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폰 휴대폰 연결 방법 안내 1단계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휴대폰 연결 안내서

“ 휴대폰 연결은 최초 1회만 설정하시면
이후 내비게이션 부팅 시 자동 연결됩니다.”

안드로이드폰 휴대폰 연결 방법 안내 2단계

안드로이드폰 설정에 진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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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메뉴로 진입하세요.
※ 휴대폰 제조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 별 명칭은 마지막 페이지의 부록을 참조하세요.) 

※ 휴대폰 제조사마다 블루투스 테더링으로 진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 설정>블루투스]로 진입해 주세요.

(블루투스 테더링 내에서 항목 검색이 안되는 경우 마지막 페이지의 부록을 참조하세요.) 

2

블루투스 테더링을 On으로 변경하세요.3

블루투스 테더링 항목 검색을 눌러주신 후 내비게이션 설정이 끝날 때까지 

휴대폰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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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크린 상단 휴대폰 연결 또는 [설정>휴대폰 연결]에 진입하세요.1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을 연결합니다를 On으로 변경하세요. 
※내비게이션 최초 실행 시 휴대폰 연결이 On 상태입니다.

2

블루투스 테더링을 선택하세요.3

블루투스 테더링 항목검색에 진입하세요.4

내비게이션에 검색된 목록 중 사용중인 휴대폰을 선택하세요. 5

⑤번을 완료하시면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에 동일한 코드와 인증번호 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 내 코드가 동일한지 확인 후 휴대폰의 확인 버튼과 

내비게이션의 페어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휴대폰 연결이 완료됩니다. 

6

정상적으로 휴대폰 연결이 된 경우 아틀란 지도 화면의 빅데이터 실시간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7

“ 휴대폰 연결은 최초 1회만 설정하시면 이후 내비게이션 부팅 시 자동 연결됩니다.”

2단계는 내비게이션 설정 방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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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연결하시고 빅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빠른 길안내 를 안내받으세요.



아이폰 휴대폰 연결 방법 안내 1단계 아이폰 휴대폰 연결 방법 안내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명칭이 다른 경우

2단계

사례1 사례2

※ 명칭은 동일한 제조사인 경우에도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폰 설정에 진입하세요.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아이폰인 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주세요. 

1

개인용 핫스팟 메뉴로 진입하세요.2

개인용 핫스팟을 On으로 변경하세요.3

Wi-Fi 및 Bluetooth 켜기를 눌러주신 후 내비게이션 설정이 끝날 때까지 

휴대폰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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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크린 상단 휴대폰 연결 또는 [설정>휴대폰 연결]에 진입하세요.1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을 연결합니다를 On으로 변경하세요. 
※내비게이션 최초 실행 시 휴대폰 연결이 On 상태입니다.

2

블루투스 테더링을 선택하세요.3

블루투스 테더링 항목검색에 진입하세요.4

내비게이션에 검색된 목록 중 사용중인 휴대폰을 선택하세요. 5

⑤번을 완료하시면 휴대폰과 내비게이션에 동일한 등록코드 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 내 코드가 동일한지 확인 후 휴대폰의 쌍으로 연결 버튼과 내비게이션의 

페어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휴대폰 연결이 완료됩니다. 

6

정상적으로 휴대폰 연결이 된 경우 아틀란 지도 화면의 빅데이터 실시간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7

“ 휴대폰 연결은 최초 1회만 설정하시면 이후 내비게이션 부팅 시 자동 연결됩니다.”

2단계는 내비게이션 설정 방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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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우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목록이 블루투스 테더링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루투스 테더링을 ON 하신 후 
블루투스 메뉴로 이동하여 검색된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블루투스 테더링 내에서 항목 검색이 안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