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전 반드시 이 사용설명서를 읽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사용 설명서의 그림은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KT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신 사용설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홈투카 서비스



홈투카 실행

홈투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

기가지니 홈IoT앱에서 차량 연동하기

기가지니 앱에서 기가지니 홈IoT 연결

홈투카 서비스를 사용해 보세요!

음성명령 예시를 보고 따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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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투카 실행

① 시동 및 차량 온도 관리

여름/겨울에 집안에서 음성명령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미리 차 안을 최적의 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③ 차량 문 잠금

집안 내에서 차량의 잠금 여부가 불확실 할 때, 음성 명령으로 차량의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② 시동유지시간 설정

기본 2분으로 설정되어있는 원격 시동 시간을 2분~10분 사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혹서기/혹한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 외, 공화전 제한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별 조례 참고하시어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비상등 점멸 

차량의 위치 파악이 어려울 때, 집안에서 미리 비상등을 점멸하여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⑤ 비상등 및 경적 켜기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누군가가 차량에 위해를 가하거나 절도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비

상등/경적을 울릴 수 있습니다.

⑥ 전기 충전 시작/종료

낮에 전기차에 충전기를 연결해 놓은 뒤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 시간을 이용해 집안에서 음성 

명령으로 충전을 시작/종료 할 수 있습니다.

Tip
기가지니1 또는 기가지니2를 보유한 고객 중에서 현대자동차 블루링크(또는 기아자동차 UVO) 

가입 고객은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 없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홈투카, 이렇게 이용해보세요!
집안에서 간단한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과 관련된 기능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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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투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

홈투카 서비스는 기가지니, 기가지니 홈IoT, 현대자동차 블루링크(기아자동차 UVO)의 3가지 서비스가

모두 활성화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3단계

1. 기가지니 로그인 하기

기가지니 앱 로그인 후에는 기가지니 기기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앱 로그인 및 블루링크 계정 등록

기가지니 홈IoT 앱 가입 및 블루링크 계정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3.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가입

모바일/온라인/차량 내 시스템 설정을 통해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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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지니 홈IoT 앱에서 차량 연동하기

기가지니 홈IoT 앱과 블루링크(또는 기아자동차 UVO)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초 1회 기가지니 홈IoT 앱에서 블루링크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① ‘메뉴바’ 선택 ② ‘제휴사’ 메뉴 선택 ③ ‘현대’ 또는 ‘기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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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블루링크 이메일
계정 로그인

⑤ 차량 연동 완료 ⑥ ‘기기목록‘ 내
연동차량 확인



① ‘기가지니 홈IoT’ 선택 ② ‘연결하기’ 선택 ③ 로그인 진행

기가지니 앱에서 기가지니 홈IoT 연결

음성명령(기가지니 스피커) 사용을 위해 기가지니 앱에서 기가지니 홈IoT 앱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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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투카 서비스를 사용해 보세요!

기가지니 음성명령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기가지니 사용설명서의 p2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Tip
등록한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가 차량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차, 등록되어있는 차량이름으로 발화 가능합니다.

기가지니에게 음성으로 명령하세요!
음성 명령 순서는 “기가지니(호출어)+등록한 차량이름+제어 명령 입니다.

① 명령하기 ② 기가지니 답변

“기가지니,
내차 시동 켜줘"

“차량제어를
위한 PIN번호를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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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어를 위한 PIN번호는 블루링크/
UVO의  비밀 번호 4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시동켜기 + 차량온도 설정 1 기가지니, 내차 시동 걸고 온도를 ○○도로 맞춰줘

시동켜기 + 차량온도 설정 2 기가지니, 내차 ○○도로 시동 걸어줘

시동켜기 + 차량온도 설정 3 기가지니, 내차 온도를 ○○도로 켜줘

시동 끄기 기가지니, 

시동유지시간 설정 기가지니, 내차 시동유지시간 ○○분으로 설정해줘

내차 시동 껴줘

문 잠김 기가지니, 내차 차문 잠가줘

비상등 켜기 기가지니, 내차 비상등 켜줘

비상등 + 경적 켜기 기가지니, 내차 경적과 비상등 켜줘

전기 충전 시작 기가지니, 내차 즉시 충전 시작해줘

전기 충전 종료 기가지니, 내차 원격 충전 종료해줘

기가지니에게 음성으로 명령하기

음성명령 예제를 참고하여 사용해 보세요.  

기가지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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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UESTION ANSWER

홈투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홈투카 서비스는 기가지니 단말을 보유하고 현대자동차 블루링크(기아자동차 UVO)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홈 Io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

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나요?

홈투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가지니 홈IoT 앱, 기가지니 앱, 블루링크(UVO)

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앱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앱을 설치하신 후

‘초기설정방법’ 단계를 수행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가지니 홈IoT 앱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가지니 홈IoT App은 KT의 모든 IoT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글 Play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또는 ONE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KT.com ID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가지니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가지니 단말을 구매하신 후 기가지니 앱 설치 및 로그인, 기기인증의 단계를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t.com 홈페이지 내 상품서비스->기가지니 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링크(UVO)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블루링크 및 UVO 서비스는 현대기아자동차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현대기아자동차 구

매 시 블루링크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으면 모바일/온라인/차량 내 가입 등의 방법

으로 가입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블루링크(기아자동차 

UVO)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가지니와 차량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Wi-Fi 공유기 연결 없이도 유선 인터넷 연결을 통해 기가지니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선 인터넷이 아닌 Wi-Fi 연결 상태에서는 올레 tv와 통

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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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UESTION ANSWER

기가지니와 차량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기가지니와 차량(블루링크, UVO)은 기가지니 홈IoT 앱을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가지니 홈IoT App과 블루링크 App, 기가지니App 모두에 가입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후 기가지니 홈IoT App 상에서 블루링크 계정 등록을 한 후,

기가지니 App에서 기가지니 홈IoT와 기가지니 연동을 하면 기가지니와 차량의 연결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기설정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홈IoT 기기를 제어 할 수는 없나요? 차량에서 홈IoT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Car to Home)서비스도 일부 차종에 탑재되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차량 전원이 꺼져 있어도 동작 가능한가요? 홈투카 서비스는 차량 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 정해진 명령어가 있

나요?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음성 제어 명령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음성제어’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도어 언락 기능은 없나요? 차량 도어 잠금을 해제하는 언락 기능은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지원하는 차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대기아 블루링크(UVO)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에서 이용 가능하며, 상세한 지원 차종은

KT.com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가지니를 통한 음성명령이 아닌

기가지니 홈IoT App에서도 차량을

제어할 수 있나요?

기가지니 홈IoT 앱에서는 차량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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