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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가이드] 이지커넥트 서비스 개통하기

STEP 1 :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앱스토어 에서 “MY르노코리아”  앱 설치 및 회원가입

STEP2 : 앱에서 이지커넥트 서비스 신청

MY르노코리아 앱에서 이지커넥트 서비스 신청 요청
①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자동차 아이콘 선택 ③ 이지커넥트 사용신청하기
④ 본인인증 절차 완료 ⑤ 신청완료 이메일로 전송 ⑥ 보낸 사람 “MY Renault”이메일 인증
⑦ 서비스 이용하기 클릭 ⑧ 앱 실행하기 ⑨ 이메일 인증완료

STEP3 : 차량내에서 서비스 활성화

차량내에서 진행 시동 on 상태 3분 유지
① 연결 ② 연결 “ON” ③ 데이터 수집 “예” ④ 승인 “OK” ⑤ 시동 on 상태 유지 (>20분 , 단 ZOE는 25분)
(*) ⑥ 시동 off 후 상태 유지 (>10분, 단 ZOE는 30분), 문 잠그고 차량과 3m이상 거리 유지
(*) 팁 : ⑤ 단계 기다리는 동안, ‘업데이트를 위한 체크’를 진행해 주면 좋음 (부록 참조)

시동 on 유지
(3분)

시동 on 유지
(>20분)

(단 ,ZOE는 25분)

시동 off 유지
(>10분)

(단 ,ZOE는 30분)

STEP4 : 차량과 휴대폰 연동

스마트폰과 함께 차량에서 진행시동 on
① 자동차 아이콘 선택 ② 내 차량 연결하기 ③ 연결시작 ④ 인증번호 발송
⑤ 차량 멀티미디어 상단의 인증번호를 앱에 입력 ⑥ 차량 연결 완료 확인
⑦ 원격제어 비밀번호 설정 ⑧ 비밀번호 설정 ⑨ 비밀번호 재확인
⑩ 시동 off 에서 시동 ON  ⑪완료 이후 10분 후부터 사용

(유지동안팁(*)실행)연결 On 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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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를위한체크

업데이트 항목 유무에 대한 확인 메뉴이나, 안정적인 서비스 다운로드에도 도움이 됨
① 메뉴 ② 차량정보 ③ 시스템 ④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⑤ 업데이트를 위한 체크
⑥ “최신 시스템입니다 “ 완료

 시계설정방법

시계 설정 방법을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변경 (공장초기화 때 바뀐 설정을 복귀) : 
① 우측상단 시계클릭 ② 자동으로 설정(ON)완료

 데이터수집정지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언제든지 차량 데이터 수집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지커넥트 서비스 일시
중지) : 
• 시동 전:  멀티미디어 시작 화면에서 데이터 수집 OFF로 설정완료
• 시동 후:  멀티미디어 스크린 우측 상당의 차량을 클릭 ② 데이트 수집 OFF로 변경완료

 원격제어비밀번호재설정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실시합니다. 시동 on 
① 자동차아이콘 선택 ② 원격제어 비밀번호 설정 ③ 비밀번호 설정 ④ 비밀번호 재확인 ⑤ 시동 off 에서
시동 ON  ⑥ 완료

시동on

①

② ③ ④

⑤

⑥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위한 체크차량 정보

최신
시스템입니다

[부록 #1] 이지커넥트 서비스 개통 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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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인치 세로형 큰 화면 (티맵)
• 최신 정보로 실시간 업데이트 (지도, 

교통, 과속카메라,  제한속도, 주유소
정보 등)

실시간온라인내비게이션1 내차위치찾기2

• 스마트폰 앱내에서 내차 위치 찾기
• 야간에는 원격으로 차량 전조등을

켜서 내차 찾기

연료량및주행거리
확인하기3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남은
연료량, 가능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확인

• [ZOE] 배터리 상태, 충전 연결 여부

내차로목적지전송4 소프트웨어무선업데이트5 원격시동/공조/전조등
제어6

• MY르노코리아 앱과 MY Renault 
앱에서 찾아둔 목적지를 차량에 미리 전송

• 스마트폰 티맵과 즐겨찾기 연동

• 차량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 운전자 확인후 최종 적용

•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으로 차량
시동/공조 장치를 제어
(XM3 2022년형 이후 적용)

안전지원콜8 원격충전제어9

원격공조제어

•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콜센터와
통화 연결 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 스마트폰 앱에서 차량의 충전 여부를
제어 (예약 충전 혹은 즉시 충전) 

• 스마트폰 앱에서 차량의 공조 (히터
및 에어컨)을 제어
*예약 공조 혹은 즉시 공조

[ZOE]

[ZOE] 루트플래닝

• 스마트폰 앱으로 EV 충전소를
포함하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

• 스마트폰 티맵 앱을 통해 길안내

[ZOE]

※ 상세한 서비스 내용은 별도의 ‘이지커넥트 사용 설명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 m.renaultkoream.com 접속 후 [SERVICE] – [이지커넥트]

인카페이먼트7

 이지커넥트 인카페이먼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 안에서 주유/식음료, 
편의점 상품에 대한 주문/결제가능

10 11

[부록 #2] 이지커넥트 서비스 특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