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과 연결하시고,

리얼타임 3D를 즐기세요!

휴대폰 연결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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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 사용자

휴대폰 연결

01

안드로이드폰 연결하기

안드로이드폰에서
[Play 스토어]를 실행하세요.

스마트 파인드라이브 
Wi-Fi 앱을 설치하세요.

1 2 스마트 파인드라이브 
Wi-Fi 앱을 실행하세요.

3

[설정]을 실행하세요.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내비게이션을 
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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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내비게이션에서 [설정 > 무선 네트워크 > 
휴대폰 연결]을 누르세요.

[ON]을 체크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6 7

연결 가능한 휴대폰 리스트 중 5번에서
확인한 핫스팟 이름을 선택하세요.

10 5번에서 확인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11

안드로이드폰을 선택해 주세요.등록 버튼을 누르세요.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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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안드로이드폰 Wi-Fi연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시면 스마트 파인드라이브 Wi-Fi 앱이 설치된 안드로이드폰을 충전 케이블과 연결하세요.

충전 케이블 연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스마트 파인드라이브 Wi-Fi 앱이 실행되며 휴대폰 연결이 완료됩니다.

[TIP] 편리한 휴대폰 연결 사용법

1.

2.

11 바탕화면으로 이동하여 리얼타임 3D를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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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드로이드폰에서
[설정]을 실행하세요.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을 누르세요.
(해당 항목이 없다면 
[추가 설정]을 눌러 보세요.)

1 2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켜 주세요.

3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르세요.

4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켜 주세요

5 [더보기]를 누르세요.6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핫스팟 비밀번호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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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비밀번호 입력창을 
선택하세요.
(비밀번호 표시를 체크하시면 
편리합니다.)

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8자리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11 [저장]을 누르세요.
핫스팟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 
파인드라이브 Wi-Fi 앱을 
실행하세요.

12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모바일 핫스팟 설정]을 
누르세요.

보안의 [공개]를 누르세요.7 8 [WPA2 PSK]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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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사용자

아이폰에서
[설정]을 실행하세요.

[개인용 핫스팟]을 
누르세요.

1 2 [개인용 핫스팟] 기능을 
켜 주세요.

3

Wi-Fi 및 블루투스가 꺼져 
있다는 팝업이 나타나면, 
[Wi-Fi 및 Bluetooth 켜기]를 
선택하세요.

4

5

아이폰 연결하기

내비게이션에서 [설정 > 무선 네트워크 > 
휴대폰 연결]을 누르세요.



휴대폰 연결

07

            아이폰 사용자

[ON]을 체크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아이폰을 선택해 주세요. 연결 가능한 휴대폰 리스트 중 5번에서 
확인한 핫스팟 이름을 선택하세요.

6 7

8 9

아이폰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10 바탕화면으로 이동하여 리얼타임 3D를
실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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