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nly products that have obtained standard certification by WPC(   ) 
are permitted use.

Using the Wireless Phone Charger

1. This product operates when you press the『ACC』 start button, that is, when 
   the product is activated. 

2. The user must check on whether the product’s LED (BLUE) has flickered two 
   times, and then has turned off. 

3. Place the cell-phone at the center of the charger. The farther the phone gets
   from the center, the lower the efficiency of the charging.

4. When charging starts, you will be able to see the LED (BLUE) light turning on. 

5. When the charging is done, you will be able to see the LED light change from
   blue to green. 

● If the charging does not seem to go well, or if the LED (BLUE) light keeps on 
    flickering, refer to the Problem Solving/Help section. Also, lift your cell-phone 
    up and then shift its place again to the center of the charger. Check again
    whether the charger is working. 

This device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minumium 20Cm 
between the  radiator and your body.

Problem Solving /Help

When the product is not charging
 - Please check whether your device meets the qi standards.
   (This product only works for products that have been approved by the 
   WPC standards.)
 - Adjust the device so it can b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harger. 
 - Please check whether there are other substances (such as coins, keys, 
   magnetic cards, tops of cans, etc.) on the wireless charger. If there are other
   objects on it, please remove them and  then try using the charger again. 

When the charging LED is flickering
 - Please check whether your device is placed properly 

When the charging LED does not turn on
 - Please check whether the ignition key of the car, 『ACC』 is on.
 - Please check whether there are other substances on the charger. 

When the message “No smart key inside," appears, 
 - Please remove the smart keys to another place, places outside the boundaries
   of wireless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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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put smart keys, coins, or magnetic cards on the wireless charger. 
Do not put wet tissues, water, or other liquids on the wireless charger. 
Do not dismantle or remodel the charger. 
When the cellphone moves and detaches while driving, stop the car and then
put the cellphone back in its place. 
Do not put heavy or unfixed objects on the charger. 
Put any machinery or device that can be affected by magnetic fields far from 
the wireless chargers. 
Cell phones larger than the battery charging areas may not be charged.
If problems or malfunctions occur while using, please contact the Direct 
Management Center of Hyundai Motors, or Hyundai Mobis Customer Service 
Center. 
Refer to pictures(9parts) before using the product.
If your charge your cellphone with a cellphone case attached to it, it might 
not be charged. 
In cases of small cellphones placed at the end of the charger, they might 
not be charged.
If the charging covers are not the ones produced by the official cellphone 
manufacturers, cellphones using the unauthorized covers may not be charged.  
Do not remove anything from the vehicle unless it needs to be replaced or 
removed for wireless charger repair.
If removed, the double-sided tape may remain on the vehicle and the 
double-sided tape may be removed with a sticker rem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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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Layout

Caution
   Certification Mark: Mark shows the product is certified by 
the WPC, using    technology.
No Smart Keys: Do not place smart keys on the charger 
while charging.
No Coins: Do not place coins on the charger while charging.   

Charging AreaLeft Handle Drive

Right Handle Drive

Certification Mark

No CoinsNo Smart keysLED 

 

• WPC(    ) 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할 수 있음.

사용 방법

1. 본 제품은 시동버튼 『ACC』 이상의 상태에서 작동됩니다.

2. 제품의 LED (BLUE)가 두 번 깜빡이고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3. 휴대폰을 충전 패드 중앙에 위치 시키십시오.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충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충전이 시작되면, LED (BLUE)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BLUE에서 GREEN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전이 잘 되지 않거나 LED (BLUE)가 계속 깜빡이는 경우, 문제 해결을 참조
    하시고 휴대폰을 들어올렸다가 다시 중앙에 위치하여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 
    합니다.

문제 해결

제품이 충전 되지 않는 경우
- 휴대폰이 qi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WPC 표준 인증을 받은 휴대폰만을 지원합니다.)
- 휴대폰을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 충전기 위에 이물질(동전, 열쇠, 마그네틱 카드, 캔 뚜껑 등)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이물질 제거 후 다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전 LED가 깜빡이는 경우
- 무선 충전기 충전 영역에 휴대폰이 올바르게 위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전 LED가 켜지지 않는 경우
- 차량의 시동버튼이 『ACC』 이상의 상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물질이 충전기와 휴대폰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떼었다가 다시 놓아 주십시오.

클러스터에 “스마트키가 실내에 없습니다” 문구가 표시될 경우
- 무선충전기의 충전 영역에서 스마트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매뉴얼 무선충전기

주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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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충전기 위에 스마트키, 동전, 마그네틱 카드을 올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은 휴지, 물 혹은 기타 액체 류를 놓지 마십시오.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 휴대폰이 충전영역에서 이탈하는 경우 차량 정지 후 정 위치에 
놓으십시오.
무선 충전기 위에 무겁거나 고정되지 않은 물체 또는 기기를 놓지 마십시오.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계 장치는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무선 충전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상 증세가 보이는 경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전 영역보다 큰 휴대폰은 충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문제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현대자동차 직영센터나 현대모비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바랍니다.
제품 사용전 하기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무선충전이 장착된 휴대폰에 휴대폰케이스를 사용 시 충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이즈가 작은 폰의 경우 무선 충전기 끝쪽에 위치되면 충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에서 제공된 충전커버가 아닐 경우 충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무선충전기 A/S를 위해 교체 또는 탈거가 필요할 경우는 제외하고 차량에서 
임의 탈거하지 마십시오.
탈거를 할 경우, 차량에 양면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양면 테이프
자국은 스티커 제거제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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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명칭

주의
   인증 마크 : WPC협회의   인증 제품임을 표시함.
스마트키 금지 : 충전 시에는 제품 위에 스마트키를 올려 놓지 말 것.
동전 금지 : 충전 시에는 제품 위에 동전을 올려 놓지말 것.

충전 영역Left Handle Drive

Right Handle Drive

인증 마크

동전 금지스마트키 금지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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