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ivePro Body Toolbox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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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모델
보안용 바디캠

DrivePro Body 70
DrivePro Body 60
DrivePro Body 30
DrivePro Body 52
DrivePro Body 20
DrivePro Body 10B
DrivePro Body 10A

2. 시스템 요구사양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지원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10 또는 그 이후 버전 (64-bit)
macOS 10.14 또는 그 이후 버전 (Intel 칩이 사용된 Mac)

3. 하드웨어 요구사양
바디캠 패키지에 포함된 케이블과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Intel 칩만 있는 Mac 지원

“참고”를 확인하세요.

Microsoft .Net framework 4.6.1 또는 이상 버전 설치 필요



https://kr.transcend-info.com/support/software/drivepro-body-toolbox


4. 제품 정보 확인
제품 정보 확인 페이지에서 사용자 라벨, 제품 모델명, 시리얼 넘버, 펌웨어 버전, 팀싱크 그룹, 남은 저장
용량과 배터리 상태를 포함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라벨과 팀 싱크 그룹을 변경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기기를 찾으려면

를 클릭하세요.
영상을 재생하고 스냅샷을 확인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웹캠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백업을 시작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5. 설정
설정 페이지에서 제품 설정, 동영상 설정과 사용자 스탬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정

PC 시간 동기화：설정을 클릭하면 기기가 PC의 현재 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스텔스 모드：스텔스 모드를 켜거나 끕니다. 스텔스 모드가 켜져있으면 LED 표시등과 버저가 비활
성화됩니다.

옵션：OFF / ON
LED 표시등：녹화 중에 LED 표시등을 켜거나 끕니다.

옵션：OFF / ON
버저：녹화 중 또는 전원을 껐다 켤 때 버저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옵션：OFF / ON
진동：녹화 중 또는 전원을 껐다 켤 때 진동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옵션：OFF / ON
스냅샷 버튼：스냅샷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적외선 LED, WiFi, 녹음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옵션：
DrivePro Body 30/10：적외선 LED / 녹음
DrivePro Body 20/52 : Wi-Fi / 녹음

적외선 LED：적외선 LED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활성화하려면 선택합니다.



DrivePro Body 10과 DrivePro Body 30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옵션：수동 / 자동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파일의 오디오 샘플링 속도 포맷을 설정합니다.
옵션：22050 Hz / 24000 Hz / 32000 Hz / 44100 Hz / 48000 Hz

기능 버튼을 이용하여 리셋하기：기기 포맷과 리셋을 하기 위해서 전원 버튼과 스냅샷 버튼을 동시
에 5초간 누르세요. (기본 설정은 OFF 입니다.)



동영상 설정

해상도：동영상의 해상도/품질을 설정합니다.
옵션：1080p/60fps / 1080p/30fps / 720p/60fps / 720p/30fps / 480p

동영상 포맷：녹화된 각 영상의 파일 포멧을 설정합니다.
옵션：MOV / MP4

루프 레코딩：기존 영상을 새 영상으로 덮어씁니다.
옵션：OFF / ON

동영상 촬영 시간：녹화된 각 영상의 촬영 시간을 설정합니다.
옵션：3 분 / 5 분 / 10 분

빛 주파수：A/C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도록 적절한 주파수를 선택하세요.
옵션：50 Hz / 60 Hz

마이크：녹화 중에 마이크를 켜거나 끕니다.
옵션：OFF / ON

녹화 모드 (디폴트)：녹화 모드 (디폴트) 를 설정하세요.
이 기능은 DrivePro Body 30과 DrivePro Body 60만 지원합니다.
옵션：버퍼 모드 / 일반 녹화 모드

버퍼 모드 녹화 시간 설정：버퍼 모드 시간은 최대 120초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며 30/60/90초로 사
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DrivePro Body 30과 DrivePro Body 60만 지원합니다.
옵션：30 초 / 60 초 / 90 초 / 120 초

버퍼 모드 작동 중 마이크 설정：버퍼 모드 작동 중 마이크 켜기/끄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DrivePro Body 30과 DrivePro Body 60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옵션：OFF / ON



동영상 스탬프

동영상 스탬프：촬영 시간과 사용자 라벨을 표시합니다.
옵션：OFF / ON

날짜 설정：날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옵션：YY/MM/DD or MM/DD/YY or DD/MM/YY

시간 설정：24 시간 또는 12 시간 AM / PM 시간 타입을 설정하세요.
옵션：24HR / AM/PM

워터 마크：워터 마크를 표시합니다.
옵션：OFF / ON



6. 도구
도구 메뉴에서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패스워드 설정, 메모리 포맷, 그리고 제품을 초기값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최신 버전의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설정：기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세요. 패스워드 설정 후 작업을 실행하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포맷：기기를 포맷합니다.
리셋：모든 설정값을 초기화하고 저장된 데이터와 설정을 삭제합니다.

“참고”를 확인하세요.

포맷 또는 리셋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파일 관리자
파일 관리자 메뉴에서 녹화한 영상, 스냅샷 확인 및 편집 작업이 가능합니다.

녹화한 영상을 재생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영상을 확대하고 전체 화면으로 재생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GPS 수신기를 사용하면 녹화된 영상과 함께 경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하면 맵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를 클릭하면 파일의 소유자와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 하려면

를 클릭하세요.

를 클릭하여 파일의 소유자 및 카테고리를 추가, 삭제 또는 편집합니다.



8. 스마트 인식
1. 메인 메뉴에서 “스마트 인식”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목록에서 파일을 클릭하면 녹화된 영상에서 안면을 인식하고 사이드바에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해
자동으로 분석 작업이 시작됩니다.

3. 스냅샷으로 생성할 영상을 선택하거나 편집 모드로 전환합니다.



4. “스냅샷” 을 클릭하여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스냅샷은 선택한 영상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저장됩니
다.

5. “편집” 을 클릭하여 이미지 편집 모드로 전환합니다.
6. 편집 모드에서 최대 10장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블러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적용”을 클릭하여 영상을 선택한 후 편집을 시작합니다. 오디오 트랙 제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8.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편집된 영상은 선택한 영상과 같은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9. 웹캠 모드

1. 

를 클릭하여 웹캠 모드로 들어갑니다.

2. 웹캠 모드로 전환합니다.

“참고”를 확인하세요.

현재 DrivePro Body 30과 DrivePro Body 60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3. 
를 클릭하여 웹캠 테스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 웹캠 테스트 페이지에서 화질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5. 

를 클릭하여 마이크 테스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6. 마이크 테스트 페이지에서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소리를 수신하는지 확인합니다.



7. 테스트 완료 후

또는

를 클릭하여 테스트 페이지를 닫으세요.
8. 웹캠 모드를 종료하려면

를 클릭합니다. 웹캠 모드를 종료하기 위한 페이지가 곧 나타납니다.





10. 팀 싱크

"팀 싱크" 기능은 블루투스 기반의 기능으로, 하나의 바디캠이 버퍼링 모드에서 녹화 모드로 들어가면,
같은 그룹의 모든 바디캠들이 자동적으로 녹화모드로 전환이 되는 기능입니다.

"팀 싱크"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에 절차를 따르세요.

1. 를DrivePro Body 30/60/70 컴퓨터에 연결하고 DrivePro Body Toolbox를 실행하세요.
2. "사용자 스탬프 수정"을 클릭하여 "팀 싱크"를 "OFF"에서 1~10 중 선호하는 값으로 설정하세요.

“참고”를 확인하세요.

현재, DrivePro Body 30/60/70 모델만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3. 세팅이 완료되면, 바디캠을 컴퓨터에서 제거해도 좋습니다.



11. 블루투스 웨이크업

"블루투스 웨이크업" 기능은 "팀 싱크" 기능보다 개선이 된 기능입니다. 리더로 지정된 바디갬이 녹화 모
드로 전환되면, 같은 그룹의 다른 모든 카메라들이 녹화모드로 전환이 되며, 이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황
에서도 동작합니다.

"블루투스 웨이크업"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

1. DrivePro Body 60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DrivePro Body Toolbox를 실행하세요.
2. "사용자 스탬프 수정"을 클릭하여, 팀의 번호를 선택하고, "블루투스 웨이크업"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리더" 를 선택 하세요.

“참고”를 확인하세요.

현재, DrivePro Body 60 모델만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3. 세팅이 완료되면, 바디캠을 컴퓨터에서 제거해도 좋습니다.



12. 툴박스 설정
페이지 상단의

를 클릭하여 DrivePro™ Body 툴박스의 설정을 조정합니다. 선호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옵션을 설정하시
기 바랍니다.

옵션 상태

Windows 시작 시
자동 실행

Windows 시작 시 DrivePro Body 툴박스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시작 시 최소화
Windows 시작 시 DrivePro Body 툴박스는 자동으로 도구 모음으로 이동해
창을 최소화합니다.

언어 DrivePro Body 툴박스에 표시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자동 백업 PC에 연결된 DrivePro Body의 파일을 자동으로 백업합니다.

백업 완료 후
디스크 포맷

백업이 완료되면 DrivePro Body의 저장 공간이 자동으로 포맷됩니다.

데이터 보안 전송 백업된 파일은 저장을 위해 비공유 폴더에 넣습니다.

백업 폴더 이름
지정 방법

백업 파일이 저장된 폴더의 이름은 “장치 ID” 또는 “사용자 라벨”을 선택하여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 경로 백업 파일의 저장 위치입니다.

PC 시간 동기화 PC에 연결된 DrivePro Body의 시간을 PC 시간으로 동기화합니다.





더 많은 도움

이 설명서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고 DrivePro Body 소프트웨어 또는 Transcend의 Body
Camera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술 지원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kr.transcend-
info.com/Support/contact_form

http://kr.transcend-info.com/Support/contact_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