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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설명서를 읽으시고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전에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스마트 환기시스템
  제품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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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염된 실내공기 배출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라돈’과 같은 유해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고, 유해 먼지 저감 필터를 거친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합니다.

2. 열 교환 기술 적용 

100년 전통의 유럽 환기업체인 Renson社의 차별화된 트위스트팬과 열교환 기술을 적용하여 외부의 냉기나 

열기를 쾌적한 온도로 유입하여 적은 에너지 소비로 실내온도를 유지합니다.

3. 다양한 운전 모드 선택 가능

LCD 모니터를 통해 현재 환기 속도와 공기질 상태, 설정 모드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동작 모드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 오염을 눈으로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제품성능은 사용환경이나 설치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제품은 분합창 및 내부창에 부착되는 전용제품입니다.  

03제품사양제품의 특징

환기팬 개수 4 x 6 x 10 x

환기량
(ePM 1.0 75% 
필터 사용 시)

스마트(Auto)/
수동(Manual)

모드

Level 1 4.7 ㎥/h 7.1 ㎥/h 11.8 ㎥/h  

Level 2 8.2 ㎥/h 12.5 ㎥/h  20.7 ㎥/h 

Level 3 11.8 ㎥/h  17.8 ㎥/h  29.6 ㎥/h  

Level 4 23.6 ㎥/h  35.6 ㎥/h  59.2 ㎥/h  

부스터모드(All-in/out) 42 ㎥/h 60 ㎥/h 100 ㎥/h

열교환효율 난방 81%, 냉방  77%

동작소음 43dB 이하

소비전력  10.8 W 이하  15.3 W 이하 24.4 W이하

가로(W)x세로(D) 110x345mm

최소 높이 1250 mm 1500 mm 2000 mm 

최대 높이 2600 mm

필터성능 ePM 1.0 75% 필터,(옵션) H13 필터 

정격전압 220 V / 60 Hz

제품사양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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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 주의 사항

정격전원에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220V 60Hz 전용입니다.)

※ 제품의 손상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 하지 마십시오.
※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설치된 접지연결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 제품 손상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누전차단기와 전용 개폐기를 설치 하십시오.
※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기공사는 전문가나 서비스센터에 의뢰 하십시오.

※ 누전 및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주변에서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 및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선을 임의로 연결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부분을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 감전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곳에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 하십시오.

※ 낙하에 의한 부상에 주의하세요.

본체 및 외부 덮개가 
확실히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낙하에 의한 부상에 주의하세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감전이나 고장에 주의하세요.

주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 사항

제품에서 이상한 소리나
냄새 또는 연기가 나면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가 파손될 경우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 안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A/S고객센터로 연락하세요.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집어넣거나 막지 마십시오.

※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필터 교환 및 점검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 누설 시에는 제품의 조작을 하지 마십시오.
※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열기 부근이나 화기 주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변형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 또는 신체 · 감각 · 정신능력이
결여 되어있는 사람이 감독이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세요.
전원 코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가 코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경고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나 벤젠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 화재, 변형,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필터와 열교환 소자는 정기적으로 
교체 및 청소하여 주십시오.

※ 필터나 열교환소자가 막히면  
성능 저하 및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전기부품에는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 필터는 소모품으로 물청소 하지말고 교체하세요.

주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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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제품의 구성 및 명칭제품의 구성 및 명칭KR KR

환기팬

빗물배수그릴

축열소자

단열폼

고정가이드

필터

LCD 컨트롤러

LCD 컨트롤러 아이콘제품의 구성

필터교체 알림 오류발생 알림

환기량 상승

eCO2 농도가 높아 환기량이 올라갈 때 나타난다.

•실내의 이산화탄소(eCO2)를 측정하여 6단계 표시

•eCO2 :  실내 공기질센서(IAQ)를 통해 실내오염도를
측정하여 CO2 수치 측정

실내 eCO2 농도 그래프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위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환기레벨

환기레벨을 4단계까지 나타낼 수 있다.

활성화 모드

시간
버튼 
위/Enter/아래 3가지 키로 동작, 실행한다.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Icon
메인컨트롤
모드일 때

옵션모드일 때

환기레벨증가 메뉴 위로 이동

모드변경
3초간 길게 누르면  

뒤로 돌아감
짧게 한번 누르면 선택

환기레벨감소 메뉴 아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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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컨트롤러 모드

Icon 모드 기능 설명

Auto 자동

•  실내 공기질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자동으로 환기량 변경 

•  추가로 사용자 스케줄 에 맞추어 환기레벨 및  
저소음 모드 자동 입력 가능 

 Silent 저소음
• 수면 시 권장
• 저소음으로 작동

Manual 수동 • 사용자가 임의로 환기레벨 변경 

All-in
부스터

(흡기)
• 신선한 공기를 급속 환기 시킬 때 권장

All-out
부스터

(배기)

• 실내 공기를 급속 배기 시킬 때 권장

• 요리 시 , 실내습도가 높을 시 권장

A

S

M

A

S

M

A

S

M

11:381O

11:381I

11:381O

11:381I

※  Auto(자동)모드로 초기화 되어 있습니다.
※ 필요 시 모드 변경하여 다른 모드를 사용하세요.

경고 주의

필터 권장 교체주기

환기시스템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를 해주세요. 

* 필터교체주기는 환경과 관리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터 교체주기 : 6개월 권장

필터분리

* 필터교체 시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 전면커버가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LCD패널의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  안전을 위하여 분리 및 조립 하기 전,  
전원을 차단하여 주세요.

※ 필터 및 환기팬모듈은 
     물청소를 금지합니다.

※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반드시  
    전기안전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세요.

5) 스마트 환기시스템 

전면커버를 본체 홈에

잘 맞추어 주세요.

6) 스마트 환기시스템 

전면커버를 덮어주세요.

1) 스마트 환기시스템 

전면커버 측면을 잡은 후 

2) 스마트 환기시스템  

전면커버를 열어주세요.

4) 스마트 환기시스템 내부에

있는 필터의 상하 날개를 당겨 빼주시고, 

새 필터로 교체해주세요.

3) 전면커버와 본체 LCD 컨트롤러의 연결선이

분리 되지 않게 잘 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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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스마트 환기시스템 고객명

모델명 LGH-SVS-ETK 대리점상호

시공일              년            월            일

재품서비스

고객께서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시공일로 부터 1년 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창호는 제품보증 별개입니다.)

무상수리

하자 보증 기간 동안은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와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고장을 제외한 기기 및 장치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경우는 무상수리를 실시 합니다.

- 팬의 언벨런스나 기타 이상현상으로 소음이 과다 발생한 경우

- 컨트롤 모드상의 상태와 실제 운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나 팬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유상수리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기간 내라도 유상 처리 됩니다.

건물벽체의 균열 및 변형, 조적 또는 구조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실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및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내 이물질(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등)이 들어가 고장이 발생한경우

- 제품에 충격을 주어 파손된 경우

- 신나, 벤젠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외관이 손상되거나 변형이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임의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 사용전압 오(誤) 인가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LG하우시스 제품의 사용설명서 내에 있는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연 

및 생활환경에 의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

- 색상의 자연적인 변색

- 생활 환경에 의한 자연적 결로 등

-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염해, 지진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기적인 소모품 교체 및 청소

- 필터는 소모품으로 별도 구매하여 교체 할 수 있습니다.

- 열교환 소자청소

   LG하우시스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LG하우시스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임의 수리/분해하여 발생한 고장

   제품하자는 아니지만 고객 요청에 의해 방문한 경우

- 정품확인, 설정변경, 기능변경, 콘트롤러 사용방법 설명등 

   고객의 기타 과실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신고 전 확인사항

고장신고 전 확인사항

상태 확인 사항 조치사항

미작동 전원플러그가 뽑혀져 있지 않습니까? 전원 플러그를 꽂아 주십시오.

환기가 잘 되지 않음
장시간 필터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원플러그를 빼고 필터를 
교체해 주세요. 

소음이 큼
전원플러그를 꽂았을 경우에 
5분정도 팬 초기화 작동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플러그를 꽂고 5분 뒤에도
소음이 나면 고객상담실에 
연락해 주세요.

제품 운전 시 미동작

1) 실외 온도가 -30℃ 이하이고 
실내 온도가 20℃이하일 때 
3시간 동안 제품보호를 위해 
닫힘모드로 일시정지됩니다. 

2) 외부 풍압이 높을 때(태풍)  
30분간 닫힘모드로 일시정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1) 제품보호를 위해 닫힘모드로 일시
정지됩니다. 3시간 이후에 온도가 
상승할 시 정상작동 됩니다. 

2) 제품보호를 위해 닫힘모드로 일시
정지됩니다. 30분 이후외부 
풍압이 내려갈 시 정상작동 
됩니다. 

※ 이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며 수리를 의뢰할 때는 시공일자가 기재된 본 보증서를 제시해야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보증 규정 및 A/S 기준은 LG하우시스 홈페이지(www.lghausys.com)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실(1544-1893)로 문의 바랍니다.

※ 고객상담실 | 080-005-4000(수신자 요금부담)

보증기간 1년

제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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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세부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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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도면 및 치수 

1. LCD컨트롤러를 아래의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기름기가 있는 환경

  - 부식성 혹은 가연성 가스, 액체 또는 증기  

  - 40°C 이상 또는 -5°C 이하의 실내 온도

  - 상대습도 90%이상

  - 기기가 물에 노출될 수 있는 곳, 기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2.  LCD컨트롤러 설치 시, 항상 다음의 안전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기가 

손상되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LG하우시스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원공급장치가 220V, 60Hz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는 일반 및 지역 건설 안전 및 설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LCD컨트롤러에 전원 연결이 되면 “Date & Time” 설정이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또는 ▲ 키를 사용하여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이 후 ”메인 컨트롤 메뉴”화면이 나타납니다.

16,7

40

62,4

44,5

69,2

측면 정면

A



17 KR16KR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메뉴메뉴

Touch Display는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됩니다.

1. 화면 구성

 • 메인 컨트롤 메뉴

  이 메뉴는 사용자가  사용모드와  환기 레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설정

  이 메뉴는 사용자가 스마트 환기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 메인 컨트롤 메뉴 구성

3초 이상 ■를 눌러주세요 

3초 이상 ■를 눌러주세요 

메인 컨트롤 메뉴 설정

활성화 모드

이 기호는 필터교체 알림을 나타냅니다

오류경고. 오류가 발생 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동환기기능 작동 중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으면 화면 상단에 화살표로 표시되면서 환기레벨이 

상승합니다. 화살표는 요구되는 환기레벨에 도달하면 사라집니다.

자동모드(Auto)로 환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소음모드(Silent)로 환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수동모드(Manual)에서 환기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부스터모드 흡기(All-in)에서 환기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부스터모드 배기(All-out)에서 환기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A

L4

L3

L2

L1

CO2  ≥ 1850 ppm

1500 ppm ≤ CO2  ≤ 1850 ppm

1250 ppm ≤ CO2  ≤ 1500 ppm

950 ppm ≤ CO2  ≤ 1250 ppm

650 ppm ≤ CO2  ≤ 950 ppm

CO2  ≤ 650 ppm

위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필터교체 알림 오류발생 알림

환기량 상승

실내 eCO2 농도 그래프  

환기레벨 시간 버튼 

•실내의 이산화탄소(eCO2 )를 측정하여 6단계 표시

•eCO2 :  실내 공기질센서(IAQ)를 통해 실내오염도를
측정하여 CO2  수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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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드, 저소음 모드, 수동 모드, 부스터모드가 기본환기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2.1 자동모드(Auto)

실내 공기질 센서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환기레벨이 변경됩니다. eCO2 수준이 

상승하면 프로그램 된 환기 수준에 일시적 편차가 발생하여 A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자동 또는 저소음 모드인 상태에서만 실내 공기질 센서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레벨설정을 합니다. eCO2 범위(2.1.3 CO2 제어 참조)를 초과하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환기 레벨을 높입니다. 공기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환기는 지정 된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실내공기질로 인해 변경된 환기레벨의 

차이는 현재 환기 레벨 상단에 녹색 막대로 표시됩니다. 

자동모드 스케줄 설정 기능 (자세한 설정 사항은 2.1.1시간 스케줄 참조)

환기 레벨은 '설정 메뉴'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요일별 시간별로 환기레벨을 스케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설정은 환기레벨 및 저소음모드로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된 스케줄러가 종료되면 이전 설정된 환기레벨로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A

A

1.2.2 저소음 모드(Silent)

이 시스템은 조용한 모드로 작동합니다.  자동모드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환기량이 저소음 기준으로 낮춰져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S

1.2.3 수동모드(Manual)

수동모드는 사용자가 설정하여 환기레벨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를 눌러 수동모드’M’으로 이동합니다. 

▲ 또는 ▼를 사용하여 원하는 환기레벨을 조절합니다. 

M

1.2.4 자연환기모드(Bypass)

자연환기모드(Bypass)는 팬이 작동하지 않고 정지된 팬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 또는 ▼를 사용하여 레벨 0으로 이동하여 자연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자연 모드는 타이머 메뉴에 설정 된 시간 동안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타이머는 설정 메뉴/타이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2.1.2타이머 참조) 

A

A

A

S

M

A

S

M

A

S

M

11:381O

11:381I 11:381O

11:381I

자동모드
(Auto)

저소음모드
(Silent)

수동모드
(Manual)

부스터모드(흡기)
(All-in)

부스터모드(배기)
(All-out)

※  eCO2 :  실내 공기질센서(IAQ)를 통해 실내오염도를 측정하여 CO2 수치 예측

1.2 메인 메뉴의 기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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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닫힘모드

이 모드는 내부/외부 사이의 공기 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팬 장치를 닫습니다. 실외 온도가 너무 낮거나 외부 압력이 

심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 되고 사용자가 수동으로도 활성화 가능합니다. 

닫힘 모드가 켜지면 화면에 자물쇠가 나타납니다.

• 자동 전환

 -  실외 온도가 -30℃ 이하이고 실내온도가 20℃이하일 때 장치보호를 위해 3시간 동안 장치를 닫습니다. 그 후 

다시 동작 됩니다. 

 - 외부 풍압이 높을 때(태풍) 30분간 닫힘모드로 일시정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시 동작 됩니다.  

• 수동 전환

 -  ▼를 길게 누르면 수동으로 닫힘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버튼을 누르지 않을 시에는 닫힘 모드가 계속 활성화 됩니다.  

다시 ▼를 길게 누르면 닫힘 모드가 비활성화되고 기본설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요 모드별 특징

자동모드 저소음모드 수동모드

스케줄 설정 기능 o o -

일반 환기량 o - o

저소음 모드 환기량 - o -

자동환기 기능 o o -

1.2.6 부스터모드 흡기 (All-in)

이 모드는 모든 환기팬이 실내로 흡기가 됩니다.  

급속환기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ex. 쾌적한 공기 필요 시 

11:381O

11:381I

1.2.7 부스터모드 배기 (All-out)

이 모드는 모든 환기팬이 실외로 배기가 됩니다.  

급속환기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 냄새제거, 습기가 많을 때

11:381O

11:38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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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정 메뉴
설정 메뉴에는 시스템, 컨트롤러 및 장치 세 가지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각 하위 메뉴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식은 각 하위메뉴에서 어떤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설정 들어가는 방법

  ■ 를 3초 이상 눌러 설정에 들어갑니다.

System Controller Geräte

Timer Controller 
Informationen

Gerät addieren

Zeitplan Bildschirm Gerät 1

CO2 Regelung

Reset Controller
Temperatur

Factory ResetLüftungsstufen

Datum & Uhrzeit

Reset Settings

2.1시스템

이 메뉴에서 는 시간 스케줄, CO2 범위, 온도, 환기레벨,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1.1시간 스케줄

'Time Schedule‘ 메뉴는 시간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시간, 일, 주중, 주말 또는 일주일 내내 

환기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설정은 하루에 8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케줄 등록

시스템 메뉴에서 ‘Schedule＇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 또는 ▼를 눌러 원하는 스케줄을 조정하고 ■을 눌러 선택합니다. 

일주일 동안(MO-SU), 주 (MO-FRI), 주말(SA-SU) 또는 특정일(MON, TUE, WED, 

THU, FRI, SAT, SUN)에 대해 개별적으로 스케줄링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추가하기 위해 ■를 누릅니다.

‘시’를 설정합니다. 

▲ 또는 ▼를 눌러 관련 시간을 설정합니다. ■을 눌러 확인합니다.

System Controller Geräte

Timer Controller 
Informationen

Gerät addieren

Zeitplan Bildschirm Gerät 1

CO2 Regelung

Reset Controller
Temperatur

Factory ResetLüftungsstufen

Datum & Uhrzeit

Reset Settings

System Controller Devices

Schedule Display Unit 1

 Add Unit 

Reset Controller

Factory Reset

Controller
Information

Timer

CO2 Control

Temperature

Ventilation Levels

Date & Time

Reset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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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설정합니다. 

▲ 또는 ▼를 눌러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을 눌러 확인합니다.

'시간 스케줄 메뉴'에서 ▲ 또는 ▼로 삭제를 원하는 스케줄링을 선택하고  

■을 누르면 스케줄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dit’가 나타납니다. ▲ 또는 ▼를 사용하여 “Remove"로 이동한 후  

■ 다시 선텍된 스케줄링이 제거됩니다. 

사용자는 한 주간 모든 스케줄링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튼 중 하나를 짧게 누르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을 3초 이상 누르거나 ▲ ▼를 짧게 눌러 '시간 스케줄 메뉴'를 종료합니다.

‘환기레벨’을 설정합니다.  

▲ 또는 ▼를 눌러 원하는 환기 레벨을 설정합니다. ■을 눌러 확인합니다.

스케줄링 시 추가적으로 저소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를 눌러 저소음 모드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을 눌러 확인합니다. 

한 개의 스케줄링이 설정되고 저장됩니다.

다른 스케줄링을 추가하려면 ▼를 누릅니다. ‘Add'가 나타나고,  

새로운 스케줄링를 추가하기 위해 ■를 눌러 확인합니다. 

위의 설명을 반복하여 원하는 시간과 환기레벨을 설정합니다. .

비고 : 하루에 최대 8개의 스케줄링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스케줄 편집 및 삭제

'시간 스케줄 메뉴'에서 ▲ 또는 ▼로 수정을 원하는 스케줄링을 선택하고  

■을 누르면 수정가능합니다. ‘Edit’을 선택하고 ■ 누르면  

등록된 스케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를 누르면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 주간 스케줄 보기

■, ▲, ▼에서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시간 스케줄 메뉴'에서 설정한  

스케줄링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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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타이머

타이머 메뉴는 타이머를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스케줄링된 환기레벨에서 사용자 설정으로 인하여 레벨편차가 있을 때마다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2.1.3 eCO2 제어

이 메뉴에서 센서 컨트롤러의 eCO2 등록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0ppm(parts per milli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실내공기를 위해서는, 범위를 수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시스템 메뉴에서 ‘Timer'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시스템 메뉴에서 'CO2 Control'을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기 위해 ■를 누릅니다.  

▲ 또는 ▼를 사용해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와▼를 동시에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 If CO2 room < CO2 threshold – hysteresis/2   ➔ L1

- If CO2 threshold – hysteresis/2 ≤ CO2 room ≤ CO2 threshold + hysteresis/2 ➔ L2

- If CO2 room > CO2 threshold + hysteresis/2    ➔ L3

활성화(Active) on/off

‘Active'는 공기질 센서(IAQ)가 활성화되고 실내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버튼을 눌러 체크(v)를 없애고 센서작동을 정지시킵니다. 다시 ■ 버튼을 

누르면 체크(v)가 되면서 센서작동이 됩니다.

CO2 기준점(CO2 threshold)

eCO2 기준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또는 ▼ 버튼으로 'CO2 

Threshold'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 또는 ▼를 사용하면 50ppm 단위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 ■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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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teresis

Hysteresis 값은 센서가 eCO2 수준의 변화에 반응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Hysteresis의 변경을 원할 경우, ▲ 또는 ▼ 버튼으로 ‘Hysteresis’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 또는 ▼를 사용하면 50ppm 단위로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 확인합니다. 

▲와▼를 동시에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센서상태(Sensor  status)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원인 문구가 나타납니다.

- OK :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내부 오류(Internal error) : 센서에 특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  센서 막힘(Sensor stuck) : 등록된 eCO2 값은 최근 24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끄고 컨트롤러를 재부팅하십시오. 24시간 이내에 문제가 

재발하면 센서를 교체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십시오.

-  통신장애(Comm. Error) : 센서와의 통신이 두절 되었습니다. 전원을 끄고 

컨트롤러를 재부팅하십시오. 24시간 이내에 문제가 재발하면 센서를 교체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십시오.

센서값(Sensor value)

이 값은 센서에서 측정한 eCO2 값을 나타냅니다.

2.1.4 온도

이 메뉴에서는 실내의 쾌적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쾌적온도에 맞춰 기기가 온도센서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예열 또는 자연환기모드(By pass)로 작동합니다.

시스템 메뉴에서 ‘Temperature'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를 눌러주세요. 

▲ 또는 ▼로 원하는 온도를 선택하십시오.  ■으로 확인하십시오. 

▲와 ▼를 동시에 눌러 메뉴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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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환기 레벨

이 메뉴에서 환기레벨의 환기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환기레벨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벨 1  20% (입력 가능 범위 : 20%~80%)

- 레벨 2  35% (입력 가능 범위 : 25%~90%)

- 레벨 3  50%  (입력 가능 범위 : 30%~95%)

- 레벨 4 100% (입력 가능 범위 : 35% - 100%)

환기량 범위 설정을 5% 차이로 조절 가능합니다.

2.1.6 날짜 및 시간

이 메뉴에서는 장치의 날짜 및 시간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뉴에서 “Ventilation Levels"을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시스템 메뉴에서 ‘Date and Time'을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 또는 ▼로 날짜/시간을 변경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2.1.7 초기화 설정

이 메뉴에서 시스템 설정을 지우고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뉴에서 ‘Reset Settings'을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로 ‘OK’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하면  

최근 설정을 지우고 초기 설정으로 되돌아 갑니다. 

▲와 ▼를 동시에 눌러 메뉴를 종료합니다.

원하는 환기레벨을 변경하려면 ▲ 또는 ▼를 사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으로 확인하십시오. 

▲와 ▼를 동시에 눌러 시스템 메뉴로 돌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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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컨트롤러
이 메뉴에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정보, 재설정 컨트롤러 및 초기화 등이 있습니다.

2.2.1 디스플레이 

이 메뉴에서 컨트롤러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Display’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버튼으로 0:00 보다 낮은 값을 선택한 경우 디스플레이는 항상 켜져 있게 

되지만 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화면 보호 시간(Active Time)

▲ 또는 ▼버튼으로 ‘Active time'을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화면 보호기를 변경하기 위해 ▲ 또는 ▼로 시간 범위를 조정하세요.  

기본값은 5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5분 동안 활성화되지 않으면 화면 보호기가 대신 작동합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활성모드 화면 밝기

▲ 또는 ▼로 'Brightness Active'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Active mode에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하려면 ▲ 또는 ▼를 사용합니다.  

■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대기모드 화면 밝기 (Brightness Standby)

▲ 또는 ▼로 'Brightness Standby'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 또는 ▼를 사용하여 대기 모드(화면보호기)에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합니다. 

■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언어 (Language)

▲ 또는 ▼버튼으로 ‘Language'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기본 설정 장치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또는 ▼를 사용해 언어를 변경합니다.  

■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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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컨트롤러 정보

이 메뉴에서 펌웨어 버전과 일련 번호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또는 ▼ 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과 ▼를 동시에 누르면 메뉴를 종료합니다.

2.2.3 컨트롤러 재부팅

이 메뉴를 사용하여 컨트롤을 재부팅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로 ‘Controller Information’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 또는 ▼로 ‘Reset Controller’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와▼를 동시에 누르면 초기화하지 않고 메뉴를 종료합니다.

재부팅을 원할 경우 ▼로 'OK'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컨트롤러가 재부팅 됩니다.

▲ 또는 ▼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으로 확정합니다.

Firmware

컨트롤러에 활성화된 펌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Serial number

컨트롤러의 일련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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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설정초기화

이 메뉴는 컨트롤러의 설정을 지우고 설정 초기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는 ▼로 ‘Factory Reset’을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컨트롤러를 초기화하려면 ‘OK’를 선택합니다.

접근하기 위해서는 설치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 합니다.  

코드는 일련번호의 마지막 4자로 구성됩니다.  

이 일련번호는 ‘Controller Information'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2.2.2컨트롤러 정보 참조)

LCD컨트롤러와 팬모듈의 연결을 끊으려면 'OK'를 선택합니다.

코드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시 코드를 입력하거나 '취소'로 메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 Serial Number 00 BA 32 43 DE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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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치
이 메뉴는 제품의 필터교체설정, 펌웨어 및 오류로그를 제공합니다. 

설정 메뉴에서 ‘Devices'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 또는 ▼로 설정을 Unit1을 선택하고 ■로 확인합니다.

2.3.1 필터 교체 주기 설정

필터 교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필터 교체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주기를 90일/180일/270일/360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필터를 교체하라는 아이콘이 컨트롤러 화면에 뜹니다.  

■를 사용하여 ‘Reset Filter Time’을 선택하고  

▲ 또는 ▼를 사용하여 필터 교체 주기를 선택합니다.  

■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Remaining Filter Time’은  

다음 필터 교체까지의 남은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2.3.2 펌웨어

‘Firmware’은 장비의 펌웨어를 보여줍니다.고객문의 시 펌웨어 번호를 요구 할 때, 

이미지의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를 동시에 눌러 메뉴를 종료합니다.

2.3.3 오류 로그

이 메뉴에서 오류 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류는 메인 화면에 빨간색 삼각형으로 느낌표와 함께 표시됩니다. 

각각의 오류는 그 코드를 가지고 있고 발생한 날짜와 시간이 나타납니다.

▲ 또는 ▼로 “Error log"를 선택하고 ■으로 확인합니다. 

▲와 ▼를 동시에 눌러 메뉴를 종료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오류는 ‘Empty error log'를 선택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OK'로 이동한 후 ■을 사용하여 오류 로그를 장치를 재부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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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장비 재시작

Restart Unit는 환기장치만 재부팅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LCD컨트롤러 설정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Reset Controller'란 컨트롤러의 설정이 모두 지워져 초기설정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 또는 ▼로 'Restart Unit'을 선택하고 ■으로 확정합니다.

▼를 사용하여 'OK'로 이동하여 환기장치를 재부팅합니다.  

■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장치가 재부팅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