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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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블루투스란?
 䠐 블루투스 (Bluetooth)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말하며, 2.45GHz 주파수를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서 

각종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시킵니다.
 䠐 블루투스 핸즈프리는 차량의 AV 또는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통화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䠐 휴대폰 기종에 따라 일부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휴대폰 기기 

목록은 현대닷컴 (https://www.hyundai.co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주행을 위한 주의사항

 䠐 운전 중 과도한 조작으로 인한 전방 주시 소홀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지나친 기기 조작은 삼가해 
주십시오.

 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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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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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폰 연결시 주의사항

 䠐 블루투스 핸즈프리 헤드유닛과 휴대폰을 연결하기 전, 연결하려는 휴대폰이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는 
폰인지 먼저 확인바랍니다.

 䠐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폰이라도 휴대폰의 연결모드가 잠금 상태일 경우 헤드유닛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 모드 잠금을 해제한 후 헤드유닛와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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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기기 등록 및 연결하기

등록 기기가 없는 경우 (신규등록)

1.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 ] 버튼 또는 홈 메뉴 상에 [전화] 를 누르세요.

신규 기기를 등록하지 않으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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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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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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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블루투스 기기의 연락처 및 통화기록의 내역에 접근 권한 요청을 허용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5. 블루투스 기기의 메시지에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참 고
 䠐 초기 차량 이름은 NEXO, 초기 인증번호는 “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䠐 블루투스 기기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䠐 안드로이드 또는 iOS 폰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䠐 iOS(아이폰) 연결 시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된 기기의 [알림보기]를 활성화 해주세요.  

설정 > 블루투스 > 연결된 차량 정보 > 오른쪽 [i]버튼 > 알림보기 On
 䠐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인증번호 (PIN 코드)를 

입력 후 등록을 인하세요.

6. 연결이 완료되면 최근 통화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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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휴대폰에서 [연락처 및 통화기록] 접근 허용을 수락한 경우 전화 번호부 및 최근 통화목록 다운로드를 
시도합니다.

등록 기기가 있는 경우

1. HOME 화면에서 [설정] > [블루투스] > [블루투스 연결]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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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블루투스 기기 등록 대기 화면에서 차량 이름을 검색한 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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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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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5. 블루투스 기기의 연락처 및 통화기록의 내역에 접근 권한 요청을 허용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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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루투스 기기의 메시지에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기기 화면의 예>

,참 고
 䠐 초기 차량 이름은 NEXO, 초기 인증번호는 “0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䠐 블루투스 기기에 따라 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䠐 안드로이드 또는 iOS 폰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䠐 iOS(아이폰) 연결 시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된 기기의 [알림보기]를 활성화 해주세요.  

설정 > 블루투스 > 연결된 차량 정보 > 오른쪽 [i]버튼 > 알림보기 On
 䠐 SSP (Secure Simple Pairing)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기기에서 인증번호 (PIN 코드)를 

입력 후 등록을 인하세요.

7. 연결이 완료되면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 이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참 고
 䠐 블루투스 기기는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 합니다.
 䠐 블루투스 기기는 한번에 한 개만 연결 가능 합니다.
 䠐 블루투스 기기 연결 중에 다른 기기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䠐 블루투스 핸즈프리, 폰북 연동, 메시지 연동과 블루투스 오디오 관련 기능만 지원합니다.
 䠐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은 전석 화면에만 표시됩니다.
 䠐 인증번호 입력이 늦거나 등록에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선택한후 

등록을 재시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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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연결 해제하기

1. 화면에서 [ ], [ ], [ ], [ ] 또는 [ ]를 누르세요.

2. [메뉴] > [블루투스 설정]을 누르세요.

3.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4.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누르세요.

5. [예]를 누르세요.

6. 기기를 다시 연결하려면 연결할 기기를 다시 누르세요.

,참 고

전화 화면 상에 있는 [ ]를 눌러도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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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삭제하기

1. 화면에서 [ ], [ ], [ ], [ ] 또는 [ ]를 누르세요.

2. [메뉴] > [블루투스 설정]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메뉴] > [삭제]를 누르세요.

4. 삭제하려는 목록을 선택 후 [삭제] > [예]를 누르세요.
 䠐 항목을 전체 선택하려면 [전체 선택]을 누르세요.
 䠐 항목을 전체 해제하려면 [선택 해제]를 누르세요.
 䠐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참 고

 䠐 다이얼 패드에 있는 [ ]를 눌러도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䠐 기기 삭제 시 헤드유닛에 저장되었던 해당 기기의 최근 통화 목록 및 전화번호부 목록 전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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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기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전화 걸기

1.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2. 다이얼 패드를 사용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3. 다이얼 화면의 [ ] 버튼을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 ]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참 고

 䠐 전화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에는 [ ] 버튼을 선택하면 한자씩 지워집니다.  
[ ]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입력한 번호가 모두 지워집니다.

 䠐 다이얼 패드 [ ] 버튼을 길게 누르면 ‘+’ 가 입력됩니다.
 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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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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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으로 전화 걸기

1.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세요. 시스템 음성 안내 “전화를 걸고자 하는 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가 
안내됩니다.

2. Beep 울림과 함께 팝업 화면의  아이콘이  아이콘으로 바뀌면, 원하는 음성 명령어 (예: 홍길동)를 
말씀하세요.

단축번호로 전화 걸기
다이얼 화면에서 다이얼 패드를 사용해 휴대폰에 등록된 단축번호를 길게 (0.8초 이상) 누르세요.
 䠐 단축번호가 1자리인 경우  

예) 8번일 때는 8을 길게 누르세요.
 䠐 단축번호가 2자리인 경우 

예) 12번일 때는 1은 짧게 누르고 2를 길게 누르세요.

,참 고
이 기능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다이얼로 전화 걸기

통화 대기 화면일 때 (입력된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다이얼 화면의 [ ]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 ]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마지막 발신 통화 번호로 연결합니다.

,참 고
 䠐 최근 통화 목록이 없거나 블루투스 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재다이얼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䠐 통화 대기 화면일때 (입력된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다이얼 화면의 [ ]를 선택하거나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버튼을 짧게 누르면 가장 최근에 발신했던 연락처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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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수신하기

1. 전화가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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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휴대폰 기종에 따라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 수신거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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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핸즈프리로 통화 전환하기
통화음을 핸즈프리에서 휴대폰으로, 휴대폰에서 핸즈프리로 전환합니다.

1. 통화 중에 핸즈프리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전환하고 싶은 경우 화면의 [ ] 버튼을 
누르세요.

2. 휴대폰으로 통화가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다시 휴대폰에서 핸즈프리로 통화를 전환하고 싶은 경우 [ ]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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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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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화가 종료됩니다.

,참 고
 䠐 통화 중에 마이크 음량을 조절하려면 [마이크 음량]을 누르세요.
 䠐 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통화음을 차단하려면 [마이크 끄기]를 누르세요.
 䠐 통화 중에 다이얼 패드를 보려면 [키패드]를 누르세요.



160

전화하기

블루투스 설정하기

1. 화면에서 [ ], [ ], [ ], [ ] 또는 [ ]를 누르세요.

2. [메뉴] > [블루투스 설정]을 누르세요.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3. 블루투스 설정 기능은 시스템 설정의 "블루투스 설정하기" 파트를 참고하세요.

,참 고

 䠐 다이얼 패드에 있는 [ ]를 눌러도 블루투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䠐 연결된 블루투스 기기의 기종에 따라 [자동 회신 메시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 음량 설정하기
통화 중에 마이크 음량 설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에 [마이크 음량]을 누르세요.

2. 드래그 및 터치하여 마이크 음량을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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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ON/OFF 설정
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통화음이 차단됩니다.

1. 통화 중에 [마이크 끄기]를 누르세요.

2. 마이크를 다시 켜려면 [마이크 켜기]를 누르세요.

,참 고

통화 중에 스티어링 휠 리모컨의 [ ]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ON/OFF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키패드
통화 중에 ARS 번호 입력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에 [키패드]를 누르세요.

2. 통화 화면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 [키패드]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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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 목록 이용하기

최근 통화 목록 이용하기

최근 통화 목록 다운로드하기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 통화 목록을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최근 통화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메뉴] >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3. [예]를 누르세요.

,참 고
 䠐 휴대폰 전화번호부 다운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䠐 일부 블루투스 기기에서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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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 목록 이용하기

최근 통화 목록으로 전화 걸기

1. 전화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최근 통화 목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최근 통화 목록 화면에서 [전체], [발신 전화], [수신 전화] 또는 [부재중 전화]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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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화를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하세요.

,참 고
 䠐 휴대폰 기종에 따라 통화기록이 최근 통화 목록에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䠐 최근 통화 목록이 없거나 블루투스 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䠐 최근통화는 발신, 수신, 부재중 목록 각각 최대 50개씩 저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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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 목록 이용하기

즐겨찾기
즐겨찾기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

1. 전화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메뉴] > [신규 등록]을 누르세요.

,참 고
즐겨찾기에 1개 이상 등록된 연락처가 있을 경우 [메뉴] > [편집]을 누르세요.

3. 즐겨찾기에 등록할 연락처를 선택한 후 팝업화면에서 원하는 전화번호를 눌러 [ ]를 활성화 한 후 [닫기]
를 누르세요.

,참 고
 䠐 즐겨찾기는 최대 1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䠐 즐겨찾기 목록에 긴급 전화번호는 긴급 상황 발생시 원하는 번호를 눌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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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 목록 이용하기

즐겨찾기로 전화 걸기

1.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즐겨찾기 목록에서 통화할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즐겨찾기에서 연락처 편집하기
즐겨찾기에 추가된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전화번호를 즐겨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메뉴] > [편집]을 누르세요.

3. 즐겨찾기에 등록할 연락처를 선택한 후 팝업화면에서 원하는 전화번호를 눌러 [ ]를 활성화 한 후 [닫기]
를 누르세요.
 䠐 "연락처를 즐겨찾기에 등록하기"를 참고하여 즐겨찾기를 등록 또는 삭제하기 위해 즐겨찾기 아이콘을 

활성화 [ ]하거나 비활성화 [ ] 하세요.

 䠐 [ ]: 즐겨찾기에 이미 등록된 연락처

 䠐 [ ]: 즐겨찾기에 등록되지 않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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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화 목록 이용하기

즐겨찾기에서 연락처 삭제하기

1. 전화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즐겨찾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메뉴] > [삭제]를 누르세요.

3. 삭제하려는 연락처를 선택 후 [삭제] > [예]를 누르세요.
 䠐 항목을 전체 선택하려면 [전체 선택]을 누르세요.
 䠐 항목을 전체 해제하려면 [전체 해제]를 누르세요.
 䠐 삭제를 취소하려면 [취소]를 누르세요.



167

전화번호부 이용하기

전화번호부 이용하기

휴대폰 전화번호부 다운로드하기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목록을 시스템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전화번호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메뉴] >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3. [예]를 누르세요.

,참 고
 䠐 휴대폰 전화번호부 다운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䠐 일부 블루투스 기기에서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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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이용하기

전화번호부 검색하기

1. 전화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전화번호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메뉴] > [전화번호부 검색]을 누르세요.

3. 이름 또는 전화번호 입력 후 해당 이름 또는 번호로 저장된 연락처가 검색됩니다.

4. 검색된 연락처를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참 고  䠐 전화번호부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부 검색]을 눌러도 이름 또는 번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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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䠐 번호 검색 시 전체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일부만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010’ 입력 시 ‘010’이 포함된 모든 연락처가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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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화면 이용하기

다이얼 화면 이용하기
화면에서 [ ] 를 누르세요.

a  (최근 통화 목록)
최근 통화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b  (즐겨찾기)
즐겨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  (전화 화면)
블루투스 전화 다이얼 패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 다이얼 패드
통화를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전화번호는 번호 입력창에 표시됩니다.

g  (음성인식)
음성인식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h 메뉴
모드별 팝업 메뉴를 표시합니다.

i  (휴대폰 배터리 아이콘)
휴대폰의 배터리 양을 표시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아이콘)
블루투스 폰과 헤드유닛의 연결 유무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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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화면 이용하기

전화가 연결되어 통화상태가 되면 블루투스 아이콘( )이 송수화기 아이콘( )으로 전환됩니다.

  (통화 수신 감도 안테나 아이콘)
통화 지역의 수신 감도 정도를 막대그래프로 표시합니다.

j  (삭제)
입력된 전화번호를 지웁니다.

k  (설정)
블루투스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l  (통화)
입력된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전화가 연결됩니다. 입력된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에 발신했던 
번호가 입력됩니다.

m 번호 입력창
전화번호 입력창을 표시합니다.

,참 고
 䠐 휴대폰 배터리와 통화 수신 감도 안테나 아이콘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䠐 휴대폰 배터리 양 표시는 폰에 표시되는 상태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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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새 메시지 확인하기

1.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면 메시지 팝업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䠐 [보기]: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䠐 [읽기]: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음성으로 지원합니다.
 䠐 [닫기]: 문자 메시지 팝업창을 닫습니다.

,참 고
아이폰 연결 시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된 기기의 [알림보기]를 활성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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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하기

1. 화면에서 [ ]를 누르세요.

2.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세요.

3.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䠐 [읽기]: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음성으로 지원합니다.
 䠐 [회신]: 메시지를 회신 합니다.
 䠐 [통화]: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4. 문자 메시지를 회신 하려면 [회신]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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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5. 원하는 메시지를 선택한 후 [전송]을 누르세요.

,참 고
 䠐 블루투스가 연결된 후에 받은 메시지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䠐 휴대폰 기종에 따라 [회신], [통화]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