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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입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GENESIS DIS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사용법에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숙지하여 

안전하고 유용하게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지도 화면은 새로운 내용 추가 및 변경에 의해 실제 도로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제품의 디자인 및 규격은 제품의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운전을 위해 주행 중에는 일부 조작버튼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IS 내비게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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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에 대한 정보

본 사용설명서에 대하여

사용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에는 운전자나 타인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처하는 방법에 해 경고, 
주의, 참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들은 안전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기호 

경 고

본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경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 관계되는 중 한 상해,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 

주 의

본 사용설명서에 기술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연결되어 부상당하거나, 자동차의 손상 
또는 고장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표시

• 올바른 제품 사용 및 기능의 이해를 위한 
세부 정보에 관한 설명

• 기능 설명 시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

 , 참고

사용설명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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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주의사항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고’와 ‘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 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 조작을 하는 경우 전방 주시 부주의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 정차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작 완료 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행 중에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마십시오.
주행 중 경로화면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시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차량 임의 개조 및 부적절한 조작을 통한 
헤드유닛 사용환경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 

실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음성안내와 지도 화면은 실제의 도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행 중에는 반드시 실제의 
도로상황과 실제 교통규제에 따라 운전하여 
주십시오.

적정 음량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너무 큰 음량으로 음성 안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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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규제나 실제 상황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어떠한 경우의 사고에도 폐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 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진 정지 중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CC ON 상태에서 헤드유닛 전면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끄더라도 배터리 방전은 계속됩니다.)

제품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절대로 분해하거나, 수리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이상 작동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청소할 때에는 전원을 끈 후 잘 
마른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주십시오.
딱딱한 헝겊이나 화학걸레 또는 유기용제 (알콜, 
벤젠, 신나 등)는 헤드유닛 표면에 상처를 내거나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절 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 

기구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연, 발화, 고장 등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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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설명서에 대한 정보

3 본 사용설명서에 대하여

3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기호 

4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6 차례

14 일반 정보

14 디스크에 관한 정보

14 디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14 재생 가능한 디스크

15 저작권에 하여

15 DVD 지역코드 번호 정보

15 PBC (재생 조절)-호환형 비디오 CD

15 “ ” 심볼이 나타날 경우

15 USB 사용 시 주의사항

16 재생 가능한 파일 규격

16 재생 가능한 MP3/WMA 파일 규격

16 이미지 파일 규격

16 DivX 파일 규격

16 iPod에 관한 정보

16 iPod 사용 시 주의사항

17 지원가능한 iPod 목록

17 등록상표 및 라이센스

17 DivX

17 DOLBY

17 DTS

18 Bluetooth

18 Gracenote  

19 SD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9 SD 카드 탈거 및 장착 방법

19 SD 카드 사용 용도

20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20 헤드 유닛

22 전석 조작키

23 후석 조작키 (선택 사양)

24 스티어링 휠 리모컨

25 룸미러 키

26 공조 조작키

28 기본 조작

28 시스템 켜기

28 시스템 끄기

28 AV 끄기

28 AV 켜기

28 음량 조정하기

28 라디오/미디어 음량 조정

28 블루투스 오디오 음량 조정

28 음성인식 안내 음량 조정

28 블루투스 음량 조정

28 블루링크 음량 조정 

29 시스템 초기화하기

29 컨트롤러 조작하기

29 터치 화면 조작하기

30 문자 입력 방법

30 컨트롤러로 문자 입력

30 터치 버튼으로 문자 입력

30 HOME 화면의 기본 조작

31 라디오 동작하기

31 FM/AM 모드 화면구성

32 FM/AM 모드 실행하기

32 라디오 주파수를 선택하기

32 수동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32 자동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32 프리셋 목록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33 프리셋 목록에 라디오 주파수 저장하기

33 수동으로 저장하기 (프리셋 저장)

33 자동으로 저장하기 (자동 선국)

34 프리셋 이동하기

34 라디오 주파수 스캔하기

34 프리셋 목록 스캔하기 (프리셋 스캔)

34 전체 주파수 스캔하기 (전체 채널 스캔)

34 사운드 설정하기

차례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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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MB 동작하기

35 DMB 방송 전파 수신에 대하여

35 DMB 모드 실행하기

36 DMB 모드 화면구성

37 초기 채널 검색방법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 또는 초기 출고 시)

37 방송 채널 검색하기

38 방송채널 선택하기

38 채널 이동하기

39 채널 삭제하기

39 DMB 표시화면 전환하기 (DMB 목록화면/
DMB 전체 화면)

39 재난 방송 목록 보기

39 재난 방송 목록 보기

39 재난 방송 목록 삭제하기

39 화면 설정하기

39 사운드 설정하기

40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재생하기

40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화면구성

40 오디오 CD 화면

41 MP3 CD 화면

42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실행하기 

42 일시정지/재생하기

42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42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43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43 목록 보기

43 랜덤

44 반복

44 스캔

44 사운드 설정하기

45 DVD/VCD 재생하기

45 DVD/VCD 화면구성

45 DVD 화면

46 VCD 화면

47 DVD/VCD 재생하기 

47 DVD/VCD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전체 화면)

47 일시정지/재생하기

47 이전/다음 챕터 및 트랙 재생하기

48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48 이전/다음 챕터 및 트랙 검색하기

48 타이틀 메뉴/디스크 메뉴 (DVD만 해당)

49 자막 언어 (DVD만 해당)

49 음성 언어 (DVD만 해당)

49 앵글 (DVD만 해당)

50 DVD 설정 (DVD만 해당)

50 DVD 자막 언어 설정하기

50 DVD 음성 언어 설정하기

51 DVD 메뉴 언어 설정하기

51 반복 (VCD만 해당)

52 바로가기 (VCD만 해당)

52 PBC 기능 사용하기 (VCD만 해당)

52 화면 설정하기

52 사운드 설정하기

53 DVD 언어코드 일람표

55 Jukebox 재생하기

55 Jukebox 화면구성

55 Jukebox 음악 화면

56 Jukebox 비디오 화면

57 Jukebox 이미지 화면

58 Jukebox 음악 재생하기 

58 일시정지/재생하기

58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58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58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59 커버플로우 보기

59 목록 보기

60 랜덤

60 반복

60 스캔

60 사운드 설정하기

61 Jukebox 비디오 재생하기 

61 일시정지/재생하기

61 Jukebox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전체 화면)

61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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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62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62 이전/다음 파일 검색하기

62 목록 보기

63 랜덤

63 반복

64 자막 설정

64 음성 설정

64 DivX  VOD

64 화면 설정하기/사운드 설정하기

65 Jukebox 이미지 재생하기 

65 Jukebox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전체 화면)

65 이전/다음 이미지 보기

65 확 /축소하여 이미지 보기

65 슬라이드쇼

66 목록 보기

66 슬라이드쇼 설정

66 화면 설정하기

67 USB 재생하기

67 USB 화면구성

67 USB 음악 화면

68 USB 비디오 화면

69 USB 이미지 화면

70 USB 음악 재생하기 

70 일시정지/재생하기

70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70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70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71 커버플로우 보기

71 목록 보기

72 랜덤

72 반복

72 USB 음악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73 스캔

73 사운드 설정하기

73 USB 비디오 재생하기 

73 일시정지/재생하기

73 USB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
전체 화면)

74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74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74 이전/다음 파일 검색하기

75 목록 보기

75 랜덤

76 반복

76 자막 설정

76 음성 설정

77 USB 비디오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77 DivX  VOD

77 화면 설정하기

77 사운드 설정하기

78 USB 이미지 재생하기 

78 확 /축소하여 이미지 보기

78 이전/다음 이미지 보기

78 USB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
전체 화면)

78 슬라이드쇼

78 슬라이드쇼 설정

79 목록 보기

79 화면 설정하기

79 USB 이미지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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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80 iPod 재생하기

80 iPod 화면구성

81 iPod 재생하기 

81 일시정지/재생하기

81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81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82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82 목록 보기

83 랜덤

83 반복

83 스캔

83 사운드 설정하기

84 외부기기 (AUX) 재생하기 

84 외부기기 (AUX) 실행하기

84 사운드 설정하기

85 블루투스 오디오

85 블루투스 오디오 모드 실행하기

85 일시정지/재생하기

85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85 사운드 설정하기

86 내비게이션 시작하기

86 내비게이션의 일반정보

86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87 지도에 하여

87 GPS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88 지도 화면 구성

90 내비게이션 작동하기

90 내비게이션 시작하기

90 현위치 표시

90 지도 축척 전환하기

90 내비 음량 조절하기

90 내비 설정

91 최근 목적지 바로 안내

91 자차 위치&카메라 등록하기

91 등록지점을 등록/편집/삭제하기

91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등록하기

92 등록된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
를 편집하기

93 등록된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
를 삭제하기

93 등록지점을 등록하기

93 등록지점을 편집하기

94 등록지점을 정렬하기

94 등록지점의 그룹명 변경하기

94 등록지점을 삭제하기

95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

95 목적지 검색 화면

96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97 최근사용지점으로 목적지 설정

97 등록지점으로 목적지 설정

97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로 목적지 
설정

98 네이버 지역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98 주소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98 일반주소 검색

99 새주소 검색

99 동이름 검색

99 길이름 검색

100 시설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100 가볼만한 곳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101 등록 여정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101 이전지도로 목적지 설정

101 주변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102 스크롤로 목적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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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내비게이션의 경로 설정

103 경로 화면

104 안내중지

104 현재옵션 재탐색

104 탐색 조건 변경

105 경로편집

105 경유지 추가하기

105 목적지/경유지 지도보기 및 삭제하기

105 경로 순서 변경하기

106 여정 등록하기

106 전체경로

107 경로정보

107 경로정보/상세구간정보 확인하기

107 회피구간 지정하기

107 경로스캔

108 TPEG 교통정보

108 권역별 교통정보

108 고속도로 교통정보

109 도로검색

109 사고속보

109 공지

110 뉴스

110 즐겨찾기

111 내비게이션의 맵 매칭에 대하여

111 맵 매칭을 사용한 현 위치 표시

111 맵 매칭이 부정확 할 경우  

112 내비게이션의 경로안내에 대하여

112 경로안내의 기본개념

112 일반도로에서의 경로안내

113 목적지 안내 

113 고속도로에서의 경로안내

114 예비안내 모드

114 톨게이트 모드

114 교차로 확대 모드

114 턴리스트 모드

115 2D 랜드마크 소개

122 블루투스

122 블루투스란?

122 블루투스 기기 등록 및 연결하기

122 등록 기기가 없는 경우 (신규등록)

124 등록 기기가 있는 경우

125 기기 연결해제하기

126 기기 삭제하기

126 PHONE 화면구성

127 전화하기

127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전화걸기

127 단축번호로 전화걸기

127 재 다이얼로 전화 걸기

128 최근통화목록으로 전화걸기

128 전화 수신하기

128 수신 거부하기

129 휴 폰으로/핸즈프리로 통화 전환하기

129 전화 끊기

129 전화번호부 이용하기

129 휴 폰 전화번호부 다운로드하기

130 전화번호부 검색하기

130 전화번호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31 즐겨찾기

131 연락처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31 즐겨찾기에서 연락처 삭제하기

131 블루투스 설정하기

132 마이크 음량 설정하기

132 마이크 ON/OFF 설정

133 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133 음성인식 사용 안내

133 차내 환경 조성

133 음성인식 시작하기

133 음성인식 안내 멘트 건너뛰기

133 음성인식 종료하기

133 음성인식 안내 음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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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본적인 작동법

135 최근 목적지

135 우리집

136 전화 걸기

136 재다이얼

137 명령어 목록

137 전화 명령어 목록

138 라디오 명령어 목록

139 미디어 명령어 목록

142 DMB 방송국명 목록

143 내비게이션 명령어 목록

145 기타 명령어 목록 

146 기기 연결

146 Apple CarPlay란?

147 Apple CarPlay사용하기

148 시스템 설정하기

148 내비게이션 설정하기

148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하기

148 지도

148 안내

149 경로탐색

150 초기화

150 사운드 설정하기

150 사운드 화면으로 이동하기

150 음량 비율 조절하기

151 전후/좌우 설정하기

151 고음/중음/저음 설정하기

151 퀀텀 로직 서라운드 설정하기

152 클래리파이 설정하기

152 VIP 사운드 설정하기

152 차속 연동 음량 설정하기

153 비프음 설정하기

153 설정 초기화

153 화면 설정하기

153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54 영상 조정하기

154 주간/야간 밝기 조정하기

154 주야간 모드 설정하기

155 화면 비율 설정하기

155 화면 설정 초기화

155 블루투스 설정하기

155 블루투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55 블루투스 연결하기

157 자동 연결 우선 순위 설정하기

157 기기 정보

158 고객 센터 정보

158 기기 연결

159 음성인식 설정하기

159 시계 설정하기

159 시계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59 GPS 시간으로 적용하기

160 시간 설정하기

160 시계 표기 방식

160 일반 설정하기

160 일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61 언어/Language

161 키보드

161 미디어 알림 설정하기

161 전화 우선 순위

162 기 화면 설정하기

162 후석 제어하기 (선택 사양)

162 전자매뉴얼 보기

163 이전/다음 페이지 보기

163 확 /축소하여 매뉴얼 보기

163 매뉴얼 검색하기

163 페이지 이동하기

164 시스템 정보 확인하기

164 시스템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기

164 버전

164 Jukebox 정보

165 업데이트

165 전체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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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후방 카메라 이용하기 - 옵션

166 후방 카메라에 대하여

166 후방 카메라 켜기

167 AVM (Around View Monitor) - 옵션

167 AVM (Around View Monitor)에 대하여

167 전방 AVM 조작하기

167 후방 AVM 조작하기

168 AVM 설정

168 경고 표시

168 운전석 전방 도어 열림 표시

168 조수석 전방 도어 열림 표시

168 트렁크 열림 표시

168 사이드 미러 접힘 표시

169 블루링크

169 블루링크®를 사용하기 전에

169 블루링크란?

169 텔레매틱스란?

169 무선 전파의 전송과 수신에 하여

169 블루링크 서비스

170 룸미러 키 기능

170 블루링크 전화

170 PHONE 화면구성

171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전화걸기

171 최근통화목록으로 전화걸기

171 전화 수신하기

172 수신 거부하기

172 전화 끊기

172 전화번호부 이용하기

174 즐겨찾기

175 운행정보

175 목적지 수신 목록

175 목적지 수신 목록 보기

175 목적지 수신 목록 삭제하기

176 차량 진단

176 블루링크 컨시어지

176 블루링크 Apps

176 다운로드 센터

178 다운로드 앱 설정

179 블루링크 설정

179 전화 벨소리

179 모뎀 정보

179 Wi-Fi 설정

180 서비스 개통

182 블루링크 서비스 소개

182 블루링크 서비스 소개

182 블루링크와 함께하는 운전 생활의 변화!!

183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183 원격 공조 제어

184 원격 문열림/문잠김

185 주차 위치 확인

186 차량 상태 확인

187 목적지 전송

188 블루링크 Safety

188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189 SOS 긴급 출동

191 도난 추적

192 도난 경보 알림

193 드라이빙

193 블루링크 길안내

194 블루링크 차량관리

194 차량 진단

194 블루링크 정기점검 리포트

195 컨시어지 플러스

195 컨시어지 플러스 서비스

195 블루링크 전화

196 블루링크 이용안내

196 가입/개통

197 변경/해지

197 기타 일반 문의

198 서비스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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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200 제품이 불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201 고장 증상일 때의 조치 방법

205 제품 규격

205 AV/내비게이션 제품규격

207 Blue Link 단말기 제품규격

208 서비스에 대하여

209 지정 서비스 센터



14

디스크에 관한 정보

디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 디스크를 사용한 다음에는 긁힘 방지를 위해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상적인 형태의 디스크 (8cm, 하트형, 
팔각형)를 사용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콜, 벤젠, 신나와 같은 화학용제를 사용하여 
닦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화학용제들은 
디스크의 표면을 손상시킵니다. 

• 디스크를 직사광선, 높은 습도 및 고온에 장시간 
노출시킬 경우, 디스크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이물질이 묻거나 뒤틀린 디스크를 재생할 경우, 
소리가 튀거나 음질 또는 화상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의 양쪽 면에 직접 글을 
쓸 경우, 디스크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디스크의 표면(기록면)에 묻은 지문, 먼지 
등을 닦을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십시오. 

• 데이터 CD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디스크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 디스크 삽입구에는 디스크 이외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물질로 인하여 기기의 내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가 오거나 습한 날, 또는 차내의 히터를 틀고 
난 직후에는 렌즈에 습기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기가 디스크를 판독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디스크를 빼낸 
후 습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주행 중 거친 노면을 장시간 주행하거나 차량에 
심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디스크에 스티커나 레이블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나 레이블이 떨어져서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디스크를 동시에 디스크 슬롯에 
삽입하지 마십시오. 디스크 플레이어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자체 로딩 메커니즘에 의해 디스크가 디스크 
플레이어에 삽입되는 동안 디스크를 잡거나 
강제로 잡아 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플레이어와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정품 이외의 디스크는 인식불량 또는 제품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디스크

본 기기는 다음의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형식, 기록 방식 및 기기의 종류에 따라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 
디스크

디스크 
표시

내용

DVD 비디오 지역코드가 3번과 
ALL인 디스크만 
재생합니다.

비디오 CD 
(VCD)

VCD 포맷 (1.0 
또는 2.0) 디스크를 
재생합니다.

VIDEO CD 

음악 CD

(Audio CD)

일반 음악 CD를 
재생합니다.

CD-R/RW 음악 타이틀, 
WMA, MP3 
파일이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를 
재생합니다.

VCD 포맷 (1.0 
또는 2.0) 디스크를 
재생합니다.

ReWritable

일반 정보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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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저작권에 대하여

본 기기의 복제방지 (Copyright Protection) 
기술은 미국 Macrovision사 및 기타 관련 
기관이 특허 및 지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복사, 여, 공공장소에서 사용 
또는 방송, 전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기기에 한 임의의 설계변경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DVD 지역코드 번호 정보

 본 기기는 DVD에 기록된 지역코드 번호에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DVD의 지역번호가 본 기기의 
지역번호와 맞지 않으면 DVD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본 기기의 지역코드 번호는  또는 

입니다.

PBC (재생 조절)-호환형 비디오 CD

PBC (재생 조절) 기능이 있는 VCD (비디오 
CD 버전 2.0)를 재생할 때 VCD에 기록된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 심볼이 나타날 경우

“ ” 심볼이 화면에 표시되면, 현재 

화면에서는 주행중 작동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USB 사용 시 주의사항

시동 후에 USB 장치를 장착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만약 USB 장치가 장착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USB 장치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 표준형식의 파일이 아닌 경우 재생되지 
않습니다.

• MP3/WMA 파일은 압축률 8 Kbps ~ 320 
Kbps로 된 음악 파일만 지원합니다.

• USB 외부장치 연결/해제 시 정전기를 
주의하십시오.

• 암호화된 MP3 플레이어를 외부장치로 
연결하였을 경우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 USB 외부장치 연결 시 USB 외부장치 상태에 
따라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FAT 12/16/32 또는 NTFS로 포맷된 
USB장치가 지원됩니다.

• 일부 USB Device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USB 연결 부위에 사람의 신체나 물체가 닿지 
않게 하십시오.

• USB 장치를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연결 
및 해제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USB 외부장치는 반드시 오디오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연결 및 해제하십시오.

• USB 외부장치의 종류, 용량 및 저장된 파일의 
형식에 따라서 인식하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의 고장이 아닙니다.

• 별도의 USB HUB 및 연장 케이블 등의 기기 
사용시 USB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차량의 
멀티미디어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특정 USB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경우 
파일의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MP3 Player, 휴 폰, 디지털 카메라 등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되지 않는 USB 기기를 
연결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모바일 기기의 경우, USB를 통한 충전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규격품 (Metal Cover Type) USB 메모리 
외에는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HDD Type, CF, SD 메모리는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적용된 파일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 어댑터에 꽂아서 사용하는 USB 메모리 
스틱(SD Type 또는 CF Type 등)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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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한 파일 규격

재생 가능한 MP3/WMA 파일 규격

• 샘플링 주파수: 8 - 48 KHz (MP3), 
22.5 - 48 KHz (WMA)

• 비트 레이트: 8 - 320 Kbps (MP3),
20 - 320 Kbps (WMA)

• 버전 : v2, v7, v8, v9

•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 : “.mp3”/“.wma”

• CD-ROM 파일 포맷 : ISO9660/JOLIET 
IS09660, JOLIET 파일형식으로 저장해야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미지 파일 규격

•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 : “.bmp”, “.jpg”, 
“.gif”, “.png”, “.tif” 
(5 MB까지 지원) 

• 디스크 상태 또는 저장방식에 따라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ivX 파일 규격

• 재생 가능한 해상도 : 720 x 576 (W x H) 
pixels 이내 (DivX 파일), 1280 x 720 (W x 
H) pixels 이내 (DivX 이외의 파일).

• DivX 자막 파일 이름은 영어 45자/한글 22자 
까지만 가능합니다.

• 나타낼 수 없는 코드는 “_”로 표시됩니다.

• 프레임 레이트 : 30 fps 이하

• 기록된 파일의 영상/음성 데이터 구조가 
인터리브 (Interleave) 되어 있지 않으면 영상 
또는 음성 둘 중 하나만 출력됩니다.

•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 : “.avi”, “.mpg”, 
“.mpeg”, “.divx”, “.mp4”

• 재생 가능한 자막 파일 형식 : “.smi”

• 재생 가능한 코덱 형식 : 
“DIVX3.11”, “DIVX4”, “DIVX5”, “DIVX6”

• 재생 가능한 오디오 형식 : “PCM”, “MP3”, 
“WMA”, “WAV”

• 샘플링 주파수 : 32 - 48 kHz (MP3), 
32 - 48 kHz (WMA)

• 비트 레이트 : 32 - 320 kbps (MP3), 40 - 
192 kbps (WMA)

• Live file system에서 포맷한 디스크의 경우 
본체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 영상과 자막 파일명이 서로 다를 경우 자막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ivX 파일 형식이 본체와 맞지 않을 경우 정상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Pod에 관한 정보

iPod는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iPod 사용 시 주의사항

• 일부 iPod의 경우 통신 프로토콜이 지원되지 
않아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Pod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다운되었을 
경우, iPod 리셋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iPod 
사용설명서 참조).

• 차량 ACC On 상태에서 iPod 전용 케이블을 
통해 iPod을 연결하면 iPod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 iPod 재생 시에는 iPod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iPod 전용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iPod을 차량의 외부기기 연결단자에 연결했을 
경우 iPod에서 직접 작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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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d은 iTunes와 완전히 동기화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임의의 곡 추가는 이상 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iPhone으로 iPod과 블루투스를 동시에 
연결하면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Pod touch 또는 iPhone 사용시 iOS4.2 
이상을 권장합니다.

지원가능한 iPod 목록

iPhone5

iPhone4S 

iPhone4

iPhone3GS

iPod touch 1세  ~ 5세

iPod Nano

iPod Classic

등록상표 및 라이센스

DivX

• DivX 비디오에 관하여: DivX 는 Rovi 
Corporation의 자회사 DivX, LLC가 
개발한 디지털 비디오 포맷입니다. 본 제품은 
DivX 비디오 재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공식 DivX Certified  
기기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일반 동영상을 
DivX 비디오로 변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www.divx.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DivX Video-On-Demand에 관하여: 
DivX Video-On Demand (VOD) 영화를 
재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DivX Certified  
제품을 등록하세요. 먼저 제품 설정 메뉴의 
DivX VOD 섹션에서 등록 코드를 확인한 후, 
제품 등록 절차 진행 시에 위와 동일한 코드 
값을 입력하세요. DivX VOD와 제품 등록 
절차에 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vod.divx.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DivX  인증 제품으로 프리미엄 컨텐츠를 
포함한 DivX  비디오 재생을 보증합니다.

• DivX , DivX Certified  및 관련 로고는 
Rovi Corporation 또는 그 자회사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 하에 사용됩니다.

•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미국 특허 하에 
보호됩니다. : 7,295,673; 7,460,668; 
7,515,710; 7,519,274

DOLBY

이 제품은 Dolby Laboratories의 허가를 받아 
제조되었습니다. 돌비, “Dolby” 및 이중 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DTS

미국지역의 5,956,674; 5,974,380; 6,487,535 
특허 번호에 준하여 제조하였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과 전세계 특허는 발행 또는 계류 중입니다. 
DTS와 그 심벌은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 DTS 
Digital Surround 로고들은 DT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제품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 
DT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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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Bluetooth  워드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상표이며, 모든 블루투스 마크 
및 로고는 라이선스에 따른 것입니다.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는 휴 폰이 필요합니다.

Gracenote  

Gracenote의 CD 및 음악 관련 데이터, 
copyright © 2000-2009 Gracenote. 
Gracenote 소프트웨어, copyright © 2000-
2009 Gracenote. Gracenote 소유 특허 
하나 이상이 이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해당 Gracenote 특허에 한 예시 목록은  
Gracenote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Gracenote, CDDB, MusicID, MediaVOCS, 
Gracenote 로고 및 로고타입, "Powered 
by Gracenote"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Gracenote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음악 식별 기술과 관련 데이터는 Gracenote®가 
제공합니다. Gracenote는 음악 식별 기술과 
관련 컨텐츠 제공에서의 업계 표준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www.gracenote.com을 
방문하십시오.

일부 컨텐츠의 저작권은 Gracenote사와 그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Gracenote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이 응용 프로그램 또는 장치에는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 소재 Gracenote, Inc. 
(“Gracenote”)의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Gracenote의 소프트웨어(“Gracenote 

Software”)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디스크 및 
파일을 식별하고 이름, 아티스트, 트랙, 타이틀 
정보와 같은 음악 관련 정보(“Gracenote 
데이터”)를 온라인 서버나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총체적으로 “Gracenote 
서버”)로부터 수집하며 기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장치의 의도된 최종 사용자 기능으로만 
Gracenote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Gracenote 데이터, Gracenote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를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Gracenote 소프트웨어나 Gracenote 
데이터를 어느 제 삼자에게도 지정, 복사, 양도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Gracenote 데이터, Gracenote 소프트웨어 
또는 Gracenote 서버를 이 계약에 명확히 허가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이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Gracenote 데이터, Gracenote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 사용에 관한 비 독점적 
라이센스가 해지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이센스가 해지되는 경우 Gracenote 데이터, 
Gracenote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의 
모든 사용을 중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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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note는 Gracenote 데이터, Gracenote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Gracenote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사용자는 Gracenote, Inc.가 
자사명을 사용하여 직접 사용자를 상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Gracenote 서비스는 통계 목적을 위해 쿼리를 
추적하는 독특한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숫자로 
구성된 식별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이유는 
Gracenote 서비스가 사용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쿼리를 세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Gracenote 
Service의 Gracenote 개인정보 보호정책 웹 
페이지에서 조회하십시오.

Gracenote 소프트웨어와 Gracenote 
데이터의 각 항목은 “있는 그 로” 사용자에게 
라이센스됩니다. Gracenote는 Gracenote 
서버에서 제공되는 Gracenote 데이터의 
정확성에 해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진술이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racenote는 Gracenote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데이터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Gracenote 소프트웨어나 Gracenote 서버에 
오류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racenote는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향상되거나 추가된 데이터 종류나 카테고리를 
제공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서비스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Gracenote는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법적 권리, 침해 부재에 관한 암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racenote는 Gracenote 소프트웨어나 
Gracenote 서버의 사용 결과에 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Gracenote는 결과적이거나 우발적 손상 또는 
이익 손실이나 매출 손실에 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Gracenote, Inc. 2009

SD 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SD 카드 탈거 및 장착 방법

• 시스템 동작 중에 SD 카드 탈거 및 장착은 
SD 카드와 시스템에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SD 카드 탈거 및 장착은 시스템을 
OFF한 후, 수행하여 주십시오.

• SD 카드 탈/장착은 신규 버전 업데이트 시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SD 카드 사용 용도

• SD 카드는 MAP파일과 신규 업데이트 파일 
정보만 수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SD 카드는 Music/Video 저장 및 재생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SD 카드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 및 포맷 
등의 조작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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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유닛

본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

d

f h

b

e

g

c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a 디스크 삽입구
 디스크 삽입구에 디스크를 넣으세요.

b DISC-IN LED 표시
 디스크가 들어있을 때 점등되고 삽입 중 또는 

방출 중에도 점등됩니다. 부팅 중에는 디스크가 
들어 있어도 꺼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부팅이 
완료되면 점등됩니다.

c 디스크 꺼냄 (B) 버튼
 디스크를 꺼낼 때 누르세요. 

d 전원 (PWR PUSH) 버튼
•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짧게 
누르면 AV ON/OFF 됩니다.

 음량 조절 (VOL) 버튼

 좌/우로 돌려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 FM/AM 버튼
 FM/AM 모드를 실행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FM1→FM2→AM→FM1 

모드 순으로 전환됩니다.

f DMB 버튼
 DMB (TV/Radio) 모드를 실행합니다.

g MEDIA 버튼
 버튼을 누를 때마다 미디어 메뉴 화면과 미디어 

재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h SD 카드 보호용 커버 (SD 카드 투입구)
• SD 카드를 삽입/탈거하는 곳입니다. SD 

카드를 삽입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시스템 업데이트 시에는 SD 카드 보호용 

커버를 열고 SD 카드에 신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장착 후 사용해 주십시오. 
시스템 업데이트 시에는 업데이트 이외 다른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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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및 기능

i MAP VOICE 버튼
• 현재의 차량이 위치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지도 화면에서 음성안내를 실행합니다.

j SSEEK/TRACKW 버튼
 각 모드별 이전/다음 항목을 선택 및 

탐색합니다.
• FM/AM: 수신상태가 양호한 방송   

주파수 선국
• DMB:  Channel (채널) 이동
• MP3, DivX, iPod: 

File (파일) 이동  [(0.8초 미만) 짧게 
누를 때], 정방향/역방향 고속 탐색 [(0.8초 
이상) 길게 누를 때]

• DVD: 
Chapter (챕터) 이동 [(0.8초 미만) 짧게 
누를 때], 
정방향/역방향 고속 탐색 [(0.8초 이상)  
길게 누를 때]

• Audio CD: 
Track (트랙) 이동  [(0.8초 미만) 짧게 
누를 때], 
정방향/역방향 고속 탐색 [(0.8초 이상) 
길게 누를 때]

k TUNE/FILE 버튼 
•  FM/AM: 좌/우로 돌려 주파수를 한 단계  

(FM: 0.1MHz, AM: 9 kHz) 씩 감소  
또는 증가합니다.

• DISC, Jukebox, USB, iPod:  
좌/우로 돌려 트랙/파일 검색하며 원하는 
파일명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면 해당 트랙/
파일을 실행합니다.

• DMB: 좌/우로 돌려 채널을 변경합니다.

l DISP 버튼
 화면을 끄고 켭니다.

m RESET 버튼
 시스템을 초기화할 때 누르세요.  시스템 

초기화는 예상치 못한 기기의 이상동작을 
복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시스템을 강제 
종료 후 재시작 합니다.

ji

k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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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전석 조작키

본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

d f

b h

e

c g

a 컨트롤러
 조이스틱을 통해 메뉴 이동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b HOME 버튼

  HOME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 PHONE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모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d BACK 버튼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  버튼

 블루링크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  NAV 버튼
  내비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 MAP VOICE 버튼
• 현재의 차량이 위치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지도 화면에서 음성안내를 실행합니다.

h  MENU 버튼
  모드별 팝업 메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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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및 기능

후석 조작키 (선택 사양)

후석 조작키는 옵션 선택 고객님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b

a

e
f

h
g

c

k

d

j

i

a 컨트롤러

 조이스틱을 통해 메뉴 이동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b HOME 버튼
  HOME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 WSEEK/TRACKS 버튼
 각 모드별 이전/다음 항목을 선택 및 탐색합니다.

d MAP VOICE 버튼
• 현재의 차량이 위치한 지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지도 화면에서 음성안내를 실행합니다.

e BACK 버튼
 이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 PWR-L 버튼
 -  짧게 (0.8초 미만) 누를 때

 후석 좌측 화면을 켜고 끕니다.

 -  길게 (0.8초 이상) 누를 때
 AV를 켜고 끕니다.

g PWR-R 버튼
 -  짧게 (0.8초 미만) 누를 때

 후석 우측 화면을 켜고 끕니다.

 -  길게 (0.8초 이상) 누를 때 
 AV를 켜고 끕니다.

h MUTE 버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음소거 모드를 켜고 끕니다.

i MODE 버튼
 - 짧게 (0.8초 미만) 누를 때

 FM1, FM2, AM, DMB, iPod (또는 USB), 
AUX,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또는 
DVD (또는 CD) 모드 선택합니다.

- 길게 (0.8초 이상) 누를 때 
  AV ON/OFF 됩니다. 단, 내비게이션 

모드중에 음성안내는 정상적으로 동작됩니다.

j WVOLS 버튼
  음량을 조절할 때 누르세요.

k  MENU 버튼
  모드별 팝업 메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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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스티어링 휠 리모컨

본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

e
f

b

c
d

a MODE 버튼
 - 짧게 (0.8초 미만) 누를 때

 FM1, FM2, AM, DMB, iPod (또는 USB), 
AUX,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또는 
DVD (또는 CD) 모드 선택합니다.

- 길게 (0.8초 이상) 누를 때 
  AV ON/OFF 됩니다. 단, 내비게이션 

모드중에 음성안내는 정상적으로 
동작됩니다.

b 음성인식 ( ) 버튼

 음성인식 동작을 수행합니다. 길게 (0.8초 
이상) 누르면 음성인식이 취소됩니다.

c VOL+/VOL- 휠 버튼
 휠을 아래/위로 돌려 음량을 조절합니다.

  버튼

 음소거 할 때 누르세요.

d S/W 버튼
 - 짧게 (0.8초 미만) 누를 때

• FM/AM, DMB 모드에서 Preset 
(프리셋)으로 저장된 방송을 순차적으로 
검색합니다.

• MEDIA 모드에서는 트랙, 파일 또는 
챕터를 탐색합니다.

 - 길게 (0.8초 이상) 누를 때
• FM/AM/DMB 모드에서 방송 주파수 및 

채널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 Audio CD, MP3, DivX, iPod, DVD 
모드 동작 중에는 빠른 파일 탐색이 
가능합니다.

 
e 블루투스 통화 ( ) 버튼

 Z  버튼을 짧게 (0.8초 미만) 누를 때
   -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블루투스 폰 검색 및 등록 폰   

  연결을 수행합니다.
   -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블루투스 핸즈프리 모드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 전화 기 화면에서 선택할 경우 
최근발신번호가 입력됩니다.

• 전화입력화면에서 선택할 경우  
전화걸기를 수행합니다.

• 전화수신 알림화면에서 선택할 경우  
전화받기를 수행합니다.

 Z  버튼을 길게 (0.8초 이상) 누를 때
   -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모드에서 선택할 경우  
  재다이얼을 수행합니다.

f 블루투스 통화 종료 ( )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통화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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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미러 키

본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

a b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a 블루링크 센터콜 ( ) 버튼
• 블루링크 센터 연결을 통한 컨시어지 서비스 

(전문 상담원 서비스)
• 블루링크 센터 상담원 전화통화 중 재 선택 

시 통화 종료

b SOS ( ) 버튼
• 차량사고, 부상, 차량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난을 요청하는 기능
• SOS 버튼 선택 시 블루링크 긴급 구난 

센터로 구난 요청
• SOS 버튼 재 선택 시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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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및 기능

공조 조작키

본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옵션별로 인쇄 사양 및 버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uster ionizer

c

a

d

b

e f h i jg

a  풍량 설정
  풍량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b 운전석 온도
 운전석의 온도를 올리거나 낮춥니다.

c OFF
 공조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d AUTO
 실내외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한 

온도로 유지시킬 수 있는 냉난방 자동모드 
설정합니다.

e 풍향 설정
 풍향을 설정합니다. 풍향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f A/C
 에어컨을 켜거나 끕니다.

g SYNC
 SYNC 동작을 설정/해제합니다. SYNC 설정 

시 조수석의 온도와 모드가 운전석 기준으로 
조절됩니다.

h 외기 순환 모드
 공기 유입 모드를 외부 공기 유입으로 

설정합니다.

i 내기 순환 모드
 공기 유입 모드를 내부 순환 모드로 

설정합니다.

j CLIMATE
 전체 화면으로 공조 동작 현황을 확인합니다. 

A

D

C

B

E F G H I J

A 송풍 방향: 설정된 송풍 방향을 표시

B 외부 온도: 차량 외부의 현재 온도를 표시

C 조수석 설정 온도: 설정된 조수석의 온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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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운전석 설정 온도: 설정된 운전석의 
온도를 표시

E AUTO: AUTO 버튼를 선택하면 표시 
되며, 설정된 온도에 맞춰 풍량 및 
냉/난방이 자동으로 동작

F A/C: A/C 버튼를 선택하면 표시 되며, 
차량 냉방을 위한 에어컨이 동작

G 풍량: 설정된 풍량을 표시

H SYNC: SYNC 버튼을 선택하면 조수석의 
온도를 운전석 기준으로 설정

I 실내 이산화탄소 과다 표시: 실내 
이산화탄소량이 많이 감지된 경우 표시 
(본 정보가 표시되면, 운전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주십시오.) 

J Menu: 공조 메뉴 화면으로 이동. 
후석 공조 장치 (옵션), 지능형 자동 환기, 
자동 김서림 제거에 한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후석 공조 장치 (옵션): 후석 (옵션)에서 
동작하고 있는 공조 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Cluster ionizer

l

k

j

m • 지능형 자동환기: 공조장치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차량 내 습기 및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 자동 김서림 제거: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앞 유리에 김서림이 발생한 경우, 
유리방향으로 에어컨을 자동으로 동작하여 
김서림을 제거합니다.

• 도움말 : 도움말 메뉴로 이동합니다.

타 모드 (AV, 내비게이션 등) 작동 중 공조 
조작키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공조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 참고

k 조수석 온도
 조수석의 온도를 올리거나 낮춥니다.

l  뒷 유리
 뒷 유리의 열선장치를 동작/종료합니다.

m 앞 유리
 바람을 앞 유리창 측으로 고정하여 유리 습기 

및 성에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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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작

시스템 켜기

1. 차량의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시스템이 켜지면 부팅 로고와 사용자 
주의사항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동의함]을 누르세요. 

 시스템의 표시 언어를 변경하려면 [언어 / 
Language]를 누르세요. 자세한 내용은 
161쪽 "언어/Language"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시스템 부팅 중에는 시스템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기능이 준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차량의 시동을 걸면 사용자 주의사항 화면이 
항상 표시됩니다. 운전 중 시스템 조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시스템 끄기

헤드 유닛의 [PWR PUSH]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스템이 꺼집니다.

시스템을 다시 켜려면 헤드 유닛의 [PWR PUSH] 
버튼을 누르세요.

시스템을 켤 때 갑자기 높은 음량의 소리가 나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원을 
켤 때 음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끄기 
전에 음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 참고

AV 끄기

시스템이 켜진 상태에서 헤드 유닛의 [PWR 
PUSH] 버튼을 짧게 누르면, AV가 꺼집니다.

AV 켜기

AV가 OFF된 상태에서 헤드 유닛의 [PWR 
PUSH] 버튼을 누르면, AV가 켜집니다.

음량 조정하기

라디오/미디어 음량 조정

라디오/미디어 재생 중 [VOL]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음량 조정

블루투스 오디오 재생 중 [VOL]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안내 음량 조정

안내 음성 출력중 [VOL]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음성인식 안내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음량 조정

블루투스 전화 통화 중 [VOL]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통화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 음량 조정 

블루링크 전화 통화 중 [VOL]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통화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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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초기화하기

시스템 초기화는 예상치 못한 기기의 이상동작을 
복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RESET] 버튼을 
누르세요. (헤드유닛의 "RESET" 버튼은 핀 또는 
클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누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컨트롤러 조작하기

컨트롤러를 좌/우로 회전하거나 8방향 조이스틱을 
통해 메뉴 이동 및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상세설명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메뉴를 이동합니다.

컨트롤러를 위/아래/좌/
우/ 각선으로 어 메뉴를 
이동합니다.

컨트롤러를 눌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터치 화면 조작하기

전석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여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행 중 전석에서 화면을 터치할 경우 주의가 
분산되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차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터치 버튼을 통한 메뉴 선택은 전석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후석 화면 (선택 사양)에서는 화면 터치 입력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

기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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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입력 방법

문자 입력 화면에서는 2가지 입력 방식을 
지원합니다.

컨트롤러로 문자 입력

1.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좌/
우로 어 문자를 선택합니다.

2. 컨트롤러를 누르면 선택된 문자가 
입력됩니다.          

주행 중 전석에서 문자를 입력할 경우 주의가 
분산되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차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참고

터치 버튼으로 문자 입력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문자가 입력됩니다.        

  주행 중 전석에서 문자를 입력할 경우 주의가 
분산되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정차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터치 버튼을 통한 메뉴 선택은 전석 화면 에서만 
가능합니다.

  후석 화면 (선택 사양)에서는 화면 터치 입력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

HOME 화면의 기본 조작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HOME 화면이 나타납니다.

2. HOME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누르세요.

아이콘 상세설명 아이콘 상세설명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DMB

기기 연결 블루링크 

FM/AM 설정
 

3. 이후 조작은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실행됩니다.

기본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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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동작하기

FM/AM 모드 화면구성

a b

c

d

e
f

g
h
i
j
k
l

라디오 동작하기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프리셋 목록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방송 목록을 표시합니다.

c  Menu
 Menu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 메뉴가 

표시됩니다.

d 주파수
 현재 청취중인 주파수를 표시합니다.

e 방송국명
 현재 청취 중인 방송국명을 표시합니다.

f 방향 표시
 컨트롤러 이용시 이동 가능한 방향을 

표시합니다.

g 자동 선국
  수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 및 

저장합니다.

h 프리셋 저장
 현재 주파수를 원하는 프리셋 목록에 

저장합니다.

i 프리셋 이동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방송을 원하는 순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j 프리셋 스캔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방송을 5초씩 

수신합니다.

k 전체 채널 스캔
 수신 상태가 양호한 방송을 5초씩 수신합니다.

l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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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동작하기

FM/AM 모드 실행하기

1. 헤드유닛의 "FM/AM" 버튼을 누르세요. 또는 
[HOME]→[FM/AM]을 누르세요.

 FM1/FM2/AM 중 마지막으로 청취했던 모드가 
실행됩니다. 

2. 헤드유닛의 "FM/AM" 버튼을 누를 때마다 
FM1→FM2→AM→FM1... 모드순으로 
전환됩니다. 또는 라디오 화면에 있는 [FM1], 
[FM2] 또는 [AM]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방송주파수를 선택하여 청취하세요.

라디오 주파수를 선택하기

수동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방송주파수를 직접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한 단계 (FM1, FM2: 0.1 MHz, AM: 9 
KHz) 씩 감소 또는 증가합니다.

• FM1, FM2, AM 모드에서 헤드유닛의 "TUNE/
FILE"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주파수가 
수신됩니다.

• 주파수 표시 화면에서 컨트롤러로 좌/우방향 
으로 돌리면 해당 주파수가 수신됩니다.

다른 화면에서 FM/AM 모드를 청취 중일 경우 
헤드유닛의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의 예

 , 참고

자동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자동으로 주파수를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습니다. 
FM1, FM2, AM 모드에서 헤드유닛의 “SSEEK/
TRACKW” 버튼을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S/W” 버튼을 길게 누르면 주파수가 
감소/증가하면서 수신상태가 양호한 방송 
주파수를 찾아 수신합니다.

프리셋 목록으로 주파수 선택하기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방송을 선택하여 청취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목록은 각 모드별 12개까지 
원하는 방송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FM1, FM2, AM 모드에서 청취하고 싶은 방송의 
주파수가 입력된 프리셋 목록 (점선 표시부분)를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S/W”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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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동작하기

프리셋 목록에 라디오 주파수 
저장하기

수동으로 저장하기 (프리셋 저장)

현재 청취하고 있는 주파수를 원하는 프리셋 
목록에 수동으로 저장합니다.

1. 주파수 표시 화면에서 저장하고 싶은 
주파수를 선택하세요. 
(예시: FM1, 107.7 MHz)

2. [저장]을 누르세요.

라디오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프리셋 
저장]을 선택해도 주파수를 수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3. 원하는 프리셋 목록를 선택하세요.

4. 원하는 프리셋 목록에 주파수가 저장됩니다.

이전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방송 주파수는 
지워집니다.

 , 참고

자동으로 저장하기 (자동 선국)

자동으로 수신상태가 좋은 방송 주파수를 
오름차순으로 프리셋 목록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1. FM1, FM2, AM 모드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자동 선국]을 누르세요.

 수신상태가 가장 양호한 방송 주파수를 
프리셋 목록에 저장합니다.

  이전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방송 주파수는 
지워집니다.

  자동선국 실행 중 컨트롤러를 누르면 자동선국이 
자동선국이 중단됩니다. 또한 저장방송 목록도 
기존 목록 그 로 유지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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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동작하기

프리셋 이동하기

프리셋 목록에 저장된 방송을 원하는 순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FM1, FM2, AM 모드에서 [Menu]→[프리셋 
이동]을 누르세요.

2. 컨트롤러로 이동할 프리셋 목록을 누른 
후, 원하는 프리셋 목록으로 이동시킨 후 
누르세요.

라디오 주파수 스캔하기

프리셋 목록 스캔하기 (프리셋 스캔)

프리셋에 저장된 주파수를 5초씩 수신합니다.

1. FM1, FM2, AM 모드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프리셋 스캔]을 누르세요.

스캔중에 컨트롤러를 누르면 스캔이 중단된 시점에 
선택된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 참고

전체 주파수 스캔하기 (전체 채널 스캔)

현재 주파수에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수신상태가 양호한 주파수를 5초씩 수신합니다.

1. FM1, FM2, AM 모드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전체 채널 스캔]을 누르세요.

스캔중에 컨트롤러를 누르면 스캔이 중단된 시점에 
선택된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 참고

사운드 설정하기

1. FM1, FM2, AM 모드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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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동작하기

DMB 방송 전파 수신에 대하여

지상파 DMB는 이동하면서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입니다.

시청지역에 따라 수신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주행중 안전을 위하여 영상을 볼 수 
없고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DMB 방송을 수신할 경우 수신 장소에 따라 
전파의 세기가 바뀌기도 하고, 장애물의 영향에 
의해 수신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수신 
상태가 나빠지면 [채널 검색] 메뉴로 채널을 
재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화질이 안 좋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DMB 전파는 직진성이 강하므로 건물이나 계곡 
등의 장애물이 있으면 수신상태가 나빠집니다.

• 전차의 선로, 고압선, 네온사인 등의 근처에서는 
화면이 정지하거나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 라디오 방송국, 아마추어 무선국의 송신안테나, 
철탑 근처에서는 화면이 지워지거나 줄무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차내에서 핸드폰이나 무전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면이 정지하거나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지면 전파가 약해져서 
수신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DMB TV 및 RADIO 방송은 지역별 방송일정, 
방송국 사정 및 전파환경에 따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송 송출 형식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수신기는 DMB TV 및 DMB RADIO 수신이 
가능하며 DATA 서비스(KBS TPEG)도 
지원합니다.

  선택한 방송 채널을 DMB TV와 DMB Radio 
중 해당하는 모드에 맞추어 자동으로 화면을 
변경하여 표시합니다.

  DMB TV와 DMB Radio는 별도로 모드를 관리 
하지 않으며 방송국의 송출 형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정상 화면 표시전에 블랙 
화면이 잠시 보일 수 있습니다.

 , 참고 DMB 모드 실행하기

헤드유닛의 "DMB" 버튼을 누르세요. 또는 
[HOME] 버튼을 누른 후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DMB]를 선택한 후 누르세요. 

  안전을 위하여 DMB 화면은 기어가 P단인 
경우에만 영상을 지원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영상이 지원 
되지 않고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단,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더라도 기어가 P단이 아닐 
경우 영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후석 화면 (선택 사양)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주행 중에도 후석에서 DMB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DMB 동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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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동작하기

DMB 모드 화면구성

a b

c

d

e
f
g
h
i
j
k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DMB 채널 목록
  저장된 채널 목록을 표시합니다.

c  Menu
 DMB 메뉴를 표시합니다.

d DMB 표시화면
 현재 시청중인 영상을 표시합니다.

e 채널 검색
 수신 가능한 채널을 자동 검색합니다.

f 채널 이동
 채널 목록에 저장된 방송을 원하는 순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g 채널 삭제
 목록에서 삭제합니다.

h 재난 방송 목록
  재난 방송 목록을 표시합니다.

i 화면 설정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k 전체 화면
 DMB를 전체 화면으로 시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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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동작하기

초기 채널 검색방법 (검색된 채널이 
없는 경우 또는 초기 출고 시)

처음 DMB를 시청 또는 청취하거나 등록된 채널이 
없을 경우 채널을 검색합니다.

1. 헤드유닛의 “DMB” 버튼을 누르세요.

 초기 채널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예]를 누르세요.

 초기 채널 검색을 취소하려면 [아니오]를 
누르세요.

3.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채널 검색을 취소하려면 [중지]를 누르세요.

초기 채널 검색시, 채널 검색을 취소하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 참고

4. 채널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 완료된 채널 중 첫 
번째로 검색된 채널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DMB 채널 검색시 TV채널과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검색됩니다.

 , 참고

방송 채널 검색하기

지역을 이동하여 방송이 수신되지 않을 경우 채널 
검색을 실행하시면 해당 지역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DMB 모드에서 [Menu]→[채널 검색]을 
누르세요.

2.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채널 검색 중 [중지]를 선택하면 채널 
검색을 중단하고 이전에 수신 중이던 채널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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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동작하기

3. 채널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 완료된 채널 중 첫 
번째로 검색된 채널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DMB 채널 검색시 TV채널과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검색됩니다.

 , 참고

방송채널 선택하기

화면터치 방법 (전석 화면만 가능)

DMB 채널 목록을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방송채널을 누르세요.

헤드유닛의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헤드유닛의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리거나 “SSEEK/TRACKW”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송채널을 선택하세요.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법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방송채널을 
선택하세요.

스티어링 휠 리모컨을 이용하는 방법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S/W”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송채널을 선택하세요.

채널 이동하기

채널 목록에 저장된 방송을 원하는 순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DMB 채널 목록에서 [Menu]→[채널 이동]을 
누르세요.

2. 컨트롤러로 이동할 방송채널을 누른 후, 
원하는 채널 번호로 이동시킨 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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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동작하기

채널 삭제하기

목록에서 현재 채널을 삭제합니다.

1. DMB 채널 목록에서 [Menu]→[채널 삭제]를 
누르세요.

2. [예]를 누르세요.

 현재 수신중인 채널이 삭제됩니다.

DMB 표시화면 전환하기 (DMB 
목록화면/DMB 전체 화면)

현재 시청중인 화면을 터치할 때 마다 DMB 
목록화면/DMB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DMB 목록화면에서 [Menu]를 누른 후 [전체 
화면]을 눌러도 DMB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터치 버튼을 통한 메뉴 선택은 전석 화면 에서만 
가능합니다.

  후석 화면 (선택 사양)에서는 화면 터치 입력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

재난 방송 목록 보기

재난 방송 목록 보기

홍수, 지진, 폭우 등의 재난경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DMB 채널 목록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재난 방송 목록]을 누르세요.

3. [시간순], [지역별], [긴급순]을 눌러 
재난방송 목록을 확인하세요.

재난 방송 목록 삭제하기

1. 재난방송 목록에서 [Menu]→[삭제]를 
누르세요.

2. 삭제하려는 목록을 선택 후 [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목록을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목록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목록 전체를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세요.

화면 설정하기

1. DMB 채널 목록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화면 설정]을 누르세요.

3. 화면 설정 기능은 153~155쪽 "화면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사운드 설정하기

1. DMB 채널 목록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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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재생하기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화면구성

오디오 CD 화면

a b dc

e

f

g

h

i
j
k
l
m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재생하기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재생파일 정보
 가수명, 트랙 번호, 앨범명 정보를 표시합니다.

c  트랙 인덱스
 현재 트랙/전체 트랙 수를 표시합니다.

d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  Menu
 오디오 CD 메뉴를 표시합니다.

f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g 

 트랙을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트랙의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h 재생 시간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i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랜덤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k 반복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l 스캔
 각 트랙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m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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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재생하기

MP3 CD 화면

a b dc

e

f

g

h

i
j
k
l
m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재생파일 정보
 아티스트, 파일명, 앨범명 정보를 표시합니다.

c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d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  Menu
 MP3 CD 메뉴를 표시합니다.

f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g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h 재생 시간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i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랜덤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k 반복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l 스캔
 각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m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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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재생하기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실행하기 

1. 디스크 삽입구에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
MP3 CD)의 인쇄면 (라벨)을 위쪽으로 향하여 
넣으세요.

 부분의 디스크는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2. 디스크를 꺼내려면 디스크 삽입구 옆에 있는 
"B" 버튼을 누르세요.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고 다른 매체가 재생 
중인 상태에서 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를 실행하려면 [HOME] 버튼을 누른 후 

[미디어]→[Disc CD] 또는 [Disc MP3]를 

누르세요.

  디스크는 12 ㎝ 디스크만 재생 가능합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트랙 및 파일을 일시정지 및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이전/다음 트랙 및 파일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재생 중인 트랙 및 파일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길게 터치한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SSEEK/TRACKW]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길게 민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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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재생하기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이전/다음 트랙 및 파일을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트랙 번호 및 파일명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트랙 번호 및 파일명이 
표시되었을 때 "TUNE/FILE" 버튼 및 컨트롤러를 
눌러 해당 트랙 및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헤드유닛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목록 보기

디스크에 수록된 트랙 및 파일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트랙 및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디오 CD 화면의 예>

2.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트랙 및 파일을 
선택하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 중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랜덤

전체 트랙 및 파일을 순서 없이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랜덤]→[켜기]를 누르세요.

 랜덤 재생을 취소하려면 [끄기]를 누르세요.

<오디오 CD 화면의 예>

전석 화면에 있는 [ ]를 선택하여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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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디스크 (오디오 CD/MP3 CD) 재생하기

반복

트랙 및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반복]을 누르세요.

<오디오 CD 화면의 예>

3. 원하는 반복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반복]: 전체 트랙 및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 [폴더 반복]: 현재 폴더내에 있는 모든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MP3 CD만 해당)

• [한 곡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트랙 및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전석 화면에 있는 [ / / ]를 

선택해도 트랙 및 파일의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 전체 반복

: 폴더 반복 (MP3 CD만 해당)

: 한 곡 반복

 , 참고

스캔

각 트랙 및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스캔]을 누르세요.

<오디오 CD 화면의 예>

3. 원하는 스캔 모드를 누르세요.

CD 명칭 상세설명

오디오 
CD

- 모든 트랙을 앞 부분만 
약 10초씩 재생합니다.

MP3 
CD

전체 전체 파일을 10초씩 
재생합니다.

폴더 현재 폴더 내 파일을 
10초씩 재생합니다.

  오디오 CD의 경우 [스캔]을 선택시 바로 스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재생화면에서 [Z]를 선택하면 스캔 기능이 
해제됩니다.

 , 참고

사운드 설정하기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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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화면구성

DVD 화면

a

b

c

d

e
f
g

j

h

k

i

l

DVD/VCD 재생하기

DVD/VCD 재생하기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Menu
 DVD 메뉴를 표시합니다.

c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d 타이틀/챕터 번호 및 재생 시간
  타이틀/챕터 번호 및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e 타이틀 메뉴
 타이틀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 디스크 메뉴
 디스크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 자막 언어
 자막 언어를 설정합니다.

h 음성 언어
 음성 언어를 설정합니다.

i 앵글
 Multi-Angle (다중각도)로 제작된 DVD 

타이틀인 경우 시청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j DVD 설정
 DVD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k 화면 설정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l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화면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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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VCD 화면

a

b

c

d

e
f
g

j

h

k

i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Menu
 VCD 메뉴를 표시합니다.

c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d 트랙 번호 및 재생 시간
  트랙 번호 및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e 반복
 반복 재생을 설정합니다.

f 바로가기
 원하는 트랙 번호를 입력하여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g PBC
 PBC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h PBC 메뉴
 PBC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i 화면 설정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k 전체 화면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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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DVD/VCD 재생하기 

1. 디스크 삽입구에 DVD 또는 VCD의 인쇄면 
(라벨)을 위쪽으로 향하여 넣으세요.

 DVD/VCD 모드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2. 디스크를 꺼내려면 디스크 삽입구 옆에 있는 
"B" 버튼을 누르세요.

  디스크가 삽입되어 있고 다른 매체가 재생 중인 
상태에서 DVD/VCD를 실행하려면 [HOME] 

버튼을 누른 후 [미디어]→[DVD] 또는 

[VCD]를 누르세요.

  디스크는 12 ㎝ 디스크만 재생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DVD/VCD 화면은 기어가 P단인 
경우에만 영상을 지원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영상이 지원 
되지 않고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단,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더라도 기어가 P단이 아닐 
경우 영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후석 화면 (선택 사양)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 
주행 중에도 후석에서 비디오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DVD/VCD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전체 화면)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전체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위 또는 
아래로 면 기본 모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5초 이내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전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챕터 및 트랙을 일시정지 및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를 터치하세요.

컨트 
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이전/다음 챕터 및 트랙 재생하기

이전/다음 챕터 및 트랙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챕터 및 
트랙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챕터 
및 트랙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챕터 및 트랙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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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재생 중인 챕터 및 트랙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길게 터치한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SSEEK/TRACKW]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길게 민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 중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 참고

이전/다음 챕터 및 트랙 검색하기

이전/다음 챕터 및 트랙을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챕터 및 트랙번호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챕터 및 트랙번호가 표시되었을 때 
"TUNE/FILE" 버튼 및 컨트롤러를 눌러 해당 
챕터 및 트랙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헤드유닛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챕터 및 트랙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챕터 및 트랙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타이틀 메뉴/디스크 메뉴 (DVD만 
해당)

DVD 타이틀 메뉴 및 디스크 메뉴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DV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이며, 
디스크 메뉴의 경우 해당 DVD 타이틀에 따라 
메뉴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타이틀 메뉴] 
또는 [디스크 메뉴]를 누르세요.

2. [w/s/a/d] 버튼으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OK]를 선택하면 해당 메뉴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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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자막 언어 (DVD만 해당)

다중 자막 언어를 지원하는 DVD 타이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자막 언어]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자막 언어를 선택하세요.

지원 가능한 자막 언어의 종류는 각 DVD 
타이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

음성 언어 (DVD만 해당)

다중 음성 언어를 지원하는 DVD 타이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음성 언어]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음성 언어를 선택하세요.

지원 가능한 음성 언어의 종류는 각 DVD 
타이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

앵글 (DVD만 해당)

다중 앵글을 지원하는 DVD 타이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중 앵글이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장면을 시청자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앵글]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앵글을 누르세요.

DVD 타이틀에 따라 앵글이 선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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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DVD 설정 (DVD만 해당)

DVD 재생시 기본적으로 재생할 언어를 
설정합니다. DVD 설정화면에서 자막 언어/음성 
언어/메뉴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DVD 설정은 현재 재생하고 있는 DVD 타이틀의 
속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DVD 플레이어의 
속성을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변경된 설정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DVD를 자동으로 처음부터 
재생합니다.

  현재 재생 중인 디스크가 설정된 언어를 
수록하고 있지 않거나 초기설정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설정된 값으로 
자동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DVD 자막 언어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DVD 
설정]→[DVD 자막 언어]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자막 언어를 누르세요.

• [캡션 없음]을 선택하면 화면에 자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기타]를 선택하면 표시된 자막 언어 이외의 
자막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를 선택하면 검색 화면이 표시됩니다. 
자막코드를 입력한 후 [Done]을 누르세요.

4. 1 버튼을 선택하면 변경된 설정값을 
적용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재생합니다.

  자막코드는 53~54쪽 “DVD 언어코드 
일람표”를 참고바랍니다.

  선택한 언어가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초기 설정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디스크인 경우 
언어가 자동 변환되지 않습니다.

 , 참고

DVD 음성 언어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DVD 
설정]→[DVD 음성 언어]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음성 언어를 선택하세요.

 [기타]를 선택하면 표시된 음성 언어 이외의 
음성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를 선택하면 검색 화면이 표시됩니다. 
음성코드를 입력한 후 [Done]을 누르세요.

4. 1 버튼을 선택하면 변경된 설정값을 
적용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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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음성코드는 53~54쪽 “DVD 언어코드 
일람표”를 참고바랍니다.

  선택한 언어가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초기 설정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디스크인 경우 
언어가 자동 변환되지 않습니다.

 , 참고

DVD 메뉴 언어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DVD 
설정]→[DVD 메뉴 언어]를 누르세요.

2. 원하는 메뉴 언어를 누르세요.

 [기타]를 선택하면 표시된 메뉴 언어 이외의 
메뉴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를 선택하면 검색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뉴코드를 입력한 후 [Done]을 누르세요.

4. 1 버튼을 선택하면 변경된 설정값을 
적용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재생합니다.

  메뉴코드는 53~54쪽 “DVD 언어코드 
일람표”를 참고바랍니다.

  선택한 언어가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초기 설정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디스크인 경우 
언어가 자동 변환되지 않습니다.

 , 참고

반복 (VCD만 해당)

재생 중인 트랙을 반복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반복]을 
누르세요.

2. 원하는 반복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반복]: 전체 트랙을 반복 재생합니다.
• [트랙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트랙을 반복 

재생합니다.

PBC가 설정이 된 경우에는 [반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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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바로가기 (VCD만 해당)

재생 중에 원하는 트랙을 바로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바로가기]를 
누르세요.

2. 원하는 트랙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세요.

PBC가 설정이 된 경우에는 [바로가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참고

PBC 기능 사용하기 (VCD만 해당)

PBC (Play Back Control) 기능은 MPEG1 버전 
2.0 비디오 CD에 내장된 메뉴를 이용하여 비디오 
CD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PBC 기능은 비디오 CD 버전 2.0 디스크에서만 
동작합니다.

  PBC 기능은 비디오 CD 버전 2.0 디스크의 제작 
상태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PBC]를 
누르세요.

2. PBC가 설정된 상태에서 [Menu]→[PBC 
메뉴]를 선택하면 PBC 메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재생하고자 하는 메뉴 번호를 
0 ~ 9 숫자 버튼으로 입력한 후 [OK]를 
누르세요.

메뉴1
메뉴2
메뉴3

이전 또는 다음 페이지 메뉴가 있을 경우 

[aPrev], [Nextd]를 선택하면 이전 또는 다음 

페이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참고

3. 선택한 메뉴가 실행됩니다.

  PBC가 설정된 상태에서 [Menu]→[PBC 
메뉴]를 선택하면 PBC 메뉴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BC가 설정된 상태에서 [Menu]→[PBC]를 
선택하면 PBC는 해제됩니다.

 , 참고

화면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화면 설정]을 누르세요.

3. 화면 설정 기능은 153~155쪽 "화면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사운드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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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DVD 언어코드 일람표

코드 국가 코드 국가 코드 국가 코드 국가

0101 Afar 0625 Frisian 1222 Latvian 1912 Slovenian

0102 Abkhazian 0701 Irish 1307 Malagasy 1913 Samoan

0106 Afrikaans 0704 Scots 1309 Maori 1914 Shona

0113 Amharic 0712 Gallegan 1311 Macedonian 1915 Somal

0118 Arabic 0714 Guarani 1312 Malayalam 1917 Albanian

0119 Assamese 0721 Gujarati 1314 Mongolian 1918 Serbian

0125 Aymara 0801 Hausa 1315 Moldavian 1919 Swati

0126 Azerbaijani 0809 Hindi 1318 Marathi 1920 Sesotho

0201 Bashkir 0818 Croatian 1319 Malay 1921 Sundanese

0205 Belarusian 0821 Hungarian 1320 Maltese 1922 Swedish

0207 Bulgarian 0825 Armenian 1325 Burmese 1923 Swahili

0208 Bihari 0901 Interlingua 1401 Nauru 2001 Tamil

0209 Bislama 0905 Interlingue 1405 Nepali 2005 Telugu

0214 Bengali 0911 Inupiak 1412 Dutch 2007 Tajik

0215 Tibetan 0914 Indonesian 1415 Norwegian 2008 Thai

0218 Breton 0919 Icelandic 1503 Occitan 2009 Tigrinya

0301 Catalan 0920 Italian 1513 Oromo 2011 Turk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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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 재생하기

DVD 언어코드 일람표 (계속) 

코드 국가 코드 국가 코드 국가 코드 국가

0315 Corsican 0923 Hebrew 1518 Oriya 2012 Tagalog

0319 Czech 1009 Yiddish 1601 Punjabi 2014 Tswana

0325 Welsh 1001 일본어 1612 Polish 2015 Tongo

0401 Danish 1022 Javanese 1619 Pushto 2018 Turkish

0405 독일어 1101 Georgian 1620 Portuguese 2019 Tsonga

0426 Bhutani 1111 Kazakh 1721 Quechua 2020 Tatar

0512 Greek 1112 Greenlandic 1813 Romance 2023 Twi

0514 영어 1113 Cambodian 1814 Kirundi 2111 Ukrainian

0515 Esperanto 1114 Kannada 1815 Romanian 2118 Urdu

0519 스페인어 1115 한국어 1821 Russian 2126 Uzbek

0520 Estonian 1119 Kashmiri 1823 Kinyarwanda 2209 Vietnamese

0521 Basque 1121 Kurdish 1901 Sanskrit 2215 Volapuk

0601 Persian 1125 Kirghiz 1904 Sindhi 2315 Wolof

0609 Finnish 1201 Latin 1907 Sangho 2408 Xhosa

0610 Fijian 1214 Lingala 1908 Croatian 2515 Yoruba

0615 Faroese 1215 Laotian 1909 Sinhalese 2608 중국어

0618 프랑스어 1220 Lithuanian 1911 Slovak 2621 Z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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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재생하기

Jukebox 화면구성

Jukebox 음악 화면

i
j
k
l
m
n

a b dc

e

f

g

h

Jukebox 재생하기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재생파일 정보
  아티스트, 파일명, 앨범명 정보를 표시합니다.

c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d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  Menu
 Jukebox 음악 메뉴를 표시합니다.

f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g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h 재생 시간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i 커버플로우 보기
 커버플로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k 랜덤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l 반복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m 스캔
 각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n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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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재생하기

Jukebox 비디오 화면

a cb

d

e

f
g

h

j

l

n

i

k

m

o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c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Menu
 Jukebox 비디오 메뉴를 표시합니다.

e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f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g 파일명/재생 시간 
 파일명/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h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i 랜덤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j 반복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k 자막 설정
 자막을 설정합니다.

l 음성 설정
 음성을 설정합니다.

m DivX  VOD
 DivX  VOD 등록 코드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n 화면 설정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o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화면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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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재생하기

Jukebox 이미지 화면

a

g
h
i
j
k

cb

d

e

f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b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c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Menu
 Jukebox 이미지 메뉴를 표시합니다.

e 컨트롤 패널
 슬라이드쇼 정지, 이미지 확 /축소, 탐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f 파일명
현재 재생 중인 파일명을 표시합니다.

g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를 재생합니다.

h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i 슬라이드쇼 설정
 슬라이드쇼 시간을 설정합니다.

j 화면 설정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k 전체 화면
 이미지를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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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재생하기

Jukebox 음악 재생하기 

Jukebox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Jukebox에 음악이 없다면 원하는 음악을 
Jukebox로 복사하세요. Jukebox로 복사하는 
방법은 72쪽 “USB 음악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1. [HOME]→[미디어]를 누르세요.

2. [Jukebox 음악]을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재생했던 곡이 재생됩니다.

Jukebox에 저장된 파일이 있을 경우 [Jukebox 
음악]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파일을 일시정지 및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 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재생 중인 파일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길게 터치한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SSEEK/TRACKW]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길게 민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파일명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파일명이 표시되었을 때 
"TUNE/FILE" 버튼 및 컨트롤러를 눌러 해당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헤드유닛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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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재생하기

커버플로우 보기

Jukebox 음악의 커버플로우를 검색하여 원하는 
앨범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중 [Menu]→[커버플로우 보기]를 
누르세요.

 커버플로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원하는 앨범을 선택하세요.

•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Menu]→[기본 플레이어 보기]를  
누르세요.

• 목록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Menu]→[목록]을 누르세요.

• 랜덤 재생 기능을 실행하려면 
[Menu]→[랜덤]을 누르세요.

•  반복 재생 기능을 실행하려면 
[Menu]→[반복]을 누르세요.

• 스캔 재생 기능을 실행하려면 
[Menu]→[스캔]을 누르세요.

• 사운드를 설정하려면 [Menu]→[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목록 보기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에서 현재 재생 중, 삭제, 
Jukebox 비우기, 저장 용량 보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여 재생하기

1. 재생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목록 화면>

2. 목록 화면에서 폴더, 노래, 앨범, 아티스트, 
장르별로 검색한 후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된 파일이 재생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목록 메뉴 기능 설정하기

1. 목록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목록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목록 메뉴 화면>

• [현재 재생 중]: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 [Jukebox 비우기]: Jukebox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 [저장 용량 보기]: 현재 저장된 용량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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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재생하기

랜덤

전체 파일을 순서 없이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랜덤]→[켜기]를 누르세요.

 랜덤 재생을 취소하려면 [끄기]를 선택하세요.

전석 화면에 있는 [ ]를 선택하여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참고

반복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반복]을 누르세요.

3. 원하는 반복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반복]: 전체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 [폴더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폴더를 반복 

재생합니다.
• [한 곡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전석 화면에 있는 [ / / ]를 

선택해도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 전체 반복, : 폴더 반복, 

: 한 곡 반복

 , 참고

스캔

각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스캔]을 누르세요.

재생화면에서 [Z]를 선택하면 스캔 기능이 

해제됩니다.

 , 참고

사운드 설정하기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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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재생하기

Jukebox 비디오 재생하기 

Jukebox에 저장된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Jukebox에 비디오가 없다면 원하는 비디오를 
Jukebox로 복사하세요. Jukebox로 복사하는 
방법은 77쪽 “USB 비디오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1. [HOME]→[미디어]를 누르세요.

2. [Jukebox 비디오]를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재생했던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Jukebox에 저장된 파일이 있을 경우 [Jukebox 
비디오]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영상이 지원 
되지 않고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단,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더라도 기어가 P단이 아닐 
경우 영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파일을 일시정지 및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Jukebox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전체 화면)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전체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위 또는 
아래로 면 기본 모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5초 이내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전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파일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파일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파일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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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재생 중인 파일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길게 터치한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SSEEK/TRACKW]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길게 민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 중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 참고

이전/다음 파일 검색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파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파일이 표시되었을 
때 "TUNE/FILE" 버튼 및 컨트롤러를 눌러 해당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헤드유닛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파일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파일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목록 보기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에서 현재 재생 중, 삭제, 
Jukebox 비우기, 저장 용량 보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여 재생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목록 화면>

2.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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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메뉴 기능 설정하기

1. 목록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목록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목록 메뉴 화면>

• [현재 재생 중]: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 [Jukebox 비우기]: Jukebox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 [저장 용량 보기]: 현재 저장된 용량 정보를  

표시합니다.

랜덤

전체 파일을 순서 없이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랜덤]→[켜기]를 누르세요.

 랜덤 재생을 취소하려면 [끄기]를 누르세요.

전석 화면에 있는 [ ]를 선택하여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참고

반복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반복]을 누르세요.

3. 원하는 반복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반복]: 전체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 [폴더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폴더를 반복  
재생합니다.

• [파일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전석 화면에 있는 [ / / ]를 

선택해도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 전체 반복, : 폴더 반복, 

: 한 곡 반복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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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설정

다중 자막을 지원하는 파일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설정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자막 설정]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자막으로 설정하세요.

• [자막 보기]: 자막 표시를 설정/해제합니다.
• [자막 언어]: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 언어를 

설정합니다. 
• [글자 크기]: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의 글자 

크기를 설정합니다. 

음성 설정

다중 음성을 지원하는 파일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성을 설정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음성 설정]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음성을 선택하세요.

DivX  VOD

처음 사용시 DivX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등록하세요.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DivX  
VOD]를 누르세요.

2. 등록코드를 확인 후 http://vod.divx.com 
에서 등록하세요.

등록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DivX 영상은 
본 기기에서만 재생이 가능합니다.

 , 참고

화면 설정하기/사운드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화면 설정] 
또는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2. 화면 설정 기능은 153~155쪽 "화면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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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ebox 이미지 재생하기 

Jukebox에 저장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Jukebox에 이미지가 없다면 원하는 이미지를 
Jukebox로 복사하세요. Jukebox로 복사하는 
방법은 79쪽 “USB 이미지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1. [HOME]→[미디어]를 누르세요.

2. [Jukebox 이미지]를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재생했던 이미지가 실행됩니다.

  Jukebox에 저장된 파일이 있을 경우 [Jukebox 
이미지]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이미지가 
지원 되지 않고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더라도 기어가 P단이 아닐 
경우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참고

Jukebox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전체 화면)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전체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위 또는 
아래로 면 기본 모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5초 이내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전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이전/다음 이미지 보기

이전/다음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확대/축소하여 이미지 보기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리면 확 /축소가 가능하며, 
컨트롤러를 위/아래/좌/우로 면 위/아래/좌/
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이미지를 자동으로 순서 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슬라이드쇼]를 누르세요.

 슬라이드쇼가 시작됩니다.

2. 슬라이드쇼를 정지하려면 컨트롤러를 한번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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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보기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에서 현재 재생 중, 삭제, Jukebox 
비우기, 저장 용량 보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여 이미지 보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목록 화면>

2.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목록 메뉴 기능 설정하기

1. 목록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목록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목록 메뉴 화면>

• [현재 재생 중]: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삭제]: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 [Jukebox 비우기]: Jukebox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 [저장 용량 보기]: 현재 저장된 용량 정보를  

표시합니다.

슬라이드쇼 설정

이미지 슬라이드쇼 간격을 5초, 10초, 20초, 30초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슬라이드쇼 설정]을 누르세요.

3. 원하는 슬라이드쇼 간격을 누르세요.

화면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화면 설정]을 누르세요.

3. 화면 설정 기능은 153~155쪽 "화면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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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재생하기

USB 화면구성

USB 음악 화면

i
j
k
l

n
m

o

a cb

d

e

f

g

h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후석 USB 단자가 있는 경우 "USB 음악 
(전석)" 또는 "USB 음악 (후석)"으로 
표시되고, 후석 USB 단자가 없는 경우 "USB 
음악"으로 표시됩니다.)

b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c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Menu: USB 음악 메뉴를 표시합니다.

e 재생파일 정보
 아티스트, 파일명, 앨범명 정보를 표시합니다. 

f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g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h 재생 시간: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i 커버플로우 보기
 커버플로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k 랜덤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l 반복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m Jukebox로 복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합니다.

n 스캔
 각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o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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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비디오 화면

a cb

d

e

f
g

h

j

l

n

i

k

m

o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후석 USB 단자가 있는 경우 "USB 비디오 
(전석)" 또는 "USB 비디오 (후석)"로 
표시되고, 후석 USB 단자가 없는 경우 "USB 
비디오"로 표시됩니다.)

b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c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Menu
 USB 비디오 메뉴를 표시합니다.

e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f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g 재생 시간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h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i 랜덤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j 반복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k Jukebox로 복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합니다.

l 자막 설정: 자막을 설정합니다.

m 음성 설정: 음성을 설정합니다.

n DivX  VOD
 DivX  VOD 등록 코드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o 화면 설정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체 화면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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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이미지 화면

g
h
i
j
k
l

a cb

d

e

f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후석 USB 단자가 있는 경우 "USB 이미지 
(전석)" 또는 "USB 이미지 (후석)"로 
표시되고, 후석 USB 단자가 없는 경우 "USB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b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c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Menu
 USB 이미지 메뉴를 표시합니다.

e 컨트롤 패널
 슬라이드쇼 정지, 이미지 확 /축소, 탐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f 파일명
현재 재생 중인 파일명을 표시합니다.

g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를 재생합니다.

h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i Jukebox로 복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합니다.

j 슬라이드쇼 설정
 슬라이드쇼 시간을 설정합니다.

k 화면 설정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l 전체 화면
 이미지를 전체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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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음악 재생하기 

1. USB 연결단자에 USB를 연결하세요.

 USB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USB 모드가 
실행됩니다.

2. USB를 제거하려면 다른 기능을 선택한 후  
USB를 제거하세요.

  USB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매체가 재생 중인 
상태에서 USB 음악을 재생하려면 [HOME] 

버튼을 누른 후 [미디어]→[USB 음악], [전석 

USB 음악] 또는 [후석 USB 음악]을 누르세요. 

  [후석 USB 음악] 메뉴는 선택 사양입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파일을 일시정지 및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 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 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재생 중인 파일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길게 터치한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SSEEK/TRACKW]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길게 민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파일명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파일명이 표시되었을 
때 "TUNE/FILE" 버튼 및 컨트롤러를 눌러 해당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헤드유닛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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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플로우 보기

USB 음악의 커버플로우를 검색하여 원하는 
앨범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중 [Menu]→[커버플로우 보기]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앨범을 선택하면 선택된 앨범이 
재생됩니다.

•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Menu]→[기본 플레이어 보기]를   
누르세요.

• 목록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Menu]→[목록]을 누르세요.

• 랜덤 기능을 실행하려면 [Menu]→[랜덤]을 
누르세요.

• 반복 재생 기능을 실행하려면 
[Menu]→[반복]을 누르세요.

• Jukebox로 복사하려면 [Menu]→  
[Jukebox로 복사]를 누르세요. 
Jukebox로 복사하는 방법은 72쪽 "USB  
음악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 스캔 재생 기능을 실행하려면 [Menu]→ 
[스캔]을 누르세요.

• 사운드를 설정하려면 [Menu]→[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목록 보기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에서 현재 재생 중, 
Jukebox로 복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여 재생하기

1. 재생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목록 화면>

2. 목록 화면에서 폴더, 노래, 앨범, 아티스트, 
장르별로 검색한 후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된 파일이 재생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목록 메뉴 기능 설정하기

1. 목록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목록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목록 메뉴 화면>

• [현재 재생 중]: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Jukebox로 복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Jukebox로 복사하는 방법은 72쪽 "USB 
음악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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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전체 파일을 순서 없이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랜덤]→[켜기]를 누르세요.

 랜덤 재생을 취소하려면 [끄기]를 누르세요.

전석 화면에 있는 [ ]를 선택하여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참고

반복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반복]을 누르세요.

3. 원하는 반복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반복]: 전체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 [폴더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폴더를 반복 

재생합니다.
• [한 곡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전석 화면에 있는 [ / / ]를 

선택해도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 전체 반복, : 폴더 반복

: 한 곡 반복

 , 참고

USB 음악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Jukebox로 복사]를 누르세요.

3.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복사]를 누르세요.

•  [복사]: 선택한 파일을 복사합니다.
• [전체 복사]: 전체 파일을 복사합니다.  
•  [선택 해제]: 선택한 파일을 해제합니다.
•  [취소]: Jukebox로 복사를 취소합니다.

파일 복사 중에는 화면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아이콘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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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각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스캔]을 누르세요.

3. 원하는 스캔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전체 파일을 10초씩 재생합니다.
• [폴더]: 현재 폴더 내 파일을 10초씩   

재생합니다.

재생화면에서 [Z]를 선택하면 스캔 기능이 

해제됩니다.

 , 참고

사운드 설정하기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USB 비디오 재생하기 

1. USB 연결단자에 USB를 연결하세요.

 USB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USB 모드가 
실행됩니다.

2. USB를 제거하려면 다른 기능을 선택한 후  
USB를 제거하세요.

  USB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매체가 재생 중인 
상태에서 USB 비디오를 재생하려면 [HOME] 

버튼을 누른 후 [미디어]→[USB 비디오], 

[전석 USB 비디오] 또는 [후석 USB 비디오]를 
누르세요.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영상이 지원 
되지 않고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단,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더라도 기어가 P단이 아닐 
경우 영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후석 USB 비디오] 메뉴는 선택 사양입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파일을 일시정지 및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USB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
전체 화면)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전체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위 또는 
아래로 면 기본 모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5초 이내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전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74

USB 재생하기

이전/다음 파일 재생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파일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파일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파일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재생 중인 파일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길게 터치한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SSEEK/TRACKW]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길게 민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 중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 참고

이전/다음 파일 검색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파일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파일이 표시되었을 
때 "TUNE/FILE" 버튼 및 컨트롤러를 눌러 해당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헤드유닛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파일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파일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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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보기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에서 현재 재생 중, 
Jukebox로 복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여 재생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목록 화면>

2.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목록 메뉴 기능 설정하기

1. 목록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목록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목록 메뉴 화면>

•  [현재 재생 중]: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Jukebox로 복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Jukebox로 복사하는 방법은 77쪽 "USB 
비디오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랜덤

전체 파일을 순서 없이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랜덤]→[켜기]를 누르세요.

 랜덤 재생을 취소하려면 [끄기]를 누르세요.

전석 화면에 있는 [ ]를 선택하여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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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반복]을 누르세요.

3. 원하는 반복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반복]: 전체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 [폴더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폴더를 반복 

재생합니다.
• [한 곡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전석 화면에 있는 [ / / ]를 

선택해도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 전체 반복, : 폴더 반복

: 한 곡 반복

 , 참고

자막 설정

다중 자막을 지원하는 파일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설정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자막 설정]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자막으로 설정하세요.

• [자막 보기]: 자막 표시를 설정/해제합니다.
• [자막 언어]: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 언어를 

설정합니다. 
• [글자 크기]: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의 글자 

크기를 설정합니다. 

음성 설정

다중 음성을 지원하는 파일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성을 설정합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음성 설정]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음성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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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재생하기

USB 비디오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Jukebox로 복사]를 누르세요.

3.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복사]를 누르세요.

•  [복사]: 선택한 파일을 복사합니다.
• [전체 복사]: 전체 파일을 복사합니다.  
•  [선택 해제]: 선택한 파일을 해제합니다.
•  [취소]: Jukebox로 복사를 취소합니다.

파일 복사 중에는 화면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아이콘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참고

DivX  VOD

처음 사용시 DivX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등록하세요.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DivX  
VOD]를 누르세요.

2. 등록코드를 확인 후 http://vod.divx.com 
에서 등록하세요.

등록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DivX 영상은 
본 기기에서만 재생이 가능합니다.

 , 참고

화면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화면 설정]을 누르세요.

3. 화면 설정 기능은 153~155쪽 "화면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사운드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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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재생하기

USB 이미지 재생하기 

1. USB 연결단자에 USB를 연결하세요.

 USB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USB 모드가 
실행됩니다.

2. USB를 제거하려면 다른 기능을 선택한 후  
USB를 제거하세요.

  USB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매체가 재생 중인 
상태에서 USB 이미지를 재생하려면 [HOME] 
버튼을 누른 후 [미디어]→[USB 이미지], [전석 
USB 이미지] 또는 [후석 USB 이미지]를 누르세요. 

  안전을 위하여 차량이 주행 중에는 이미지가 
지원 되지 않고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더라도 기어가 P단이 아닐 
경우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후석 USB 비디오] 메뉴는 선택 사양입니다.

 , 참고

확대/축소하여 이미지 보기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리면 확 /축소가 가능하며, 
컨트롤러를 위/아래/좌/우로 면 위/아래/좌/
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이미지 보기

이전/다음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USB 표시화면 전환하기 (기본 모드 화면/
전체 화면)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전체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위 또는 
아래로 면 기본 모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5초 이내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전체 
화면]을 선택하면 전체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슬라이드쇼

이미지를 자동으로 순서 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슬라이드쇼]를 누르세요.

 슬라이드쇼가 시작됩니다.

3. 슬라이드쇼를 정지하려면 컨트롤러를 한번 
누르세요.

슬라이드쇼 설정

이미지 슬라이드쇼 간격을 5초, 10초, 20초, 30초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슬라이드쇼 설정]을 누르세요.

3. 원하는 슬라이드쇼 간격을 누르세요.



79

USB 재생하기

목록 보기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에서 현재 재생 중, 
Jukebox로 복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여 이미지 보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2. 목록 화면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 화면>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목록 메뉴 기능 설정하기

1. 목록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목록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목록 메뉴 화면>

•  [현재 재생 중]: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Jukebox로 복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Jukebox로 복사하는 방법은 79쪽 "USB 
이미지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화면 설정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화면 설정]을 누르세요.

3. 화면 설정 기능은 153~155쪽 "화면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USB 이미지 파일을 Jukebox로 복사하기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Jukebox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Jukebox로 복사]를 누르세요.

3.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후 [복사]를 
누르세요.

• [ 복사]: 선택한 파일을 복사합니다.
• [전체 복사]: 전체 파일을 복사합니다.  
•  [선택 해제]: 선택한 파일을 해제합니다.
•  [취소]: Jukebox로 복사를 취소합니다.

파일 복사 중에는 화면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아이콘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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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재생하기

iPod 화면구성

i
j
k
l
m

a cb

d

e

f

g

h

iPod 재생하기

a 모드 표시
  현재 실행 중인 모드를 표시합니다.

(후석 USB 단자가 있는 경우 "iPod (전석)" 
또는 "iPod (후석)"으로 표시되고, 후석 USB 
단자가 없는 경우 "iPod"으로 표시됩니다.)

b  파일 인덱스
 현재 파일/전체 파일 수를 표시합니다.

c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Menu
 iPod 메뉴를 표시합니다.

e 재생파일 정보
  아티스트, 파일명, 앨범명 정보를 표시합니다.

f 컨트롤 패널
 재생, 일시정지, 탐색, 검색 기능을 

제어합니다.

g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h 재생 시간                              
  재생 시간 정보를 표시합니다.

i 목록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j 랜덤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k 반복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l 스캔
 각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m 사운드 설정
 사운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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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재생하기

iPod 재생하기 

1. iPod 전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USB 
연결단자에 iPod을 연결하세요.

2. [HOME] 버튼을 누른 후 [미디어]→[iPod], 
[전석 iPod] 또는 [후석 iPod]를 누르세요.
iPod 모드가 실행됩니다.

3. iPod을 제거하려면 다른 기능을 선택한 후  
iPod을 제거하세요.

[후석 iPod] 메뉴는 선택 사양입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파일을 일시정지 및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 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 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정방향/역방향 탐색하기

재생 중인 파일을 빠르게 탐색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C/V]를 길게 터치한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SSEEK/TRACKW]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길게 민 후 
원하는 부분에서 손을 떼면 그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82

iPod 재생하기

이전/다음 곡 검색하기

이전/다음 파일을 검색합니다. 검색 중에는 파일명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파일명이 표시되었을 
때 "TUNE/FILE" 버튼 및 컨트롤러를 눌러 해당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상세설명

헤드유닛 "TUNE/FILE" 버튼을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곡이 표시되었을 때 누르세요.

목록 보기

목록을 검색하여 원하는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에서 현재 재생 중, 카테고리 
편집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검색하여 재생하기

1. 재생 화면에서 [목록]을 누르세요.

<목록 화면>

2. 재생목록, 아티스트, 앨범, 노래, iTunesU, 
Podcast, 오디오북, 작곡가, 장르의 
카테고리에서 곡을 선택하면 선택된 곡이 
재생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선택한 후 [목록]을 
선택해도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목록 메뉴 기능 설정하기

1. 목록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2. 목록 메뉴 화면에서 원하는 메뉴 선택에 따라 
기능이 실행됩니다.

<목록 메뉴 화면>

• [현재 재생 중]: 현재 재생 중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카테고리 편집]: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카테고리를 누르세요.→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원하는 위치로 이동 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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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재생하기

랜덤

전체 파일을 순서 없이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랜덤]→[켜기]를 누르세요.

 랜덤 재생을 취소하려면 [끄기]를 누르세요.

전석 화면에 있는 [ ]를 선택하여 랜덤 재생 

기능을 설정/해제합니다. 

 , 참고

반복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반복]을 누르세요.

3. 원하는 반복 모드를 누르세요.

• [전체 반복]: 전체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 [한 곡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전석 화면에 있는 [ / ]를 선택해도 반복 

재생 기능을 설정합니다.

: 전체 반복

: 한 곡 반복

 , 참고

스캔

각 파일의 앞 부분을 10초씩 재생합니다.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스캔]을 누르세요.

3. 바로 스캔 기능을 실행합니다.

재생화면에서 [Z]를 선택하면 스캔 기능이 

해제됩니다.

 , 참고

사운드 설정하기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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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기 (AUX) 재생하기 

외부기기 (AUX) 실행하기

AUX 모드는 외부 AUDIO 플레이어가 연결되어 
동작 중인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외부기기 연결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AUX 
입력단자에 외부기기를 연결하세요.

 

 외부기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AUX 모드가 
실행됩니다. 외부기기 연결용 케이블을 제거하면 
자동으로 이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외부기기 (AUX)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매체가 
재생 중인 상태에서 외부기기 (AUX)를  
재생하려면 [HOME] 버튼을 누른 후 

[미디어]→[AUX]를 누르세요. 

  외부기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외부기기 연결용 
케이블을 꽂아 놓으면 AUX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결용 케이블을 
탈거해서 보관하세요.

 , 참고

사운드 설정하기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외부기기 (AUX) 재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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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모드 실행하기

• 블루투스 오디오 모드는 블루투스 폰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재생 중 블루투스 폰의 연결을 해제하면 음악이 
종료됩니다.

• 휴 폰 기종에 따라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HOME]→[미디어]를 누르세요.

2. [블루투스 오디오]를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재생했던 곡이 재생됩니다.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블루투스 
오디오]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 참고

일시정지/재생하기

위치 상세 설명

전석 화면 • 재생 중 [dM]를 터치하세요.

• 일시정지 중 [dM]를 
터치하세요.

컨트롤러 • 재생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 일시정지 중 컨트롤러를 
누르세요.

휴 폰 기종에 따라 재생/일시정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이전/다음 곡 재생하기

이전/다음 곡을 재생합니다.

위치 상세설명

전석 화면 • [C/V]를 터치하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C]를 
터치하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헤드유닛 • [SSEEK/TRACKW] 버튼을 
누르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SSEEK] 버튼을 누르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컨트롤러 • 컨트롤러를 좌/우로 미세요.

• 재생시간 3초 이후에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휴 폰 기종에 따라  다음/이전 곡 재생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운드 설정하기

1. 재생 중 [Menu]를 누르세요.

2. [사운드 설정]을 누르세요.

3. 사운드 설정 기능은 150~153쪽  "사운드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블루투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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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시작하기

내비게이션의 일반정보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 운전 중 조작을 하는 경우 전방 주시 부주의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중에는 조작을 
하지 마세요.

• 주행중 지속적으로 주시하지 마세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실제의 교통규제에 따라 주행하세요. 
경로안내만으로 주행하면 실제의 교통규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주행 중에는 안전을 위하여 조작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 도로, 지명, 시설정보 등의 정보는 최신 정보가 
아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목적지 안내를 위하여 표시되는 경로는 목적지 
주변까지의 참고 경로입니다. 반드시 최단경로, 
정체가 없는 경로,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실제의 위치와 다른 장소에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상태, 차량의 
상태 (주행장소와 운전조건) 등에 의하여 
차량위치마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도로 등 지도 데이터가 실제의 도로형상과 
다른 도로를 주행할 시 차량위치마크가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지도의 
차량위치마크가 벗어난 경우라도 계속 주행하면 
잠시 후 맵매칭이나 GPS정보를 이용하여 현 
위치가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 정도 걸립니다.)

• 본 시스템은 GPS 정보와 각종 센서,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의 전파 정 도가 좋지 않은 
경우나 2개 이하의 인공위성 전파밖에 수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행시 적정 음량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성 안내는 실제 상황과 다를수 있으니 
실제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여 주십시오.

  맵매칭이란? 
GPS 정보 등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현 위치 
정보와 지금까지 주행하여 온 도로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도로에 차량위치마크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란?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 시스템)는 미국이 개발, 운용하고 있는 
항법시스템으로, 통상 4개 이상, 경우에 따라 
3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현재위치 
(경도,위도 등)를 파악할 수 있는 항법시스템 
입니다. 이 항법시스템은 GPS정보와 각종 센서, 
도로지도데이터 등과 더불어 내비게이션에 
이용됩니다.

 , 참고

내비게이션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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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시작하기

지도에 대하여

도로, 지명, 시설정보, 요금은 지도 데이터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정책에 따라 안내되는 톨게이트 
요금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말 할증/
하이패스 할인 등)

  지도 제작에 있어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개량, 신규도로공사 
등에 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현지 조사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지명, 
시설정보, 요금 등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그 성격상 도로누락, 도로형상, 도로명칭, 
시설명칭, 요금 등의 오차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폭이 3 m 미만의 구간을 포함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지도 저장매체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나 최신측량에 의해 도로의 
폭이 3 m 미만의 구간을 포함하는 도로로 
판단된 도로는 지도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때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

GPS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GPS정보를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빌딩, 터널 등 인공위성의 전파가 차단된 경우

• GPS안테나 위에 물건을 두는 등 전파가 차단된 
경우

• 인공위성이 전파를 방출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추적관제센터에서 신호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수리 등으로 전파가 방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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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시작하기

지도 화면 구성

a

b
c
d

e

a 현재시간 표시

b  

 HOME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  지도 방향 표시

 지도를 차량 방향 또는 북쪽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 : 주행방향 표시, 2D 화면 (차량의  

진행방향이 항상 위를 향하도록 지도를  
표시합니다.)

- : 주행방향 표시, 3D 지도 화면  

(지도상의 건물 등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지도를 표시합니다.)

- : 지도고정 표시, 2D 화면 (차량의  

진행방향과 관계없이 항상 북쪽이 위로 
향하도록 지도를 표시합니다.)

GPS 수신상태 표시

 - 수신: 컬러 표시

 - 미수신: 회색 표시

d  내비게이션 사운드 팝업

 내비게이션 사운드 팝업을 표시합니다.

- : 음성안내 실행

- : 음성안내 중지

- : 내비게이션 볼륨이 증가합니다.

- : 내비게이션 볼륨이 감소합니다.

- : 내비게이션 볼륨을 조절합니다.

- [내비게이션 안내음을 오디오 음량보다 
우선하여 출력합니다.] 박스를 체크하면, 
내비게이션 안내 시 오디오 음을 감량합니다.

e 지도 확대/축소 및 축척 표시

25 m~100 km 레벨까지 원하는 축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지도를 확

- : 지도를 축소 

-  (Auto 비활성화): 축척 고정 ( /  

를 눌러 원하는 축척에 따라 변경) 

-  (Auto 활성화): 축척 자동 (도로에 따라 

자동으로 축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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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시작하기

n
o
p

s

q

t

r

u

i j

f

l mk

g

h

f   MENU
 팝업메뉴를 표시합니다.

g   경로표시
 목적지 설정했을 때 현재 차량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표시됩니다.

h   차량 위치 표시 마크
 현재 차량의 위치와 차량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표시합니다.

i  [간단] 메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 내비 기능을 제공합니다.

j   현재 위치 및 목적지 지명 표시
 현재 위치 및 목적지의 지명을 표시합니다.

k   도착예정시간 및 남은 거리
 목적지까지의 도착 예정시간 및 남은 거리 

정보를 표시합니다.

l   안내중지/ 안내 재시작
 설정된 목적지까지의 경로 안내를 중지 및 

재시작 합니다.

m 우 화면 모드

 오른쪽 화면을 [전체 지도 모드] 또는 [턴 
리스트 모드]로 설정합니다. 

n   경로 변경
 설정된 목적지까지의 경로 안내를 취소하거나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o   목적지 검색
 각종 목적지 검색 메뉴를 표시합니다.

p   주변 검색
 주변시설을 검색합니다.

q   자차 위치 등록
 현재의 위치를 [등록지점]에 등록합니다.

r   내비 음량

 내비 음성 안내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s   설정

 각종 설정 메뉴를 표시합니다.

t   TPEG 교통정보

 TPEG 교통정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u   내비 메뉴

 내비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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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시작하기

내비게이션 작동하기

내비게이션 시작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HOME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내비게이션]을 누르세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표시됩니다.

현위치 표시

시스템 사용 중 헤드유닛 또는 조작키의 [MAP 
VOICE]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현재 위치 및 주변 
지도,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됩니다.

지도 축척 전환하기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리거나 지도 화면의 [ ]/

[ ]를 눌러 지도의 축척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내비 음량 조절하기

내비 음성 안내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1. [MENU]→[내비 음량]을 누르세요.

• [내비 음량 조절]: 내비 음량을 조절합니다.
•  [음소거] 박스를 체크하면 음소거가 

설정됩니다.
• [내비 안내음 우선]: [내비 안내음 우선] 

박스를 체크하면 내비게이션 안내를 오디오 
음량보다 더 크게 출력합니다.

내비 설정

1. [MENU]→[설정]을 누르세요.

• [자동 축척 조절], [입체건물 간소화], 
[교통 정보 표시]를 선택하여 원하는 지도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우 화면 모드]: 오른쪽 화면을 [턴 리스트 
모드] 또는 [지도 모드]로 설정합니다.

• [지도 모드]: 지도 화면을 [주행방향 표시],
[3D 지도 표시], [지도고정 표시]로 
설정합니다.

• [다른설정]: 148~150쪽 "내비게이션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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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시작하기

최근 목적지 바로 안내

내비게이션을 처음 시작할 때 약 10초간 "최근 
목적지 바로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때 목록 
중 하나를 누르면 바로 길안내가 시작됩니다. 
(설정된 경로가 없을 때만 표시됩니다.)

자차 위치&카메라 등록하기

현재 차량 및 카메라의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MENU]→[자차 위치 등록]을 누르세요.

2. [카메라 등록] 또는 [현위치 등록]->[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 [그룹1], 
[그룹2] 또는 [그룹3]을 누르세요.

 현재 차량의 위치는 [등록지점] 메뉴의 [그룹1], 
[그룹2], [그룹3] 또는 [특별등록지점]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카메라의 위치는 [등록지점] 메뉴의 
[등록카메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등록된 위치를 확인하려면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 참고

등록지점을 등록/편집/삭제하기

관심지점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목적지를 설정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등록지점을 편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등록하기

우리집, 사무실 또는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특별지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MENU]→[목적지 검색]을 누르세요.

2. [우리집 등록], [사무실 등록], [특별1 등록] 
또는 [특별2 등록]을 누르세요.

3. 알림창에서 [예]를 누르세요.

4.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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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르세요.

6. [확인]을 누르세요.

<우리집 등록 화면의 예>

  등록된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확인하려면 [MENU]→[목적지검색]→[등록 
지점]→[특별등록지점]을 누르세요.

  [우리집]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려면 97쪽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로 목적지 설정”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사무실]로 목적지를 설정하려면 97쪽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로 목적지 설정”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특별1] 또는 [특별2]로 목적지를 설정하려면 
97쪽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로 목적지 
설정”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 참고 등록된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편집하기

1.  [MENU]→[목적지검색]→[등록 지점]→ 
[특별등록지점]→[Menu]→[편집]을 
누르세요.

2. 편집할 지점을 선택하세요. (예: 우리집)

3.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편집하세요.

•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편집 후 [ ]을 

누르세요.
•  [지도 이름 표시]: 지도에 이름 표시 On/

Off를 설정합니다.
•  [등록지음성알림]: 등록지 도착시 음성알림 

On/Off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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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삭제하기

1.  [MENU]→[목적지검색]→[등록 지점]→ 
[특별등록지점]→[Menu]→[삭제]를 
누르세요.

2. 원하는 항목을 누른 후 [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항목을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항목을 전체 선택하려면 [전체 선택]을 

누르세요.

등록지점을 등록하기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지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2. 그룹을 선택하세요. [그룹1], [그룹2] 또는 
[그룹3]을 누르세요. (예:그룹1)

3. [Menu]→[추가]를 누르세요.

4.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원하는 지점을 
설정하세요.

5.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르세요.

6. 원하는 명칭을 입력한 후, [ ]을 누르세요. 

(예:거래처)

7. 지점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하려면 97쪽 
“등록지점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 참고

등록지점을 편집하기

1.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세요. (예:그룹1)

3. [Menu]→[편집]을 누르세요.

4. 편집할 지점을 누르세요. (예: 거래처)

5.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편집하세요.

•  [명칭]: 명칭을 편집 후 [ ]을 누르세요.

•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편집 후 [ ]을 

누르세요.
•  [심볼]: 지도에 표시할 심볼을 설정합니다.
•  [그룹]: 원하는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  [특별등록지점]: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 또는 설정안함으로 설정합니다.
•  [지도 이름 표시]: 지도에 이름 표시 On/

Off를 설정합니다.
•  [등록지음성알림]: 등록지 도착시 음성알림 

On/Off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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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점을 정렬하기

1.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세요. (예:그룹1)

3. [Menu]→[명칭순], [등록일순] 또는 
[심볼순]을 누르세요.

•  [명칭순]: 가나다 순으로 지점을 정렬.
• [등록일순]: 먼저 등록한 순으로 지점을 

정렬.
•  [심볼순]: 심볼순으로 지점을 정렬.

등록지점의 그룹명 변경하기

1.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세요. (예:그룹1)

3. [Menu]→[그룹명 변경]을 누르세요.

4. 원하는 그룹명으로 변경 후, [ ]을 

누르세요.

등록지점을 삭제하기

1.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2.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세요. (예:그룹1)

3. [Menu]→[삭제]를 누르세요.

4. 원하는 항목을 누른 후 [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항목을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항목을 전체 선택하려면 [전체 선택]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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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검색 화면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을 누르세요.

a
b
c

f

d

g

e

h

a 통합검색

 전체 명칭이나 초성, 전화번호, 주소 등을 검색 후,
검색된 결과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96쪽 참고)

b  최근사용지점

 전체, 최근목적지, 최근출발지, 최근검색지 
등으로 목적지를 검색합니다. (97쪽 참고)

c  등록지점

 등록지점 메뉴 (그룹1, 그룹2, 그룹3, 
특별등록 지점)에 등록된 목적지를 
검색합니다. (97쪽 참고)

d  우리집

 우리집을 목적지로 검색합니다. (97쪽 참고)

e 사무실

 사무실을 목적지로 검색합니다. (97쪽 참고)

f  특별1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특별1을 목적지로 
검색합니다. (97쪽 참고)

g  특별2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특별2를 목적지로 
검색합니다. (97쪽 참고)

h  다른검색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검색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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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전체 명칭이나 초성,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여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통합검색]을 누르세요.

2. 전체 명칭이나 초성,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세요.
(예: 서울시청)

3.  목록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누르세요.
(예: 서울시청 [남산별관])

4. [목적지 설정]을 누르세요. 

• 현재 선택한 위치를 등록하려면 [위치등록]을 
누르세요. 등록지점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위치를 확인하려면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 현재 선택한 위치의 주변 시설을 
검색하려면 [주변검색]을 누르세요. 101쪽 
“주변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 경로를 설정한 이후에 다른 목적지를 
설정하려면 [목적지 변경]을 누르세요.

• 목적지 설정 이후에 경유지를 추가하려면 
[경유지 추가]를 누르세요. 이후 동작은 
105쪽 “경유지 추가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 전화를 걸려면 [전화]를 누르세요. 전화번호 
정보가 없거나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 상세정보를 확인하려면 [상세정보]를 
누르세요.

5. 원하는 경로 (추천1, 추천2 또는 거리)를 
누르세요. (예: 추천1)

• [블루링크(실시간)]: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활용한 경로를 안내합니다.

• [단말추천(TPEG)]: TPEG 및 통계 교통 
정보를 활용한 경로를 안내합니다.

6. [안내시작]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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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사용지점으로 목적지 설정

전체, 최근목적지, 최근출발지, 최근검색지 등으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최근사용지점]을 누르세요.

2. 목록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누르세요.
(예: 서울시청 [남산별관])

• [전체]: 모든 지점을 표시
•  [최근목적지]: 최근에 목적지로 설정된 

지점을 표시
•  [최근출발지]: 최근에 출발지로 설정된 

지점을 표시
•  [최근검색지]: 최근에 검색한 지점을 표시

3. 리스트를 선택한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등록지점으로 목적지 설정

등록지점 메뉴 (그룹1, 그룹2, 그룹3, 특별등록 
지점, 등록카메라)에 등록된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등록지점]을 누르세요.

2. 목록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누르세요.
(예: 서울시청 [남산별관])

3. 리스트를 선택한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로 
목적지 설정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에 저장된 지점을 
목적지로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누르세요.

2.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우리집/ 사무실/ 특별1/ 특별2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91쪽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등록하기” 파트를 참고하여 등록하여 주십시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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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역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네이버에 등록된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역검색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블루링크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다른검색]→[네이버 지역검색]을 
누르세요.

2. 목록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누르세요.

3.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주소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일반주소, 새주소, 동이름, 길이름 검색으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다른검색]→[주소]를 누르세요.

<주소검색 화면>

• [일반주소]: 지번주소 검색으로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 [새주소]: 새주소검색으로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 [동이름검색]: 동 이름을 입력하여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 [길이름검색]: 길 이름을 입력하여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일반주소 검색

1. 주소검색 화면에서 [일반주소]를 누르세요.

2. 도/광역시→시/군/구→읍/면/동 순서 로 
누르세요.

 오른쪽에 있는 점프 버튼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름의  초성을 
누르세요. (서울특별시는 “ㅅ”를 누르세요.)

3. 번지를 입력하고 [ ]를 누르세요.

  번지를 입력하지 않고 [ ]를 누를 경우, 해당 

지역의 표 번지로 이동합니다.

  번지를 일부만 입력할 경우 여러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번지를 누르세요.

 , 참고

4.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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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검색

1. 주소검색 화면에서 [새주소]를 누르세요.

2. 도/광역시→시/군/구→길이름을 순서 로 
누르세요.

 오른쪽에 있는 점프 버튼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름의  초성을 
누르세요. (서울특별시는 “ㅅ”를 누르세요.)

3. 번지를 입력하고 [ ]를 누르세요.

  건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 ]를 누를 경우, 

해당 지역의 표 도로로 이동합니다.

  건물번호를 일부만 입력할 경우 여러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항목을 누르세요.

 , 참고

4.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동이름 검색

1. 주소검색 화면에서 [동이름검색]을 누르세요.

2. 동이름을 입력한 후 [ ]를 누르세요.

3. 원하는 목록을 누르세요.

4. 번지를 입력하고 [ ]를 누르세요.

  번지를 입력하지 않고 [ ]를 누를 경우, 해당 

지역의 표 번지로 이동합니다.

  번지를 일부만 입력할 경우 여러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번지를 누르세요.

 , 참고

5.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길이름 검색

1. 주소검색 화면에서 [길이름검색]을 누르세요.

2. 길이름을 입력한 후 [ ] 버튼을 누르세요.

3. 원하는 목록을 누르세요.

4. 도로 번호를 입력하고 [ ]를 누르세요.

  건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 ]를 누를 경우, 

해당 지역의 표 도로로 이동합니다.

  건물번호를 일부만 입력할 경우 여러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항목을 누르세요.

 , 참고

5.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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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식사, 쇼핑, 숙박 등 다양한 시설 카테고리를 
통하여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다른검색]→[시설]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시설 목록을 누르세요. 
(예: 식사→식사전체)

3. 원하는 목록을 누르세요.

4.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가볼만한 곳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추천 맛집, 추천 여행, 테마거리, 캠프장 등 레져 
및 문화 생활과 관련된 시설을 항목별로 검색하여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 
→[다른검색]→[가볼만한 곳]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시설을 누르세요. (예: 추천맛집)

• 가나다 순으로 지점을 정렬하려면 
[Menu]→[명칭순]을 누르세요.

• 거리순으로 지점을 정렬하려면 
[Menu]→[거리순]을 누르세요.

• 지역을 선택하여 항목을 검색하려면 
[Menu]→[지역선택]을 누르세요.

• 내용검색으로 항목을 선택하려면 
[Menu]→[내용검색]을 누르세요.

3. 원하는 목록을 누르세요. (예: 100억카페)

4.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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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정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한번 등록한 경유지, 목적지로 구성된 등록 여정은 
다시 설정할 필요없이 필요할 때 불러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정을 등록하려면 106쪽 "여정 등록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다른검색]→[등록 여정]을 누르세요.

2. 원하는 목록을 누르세요. 

3. [경로탐색]을 누르세요. 

4. 경로탐색이 완료되면 [안내시작]을 누르세요. 

이전지도로 목적지 설정

지도에서 이전에 표시되었던 선택 위치를 
표시합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목적지 
검색]→[다른검색]→[이전지도]를 누르세요.

2.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주변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현위치 주변, 목적지 주변, 경로 주변, 선택지 
주변, 지역 주변의 시설 카테고리를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MENU]→[주변 검색]을 
누르세요.

• 다른 시설을 검색하려면 [다른 시설 검색]을 
누르세요.

• 지도상에 아이콘 표시 유무를 설정하려면 
[지도 표시 설정]을 누르세요.

• 시설 항목을 편집하려면 [시설편집]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시설 카테고리를 누르세요. 
(예: 주유소)



102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

3. 원하는 목록을 누르세요. 

•  [현위치주변]: 차량의 현위치 주변의 시설 
검색

•  [목적지주변]: 목적지 및 경유지 주변의 
시설 검색

•  [경로주변]: 경로 주변의 시설 검색
•  [선택지주변]: 선택지 주변의 시설 검색
• [지역주변]: 지역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 

주변의 시설 검색
4.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스크롤로 목적지 설정

현재 표시하고 있는 지도에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지도 화면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거나 
컨트롤러로 위/아래/좌/우/ 각선으로 
미세요.

 선택한 지점이 화면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계속 
선택하면 지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2. [MENU]→[목적지 설정]을 누르세요.

3 이후 동작은 96쪽 "통합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세요.

   스크롤로 지도를 움직이면 지도가 고정되어 
차량이 이동하여도 지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헤드유닛 또는 조작키의 [MAP VOICE] 버튼을 
누르면 현위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롤로 지도를 이동했을 때, 화면 상단에 
지명을 표시합시다.

   지도를 이동한 경우에는 지도방향이 전환되지 
않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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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화면

목적지를 설정한 후, 지도 화면에서 [MENU]→[경로 변경]을 누르세요.

a
b
c

f

d

g

e

내비게이션의 경로 설정

a 안내중지/ 안내 재시작

 현재 설정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중지 및 
재시작 합니다. (104쪽 참고)

b  현재옵션 재탐색

 목적지까지 현재 탐색조건으로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104쪽 참고)

c  탐색 조건 변경

 현재 설정된 목적지까지 다양한 경로탐색 
조건 변경으로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104쪽 참고)

d  경로편집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가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며, 해당 지점들을 편집하거나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5쪽 참고)

e 전체경로

 현재 설정된 목적지에 한 전체경로 정보를 
확인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106쪽 참고)

f  경로정보

 현재 설정된 목적지까지 경로의 전체거리, 
예상시간, 도착시각, 요금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회피구간 설정이나 상세구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7쪽 참고)

g  경로스캔

 목적지까지 경로를 구간별로 미리보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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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지

현재 설정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취소합니다.

[MENU]→[경로 변경]→[안내중지]를 누르세요.

현재옵션 재탐색

목적지까지 현재 탐색조건으로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1. [MENU]→[경로 변경]→[현재옵션 재탐색]을 
누르세요.

• [안내시작]: 목적지까지 경로안내 시작
•  [탐색 조건 변경]: 다양한 경로탐색 조건 

변경을 통한 경로 재탐색 가능
•  [경로정보]: 경로의 전체 거리, 예상 시간, 

요금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회피구간 설정 
후 경로 재탐색 가능

•  [경로스캔]: 목적지까지 구간별로 경로를 
스캔 (107쪽 참고)

•  [경로편집]: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가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며, 해당 지점들을 
편집하거나 순서를 수정 (105쪽 참고)

탐색 조건 변경

현재 설정된 목적지까지 다양한 경로탐색 조건 
변경으로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습니다.

1. [MENU]→[경로 변경]→[탐색 조건 변경]을 
누르세요.

2. 원하는 탐색 조건을 선택하세요. 

• [블루링크]: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활용한 
경로 탐색

• [단말추천1]: TPEG 교통 정보를 활용한 
경로 탐색

• [단말추천2]: TPEG 및 통계 교통 정보를 
활용한 경로 탐색

• [최단거리]: 목적지까지의 짧은 거리의 경로 
탐색

•  [고속도로 이용 최소화]: 고속도로 이용을 
최소화하는 경로 탐색

•  [유료도로 이용 최소화]: 유료도로 이용을 
최소화하는 경로 탐색

3. [경로탐색]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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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편집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가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며, 해당 지점들을 편집하거나 여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유지 추가하기

목적지를 설정한 이후, 경유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곳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미 
세 곳이 추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추가되어있는 
경유지를 삭제한 후 다시 추가하세요.

1. [MENU]→[경로 변경]→[경로편집]을 
누르세요.

2. [경유지 추가]를 누르세요.

3. [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경유지를 설정하세요.

4. 경유지를 더 추가하려면 2~3 단계를 반복하여 

추가하세요.

5. [경로탐색]을 누르세요.

목적지/경유지 지도보기 및 삭제하기

1. [MENU]→[경로 변경]→[경로편집]을 
누르세요.

2. 경유지 및 목적지를 누른 후, [지도보기] 또는 
[삭제]를 누르세요.

경로 순서 변경하기

추가된 경유지가 있을 경유, 경유지간끼리 또는 
경유지와 목적지간끼리 경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MENU]→[경로 변경]→[경로편집]을 
누르세요.

2. 경유지 및 목적지를 누른 후, [경유지 
순서변경]을 누르세요.

3. 경유지 및 목적지를 눌러 순서를 변경하세요.

4. [경로탐색]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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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등록하기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사이의 경로를 
등록합니다. 다시 설정할 필요없이 필요할때 
불러와 주행할 수 있습니다.

1. [MENU]→[경로 변경]→[경로편집]을 
누르세요.

2. [여정등록]을 누르세요.

3. 여정 이름을 입력한 후, [ ]을 누르세요.

등록된 여정으로 경유지 및 목적지를 탐색하려면 
101쪽 “등록 여정 검색으로 목적지 설정”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 참고

전체경로

현재 설정된 목적지에 한 경로 정보를 확인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MENU]→[경로 변경]→[전체경로]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전체경로 화면>

•  [안내시작]: 목적지까지 경로안내 시작
•  [탐색 조건 변경]: 다양한 경로탐색 조건 

변경을 통한 경로 재탐색 가능
•  [경로정보]: 경로의 전체 거리, 예상 시간, 

요금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회피구간 설정 
후 경로 재탐색 가능

•  [경로스캔]: 목적지까지 구간별로 경로를 
스캔 (107쪽 참고)

•  [경로편집]: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가 
리스트 형태로 표시되며, 해당 지점들을 
편집하거나 순서를 수정 (10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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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의 경로 설정

경로정보

현재 설정된 목적지까지 전체거리, 예상시간, 도착 
예상 시각, 요금정보, IC, 도로 정보 등을 볼 수 
있으며 회피구간을 지정하거나 상세구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정보/상세구간정보 확인하기

현재 설정된 목적지까지 경로정보/상세구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NU]→[경로 변경]→[경로정보]를 누르세요.

<경로정보 화면>

회피구간 지정하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회피할 도로를 
설정합니다.

1. [MENU]→[경로 변경]→[경로정보]를 
누르세요.

2. 회피할 도로를 누르세요.

3. [재탐색]을 누르세요.

경로스캔

목적지까지 경로를 구간별로 미리보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ENU]→[경로 변경]→[경로스캔]을 
누르세요.

•   [ ]: 출발지로 이동합니다.

•   [ ]: 이전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   [ ]: 다음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   [ ]: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   [ ]: 드래그하여 원하는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   [ ]: 경로스캔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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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의 경로 설정

TPEG 교통정보

지상파 DMB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전달하여, 편리한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TPEG은 교통 정보, 사고속보, 공지, 뉴스 정보를 
안내합니다.

정보가 수신되지 않은 항목은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권역별 교통정보

전국의 주요도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부산, 광역시 등 
권역별로 원할, 서행, 정체 등의 소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ENU]→[TPEG 교통정보]→[권역별 
교통정보]를 누르세요.

2. 확인하고자 하는 도로를 (예: "한강주변 
전체"의 교통정보를 확인 할 경우 
[서울]→[한강주변전체]를 누르세요.) 
선택하세요.

3.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MENU]→[즐겨찾기]를 누르세요.

고속도로 교통정보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소통 정보를 주요 
권역과 노선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ENU]→[TPEG 교통정보]→[고속도로 
교통정보]를 누르세요.

2. 확인하고자 하는 도로를 (예: "전국 전체"의 
교통정보를 확인 할 경우 [전국 전체]를 
누르세요.) 선택하세요.

3.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MENU]→[즐겨찾기]를 누르세요.



109

내비게이션의 경로 설정

도로검색

도로명을 직접 입력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ENU]→[TPEG 교통정보]→[도로검색]을 
누르세요.

2. 도로명을 입력하세요. (예: "강남 로") 

3. 검색어 목록에서 [강남 로]를 누르세요.

4.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MENU]→[즐겨찾기]를 누르세요.

사고속보

각 지역별 사고/공사/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내용과 해당지점을 
표시하여, 경로에 사고지점 존재시 회피가 
가능합니다.

1. [MENU]→[TPEG 교통정보]→[사고속보]를 
누르세요.

2. 사고속보화면에서 [Menu]를 누르면 속보 
리스트의 정렬 방법 및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리스트 선택시 해당 지점으로 이동 및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로위에 
존재시 [유고지역 회피탐색]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안내중인 경로상에 사고정보가 발생하면 
사고정보안내화면으로 전환하여 회피탐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속보는 지도화면에서 심볼로 표시됩니다.

 , 참고

공지

수신된 TPEG 공지 정보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1. [MENU]→[TPEG 교통정보]→[공지]를 
누르세요.

 공지정보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2. TPEG 공지 화면에서 리스트 항목을 
누르세요.

3. 상세정보 화면에서 각 공지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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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카테고리 별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1. [MENU]→[TPEG 교통정보]→[뉴스]를 
누르세요.

2. 뉴스 리스트 화면에서 관심 카테고리를 
누르세요.

3. 카테고리 화면에서 뉴스 제목을 누르세요.

4. 상세정보 화면에서 각 뉴스의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즐겨찾기에 등록된 교통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MENU]→[TPEG 교통정보]→[즐겨찾기]를 
누르세요.

2. 도로명칭을 누르세요.  (예: "강남 로") 

3. 즐겨찾기에 등록된 교통정보를 삭제하려면 
[MENU]→[삭제]를 누르세요.

 최근순/명칭순으로 즐겨찾기 목록을 
정렬하려면 [최근순]/[명칭순]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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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매칭을 사용한 현 위치 표시

본제품은 GPS의 위치 자료와 자동차 내의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정보를 통합하여 
차량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여 현재의 위치를 
화면에 보여 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위치 정보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맵 매칭이라는 방법에 
의해 디지털 도로 지도의 도로상에 맞도록 
표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도로에서 실제 
차량이 주행한 
그림

맵 매칭을 하지 
않고 지도상에 
표시했을 때의 
그림

맵 매칭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차의 
위치가 지도의 
도로상에 일치하도록 
맵 매칭된 그림

맵 매칭이 부정확 할 경우  

맵 매칭을 하더라도 도로의 여건 및 GPS 상태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PS가 약 15m 가량의 
위치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위치와 화면에 보이는 위치가 차이날 
수 있으나, 고장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GPS 불량으로 위치계산이 부정확한 경우

• 빌딩, 터널, 지하도 등에서 전파가 약해지거나 
전달되지 않을 때

• 인공위성의 전파가 전달되지 않을 때 (미국의 
추적관리센터에서 인공위성의 수리, 개량을 
위해 전파를 정지 시킬 수 있음)

•  GPS 안테나 위에 물건을 올려 놓아 전파가 
약해질 때 (특히, 금속성 물질이나 휴 폰 
같은 것이 GPS 안테나 부근에 놓여 있을 
때) 

• 태양의 흑점 활동이 심할 때

주변 지형에 의해 위치추적이 불량한 경우

• 가까이 평행한 도로가 있는 곳에서 주행할 때

• 바둑판처럼 반듯한 격자형 도로에서 주행할 때

•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급한 고갯길을 주행할 때

• 각도 차가 적은 Y자 도로를 주행할 때

• 입체 회전 교차로 등을 회전하며 주행할 때

• 회전반경이 좁은 원형, P자형 도로를 주행할 때

• 지하 주차장 등 GPS 위성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동을 걸어 도로로 나올 때 
(일정 시간 동안)  

• 고가도로 밑 등 간헐적으로만 GPS 신호를 
받는 곳에서 서행으로 주행할 때

• 빌딩숲 등으로 인해 GPS 신호에 심한 왜곡이 
생기는 시내 구간을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의 맵 매칭에 대하여

내비게이션의 맵 매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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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안내의 기본개념

경로탐색 완료 후 전체경로 화면에서 [안내시작] 
버튼 또는 헤드유닛의 “MAP VOICE” 버튼을 
선택하면, 경로안내가 시작되며 운전자는 
화면표시와 음성안내를 받으며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경로안내는 현지점에서 방향의 변동 및 목적지를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으로 기본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 안내를 시작하면 첫번째 안내를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차량이 탐색경로 상에 있을 때는 첫번째 회전에 
한 안내를 합니다.

2. 각 회전 안내를 들으면서 주행을 합니다.

3.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면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성안내를 종료합니다.” 란 안내를 
해줍니다.

일반도로에서의 경로안내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및 분기를 위한 음성안내를 
수행합니다. 

보통 3회의 안내가 나오며 그 시점은 700m, 
300m, 그리고 교차로 약 100m 부근입니다. 

도로의 형태에 따라 음성안내가 다르게 나오는데 
아래에 각각에 한 설명이 있습니다.

회전안내는 교차로의 형태 (3거리, 4거리, 로타리 
등)에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안내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경로안내에 대하여

내비게이션의 경로안내에 대하여

경로안내 중에 회전하는 교차점, 목적지 등의 근처에 가면 회전하는 방향 등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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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의 경로안내에 대하여

목적지 안내 

목적지에 가까이 도달했을 경우에 주변에 왔음을 
안내합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목적지 
주변입니다. 음성안내를 종료합니다.”라는 안내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경로안내

고속도로에서는 3 km, 1 km, 500 m 전에, 
고속화 도로에서는 2 km, 1 km, 500 m 전에 
안내를 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및 주행 시에는 입, 출구 또는 
다른 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에서 음성안내를 
실시합니다. 안내시점은 입구에서는 
일반도로 안내시점과 동일하며, 출구 및 분기 
지점의 경우는 약 3 km, 1 km, 500 m 전에 
안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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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안내 모드

화면의 우측 상단에 1번째와 2번째 턴 정보, 
잔여거리, 방면 명칭 등이 표시됩니다.

톨게이트 모드

목적지 안내중 톨게이트 접근 시 톨게이트 안내 
화면이 표시됩니다.

교차로 확대 모드

회전이 필요한 교차로에 접근 시, 교차로를 자세히 
안내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지도데이터에 정보가 없는 교차점에서는 
차선표시, 교차점명칭표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차선표시, 교차점명칭표시는 실제의 교차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차로 확  모드 화면은 다소 늦거나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 참고

턴리스트 모드

경로 상의 TBT (Turn By Turn)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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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랜드마크 소개

2D 랜드마크 소개

식사

패스트푸드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피자헛

패스트푸드 버거킹

패스트푸드 KFC

패스트푸드 파파이스

패스트푸드 배스킨라빈스

패스트푸드 도미노피자

패스트푸드 미스터피자

패스트푸드 던킨도너츠

패 리레스토랑 T.G.I.F

패 리레스토랑 씨즐러

패 리레스토랑 베니건스

패 리레스토랑 베네치아

패 리레스토랑 마르쉐

패 리레스토랑 토니로마스

패 리레스토랑 아웃백스테이크

식사

패 리레스토랑 프레스코

패 리레스토랑 빕스

일식 표

양식 표

중화 표

주점 표

도시락 표

찻집 표

프랑스요리 표

이탈리아요리 표

한식요리 표

뷔페 표

분식 표

기타 표

기타 Seafood

상점
일반 표

편의점 표

상점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Buy The Way

편의점 CU

편의점 Ministop

편의점 GS25시

편의점 조이마트

편의점 씨스페이스

편의점 OK Mart

수퍼마켓 표

할인매장 롯데마트

할인매장 E마트

할인매장 킴스클럽

할인매장 코스트코홀세일

할인매장 그랜드마트

할인매장 농협하나로클럽

할인매장 홈플러스

할인매장 2001OUTLET

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

2D 지도에 시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지도의 표시 축척에 따라 심볼의 크기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도정보의 업데이트에 따라 심볼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심볼은 일부분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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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백화점 표

백화점 롯데

백화점 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그랜드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AK플라자

쇼핑센터 표

가전점 표

가전점 전자랜드

가전점 하이마트

가전점 테크노마트

가전점 컴퓨터 리점

가전점
삼성전자 

리점

가전점
LG전자 

리점

의류품 표

케이크/과자/빵 표

상점

꽃 표

문구 표

약국 약국/약방

화장품 표

가방/구두 표

보석/귀금속 표

카메라/시계 표

안경 표

책 표

가구/인테리어 표

글라스/도자기 표

CD/Video 여/
판매

표

주류 표

전문매장 의류전문매장

전문매장 농협판매장

전문매장 수협판매장

전문매장 축협판매장

면세점 표

상점
종합시장 표

서비스센터 표

자동차

일반 표

주유소 SK

주유소 GS

주유소 S-Oil

주유소 OIL-Bank

주유소 농협주유소

주유소 알뜰주유소

주유소 SK셀프

주유소 GS셀프

주유소 S-Oil셀프

주유소 OIL-Bank셀프

주유소 셀프기타

주차장 표

카용품점 표

자전거/오토바이 표

렌터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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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영업소/딜러 표

자동차영업소/딜러 현

자동차영업소/딜러 기아

자동차영업소/딜러 쉐보레

자동차영업소/딜러 르노삼성

자동차영업소/딜러 쌍용

자동차영업소/딜러 기타외제차딜러

자동차영업소/딜러 Audi

자동차영업소/딜러 BMW

자동차영업소/딜러 M-Benz

자동차영업소/딜러 VolksWagen

자동차영업소/딜러 SAAB

자동차영업소/딜러 Volvo

자동차영업소/딜러 Chrysler

자동차영업소/딜러 Ford

자동차영업소/딜러 GM

자동차영업소/딜러 Honda

자동차영업소/딜러 Toyota

자동차

자동차영업소/딜러 MOTORRAD

부품판매 표

부품판매 현

부품판매 기아

부품판매 한국타이어

정비소 표

정비소
직영서비스
센터 (현  
블루핸즈)

정비소
직영서비스
센터 (기아 
오토큐)

정비소
직영서비스
센터 (쌍용)

정비소
지정공장 
(현  블루핸즈)

정비소
지정공장  
(기아 오토큐)

충전소 표

충전소 SK

충전소 E1

충전소 S-Oil

충전소 OIL-Bank

자동차

충전소 GS

전기충전소 표

수소충전소 표

CNG충전소 표

견인보관소 표

숙박

일반 표

호텔 표

민박 표

펜션 표

유스호스텔 표

콘도미니엄 표

모텔/여관 표

방갈로 표

놀이/여행

동/식물원 동물원

동/식물원 식물원

수족관 표

골프 골프연습장

골프 골프장

2D 랜드마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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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여행

온천 표

스키장 눈썰매장 

스키장 스키장

유원지 표

여행사/항공사 여행사

여행사/항공사 항공사

취미/레저 표

취미/레저 낚시터

취미/레저 경륜장

취미/레저 경마장

영화관 표

공연/소극장
소극장/
공연장

스포츠시설 표

노래방 표

게임 PC방

카지노 표

캠프장
캠프장/
오토캠프장

놀이/여행

관광지 표

관광지 해수욕장

관광지 명산

공공시설

일반 표

민원기관
특별시청/
광역시청

민원기관 도청

민원기관 시청

민원기관 구청

민원기관 군청

민원기관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민원기관 읍사무소

민원기관 면사무소

민원기관 리사무소

치안기관 표

치안기관
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공공시설

치안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파출소/
출장소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일반병원

기타의료기관 표

공원 국/도립공원

공원 일반공원

시민/구민회관
시민회관/
구민회관/
마을회관

컨벤션센터 표

법원/사법기관 표

입법기관 표

국방행정 표

교육관리행정 표

노동행정 표

문화관리행정 표

중앙종합행정 표

2D 랜드마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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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환경및보건관리 
행정

표

사회보장행정 표

농수산행정 표

산업진흥행정 표

운수및통신행정 표

소방서 표

사회시설 표

교통

일반 표

철도역 표

공항
국내공항/
국제공항

항구 표

고속IC/JC/TG IC

고속IC/JC/TG JC

고속IC/JC/TG TG

버스터미널 표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전철역 1호선

교통

전철역 2호선

전철역 3호선

전철역 4호선

전철역 5호선

전철역 6호선

전철역 7호선

전철역 8호선

전철역
분당선
(수서~오리)

전철역
부산지하철 
1호선

전철역
구지하철 

1호선

전철역 인천지하철

전철역 광주지하철

전철역 출구번호

전철역 전지하철

전철역 공항철도

전철역
부산지하철 
2호선

교통

전철역
부산지하철 
3호선

전철역
구지하철 

2호선

전철역 중앙선

전철역 9호선

전철역 경의선

전철역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전철역
경춘선 
복선전철

전철역
부산지하철 
4호선

전철역
부산김해 
경전철

전철역 신분당선

전철역 의정부경전철

전철역
수인선 
복선전철

페리터미널 표

휴게소 표

기타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시설물 터널

2D 랜드마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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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일반 표

명승고적 표

절 표

교회 표

미술관 표

박물관 표

성당 표

과학관 표

문화원 표

전시관 표

문화센터 표

기타

일반 묘지

헤어뷰티삽 미용실/이발소

금융관련 표

금융관련 새마을금고

시중은행 표

시중은행 우리은행

시중은행 국민은행

기타

시중은행 신한은행

시중은행 외환은행

시중은행 하나은행

시중은행 SC은행

시중은행 IBK기업은행

시중은행 씨티은행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시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외국은행

시중은행 농협

시중은행 수협

시중은행 한국은행

지방은행 표

지방은행 부산은행

지방은행 구은행

지방은행 경남은행

지방은행 광주은행

지방은행 전북은행

기타

지방은행 제주은행

증권회사 표

증권회사 SK증권

증권회사 교보증권

증권회사 신한금융투자

증권회사 동부증권

증권회사 삼성증권

우체국 표

초,중,고 표

결혼식장 표

세탁소 표

사진 표

ATM 표

학교/원 표

산업시설 표

투신사 표

신용카드사 표

전화국 표

2D 랜드마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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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언론/방송 표

단체기관 표

정부투자기관 표

외국기관 표

현 자동차그룹 표

생활서비스 표

쌍용자동차그룹 표

현 모비스 본사

주요건물 아파트

2D 랜드마크 소개

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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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블루투스란?

•  블루투스 (Bluetooth)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말하며, 2.45 GHz 주파수를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서 각종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시킵니다.

• 블루투스 핸즈프리는 차량의 AV 또는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휴 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통화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 휴 폰 기종에 따라 일부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휴 폰 기기 목록은 블루멤버스 (http://
bluemembers.hyundai.co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주행을 위한 주의사항

• 운전중 과도한 조작으로 인한 전방 주시 소홀은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지나친 기기 조작은 
삼가해 주십시오.

• 블루투스 핸즈프리는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 
기능으로써 차량에 장착된 헤드유닛과 블루투스 
폰을 연결하면, 헤드유닛을 통해 전화 걸기와 받기, 
전화번호부 관리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주시 시간이 길어지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화면을 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보십시오.

블루투스 폰 연결시 주의사항

• 블루투스 핸즈프리 헤드유닛과 휴 폰을 연결하기 
전, 연결하려는 휴 폰이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는 폰인지 먼저 확인바랍니다.

•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폰이라도 휴 폰의 
연결모드가 잠금 상태일 경우 헤드유닛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 모드 잠금을 해제한 후 
헤드유닛과 연결하세요.

•  [자동 연결 우선 순위 설정하기]를 이용하면 
시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므로 블루투스 
폰을 사용할 때마다 헤드유닛과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157쪽 “자동 연결 우선 순위 설정하기” 
참고)

블루투스 기기 등록 및 연결하기

등록 기기가 없는 경우 (신규등록)

1.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 ] 버튼 또는 
조작키의 [PHONE] 버튼을 누르세요. 

•  신규 기기를 등록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블루투스와 관련된 전자 매뉴얼을 보려면 
[도움말]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123

블루투스

2. 블루투스 기기 등록 기 화면에서 차량 이름을 
검색한 후 선택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3. 1)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인증번호 (PIN 코드)를 입력후 등록을  
    승인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2)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등록을  
    승인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초기 차량 이름은 G80, 초기 인증번호는 
“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4. 차량 시동 시 등록한 기기를 우선적으로 자동 
연결하시려면 [예]를 누르세요.

 휴 폰에서 승인시 휴 폰의 전화번호부 및 
최근통화목록이 다운로드 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PHONE 화면이 나타납니다.

<PHON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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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기가 있는 경우

1. [HOME]→[설정]→[전화]→[블루투스 
연결]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2. 1) 연결하고자하는 기기이름을 누르세요. 

 2) 만약에 연결하고자 하는 기기가 없을 
    경우 [신규 기기 등록]을 선택하여  
    블루투스 기기를 등록하세요.

3. 블루투스 기기 등록 기 화면에서 차량 이름을 
검색한 후 선택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4. 1)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인증번호 (PIN 코드)를 입력후 등록을  
    승인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2)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등록을  
    승인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초기 차량 이름은 G80, 초기 인증번호는 
“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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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 시동 시 등록한 기기를 우선적으로 자동 
연결하시려면 [예]를 누르세요.

 휴 폰에서 승인시 휴 폰의 전화번호부 및 
최근통화목록이 다운로드 됩니다.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 이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기기는 최  5개까지 등록 가능 
합니다.

  블루투스 기기는 한번에 한 개만 연결 가능 
합니다.

  블루투스 기기 연결 중에 다른 기기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 폰북 연동과 블루투스 
오디오 관련 기능만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은 전석 화면에만 
표시됩니다.

  인증번호 입력이 늦거나 등록에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세지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선택한후 등록을 재시도 하세요.

 , 참고 기기 연결해제하기

1. PHONE 화면에서 [ ], [ ], [ ] 또는 

[ ]를 누르세요.

2. [Menu]→[연결 설정]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3.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누르세요.

4. [예]를 누르세요.

5. 기기를 다시 연결하려면 연결할 기기를 다시 
누르세요.

다이얼 패드에 있는 [ ]를 눌러도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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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삭제하기

1. PHONE 화면에서 [ ], [ ], [ ] 또는 

[ ]를 누르세요.

2. [Menu]→[연결 설정]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3. [Menu]→[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기기를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기기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등록된 기기를 전체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를 선택 후 [예]를 누르세요.

  다이얼 패드에 있는 [ ]를 눌러도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기 삭제 시 헤드유닛에 저장되었던 해당 
기기의 최근통화목록 및 전화번호부 목록 전체가 
삭제됩니다.

 , 참고

PHONE 화면구성

d gfe hicba

jk

a  (PHONE 화면)
  블루투스 전화 다이얼 패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b   (최근통화목록)
 최근통화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즐겨찾기)
 즐겨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 다이얼 패드
  통화를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전화번호는 번호 입력창에 
표시됩니다.

f Menu
  모드별 팝업 메뉴를 표시합니다.

g  (휴대폰 배터리 아이콘)
 휴 폰의 배터리 양을 표시합니다.

h  (블루투스 연결 아이콘)
 블루투스 폰과 헤드유닛의 연결 유무상태를 

표시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통화상태가 되면 블루투스 

아이콘( )이 송수화기 아이콘( )으로 
전환됩니다.

i  (통화 수신감도 안테나 아이콘)
 통화 지역의 수신 감도 정도를 막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j  (삭제)
 입력된 전화번호를 지웁니다.

k  (블루투스 설정)
블루투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5~158쪽 "블루투스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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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l 번호 입력창
 전화번호 입력창을 표시합니다.

m  (통화)              
  입력된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전화가 

연결됩니다.
입력된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에 
발신했던 번호가 입력됩니다.

  휴 폰 배터리와 통화 수신감도 안테나 아이콘은 
휴 폰 기종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 폰 배터리 양 표시는 폰에  표시되는 상태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화하기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전화걸기

1.  PHONE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 
패드를 사용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2.  PHONE 화면의 [ ] 버튼을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 ]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에는 [ ] 버튼을 

선택하면 한자씩 지워집니다. [ ]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입력한 번호가 모두 지워집니다.

  다이얼 패드 [ ] 버튼을 길게 누르면 ‘+’ 가 

입력됩니다.

  전화번호 입력시 전체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일부만 입력해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 
‘010’ 입력시 ‘010’이 포함된 모든 연락처가 
왼쪽 화면에 나타납니다. 원하는 연락처를 

누른 후 PHONE 화면의 [ ]를 선택하거나 

스티어링휠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세요.

 , 참고

단축번호로 전화걸기

PHONE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를 사용해 휴 폰에 
등록된 단축번호를 길게 (0.8초 이상) 누르세요.

• 단축번호가 1자리인 경우
예) 8번일 때는 8을 길게 누르세요.

• 단축번호가 2자리인 경우
예) 12번일 때는 1은 짧게 누르고 2를 길게 
누르세요.

이 기능은 휴 폰 기종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재 다이얼로 전화 걸기

통화 기 화면일때 (입력된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PHONE 화면의 [ ]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 ] 버튼을 길게 누르면 
가장 최근에 통화했던 번호로 연결합니다.

  최근통화목록이 없거나 블루투스 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다이얼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통화 기 화면일때 (입력된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PHONE 화면의 [ ]를 선택하거나 

스티어링휠 리모컨의  버튼을 짧게 누르면 

가장 최근에 발신했던 연락처가 입력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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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통화목록으로 전화걸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최근통화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최근통화목록 화면에서 [전체], [발신 전화], 
[수신 전화] 또는 [부재중 전화]를 누르세요. 

• [전체]: 전체 통화 리스트
• [발신 전화]: 발신 전화 리스트
• [수신 전화]: 수신 전화 리스트
• [부재중 전화]: 부재중 전화 리스트

3. 통화를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세요.

  휴 폰 기종에 따라 통화기록이 최근통화 목록에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표시 제한된 번호는 최근통화 목록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최근통화목록이 없거나 블루투스 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근통화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통화는 발신, 수신, 부재중 목록 각각 최  
50개씩 저장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화 수신하기

1. 전화가 왔을때 통화를 원하시면 화면의 [수신] 

버튼을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세요.

2. 전화가 연결됩니다.

수신 거부하기

1. 전화 알림시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화면의 
[거절] 버튼을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세요.

2. 전화 알림이 종료됩니다.

휴 폰 기종에 따라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 수신거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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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핸즈프리로 통화 전환하기

통화음을 핸즈프리에서 휴 폰으로, 휴 폰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합니다.

1. 통화중에 핸즈프리에서 휴 폰으로 통화를 
전환하고 싶은 경우 화면의 [  휴 폰통화 
전환] 버튼을 누르세요.

2. 휴 폰으로 통화가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다시 휴 폰에서 핸즈프리로 통화를 전환하고 
싶은 경우 [ 핸즈프리통화전환] 버튼을 
누르세요.

전화 끊기

1. 통화를 끝내고 싶으면 화면의 
[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세요.

2. 통화가 종료됩니다.

  통화중에 전화번호부를 보려면 [전화번호부]를 
누르세요.

  통화 중에 마이크 음량을 조절하려면 [마이크 
음량]을 누르세요.

  통화 중에 상 방에게 전달되는 통화음을 
차단하려면 [마이크 끄기]를 누르세요.

  통화 중에 다이얼 패드를 보려면 [키패드]를 
누르세요.

 , 참고

전화번호부 이용하기

휴대폰 전화번호부 다운로드하기

휴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목록을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전화번호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Menu]→[다운로드]를 누르세요.

3. [예]를 누르세요.

  휴 폰 전화번호부 다운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일부 블루투스 기기에서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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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검색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전화번호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Menu]→[전화번호부 검색]을 누르세요.

3.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 후 [ ]를 누르면 
해당 이름 또는 번호로 저장된 연락처가 
검색됩니다.

4. 검색된 연락처를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전화번호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부 검색]을 
눌러도 이름 또는 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름 검색 시 전체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초성 
또는 중간어로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ㅎㄱㄷ’ 또는 ‘길동’ 입력 시 ‘ㅎㄱㄷ’ 또는 
‘길동’ 포함된 모든 연락처가 검색됩니다.

  번호 검색 시 전체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일부만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010’ 입력 시 ‘010’이 포함된 모든 연락처가 
검색됩니다.

 , 참고 전화번호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전화번호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즐겨찾기에 등록할 연락처를 누르세요.

3. [Menu]→[즐겨찾기 등록]을 누르세요.

즐겨찾기에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 ]를 

누르세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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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신규 등록]을 누르세요.

즐겨찾기에 1개 이상 등록된 연락처가 있을 경우 
[Menu]→[신규 등록]을 누르세요.

 , 참고

3. 즐겨찾기에 등록할 연락처를 선택 후 
누르세요.

즐겨찾기에서 연락처 삭제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Menu]→[삭제]를 누르세요.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 후 [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연락처를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연락처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등록된 연락처를 전체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를 선택 후 [예]를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하기

1. PHONE 화면에서 [ ], [ ], [ ] 또는 

[ ]를 누르세요.

2. [Menu]→[연결 설정]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155~158쪽 "블루투스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다이얼 패드에 있는 [ ]를 눌러도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 참고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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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음량 설정하기

통화 중에 마이크 음량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에 [마이크 음량]을 누르세요.

2.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려 마이크 음량을 
조절하세요.

마이크 ON/OFF 설정

통화 중에 상 방에게 전달되는 통화음이 
차단됩니다.

1. 통화 중에 [마이크 끄기]를 누르세요.

2. 마이크를 다시 켜려면 [마이크 켜기]를 
누르세요.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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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사용 안내

차내 환경 조성

AV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기능을 핸즈프리 
상태에서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음성인식 성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음성 인식 ( ) 버튼을 누르고 음성인식 안내 
멘트가 끝난 후 Beep 음이 울린 다음, 음성 
명령어를 말하세요.

• 사용설명서에 있는 명령어만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명령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마이크는 운전자 머리 위쪽에 위치하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음성 명령을 입력하세요.

• 마이크로 심한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거나 기타 장치에서 큰 
소리가 나면 인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절하게 조절하여 주십시오.

• 차량 내부의 환경을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음성인식 
성능이 향상됩니다.

• 음성 인식 중 [VOL] 버튼을 좌/우로 돌리면 
음성 인식 안내 볼륨이 변경됩니다. 

• 음성 명령어는 화하듯 단어 사이에 끊김이 
없이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발음해 주십시오.

• 전화번호부에 한 글자로 된 단음절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예: 톰, 준)

• 전화번호부에 특수기호가 포함된 경우 음성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예: 홍길동_친구, 임꺽정!)

• 전화번호부 입력 시 알파벳이나 숫자가 
포함된 단어는 알파벳 발음과 숫자 
단음절로만 인식됩니다. 
(예: “EMART123”은 “이엠에이알티일이삼”
으로만 인식됩니다.)

• 시스템에 표시되는 언어를 영어로 변경할 경우 
음성인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성인식 시작하기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세요.

음성 인식의 안내 설정이 [상세 안내]인 경우 
음성 안내를 자세하게 합니다. [간단한 안내]인 
경우 음성 안내를 간결하고 짧게 합니다. 
[표시하지 않음]인 경우 음성 안내 없이 효과음만  
출력합니다. 음성 인식의 안내 설정은 159쪽 
“음성인식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 참고

음성인식 안내 멘트 건너뛰기

음성인식 안내 멘트 중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짧게 한번 더 누르세요.

음성인식 종료하기

• 음성인식 시스템 동작 중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 음성인식 시스템 동작 중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 이외의 버튼을 조작하거나 

화면의 [종료] 버튼을 누르세요.

음성인식 안내 음량 조정

음성 안내 중 헤드유닛에 위치한 “VOL” 버튼을 
좌, 우로 돌리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VOL+/VOL-” 휠 버튼을 아래/위로 누르면 
음성인식 안내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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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작동법
1.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세요. 시스템 음성 안내 “네, 삐 소리 
후에 말씀해 주세요”가 안내됩니다.

  음성 인식의 안내 설정이 [상세 안내]인 경우 
“네.말씀하세요” 시작 후, 인식이 부정확 
할 때 “잘못들었습니다. 삐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의 안내음성이 출력 됩니다. [간단한 
안내]인 경우 “네.말씀하세요” 시작 후, 인식이 
부정확 할 때 “잘못들었습니다. 다시말씀해주세요” 
의 안내음성이 출력 됩니다. [표시하지 않음]인 경우 
음성 안내 없이 효과음만 출력합니다. 음성 인식의 
안내 설정은 159쪽 “음성인식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시스템 음성 안내 중 안내를 중지하고 음성 

명령어를 입력하려면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음성인식 안내 멘트가 즉시 종료되고,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음성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참고

2.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 원하는 음성 명령어 

(예: 도움말)를 말씀하세요.

3. 다음 화면으로 전환 된 후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 원하는 음성 명령어 (예: 라디오) 를 
말씀하세요.

4. 입력된 명령어를 화면과 시스템 음성으로 
피드백 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이전 화면”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5. 목록은 한 페이지 이상 제공이 가능하며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와 같은 
명령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6. 명령어를 잘 모르는 경우, “도움말” 명령어를 
이용하면 자세한 명령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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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적지

최근 목적지 중 한 곳을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1.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세요.

2.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 

“최근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3. 원하는 장소의 목록을 말씀하세요. 
(예: 목록 이)

4. [예]를 말씀하세요. 

우리집

이미 등록되어 있는 우리집을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1.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세요.

2.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 

“우리집”을 말씀하세요.

3. [예]를 말씀하세요. 

우리집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를 말씀한 후 91쪽 “우리집, 사무실, 특별1 
또는 특별2를 등록하기” 파트의 4~6단계를 
참고하여 우리집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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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연결합니다.

1.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세요.

2.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 “전화 걸기”를 

말씀하세요.

3. 전화를 걸고자 하는 이름을 말씀하세요. (예: 
심청이)

4. [예]를 말씀하세요. 

재다이얼

최근통화목록의 가장 최근에 발신한 전화번호로 
즉시 전화를 연결합니다.

1. 스티어링 휠 리모컨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세요.

2.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 

“재다이얼”을 말씀하세요.

3. 전화를 연결합니다.

  최근통화목록이 없거나 블루투스 전화로 부터 
통화 내역을 공유하지 못한 경우 화면에 “최근에 
통화하신 내역이 없습니다.”가 나타납니다.

  블루링크 최근 통화내역이 없는 경우 화면에 
“블루링크 전화를 통해 최근에 통화하신 내역이 
없습니다.”가 나타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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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목록

본 시스템에서의 음성인식 명령어는 “공용 명령어”와 “일반 명령어”로 구분됩니다.

• 공용 명령어 (X) : 음성인식 시스템 실행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시 사용 가능한 명령어

•  일반 명령어 (e) : 음성인식 시스템 실행 이후, 해당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실행 상태이거나 화면에 표시 중일 때 사용 가능한 명령어

  명령어에 따라 USB, iPod, 블루투스 등이 준비된 환경에서만 올바르게 작동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전화와 관련된 명령어는 블루투스 휴 폰이 기기와 연결되거나 블루링크 전화가 개통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블루투스 미연결 시 “전화 관련 기능은 블루투스 휴 폰이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연결 설정 화면으로 이동할까요?”가 안내 후 연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블루투스 연결 중인 경우 “블루투스 통신 처리 중입니다.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가 안내됩니다. 

- 블루투스 전화번호부가 없는 경우 “저장된 전화번호부가 없습니다.”가 안내됩니다. 

- 블루링크 전화가 미개통 시, “블루링크 서비스 개통 후 사용해 주세요.”가 안내됩니다.

- 블루링크 전화번호부가 없는 경우 “저장된 전화번호부가 없습니다.”가 안내됩니다.

- 블루투스 전화번호부가 다운로드중이거나 음성인식 파일이 생성 중인 경우 “이름으로 전화를 걸기 위한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가 안내됩니다.

 , 참고

전화 명령어 목록

구분 명령어 기능

X 전화 걸기 다운로드 된 전화번호부를 화면에 표시하며, 이후 이름을 말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X (이름) 에게 전화 다운로드 된 전화번호부의 (이름)에게 즉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에게 전화

X (이름) 휴 폰에 전화 다운로드 된 전화번호부의 (이름)의 "휴 폰"으로 저장된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 휴 폰에 전화

X (이름) 회사에 전화 다운로드 된 전화번호부의 (이름)의 "회사"로 저장된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 회사에 전화

X (이름) 집에 전화 다운로드 된 전화번호부의 (이름)의 "집"으로 저장된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 집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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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이름) 기타에 전화 다운로드 된 전화번호부의 (이름)에서 "휴 폰, 집, 사무실"외에 별도로 저장된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 기타에 전화

X 재다이얼 최근통화목록의 가장 최근에 발신한 전화번호로 즉시 전화를 연결합니다.

X 최근통화목록 최근통화목록 화면을 표시하며, 이후 목록 번호를 말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라디오 명령어 목록

구분 명령어 기능

X 라디오 FM1, FM2, AM 중 마지막으로 청취한 라디오를 실행합니다.

X FM (에프엠) FM1, FM2 중 마지막으로 청취한 라디오를 실행합니다.

X FM 1 (에프엠 원) FM1 라디오를 실행합니다.

X FM 2 (에프엠 투) FM2 라디오를 실행합니다.

X FM (에프엠)<주파수> FM1, FM2 중 마지막으로 청취한 라디오의 말씀하신 <주파수>를 실행합니다. 예) FM 91.1: 에프엠 구십일 쩜 일

X AM (에이엠) AM 라디오를 실행합니다.

X AM (에이엠)<주파수> AM 라디오의 말씀한 <주파수>를 실행합니다. 예) AM 1008: 에이엠 천 팔

X <라디오 방송국 이름> 라디오 방송국 이름을 말하여 해당 방송을 즉시 수신합니다. 방송국 이름은 지역별로 수신에 차이가 납니다.

예) KBS 1 Radio: 케이 비 에스 일 라디오

e 자동선국 수신 가능한 라디오 방송에 한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1~12번 방송에 저장합니다.

e 1~12번 방송 저장된 1~12방송을 실행합니다.

e 이전 방송 현재 수신중인 주파수의 이전 청취 가능한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e 다음 방송 현재 수신중인 주파수의 다음 청취 가능한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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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미디어 명령어 목록

• 각 매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재생 가능한 파일이 없는 경우 실행시, 현재 사용 불가능에 한 안내음이 나옵니다.

• 현재 재생 중인 미디어를 다시 말하는 경우 현재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 iPod 재생 중, "아이팟"을 말하는 경우

구분 명령어 기능

X 음악 마지막으로 실행한 미디어 음악 매체를 재생합니다. 본 명령어는 비디오 및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X 비디오 마지막으로 실행한 미디어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X 이미지 마지막으로 실행한 미디어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X Disc (디스크) 현재 삽입되어 있는 디스크를 재생합니다.

X iPod (아이팟) 현재 연결되어 있는 iPod을 재생합니다. iPhone 연결시에도 동일하게 동작하며, iPod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USB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iPod 신 USB가 재생됩니다.

X USB (유에스비) 현재 연결되어 있는 USB를 재생합니다. USB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iPod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USB 신 iPod이 
재생됩니다. 음악/비디오 및 이미지는 별도로 정의된 "음악"/"비디오" 또는 "이미지" 명령을 통해 재생 할 수 있습니다

X 블루투스 오디오 현재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휴 폰의 음악을 재생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상태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AUX (억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외부기기를 재생합니다.

X 쥬크박스 시스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쥬크박스 파일을 재생합니다.

X 쥬크박스 음악 쥬크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재생합니다.

X 쥬크박스 비디오 쥬크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X 쥬크박스 이미지 쥬크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X 유에스비 음악 전/후석 USB에 저장되어 있는 USB 음악 중 마지막에 재생한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 (후석 USB: 선택 사양)

X 유에스비 비디오 전/후석 USB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동영상 중 마지막에 재생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후석 USB: 선택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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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X 유에스비 이미지 전/후석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중 마지막에 보여 준 파일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후석 USB: 선택 사양)

X 전석 유에스비 현재 연결되어 있는 앞쪽 USB를 재생합니다. USB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iPod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USB 신 iPod이 
재생됩니다. 음악/비디오 및 이미지는 별도로 정의된 "음악"/"비디오" 또는 "이미지" 명령을 통해 재생 할 수 있습니다

X 전석 유에스비 음악 앞쪽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재생합니다.

X 전석 유에스비 비디오 앞쪽 USB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X 전석 유에스비 이미지 앞쪽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X 후석 유에스비 현재 연결되어 있는 뒤쪽 USB를 재생합니다. USB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iPod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USB 신 iPod이 
재생됩니다. 음악/비디오 및 이미지는 별도로 정의된 "음악"/"비디오" 또는 "이미지" 명령을 통해 재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양)

X 후석 유에스비 음악 뒤쪽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재생합니다.(선택 사양)

X 후석 유에스비 비디오 뒤쪽 USB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선택 사양)

X 후석 유에스비 이미지 뒤쪽 USB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선택 사양)

블루투스 오디오/ AUX/비디오/ 이미지 명령어

블루투스 오디오의 경우 연결된 기기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에 차이가 발생하며, 재생, 정지, 이전 곡, 다음 곡 등의 명령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UX (외부기기), 비디오, 이미지의 경우 재생, 정지, 이전, 다음 등의 명령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디오 CD 명령어

구분 명령어 기능

e 재생 정지되어 있는 트랙을 재생합니다. 재생 중인 경우, 현재 동작 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정지 재생 중인 트랙을 일시정지합니다. 정지 중인 경우, 현재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트랙 1~99 듣고자 하는 트랙 번호를 즉시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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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e 랜덤 전체 트랙에 하여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현재 랜덤 중인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랜덤 취소 현재 랜덤 재생 중인 경우 취소하고 순차적으로 재생합니다. 현재 랜덤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반복 현재 재생 중인 트랙을 반복하여 재생합니다. 현재 반복 재생 중인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반복 취소 현재 반복 재생 중인 경우, 반복 동작을 취소합니다. 현재 반복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다음 곡 현재 듣고 있는 트랙의 다음 트랙을 재생합니다.

e 이전 곡 현재 듣고 있는 트랙의 이전 트랙을 재생합니다.

MP3 CD/ USB 음악/ iPod 명령어

구분 명령어 기능

e 재생 정지되어 있는 파일을 재생합니다. 재생 중인 경우, 현재 동작 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정지 재생 중인 파일을 일시 정지합니다. 정지 중인 경우, 현재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랜덤 전체 파일에 하여 랜덤으로 재생합니다. 현재 랜덤 중인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랜덤 취소 현재 랜덤 재생 중인 경우 취소하고 순차적으로 재생합니다. 현재 랜덤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반복 현재 재생 중인 음악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합니다. 현재 반복 재생 중인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반복 취소 현재 반복 재생 중인 경우, 반복 동작을 취소합니다. 현재 반복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동작중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e 다음 곡 현재 듣고 있는 음악 (파일)의 다음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

e 이전 곡 현재 듣고 있는 음악 (파일)의 이전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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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DMB 방송국명 목록

구분 명령어 기능

X DMB (디엠비) DMB를 실행합니다.

X <DMB 방송국 이름> DMB 방송국 이름을 말하여 해당 방송을 즉시 수신합니다. 방송국 이름은 지역별로 수신에 차이가 납니다.

예) KBS Star: 케이 비 에스 스타

e 이전 채널 현재 수신중인 채널의 이전 채널 방송으로 이동합니다.

e 다음 채널 현재 수신중인 채널의 다음 채널 방송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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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명령어 목록

• 목적지 설정시 현재 차량이 위치한 시 또는 도의 목적지를 검색합니다. 다른 시 또는 도의 목적지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도의 이름을 말한 후 
검색해야 합니다. 빠른 검색을 위해 시 또는 도 별로 검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경로 취소"와 같은 일부 명령어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목적지 설정 필요 명령어 기능

X p 목적지 설정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본 명령 후 인식되는 시설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명: "서울시청", 2. 시설명 (지점명): "농협 가락남지점"

3. 동 이름 시설명: "oo동 현 기아부품 리점", 4. 동 이름 아파트명: "가락동 oo아파트"

X p 주변 검색 차량이 현재 위치한 주변의 시설을 검색. 본 명령 후 단계별로 원하는 시설명 검색

X p 주변 (시설명) 차량이 현재 위치한 주변의 <시설명>을 검색. 본 명령 후 단계별로 원하는 시설명 검색

X ' 목적지 주변검색 설정된 목적지 주변의 시설을 검색. 본 명령 후 단계별로 원하는 시설명을 검색

X ' 목적지 주변 (시설명) 설정된 목적지 주변의 <시설명>을 검색. 예) 목적지 주변 "주차장"

X p 지도 보기 내비게이션의 현위치 지도 화면으로 이동

X p 최근 사용지점 저장된  최근 목적지, 최근 검색지, 최근 출발지가 합쳐진 목록을 표시 이후, 목록 번호를 말하여 
목적지를 설정

X p 최근 목적지 저장된  최근 목적지 목록을 표시 이후, 목록 번호를 말하여 목적지를 설정

X p 최근 검색지 저장된  최근 검색지 목록을 표시 이후, 목록 번호를 말하여 목적지를 설정

X p 최근 출발지 저장된  최근 출발지 목록을 표시 이후, 목록 번호를 말하여 목적지를 설정

X p 교통 정보 교통정보 메뉴 화면으로 이동

X p 우리집 우리집을 목적지로 즉시 설정 (내비게이션에 우리집이 저장되어 있어야 함)

X p 회사 회사를 목적지로 즉시 설정 (내비게이션에 회사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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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p 내비안내 켜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켭니다.

X p 내비안내 끄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끕니다.

X ' 경로 취소 설정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취소 및 안내 종료

X ' 목적지 정보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 및 시간을 음성으로 안내

X ' 경로 다시 찾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다시 검색. 본 명령어 이후 "추천 길" 또는 "가까운 길" 선택

X ' 추천 길로 다시 찾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추천 길로 다시 검색

X ' 가까운 길로 다시 찾기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가까운 길로 다시 검색

X ' 전체경로 보기 목적지까지의 전체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는지도 화면으로 이동

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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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령어 목록 

구분 명령어 기능

X 도움말 음성인식 도움말 화면으로 이동 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명령어를 확인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목록 1~5 최근통화목록과 같이, 특정 이름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번호를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같은 서수형 
번호도 인식 가능합니다.

' 예 / 아니오 음성인식 실행 중,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한 답변이 요청된 경우 사용합니다.

' 이전 / 다음 페이지 검색된 목록이 5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음성을 통해 이전 또는 다음 페이지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수동선택 전화걸기 또는 목적지 검색의 결과가 표시된 경우, 음성 신 수동으로 검색하고자 할 경우 사용합니다. 본 명령어 후 
음성인식은 종료됩니다.

음성인식 시스템 이용하기



146

Apple CarPlay란?
운전 중에 스마트 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폰의 여러 기능을 차량 안의 내장 
디스플레이에 표시하여 주행 중에도 길찾기, 음악 
감상, 전화통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iPhone을 연결 시에는 Apple CarPlay가 
표시됩니다. 지원되는 기능 및 동작방식은 각 폰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애플: http://www.apple.com/ios/carplay/

주의사항
• Apple CarPlay는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iPhone5 이상의 제품에서 Apple CarPlay를 
지원합니다.

• Apple CarPla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의 
iOS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신버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식이 안되거나 폰이 이상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 폰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인식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충전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폰의 결함으로 전원이 꺼진 경우 폰을 재부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USB 케이블을 짧은 시간 동안 연결과 해제를 
반복할 경우 기기 작동 오류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폰의 종류와 펌웨어 및 iOS 버전에 따라 인식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품이 아닌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노이즈 발생 
및 작동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정품 케이블 
사용을 권장합니다.

• Apple CarPlay 동작 중에 폰 조작 시 정상 
동작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Apple CarPlay는 Bluetooth 또는 Blue Link 
전화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폰의 결함으로 인하여 Apple CarPlay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pple CarPlay 사용 시 통신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폰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  Apple CarPlay 진입 시 간헐적으로 검은 
화면으로 표시

-  Apple CarPlay에서 화면전환 시 검은 
화면으로 표시

-  연결된 폰 상태에 따라 오디오 불륨 조절 불가

-  Apple CarPlay 통화 중 Apple CarPlay 연결 
해제 시, 휴 폰에서 통화 음성이 안 들림

※  정상적인 연결 후에도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폰의 상태를 확인 바랍니다. 
폰을 재부팅 후 연결 바랍니다.

기기 연결

기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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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연결

Apple CarPlay사용하기

1.  USB 입력단자에 Apple CarPlay의 경우 
Apple 정품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폰을 
연결합니다.

2.  [HOME] 화면에서 [Apple CarPlay]를 
누르세요.

 실제 [HOME] 화면은 제시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Apple CarPlay에서 제공되는 길찾기, 음악 

감상, 전화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폰을 연결하기 전에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정에서 [기기 연결] 메뉴에 Apple CarPlay의 
연결설정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연결 상태의 폰은 잠금이 풀려 있어야 하고 
Apple CarPlay 사용 동의를 선택해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폰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표시하는 것으로 애플의 정책에 따라 화면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Apple CarPlay 지원 가능한 국가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 바랍니다.

-  http://www.apple.com/ios/
feature-availability/

• 폰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표시하는 것으로 Apple의 정책에 따라 화면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pple CarPlay를 연결한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및 전화를 
사용하려면 USB 케이블을 분리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Apple CarPlay는 TUNE 노브 조작으로 파일을 
검색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pple CarPlay를 연결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iPhone의 어플리케이션 설정에 Apple 
CarPlay 연결이 차단되어 있는지?

-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설정에서 [기기 연결] 
메뉴에 Apple CarPlay의 연결설정이 
체크되어 있는지? 

• Apple CarPlay를 재연결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플 웹사이트 
(http://www.apple.com/ios/carplay/)를 
참조바랍니다.

 , 참고 - Apple Car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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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내비게이션 설정하기

내비게이션 지도 화면에 표시할 항목이나  안내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내비게이션]을 누르세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타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지도

1.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지도]를 누르세요.

2. 원하는 항목을 누르세요.

 감광 설정

 지도의 색상을 [자동감광], [주간모드], 
[야간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

 지도 화면을 [주행방향 표시], [3D지도 표시], 
[지도고정 표시]로 설정합니다. [입체건물 
간소화], [자동 축척 조절]을 선택하여 원하는 
지도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글씨

 지도상에 표시되는 문자 크기를 [작게], [보통], 
[크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표시

 지도상에 차량의 궤적을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 궤적 표시], [이동 궤적 표시 
삭제], [교통 정보 표시], [버추얼 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

1.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안내]를 누르세요.

2. 원하는 항목을 누르세요.

 내비 안내음 우선

 내비게이션 안내를 오디오 음량보다 더 크게 
출력합니다. 

 음성 안내

 내비 음소거 시 카메라안내 여부를 설정/해제 
합니다. [안내 없음], [경고음만 안내], [경고음 
안내 + 카메라 음성 안내], [차선 안내], [시/도 
진입 안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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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카메라 안내

 고속도로 또는 일반도로 주행 중 교통카메라가 
설정한 거리 이내로 접근했을 때 이를 
안내해줍니다.

• 고속 도로 카메라 안내 시점: 고속도로에서 
카메라 안내시점을 [300m 앞], [500m 앞],  
[700m 앞], [1 km 앞]으로 설정합니다.

• 일반 도로 카메라 안내 시점: 일반도로에서 
카메라 안내시점을  [100m 앞], [300m 앞],  
[500m 앞]으로 설정합니다.

•  종류: 주행중 신호 위반, 과속, 버스전용 
차로 등의 교통 카메라 안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간 안내

 주행 중 과속방지턱, 커브,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 
지역을 안내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팅 시 최근 목적지 표시 

 내비게이션 부팅 시 최근에 설정한 목적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유 경고 시 주유소 안내

 차량의 주유경고등 점등 시 주변의 주유소 검색 
실행 여부를 묻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목적지 시간 설정

 경로 안내 시 목적지까지의 예상잔여시간 또는 
도착 예정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탐색

1.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경로탐색]을 누르세요.

2. 원하는 항목을 누르세요.

 교통재탐색

 교통재탐색 시간을 [5분], [10분], [15분], 
[사용안함]으로 설정합니다.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포함 경로 탐색

 경로 탐색 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통과여부를 설정합니다.

 경로 탐색 시 안내 팝업 표시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통과시 안내 팝업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시간제 통제

 시간에 따라 회전할 수 없는 도로를 회피하여 
탐색합니다.

 목적지 방향 고려

 최종 목적지의 방향을 고려하여 경로탐색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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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초기화

사용자가 지정한 내비게이션 관련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초기화]를 누르세요.

2. 내비게이션 관련 모든 설정을 초기화 하려면 
[예]를 누르세요.

사운드 설정하기

사운드 화면으로 이동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사운드]를 누르세요.

 사운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운드 화면>

음량 비율 조절하기

내비게이션 안내와 오디오 음량이 동시에 출력될 
때의 음량 비율을 설정합니다.

1. 사운드 화면에서 [음량 비율 조절]을 
누르세요.

2.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 선택 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우선 출력하며, 미선택 시 설정한 음량 
비율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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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전후/좌우 설정하기

1. 사운드 화면에서 [전후/좌우]를 누르세요.

2. 전후/좌우를 조절하세요.

  [초기값] 버튼을 선택하면 전후/좌우가 초기 
상태가 되고 차량 내부의 음이 균형감 있게 
들립니다.

  운전석 쪽으로만 음위치를 조절해서 뒷좌석이나 
조수석의 음의 크기가 상 적으로 작게 들리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석 화면에서는 전후/좌우 화면내에 있는 점을 터치 
및 드래그하여 전후/좌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음/중음/저음 설정하기

1. 사운드 화면에서 [고음/중음/저음]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음질을 조절하세요.

 [초기값] 버튼을 선택하면 고음, 중음, 저음의 
조정 바는 모두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퀀텀 로직 서라운드 설정하기

공간과 깊이감을 살리는 입체 음향으로 
설정합니다.

1. 사운드 화면에서 [퀀텀 로직 서라운드]를 
누르세요.

2.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세요.

• [관객 모드]: 콘서트 객석 위치에서 청취하는 듯한 
입체 음향을 제공합니다. 

• [무  모드]: 콘서트 무  위에서 청취하는 듯한 

입체 음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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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클래리파이 설정하기

손실된 디지털 음원을 복구하여 음질을 향상하는 
기능입니다.

1.  사운드 화면에서 [클래리파이]를 누르세요.

2.  [클래리파이] 버튼의 오른쪽 사각 박스가 

체크되면 클래리파이가 설정됩니다.

   [클래리파이] 버튼 재 선택시 클래리파이 
설정은 해제됩니다.

VIP 사운드 설정하기

VIP 좌석에 최적화된 사운드로 설정합니다.

1. 사운드 화면에서 [VIP 사운드]를 누르세요.

2. [VIP 사운드] 버튼의 오른쪽 사각 박스가 
체크되면 VIP 사운드가 설정됩니다.

 [VIP 사운드] 버튼 재 선택시 VIP 사운드 
설정은 해제됩니다.

차속 연동 음량 설정하기

차량의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볼륨 크기를 
조절합니다.

1. 사운드 화면에서 [차속 연동 음량]을 
누르세요.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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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비프음 설정하기

화면 터치조작시 마다 발생하는 조작음의 출력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운드 화면에서 [비프음]을 누르세요.

2. [비프음] 버튼의 오른쪽 사각 박스가 체크되면 
비프음이 설정됩니다.

 [비프음] 버튼 재 선택시 비프음 설정은 
해제됩니다.

화면 터치 입력 기능은 전석 화면에서만 
지원됩니다. 후석 화면 (선택 사양)에서는 화면 
터치 입력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

설정 초기화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사운드 관련 설정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사운드 화면에서 [설정 초기화]를 누르세요.

2. 사운드 관련 모든 설정을 초기화 하려면 
[예]를 누르세요.

 사운드 설정 상태를 초기화하지 않으려면 
[아니오]를 누르세요. 

화면 설정하기

화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화면]을 누르세요.

 화면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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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영상 조정하기

동영상 재생 중에 밝기/명암/채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나 DMB의 [Menu]->[화면 설정]을 통해 
이동한 경우에만 [영상 조정]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동영상 재생 중에 [Menu]를 누르세요.

2. 기본 모드 화면에서 [화면 설정]을 누르세요.

3. 화면 설정 화면에서 [영상 조정]을 누르세요.

4. 밝기, 명암, 채도의 원하는 값을 적절하게 
조정하세요.

 [초기값] 버튼을 선택하면 밝기, 명암, 채도의 

조정 바는 모두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주간/야간 밝기 조정하기

화면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1. 화면 설정 화면에서 [밝기 조정(주간)] 또는 
[밝기 조정(야간)]을 누르세요.

2. 밝기를 조정하세요. 

• [전석]: 전석 화면 밝기를 설정합니다.
•  [후석]: 후석 화면 밝기를 설정합니다. (선택 

사양)
•   [초기값] 버튼을 누르면 전석/후석 화면 

밝기는 초기 상태가 됩니다. 후석 화면은 
선택 사양입니다.

주야간 모드 설정하기

자동 감광/주간 모드/야간 모드로 화면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설정 화면에서 [주야간 모드]를 
누르세요.

2. 원하는 모드를 누르세요.

•  [자동 감광]: 주변 밝기에 따라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정됩니다.

•  [주간 모드]: 주변 밝기에 상관없이 항상 
밝은 화면을 유지합니다. 

•  [야간 모드]: 주변 밝기에 상관없이 
화면밝기를 약하게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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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비율 설정하기

원하는 크기의 영상 화면을 선택하여 보다 현장감 
있게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화면 설정 화면에서 [화면 비율]을 누르세요.

2. 원하는 화면 형태를 누르세요.

•  [전체 화면]: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설정합니다.

•  [일반 화면]: 화면 좌/우에 검은띠가 
나타나며 4:3 비율로 설정합니다.

화면 설정 초기화

사용자가 지정한 화면 관련 설정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화면 설정 화면에서 [초기화]를 누르세요.

2. 화면 설정 관련 모든 설정을 초기화 하려면 
[예]를 누르세요.

 화면 설정상태를 초기화하지 않으려면 
[아니오] 버튼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하기

블루투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전화]를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설정 화면>

블루투스 연결하기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누르세요.

2. [신규 기기 등록]을 누르세요.



156

시스템 설정하기

3. 블루투스 기기 등록 기 화면에서 차량 이름을 
검색한 후 선택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4. 1)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인증번호 (PIN 코드)를 입력후 등록을  
    승인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2)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등록을  
    승인하세요.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초기 차량 이름은 G80, 초기 인증번호는 
“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5. 차량 시동 시 등록한 기기를 우선적으로 자동 
연결하시려면 [예]를 누르세요.

 휴 폰에서 승인시 휴 폰의 전화번호부 및 
최근통화목록이 다운로드 됩니다.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 이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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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 우선 순위 설정하기

차량 시동과 동시에 선택된 기기로 자동 
연결합니다.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자동 연결 우선 
순위]를 누르세요.

2. 자동 연결 시 최우선 연결할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하세요.

선택된 기기가 없는 경우 이전에 연결 되었던 
기기로 자동 연결하며, 이전 연결 기기가 없는 경우 
등록된 전체 기기를 순차적으로  자동 연결합니다.

 , 참고

기기 정보

블루투스 핸즈프리의 기기 이름과 인증번호를 
확인 및 변경하거나 블루투스에 한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기기 이름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기기 정보]를 
누르세요.

2. 기기 이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기 이름]을 
누르세요.

3. 기기 이름을 변경한 후 [9]를 누르세요.

인증번호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기기 정보]를 
누르세요.

2. 인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인증번호]를 
누르세요.

3.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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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초기화

사용자가 지정한 블루투스 관련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기기 정보]를 
누르세요.

2. [설정 초기화]를 누르세요.

3. 초기화할 항목을 누르세요.

•  [등록 기기 전체 삭제]: 등록된 기기 목록 
전체를 삭제합니다.

•  [설정 초기화]: 블루투스 관련 설정 및 
데이터를 공장 출고 상태로 초기화합니다.

4. [확인]을 누르세요.

고객 센터 정보
블루투스 시스템에 한 고객 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블루투스 설정 화면에서 [고객 센터 정보]를 
누르세요.

기기 연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기기 연결]→[Apple CarPlay]를 

누르세요.

• [Enable Apple CarPlay]: [Enable Apple 
CarPlay]가 체크되어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iOS 설치 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Apple CarPlay가 실행 중에는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기기 연결]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Android Auto 지원가능한 국가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 바랍니다.

- https://www.android.com/auto/

• Android Auto 지원 포함 국가 확인 후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폰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표시하는 것으로 구글의 정책에 따라 화면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구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 http://support.google.com/ 
androidauto/

 , 참고 - Android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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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 설정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음성인식]을 누르세요.

3. 원하는 안내 설정을 누르세요.

•  [상세 안내]: 음성 안내를 항상 자세하게 
합니다.

•  [간단한 안내]: 음성 안내를 간결하고 짧게 
합니다.

•  [표시하지 않음]: 음성 안내 없이 효과음만 
출력합니다.

시계 설정하기

시계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시계]를 누르세요.

 시계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계 설정 화면>

GPS 시간으로 적용하기

GPS 시간 적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시계 설정 화면에서 [GPS 시간 적용]을 
누르세요.

2. [GPS 시간 적용] 버튼의 오른쪽 사각 박스가 
체크되면 GPS 시간으로 설정됩니다.

 [GPS 시간 적용] 버튼 재 선택시 GPS 
시간 설정은 해제되고 [시간 설정]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GPS 시간으로 적용시 [시간 설정] 메뉴가 비활성화 
되어 수동으로 시간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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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설정하기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시계 설정 화면에서 [시계 설정]을 누르세요.

2. 시간을 조정하세요.

3. [확인]을 누르세요.

시간 설정은 GPS 시간 적용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동으로 시간을 설정 하고자 
할 경우 [GPS 시간 적용] 설정을 해제로 변경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참고

시계 표기 방식

디지털 시계는 12시간제 또는 24시간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1. 시계 설정 화면에서 [시계 표기 방식]을 
누르세요.

2. 원하는 시간제를 누르세요.

일반 설정하기

일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일반]을 누르세요.

 일반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일반 설정 화면>

[후석 제어] 메뉴는 선택 사양입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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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Language

시스템의 표시 언어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설정 화면에서 [언어/Language]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언어를 누르세요.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설정하면 음성인식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고

키보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키보드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설정 화면에서 [키보드]를 누르세요.

2. [한글 키보드] 또는 [영어 키보드]를 누르세요.

3. 원하는 키보드 형태를 누르세요.

항목 상세설명

쿼티
컴퓨터에 사용되는 키보드 
형태 사용QWERTY

ㄱㄴㄷㄹ
글자 순서 로 배열된 
키보드 사용ABCD

미디어 알림 설정하기

미디어 재생 중 다음 항목이 재생되는 경우에 
미디어 정보를 화면 상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설정 화면에서 [미디어 알림]을 
누르세요.

2.  [미디어 알림] 버튼의 오른쪽 사각 박스가 
체크되면 미디어 알림이 설정됩니다.

[미디어 알림] 버튼 재 선택시 미디어 알림 설정은 
해제됩니다.

전화 우선 순위
설정된 전화 우선 순위에 따라 연결합니다.

1. 일반 설정 화면에서 [전화 우선 순위]를 누르세요.

2. 우선적으로 연결할 전화를 누르세요.

•  [블루투스 우선]: 블루투스를 우선으로 
연결합니다.

•  [블루링크 우선]: 블루링크를 우선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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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화면 설정하기

시스템 전원 OFF시 사용자가 설정한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 일반 설정 화면에서 [ 기 화면]을 누르세요.

2. 원하는 표시방법을 누르세요.

•  [디지털 시계]: 디지털 시계 화면을 
표시합니다.

•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 화면을 
표시합니다.

• [표시하지 않음]: 화면이 꺼진 상태로 

표시합니다.

후석 제어하기 (선택 사양)

후석 좌/우 화면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1. 일반 설정 화면에서 [후석 제어]를 누르세요.

2. 후석 좌/우 화면을 끄려면 [끄기]를 누르세요. 
후석 좌/우 화면을 켜려면 [켜기]를 누르세요.

3. [후석 기능 잠금] 버튼의 오른쪽 사각 
박스가 체크되면 후석 화면 및 잠금 기능을 
설정합니다. 후석 시스템 잠금 설정 시 
후석에서 AV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매뉴얼 보기

전자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전자매뉴얼]을 누르세요.

3. 화면 왼쪽에 있는 원하는 챕터를 선택한 후 
화면 오른쪽에 있는 원하는 항목을 누르세요.

 전자 매뉴얼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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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다음 페이지 보기

전자 매뉴얼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좌/우로 면 한 
페이지씩 이동합니다.

확대/축소하여 매뉴얼 보기

전자 매뉴얼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좌/우로 돌리면 
확 /축소가 가능하며, 컨트롤러를 위/아래/좌/
우로 면 위/아래/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누르면 기본 모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 모드 화면에서 5초 이내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 참고

매뉴얼 검색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컨트롤러를 누르면 기본 모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10초 이내 화면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메뉴 
팝업이 사라집니다.)

 , 참고

2.  [검색]을 누르세요.

3. 검색할 문자를 입력 후 [ ]를 누르세요.

페이지 이동하기

1. 기본 모드 화면에서 [Menu]를 
누르세요. 

컨트롤러를 누르면 기본 모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10초 이내 화면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메뉴 
팝업이 사라집니다.)

 , 참고

2. [페이지 이동]을 누르세요.

3.  페이지 번호를 입력 후 [이동]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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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시스템 정보 확인하기

시스템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기

1. [HOME] 버튼을 누르세요.

2. [설정]→[시스템 정보]를 누르세요.

 시스템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스템 정보 화면>

버전

시스템 정보 화면에서 [버전]을 누르세요.

모델, S/W 버전, i-BOX 버전, 지도 버전, 내비 
어플리게이션, 측량협회 심사필 번호, Gracenote 
데이터 베이스 (SDK 버전, DB 버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버전 정보는 시스템의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참고

Jukebox 정보

Jukebox의 현재 저장된 용량정보를 표시합니다.

1. 시스템 정보 화면에서 [Jukebox 정보]를 
누르세요.

2. Jukebox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포맷하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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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하기

업데이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완, 신기능 추가와 지도 
갱신을 위하여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최신지도와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사이트 http://
bluemembers.hyundai.com 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USB 또는 SD 카드를 통하여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 한 상세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후 진행해 주십시오.

1. 최신파일이 다운로드된 USB를 전석 USB 
단자에 삽입하세요.

2. 시스템 정보 화면에서 [업데이트]를 누르세요.

3. [업데이트]를 누르세요.

4.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업데이트는 데이터 량에 따라 수 십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시에는 SD 카드 보호용 커버를 
열고 SD 카드에 신규 버전을 다 운로드 받아 
장착 후 사용해 주십시오.

  업데이트 과정 중 전원이 차단되거나 SD 카드 
(또는 USB)를 제거할 경우 데이터가 손실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동을 켠 후 완료될 때 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 참고 전체 초기화

사용자가 지정한 전체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보 화면에서 [전체 초기화]를 
누르세요.

2. [예]를 누르세요.

시스템 정보 전체 초기화 시 블루링크 전화 등록 
항목 (최근통화 목록, 전화번호 목록, 즐겨찾기 
목록)이 전체 삭제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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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카메라에 대하여

• 후방 카메라는 옵션 선택 고객님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본 기기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후진 시 
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 본 기기는 차량 시동 상태에서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 넣으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의 
전원이 켜지고 후방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서 다른 위치로 바꾸면 
후방 카메라의 작동이 멈춥니다.

후방 카메라 켜기

자동차의 시동 상태에서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 놓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넓은 시야확보를 위하여 광각렌즈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거리와 실제 거리 
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후방 및 좌, 우 시야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참고

후방 카메라 이용하기 - 옵션

후방 카메라 이용하기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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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 (Around View Monitor) - 옵션

AVM (Around View Monitor)에 
대하여

• AVM (Around View Monitor)는 옵션 선택 
고객님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차량에 장착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 전방, 후방, 
좌측, 우측을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 본 기기는 차량 시동 상태에서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 넣으면 자동으로 AVM (Around 
View Monitor)가 작동합니다.

• 변속기 레버 위치를 R단에서 P 위치로 바꾸면 
AVM (Around View Monitor)의 작동이 
멈춥니다.

전방 AVM 조작하기

시동을 켠 후 변속기의 레버를 N 또는 D 위치에 
놓고 [AVM]을 누르면 전방 AVM이 실행됩니다.

dd ee ff gg hh ii

aa

bb

cc

a 경고 표시: 운전석/조수석 도어 및 
사이드미러,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를 표시

b 전방 카메라 화면: 카메라를 통한 차량 전방의 
화면을 표시

c AVM 측면 카메라 화면: 선택된 표시 내용에 
따라 전방위 (AVM) 또는 좌, 우측 화면을 
표시

d  (전방+AVM 표시): 차량 전방 화면과 

전방위 (AVM) 화면을 동시에 표시

e  (전방 표시): 차량 전방 화면만을 표시

f  (전방 2분할): 차량의 전방 좌측과 우측 

화면을 동시에 표시

g  (전방+좌측 표시): 차량 전방 화면과 좌측 

전방 화면을 동시에 표시

h  (전방+우측 표시): 차량 전방 화면과 우측 

전방 화면을 동시에 표시

i  (AVM 설정): AVM 설정 메뉴를 표시

전방 AVM 실행 상태에서 약 20 km/h 이상 주행시 
AVM이 해제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 20 km/h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AVM 해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참고

후방 AVM 조작하기

시동을 켠 후 변속기의 레버를 R 위치에 놓으면 
후방 AVM이 실행됩니다.

dd ee ff gg hh

aa

bb

cc

a 경고 표시: 운전석/조수석 도어 및 
사이드미러,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를 표시

b 후방 카메라 화면: 카메라를 통한 차량 후방의 
화면을 표시

c  AVM 측면 카메라 화면: 선택된 표시 내용에 
따라 전방위 (AVM) 또는 좌, 우측 화면을 
표시

d  (후방+AVM 표시): 차량 후방 화면과 

전방위(AVM) 화면을 동시에 표시

e  (후방 표시): 차량 후방 화면만을 표시

f  (후방+좌측 표시): 후방과 좌측 카메라로 

후방과 좌측 시야를 확인.

AVM (Around View Monitor)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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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 (Around View Monitor) - 옵션

g  (후방+우측 표시): 차량 후방 화면과 우측 

후방 화면을 동시에 표시

h   : AVM 설정 메뉴를 표시

AVM의 카메라는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하여 
광각렌즈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거리와 실제 거리 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후방 및 좌, 우 시야를 직접 
확인하세요.

 , 참고

AVM 설정

[ ] 버튼을 누르면 3가지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일반]: 가이드라인 조향연동, 접근 장애물 경고 
표시 기능을 설정/해제 합니다.

• [전방 초기 뷰 모드]: 전방 카메라의 초기 
화면을 초기 뷰로 설정합니다. (어라운드 
뷰, 전방 뷰, 전방 2분할 뷰, 운전석 측 전방, 
조수석 측 전방)

• [후방 초기 뷰 모드]: 후방 카메라의 초기 
화면을 초기 뷰로 설정합니다. (어라운드 뷰, 
후방 뷰, 운전석 측 후방, 조수석 측 후방)

경고 표시

운전석 전방 도어 열림 표시

운전석 전방 도어 열렸을 경우 화면의 좌측 상단에 

“ ” (좌측 도어에 빨간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조수석 전방 도어 열림 표시

조수석 전방 도어 열렸을 경우 화면의 좌측 상단에 

“ ” (우측 도어에 빨간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트렁크 열림 표시

트렁크가 열렸을 경우 화면의 좌측 상단에 

“ ” (트렁크에 빨간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사이드 미러 접힘 표시

사이드 미러가 접혔을 경우 화면의 좌측 상단에 

“ ” (사이드 미러) 표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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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블루링크®를 사용하기 전에

블루링크란?

최신 IT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보안 및 
차량진단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더 편안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지원하는 첨단 
텔레매틱스 서비스입니다.

텔레매틱스란?

텔레매틱스란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에 
장착된 단말기를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 및 운전 상태를 분석해 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선 전파의 전송과 수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블루링크센터에의 연결 
혹은 무선 데이터 전송이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 전파의 전송/수신 상태는, 블루링크 화면에 
표시된 상태를 보십시오.

안테나 아이콘 ( )가 4개 이상의 막 기를 
나타낼 때 블루링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합니다.

전파 송/수신 상태에 의해 블루링크 이용에 영향이 
있는 장소

• 터널 안

• 산간 지역 또는 숲이 우거진 길

• 절벽에 가까운 도로

• 빌딩 집 지역

• 고속도로 또는 입체도로 아래 도로

• 건물 안

• 기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커버리지 정책에 
따른 음영 지역

블루링크 서비스

운행 정보, 차량 진단 등 블루링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블루링크 기능은 서비스 개통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 이용은 별도 
요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가입 요금제에 따라서 
사용할 수있는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HOME]→[블루링크]를 누르세요.

2. 원하는 항목을 누르세요.

• [블루링크 전화] : 일반 전화 걸기
• [운행정보] : 운행시간/공회전시간, 급감속/ 

 급가속분포, 운행차속, 운행거리 
정보를 확인

• [목적지 수신 목록] : 센터 상담원, 웹  
 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송한  
 POI 정보를 확인

• [차량 진단] : 차량 이상 상태를 점검하여  
 진단 결과를 확인

• [블루링크 컨시어지] : 블루링크 센터를  
 연결하시면 길안내, 목적지 설정 및  
 교통정보 문의, 각종 정보 검색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상담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 [블루링크 Apps] : 유료 또는 무료 앱 
애플리케이션이 관련 정보와 함께 표시

• [블루링크 설정] : 서비스 개통, 전화  
벨소리 및 모뎀 정보를 확인

블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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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룸미러 키 기능

위치 상세 설명

블루링크 센터 연결을 통한 
컨시어지 서비스 (전문 상담원 
서비스)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구난 
서비스

a  (PHONE 화면)
  블루링크 전화 다이얼 패드 화면을 표시합니다.

b   (최근통화목록)
 최근통화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블루링크 전화

블루링크 전화는 별도 요금제 가입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화면구성

d ecba

fghi

d   (즐겨찾기)
 즐겨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 다이얼 패드
  통화를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전화번호는 번호 입력창에 
표시됩니다.

f  (삭제)
 입력된 전화번호를 지웁니다.

g  (신규 등록)
 전화번호를 신규 등록합니다.

h  (통화)              
  입력된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전화가 

연결됩니다.
입력된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에 
발신했던 번호가 입력됩니다.

i 전화번호 입력창
 전화번호 입력창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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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전화걸기

1.  PHONE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 
패드를 사용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PHONE 화면>

2.  PHONE 화면의 [ ]를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에는 [ ] 버튼을 

선택하면 한자씩 지워집니다.

  다이얼 패드 [ ] 버튼을 길게 누르면 ‘+’ 가 

입력됩니다.

  전화번호 입력시 전체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일부만 입력해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예 
‘010’ 입력시 ‘010’이 포함된 모든 연락처가 
왼쪽 화면에 나타납니다. 원하는 연락처를 누른 

후 PHONE 화면의 [ ]를 누르세요.

 , 참고

최근통화목록으로 전화걸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최근통화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최근통화목록 화면에서 [전체], [수신 전화], 

[발신 전화] 또는 [부재중 전화]를 누르세요. 

•  [전체]: 전체 리스트
•  [수신 전화]: 수신전화 리스트
•  [발신 전화]: 발신전화 리스트
•  [부재중 전화]: 부재중전화 리스트

3. 통화를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발신번호가 표시 제한된 번호는 최근통화 목록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블루링크 전화는 별도 요금제 가입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전화 수신하기

1. 전화가 왔을때 통화를 원하시면 화면의 [수신] 
버튼을 누르세요.

2. 전화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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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거부하기

1. 전화 알림시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화면의 
[거절] 버튼을 누르세요.

2. 전화알림이 종료됩니다.

전화 끊기

1. 통화를 끝내고 싶으면 화면의 
[  종료] 버튼을 누르세요.

2. 통화가 종료됩니다.

  통화중에 전화번호부를 보려면 [전화번호부]를 
누르세요.

  통화 중에 마이크 음량을 조절하려면 [마이크 
음량]을 누르세요.

  통화 중에 상 방에게 전달되는 통화음을 
차단하려면 [마이크 끄기]를 누르세요.

  통화 중에 다이얼 패드를 보려면 [키패드]를 
누르세요.

 , 참고

전화번호부 이용하기

신규 등록

신규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1. PHONE 화면에서 [ ]→[Menu]→ 
[신규등록]을 누르세요.

2. 이름, 휴 폰, 집, 사무실, 기타 번호를 
입력하세요.

3. [완료]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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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편집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2. 편집할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3. [Menu]→[전화번호 편집]을 누르세요.

4. 전화번호를 편집 후 [완료]를 누르세요. 

전화번호부 검색하기

1. PHONE 화면에서 [ ]→[Menu]→ 
[전화번호부 검색]을 누르거나 전화번호 
입력창을 선택하세요.

2.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 ]을 
누르세요.

3. 검색된 연락처를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전화번호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전화번호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즐겨찾기에 등록할 연락처를 누르세요.

3. [Menu]→[즐겨찾기 등록]을 누르세요.

즐겨찾기에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화면 상단 

탭 [ ]를 누르세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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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삭제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2. [Menu]→[삭제]를 누르세요.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 후 [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연락처를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연락처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등록된 연락처를 전체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를 선택 후 [예]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즐겨찾기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 PHONE 화면에서 [ ]→[Menu]→ 
[신규등록]을 누르세요.

2. 즐겨찾기에 등록할 연락처를 선택 후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즐겨찾기에서 연락처 삭제하기

1. PHONE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Menu]→[삭제]를 누르세요.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 후 [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연락처를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연락처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등록된 연락처를 전체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를 선택 후 [예]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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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

시동은 켜져 있고 차량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OME]→[블루링크]→[운행정보]를 
선택하십시오.

2.  [Menu] >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최신 운전 
정보가 수신됩니다.

목적지 수신 목록

네이버 포털, 블루링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센터 상담원을 통해 수신 받은 목적지 
(POI)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은 최 

 50개까지 저장되며 저장 공간 초과 시 가장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 순으로 자동 삭제됩니다.

목적지 수신 목록 보기

1. [HOME]→[블루링크]→[목적지 수신 목록]을 
누르세요.

2. 전화번호 선택 시 해당 전화번호로 블루링크 
전화가 연결되고, 주소 정보 선택 시 해당 
주소의 지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지 수신 목록 삭제하기

1. [HOME]→[블루링크]→[목적지 수신 
목록]→[Menu]→[삭제]를 누르세요.

2. 삭제하려는 목록을 선택 후 [삭제]를 
누르세요.

• 선택한 목록을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 목록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 목록 전체를 삭제하려면 [전체 삭제]를 선택 

후 [예]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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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단

시동을 켠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진단하여 
운전자에게 차량 진단 내역을 제공합니다. 주행 
중 진단이 불가능한 제어들이 있기 때문에 정차 
상태에서만 차량을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진단 중 다른 화면 전환 시 차량진단이 
취소됩니다.

1. [HOME]→[블루링크]→[차량 진단]을 
선택하십시오.

블루링크 컨시어지

블루링크 센터를 연결하시면 길안내, 목적지 설정 
및 교통정보 문의, 각종 정보 검색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상담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HOME]→[블루링크]→[블루링크 
컨시어지]를 누르세요.

2. 상담을 종료하려면 [종료]를 누르세요.

블루링크 Apps

다운로드 센터

유료/무료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또는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센터에서 점검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 센터에서 검증 받은 
애플리케이션들만 설치가능 합니다. 다운로드 
센터는 화면상에서 서비스 및 사용 조건 동의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필요)

1. [HOME] > [블루링크] > [블루링크 
Apps]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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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다운로드 센터]를 선택하십시오.

A
C

B

D

 2)  [다운로드 센터] > [Menu] > 
 [내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십시오.

E

F

  [A]: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따라 버튼 
상태가 변합니다.

이름 설명

다운로드 무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구매 유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재다운로드 먼저 설치된 후에 
삭제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재시도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 
에러로 인해 다운로드에 
실패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실행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실행

취소 모든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취소

  [B]: 앱 목록이 업데이트 또는 새로 
고침되며, [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름 설명

업데이트 설치 후, 업데이트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두 
업데이트 하는 [전체 
업데이트] 버튼이 
업데이트 화면에 
나타납니다.

새로 고침 앱 목록 상태가 
리프레시됩니다.

내 애플리케이션 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C]: 애플리케이션 목록 부분을 누르면,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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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보다 자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이름 설명

미리 보기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표시됩니다.

  [E]: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따라 버튼 
상태가 변합니다.

이름 설명

재다운로드 먼저 설치된 후에 삭제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납니다.

실행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실행.

  [F]: 다운로드 된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됩니다.

 , 비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닫은 후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앱 설정

다운로드 센터를 통하여 다운로드 된 
애플리케이션들이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센터에서 다운로드 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애플리케이션 
복원하려면, 다운로드 센터의 재다운로드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재설치하십시오.

[HOME] > [블루링크] > [블루링크 Apps] 
> [다운로드 앱 설정] > [다운로드 앱]을 
선택하십시오.  

저장 공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의 메모리 상태와 사용 
가능한 저장공간을 검토합니다. 

[HOME] > [블루링크] > [블루링크 Apps] > 
[다운로드 앱 설정] > [저장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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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설정

전화 벨소리

1. [HOME]→[블루링크]→[블루링크 
설정]→[전화 벨소리]를 누르세요.

2. 원하는 전화 벨소리를 누르세요 .

선택한 전화 벨소리 미리듣기를 원하시면 [ ]를 

누르세요.

 , 참고

모뎀 정보

전화번호/USIM/IMEI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HOME]→[블루링크]→[블루링크 
설정]→[모뎀 정보]를 누르세요.

• [전화번호]: 블루링크 전화의 전화 번호를  
표시

• [USIM]: USIM 카드의 일련 번호 정보를  
표시

• [IMEI]: 이동 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 번호

Wi-Fi 설정

이 기능은 Wi-Fi 앱 설정에 사용됩니다. 디지털 
장치 네트워크를 자동차 장치와 Wi-Fi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HOME] > [블루링크] > [블루링크 설정] > 
[Wi-Fi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Wi-Fi On/Off]: [On] 혹은 [Off]를 
선택하여 Wi-Fi를 켜거나 끄십시오.

MAC 주소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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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네트워크]: 네트워크 AP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ID/패스워드를 등록하십시오.

A

B

이름 설명

A   
 (새로 고침)

차량 근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검색됩니다.

B   네트워크 이름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AP (액세스 포인트) 명이 
표시됩니다.

3. 연결할 네트워크 AP명을 선택하십시오. 
(예: Android_Hotspot)

   보안된 AP의 경우,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Wi-Fi 아이콘의 변화와 네트워크 AP명 
아래의 "연결됨" 문구를 통해 AP에 
접속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개통

차량 출고 후 블루링크 서비스 개통을 위한 
메뉴입니다. 개통 소요시간은 최  5분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통 중에는 차량 시동을 
끄지 말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개통실패 시 
고객센터 (1899-060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개통 중에는 다른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1. [HOME]→[블루링크]→[블루링크 
설정]→[서비스 개통]→[개통]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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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 소요시간은 최  5분이 걸립니다. 

  개통 중에는 엔진을 끄지 마십시오.

  개통 실패 시 블루링크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번호 (855) 2-BlueLink.

  서비스 개통 중에는, 헤드 유닛의 하드 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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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서비스 소개

명칭 설명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 원격 공조 제어

• 원격 문열림/문잠김

• 주차 위치 확인

• 목적지 전송

• 차량 상태 확인

블루링크 
Safety

•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 SOS 긴급 출동

• 도난 추적

• 도난 경보 알림

블루링크 
차량관리

• 블루링크 정기점검 리포트

• 차량 진단

드라이빙 • 블루링크 길안내

컨시어지 
플러스

• 블루링크 전화

• 컨시어지 플러스 서비스

블루링크에 가입하시면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블루링크 Safety, 드라이빙, 블루링크 차량관리 
서비스가 2년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블루링크와 함께하는 운전 생활의 변화!!

스마트한 운전 생활

• 추운 겨울, 무더운 여름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 시동 켜기, 원격 시동 
끄기는 물론 차량 내부 온도 설정까지!

• 주차 위치가 기억 안 날 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로 지도로 확인

• 차문을 잠갔는지 헷갈릴 때는 다시 주차장으로 
갈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Door Lock!

안전한 운전 생활

•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 지원

• 누군가 내 차에 침입하면 내 휴 폰으로 문자 
전송

• 차량 도난시 경찰과 협조하여 위치 추적을 통한 
차량 회수 지원

편리한 운전 생활

• 네이버 지도에서 본 위치를 메모할 필요 없이 내 
차로 바로 전송

• 운전중에도 언제나 버튼 하나 누르면 상담원이 
비서처럼 24시간 문제 해결

블루링크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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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원격 공조 제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차 안의 온도를 미리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 시동 켜기, 원격 시동 
끄기는 물론 차량 내부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상담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Z 원격 시동 ON 및 원격 공조

원격으로 차량의 시동을 켤 수 있습니다. 원격 
시동은 2분에서 10분간 동작하도록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시동을 했더라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었을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격시동 상태에서 스마트 키로 문을 열고 차량 
진입 시 일반 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원격으로 
차내의 실내온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온도에 맞춰 자동으로 에어컨 또는 히터가 
작동하는 Auto모드로 동작하게 되며, 원격시동 
진행시 실내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시동 
옵션으로 앞유리 습기와 성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Z 원격 시동 OFF

원격으로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격 시동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행 중 또는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원격 시동 ON/OFF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스마트키로 문잠김 상태가 아닌 경우, 
변속레버의 위치가 P단이 아닌 경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특정 장소 및 장시간 공회전 시간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퍼 ON 상태로 시동종료 후 원격시동 시에는 
와이퍼가 동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 상황과 차량 위치에 따라 원격 제어로 
요청한 설정 값과 차량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동 종료 후 96시간 이내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통신 음영지역에서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이용 방법
지원되는 버전에 따라 화면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시동

온도 설정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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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문열림/문잠김

주차해 놓고 문을 잠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본 적 많으시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문잠김 확인만 누르면 
아무리 먼 곳에 주차해 놓았더라도 자동으로 문이 
잠깁니다.

서비스 특징

• 차량의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차안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문열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차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밖으로 
나갔을 경우 문잠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상담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원격 문열림 후 30초 이내에 문을 직접 열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문이 잠깁니다.

  원격 문열림 시 도난의 우려가 있으니 항상 
안전한 장소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원격 문열림/문잠김은 차문 잠금 장치에 한 
해제 및 잠금 기능으로 차문 자체를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원격 문잠김 서비스 
요청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동 종료 후 96시간 이내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통신 음영지역에서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이용 방법

지원되는 버전에 따라 화면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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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치 확인

호텔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한 위치가 기억나지 않을 때, 거리 제한 없이 
차량의 비상등 점멸과 경적 울림을 통해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도로도 
내차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 차량의 주차 위치를 비상등 점멸/경적 울림 또는 스마트폰 지도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상담원을 통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Z 비상등 점멸 (27초간)

밤시간이나 주거지역에 주차한 경우 적합합니다.

Z 비상등 점멸 + 경적 울림 (27초간)

낮 시간이나 경적 울림이 가능한 형/지하 주차장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경적 울림(27초)을 조기에 멈추려면 스마트키로 문열림/문잠김을 1회 
반복해주십시오.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바랍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 해당 서비스를 요청 시 급작스러운 경적 울림과 비상등 점멸로 
안전에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동 종료 후 96시간 이내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통신 음영지역에서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GPS의 궤도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차량 위치 탐색 거리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이용 방법

지원되는 버전에 따라 화면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경적 비상등

지도로 찾기 비 번호

※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한 지도로 내차 위치 확인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차량과 고객님과의 위치가 1KM 이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한 주차 위치 찾기 시, 스마트폰 위치 서비스 
(GPS 등) 기반으로 내 위치도 함께 표시됩니다. 고객님 스마트폰의 GPS 기 
준이므로 실제 위치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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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태 확인

내 차 상태가 궁금하시다구요?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시동 상태, 도어 잠금 상태, 문 열림 상태 
(앞/뒤/좌/우), 트렁크 열림 상태, 공조 상태 (설정 
상태)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에서 차량 제어 메뉴의 차량 상태 확인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온도는 공조 켜짐 상태에만 표시됩니다.

  성에제거 아이콘은 습기(성에)제거 기능이 켜진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시동 종료 후 96시간 이내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통신 음영지역에서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이용 방법

지원되는 버전에 따라 화면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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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전송

지도에서 찾은 맛집 찾아가려고 따로 메모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포털의 지도에서 확인한 위치를 바로 차량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전송시켜 
주는 서비스

서비스 특징

인터넷 포털 및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에서 검색한 
목적지를 내 차량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포털 및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고객에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Z 인터넷 포털 [네이버 (로그인 필요)]

네이버 지도 접속→목적지 검색→목적지 선택 →가입자 정보 입력→ 
보내기→내비게이션→ 블루링크 전화 전화번호→확인→블루링크 시스템의 
센터수신정보 확인

Z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

목적지 전송 메뉴 → 지도 검색 및 목적지 선택→ 목적지 전송 (내 차로 
위치전송)

  포털 목적지 전송 서비스는 제휴된 포털 사이트 지도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는 네이버와 제휴되어 서비스 중입니다.

           

    <참고. 네이버 목적지 전송 서비스 화면>   <참고. 스마트폰 목적지 전송 화면>
  스마트폰 위치서비스(GPS) 등을 활성화 하여 내 위치 탐색 시 보다 정확한 검색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위치 탐색 시

- 정확도순 : 현위치 중심으로 검색어와 가장 유사한 검색결과 30개 안내

- 거리순 : 현위치 중심으로 5Km이내 결과에 하여 안내

내위치 탐색 안한 경우

- 정확도순 : 기본 설정된 지도 기준으로 검색어와 가장 유사한 검색결과 
30개 안내

- 거리순 : 기본 설정된 지도 기준으로 5km이내 결과에 하여 안내

  지도와 목적지 검색은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결과이며 제휴사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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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Safety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안심하세요. 차량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면 에어백전개 신호가 블루링크 
긴급구난센터로 자동 통보되어 긴급 구조 및 
사고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서비스 특징

• 사고로 인한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 전개 
신호가 블루링크 긴급구난센터에 전송되어 
신속한 긴급 구조 및 사고 지원을 통해 고객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 에어백이 전개된 후에는 고객이 부상 등으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착신모드로 전환됩니다.

• 자동 착신 모드는 상담원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시동을 끄면 해제됩니다.

서비스 이용

에어백이 전개되면 블루링크 긴급구난센터로 
사고가 자동 접수되고 고객님의 차량으로 
사고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전화가 연결되어 
상담원을 통해 119 및 보험사 등에 출동요청을 
해드립니다.

에어백 전개

상담원과 자동연결

구급차 출동

  헤드유닛의 개조, 탈부착, 파손 및 정비불량 등 
기타 원인으로 헤드유닛이 정상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포함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후방충돌이나 충돌, 사이드 에어백 미장착 
차량의 측면 충돌
- 사면 추돌이나 충돌(차량 앞면의 비스듬한 
방향으로의 추돌이나 충돌)
- 전복, 구름 등의 기타 사유

  차량 사고의 극심한 충격으로 차량 배터리가 
파손되어 전원 공급이 차단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원격시동기 등 별도외부기기를 장착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전개 
신호가 잘못 전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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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긴급 출동

운전 중에 일어 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도 
블루링크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SOS 키를 누르면 블루링크 긴급구난센터가 
112/119, 보험사/제휴사와 연계하여 고객의 
긴급 상황을 지원해 드립니다.

서비스 특징

• SOS 콜 연결 후에는 고객이 부상 등으로 
전화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 착신 모드로 전환됩니다.

• 자동착신모드는 상담원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차량 시동을 끄면 해제됩니다.

• 119(112) 신고의 경우 고객, 상담원, 
119(112)가 3자 통화로 동시에 연결되어, 
상담원을 통한 사고 위치 및 고객 정보 확인으로 
신속한 출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룸미러의 SOS 버튼를 누르면 상담원과 자동 연결되어 
고객님의 상황을 파악한 후 119, 긴급 봉사반 등에 
출동요청을 하여 긴급상황을 지원해 드립니다.

w

“SOS” 버튼 누름

상담원과 자동연결

고객 긴급상황 지원

서비스 내용

Z 긴급 구난 서비스

사고 및 자연재해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구난 서비스의 난이도나 
작업 소요 시간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Z 긴급 견인 서비스

고장 및 사고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견인출발지로부터 
10km 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며, 무료견인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Z 긴급 주유 서비스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를 3L 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단, LPG 차량은 긴급 주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Z 배터리 충전 서비스

고객 차량의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무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90

블루링크 서비스 소개

Z 잠금 해제 서비스

차량의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차량 내부에 두고 문을 
잠근 경우 잠금 해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트렁크의 잠금 장치는 제외.)

Z 타이어 교체 서비스

타이어 펑크 또는 파손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에 내장된 예비타이어로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단, 고객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차량에 예비 타이어가 
없거나 손상된 타이어가 2개 이상인 경우, 
현장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Z 기타 현장 응급 조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응급조치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긴급상황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상황이 
아닌 정보 제공, 길안내 등의 서비스는 블루링크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링크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블루링크 가입 고객이 소유한 다른 차량, 
가족 차량 등)

  관련법상 노상 출동작업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교량 등)

  사고 견인, 문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긴급 주유, 
배터리 충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신 
보험사나 블루링크 제휴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보증수리를 포함한 기타 항목의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고객이 
구입한 신차의 보증 내용 및 규약에 종속됩니다.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차량번호나 보험사, 긴급 
연락처가 변경되면 블루링크 센터 (1899-
0606)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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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추적

차량 도난 시 경찰에 도난 신고 확인 후 고객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경찰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특징

차량 도난 시 블루링크 긴급구난센터에서 도난 
차량의 현재 위치 및 주행 경로 등을 경찰에 
실시간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도난 차량 
추적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블루링크 센터 (1899-0606)로 전화를 연결한 뒤, 
ARS 안내에 따라 도난추적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112와 
3자 통화를 통해 도난추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객의 사생활 침해 및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난 추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난신고후 1899-0606

상담원과 자동연결

경찰차 출동 요청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블루링크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이를 위해 소정의 신분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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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경보 알림

차량 도난 경보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고객의 휴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특징

차량의 도난 경보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된 고객 휴 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서, 고객 차량의 도난, 견인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차량의 도난 경보 작동 시, 블루링크 긴급구난 
센터로 신호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신호가 자동 
접수되면, 고객의 휴 폰으로 도난 경보 작동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차량도난 경보 울림

블루링크 긴급구난
센터 자동 감지

고객에게 메시지 
전송

  도난 경보 알림 서비스는 차량의 도난 경보 
알림이 작동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차량 도난 경보 알림은 스마트키(또는 
리모컨키)로 도어를 잠근 후 스마트키(또는 
리모컨키)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도어, 엔진 
후드, 트렁크를 열면 비상 경고등이 깜빡이고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리모컨키(스마트키)가 아닌 열쇠로 도어를 잠근 
경우 도난 경보 알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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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블루링크 길안내

블루링크 길안내는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상황을 
즉시 반영하여,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서비스 특징

•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 상황 정보와 예측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정체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헤드유닛에 등록되지 않은 목적지 검색 시, 또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헤드유닛에서도 네이버 
지역 검색을 이용하여 최신 목적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 목적지 설정 후 블루링크 길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검색에서 목적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지역 검색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역 검색을 이용하여 검색된 결과는 
전국/현위치 중심으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최  20개까지 제공됩니다.

• 네이버 지역 검색을 통해 검색된 결과 
리스트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길안내 화면에서 블루링크 경로를 선택하면 
블루링크 센터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분석한 
빠른 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내중인 경로와 다른 경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길안내 화면의 재탐색 메뉴에서 블루링크 
경로를 선택하여 길안내 서비스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안내받은 도로정보 (도로의 생성, 소멸, 
회전, 교통규제의 변경등)는 실제 도로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의 교통 규제에 
따라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도착 예정시각 및 예상 소요시간은 경로 
탐색 시점의 도로 교통상황 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도로 교통상황의 변화에 따라 예상 
결과와 운행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정보로 활용하세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시기에 따라 신규 도로에 
한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역 검색은 NHN과 제휴하여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검색 DB 등록 여부에 
따라 검색 결과가 제공됨을 참고하십시오.

 , 참고

블루링크 길안내 이용방법

목적지 설정 후 블루링크 경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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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차량관리

차량 진단

내 차의 믿음직한 주치의! 차량의 진단 내용이 
블루링크 센터로 전송되어 진단결과에 따라 A/S 
연계 조치를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안전과 차량 
보호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특징

차량의 계기판에 원격진단 상 관련 경고등이 
켜진 경우, 차량진단기능을 선택하시면 상담원이 
진단 결과를 알려드리고 견인, 정비소 길안내, 
정비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 [HOME]→[블루링크]→[차량 진단] 버튼을 
눌러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단 결과 이상 시 상담원을 통하여 견인/
정비 예약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상 시스템은 엔진변속 계통으로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며, 해당 시스템의 
경고등이 계기판에 켜진 경우에만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 차량 이상 현상의 경우, 
단말기의 SOS 키를 눌러 상담원에게 가까운 
정비소 길안내나 견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결과는 원격에서 차량 신호를 통해 
추정한 1차 진단 결과이며, 상세한 진단을 
위해서는 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점를 
방문하셔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블루링크 정기점검 리포트

알아서 내차 관리를 해주고 이메일까지~ 고객 
차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한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특징

• 매월 지정된 날에 자동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블루링크 센터로 
전송합니다.

• 한 달간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의 분석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 특별한 메뉴 조작 없이도 한달에 한 번 내 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설정된 점검일로부터 7일 내 최초 운행일 기준으로 
정기점검리포트가 발송됩니다. 점검일 기준으로 7일 
내 운행하지 않는 경우 정기점검서비스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정기 점검일은 개통일 기준 7일 후로 자동 
설정됩니다.

  고장 의심 항목은 차량 운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소거될 수 있으며, 정비소에서 점검을 
완료하셨다면 진단 결과와 차량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



195

블루링크 서비스 소개

컨시어지 플러스

컨시어지 플러스 서비스

블루링크 센터를 연결하시면 길안내, 목적지 설정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상담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 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블루링크 센터를 연결하시면 목적지 설정 및 
교통정보 문의, 각종 정보 검색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상담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Z 룸미러 이용

차량 내 룸미러에 있는 [ ] 버튼을 누르세요.

Z 목적지 설정

• 상담원에게 목적지 명칭이나 주소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길안내 설정이 완료 됩니다.

• 헤드유닛 조작이 익숙하지 않거나 주행중인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설정받아 운행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원이 목적지 설정을 마치고 차량으로 
정보를 보내면 상담원과 통화가 끝난 뒤 
자동으로 길안내가 시작됩니다.

Z 주기적 차량관리

가입일로 부터 매6개월 또는 주행거리 1만킬로 
도달시 정비전문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을 안내하고 필요시 
정비예약을 편리하게 행해 줍니다.

고객에게 2회 통화 실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연결이 
안될 경우 제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Z 레스토랑 예약

상담원이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변경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  
예정입니다.

 , 참고

블루링크 전화

헤드유닛에 내장된 전화 기능으로 차량 내부 
스피커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 차량 스피커와 내장 마이크를 통해 깨끗한 
음질의 통화가 가능합니다.

• 운전 중 휴 전화를 이용한 통화와는 달리 
운전에 방해 받지 않고 통화할수 있습니다.

  별도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루링크 전화> 부분을 
참조하세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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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링크 이용안내

가입/개통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신 후에, 차 안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설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은 지점/ 리점, 블루링크 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차량 등록 후, 서비스 
가입에 꼭 필요한 보험정보 (보험사명), 자동차 
번호판 정보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가입 신청 후 가입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완료 안내 및 
단말기 설정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단말기 설정 
안내 문에 따라 단말기 설정을 완료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Z 지점/ 리점을 통한 신청

출고 지점/ 리점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입 신청 하시거나, 담당 영업직 원에게 
가입신청서 작성 및 개통과 관련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Z 블루링크 센터를 통한 신청

블루링크 센터 (1899-0606)를 이용하시면 
블루링크 서비스에 한 상세한 안내와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Z 온라인을 통한 신청

블루 멤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고객님은 
로그인 하신 후, 온라인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멤버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마이 
페이지→블루링크 서비스→정보 입력

* 단, 차량 계약자와 서비스 가입자 명의가 동 
일해야하며, 블루 멤버스 정회원이고 개인 고객 
님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Z 가입 예약 사이트를 통한 신청

웹사이트 http://bluelink.hyundai.com/apply 
에 접속하여 고객님의 간략한 정보 및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블루링크 상담원이 서비스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개통 및 단말기 설정

•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휴 폰 번호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완료 안내 및 단말기 설정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안내문에 따라 [HOME]→[블루링크]→ 
[블루링크 설정]→[서비스 개통]→[개통]을 
누른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블루링크 요금제는  블루 멤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차량보험 가입 및 차량 
양도증 발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블루링크 센터의 가입/개통 업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차량 단말기 설정시 차량이 이동전화 사용이 
안되는 지역에 있으면 서비스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통화 가능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설정 작업 도중에 시동을 끄면 단말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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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해지

블루링크 센터 또는 블루 멤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서비스 변경/해지가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 항목 : 고객정보, 납부 
정보, 부가서비스 등)

변경 신청

블루링크 센터 (1899-0606)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각종 변경 업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및 본인 확인 절차상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양도 등의 사유로 계약자나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자나 차량소유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명의로 
가입하시는 경우, 기본료 2년 무료 프로모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블루링크 센터의 변경/해지 업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참고

해지 신청

Z 해지방법

블루링크 센터 (1899-0606) 상담원 상담→해 
지신청서 작성→해지

해지 상담 해지신청서 작성 해지 신청

Z 재가입 방법

• 해지 이후 서비스 재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 절차를 그 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 재가입 시, 기본료 2년 무료 프로모션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양도, 리스/렌트 반납 등의 경우 
반드시 블루링크 서비스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계속 
청구됩니다.

 , 참고

기타 일반 문의

블루링크 센터 (1899-0606), 블루 멤버스 
홈페이지 (http://bluemembers. 
hyundai.com→고객지원)에서 블루링크 서비스 
가입 관련 모든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가입/개통/변경/해지/단말기 등 서비스 이용 
문의사항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의 안전보안 서비스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SOS긴급 출동, 도난추적) :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자동차 판매, 정비, 부품 및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080-600-600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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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이용조건에 관하여, 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중지 또는 지연 
등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음영지역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의 물리적 제한조건  
혹은 이동통신사의 사업상, 정책상의 
변화로 인해 지연, 일시중단, 제공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원격 공조 제어, 원격 문열림/잠김, 주차위치 
확인, 도난 추적, 도난 경보등은 차량의 전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운행 종료 시동이 꺼진 후 
96시간까지만 제공됩니다.

• 요금 체납으로 인해 사용정지가 된 경우

• 차량 내 제반 전기장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블루링크 단말기 및 차량의 임의 수리 
또는 단말기의 탈부착 등을 시행한 경우

• 단말기가 천재지변 또는 심한 충격 등으로 
배터리로부터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차량 
배터리의 방전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

• GPS 측위위성의 이상, 전파 수신의 방해, 
전파 불인식 지역 등에 차량이 있는 경우, 
GPS측위위성 서비스 자체의 상업적인 이용이 
불가하게 될 경우 (유료화 포함)

• 차량이 주행 중 고층 빌딩이나 터널, 지하공간 
등 GPS 측위위성을 인식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경우

• 블루링크 어플리케이션 (블루링크 스마트 
컨트롤)을 통한 원격 제어 서비스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경우

• 센터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및 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 
장애,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블루링크 서비스는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 삭제, 추가 등이 가능합 니다.

<회사의 면책 사항>

이상과 같은 경우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서비스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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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차량의 상태(주행장소나 운전조건)인 
경우에는 현위치와 다른 장소에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 각도가 작은 Y자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방향의 길로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옆 도로에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시가도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차량위치 마크나 
경로 표시가 반 차선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시가도에서 시가도 이외의 축척 지도로 전환된 
경우, 다른 도로에 차량위치마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페리, 차량운반차 등으로 이동한 뒤, 차량 
위치마크가 이동전의 위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베터리 터미널을 탈착한 후, 나선형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경우

• 급격한 산악지역을 주행하고 있는 경우나 
급커브를 주행하고 있는 경우

• 지하주차장, 입체주차장에서나 턴테이블 에서 
회전을 한 이후 일반도로로 나온 경우

• 정체, 교차점의 앞에서 발진, 정지를 반복한 
경우이거나 서행 운전하는 경우

• 모래, 눈길 등의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경우

• 타이어체인을 장착하고 주행하고 있는 경우

• 타이어를 교환한 경우(특히 응급용 타이어, 
스턱드레스 타이어 사용시)

• 지정사이즈 이외의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 타이어의 공기압이 4바퀴 모두 지정의 공기압이 
아닌 경우

• 마모된 타이어로 교환한 경우(2시즌째 이후의 
스턱드레스 타이어 등)

• 고층빌딩 근방에서 주행하는 경우

• 루프케리어를 설치한 경우

• 고속주행 중, 장거리의 경로탐색을 행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잠시 주행하면 맵 매칭이나 
GPS정보를 이용하여 현위치 가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탐색조건이나 주행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적절한 목적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 직선도로 주행 중에 직진의 안내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 교차점에서 회전하였으나 안내가 행하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 U-Turn금지 장소에서 U-Turn하는 
경로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통행불가도로(진입금지 도로, 공사중의 도로 
등)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목적지까지의 도로가 없거나, 좁은 도로 밖에 
없는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목적지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직전의 교차점에서 
회전한 경우 등), 음성안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경로를 재 탐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아닙니다.

• 교차로에서 회전중인 경우,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고속주행 시, 재 탐색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U-Turn금지 장소에서 U-Turn하는 경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통행불가도로(진입금지 도로, 공사중의 도로 
등)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목적지까지의 도로가 없거나, 좁은 도로 밖에 
없는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목적지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직전의 교차점에서 
회전한 경우 등), 음성안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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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기 작동 시 또는, 설치시의 오류를 기기 자체의 불량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2.불량이라고 생각되면 우선 아래 표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아래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여도 계속 이상이 발생하면 지정점 또는 A/S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제품이 불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제품이 불량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증상 기능

화면에 작은 빨간점, 파란점, 녹색점이 
있다.

LCD는 단히 점 도가 높은 기술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전체 화소 수의 0.01%이하에서 화소 부족 또는 항상 
점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도 영상도 안 나온다. • 자동차의 시동스위치가 [ACC] 또는 [ON] 위치에 있습니까?

• 시스템이 OFF 되어 있지 않습니까?

USB 재생이 되지 않는다. USB 메모리가 손상된 경우 FAT 12/16/32로 포맷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영상은 나오나 음은 안나온다. • 음량 조정이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MUTE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 스피커만 음이 나온다. 전후음량 또는 좌우음량 조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외부입력(AUX)모드 상태에서 음과 
영상이 안 나온다.

외부입력(AUX) 단자에 잭이 완전히 삽입되어 있습니까?

외부기기 연결 시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외부기기 연결이 보증이 되는 케이블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전원 OFF → ON시 마지막 모드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다.

DISC, USB, iPod, 블루투스 오디오 모드와 같이 외부의 소스를 읽어 재생하는 모드는 현재상태에 따라

전원 ON시 마지막으로 보던 모드로 이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없거나 매체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전의 모드로 이동됩니다.

만약 이전의 모드가 정상적인 재생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이전의 모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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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증상일 때의 조치 방법

모드 증상 조치사항

공통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초기화 (리셋)할 수 있습니다. 헤드유닛의 "RESET" 버튼을 핀 또는 클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누르십시오.

음성이 출력되지 않는다.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화면이 어둡다. 밝기를 조절하십시오.

밝기 조절이 어둡게 되어있다. 밝기를 조절하십시오.

음성과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의 시동스위치가 "ACC" 또는 "ON"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켜면 화면의 구석이 어두워 
보인다.

액정 패널 형광관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시 조금씩 어둡게 보이는 것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고온에서 디스크 삽입 할 
경우 자동 배출되는 경우가 있다.

여름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어 차량 내부 온도가 높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켜서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춘 후에는 정상 작동하므로 그때 
디스크를 넣어 주십시오. 

재생이 시작되지 않는다. 디스크를 삽입하지 않았거나 디스크의 위,아래 방향이 뒤 바뀐 경우 디스크 재생면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도록 삽입합니다.

재생할 수 없는 디스크를 삽입한 경우 재생 가능한 정품 디스크를 삽입합니다.

재생할 수 없는 지역번호를 가진 DVD를 삽입한 경우 "3" 또는 "ALL"의 지역번호를 갖는 
DVD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디스크가 나오지 않는다. 헤드유닛가 완전히 꺼진 상태거나, 부팅 중에는 디스크가 들어있어도 나오지 않는 경우 
헤드유닛 부팅 후 DISC IN LED indicator가 켜진 다음 디스크 꺼냄 (B)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고장 증상일 때의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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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증상 조치사항

iPod iPod을 연결하였으나 인식하지 않는다. iPod의 펌웨어 버전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 iTunes를 이용해 펌웨어 버전을 
업데이트 한 후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iPod 기기 자체 다운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iPod을 리셋하고 다시 연결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USB USB 재생이 되지 않는다. USB 메모리가 손상된 경우 FAT 12/16/32로 포맷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USB 메모리가 이물질로 오염 되었을 경우 USB 메모리와 멀티단자의 접촉면에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별도 USB 허브를 사용한 경우 USB 메모리를 직접 차량의 멀티미디어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USB 연장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 USB 메모리를 직접 차량의 멀티미디어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규격폼(Metal CoverType) USB 메모리가 아닌 것을 사용한 경우 규격폼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HDD type, CF, SD 메모리를 사용한 경우 규격폼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재생 가능한 동영상, 음악, 사진 파일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한 파일 형식의 음원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장 증상일 때의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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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증상 조치사항

CD 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한다. 디스크 표면을 확인하고 바르게 넣어주십시오.

디스크가 잘못 삽입 되었을 경우 디스크 꺼냄 (B) 버튼을 5 초간 누르시기 바랍니다.

DVD 재생이 되지 않는다. 지역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가 잘못 삽입 되었을 경우  디스크 꺼냄 (B) 버튼을 5 초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표시되지 않는다. 재생 중인 DVD에 자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막 표시가 불가능합니다.

자막 언어 설정이 “OFF”로 되어있는 경우 원하는 자막 언어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사라지지 않는다. 재생 중인 DVD가 자막 숨기기 기능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자막 숨김이 불가능합니다.

음성 또는 자막 언어가 전환되지 않는다. 재생 중인 DVD에 단 하나의 언어만 포함하는 경우 다중언어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재생 중인 DVD가 언어전환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언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DMB 신호가 약하다는 표시가 되거나, 영상이 
멈춘 상태로 있다.

채널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영상이 깨지거나 선명하지 않다. 터널이나 건물 사이, 산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행 중에는 화면을 볼 수 없다는 팝업창이 
표시된다.

정차 후 기어를 P단으로 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의 채널명과 실제방송이 다르다. 수신 방송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PHONE 송, 수신이 잘 안되고 통화중 끊어진다. 
특정지역에서 송, 수신음이 끊겨서 
들리거나 안 들린다.

잠시 후 사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사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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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증상 조치사항

블루투스 헤드유닛에서 블루투스 폰 연결을 할 수 
없다.

휴 폰 화면이 특정화면에 있는 경우 휴 폰 화면을 메인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블루투스 전화 발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휴 폰 상태가 특정화면에 있는 경우 휴 폰 화면을 메인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블루투스 폰에서 음악재생시 
재생되지 않는다.

헤드유닛의 상태가 블루투스 음악 재생 상태가 아닌 경우 헤드유닛의 상태를 블루투스 
음악 재생 상태로 전환 합니다.

블루투스 음악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휴 폰에 음악이 없습니다. 휴 폰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 폰의 음악 재생 리스트에 음악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 폰에서 재생할 음악을 
선곡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항법 장치 
(NAVI)

 현재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 장애물이 없는 장소로 이동한 후 정차해 주십시오.

GPS 위성수신를 확인 후  장애물이 없는 장소로 이동 후 정지해 주십시오.

GPS 위성배치가 나쁠 경우 오차가 크게되어 위치를 갱신하지 않으므로 GPS 위성 배치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목적지 또는 경유지 주변에 있어도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음량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현위치 확인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계속 메시지가 나타나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현재위치 오차가 크다. 장애물이 없어지거나 GPS 위성 배치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도로상에 현재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 속도, 진행방향이 안정되면 자동적으로 정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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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내비게이션 제품규격

공통부

전원 공급 DC 14.4 V (배터리)

동작 전원 DC 9 V ~ DC 16 V

소비 전류
Max 5 A (헤드유닛 + 전석 화면 
포함)

암전류 Max 1 mA

동작 온도 범위 -20 ℃ ~ +70 ℃

보존 온도 범위 -40 ℃ ~ +85 ℃

외형 치수 (헤드유닛)
274.82 (W) x 108.38 (H) X 
202.26 (D) mm

중량 (헤드유닛) 2.7 kg

상호명 엘지전자 ㈜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Car Navigation System 
(LND2710EKDH)

제조자 /제조국가 엘지전자㈜ /한국

블루투스부

지원 프로파일
HFP(1.6), A2DP : (1.2) , 
AVRCP (1.3)

지원 블루투스 규격 3.0

주파수 범위 2402 MHz ~ 2480 MHz

Output power 
(Class2)

1.0 dBm 

채널 수 79 개

튜너부

AM

수신 주파수 531 kHz ~ 1602 kHz

실용 감도 35 dBuV 

주파수 특성 30 Hz ~ 10000 Hz

신호  잡음비 최소 35 dB

FM

수신 주파수 87.5 MHz ~ 108.0 MHz

실용 감도 12 dBuV 

주파수 특성 30 Hz ~ 10000 Hz

신호  잡음비 최소 50 dB

CD/DVD부

응 FORMAT
CD-DA, CD-R, CD-RW, MP3,  
DVD (12 cm 디스크 only)

Interface Serial (TAB2)

신호  잡음비 (S/N) 70 dB 이상

주파수 특성 20 Hz ~ 20 kHz (±3 dB)

왜율 0.03%

제품 규격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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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AV/내비게이션 제품규격 (계속)

액정 
디스플레이 
부

화면 크기

• 와이드형 233.95mm (9.2 
inches)

• 204 (W) x 114.72 (H) mm 
(Active area 기준)

화소수 921,600 pixel

구동 방식 

TFT, In Plane Switching 
(IPS), 

액티브 매트릭스

시야각
Viewing Angle free (R/L 
178(Min), 
U/D 178(Min.))

내부 조명 LED

DMB부

수신 채널 7A 에서 13C 까지

수신 주파수
175.280 MHz 에서 214.736 
MHz 까지

Sensitivity -100 dBm

무선 
Bluetooth 
모듈

상호명 엘지이노텍 ㈜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BDA-
G332A)

제조자 /제조국가 엘지이노텍 ㈜ /한국

• 본 제품에 탑재된 GPL, LGPL, MPL 및 그 외 오픈소스 라이센스 하에 
개발된 소스 코드를 얻으려면, http://opensource.lge.com 를 
방문하십시오. 소스 코드를 비롯하여 해당하는 모든 라이센스의 내용 및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구매하신 후 3년 내에 opensource@lge.com로 e-mail을 보내 
본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오픈 소스 코드를 요청하실 경우, 매체 
비용, 운반비 등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CD-ROM에 담아 
제공해 드립니다.

• 디자인과 제품규격 사양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 이 기자재는 가정용 (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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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Link 단말기 제품규격

공통부

전원 공급 DC 14.4 V

동작 전원 DC 9 V ~ DC 16V

소비 전류 Max 2 A

암전류 96h이내

암전류 96h이후

Max 10mA이하 (Acc off후 96시간 
평균전류)

Max 0.8mA이하 (Acc off후 
96시간 이후)

동작 온도 범위 -20 ℃ ~ +70 ℃

보존 온도 범위 -40 ℃ ~ +85 ℃

외형 치수
233.4 (W) x 116 (H) X 38.6 (D) 
mm

중량 852.5 g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Unit Assy I-BOX

(TS320B1DX)

제조자 /제조국가 현 모비스 ㈜ /한국

HSDPA부

주파수
TX : 1920 에서 1980 MHz 까지

RX : 2110 에서 2170 MHz 까지

수신 감도 -106 dBm 이하 (conducted)

송신 출력
23+/- 2.7 dBm (Power Class3, 
conducted)

KCC 인증부

기기의 명칭 
IMT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기기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모델명 TS320B1DX

인증번호 MSIP-CMM-HMO-TS320B1DX

인증받은 자의 상호 현 모비스 ㈜

제조자 /제조국가 현 모비스 ㈜ /한국

• 오픈 라이선스 및 법적 고지에 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biszone.co.kr→고객지원→다운로드센터 또는 
http://www.mobiszone.co.kr/front/mall/jsp/manual/
avn_download_center_manual.jsp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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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하여

본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차량 출고시부터 (등록일자) 산정되오니 보증기간 이내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 료 서 비 스

제품 구입하신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해 드립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한 차종별 취급설명서/보증서에 표시한 보증기간에 종속됩니다.

유 료 서 비 스

•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천재지변 (화재, 지진, 수해, 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사용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지정 서비스 센터 수리기사가 아닌 자가 제품을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본 제품의 소비자 피해에 한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합니다.

GLASS ANT(유리 안테나)가 적용되는 차량에는 금속 성분이 함유된 METAL 썬팅지 (2톤 썬팅지 등)를 부착하면 본 제품의 수신 
성능이 매우 저하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수리 시 교체하는 부품은 기존부품과 다른 원산지나 제조사의 부품이 적용될 수 있고 새로운 부품이 아닐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기능상으로 동등한 부품이 사용됩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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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근무지 주소 TEL

서울 원효로 서비스 센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3-25 070-7012-9711

북부 서비스 센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8-2 070-7012-9712

서부 서비스 센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1 070-7012-9714

남부 서비스 센터  서울 동작구 방동 70-1 070-7012-9715

동부 서비스 센터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77-15 070-7012-9713

인천 인천 서비스 센터  인천시 서구 가좌4동 468-1 070-7012-9716

경기 시화 서비스 센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라 607 070-7012-9717

수원 서비스 센터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 537-3 070-7012-9718

강원 강릉 서비스 센터  강원 강릉시 입암동 21-12 070-7012-9719

전 전 서비스 센터  전시 동구 가양동 411-1 070-7012-9751

충북 청주 서비스 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23 070-7012-9752

광주 광주 서비스 센터  광주시 남구 송하동 251-2 070-7012-9753

전북 전주 서비스 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753-4 070-7012-9755

군산 서비스 센터  전북 군산시 소룡동 676 070-7012-9756

전남 순천 서비스 센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7 070-7012-9654

지정 서비스 센터

지정 서비스 센터

A/S 상담 및 서비스 센터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738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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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서비스 센터

구분 근무지 주소 TEL

구 구 서비스 센터 구시 북구 노원3가 735 070-7012-9735

부산 부산 서비스 센터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70-2 070-7012-9731

사상 서비스 센터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5-1 070-7012-9732

경남 창원 서비스 센터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 070-7012-9733

김해 서비스 센터 경남 김해시 지내동 196-20 070-7012-9737

울산 울산 서비스 센터 울산시 북구 효문동 580-1 070-7012-9734

경북 포항 서비스 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163-1 070-7012-9736

제주 제주 서비스 센터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2109 070-7012-9757

A/S 상담 및 서비스 센터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738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