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내 제어기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는 기능입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
니다.

소프트웨어 자동 다운로드
주행 중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최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 최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완료 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표시된 업데이트 준비 알림창
을 확인하고 시작①을 누르십시오.

 • 다음에 업데이트하도록 연기하려면 다음에 하기
②를 누르십시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승인 화면에서 시작을 누르면 
차량은 업데이트를 준비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 시동 ‘OFF’ 상태
 • 기어 ‘P’(주차) 위치
 •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걸림
 • 외장 램프 꺼짐
 • 후드 닫힘
 •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충분함
 • 업데이트 대상 제어기의 필수 기능 미작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 및 완료

시동을 끈 후, 화면에 표시된 업데이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60초 후에 업데이트가 
시작합니다.

 • 업데이트를 바로 시작하려면 즉시 시작을 누르
십시오.

 • 업데이트를 취소하려면 업데이트 취소를 누르십
시오.

업데이트 진행 중에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 현
재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완료 후 휴대 전화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 표시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i  알아두기
화면은 배터리 보호를 위해 꺼집니다. 꺼진 화면
을 다시 켜서 진행률을 확인하려면 시동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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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알아두기
 •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완료되고 시
스템이 꺼지므로 차량에서 내려도 됩니다.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 차
량별로 업데이트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최신 버전
의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십시오.

 •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자동으로 복구를 시도
합니다. 복구 완료 후 업데이트를 다시 진행
하려면 제네시스 고객센터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복구를 시도해도 실패할 경우 제네시스 고객
센터로 연락하거나 자사 직영 하이테크센터
나 블루핸즈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는 업데이트된 기
능의 작동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제네시스 홈페이지의 ‘무선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 (OTA)’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다운로드 센터에서 취급설명서를 참고하십
시오.

 • 서비스센터에서 기능 향상이나 추가를 위한 
무선 업데이트 방법 외 유선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를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의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다음의 제약
이 발생합니다.
- 시동을 걸고 주행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한 후에 업데이트를 진행하십시오.

- 원격 시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을 충전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완료 

후 충전하십시오.
- 주차 영상이 녹화되지 않습니다.
-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업데이트 시작 후 차량에서 내릴 때 
뒷좌석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업데이트 내역에 디지털 키 기능이 포함되면 
디지털 키, 지문 인증, 얼굴 인식을 통한 도어 
잠금/잠금 해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공지를 확인해 디지털 키 기능이 업
데이트되는 경우에는 도어를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때 스마트 키의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작 전에 시동을 켜는 등 
차량의 상태를 변경하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고 60초가 지나
면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에 보조 배터리(12 V) 충
전을 위한 고전압 관련 모듈이 동작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제어기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교체하지 마십시
오.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에 후드를 열거나 배터
리를 분리하거나 진단 장비 등을 연결하지 마십
시오.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제네시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