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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읽고난 뒤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용설명서 상의 그림은 설명서을 위해 그려진 것으로 실제의 모양과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 및 규격 등은 품질개선을 위해 사전에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생활 폐기물 처리대상 제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배출 및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자체 폐기
되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대한민국 국내전용 상품입니다. 해외에서는 사용이나 설치를 하지말아 주십시오.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생각치 못한  
사고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해외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당사에서는 사고 및 제품 수리를 포함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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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설치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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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위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지시 표시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금지 표시로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다.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 표시를 나타냅니다. 

화기 금지표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다.

접촉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다. 

가스가 새는 것 같다면 불을 켜거나 전기기구의 스위치 조작 및 전원코드를 접촉하지 마시고,
전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전기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지진, 화재 시 또는 사용 중 이상연소, 이상음, 이상한 냄새 등을 감지했을 때는 곧바로  
난방 및 온수 전원을 끈 다음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주 의 

경 고 

위 험

가스 냄새가 날 때 조치방법
1. 곧바로 사용을 멈추고 가스 중간밸브를 잠가주십시오. 
2.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3.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때, 주변의 전화기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외부전화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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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기 쉬운 물건은 제품 가까이 놓지마십시오.

제품 과열로 제품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제품 명판에 지정된 가스를 사용하십시오.
사용 가스가 제품 명판의 가스와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 가스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되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제품 고장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명판은 제품 우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사용가스를 모르실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이사할 경우 사용가스의 종류가 제품 명판과 일치하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당사 서비스 기사 이외에는 절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임의의 분해, 수리, 개조는 제품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고장이라 생각될 때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당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보일러와 배기통 연결부위에서 누출된 폐가스가 실내에 유입  
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배기통에 문제가 있다면 설치업자에게 연락해 수리하신 후 사용
하십시오.

보일러에서 이상 소음, 진동, 가스 냄새가 날 경우 사용을 중지하시고 보일러 전면에 부
착된 노란색 시공 표지판에 명시된 시공자 또는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십시오.

보일러 작동  중에는 배기구, 배관 등이 매우 뜨거우므로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경고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보일러실의 환기구를 막으면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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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에는 시공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가스보일러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의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
사기준]에 따라 시공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치, 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관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시공 표지판의 시공자 정보, 보일러 기종명 및 시공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공 년월일에 따라 무상보증 
기간이 산정됩니다.

가스 중간밸브의 개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스 중간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난방 또는 온수 기능 이외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및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및 배관에 장시간 고여있던 물을 마시거나 조리용 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녹물, 세균 등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일러에 접속하는 가스 배관은 금속 배관이나 금속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십시오.
가스용 고무호스를 사용할 경우 고무호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스 중간밸브는 가스용 볼밸브를 사용해 주십시오.

정격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시고, 전원코드를 임의로 연장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220V/60Hz 전용으로 반드시 접지되어 있는 콘센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멀티 탭이나 다른 기기와 병행 및 전원코드를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압/주파수/정격 전류 조건이 다르면 감전, 화재 및 제품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내온도조절기 근처에서 전열기구(전기밥솥, 온열 난방기, 가습기, 커피포트 등)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내온도를 잘못 인식해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각방밸브가 열려있는지, 공기빼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난방배관 내 공기빼기가 불충분한 경우 난방수의 순환 부족으로 난방이 
원활하지 않으며, 분배기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설치 공간은 배관 및 제품의 보호를 위해 영하(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기빼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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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겨울철 2~3일 이상 집을 비워 난방을 하지 않을 때에도 각방밸브와 가스 중간밸브를   
열어 놓아주십시오.
추운 동절기에는 동결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하거나 연소될 수 있습니다.

직수 배관 동결 예방을 위해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한겨울에는 온수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흐르도록 
해 주십시오.

노출된 배관은 반드시 단열재로 감싸주어 보온해   
주십시오. 

  

보일러의 전원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동결 방지 운전 기능은 전원이 연결되어야 작동합니다.

직수 배관 동결 예방 조치

직수 배관 동결 시 응급 자가 조치 

겨울철 직수 배관이 동결되면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직수 배관과 온수 배관을 드라이기나 전열기를 
사용해 녹여주십시오. 
그래도 온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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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 구성도

린나이

실내온도조절기
스마트  IoT

 5G/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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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이름

본 이미지는 대기차단형 입니다.
배기구
급기구

압력계
(대기차단형)

부속품의 수량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품에 붙어있는 테이프, 스티로폼, 종이류 등은 모두 제거해 주십시오.
사용설명서는 항상 찾기 쉬운 곳에 잘 보관해 주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사용설명서
실내온도조절기
설치용 나사(2개)

배수(응축수)호스

부속품

난방 물빼기 꼭지

배수(응축수) 연결구

난방환수 연결구

난방필터

난방공급 연결구

급수 연결구

급수필터

가스 연결구

온수 연결구

물보충 스위치
(대기차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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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조절기

조절다이얼

난방 온수

설정

에너지 모니터
: 3초 누름

외출

모드

실내온도난방

자동(AUTO)모드

절약(SAVE)모드

동결 주의 알림

외출

난방(설정/현재)온도

예약

예약

연소

예약설정

시각

전원(차일드락)

Wi-Fi

난방모드 전환
(실내온도/온돌)

온돌난방

서비스

Wi-Fi 연결

온수 설정온도

에너지 모니터
차일드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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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전원 켜기 / 끄기

난방모드 전환하기 (실내온도난방↔온돌난방)

난방모드 전환 버튼을 누르십시오.
실내온도난방↔온돌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입 시 실내온도난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난방모드를 변경할 때 난방전환 버튼에 무리한 힘을 가해 누르면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틈새로 뾰족한 것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실내온도난방
실내온도조절기에 부착된 온도센서가 방안의 온도를 감지해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방안의 온도를 설정하면 난방이 작동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실내온도난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가 단열이 잘되어 외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 설치된 경우
   실내온도조절기가 직사광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경우
   실내온도조절기가 전열기구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경우

온돌난방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감지해 방바닥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난방수 온도를 직접 설정해 보일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온돌난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가 자주 여닫는 문 근처나 외풍이 심한 곳에 설치된 경우
    실내온도조절기가 직사광선이 들어오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된 경우
   실내온도조절기가 전열기구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 설치된 경우

(제품 출고 시 22℃로 설정)

(제품 출고 시 52℃로 설정)

전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가 켜지고, 보일러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작동 중 전원 버튼을 누르면, 실내온도조절기가 꺼지면서 난방 및 
온수 운전이 정지됩니다.



12

현재 시각 맞추기

설정 버튼을 3초 이상 누르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시가 깜빡입니다.

조절다이얼을 돌려 "시"를 맞춘 후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분이 깜빡입니다.

조절다이얼을 돌려 "분"을 맞춘 후 설정 버튼을 
눌러 시각을 확정하십시오. 

01

02

03

Wi-Fi 통신을 이용한 원격제어 기능 사용 시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맞추어집니다.

시각은 난방과 온수가 꺼진 상태에서 맞추어야 합니다.

13

난방 사용하기

조절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난방온도를 설정  
하십시오.
현재 온도가 설정온도 보다 낮을 경우 실내온도조절기 액정 표시부에 
연소(  ) 표시가 점등됩니다.

현재온도가 설정온도보다 높을 경우 보일러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실내온도난방]으로 난방을 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온돌난방]으로 난방을 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 실내온도난방 설정온도는 5~40℃까지  
가능합니다.)

( 온돌난방 설정온도는 40~85℃까지  
가능합니다.)

02

온돌난방에서는 난방수 설정온도가 표시되고, 실내온도 난방에서는 현재 실내온도가 표시됩니다.
보일러의 난방수 온도를 확인할 때는 난방 사용 중에 설정 버튼을 3초간 누르면, 10초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방 버튼을 눌러 난방을 켜주십시오.
작동 중 난방 버튼을 누르면 난방이 정지됩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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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난방 사용하기

난방이 작동된 상태에서 난방 버튼을 3초 이상 
누르십시오.
가장 높은 온도로 난방이 설정되며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연소(  ) 표시가 점등됩니다.

급속난방 작동 중 난방 설정온도의 변경 또는 난방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급속난방 설정이 해제됩니다.

02

실내온도가 매우 낮을 경우 급속난방 기능으로 빠른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급속난방 기능은 최대 난방 설정온도로 25분간 작동된 후 자동으로 이전 설정온도로 복귀합니다.

3초 이상

[실내온도난방]으로 난방을 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온돌난방]으로 난방을 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 가장 높은 온도인 40℃로 자동 변경됩
니다.)

( 가장 높은 온도인 85℃로 자동 변경됩
니다.)

난방 버튼을 눌러 난방을 켜주십시오.
작동 중 난방 버튼을 누르면 난방이 정지됩니다.

01

15

온수 사용하기

온수 버튼을 눌러 온수를 켜주십시오.
온수가 작동됩니다.

난방과 온수가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는 온수 버튼을 2회 누르면 
온수가 정지됩니다.

조절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온수온도를 설정    
하십시오.
난방과 온수가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는 온수 버튼을 눌러, 온수
온도가 깜빡이면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십시오. 
온수 사용 중에는 35℃~55℃ 구간만 변경 가능합니다.  
이는 화상 방지를 위한 안전 기능입니다.

60℃로 온도를 변경할 경우는 온수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온수 버튼을 눌러 온수온도가 깜빡일 때에 조절다이얼을 돌려 
주십시오.

온수를 사용하다 잠근 후 다시 사용할 경우 또는 온수량을 갑자기 줄였을 때는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온수는 손이나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온수온도를 충분히 확인
한 후 사용하십시오.
온수 사용 도중에 온도를 50℃ 이상으로 올리면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 특히 주의하십시오.

정확한 설정온도의 온수를 풍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온수쪽으로 완전히 돌려 사용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에 온수가 켜져있어도 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온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온수대기 상태이므로 
가스가 소모 되지 않습니다.
온수 표시만 켜진 상태에서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온수 수도꼭지를 열어주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온수 버튼 LED가 주황색으로 변하고, 액정표시
부에 연소(  )표시가 점등되며, 잠시 후 온수가 나옵니다.

01

02

03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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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예열 사용하기

온수가 켜진 상태에서 온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십시오.
온수온도 표시부에 순환표시가 점등되고 예열됩니다.

온수예열 작동 중 온수 수도꼭지를 열거나 또는 온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온수예열이 해제됩니다.

온수를 사용하기 전에 온수예열 기능을 설정하면 보다 빠르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수예열 기능은 30분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02

3초 이상

온수 버튼을 눌러 온수를 켜주십시오..01

17

모드 사용하기

자동/절약 버튼을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     
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자동모드(              )표시가 점등
됩니다.

자동/절약 버튼을 누를 때 마다 모드가 변경됩니다.

자동모드는 난방온도 및 온수온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모드 작동 중 난방 및 온수 버튼 또는 자동/절약 버튼을   
누르면 자동모드가 해제됩니다.

자동모드 작동 중 외출 버튼을 누르면 외출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자동모드(AUTO)는 외부의 온도 변화를 스스로 판단해 쾌적한 난방과 온수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최적의 편의
기능입니다.
절약모드(SAVE)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연소, 소화 시간을 조절하고 난방 설정온도에 제한을 두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최고 설정온도는 실내온도난방 25℃, 온돌난방 60℃로 제한합니다.)
설치 환경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온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

[실내온도난방]으로 자동모드를 작동할  
경우의 액정표시부모드 해제

자동모드 절약모드

[온돌난방]으로 자동모드를 작동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절약모드]로 작동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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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사용하기

외출 버튼을 눌러 외출을 켜주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외출(      ) 표시가 점등됩니다.

4시간 간격으로 최소 난방을 반복하여 실내를 보온합니다.

외출 작동 중 외출 버튼 또는 난방 버튼을 누르면 외출 설정이 
해제됩니다.

외출은 외출할 경우 보일러를 최소로 작동시켜 실내를 보온하는 기능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집을 비울 때 사용하면 가스비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01

[실내온도난방]으로 외출 설정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온돌난방]으로 외출 설정을 할 경우의
액정표시부

19

예약 번호 1~3은 기본적인 생활패턴 3가지가 저장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 
새롭게 설정하고 싶다면 맞춤예약을 이용하십시오.

예약번호가 깜빡이는 동안 조절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설정 버튼
을 눌러 연소표시를 하십시오.(     :연소,     :소화 )

예약 사용하기

맞춤 예약 (예약번호 4,5)

 현재 시각을 맞추십시오.(☞ 12페이지 '현재시각 맞추기' 참조)01

01

04

02

05

예약 버튼을 눌러 예약번호를 설정하십시오.

예약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예약번호가 변경됩니다.

예약번호를 설정한 후 기다리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작동  중 예약 버튼을 누르면 예약 설정이 해제됩니다.
예약을 사용한 후 재사용 시에는 사용하신 예약번호로 시작됩니다.

예약번호를 설정한 후 기다리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난방 버튼을 눌러 난방을 켜주십시오.

조절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난방 온도를 설정 
하십시오.

02

03

예약 해제 

표준형 절약형

맞춤형1맞춤형2

맞벌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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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모니터 사용하기 

01 에너지 모니터 버튼을 눌러 원하는 항목을 선택 
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에너지 모니터(              )표시가 
점등됩니다.

에 너지 모니터 버튼을 누를 때 마다 변경됩니다.

에너지 모니터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액정표시부에 000이 깜
빡이고 에너지 모니터 정보가 초기화됩니다.  

보일러 전원 통전 후부터 24시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온수를 사용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보일러 사용일 표시] 액정표시부

[온수 사용시간 표시] 액정표시부

난방을 사용한 총 시간을 표시합니다.

[난방 사용시간 표시] 액정표시부

[가스(LPG) 사용량] 액정표시부

보일러의 가스 총 소비량을 표시합니다.

[가스(LNG) 사용량] 액정표시부

보일러 사용일 난방 사용시간 온수 사용시간

가스 사용량에너지 모니터 해제

에너지 모니터 또는 APP에서 표시되는 시간과 가스량은 실제 
사용량과 계절 및 가스 압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일러 이외의 가스 기구 사용 시, 에너지 모니터에 표시되는 
가스 사용량과 가스 계량기의 사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모니터에 표시되는 가스 사용량과 APP에서 표시되는 
가스 사용량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온모드와 온돌모드로 각각 사용해 보고 어느쪽이 실사용     
가스량의 차이가 적은지 활용해보고, 우리 집에 맞는 모드로 
설정해 보세요.

설정온도와 사용시간을 조절해 보고, 실사용 가스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21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동결 주의 알림(      )
표시가 점등되어 있을 경우, 보일러 동결 방지 히터
가 작동 중인 상태입니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동결 주의 알림(      )
표시가 깜빡일 경우, 보일러 동결 방지 운전(펌프) 
또는 동결 방지 연소가 작동 중인 상태입니다.

동결 주의 알림 표시가 나타나거나 동결주의 알림음이 출력되는 경우 보일러가 동결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를 점검해 주시고 보일러 및 배관이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일드락 사용하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차일드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에 차일드락( )표시가 점등됩니다.

차일드락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거나, 난방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차일드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1

01

동결 주의 알림 

차일드락이 설정된 경우 실내온도조절기의 버튼을 누르면 차일드락 표시가 깜빡입니다.   
차일드락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꺼지지 않습니다.
차일드락이 설정된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차일드락을 먼저 해제한 후 에러를 해제해 주십시오.

주 의 

: 3초 누름

실내온도조절기에서 알림음이 출력되는 경우는 보일러 내부의 배관 온도가 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알림음은 1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출력됩니다.)

  표시는 동결 방지를 위해 히터, 펌프 등이 운전중임을 나타내는 작동상태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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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모드 사용하기 (LED밝기 조절, 버튼음, 알림음 켜짐/꺼짐, 음성안내 음량조절)

01

02

03

04

실내온도조절기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자동/
절약 버튼과 외출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길게 
누르십시오.
사용자 모드가 실행되면, 서비스 표시가 깜빡이고 다음과 같이 
액정표시부에 나타납니다.

조절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사용자 모드번호를 
선택하십시오.

온수 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선택하십시오.
설정값의 경우 켜짐은 On으로, 꺼짐은 OF로 표시 됩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 설정 버튼을 눌러 사용자 모드를 
해제하십시오.

01
02

03

04

사용자 모드

LED밝기 1~3단계 조절 (기본 : 2단계)
버튼 알림음 켜짐/꺼짐 (기본 : 켜짐(ON))
알림음 켜짐/꺼짐 (기본 : 켜짐(ON))
(에러 알림음, 동결 주의 알림음 포함)

음성 안내 음량 조절 (음소거, 1~5단계)
음량 기본값 : 3단계

(버튼음, 알림음 음량과 상관없이 별도로 변경됨)

설정값

사용자 모드 중에는 Wi-Fi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튼음은  실내온도조절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외출 버튼을 3초이상 길게 눌러 켜짐/꺼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음 켜짐 시 : 버튼음 짧게 1회 출력
버튼음 꺼짐 시 : 버튼음 짧게 1회 출력

사용자 모드 설정값

3초 이상

LED 밝기 조절로 난방/온수 버튼 LED의 어두운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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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사용하고자 하는 무선 공유기에 접속된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무선 공유기의 설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31페이지 '무선 공유기 확인하기' 참조)
스마트 네트워크 전환의 체크가 해제된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블루투스 기능이 꺼져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안드로이드 OS 버전 7.0 이상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끄신 후 실내온도조절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Wi-Fi 등록 전 확인하기

Wi-Fi 통신을 이용한 원격제어 사용하기

Wi-Fi 버튼을 누르십시오.
     가 점멸한 후 서버와 연결이 완료되면 가 점등됩니다.

Wi-Fi 통신을 이용한 원격제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Wi-Fi 버튼을 
누르십시오.

가 소등한 후 Wi-Fi 기능이 정지됩니다.

01

02

Wi-Fi 연결을 시작합니다.

Wi-Fi 연결을 해제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일러를 제어할 경우 실내온도조절기 Wi-Fi 연결이 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 어플리케이션 내려받기' 참조)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스마트폰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내온도조절기에서의 제어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Fi 등록을 하신 후 사용가능합니다.(☞ 33, 37페이지 '등록하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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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조절기 등록 초기화하기

Wi-Fi 버튼이 점등되고, 난방과 온수가 OFF된 
상태에서 Wi-Fi 버튼과 자동/절약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액정표시부 전체가 깜빡입니다.

01

이사를 가는 경우, 실내온도조절기의 사용자 등록 정보를 초기화 하십시오.

이사를 오는 경우, 사용자 등록 (☞33~42 페이지 참조) 후 어플리케이션의 부가기능 중 사용자 추가/삭제 기능 
으로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에 등록된 다른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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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관리하기

난방필터 및 급수필터 청소하기

01

04

05

02

03

보일러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청소 및 손질 시에는 전원코드를 뽑아주십시오.
젖은 헝겊으로 보일러 본체와 실내온도조절기를 닦지 말아 주십시오. 
감전 또는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일러 본체를 청소할 때는 솔, 광택제, 신나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면이 벗겨지거나 탈색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손질 후에는 보일러 및 배기구 연결부의 변형 또는 빠짐이 없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배기가스가 실내에 유입되면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난방필터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경우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며, 방이 따뜻하지 않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래의 필터 청소방법에 따라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전원코드를 빼 주십시오.
정지 후 20분정도 기다리신 후에 청소해 주십시오. 

필터 청소 후 다시 조립해 주십시오.
물빼기꼭지를 잠그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무링에 이물질이 묻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원코드를 다시 꽂은 후 급수밸브를 다시 열어주시고 실내온도조절기의 전원   
버튼으로 보일러를 다시 켜 주십시오.

급수밸브를 잠가주시고 물빼기 꼭지를 왼쪽으로 돌려 
주십시오. 보일러 내부의 물(약 5L 정도)이 빠집
니다.  
물이 뜨거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 주십시오.

동전 등을 이용해 난방필터 및 급수필터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서 빼주십시오. 
남아있는 물이 뜨거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 주십시오.

물빼기 꼭지

난방필터
급수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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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신고 전 확인사항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때는 서비스를 의뢰하시기 전에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자가진단표시

가스냄새가 
난다

배기 가스 
냄새가 난다

점화가 되지
않는다

이상한 소음이
난다

방이 뜨겁지 
않다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 

온수온도가 
너무 낮다.

즉시, 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 다음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해 주십시오.
성냥이나 라이터등의 불꽃, 실내 전등 스위치나 전기기기를 작동시키면 스파크로 인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스공급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가스배관 연결부위에 비눗물 검사를 실시해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1. 급/배기구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2. 급배기통이 빠져있거나, 꺾여 있지 않습니까?

1. 보일러가 벽에 잘 부착되어 있습니까?
2. 급배기통이 흔들리는 소음입니까?
3. 배관 내부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1. 온수 온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3. 냉수 혼합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 온수온도를 높은 온도로 설정해 주십시오.
2. 동시에 여러곳에서 사용하면 온수량이 줄어듭니다.
3. 냉수 혼합량을 줄여 주십시오.

1. 온수전원 버튼으로 온수를 켜 주세요.
2. 급수때까지 기다리거나 급수밸브를 열어 주십시오.
3. 급수필터를 청소해 주십시오.
4.  수압이 낮아 온수 수도꼭지를 다 열어도 물량이 분당  
2.3L이하이면 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압장치  
설치를 의뢰하십시오.

5. 분당 2.3L이상이 되도록 수도꼭지를 조절해 주십시오.
6. 냉수 혼합량을 조절해 주십시오.

1. 난방전원 버튼으로 난방을 켜 주십시오.
2. 난방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십시오.
3. 예약시간을 줄이거나 외출을 해제하십시오.
4. 온수사용  중에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5. 각방밸브를 열어주십시오.
6. 각방제어 사용시 각방에서 온도조절을 해주십시오.
7. 난방필터를 청소해 주십시오.
8.  각방분배기 상단의 수동공기빼기 마개를 열어 배관 내 
공기를 빼주십시오.

1. 난방이 켜져 있습니까?
2. 난방온도가 너무 낮지는 않습니까?
3. 예약 및 외출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4. 온수사용  중이 아닙니까?
5. 각방밸브가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6. 각방제어기가 꺼져 있지 않습니까?
7. 난방필터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8. 배관 내 공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1. 온수가 켜져 있습니까?
2. 단수되거나 급수밸브가 잠겨있지 않습니까?
3. 급수필터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4. 수압이 너무 낮아 유량이 적지 않습니까?

5. 수도꼭지를 너무 적게 열지 않았습니까?
6. 냉온수 혼합시 냉수쪽으로 너무 열지 않았습니까?

1. 벽 고정 나사를 죄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2. 설치업자에게 연락해 점검 또는 수리 의뢰하십시오.
3.  각방분배기 상단에 설치된 수동공기빼기 마개를 열어 
난방 배관내의 공기를 빼 주십시오.

1. 전원코드는 연결 되어 있습니까?
2. 설정온도가 현재 온도 보다 낮게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3. 액정부에 [11]표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4. 가스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1. 즉시 보일러의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2. 설치업자에게 연락해 점검 또는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1. 전원코드를 꽂아 주십시오.
2. 설정온도와 현재 온도를 확인해 주십시오.
3.  일단 보일러를 끈 후 다시 켜 주십시오. 동일증상이 반복
되면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4.  가스 중간밸브를 열거나 LP가스의 경우 새것으로 교환해 
주십시오. 

확인사항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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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조치하기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고 실내온도조절기의 액정표시부에 숫자가 깜빡거리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액정표시부의 네자리 숫자  중 좌측의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자가진단표시 사용상태 내용 조치방법

1.  온수 꼭지를 잠근 후 실내온도조절기의 온수 버튼을 눌러 보일러를 다시 작동시
켜 주십시오.

2.  온수 꼭지가 열린 곳이 없으면 온수 배관의 누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비 업체에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1. 무선공유기 비밀번호 확인, 무선공유기 인터넷 연결상태 확인
2. 무선공유기 인터넷 보안 설정확인 (WPA, WPA2로 설정)

1. 전원코드를 뽑은 후 다시 꽂아 주십시오. 잠시 후 난방 또는 온수를 켜 주십시오.
2. 동일 증상이 반복되면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동일 증상이 반복되면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가정에서 사용중인 보일러 기종을 확인하십시오.

1. 실내온도조절기 사용자 등록을 10분 이내에 완료하십시오.

07

02

Fail 1

Fail 2

Fail 3

Fail 4

11

12

28

29

14

15

16

17

19

31

32

34

35

온수

반복 리셋이상

실내온도조절기
Wi-Fi 통신이상
실내온도조절기와
보일러간 호환 불량
등록모드 10분 경과 시

무선공유기 비밀번호 
인터넷 연결상태, 무선
공유기 보안설정

8시간 연속 
온수 사용

점화되지 않음

도중실화

통신이상

안전회로이상
과열방지장치

물 순환 이상

과열검지

누수검지

배기온도이상(고온)

난방 써미스터 이상

급기 써미스터 이상

온수 써미스터 이상

실내온도 
 써미스터 이상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온수

난방 1.  먼저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난방방법을 온돌난방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1. 보일러 또는 난방배관과 분배기의 누수 확인 조치후 재운전 해 주십시오.
2.  설치초기 난방배관과 분배기의 공기빼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 전원을 뺀 
다음 다시 꽂아 시운전을 다시 실시해 주십시오.

1. 난방 또는 온수전원 버튼으로 끈 다음 다시 작동해 주십시오.
2. 동일 증상 발생 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각방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밸브가 최소 1개 이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2.  각방 분배기 상단에 설치된 수동 공기빼기 마개를 열어 난방 배관 내의 공기를 빼 
주십시오.

3. 난방필터를 청소해 주십시오.

1. 급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난방, 급수 배관의 동결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3.  설치 초기 공기빼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 전원을 뺀 다음 다시 꽂아 시운전을 
다시 실시해 주십시오.

4. 이상이 없다면 전원코드를 뽑은 다음 다시 꽂아 주시고 보일러를 켜 주십시오.

1. 가스 중간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한 후 난방을 끈 다음 다시 작동시켜 주십시오.

1.  보일러 사용을 잠시(최대 30분) 멈춘 후 난방 또는 온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2. 동일 증상이 반복되면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가스공급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다른 가스 기기를 켜봅니다.)
2. 가스공급처에 점검을 요청해 주십시오.

난방,온수

20 Dip S/W이상난방,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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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예방
써미스터이상

수위 논리 이상

환수 써미스터 이상

배기 써미스터 이상

수위 이상

 중화기(사이펀)
만수위 검지

36

44

37

38

43

45

48

56

61

71

72

89

90

94

96

97

99

난방

전원연결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전원연결

전원연결

전원연결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시운전 

시운전 

난방,온수

난방,온수

난방,온수 GAS경보기 이상

보급수 이상
만수위 이상

송풍팬 제어 이상

전자변 이상

의사염 검지

배기구 막힘 검지

전원 주파수 이상

온수측 시운전
이상 검지

난방측 시운전
이상 검지

배기 폐쇄

완전동결 검지

1. 난방 또는 온수전원 버튼으로 끈 다음 다시 작동해 주십시오.
2. 동일 증상 발생 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전원코드를 뽑은 후 다시 꽂아 주십시오. 잠시 후 난방 또는 온수를 켜 주십시오.
2. 동일 증상 발생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중화수 배출관(배수)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경우 원활히 배수가 되
도록 조치 해 주십시오.

1. 사용을  중지 하시고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을 요청해 주십시오.

1. 급수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단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2. 이상이 없을 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보일러를 끈 다음 다시 작동해 주십시오.
2. 동일 증상 발생시 당사 서비스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난방 또는 온수전원 버튼으로 끈 다음 다시 작동해 주십시오.
2. 동일 증상 발생시 당사 서비스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열선 등의 전열기기를 이용해 해동 시킨 후 파손된 부품을 교체해 주십시오.
2.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누수가 있을 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배기 연도 설치상태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막힘, 꺾임)
2. 동일 증상 발생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난방 또는 온수전원 버튼으로 끈 다음 다시 작동해 주십시오.
2. 동일 증상 발생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1. 급수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전원코드를 뺀 다음 다시 꽂아 다시 시운전을 실시해 주십시오.

1. 배기연도설치, 상태점검, 찌그러짐, 막힘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시공자에게 조치 의뢰해 주십시오.
3. 동일 증상 발생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점검해 주십시오.

자가진단 조치하기 

조치방법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고 실내온도조절기의 액정표시부에 숫자가 깜빡거리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액정표시부의 네자리 숫자  중 좌측의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자가진단표시 사용상태 내용 

29

고객의 권리

고객께서는 제품 사용 중에 고장 발생시 구입일로 부터 보증기간 동안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고객 과실 및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보증기간 내에라도  유상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 내에라도 유상처리 됩니다.

01. 제품 내에 이물질을 투입(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 등)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02. 설치 및 사용 중의 외부충격으로 인해 제품 파손 및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03. 신나, 벤젠등 유기용제에 의해 외관 손상 및 변형이 된 경우
04. 린나이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해 제품 고장이 발생한 경우
05. 제품 설치방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06.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해 제품 고장이 발생한 경우
07. 고객이 제품을 임의로 분해해 부속품이 분실 및 파손 되었을 경우
08. 린나이의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 또는 개조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09.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염해, 지진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10. 린나이 제품 사용설명서 내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유상서비스(고객의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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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해
저희 린나이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
한 보증을 실시 합니다. 서비스 요청시 린나이코리아(주)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판매자상호 및 연락처
구입일(판매자 기입란)

가스온수 보일러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부품
보유 기간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
한 고장인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하자 발생시
수리 불가능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구세척, 조정, 사용설명, 설치 등 제품 고장이 아닌경우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간단한 조정시
인터넷, 안테나, 유선신호 등 외부환경 문제시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설치 변경에 의한 문제시
타사제품(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인한 고장 설명시
초기 설치시 부실하게 설치되어 재 설치할 경우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고장 발생시
전기용량 및 가스종류, 가스량을 틀리게 사용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외부충격으로 인해 제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 미지정한 소모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시
사용설명서 내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그밖의 경우
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 불가능시
동일 하자로 3번째 고장 발생시
서로다른 하자로 5번째 고장 발생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
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무상수리 또는 배상
(시공업자 책임)
무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
액징수 후 제품교환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
액징수 후 제품교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정액감가상각 후 환급
해당없음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으
로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상수리

일반 제품을 영업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보증기간은 반으로 단축 적용 됩니다.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이 청구되므로 서비스 신청 전 사용설명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며 다시 발행되지 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 함께 잘 보관해 주십시오.
본 제품은 대한민국 국내전용 상품입니다. 해외에서는 사용이나 설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생각치 못한 사고나 기구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만약, 해외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당사에서는 사고 및 제품 수리를 포함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품질 보증기간 3년
부품 보유기간 8년 

소비자 피해유형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제품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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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주의사항

무선 공유기 확인하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를 사용하려면, 가정에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
어야만 합니다.

가정에 이미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존 공유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정에 무선 공유기가 없다면, 무선 공유기를 구입 설치한 후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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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제어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무선 공유기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IoT 통신이 이상이 없는 위치임을 확인 후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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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
하지 못한 경우 원하시는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방온도조절 시스템에는 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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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온도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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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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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기

사용시 주의사항

<iOS>

린나이코리아 Corp’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린나이 스마트 보일러를 제어하는 경우 3G, LTE를이용할 때에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 어플리케이션은 Play 스토어, 아이폰 
App store에서 린나이 스마트 보일러를 검색하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호환 기종은 린나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스마트폰의 OS 버전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iOS : iOS 7 이상 지원
   - Android : 아이스크림 샌드위치(ICS) 4.0부터 지원 

※  린나이 스마트 보일러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OS 업그레이드   
에 맞춰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단, 하위 버전 OS에서는 일부 
부가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  다른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에서 실행할 경우 일부 화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33

등록하기(안드로이드 사용자 용)

스마트폰에서 Wi-Fi를 반드시 활성화하십시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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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래 방법으로 등록하고 다른 가족의 등록(최대 10명)은 사용자 추가 기능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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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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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안드로이드 사용자 용)

ⓐ(사용자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사용할 질문 및 답변)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4자리 이상 입력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에서 난방과 온수를 OFF한 상태
에서 Wi-Fi 버튼을 3초간 눌러 등록모드로 진입
합니다.

실내온도조절기에서 모든 기능이 OFF되고 전원만 ON된 상태
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내온도조절기 표시부에 고유 ID 4자리가 표시
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등록모드 진입 후 10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실내온도조절기에 표시되는 문자, 숫자입니다.
- 문자 :
- 숫자 :

02

03

( 고유 ID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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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안드로이드 사용자 용)

선택한 무선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가정에서 사용 중인 무선 공유기를 선택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 중인 무선 공유기의 이름은 영문 또는 영문과 숫자
로만 설정하십시오.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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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안드로이드 사용자 용)

실내온도조절기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
니다.

등록 실패 시 실내온도조절기의 자가진단표시 확인 후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에 표시된 고유 ID 4자리가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실내온도조절기 표기형식 : Rinnai_####(고유 ID 4자리)

※123A는 각각의 기기에 따라 변경됩니다.

※ OS 버전 7.0 이상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끄신 후 실내온도
조절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05

Wi-Fi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 고유 ID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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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iOS 사용자 용_아이폰 전용)

스마트폰에서 Wi-Fi를 반드시 활성화 하십시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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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한사람이 아래 방법으로 등록하고 다른 가족의 등록(최대 10명)은 사용자 추가 기능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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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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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iOS 사용자 용_아이폰 전용)

ⓐ(사용자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분실 
시 사용할 질문 및 답변)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4자리 이상 입력하십시오.

03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단, 휴대폰 번호 입력없이 진행을 선택하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
하지 않고 다음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테블릿 PC 사용자 포함)
※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가족 사용자에 의한 실내온도조절기  
자동등록 기능이 제한됩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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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iOS 사용자 용_아이폰 전용)

04

05

실내온도조절기에서 난방과 온수를 OFF한 상태
에서 Wi-Fi 버튼을 3초간 눌러 등록모드로 진입
합니다.

실내온도조절기에서 모든 기능이 OFF되고 전원만 ON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버튼을 누르고,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실내온도조절기 표시부에 고유 ID 4자리가 표시
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등록모드 진입 후 10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실내온도조절기에 표시되는 문자, 숫자입니다.
- 문자 :
- 숫자 :

( 고유 ID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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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iOS 사용자 용_아이폰 전용)

설정화면에서 ⓐWi-Fi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06

실내온도조절기에 표시된 고유ID 4자리가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실내온도조절기 표기형식 : Rinnai_####(고유ID 4자리)

※123A는 각각의 기기에 따라 변경됩니다.

( 고유 ID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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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iOS 사용자 용_아이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온 후 ⓐ(확인)버튼을 
누르십시오.

사용자 가정에서 사용중인 무선 공유기를 선택
합니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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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iOS 사용자 용_아이폰 전용)

08 선택한 무선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가정에서 사용중인 무선 공유기의 이름은 영문 또는 영문과 숫자
로만 설정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
습니다.

등록 실패 시 실내온도조절기의 자기진단표시 확인 후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43

로그인

로그인 후 린나이 스마트 IoT 보일러를 스마트폰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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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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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린나
이에서 발송한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 인증을 완
료 하십시오. 인증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01

02

1234@rinn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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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난방)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온수)

사용자 단말기에서 가정의 난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 - 설정/안내 - APP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용자 단말기에서 가정의 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 - 설정/안내 - APP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원) 버튼을 눌러, 실내온도조절기의 전원을 
ON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실내온도조절기의 전원을 
ON합니다.

ⓑ 버튼을 눌러, 난방제어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 버튼을 눌러 온수제어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난방) 버튼을 눌러, 난방을 시작합니다.

ⓒ(온수) 버튼을 눌러 난방을 시작합니다.

ⓓ를 좌, 우로 조절하거나 ⓔ버튼을 눌러 희망 
설정온도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를 상, 하로 조절하거나 ⓔ버튼을 눌러 희망 
설정온도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01

01

02

02

03

03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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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기능

온도조절기 추가하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부가기능)

ⓐ 외출/귀가 알림

ⓑ 기상모드

ⓒ 맞춤알림
ⓓ 상태변경 알림
ⓔ 주의사항 알림

ⓕ 에러알림

ⓐ
 
ⓑ

ⓒ 

ⓓ 
ⓔ 
ⓕ 

내 스마트폰에서 부모님 댁이나 별장 등의 보일러를  
추가 등록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최대 25대 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알림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 - 설정/안내 - APP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부가기능 - 설정/안내 -  」에서 온도조절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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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기 삭제하기 / 사용자 추가 및 삭제하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부가기능)

「부가기능 - 설정/안내 - 해당 온도조절기」에서 온도조절기를 삭제하거나 사용자를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실내온도조절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린나이 스마트 IoT 실내온도조절기를 사용 하
는 경우, 설정을 변경할 실내온도조절기를 선택하
고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 시 '선택하기'에서 '선택됨'으로 변경됩니다.

ⓒ실내온도조절기를 등록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버튼으로 사용자를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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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눌러 해당 온도조절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0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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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정보 확인하기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부가기능)

「부가기능 - 설정/안내 - 에너지 사용정보」에서 선택된 보일러의 가스 사용량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APP에서 표시되는 가스 사용량은 실제 가스 사용량과 계절 및 가스 압력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난방/온수 가스 사용량
ⓑ 주간/월간/연간 가스사용량

ⓒ 기간별 가스 사용량.

ⓐ 

ⓒ 

ⓑ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기간의 가스사용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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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시는 분에게

보일러의 설치는 반드시 시공 자격이 있는 전문 시공자가 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관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르고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설치 설명서를 잘 읽고 난 후 시공을 하여 주십시오. 설치 설명서 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하자는 설치자 책임입니다.
 배기 및 급기 연통공사가 잘못되면 배기가스가 유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이 됩니다.
배관 내 이물질이나 지하수를 난방수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침전물로 인하여 발생된 보일러의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철저히 청소하여 주십시오.
 난방 배관 내에 부동액을 넣으면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넣지 마십시오.
설치:시공자는 노란색 시공 표지판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품 전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시공 
및 보험 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본은 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 해야합니다.
 제품 설치 완료 후에는 보일러 사용자에게 제품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본 설치 설명서는 보일러 사용자에게 돌려 주십시오.

가스보일러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KGS GC208)에 따라 설치9시공   
바랍니다.  다만, 설치검사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설치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설치9시공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스의 종류와 전원이 제품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제품에 맞게 설치하십시오.
전용 케이블의 구입은 보일러 구입처나 당사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배수구/배수관 연결
보일러의 우측 밑면의 배수(응축수) 연결구는 반드시 배수관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호스 또는 배관으로 연결하여 주십시오.
보일러 설치 장소에는 배수구가 있어야 하며 배수구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반드시 누수 및 오버플로우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변경(확장, 인테리어 공사 등)에는 보일러 설치장소와 구분 
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오. 만일의 경우 누수 및 오버플로우에  
의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방 환수

배수관

배수(응축수)
연결구

설치 전 확인사항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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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선택에 대해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강제배기식 FE)
규정에 적합한 급기구와 환기구를 갖춘 전용 보일러실 내에    
설치하십시오.
강제급배기식(FF식) 보일러의 경우, 아래의 ① 또는 ②의 경우  
외에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십시오.
강제급배기식(FF식) 보일러를 지정장소(방, 거실 등의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사워장,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 아래 
① 또는 ②의 경우와 같이 설치하십시오.

실외 설치 금지
본 제품은 옥내용입니다. 부득이하게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섀시 등으로 눈, 비에 젖지 않게 충분히 보호조치를 
하시고 특히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 설치 금지
밀폐된 장소는 환기가 나빠 산소 부족으로 질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연소기기 근처에 설치 금지
 보일러는 다른 연소기기와 1000mm 이상 띄우고 열기가 보일러
에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원코드는 보일러와 300m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십시오.

습도가 높거나 부식성 가스 발생 장소 설치 금지
 습도가 높은 장소나 부식성 가스(염소, 질산가스 등)가 발생되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보일러가 부식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피해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①  보일러와 배기통,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또는 연통 일체형 밴드 조임
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와 외기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
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에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개구 면적
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mm)

환기구

급기구

1000 이상

300 이상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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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선택에 대해

인화성 물질 근처 보관 금지 

보일러 주위에 인화성 물질(휘발유, 신나, 스프레이, 라이터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불연성 벽면에 설치
좌, 우측 벽면이 불연재일 경우, 45mm 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가연성 벽면에 설치할 경우, 두께 30mm 이상 금속 이외의    
불연재를 부착 설치하고 보일러 좌, 우측 및 상부는 벽면에서 
150mm 이상 안전거리를 두어 설치하십시오.

점검, 보수를 위한 공간 확보
보일러 점검, 보수를 위하여 전면부는 600mm 이상, 하단부는 
지면(바닥면)으로부터 800mm 이상(싱크대, 선반 등과 같은 
구조물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로부터 300m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보일러의 앞쪽에는 선반이나 다른 큰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보일러를 난간에 설치할 경우 점검, 보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간에 설치를 피해 주십시오.

설치 벽면
보일러는 콘크리트 옹벽에 설치합니다.
조적벽 또는 조립식 경량 콘크리트 벽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벽면에는 약 35~50kg의 중량이 가해지므로 이를 지탱할
만한 강도가 되지 않은 벽의 경우에는 충분히 보강하십시오.
보일러 벽걸이는 앵커볼트 등을 상부 2개, 하부 1개 이상 고정
하고 제품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하십
시오.

(단위:mm)

(단위:mm)

(     )안의 치수는 불연재 부착시 치수 입니다.

150이상

600이상

800이상

150이상 (45이상)

경 고 

경 고 

경 고 

주 의



52

보일러 외관도 (22이하 기종)

본 그림은 대기 차단형 입니다.

급기구
(O 75)

난방공급(PT3/4")
급수(PT1/2")
온수(PT1/2")난방환수(PT3/4")

배기구
(O 75)

난방필터 급수필터

난방수 물빼기 꼭지

난방환수 급수 온수

가스

난방공급

27이하
32이상

Rc1/2"암나사
Rc3/4"암나사

126

57
99
165
225

110 46.5

2050
64
100

77.571.5 82.5 71

169

42
.5 76

25
.5

76
25

10
8

66
0

70
0

440

압력계
(대기 차단형)

265

배수(응축수) 연결구파워코드가스

과압도피변
배수구 (대기 차단형)

급:배기구

물보충 스위치(대기 차단형)

배수구(대기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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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충 스위치
(대기 차단형)

배수구(대기 개방형)

보일러 외관도 (27이상 기종)

본 그림은 대기 차단형 입니다.

급기구
(O 75)

난방공급(PT3/4")
급수(PT1/2")
온수(PT1/2")

난방환수(PT3/4")

배기구
(O 75)

난방필터 급수필터

난방수 물빼기 꼭지

난방환수 급수 온수난방공급

가스 27이하
32이상

Rc1/2"암나사
Rc3/4"암나사

20

126
57
99
165
225

110 46.5

50
64
100

71.5 77.5 82.5 71
440

66
0

70
0

169

42
.5 10

1.
5

25
.5

10
1.
5

25
13

3

압력계
(대기 차단형)

315

급:배기구

가스

과압도피변
배수구 (대기 차단형)

배수(응축수) 연결구파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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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배관도

본 그림은 FF식 기종입니다.

배기통은 「급배기통 공사 ☞63페이지 참조」에 따라 설치해 주십시오.
윗방향 배관과 관수량이 큰 대형주택 또는 라지에이터 등에는 대기차단형 보일러를 사용해 주십시오.
대기차단식 보일러는 2층(약 3m)까지 윗방향 배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는 빗물 및 이물질 등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전둘레에 마감처리(무초산 실리콘)을 해주십시오.
㉰, ㉱부(Stopper 포함)는 누설 및 누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둘레에 마감처리(클램프 및 내열 실리콘)을 해주시고, ㉰부Stopper를 
항상 윗방향(수직)으로 해주십시오. 

각방밸브는 환수쪽 분배기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파방지를 위해 장기 외출 시는 
각방밸브를 모두 열어놓으십시오.

배수(응축수) 호스는 배수(하수)구에 
연결 고정되어야 합니다.

배수(응축수) 호스는 보온재를 
이용해 감싸 주십시오.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엘보의 삽입 깊이는 반드시 60mm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온수 배관에는 온수밸브 급차단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수격
흡수장치 부착을 권장합니다.

공급(난방)쪽 배관이 체크밸브를 부착
하면 펌프 정지 시 심한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접속구경
배관 체결로 부터 100mm 이내
에는 배관의 꺾임 없도록 시공
해 주십시오.  
체결부의 꺾임은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배수(응축수) 호스를 반드시  
연결해 주십시오.

침수예방

누수예방   
① 난방환수 20A (PT 3/4˝)

② 난방공급 20A (PT 3/4˝)

③  가스 15A (Rc 1/2˝(암나사)) 
27,000kcal/h 이하          

    가스 20A (Rc 3/4˝(암나사)) 
32,000kcal/h 이상

④ 급수 15A (PT 1/2˝)

⑤ 온수 15A (PT 1/2˝)

공기빼기
밸브

유니온 또는 분리
가능한 너트 사용

배수

경 고 

주 의  

※ 급수 압력이 350kPa(3.5kgf/㎠) 이상일 때는 감압밸브를 설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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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린나이 온수 난방 겸용 가스보일러(순간식)
형식명 RCM500-15KF

설치 및 급배기식 벽걸이식/ 강제 급배기식
연도구경 급기, 배기 Ø75

외형
본체 660mm(H) X 440mm(W) X285mm(D)

온도조절기 120mm(H) X 120mm(W) X 16.0mm(D)
중량 27.0kg

온수 최저 작동 수량 2.3L/ min
난방 최고 사용입력 100kPa(1kgf/㎠)

펌프양정 10M(at 0 LPM)

접속구경

가스 Rc 1/2˝ 나사(15A) 암나사
급수/온수 PT 1/2˝ 나사(15A)
난방 PT 3/4˝ 나사(20A)
배수 Ø15mm 호스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 LP가스 115W
도시가스 120W

대기전력  LP가스/도시 3.0W 이하
온도제어방식 온수/난방 전자제어에 의한 비례제어

온도조절
온수 35~47℃는 1℃씩 조절하며, 50℃ 이상은 50℃, 55℃, 60℃조절임
난방 난방수 온도 : 40 ~ 85℃ / 실내온도 : 5℃ ~ 40℃

안전장치 소화 안전장치, 재통전시 안전장치, 재점화시 안전장치, 헛불 안전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대기차단식), 저온동결 방지장치, 과열방지 안전장치 외

부속품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나사, 배수(응축수)호스 

최대가스
소비량

LP가스
난방 19.3kW (1.38kg/h)
온수 21.5kW(1.54kg/h)

도시가스
난방 19.3kW(16,600kcal/h)
온수 21.5kW(18,500kcal/h)

온수공급능력
(수온+30℃)

LP가스 9.2L/ min
도시가스 9.2L/ min

난방출력

LP가스
전부하 16.6kW (14,300kcal/ h)
콘덴싱 17.4kW (15,000kcal/ h)
부분부하 5.0kW (4,300kcal/ h)

도시가스
전부하 16.6kW (14,300kcal/ h)
콘덴싱 17.4kW (15,000kcal/ h)
부분부하 5.0kW (4,300kcal/ h)

NOx등급
LP가스 1등급
도시가스 1등급

온수효율
LP가스 88.4*
도시가스 88.0*

난방효율

전부하
LP가스 88.1
도시가스 87.2

콘덴싱 LP가스 98.3
도시가스 96.5

부분부하
LP가스 97.6
도시가스 97.9

※「*」 표시는 난방 출력 및 난방 효율은 ∆t 30K,  온수 효율은 ∆t 40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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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난방 출력 및 난방 효율은 ∆t 30K,  온수 효율은 ∆t 40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품명 린나이 온수 난방 겸용 가스보일러(순간식)
형식명 RCM500-18KF RCM500-18KFD RCM500-18MF RCM500-18MFD

설치 및 급배기식 벽걸이식/ 강제 급배기식
연도구경 급기, 배기 Ø75

외형
본체 660mm(H) X 440mm(W) X285mm(D)

온도조절기 120mm(H) X 120mm(W) X 16.0mm(D)
중량 27.0kg 32.5kg

온수 최저 작동 수량 2.3L/ min
난방 최고 사용입력 100kPa(1kgf/㎠) 300kPa(3kgf/㎠)

펌프양정 10M(at 0 LPM)

접속구경

가스 Rc 1/2˝ 나사(15A) 암나사
급수/온수 PT 1/2˝ 나사(15A)
난방 PT 3/4˝ 나사(20A)
배수 Ø15mm 호스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 LP가스 120W 125W
도시가스 125W 120W 130W 120W

대기전력  LP가스/도시 3.0W 이하
온도제어방식 온수/난방 전자제어에 의한 비례제어

온도조절
온수 35~47℃는 1℃씩 조절하며, 50℃ 이상은 50℃, 55℃, 60℃조절임
난방 난방수 온도 : 40 ~ 85℃ / 실내온도 : 5℃ ~ 40℃

안전장치 소화 안전장치, 재통전시 안전장치, 재점화시 안전장치, 헛불 안전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대기차단식), 저온동결 방지장치, 과열방지 안전장치 외

부속품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나사, 배수(응축수)호스

최대가스
소비량

LP가스
난방 22.6kW(1.62kg/h) 22.6kW(1.62kg/h)
온수 23.7kW(1.70kg/h) 23.7kW(1.70kg/h)

도시가스
난방 22.6kW(19,400kcal/h) 21.5kW(18,500kcal/h) 22.6kW(19,400kcal/h) 21.5kW(18,500kcal/h)
온수 23.7kW(20,400kcal/h) 21.5kW(18,500kcal/h) 23.7kW(20,400kcal/h) 21.5kW(18,500kcal/h)

온수공급능력
(수온+30℃)

LP가스 10.2L/ min 10.2L/ min
도시가스 10.2L/ min 9.2L/ min 10.2L/ min 9.2L/ min

난방출력

LP가스
전부하 19.4kW(16,700kcal/h) 19.4kW(16,700kcal/h)
콘덴싱 20.3kW(17,500kcal/h) 20.3kW(17,500kcal/h)
부분부하 5.9kW(5,100kcal/h) 5.9kW(5,100kcal/h)

도시가스
전부하 19.4kW(16,700kcal/h) 18.0kW(15,500kcal/h) 19.4kW(16,700kcal/h) 18.0kW(15,500kcal/h)
콘덴싱 20.3kW(17,500kcal/h) 19.3kW(16,600kcal/h) 20.3kW(17,500kcal/h) 19.3kW(16,600kcal/h)
부분부하 5.9kW(5,100kcal/h) 5.9kW(5,100kcal/h) 5.9kW(5,100kcal/h) 5.9kW(5,100kcal/h)

NOx등급
LP가스 1등급 1등급
도시가스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온수효율
LP가스 90.4* 94.0*
도시가스 91.0* 88.5* 90.0* 89.0*

난방효율

전부하
LP가스 87.1 88.4
도시가스 87.8 87.6 87.6 87.6

콘덴싱 LP가스 97.0 97.9
도시가스 96.6 96.5 96.6 96.1

부분부하
LP가스 97.0 97.5
도시가스 97.9 97.7 98.0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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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난방 출력 및 난방 효율은 ∆t 30K,  온수 효율은 ∆t 40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품명 린나이 온수 난방 겸용 가스보일러(순간식)
형식명 RCM500-22KF RCM500-22KFD RCM500-22MF RCM500-22MFD

설치 및 급배기식 벽걸이식/ 강제 급배기식
연도구경 급기, 배기 Ø75

외형
본체 660mm(H) X 440mm(W) X285mm(D)

온도조절기 120mm(H) X 120mm(W) X 16.0mm(D)
중량 27.0kg 32.5kg

온수 최저 작동 수량 2.3L/ min
난방 최고 사용입력 100kPa(1kgf/㎠) 300kPa(3kgf/㎠)

펌프양정 10M(at 0 LPM)

접속구경

가스 Rc 1/2˝ 나사(15A) 암나사
급수/온수 PT 1/2˝ 나사(15A)
난방 PT 3/4˝ 나사(20A)
배수 Ø15mm 호스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 LP가스 135W 140W
도시가스 140W 135W 145W 140W

대기전력  LP가스/도시 3.0W 이하
온도제어방식 온수/난방 전자제어에 의한 비례제어

온도조절
온수 35~47℃는 1℃씩 조절하며, 50℃ 이상은 50℃, 55℃, 60℃조절임
난방 난방수 온도 : 40 ~ 85℃ / 실내온도 : 5℃ ~ 40℃

안전장치 소화 안전장치, 재통전시 안전장치, 재점화시 안전장치, 헛불 안전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대기차단식), 저온동결 방지장치, 과열방지 안전장치 외

부속품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나사, 배수(응축수)호스 

최대가스
소비량

LP가스
난방 27.6kW(1.98kg/h) 27.6kW(1.98kg/h)
온수 28.5kW(2.04kg/h) 28.5kW(2.04kg/h)

도시가스
난방 27.6kW(23,700kcal/h) 26.4kW(22,700kcal/h) 27.6kW(23,700kcal/h) 26.4kW(22,700kcal/h)
온수 28.5kW(24,500kcal/h) 26.4kW(22,700kcal/h) 28.5kW(24,500kcal/h) 26.4kW(22,700kcal/h)

온수공급능력
(수온+30℃)

LP가스 12.2L/ min 12.2L/ min
도시가스 12.2L/ min 11.3L/ min 12.2L/ min 11.3L/ min

난방출력

LP가스
전부하 24.0kW(20,600kcal/h) 24.0kW(20,600kcal/h)
콘덴싱 25.6kW(22,000kcal/h) 25.6kW(22,000kcal/h)
부분부하 7.2kW(6,200kcal/h) 7.2kW(6,200kcal/h)

도시가스
전부하 24.0kW(20,600kcal/h) 22.7kW(19,500kcal/h) 24.0kW(20,600kcal/h) 22.7kW(19,500kcal/h)
콘덴싱 25.6kW(22,000kcal/h) 24.4kW(21,000kcal/h) 25.6kW(22,000kcal/h) 24.4kW(21,000kcal/h)
부분부하 7.2kW(6,200kcal/h) 7.2kW(6,200kcal/h) 7.2kW(6,200kcal/h) 7.2kW(6,200kcal/h)

NOx등급
LP가스 1등급 1등급
도시가스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온수효율
LP가스 90.4* 91.0*
도시가스 89.5* 87.5* 89.5* 88.0*

난방효율

전부하
LP가스 88.0 88.9
도시가스 87.4 87.4 87.6 87.0

콘덴싱 LP가스 98.3 97.9
도시가스 96.0 96.1 96.5 95.7

부분부하
LP가스 97.7 96.7
도시가스 98.0 97.3 97.9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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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난방 출력 및 난방 효율은 ∆t 30K,  온수 효율은 ∆t 40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품명 린나이 온수 난방 겸용 가스보일러(순간식)
형식명 RCM500- 27KF RCM500- 27KFD RCM500-27MF RCM500-27MFD

설치 및 급배기식 벽걸이식/ 강제 급배기식
연도구경 급기, 배기 Ø75

외형
본체 660mm(H) X 440mm(W) X 335mm(D)

온도조절기 120mm(H) X 120mm(W) X 16.0mm(D)
중량 31.0kg 36.5kg

온수 최저 작동 수량 2.3L/ min
난방 최고 사용입력 100kPa(1kgf/㎠) 300kPa(3kgf/㎠)

펌프양정 10M(at 0 LPM)

접속구경

가스 Rc 1/2˝ 나사(15A) 암나사
급수/온수 PT 1/2˝ 나사(15A)
난방 PT 3/4˝ 나사(20A)
배수 Ø15mm 호스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
LP가스 135W 140W
도시가스 140W 130W 145W 125W

대기전력  LP가스/도시 3.0W 이하
온도제어방식 온수/난방 전자제어에 의한 비례제어

온도조절
온수 35~47℃는 1℃씩 조절하며, 50℃ 이상은 50℃, 55℃, 60℃조절임
난방 난방수 온도 : 40 ~ 85℃ / 실내온도 : 5℃ ~ 40℃

안전장치 소화 안전장치, 재통전시 안전장치, 재점화시 안전장치, 헛불 안전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대기차단식), 저온동결 방지장치, 과열방지 안전장치 외

부속품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나사, 배수(응축수)호스 

최대가스
소비량

LP가스
난방 34.9kW(2.50kg/h) 34.9kW(2.50kg/h)
온수 39.5kW(2.83kg/h) 39.5kW(2.83kg/h)

도시가스
난방 34.9kW(30,000kcal/h) 33.3kW(28,600kcal/h) 34.9kW(30,000kcal/h) 33.3kW(28,600kcal/h)
온수 39.5kW(34,000kcal/h) 33.3kW(28,600kcal/h) 39.5kW(34,000kcal/h) 33.3kW(28,600kcal/h)

온수공급능력
(수온+30℃)

LP가스 16.9L/ min 16.9L/ min
도시가스 16.9L/ min 14.2L/ min 16.9L/ min 14.2L/ min

난방출력

LP가스
전부하 30.2kW(26,000kcal/h) 30.2kW(26,000kcal/h)
콘덴싱 31.4kW(27,000kcal/h) 31.4kW(27,000kcal/h)
부분부하 9.2kW(7,900kcal/h) 9.2kW(7,900kcal/h)

도시가스
전부하 30.2kW(26,000kcal/h) 28.5kW(24,500kcal/h) 30.2kW(26,000kcal/h) 28.5kW(24,500kcal/h)
콘덴싱 31.4kW(27,000kcal/h) 29.7kW(25.500kcal/h) 31.4kW(27,000kcal/h) 29.7kW(25.500kcal/h)
부분부하 9.2kW(7,900kcal/h) 9.2kW(7,900kcal/h) 9.2kW(7,900kcal/h) 9.2kW(7,900kcal/h)

NOx등급
LP가스 1등급 1등급
도시가스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온수효율
LP가스 92.0* 90.0*
도시가스 91.0* 89.0* 87.5* 88.5*

난방효율

전부하
LP가스 87.9 88.4
도시가스 87.2 87.3 87.4 87.0

콘덴싱 LP가스 95.4 95.4
도시가스 96.3 95.9 96.3 95.9

부분부하
LP가스 98.2 98.4
도시가스 98.4 98.1 98.1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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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린나이 온수 난방 겸용 가스보일러(순간식)
형식명 RCM500-32KF RCM500-32MF

설치 및 급배기식 벽걸이식/ 강제 급배기식
연도구경 급기, 배기 Ø75

외형
본체 660mm(H) X 440mm(W) X 335mm(D)

온도조절기 120mm(H) X 120mm(W) X 16.0mm(D)
중량 31.5kg 37.0kg

온수 최저 작동 수량 2.3L/ min
난방 최고 사용입력 100kPa(1kgf/㎠) 300kPa(3kgf/㎠)

펌프양정 10M(at 0 LPM)

접속구경

가스 Rc 3/4˝ 나사(20A) 암나사
급수/온수 PT 1/2˝ 나사(15A)
난방 PT 3/4˝ 나사(20A)
배수 Ø15mm 호스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
LP가스 155W 160W
도시가스 165W 170W

대기전력  LP가스/도시 3.0W 이하
온도제어방식 온수/난방 전자제어에 의한 비례제어

온도조절
온수 35~47℃는 1℃씩 조절하며, 50℃ 이상은 50℃, 55℃, 60℃조절임
난방 난방수 온도 : 40 ~ 85℃ / 실내온도 : 5℃ ~ 40℃

안전장치 소화 안전장치, 재통전시 안전장치, 재점화시 안전장치, 헛불 안전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대기차단식), 저온동결 방지장치, 과열방지 안전장치 외

부속품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나사, 배수(응축수)호스 

최대가스
소비량

LP가스
난방 41.5kW(2.98kg/h)
온수 47.7kW(3.42kg/h)

도시가스
난방 41.5kW(35,700kcal/h)
온수 47.7kW(41,000kcal/h)

온수공급능력
(수온+30℃)

LP가스 20.0 L/ min
도시가스 20.0 L/ min

난방출력

LP가스
전부하 35.5kW(30,500kcal/h)*
콘덴싱 37.2kW(32,000kcal/h)*
부분부하 10.9kW(9,400kcal/h)*

도시가스
전부하 35.5.0kW(30,500kcal/h)
콘덴싱 37.2kW(32,000kcal/h)
부분부하 10.9kW(9,400kcal/h)

NOx등급
LP가스 1등급 1등급
도시가스 1등급 1등급

온수효율
LP가스 91.0* 90.5*
도시가스 90.0* 90.0*

난방효율

전부하
LP가스 88.4* 88.2*
도시가스 88.3 88.0

콘덴싱 LP가스 95.0* 95.0*
도시가스 95.0 95.0

부분부하
LP가스 98.0* 98.1*
도시가스 97.6 97.8

※「*」 표시는 난방 출력 및 난방 효율은 ∆t 30K,  온수 효율은 ∆t 40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32MF LP가스의 온수 효율은 ∆t 45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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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품명 린나이 온수 난방 겸용 가스보일러(순간식)
형식명 RCM500- 37KF RCM500-37MF

설치 및 급배기식 벽걸이식/ 강제 급배기식
연도구경 급기, 배기 Ø75

외형
본체 660mm(H) X 440mm(W) X 335mm(D)

온도조절기 120mm(H) X 120mm(W) X 16.0mm(D)
중량 31.5kg 37.0kg

온수 최저 작동 수량 2.3L/ min
난방 최고 사용입력 100kPa(1kgf/㎠) 300kPa(3kgf/㎠)

펌프양정 10M(at 0 LPM)

접속구경

가스 Rc 3/4˝ 나사(20A) 암나사
급수/온수 PT 1/2˝ 나사(15A)
난방 PT 3/4˝ 나사(20A)
배수 Ø15mm 호스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
LP가스 155W 160W
도시가스 165W 170W

대기전력  LP가스/도시 3.0W 이하
온도제어방식 온수/난방 전자제어에 의한 비례제어

온도조절
온수 35~47℃는 1℃씩 조절하며, 50℃ 이상은 50℃, 55℃, 60℃조절임
난방 난방수 온도 : 40 ~ 85℃ / 실내온도 : 5℃ ~ 40℃

안전장치 소화 안전장치, 재통전시 안전장치, 재점화시 안전장치, 헛불 안전장치,                           
과압방지 안전장치(대기차단식), 저온동결 방지장치, 과열방지 안전장치 외

부속품 실내온도조절기,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나사, 배수(응축수)호스

최대가스
소비량

LP가스
난방 47.7kW(3.42kg/h)
온수 47.7kW(3.42kg/h)

도시가스
난방 47.7kW(41,000kcal/h)
온수 47.7kW(41,000kcal/h)

온수공급능력
(수온+30℃)

LP가스 20.0 L/ min
도시가스 20.0 L/ min

난방출력

LP가스
전부하 41.3kW(35,500kcal/h)*
콘덴싱 43.0kW(37,000kcal/h)*
부분부하 12.4kW(10,700kcal/h)*

도시가스
전부하 41.3kW(35,500kcal/h)
콘덴싱 43.0kW(37,000kcal/h)
부분부하 12.4kW(10,700kcal/h)

NOx등급
LP가스 1등급 1등급
도시가스 1등급 1등급

온수효율
LP가스 91.0* 90.0*
도시가스 90.5* 90.0*

난방효율

전부하
LP가스 88.3* 88.4*
도시가스 88.5* 88.1*

콘덴싱 LP가스 94.7* 95.6*
도시가스 94.7* 94.2*

부분부하
LP가스 98.0* 98.2*
도시가스 97.4* 97.5*

※「*」 표시는 난방 출력 및 난방 효율은 ∆t 30K,  온수 효율은 ∆t 40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LP가스의 온수 효율은 ∆t 45K 기준에서 측정한 값임. 61

접지 단자
접지 단자

300mm 이상

전기배선 공사

본 제품은 AC 220V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기배선에 대해서는 전문 전기설비 업체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가스관이나 전화선, 피뢰침에는 절대 접지하지 마십시오.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거나 낙뢰 시 화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지공사
전기적 피해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통신 및 각종 제어기기의 손상 방지와 안정적  운영
을 위해 반드시 접지된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접지된 전원이 아닌 경우 금속 조각에 접지선을 연결하여 습기가 
있는 땅속에 깊이 묻어주십시오. (300mm 이상)
 금속 수도관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접지선:단면적 1.15㎠ 이상의 단심 코드) 
 측면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별도로 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110V 지역에서 개별 승압하여 220V를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접지하여 주십시오. 이때 승압 트랜스는 소비전력이 1kW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가스배관 공사

가스배관 공사는 가스 사업소, 가스배관 설비 업체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보일러와 가스배관의 연결은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규격 배관 자재를 사용하십시오.
가스배관 접속 구경은 27,000kcal/h 이하일 경우는 15A(Rc 1/2˝(암나사)), 32,000kcal/h 이상일 경우
는 20A(Rc 3/4˝(암나사))입니다. 
접속이 끝난 후 반드시 가스 누설검사를 실시하고 누설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스 공급밸브(중간밸브)는 반드시 제품 가까이에서 개폐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규격 배관 자재를 테프론 테이프 등으
로 기밀 처리 작업 후 접속구에 접속하여 주십시오. 이때 테프
론 테이프가 가스배관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스배관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사산 끝부분에서 2mm
안쪽부터 감음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향
(나사선 방향)

2mm

주 의  

경 고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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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보온처리
급수, 온수 및 난방 배관은 두께 25mm 이상(한냉지 50mm 이상)의 단열재로 보온 공사를 하십시오.
물 빼기 꼭지, 필터, 공기 빼기 밸브 등은 보온재로 감싸지 마십시오.
세대 입주 전 장기간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관 내의 물은 모두 빼주시고 전원코드를 빼놓아두십시오.

배관 보온재 마감 처리
배관은 보온재로 피복하여 매립 시공하지 마십시오. 배관 보온재를 
통해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어서 누수에 의한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배관

바닥

보온재 보온재

바닥

배관

수배관 공사

급수배관 공사 

급수배관 접속 구경은 15A(PT 1/2˝)입니다.
급수 입구에는 급수 공급밸브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매립배관을 할 경우 접속부는 누설 발생 시 수리가 용이하도록 매립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70㎪(0.7kgf/㎠) 이상의 급수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 급수압력은 [(제품 작동 수압+온수배관 손실 수두(물이 흐를 때))+여유]를 고려한 것입니다.
급수배관과 제품을 접속하기 전에 급수밸브를 열어 급수배관 내의 불순물들이 흘러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접속 후 누수 시험을 필히 하신 후 급수밸브를 잠그고 급수필터를 분리하여  청소해 주십시오.

물의 공급압이 너무 낮아 자동 양수 펌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만일의 경우    
가스 유출 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수배관 공사
온수배관 접속구경은 15A(PT 1/2˝)입니다.
매립배관을 할 경우 접속부는 누설 발생 시 수리가 용이하도록 매립하지 마십시오.
온수배관은 가능한 짧게 해주시고 배관 내의 물 빼기가 용이하도록 1/100~1/200 정도 경사를 주어 배관 
하십시오.
 보일러의 온수배관 연결구에 인접하여 수격 흡수장치를 부착하여 수격에 의한 배관 및 보일러의 손상을 예방
하여 주십시오.

주 의  

주 의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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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관 공사

난방배관 접속구경은 20A(PT 3/4˝)입니다.
난방배관은 원칙적으로 매립배관을 하지만 매립부에서는 접속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수 발생 시 수리가  
어렵습니다.
공급관과 환수관의 관경을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에 퇴수 밸브를 설치하시고 필요 시 난방수를 모두 뺄 수 있도록 배관하십시오.

라디에이터 연결 시 내부에 공기 또는 증기가 차지 않도록 각각의 라디에이터 최상부에 자동 또는 수동 공기 
빼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보일러 설치 장소는 배수가 원활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난방배관 및 온수배관 접속구의 재질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PPS)이므로 무리한 힘을 가하면 배관연결 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급배기통 공사

급배기통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당사 지정품을 사용하시고 형상, 구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급배기통은 절대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주름관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린나이 대리점, 전문점 등 에서 
판매하는 연장관 세트나 연장 엘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속 및 급배기통 간의 접속부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하고 반드시 배기가스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배기통과 보일러의 접속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석고붕대 제외) 등으로 마감해 주십시오.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속 및 배기통 간의 접속부의 이탈 방지 조치로는 록크장치 부착, 나사접속, 플랜지 접속 
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테이프, 석고붕대 등은 누설방지 및 이탈 방지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배기통 접속부는 고무링을 삽인한 후 충분히 밀어 넣어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내열실리콘(석고붕대 제외) 
등으로 마감조치를 한 후 반드시 배기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일산화탄소가스 중독사고 방지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 설치 및 교체 시 배기연도는 반드시 신규로 설치
하여 주십시오.
터미널(배기톱)이 풍압대 내에 설치될 경우 배기가스가 원활   
하게 배출되지 않아 연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풍압대를 
피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풍압대
(  바람이 불 때 건물벽의 영
향으로 대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

터미널(배기톱)

수배관 공사

주 의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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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우 또는 상, 하에 설치된 돌출물 간의 이격 거리
터미널(배기톱)과 좌, 우 또는 상, 하에 설치된 돌출물 간의    
이격거리는 1500mm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개구부와 이격 거리
터미널(배기톱) 개구부로부터 600m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 밖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하십시오.

상방향 돌출물 간의 이격 거리
터미널(배기톱)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 거리는 
250mm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거리 확보
지면 가까이는 빗물, 토사 등의 물건을 놓아 터미널(배기톱)   
입구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
부터 150mm 이상 전방 장애물부터 150m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벽면과 이격거리 제한]
(단위:mm)

(단위:mm)

(단위:mm)

(외벽 정면 방향)

150 이상

15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150 이상

250 이상 100 이상
3~5°

30 이상

[터미널(배기톱)에서 창문까지의 거리 제한]
(단위:mm)

(외벽 정면 방향)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600 이상

바닥면 또는 지면

(상, 하 방향의 돌출물)

(양측면 돌출물)

전방 
장애물

급배기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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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이상

300 이상

강제급배기식(FF식)

배기통의 터미널(배기톱) 부분이 옥외에 돌출되도록 설치하시고 급기 및 배기 구멍이 벽 속에 매몰되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배기통의 터미널(배기톱)에서 응축수 또는 고드름이 생겨 낙하할 수 있으므로 사람 또는 차량 등이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배기통의 수평부는 바깥쪽을 윗방향으로 약 3~5° 정도 경사가 생기도록 설치하십시오.

배기통의 연장길이 : 
L+(B90×2)+(B45×0.5)=20m 이하(LNG)/13m 이하(LPG) (L:직선길이, B90:90°엘보 갯수, B45:45°엘보 갯수)
(배기통 연장길이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설치 예)             
직선거리 3m에 90°엘보 1개 및 45°엘보 1개 사용      
3+(1x2)+(1x0.5)=5.5m (설치 가능)

급기 호스의 연결부는 반드시 밴드로 묶어서 고정시켜주시고, 급기 호스를 연장할 경우 연결 슬리브를 이용  
하여 연결한 후 연결부를 반드시 밴드로 묶어 고정하십시오. 
호스 내부가 현저히 축관되는 일이 없도록 팽팽히 펴서 연결하십시오.(남는 부분 절단)

터미널(배기톱) 간의 유지 거리
배기통을 여러개 설치할 경우 배기가스가 급기구로 역류되
지 않도록 배기통 이격 거리를 좌, 우 300mm 이상과 상, 하 
1500mm 이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FF식)
급기구로 배기가스가 재 유입되면 불완전연소의 원인이 되어 
제품 수명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급배기통을 여러개 설치할 경우의 거리 제한]
(단위:mm)

급배기통 공사

1500 이상

300 이상

1F

2F

3F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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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구경 (mm) 급배기 외경 (mm) 관통용 벽구멍(mm)
급배기통 모델명

지정 장소 설치용 지정 장소 외

75 100 110 이상

YKF-C75LAC
(주) 용광

YKF-C75LA, 
YKF-C75SA
(주) 용광

CS7504GCB
씨에스산업 (주)

CS7504GC
씨에스산업 (주)

JA75D4 실내용 콘덴싱
(주) 장안기업 

JA75D3  콘덴싱
(주) 장안기업 

강제급배기식 (FF식) 급배기통의 관경

반드시 규격에 맞는 급배기통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정 장소는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사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며 설치 시 지정 장소 설치용 연통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관경이 맞지 않아 배기가스가 누설되면 일산화탄소(CO)가스 중독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FF식 보일러의 배기관을 기존의 굴뚝이나 공동 배기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불완전 연소의 원인이 될 수 있
습니다.
FF식은 급기와 배기가 동일한 풍압대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급기호스 연결부가 아랫방향으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수평 
또는 윗방향으로 접속해 주십시오.

급배기통 공사

경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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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수(응축수) 배관 연결

 배수(응축수) 호스 및 배수관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길이 1m당 높이 50mm 정도로 반드시 기울기 2.5°이상이 
되도록 아랫 방향 구배로 시공하십시오.
배수(응축수) 호스 및 배수관은 실내에 설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수(응축수) 호스 및 배수관이 실외에 설치될 경우 호스 및 관의 길이가 3m를 초과하거나 온도가 낮은 곳에 
설치될 경우 직경 32mm의 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속품 배수(응축수) 호스(Ø18mm에 적합한 배수관 가능)를 배수(응축수) 연결구에 케이블 타이 또는 호스 
밴드를 이용하여 묶어주시고 배수(응축수) 호스 끝단은 설치 조건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연결하십시오. 
단, 별도의 배수관을 사용하실 경우 내경이 Ø13mm 이상인 PVC, PVC-U, ABS, PVC-C 또는 PP와 같은 
지정된 재질의 호스 및 배관을 사용해 주십시오.

 [실내의 배수구로 중화수(응축수)를 배수할 경우]

 [하수구 또는 하천 등 외부로 직접 배수할 경우]

50

50

450

 배수 배관 연결 및 중화기(사이펀) 물보충 방법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내에서 응축수가 발생되므로 배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배수(응축수) 호스 및 배수관은 반드시 배수(응축수) 연결구와 배수구(하수구)에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만일의 경우 중화수(응축수)가 잘 흐르지 않아 넘쳐 흘러 침수되거나 역류로 인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mm)

(단위:mm)

배수(응축수) 호스의 끝단은 물의 수면 높이보다는 
위로 하고 반드시 주위 바닥보다는 밑으로 가도록 
시공하십시오.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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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응축수) 호스가  꼬임, 늘림, 동결 등으로 인해 막힐 경우 배수(응축수) 연결구 옆의 구멍으로 응축수가 배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수(응축수) 호스를 점검해 주십시오.

배관 설치 후 주전자나 물통을 이용하여 배기구에 물을 부어 배수(응축수) 연결구로 물이 넘칠 때까지 채우십시오.
물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배기가스가 보일러 내부로 유입되거나 배수(응축수) 호수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중화수(응축수) 배관 연결

 [싱크대 및 실내의 기타 배수구와 연결되어 외부로 배수할 경우]

50

(단위:mm)

배수(응축수) 호스의 끝단은 물의 수면 높이보다는 
위로 하고 반드시 주위 바닥보다는 밑으로 가도록 
시공하십시오.

배수(응축수)
연결구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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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시 기본적인 동파방지 운전기능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내부의 중화기(사이펀)는 항상 물이 2/3 이상 차 있어야 하며 물이 없을 경우 물을 채워주십시오.    
(물보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배기가스가 보일러 내부로 유입되거나 배수(응축수) 호스로 배출될 수 있습
니다.)
실내온도조절기 조작 표시부 액정에 '숫자 45'가 깜빡이면 중화수(응축수) 배출관(배수)이 막혀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경우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중화수(응축수) 배관 연결

   배수(하수)구에 배수(응축수) 호스를 꽂아주시고 호스가   
막히거나 꼬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십시오. 배수(응축수) 
호스에 물건이나 짐을 올리시면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 반드시 호스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아랫방향 기울
기를 주어야 합니다.

보일러 본체

배수(응축수) 호스
단열재

동결 예방을 위해 배수(응축수) 호스는   
보온재를 사용하여 감싸 주십시오.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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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금지 장소
  40℃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곳. (가스레인지 부근 등) / 직사광선이 미치는 곳.
  수증기가 있는 곳.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부근 등) / 물이 튀는 곳. (싱크대, 세면기 부근 등)
  기름기가 많은 곳. /  특수 약품을 사용하는 곳. (벤젠, 유성 세제 등)

설치 장소 조건
실내 난방 및 온수를 설정하기 용이한 안방, 거실 등에 조작하기 쉽도록 바닥에서부터 1.2~1.5m 높이의 
장애물이 없는 벽면에 부착 설치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선의 연결
실내온도조절기 선은 반드시 2선식 2중 염화비닐 피복 동선을 사용하시고 노후된 선은 교체하여 주십시오.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되거나 누전이 되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220V 전원선(다른 전기제품 포함)과 실내온도조절기 선을 함께 묶거나 매설용 전선배관에 같이 넣지 마
십시오. 전기 노이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를 연결할 때 연결부에서 합선, 단선, 누전이 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단단히 피복 작업을 
해주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가 외부의 전파 노이즈에 의해 이상 작동을 할 경우 실내온도조절기 선을 실드선으로 교체 
하시면 노이즈 차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 연결 시 부득이하게  UTP WIRE(Unshielded 
Twisted Pair Wire)를 사용할 경우 한쌍(점선부)의 꼬임선으로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시공할 경우 통신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의 연결
실내온도조절기 선을 보일러에 연결할 때에는 보일러의 전원코드를 꽂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전원코드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본체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 선은 직접 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선해 주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는 +, - 극성이 없습니다.

주 의  

(UTP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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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조절기 설치

실내온도조절기를 스위치 박스에 부착시키는 경우
①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브라켓을 실내온도조절기에서 분리해 낸 후 제품에 동봉한 접시머리나사로    
브라켓을 고정하십시오.

②  실내온도조절기 선을 연결한 다음 실내온도조절기를 브라켓에 끼워 고정합니다.
  :  브라켓을 접시머리나사로 벽에 부착하고 실내온도조절기를 고정하십시오. 접시머리 이외의 나사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조절기가 간섭되어 조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실내온도조절기를 벽면에 부착시키는 경우 

①  벽면에 홀 플러그용 구멍(Ø6.0 × 35~40mm(깊이))를 뚫고 홀 플러그를 삽입해 주십시오.
  : 구멍은 반드시 수직으로 맞추십시오.
  : 무리한 힘을 가하면 실내온도조절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접시 머리 나사를 지나치게 조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조이면 브라켓이 변형되어 실내온도조절기 
부착이  어렵게 되거나 조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내온도조절기 연결선을 실내온도조절기 하부로 할 경우 연결선을 실내온도조절기 하부 중심의 골과 
브라켓 하부의 걸림돌기 사이로 빠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브라켓)

(실내온도조절기 고정용 브라켓)

시멘트 벽면

홀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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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충 방법(대기차단형 보일러의 경우)

실내온도조절기의 난방 ON/OFF 버튼 및 온수 ON/OFF 버튼을 눌러 보일러를 꺼 주십시오.

보일러 하단의 물보충 스위치를 켜 주십시오.
(ON : - / OFF : O)

물보충이 완료되면 물보충 스위치를 꺼주십시오.
 물보충된 압력이 약300kPa(3.0kgf/㎠) 이상일 경우 과압도피변 배수구로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압력이 유지되면 제품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 압력은 50~150kPa (0.5~1.5kgf/㎠)입니다.

01

02

03

물보충 스위치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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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순서 참고

준비작업

1.  설치설명서에 따라 완전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온수 및 난방배관은 시운전에 앞서 세정하여 
    주십시오.

관내의 불결한 찌꺼기 제거, 특히 동관의 절삭분 
등이 관내에 없도록 하십시오.

3.  가스종류, 가스누설, 누수 및 전기 누전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가스(LPG, LNG, 13A)확인.
전기 220V 확인.

난방 및 
온수배관 
물보충

 1.  난방배관, 각방분배기의 밸브를 열어주십시오.  급수, 온수 및 난방 배관의 이음부 등에서 누수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2.  분배기의 공기빼기 밸브를 열어 주십시오. -

3.  보일러의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

4.  직수 공급 밸브를 열어 주십시오. 가스공급관의 연결부에 비눗물로 누설검사를 해
주십시오.

5.  대기 차단형의 경우 압력계 바늘이 50~
    150kPa(0.5~1.5kgf/㎠)이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설명서의 물보충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72페이지)

6.  분배기의 각방밸브를 1개씩 열면서 분배기의 
    공기빼기 밸브로 공기를 빼 주십시오. -

7.  온도조절기의 온수를 켜고 온수설정온도를
    맞춰 주십시오.
  -온수밸브를 열어 온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온수밸브를 잠가 주십시오.

-

배수연결
(확인)

1.  보일러 우측 밑면에 있는 배수(응축수) 연결구
    를 주름호스 등을 이용하여 배수관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배수관에 배수호스를 연결하지 않으면 보일러에서

넘쳐나온 물에 의해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배수호스에는 차단밸브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보온공사 및
마무리

 1. 급수, 난방배관의 보온공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온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일러와 분배기 접속부, 보일러와 온수관 접속부,
 난방순환의 접속부)
보온재료는 KS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미관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시운전 완료 후 주변을 청소하십시오.  쓰레기가 깔끔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시운전 방법 

시운전할 때 실내온도조절기의 액정부는 난방과 온수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시운전 종료 시까지 실내온도
조절기의 버튼을 만지지 마십시오. 필요에 의해 시운전을 다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온도조절기의 난방 및 
온수 버튼을 끈 상태 (제품 초기 상태)에서 전원코드를 뽑은 후 다시 꽂아 주십시오.     

시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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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방법 

항목 순서 조치사항

설치 
및 
시운전

1.  난방배관에 공기빼기는 확실히 실시하였습니까? 시운전 방법에 따라 시운전을 실시해 주십시오.

2.   온수는 양호하게 나옵니까? -

3.   난방은 정상입니까? -

4.   각방분배기는 모두 열려 있습니까? 사용자의 요구대로 각방분배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5.  배수호스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호스가 꼬이거나 연결부가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6.  배관의 누설된 부분은 없습니까? 가스, 급수, 온수, 난방관을 확인해 주십시오.

7.  노출된 배관은 없습니까? 온수관은 보온을 해야 열손실이 적습니다.

8.  연도 설치는 완벽합니까?  급기구, 환기구, 배기구의 찌그러짐이나 막힘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법 
설명

1.  온수 사용법은 설명하였습니까? -

2.  난방 사용법은 설명하였습니까?
온돌난방 / 실내온도난방
예약운전 / 외출운전
자동운전

3.  동결방지 방법은 설명하였습니까? 사용설명서의 동파방지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6페이지)

4.  보일러 밑에 물건을 놓지않도록 설명하였습니까? -

보일러 
주변 검사 1.  주위에 인화물질은 없습니까?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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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