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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본 사용설명서는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위험’, ‘경고’, ‘주의’ 로 표시하였습니다.
2. 본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 심각한 상해 및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끝까지 읽고 숙지한 후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
4.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위험’, ‘경고’, ‘주의’ 는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의사항을 표기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 시에 좀 더 안전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사용하면 ‘사망’ 또는 ‘화재’ 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사용하면 ‘사망’ 또는 ‘화재’ 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의를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금지사항을 표시합니다

반드시 준수하라는 표시입니다.

각각의 그림 표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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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를 행할 것

분해금지

감전주의

접촉금지

사용 전 꼭 확인해 주세요.
경고

반드시 행할 것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사용하면
사망, 중상 또는 화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전원을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온도조절기의 사용전압은 히티허브에 부착되어 있는 콘트롤러에서 인가되는 전원으로
동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AC110V/220V)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할 때 꼭 확인해 주세요.
경고

반드시 행할 것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사용하면
사망, 중상 또는 화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세요.

온도조절기를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A/S가 필요할 경우 A/S센터(1588-1144)로
연락해 주세요.

온도조절기를 떨어뜨리거나 심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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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이름
NR-30F

실내난방
실내온도 난방 선택

예약난방

온수온도

예약 난방 선택

온수온도 조절 선택

다이얼

온수전용
난방은 하지않고
온수만 사용 시 선택

온도 및 예약시간 조절

OK(설정)버튼

전원

설정완료버튼

전원 ON/OFF

빠른온수

확인

외출

빠른온수 설정/해제

히티허브 온도확인

외출 설정/해제

운전표시

빠른온수

난방온도

온수온도

점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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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조절기 켜기 / 끄기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전원버튼을 누르면 LCD창이 켜집니다.
온도조절기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누르면 LCD창이 꺼지며 운전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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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 난방하기
1. 실내난방 버튼을 누르세요.

실내난방 버튼 위쪽 램프가 켜지고
난방온도 부분이 깜박입니다.

2.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난방온도를
맞추세요.

원하는 온도를 맞춘 후 OK 버튼을
누르거나 그대로 두면 잠시 후 자동
저장 됩니다.
온도 조절은 10~40℃까지 가능하며
1℃씩 조절됩니다.
실내온도가 희망온도보다 낮으면 운전
표시가 나타나며 난방이 가동됩니다.
난방을 정지하려면 희망온도를 현재온도
보다 낮게 맞추세요.

단, 타사각방을 사용하면 난방 희망온도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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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난방하기
히티허브를 주기적으로 반복 난방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1. 예약 버튼을 누르세요.

예약 버튼 아래쪽램프가 켜지고
“OO시간마다 OO분 가동” 표시가
나타납니다.

3. 다이얼 가운데 OK 버튼을
누르세요.

몇시간 마다 난방할 지 설정된 후
난방가동시간부분이 깜박입니다.

2. 다이얼을 돌려 몇시간마다
난방할 지 맞추세요.

시간 간격은 1~1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조절가능합니다.

4. 다이얼을 돌려 몇분 가동할 지
맞춘 후 OK 버튼을 눌러 설정
완료하세요.

난방가동시간은 10분~50분까지
10분 단위로 조절가능합니다.

단, 타사각방을 사용하면 예약 난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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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온도 조절하기
1. 온수온도 버튼을 누르세요.

온수온도 부분이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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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온수온도를
맞추세요.

원하는 온수온도를 맞춘 후 OK 버튼을
누르거나 그대로 두면 잠시 후 자동 저장
됩니다.
온도 조절은 30~60℃까지 가능하며
1℃씩 조절됩니다.

빠른온수 설정하기
온수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빠른온수 버튼을 누르세요
빠른온수 버튼 왼쪽 램프에 불이 켜지고 LCD
창에 빠른온수 표시가 나타나며 기능이
설정됩니다.

빠른온수 기능이 설정된 후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난방은 하지않고 온수만 사용하기
여름철 또는 난방은 하지않고 온수만 사용할 때 쓰시면 편리합니다.
온수전용버튼을 누르세요.
온수전용 버튼 아래쪽 램프에 불이 켜지며 온수전용
모드가 설정되어 난방은 하지않고 온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과 온수를 같이 사용하려면 원하는
난방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타사각방을 사용하면 온수전용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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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설정 / 해제하기
외출 설정 - 외출버튼 누르세요.

외출버튼 왼쪽에 램프가 켜지며
외출기능이 설정됩니다.

외출 해제 - 외출버튼 누르세요.

외출램프가 꺼지며 이전 설정상태로
돌아갑니다.

단, 타사각방을 사용하면 외출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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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기능
비상 운전기능 기능
히티허브 이상 발생시 미연의 사고 및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히티허브에 있는 주황색 2선을 연결해주세요.
밸브가 강제로 열리며 히티허브가 적정온도로
난방을 가동하고, 온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

히티허브 자체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히티허브가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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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조치방법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1. 히티허브 및 온도조절기 이상발생시 실내온도 조절기의 ‘점검’ 표시가 켜지고
‘에러번호’가 표시됩니다.
2. 이때, 실내온도조절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주면 에러가 해제됩니다.
3. 이상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전국 A/S 콜센터 1588-1144로
연락해 점검 받으세요.

에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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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번호

이상 발생 내용

E278

시스템 공급 온도 센서 이상

E295

난방 유량 조절 밸브 이상

E407

온수온도 센서 이상

E421

직수온도 센서 이상

E432

재열 입구(예열출구) 온도 센서 이상

E434

온수 유량 조절 밸브 이상

E441

열교환기 출구 온도 센서 이상

E445

믹싱 밸브 이상

E496

재열 환수 온도 센서 이상

E517

DIP S/W 설정 이상

E515

보조메모리 이상

E798

배관 누수 센서 이상

E799

배관 누수 발생

E92

통신이상

E94

온도조절기 실내온도 센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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