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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 구성도

시운전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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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제품은 DHCP(동적 호스트 지원 프로토콜)만을 지원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DHCP 서버 옵션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 해야합니다.
2. 무선 공유기의 채널을 1~13채널까지 지원합니다.
3. 무선 공유기의 암호화 유형은  WPA, WPA2를 지원하며, 무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권고에 따라 보안이 취약한 WEP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4. 무선 네트워크 연결 품질은 주변의 무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부 무선 공유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비정상적인 DNS 주소를 전달해 주어 실내
    온도조절기 LCD창에  Wi-Fi 아이콘이 켜질 수 있습니다. 이경 우 해당 무선 공유기 제공 업체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는  Wi-Fi 2.4GHz 무선 공유기만 지원합니다.
7.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는 802.11b/g/n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공유기가 802.11b/g/n 방식을 지원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십시오.
8. 무선 공유기 이름과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영문과 숫자로만 설정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를 사용하려면, 가정에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에 이미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존 공유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정에 무선 공유기가 없다면, 무선 공유기를 구입 설치한 후 스마트 IoT 실내온도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공유기, 천재지변 등의 원인으로 인한 서버 고장 등의 이유로 온도조절기와
서버의 연결이 끊길 경우 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제어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무선 공유기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Wi-Fi 통신이 이상이 없는 위치임을 확인 후 설치
하여 주십시오.
전기적 잡음이 심하여 무선통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주변에 금속 등 무선통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본 제품은 무선통신 및 인터넷 제품으로 특수한 주변환경에 따른 임시적인 전파 방해로 
인해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원하시는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방온도조절 시스템에는 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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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린나이 스마트 보일러를 제어하는 경우 3G, LTE를이용할 때에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린나이코리아 Corp’ 

다운로드 할 수

4.0부터
부터 지원

지원

IoT
IoT 보일러

29

GPS 미수신(미허용)상태에서 Wi-Fi 등록을 진행할 경우 부가기능의 ‘외출/귀가 미리알림’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0~51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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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앱 서비스 약관 확인 후
ⓐ(동의합니다)다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사용자 이메일 입력), 
      ⓑ(사용자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사용할 질문 및
      답변)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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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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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GPS 미수신(미허용)상태에서 Wi-Fi 등록을 진행할 경우 부가기능의 ‘외출/귀가 미리알림’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51

ⓐ(가입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5

린나이 앱 서비스 약관 확인 후
ⓐ(동의합니다)다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가족 사용자에
   의한 실내온도조절기 자동등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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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사용자 이메일 입력), 
      ⓑ(사용자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사용할 질문 및
      답변)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실내온도조절기에 표시되는 문자, 숫자입니다.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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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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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rinnai.co.kr

로그인 후 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를 스마트폰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등록 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 등록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린나이에서 발송한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십시오. 인증이
      완료되면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등록이 완료된 후 최초 로그인 시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E-mail 인증이 필요합니다.
   최초 사용 시 1회 E-mail 인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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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3

(전원)버튼을 눌러 실내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ON합니다.

14



44

(전원)버튼을 눌러 실내온도
조절기의 전원을 ON합니다.

자동(AUTO)모드 시에 온수 온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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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버튼을 눌러 외출/귀가 미리
    알림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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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음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0개까지 맞춤 알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와 같이 맞춤 알림이 등록됩니다.

    ⓐ,ⓒ 알림을 원하는 시각과 요일을
    선택한 후 ⓑ (저장)버튼을 누르십시오.

    ⓓ



50

실내온도조절기 관리 옆 ⓐ (       )
버튼을 눌러 실내온도조절기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알림은 자사 보일러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51

실내온도조절기를 등록한 사용자를

여러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

   버튼을 눌러 실내온도조절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절기를 사용하는 경우, 설정을 변경할
실내온도조절기를 선택하고 ⓑ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시 ‘선택하기’에서 
‘선택됨’으로 변경됩니다.

확인할 수 있으며, ⓓ 버튼으로 사용자를
추가/삭제할 수있습니다 .
(실내온도조절기 1대에 10명의 사용자
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추가 기능으로 추가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별도 등록과정 없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oT 보일러
25대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를 등록할 경우에는 사용자 추가 방법이
아닌 각 온도조절기를 직접 등록하여 주십시오.

29~40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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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이용 안내

53

어플리케이션을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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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리브식으로 하고,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연통일체형 밴드조임식 또는 리브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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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통 접속부는 고무링을 삽입한 후 충분히 밀어 넣어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내열 실리콘,
내열 실리콘 밴드(석고붕대 제외) 등으로 마감조치를 한 후 반드시 배기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보일러와 배기통 접속부의 이탈 방지 조치로는 나사 접속, 플랜지 접속, 리브 접속이 있고,
배기통과 배기통 접속부의 이탈 방지 조치로는 나사 접속, 플랜지 접속, 클램프 접속, 연통
일체형밴드 접속, 리브 접속이 있습니다.

배기통과 보일러의 접속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는 내열 실리콘, 내열 실리콘 밴드
(석고붕대 제외) 등으로 마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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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R75LNC YK-R75LN

CS75C4GGB

JA75D4(리브 일반형)

CS75C4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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