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URADA LEVEL SYSTEM A-LEVEL USER GUIDE 

ASURADA AIRSUSPENSION SOLUTION 

Feature 

 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ASURADA AIRSUSPENSION LEVEL SYSTEM 

전용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는 컨트롤러에 맞는 공식 버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증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정된 공식 업체에서만 장착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본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는 공식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배포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하여 공식 업체에 정확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작성 

2012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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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Connect 

메뉴 버튼을 눌러 Connect device를 선택하면 
블루투스 기기 목록이 나타나며 
다음의 정보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NAME : ASURADA(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PIN CODE :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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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Control 

매뉴얼 작동 시 

작동하던 레벨링은 

정지 및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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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Auto 
Calibration 

10초클릭(비프음 2회) 

깜박임 유지 레벨 자동 초기화 시작→ 

10초동안 최고 레벨 자동 작동 

10초동안 최저 레벨 자동 작동 

레벨 자동 초기화 완료→ 

차량의 서스펜션이 

최고, 최저 설정시  

수평 밸런스가 맞지 않다면 

자동 초기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이때는 레벨 수동 초기화 

기능을 사용하여 정확한 

최저, 최대 레벨을 설정 

하여야합니다. 

3회 깜빡임 레벨 최고 초기화 완료→ 

3회 깜빡임 레벨 최저 초기화 완료→ 

깜박임 해제 

화면에 Level Max Set 표시됨 

화면에 Level Min Set 표시됨 < 레벨 자동 초기화 > 

- Hold-Level 및 

  Refloat 해제 

- Min, Max 초기화 

- Level 방향 초기화 

- Leveling Time의 4배의 

시간동안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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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Manual 
Calibration 

10초클릭(비프음 2회) 

3회 깜빡임 

화면에 Level Min Set 표시됨 

< 레벨 최저 수동 초기화 > 

수동으로 차량의 레벨을 최저로 설정 
(좌우 수평을 5mm 이내의 오차로 조정) 

X O X 

10초클릭(비프음 2회) 

화면에 Level Max Set 표시됨 

< 레벨 최대 수동 초기화 > 

수동으로 차량의 레벨을 최저로 설정 
(좌우 수평을 5mm 이내의 오차로 조정) 

X O X 

레벨 최저 초기화 완료→ 

3회 깜빡임 레벨 최고 초기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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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Set 

현재 레벨이 일반 메모리에 세팅됨 

< 버튼을 이용한 일반 메모리 세팅 > 

3초클릭(비프음 1회) 

3회 깜빡임 정상 세팅 시 

현재 레벨이 메모리에 세팅됨 

< 세팅 버튼을 이용한 메모리 세팅 > 

클릭 → 

3회 깜빡임 정상 세팅 시 

세팅 모드 진입 

클릭( 

현재 레벨이 주차 메모리에 세팅됨 

< 버튼을 이용한 주차 메모리 세팅 > 

10초클릭(비프음 2회) 

3회 깜빡임 정상 세팅 시 

클릭 → 세팅 모드 해제 

주차 메모리도 동일 ) 



ASURADA LEVEL SYSTEM A-LEVEL USER GUIDE 

ASURADA AIRSUSPENSION SOLUTION 

Memory 
Active 

< 일반 메모리 작동 > 

클릭 

적색 테두리 표시 정상 작동 시 

< 주차 메모리 작동 > 

3초클릭(비프음 1회) 

적색 테두리 표시 정상 작동 시 

< 메모리 해제 > 

→ 

수동 작동 시 활성화된 메모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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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Level 
Function 

Hold-Level Function은 레벨이 활성화된 메모리 레벨 범위의 30%(사용자지정)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 메모리로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급격한 차량 선회 시 차량의 쏠림이나 비탈진길, 험로등에서 레벨이 크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 활성화된 메모리의 범위를 30%(사용자지정) 이상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 

메모리를 작동합니다. 

Hold-Level OFF Hold-Level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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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Function 

3회 깜빡임 

< 밸런스 > 

좌측 레벨 기준으로 밸런스 작동 

밸런스 버튼 클릭 

차량 밸런스 비정상 

차량 밸런스 정상 

밸랜스 기능은 

최대, 최저 레벨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자동 레벨 초기화 

이후 밸런스 레벨이  

비정상이라면 

수동 레벨 초기화를 통해 

정확한 최대, 최저 레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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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oat 
Memory 
Function 

 Refloat Memory Function은 순간 레벨값이 현재 레벨이 주차 메모리 레벨 이하로 낮아지면 

자동으로 설정된 메모리로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주차메모리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을 감지하여 더 높은 메모리로 복구하므로 

지상과의 접촉 또는 타이어 간섭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주로 서스펜션 행정 범위가 지상과 닿을 정도로 낮거나 타이어가 휀다와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Refloat Memory Off Refloat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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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V RELAY 

Trigger 
Memory 
Function 

 Trigger Memory Function은 Trigger 입력선에 신호가 감지되면 설정된 메모리가 작동되는 

기능입니다. 

 

 Trigger는 신호 감지 ON과 OFF로 나누어 설정 할 수 있습니다. 

 Trigger 입력선 신호 감지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1초(기본. 변경가능)간 유지되어야만 

정상 신호로 감지합니다. 

 

 Trigger 입력선 신호 감지는 GND(-)를 ON으로 인식하며 

                                     단락 상태인 경우는 OFF로 인식합니다. 

단락상태(OFF) 

GND(ON) 

1초 유지 

Trigger ON 

1초 유지 

Trigger OFF 

Trigger 정상 작동의 경우 

단락상태(OFF) 

GND(ON) 

1초 미만 

Trigger 작동 안함 

1초 유지 

Trigger OFF 

Trigger 비정상 작동의 경우 

Trigger 응용 예 

ACC(+12V) 

GND(-) 
COM 

B 

GND(-) 

+12V Trigger 1 

1) ACC 감지 ON시 1번 메모리 작동, OFF시 주차 메모리 작동 

프로그램 → ACU Setting → Trigger 1 ON Memory → Memory 1 

프로그램 → ACU Setting → Trigger 1 OFF Memory → Memory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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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Function 
List 

Function Command Description 

수동 조작 
메모리 작동 중 

수동 조작을 하면 
메모리 작동이 취소 

메모리 
1~4 
작동 

메모리 
1~4 
세팅 

메모리 
주차 
작동 

메모리 
주차 
세팅 

메모리 
세팅 모드 

진입 

세팅 모드 진입 후 
메모리 클릭 시  
메모리 세팅됨 

메모리 
세팅 모드 

해제 

밸런스 

홀드레벨 

현재 메모리에서 
30%(사용자설정) 이상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메모리 작동 

레벨 
자동 

초기화 

※ 최대, 최저 범위의  
수평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 

수동 초기화 사용 

레벨 
최저 

초기화 

차량의 최저 레벨을 입력 
정상 입력 시 

Level Min Set 표시 

레벨 
최대 

초기화 

차량의 최저 레벨을 입력 
정상 입력 시 

Level Min Set 표시 

전륜좌측 
UP 

DOWN 

전륜우측 
UP 

DOWN 

후륜좌측 
UP 

DOWN 

후륜우측 
UP 

DOWN 

전륜 UP, DOWN 

후륜 UP, DOWN 

정상 작동 시 
적색 

테두리 표시 
클릭 

정상 작동 시 
적색 

깜빡임 

3초클릭 
(비프음1회) 

클릭 

좌측 기준 밸런스 
정상 작동 시 

적색 
깜빡임 

정상 작동 시 
적색 표시 

클릭 

정상 작동 시 
적색 

테두리 표시 

3초클릭 
(비프음1회) 

정상 작동 시 
적색 

깜빡임 

10초클릭 
(비프음2회) 

정상 작동 시 
적색 
표시 

클릭 

정상 작동 시 
적색 
해제 

클릭 

자동 초기화 
적색 

깜빡임 유지 

10초클릭 
(비프음2회) 

정상 작동 시 
적색 

깜빡임 

10초클릭 
(비프음2회) 

정상 작동 시 
적색 

깜빡임 

10초클릭 
(비프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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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Parameter 

Parameter Description Defa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