AS 보증 대상 기기 : RCV 3000 

 

2. AS 보증 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3. 무상서비스 

    - AS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중 제품의 고장 발생 시  

 

4. 유상 서비스 

- AS 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고장 발생 시 

- 제품 사용 중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 시 

     (AS 보증 기간 내) 

- 화재, 수재, 낙뢰 등의 천재 지변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 임의 개조 또는 수리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5. AS 운송 처리 

- 판매처에 직접 배송 원칙 

- 제품 배송 비용은 사용자 부담 

- 하자가 없는 제품의 배송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  

㈜아센코리아 (직인 생략) 

3. 상단 메뉴바에서 GPS 연결 [파일] -> [로그읽기]를 실행합니다. 

4. RCV-3000에서 로그된 파일을 불러 다음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프로그램 / 드라이버 
Bluetooth GPS Receiver 를 사용하기 위한 드라이버 프로그

램을 컴퓨터에 올바르게 설치하기 위한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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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 합니다. 
   아센코리아 홈페이지 : www.ascenkorea.net  

2. 해당 홈페이지 우측 상단 [다운로드]를 선택 합니다. 

3. 아센코리아 [제품별 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 제품인 
RCV-3000 항목에서 드라이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넷. 블루투스 연결하기 
Bluetooth GPS Receiver 를 사용하기 전에는 연결하여 사용

할 노트북, PC, 휴대용 단말기 와 페어링을 실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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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트북, 데스크 탑,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 전 아래와 같
이 RCV-3000 대상에 연결 버튼을 누르고 블루투스 연결
을 실시합니다. 

3. 장비와 RCV-3000이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 되었을  때는 아
래와 같이 “페어링 됨”이라는 메시지를 확인되면 장비 사용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2. 블루투스 연결 시 암호는 0000 이며 입력 후 다음 버튼
을 누릅니다. 

http://www.asce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