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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of changes - 
 

 
 
 
 
 
 
 

 

Modification  

date  

Element  

modified  
Reasons for modification Written by Validated by FRT Remark 

2020.02.25 Creation V9 AS 진단 및 조치 가이드 신규 제작 팅크웨어 
     

2020.02.27 Revision 각 페이지 번호 / 고장 증상 번호 변경 팅크웨어    

2020.02.27 Revision 사운드 불량 내용 수정 팅크웨어    

2020.03.31 Revision 진단가이드 AR카메라 LTE 동글 내용 삭제 팅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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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비게이션 제품 개요 
 

SM6 PE, SE모델 및 QM6 SE, LE 모델의 4.3인치 센터디스플레이패널의 프런트를 8인치 V9로 교체한 제품으로 

4.3인치 센터디스플레이패널의 버튼은 9개의 버튼과 지유아이(GUI)상 유저인터페이스(UI)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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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립: 순정 4.3인치 오디오/공조기에 기능을 제공 

 

1. 품번 

- SM6: KP570 71180 

- QM6: KP570 71190 

 

2. 서비스 파트 품번 

제품명 부품번호 

V9 네비게이션 본체  

V9 전면 마감재  

메인 하네스  

HUB보드+리어케이스   

컨트롤 박스 (microSD카드 별도)  

microSD카드  

스피커  

마이크   

12핀 케이블 (마이크용)  

Wi-Fi동글  

전원 아답터  

유니파이어 (QM6전용)  

* Shark Antenna 의 경우 SM6/QM6는 용품 부품을 사용합니다 

 

3. 제조사 문의처  

- V9 / 팅크웨어 / 1577-4242 

- SM6&QM6 후방카메라, SM6 샤크안테나 / 하제엠텍 / 1644-5582 

- QM6 샤크안테나 / 위너콤 / 055-312-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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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튼 및 간략 동작  

 

 

 

 

 

 

5. V9 화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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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내비화면 (WHERE) 

  

오디오 (SD카드저장 파일) DMB 

  

비디오 (SD카드저장 파일) 트립 (차량 순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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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맵 /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 통신형 사용시에는 항상 최신의 지도가 제공됩니다. 

 

1. 아이나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http://www.inavi.com/) 

2. 아이나비 홈페이지(www.inavi.com)에서 상단 오른쪽의 고객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 > 

네비게이션을 클릭하여 블랙박스 업그레이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3. 업그레이드 S/W 수동 다운로드를 클릭한 다음, AutoSmartUpgrade.exe 파일을 직접 

실행하거나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세요. 오토 스마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4. 오토 스마트 업그레이드 화면에서 최신 업그레이드 시작을 클릭하세요. 아이나비 

매니저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5. 아이나비 매니저 프로그램에 아이나비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①)하고 

로그인을 클릭(②)하세요. 

 

6.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7. PC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세요. 

8. PC가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면 제품 등록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안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제품등록을 클릭하고 제품 인증번호 및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http://www.inav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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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이나비 매니저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세요.  최신 

소프트웨어(펌웨어 파일, 맵 데이터 및 안전운행 데이터)가 메모리 카드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10. PC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11.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제품의 메모리 카드 슬롯에 올바르게 

삽입하세요. 

12. 펌웨어 업그레이드의 경우,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ON)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을 

켜세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완료 알림 화면이 표시되고 제품 전원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7. 트립앱 업그레이드 하기 

아이나비 홈페이지(www.inavi.com)에서 오른쪽 상단의 고객지원 > 업그레이드 센터 > 

유틸리티/자료를 클릭하여 업그레이드 게시판으로 이동한 다음, "V9 트립앱"을 

검색하여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를 완료했다면 다음과 같이 트립앱을 

업그레이드하세요. 

1. PC 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한 다음, 최신 펌웨어(.apk 

파일)를 메모리 카드에 복사하세요. 

2. PC 에 연결된 메모리 카드 리더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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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제품 컨트롤박스의 메모리 카드 슬롯에 

올바르게 삽입하세요. 

4. 차량의 전원을 켜거나(ACC ON) 시동을 걸어 제품의 전원을 켜고 어플리케이션 > 

설치 관리자 > 설치 파일 리스트로 이동한 다음, 다운로드한 펌웨어를 확인하고 

설치하세요. 

5. 설치를 완료하면 트립앱을 실행하세요. 트립앱에서 환경설정 아이콘을 터치하여 

환경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트립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 트립앱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 업데이트 후 트립앱(①)을 실행하고 환경설정(②)을 눌러 설정으로 진입하고, 트립 

업그레이드(③)을 눌러 트립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  업데이트 완료되면 오디오 전원을 OFF  ON 또는 시스템 재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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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설명 

1. 시스템도 및 부품설명 

  
 

1 메인 하네스 

2 샤크 안테나  

3 차량 순정 AUX 커넥터 → 삽입 포트  

4 차량 순정 AUX 포트 

5 전원 아답터 

6 12핀 커넥터 

7 20핀 커넥터 

8 메인 하네스 → 전원 아답터 포트 

9 메인 하네스 → 스피커 포트 

10 차량 순정 멀티미디어 커넥터 

   

 

11 DMB RF커넥터 

12 GPS RF커넥터 

13 14핀 커넥터  

14 12핀 커넥터 (마이크용) 

15 
컨트롤 

박스 

USB포트 
Wi-Fi 동글 

LTE 동글 (옵션) 

SD카드 슬롯 16기가 SD 카드 

16 마이크 

17 후방 트리거 IN 

18 후방 카메라 영상 커넥터 

19 유니파이어 (QM6 전용) 

20 AR카메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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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셋 방법 

- 리셋 방법 1: 아래 표시부 두곳을 동시에 3초간 누르면 리셋됩니다. 

 

 

- 리셋 방법 2: 아래 표시부를 핀셋 등으로 누르면 리셋됩니다. 

 

 

3. AUX모드 On/Off전환 

- AUX모드 On/Off 방법 : 아래 표시부를 3초간 누르면 On->Off, Off->On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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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비게이션 증상별 리스트 

 

구분 증상번호 증상 증상 상세설명 부품정보 

본체 

증상 1 전원 불량 전원이 켜지지 않음  [V9 본체:                    ] 

 [메인 하네스:               ] 

 [전원아답터:                ] 증상 2 시스템 재부팅 사용중 재부팅 및 전원이 꺼짐 

영상 증상 3 후방카메라 영상 출력 불량 
후방 기어시에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음 

[Rear Cam] 

[V9 본체:                     ] 

[메인하네스:                 ] 

맵 

증상 4 맵 구동 안됨 맴 구동 중 경고 문구와 실행 안됨 

[V9 본체:                     ] 

[microSD카드:               ] 

[컨트롤 박스:                ] 

증상 5 
실시간 교통 상황 반영 

안됨 

내비게이션이 로컬 또는 인터넷 연결 

안됨 

[Wi-Fi동글:                   ] 

[LTE동글:                     ] 

음성인식 증상 6 클로바 음성인식 동작 안됨 음성이 인식 후 반응이 없음 

[마이크:                       ] 

[Wi-Fi동글:                   ] 

[LTE동글:                     ] 

액세서리 증상 7 사운드 불량 네비게이션 사운드 출력 불량 

[Speaker:                    ] 

[메인하네스:                ] 

 [V9 본체:                    ] 

오디오 

증상 8 메인화면 시간 표시 불량 메인화면의 시간 오표시 - 

증상 9 
카오디오 볼륨이 임의로 

올라갔다 내려감 

블루투스 페어링 상태에서 카오디오 

볼륨 임의 조정 
- 

증상 10 트립 표시 이상 오디오, 공조 트립 정보 오표시 - 

기타 

증상 11 카오디오 오류 트립메뉴 에서 오류메시지 출력 증상 - 

증상 12 비상등 버튼 오작동 비상등 버튼이 정상 작동치 않음 - 

증상 13 시동 OFF 시 전원유지 증상 
오디오, 네비게이션 전원이 OFF 되지 

않음 
- 

증상 14 

마감재의 좌/우키 오작동 

및 버튼 불빛이 보이지 

않음 

버튼을 누렀을 때 버튼이 눌리지 않거나 

누른이후 복구되지 않는 현상 및 미등시 

버튼 불빛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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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비게이션 증상별 진단 가이드 
 

증상1 본체 전원 불량 

재현 모드 1. 차량 시동 On/Off 후 부팅화면 로딩여부 확인 

2. 리셋 동작 후 부팅화면 로딩여부 확인 

조치 가이드 

1. V9 네비게이션 전압 점검 

순서 내용 핀번호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HUB보드 전원 메인하네스 20P 

커넥터 1핀(BAT+) 

3핀(GND) 

12V 12V출력 안될 시 허브 교체 

2 전원 아답터 삽입 커넥터 전원 체크 메인하네스 12P 

커넥터 7핀(BAT+)과 8, 

9, 10, 11핀 (전부 

GND) 

12V 12V출력 안될 시 메인 하네스 교체 

3 본체 삽입 전원 커넥터 전원 체크 전원 아답터 3P커넥커 

3핀 (BAT+), 2핀(GND) 

5V 5V출력 안될 시 아답터 교체 

2.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증상2 시스템 재부팅 (간헐적 / 반복적) 

재현 모드 고객 주장 재현 경로 실행 

조치 가이드 

1. V9 네비게이션 컨넥터 체결 상황 체크 

순서 내용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HUB보드 전원 커넥터 커넥터 및 터미널 결합 정상 12V출력 안될 시 허브 교체 

2 전원 아답터 커넥터 커넥터 및 터미널 결합 정상 12V출력 안될 시 메인 하네스 교체 

3 본체 삽입 전원 커넥터 전원 체크 커넥터 및 터미널 결합 정상 5V출력 안될 시 아답터 교체 

2. 메인 하네스 및 전원 아답터가 눌리거나 간섭이 없도록 정리 

3. 시스템 초기화 

순서 내용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고객 주장 재현 안됨 커넥터 및 터미널 결합 정상 시스템 공장초기화  

4. V9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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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3 후방카메라 영상 출력 불량 

재현 모드 기어봉을 “R”위치 후 화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표출되는지 

확인 

조치 가이드 

1. V9 네비게이션 전압점검 

순서 내용 조건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메인하네스-후방 트리커 전압 

(CAM_DET) 확인 

후진기어 5V 

후방 카메라 및 배션 교체 

2 후방 카메라 GND 확인 후진기어 0 

2.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증상4 맵 구동 안됨 (로컬맵 사용시) 

재현 모드 어플리케이션에서 WHERE 실행 

조치 가이드 

1. Micro SD카드 삽입 점검 

2. 컨트롤 박스 점검 

순서 내용 조건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컨트롤 박스 – 본체 결합 상태 체크 Wi-Fi OFF SD카드 정상 인식 컨트롤 박스 교체 

2 Micro SD카드 PC에서 체크 Wi-Fi OFF SD카드 정상 인식 Micro SD카드 교체 

3.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  “업데이트 방법”을 참조하여 업데이트 실행 

4.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증상5 실시간 교통 상황 반영 안됨 

재현 모드 1. 인터넷 연결 후 모의주행 

조치 가이드 

1.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순서 내용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Wi-Fi동글 / LTE동글 결합 점검 컨트롤 박스 USB에 결합 재체결 또는 해당 동글 교체 

2 무선 Wi-Fi 접속  상태바Wi-Fi상태 정상 표출 Wi-Fi 동글 

3  LTE 동글 (옵션)  상태바에 LTE상태 정상 LTE동글 교체 또는 개통상태 확인 

2.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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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6 음성인식 안됨 

재현 모드 1. 마이크 버튼을 눌러 “강남역으로 가자” 인식 및 동작 확인 

조치 가이드 

1.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 

순서 내용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Wi-Fi동글 / LTE동글 결합 점검 컨트롤 박스 USB에 결합 재체결 또는 해당 동글 교체 

2 무선 Wi-Fi 접속  상태바Wi-Fi상태 정상 표출 Wi-Fi 동글 

3  LTE 동글 (옵션)  상태바에 LTE상태 정상 LTE동글 교체 또는 개통상태 확인 

2. 마이크 연결 상태 확인 

순서 내용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12P 케이블 결합 상태 점검 본체에 정상 체결 12P 케이블 교체 

2 마이크 커넥터 결합 상태 점검 12P커넥터에 정상 체결 마이크 교체 

3.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증상7 사운드 불량 

재현 모드 1. 오디오 OFF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의 모의주행 실행시 안내 

사운드가 네비게이션 스피커로 들리는지 확인 

2. 오디오 AUX 모드에서 모의주행 실행시 안내 사운드가 

차량 스피커로 들리는지 확인(AUX모드 전환 방법 참조) 

조치 가이드 

1. V9 메뉴 중 세팅 실행  

-  [세팅 → 볼륨레벨을 조정] 

2. 네비게이션 스피커 출력 확인 

- 점검내용: 오디오 Off 상태에서 맵 실행후 모의주행 

- 조치내용: 안내 사운드가 들리지 않을 때, 스피커 컨넥터 체결이 정상일 경우에는 네비게이션 스피커 불량, 

스피커 교체 진행 

3. AUX 모드 정상 출력 확인(AUX모드 전환 방법 참조) 

- 점검내용 : ① AUX 모드에서 맵 실행 후 모의주행 

- 조치내용 : ① AUX 모드에서 안내 사운드가 차량 스피커로 들리지 않을때, 차량 AUX 컨넥터 체결이 정상일 

경우 펌웨어 업데이트 후 AUX 모드 정상 출력 재 확인 ② 사운드 출력이 계속 불량하면 메인하네스 교체하여 

정상 출력 재 확인 

4.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증상8 메인화면 시간 표시 불량 

재현 모드 현재시간과 화면상단 시간을 비교(맵시간은 제외) 

조치 가이드 

1. 카오디오 시간설정 

- [트립화면 내 SETUP -> 시간 설정] 

2. 카오디오 점검 

- 해당 불량 증상은 V9 불량과 관계 없음 

증상9 카오디오 볼륨이 임의로 올라갔다 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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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모드 블루투스 페어링 상태에서 페어링 된 핸드폰에 문자 등의 

볼륨 이벤트 시 카오디오 볼륨 확인 

조치 가이드 

1. 카오디오 리프로그램(업데이트) 

- 불량 증상은 블루투스 음악 재생시 페어링 된 휴대폰 조작시 볼륨이 임의로 조절되는 증상임 

- 해당 불량 증상은 V9 불량과 관계 없음 

 

증상10 트립 표시 이상 

재현 모드 트립화면에서 오디오, 공조 정보 오표시 확인 

조치 가이드 

1. 펌웨어 업데이트 실행(5page,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참조) 

2.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증상11 카오디오 오류 

재현 모드 트립메뉴 에서 오류메시지 출력  

조치 가이드 

1. 이미지 7) 카오디오 점검 

-   오디오 작동이상 (V9에서 출력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증상12 비상등 버튼 및 공조키 오작동 

재현 모드 비상등 버튼 및 공조기 정상 작동치 않음 

조치 가이드 

1. 차량의 시동 및 전원을 차단 후 V9 제품을 탈거한다 

2. (이미지 4) 분해 후 내부 고무패드 및 공조, 비상등 버튼을 재조립한다.  

3. (이미지 5) 순정 공조기의 컷팅이 부족하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간섭 발생시 추가로 컷팅을 진행한다. 

4. 조립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증상13 시동 OFF 시 전원유지 증상 

재현 모드 오디오, 네비게이션 전원이 OFF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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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가이드 

1. V9 응급복구 기능을 활용하여 재부팅 합니다. (11page 리셋방법 참조) 

 

 

 

증상14 전면 마감재의 좌/우키 오작동 및 버튼 불빛이 보이지 않음 

재현 모드 전면 마감재의 좌/우 8개의 키 정상 작동치 않거나 버튼 

스턱 증상(누르고 복구되지 않는 현상) 및 일부 버튼 불빛이 

보이지 않는 증상 

조치 가이드 

1. 차량의 시동 및 전원을 차단 후 V9 제품을 탈거한다 

2. (이미지 6) 분해 후 실리콘 러버패드 재조립한다.  

3. 전면 마감재 조립시 실리콘 러버패드가 눌리거나 간섭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재조립한다. 

4. 조립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순정용품 

V8 네비게이션 진단 및 점검 가이드 
 

 

 18/1                                                                           

증상15 GPS or DMB 수신불량 

재현 모드 GPS : 맵 실행 → GPS 수신불가  

DMB : 메인화면 → DMB 실행 → 채널 선택 또는 채널검색 

실행 

조치 가이드 

1. V9 네비게이션 전압 및 단락, 배선 점검 

순서 내용 핀번호 정상 상태 조치방안 

1 장착 마감재 탈거후 내비게이션 본체 

뒷면의 하네스 및 RF커넥터  체결 상태 

점검 

 컨넥터 

정상체결 

 

1 HUB보드 뒷면의 RF케이블 GPS (or 

DMB) ANT. 커넥터를 멀티미터 

테스터기를 이용한  단락검사 

GPS(or DMB) 

RF케이블 커넥터 

1핀(BAT+) 

2핀(GND) 

쇼트없음 단락검사시 쇼트일 경우 V9 HUB 보드 교체 

2 HUB보드 뒷면의 파크라 컨넥터를 

멀티미터 테스터기를 이용한 

전압검사 

RF ANT. 파크라 

커넥터1 

1핀(BAT+) 

2핀(GND) 

3.24V~3.5V 해당 전압 출력되지 않을 때 V9 HUB 보드 

교체 필요 

 

 

 

2. SM6 : 샤크안테나 케이블 단선검사(샤크안테나 단품 테스트는 불가, 케이블과 같이 검사해야 함) 

A. 샤크안테나 케이블 단선시 샤크안테나 교체 [Shark Antenna] 

QM6 : RF Unifier 교체 

 

3. [V9 네비게이션 본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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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네스 도면 및 커넥터 정보  
◼ HUB 보드 입출력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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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하네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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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지 정보  
 

◼ (이미지 1) RF 컨넥터   

 
  

◼ (이미지 2) GPS / DMB 컨넥터   

 

 

◼ (이미지 3) 오디오 트립 오류 메세지 

 

 

◼ (이미지 4) 고무 러버 패드 

 



순정용품 

V8 네비게이션 진단 및 점검 가이드 
 

 

 22/1                                                                           

◼ (이미지 5) 순정공조기 컷팅 

 

 

◼ (이미지 6) 실리콘 러버패드 

 

 

◼ (이미지 7) 리어캠 컨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