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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Webasto 히터의 편의성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 사용 설명서를 주의하게 읽으십
시오. 설치 또는 작동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전문 딜러 또는 설
치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대안으로 당사의 지사로 연락하십시오. 연락 주소는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 단
원에 있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를 세심하게 보관하십시오.
즐거운 주행을 기원합니다!

1.1

문서의 목적

본 사용 설명서는 장치의 일부이며 장치의 안전한 조작과 관련한 사용자를 위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제어 요소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서
비스 및/또는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 단원 참조).
기능의 실제 가용성은 설치된 히터에 따라 상이합니다.

1.2

본 문서의 취급

XX히터를

작동하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와 해당 히터의 사용 설명서를 읽으십시
오.
XX본 사용 설명서를 다음 소유자 또는 장치의 사용자에게 전달하십시오.

1.3

기호의 사용과 강조 사항

기호
가 포함된 텍스트는 제공되었거나 Webasto에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문
서를 나타냅니다.
기호

가 포함된 텍스트는 기술 특징을 나타냅니다.

기호
또는
가 포함된 텍스트는 발생 가능한 물적 손해, 사고 또는 상해
위험을 나타냅니다.

강조

설명

33

다음의 행동지침에 대한 요건

XX

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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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증과 책임

베바스토는 설치 및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지침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하자와 손상
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에 대해선 보증처리가 불가 합니다:
■■ 비전문적인 사용
■■ 베바스토 서비스 센터가 실시하지 않은 수리
■■ 비순정 부품의 사용
■■ Webasto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제품의 개조

2
2.1

안전
규정에 맞는 사용

장착된 제어 요소는 장치의 제어를 위해 사용됩니다.

2.2

전반적인 안전 지침
경고

발화 가능한 스팀, 발화 가능한 분진 및 위험물 주변에서 폭발 위험(예:
주유소, 주유 설비, 연료, 석탄, 목재 또는 곡물 저장소)
XX절대

전원을 켜거나 작동하지 마십시오.

경고

닫힌 공간에서 독성 가스 흡입
중독 및 질식
XX프로그래밍된 히팅 시작을 포함하여 히터를 절대로 닫힌 공간(예: 차
고 또는 공장)에서 배기가스 흡입장치 없이 작동하지 마십시오.

경고

발화 가능한 재료 또는 온풍 흐름에서 액체에 의한 화재 위험(에어 히터)
XX온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결함이 있는 장치로부터 상해 위험이 있습니다
XX결함이

있는 히터는 작동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XX베바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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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개요
제어 요소 및 메뉴 구조

ꗞ

1
2
3

메뉴 항목 명칭
메뉴 심벌
활성화된 사전 선택 시간, ADR 표
시창*, 높이 보정*

4
5
6

시간
상태 표시기를 갖춘 즉시 시
작 버튼
제어 버튼

메인 메뉴에 다음과 같은 메뉴 요소가 제공됩니다: 예약 설정, 난방, 송
풍* 및 설정.
*: 선택 사양

3.2
심벌

심벌
설명

심벌

설명

예약 설정 메뉴(사전 선택
시간)

환기 메뉴

난방 메뉴

설정 메뉴

표준 동작 난방 단계

Eco 난방 단계*

최대 동작 난방 단계*

팬 단계(단계 1-4)

타이머 추가

타이머 활성화
7

심벌

설명

심벌

설명

타이머 비활성화

타이머 삭제

모든 타이머 삭제

타이머 활성화

즉시 시작

요일 설정

시간

언어

온도 단위

낮/밤 시간 설정

시스템 정보

에러 코드 정보

초기화

서비스 - 서비스 센터 방
문 필요

좌측

주의

뒤로

우측

12시간 단위 표시

확인 기호

저전압

ADR

높이 보정 선택

시간제한 없이 작동

* 히터에 따라 상이함

3.3
버튼

버튼 및 제어
제어 및 기능
상태 표시기를 갖춘 즉시 시작 버튼
기능을 선택하기 위한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회전/누름 버튼).

선택한 기능을 작동하기 위한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회전/누름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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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뒤로-기능


"뒤로가기" 기능으로 선택한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설정은 저장되며 상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鹙ꈑ閵韥 

3.4

상태 표시기

히터의 상태가 즉시 시작 버튼의 색상 조명으로 표시됩니다.

상태

LED 조명

난방 모드

녹색

계속 작동

환기 모드

청색

계속 작동

히터 OFF - 제어 요소가 활성화됨

백색

계속 작동

오류 - 난방 모드 없음, „11 에러 코드 정보“ 페이지
28 단원 참조.

적색

점멸

난방 모드가 사전 프로그래밍됨 - 정지 상태*의 제
어 요소

녹색

점멸

송풍 모드가 사전 프로그래밍됨 - 정지 상태*의 제
어 요소

청색

점멸

* 사용자가 60초 동안 제어 요소로 입력을 하지 않고 히터가 OFF 상태인
경우 제어 요소가 정지 상태로 변경됩니다(디스플레이와 LED가 소등됨).

3.5

수동 모드 디스플레이

히터가 다른 Webasto 제어 요소(예: 텔레스타트 또는 ThermoCall)로 활성화되는
경우 제어 요소가 정지 상태를 끝내고 디스플레이에 다른 제어 요소로 선택된 작
동 모드가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연결된 히터에 따라 상이합니다.

디스플레이 작동 모드
난방
XX즉시 시작 버튼
을 누르면 수동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히터가 꺼집니다.

송풍(내장된 히터가 송풍 모드를 지원해야만 합니다)
XX즉시 시작 버튼
을 누르면 수동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히터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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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작동 모드
난방 또는 환기
33 연결된 히터에 따라 난방과 환기 심벌이 조합된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XX즉시 시작 버튼
을 누르면 수동 모드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히터가 꺼집니다.

3.6

정보 표시창

연결된 히터와 제어 요소에 관한 다음의 정보가 시작 디스플레이
에 표시됩니다.
■■ 제어 요소의 명칭
■■ 연결된 히터의 명칭
■■ 연결된 제어 요소의 소프트웨어 버전
■■ 연결된 제어 요소의 하드웨어 버전
1.5초 이후 메인 메뉴 보기로 변경됩니다.

3.7

예

난방 단계 선택
난방 단계를 선택하는 기능은 일부 히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난방 단계

난방 모드

Eco

에너지 절약 모드

Normal

컴포트 히터

부스트

급속 난방

난방 모드는 에너지 소비와 설정 온도에 도달되는 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Eco
난방 단계는 가장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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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시 시작 버튼으로 히터 켜기

간편하게 버튼을 눌러 "빠른 시작 설정" 기능으로 난방 또는 송풍을 작동할 수 있
습니다( ). 작동 모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지침과 설명은 „9 설정“ 페이지 21
단원에 있습니다.
■■ 이 기능이 출고 상태에서는 표준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점화 신호가 켜지기 전에 발생하면 난방 지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점
화 신호가 사라지면 수동으로 줄일 수 있는 잔여 작동 시간 15분이 남
습니다.
* 히터에 따라 상이함.

4.1

난방:

송풍:

4.2

난방:

송풍:

에어 히터 빠른 시작
33 즉시 시작 버튼이 난방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XX즉시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난방이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메뉴 요소 "난방" 및 사전 설정한 난방 온도를
표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녹색으로 점등합니다.
33 즉시 시작 버튼이 환기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XX즉시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환기가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가 팬 단계 및 작동 시간을 표
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청색으로 점등합니다.

워터 히터 빠른 시작
33 즉시 시작 버튼이 난방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XX즉시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난방이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메뉴 요소 "난방" 및 사전
설정한 잔여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녹색
으로 점등합니다.
33 즉시 시작 버튼이 환기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XX즉시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송풍이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메뉴 요소 "난방" 및 사전
설정한 잔여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청색
으로 점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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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

난방 모드
워터 히터
XX메인

메뉴에서 메뉴 요소 "난방"을 선택하십시오.

XX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작동 시간이 디스플레이에서 점멸합니다.

驑ꗞ뇊ꗄ겑녆

XX작동

驑ꗞ뇊ꗄ겑녆

시간에서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
리십시오.

제어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최대 작동 시
간을 선택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녆鶎겑閹 

작동 시간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난방 모드가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메뉴 요소 "난방"
및 사전 설정한 잔여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녹색으로 점등합니다.

5.2

에어 히터
온도 및/또는 난방 단계 선택은 일부 히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XX메인

메뉴에서 메뉴 요소 "난방"을 선택하십시오



驑ꗞ뇊ꗄ겑녆

XX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서 난방 단계를 표시합니다.

驑ꗞ뇊ꗄ겑녆

븑늵鶎녆 

33 난방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히터의 경우:
XX원하는 난방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십시오.
모든 히터: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驑ꗞ뇊ꗄ겑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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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난방 온도를 표시합니다.
XX원하는

온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驑ꗞ뇊ꗄ겑녆

꿝鵹 

난방이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메뉴 요소 "난방" 및 선택한 난방 온도를 표
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녹색으로 점등합니다.
5.2.1

난방 모드 중 온도 조정
33 히터가 난방 모드에 있습니다.
XX제어 버튼을 돌려 원하는 온도를 선택하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5초 내에 누르십시

오.

5.2.2

난방 모드 중 난방 단계 조정
33 난방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히터
33 히터가 난방 모드에 있습니다.
XX온도 선택에서 난방 단계 선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원하는

난방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5초 내에 누르십시

십시오.
오.

5.3

잔여 작동 시간 조정
더 오랜 잔여 작동 시간을 원하는 경우 더 긴 작동 시간으로 새로 설정해
야 합니다. 최소 작동 시간 10분부터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간
을 늘리는 것은 먼저 끄고 나서 새로 켠 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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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워터 히터 잔여 작동 시간
33 히터가 난방 모드에 있습니다.
XX작동 시간에서 "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십시오.

驑ꗞ뇊ꗄ겑녆

녆鶎겑閹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난방이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메뉴 요소 "난방" 및 사
전 설정한 잔여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녹색으로 점등합니다.

5.3.2

6

에어 히터 잔여 작동 시간
33 히터가 난방 모드에 있습니다.
33 난방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히터:
XX온도 선택에서 난방 단계 선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난방 단계에서 잔여 작동 시간 선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33 난방 단계를 선택할 수 없는 히터:
XX온도 선택에서 잔여 작동 시간 선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든 히터:
XX잔여 작동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시오.
제어 버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잔여 작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5초 내에 누르십시
오.

환기 모드
송풍 모드는 일부 히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송풍 모드는 팬만 활성화하고 난방 모드는 항상 꺼져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무엇
보다 공기를 외부에서 흡기하는 경우 외부 공기의 유입으로 실내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팬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는 공기 흐름의 강도 및 환기에 필요한 시간으로 구분됩니다.
팬 단계 1

팬 단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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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단계 2

6.1

팬 단계 4

환기 메뉴로 팬 켜기

33 메인 메뉴에서 "환기" 심벌이 선택되었습니다.



ꭖ빂뇊ꗄ겑녆

XX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가 현재 설정된 팬 단계를 표시합니다.

ꭖ빂뇊ꗄ겑녆

빂ꅾꫭ韥 

XX원하는

시오.

팬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작동 시간이 디스플레이에서 점멸합니다.
XX작동

시간에서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
리십시오.
제어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최대 작동 시간을 선택
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ꭖ빂뇊ꗄ겑녆

빂ꅾꫭ韥 

ꭖ빂뇊ꗄ겑녆

녆鶎겑閹 

작동 시간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환기가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가 팬 단계 및 선택된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즉시 시작 버튼이 청색으로 점등합니다.

6.2

송풍 모드 중 팬 단계 조정

33 히터가 송풍 모드에 있습니다
XX잔여 작동 시간 선택으로부터 팬 단계 선택으로 이동하
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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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팬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6.3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5초 내에 누르십시오.

송풍 모드 중 팬 잔여 작동 시간 조정

33 히터가 송풍 모드에 있습니다
XX원하는 잔여 작동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
리십시오.
제어 버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잔여 작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랜 잔여 작동 시간을 원하는 경우 더 긴 작동 시간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5초 내에 누르십시오.

7

끄기

8

예약 설정(사전 선택 시간) 프로그래밍

33 히터가 작동 중입니다
XX즉시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빠른 시작 버튼의 조명이 청색(송풍 모드 시) 또는 녹색(난방 모드 시)에서
백색으로 변경됩니다.

이 기능은 MultiControl 제어 요소에서만 제공됩니다.
최대 7일의 사전 선택 시간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히터가 프로그래밍
된 시간에 자동으로 켜집니다. 1일 최대 3개의 사전 선택 시간 및 최대 총 21개의
사전 선택 시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MultiControl 버전과 사용 장치(예: 자동차, 화물차, 보트 등)에 따라 활성화
되어 제공되는 타이머의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21개의 활성화된 타이머
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작동 모드("난방" 또는 "송풍")에 따라 원하는 온도 또는 원하는 팬 단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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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예약 설정: 사전 선택 시간 설정

33 시간과 현재 요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3 히터가 꺼져 있습니다.
33 메인 메뉴에서 메뉴 항목 "예약 설정"을 선택합니다.
XX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예약 추가 설정"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아직 타이
머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XX새 타이머를 추가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요일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시작

시간을 "시간"으로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
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작 시간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XX스위치

OFF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십시오.

종료 시간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꾽꼲뇊 
꾽꼲뇊

꾽꼲띉閵뇊 

꾽꼲뇊
낉
뼍ꊝ 

꾽꼲뇊

겑녆겑閹 

꾽꼲뇊

눺ꊁ겑閹 

원하는 설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XX난방 모드 설정: „8.2 예약 설정: 난방 모드 설정“ 페이지 17.참조
XX송풍 모드 설정, „8.3 예약 설정: 송풍 모드 설정“ 페이지 18.참조

8.2

예약 설정: 난방 모드 설정

33 난방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에어 히터만 해당:
XX원하는 난방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꾽꼲뇊

븑늵鶎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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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에어 히터만 해당:
XX원하는 온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온도 범위: 5 - 35 °C, 41 - 95 °F

꾽꼲뇊

꿝鵹 

모든 히터:

낉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프로그래밍된 예약 설정이 저장되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
니다(에어 히터의 경우에만 온도 디스플레이).
XX프로그래밍한

예약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어 버튼
을 누르십시오.
"동작"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꾽꼲뇊

鶎녆 

XX활성화를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활성화된 사전 선택 시간이 백색 바로 표시됩니다.

낉



메인 메뉴에서 "T" 심벌이 표시됩니다.
예약 설정이 난방으로 활성화된 경우 빠른 시작 버튼이 녹
색으로 점멸합니다.

8.3



꾽꼲뇊 

예약 설정: 송풍 모드 설정
XX작동

모드 "송풍"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에어 히터만 해당:
XX원하는

시오.

팬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꾽꼲뇊

ꭖ빂뇊ꗄ겑녆
꾽꼲뇊

빂ꅾꫭ韥 

모든 히터: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프로그래밍된 타이머가 저장되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
다. (에어 히터의 경우에는 팬 단계 표시).

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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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프로그래밍된

타이머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동작"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꾽꼲뇊

鶎녆 

XX활성화를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활성화된 사전 선택 시간은 백색 바로 표시됩니다.
메인 메뉴에서 "T" 심벌이 표시됩니다.
예약 설정이 송풍으로 활성화된 경우 빠른 시작 버튼이 청
색으로 점멸합니다.

8.4

낉



예약 설정 활성화, 비활성화, 수정 또는 삭제

33 메인 메뉴에서 "예약 설정" 심벌이 선택되었습니다.
33 송풍의 예약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난방용 예약 설정을 올바르게
진행하십시오.
33 "활성화", "수정" 또는 "삭제"를 올바르게 진행하십시오.
XX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장된 타이머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타이머는 각
일/시간에 따라 생성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다음으로 활성
화될 타이머가 첫 번째로 표시됩니다. (에어 히터의 경우에
는 팬 단계로 표시).
XX예약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XX옵션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활성화/비활성화, 편집,
삭제)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꾽꼲뇊 
낉



꾽꼲뇊

ꏽ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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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모든 타이머 삭제

33 메인 메뉴에서 "예약 설정" 심벌이 선택되었습니다.



꾽꼲뇊 

XX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장된 타이머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에어 히터의
경우에는 팬 단계로 표시)

낉



XX"전체

삭제" 심벌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때까지 제어 버
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꾽꼲뇊

놹뙩ꩢ뇑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OK"가 표시됩니다.

꾽꼲뇊

놹뙩ꩢ뇑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프로그래밍된 모든 타이머가 삭제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꾽꼲뇊 

20

9
9.1

설정
전반적인 설명
메뉴 요소 "설정"을 선택합니다



뇊 

XX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뇊


XX원하는

메뉴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십시오.

ꠕꌭ겑녆뇊 

높이 보정이 설치된 경우 이는 첫 번째 메뉴 항목
으로 표시됩니다.

9.2

높이 보정(설치된 경우)

높이가 높은(> 1500 m) 특정 히터 작동 시 높이 보정을 켤 수 있습니다.
히터 사용 설명서 참고.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높이 보정 기능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
시오.
"OFF" 선택이 사전 설정되어 있다.
XX높이 보정 기능을 승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
시오.
이 메인 메뉴의 상단 좌측에 표
높이 보정이 활성 상태일 때 높이 보정 아이콘
시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높이 수정 기능을 수동으로 꺼야 합니다.

9.3

빠른 시작 버튼 표준값 설정

선택에 따라 빠른 시작 버튼로 송풍 모드 또는 난방 모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빠른 시작 버튼은 난방 모드에서 송풍 모드 또는 그 반대로 변경 가능합
니다.
9.3.1
난방 모드용 빠른 시작 버튼 설정하기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뇊
XX메뉴 요소 "빠른 시작"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

르십시오.
ꠕꌭ겑녆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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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동 모드를 표시합니다.
(예: 송풍 모드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33 난방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히터:
XX난방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예: 온도 디스플레이 포함)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33 에어 히터만 해당:
XX온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든 히터:
작동 시간이 디스플레이에서 점멸합니다.
XX작동 시간에서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
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작동 시간의 분이 점멸합니다.

뇊



驑ꗞ뇊ꗄ겑녆

꿝鵹 

驑ꗞ뇊ꗄ겑녆

녆鶎겑閹 

작동 시간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빠른 시작 버튼을 난방 모드로 설정합니다.
9.3.2

송풍 모드용 빠른 시작 버튼 설정하기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빠른 시작"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
르십시오.

뇊

ꠕꌭ겑녆뇊 

현재 작동 모드를 표시합니다.
(예:난방 모드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뇊



XX환기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뇊

빂ꅾꫭ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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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에어 히터만 해당
XX원하는 팬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모든 히터:
작동 시간이 디스플레이에서 점멸합니다.
XX작동 시간에서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
리십시오.

ꭖ빂뇊ꗄ겑녆

빂ꅾꫭ韥 

ꭖ빂뇊ꗄ겑녆

녆鶎겑閹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작동 시간의 분이 점멸합니다.

작동 시간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빠른 시작 버튼을 송풍 모드로 설정합니다.
송풍 모드가 불가능한 경우 빠른 시작 버튼을 난방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9.4

날짜 설정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요일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원하는

"요일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십시오.

9.5

뇊

끉넱뇊 
뇊
낉
끉넱뇊 

시간 설정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뇊

겑閹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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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원하는

시간 형식(12/24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
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간이 디스플레이에서 점멸합니다.
XX시간에서

오.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간의 분이 점멸합니다.

뇊

겑閹븑겑뇊 
뇊

겑閹뇊 

시간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9.6

언어 설정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언어"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예: "한국어")

XX선택을

9.7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뇊

꽭꽩뇊 
뇊
.RUHDQ
꽭꽩뇊 

온도 단위 설정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온도 표시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
을 돌리십시오.

뇊

꿝鵹븑겑뇊 

XX단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설정이 확인 없이 적용됩니다.

뇊

꿝鵹븑겑뇊 

9.8

밝기 설정

설치에 따라 화면 밝기를 차량 신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4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화면 밝기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
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원하는 값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설정값이 점멸합니다
XX선택을

9.9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쀉ꐩꗒ韥뇊 

뇊

쀉ꐩꗒ韥뇊 

디스플레이 끄기 설정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화면 꺼짐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
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XX원하는

시간 또는 "Auto"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Auto" 옵션이 선택된 경우 난방/환기가 작동 중인
경우 디스플레이가 꺼지지 않습니다. 히터가 활성
화되지 않았을 때 "Auto" 설정의 경우 디스플레이
가 10초 후 꺼집니다.

9.10

뇊

뇊

쀉ꐩ顱뎅뇊 

뇊

쀉ꐩ顱뎅뇊 

주간과 야간 조명 설정

디스플레이 조명에서 주간과 야간 조명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OFF"
옵션이 선택되면 주간과 야간의 구분이 없는 일반적인 밝기 설정이 활성
화됩니다.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낮/밤"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
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OFF" 선택이 사전 설정되어 있다.

뇊

驣ꗙ겑閹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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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주간

시작, 주간 종료, 주간 밝기, 야간 밝기용 값을 설정
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디스플레이에 주간용으로 사전 설정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주간 시작을 위한 시간에서 시간이 점멸합
니다.
XX원하는 주간 시작에서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
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의 주간 시작용 시간에서 분이 점멸합니다.

뇊

驣ꗙ겑閹뇊 

뇊

驣겑閹뇊 

낮 시간 설정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XX원하는

주간 종료에서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
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의 주간 종료용 시간에서 분이 점멸합니다.

뇊

ꗙ겑閹뇊 

밤 시간 설정을 분에서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에 "하루" 밝기 단계가 표시됩니다.
XX원하는 "하루" 밝기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야간" 밝기 단계가 표시됩니다.
XX원하는

"야간" 밝기 단계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주간/야간 심벌이 표시됩니다.
선택된 값이 저장되었습니다.

뇊

쀉ꐩꗒ韥 驣  

뇊

쀉ꐩꗒ韥 ꗙ  

뇊

驣ꗙ겑閹뇊 

9.11

시스템 정보 실행

시스템 정보에는 제어 요소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버전에 관한 사항 및 연결된
히터의 명칭이 있습니다.

26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시스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뇊

겑걙묑뇊ꚩ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히터의 명칭이 표시됩니다.

설정

히터

XX히터의

명칭과 제어 요소와 관련한 정보 간에 전환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제어 요소, 소프트웨어 버
전 및 하드웨어 버전의 명칭).

뇊



9.12

저장된 오류 메시지 실행

히터 및 연결된 다른 모든 컴포넌트가 오작동을 보이는 경우 이 오류 메시지(코드)
가 저장되어 여기에 표시됩니다. 현재 오류 메시지에 추가로 "!"
오류 메시지는 발생할 때 제어 버튼을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실시한 이후
에만 메인 메뉴가 다시 표시됩니다.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뇊
XX메뉴 요소 "오류 메시지"를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시오.
꾅ꆡ뤉麑뇊ꚩ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가
없는 경우 "OK"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
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제어 버튼을 돌려 모든 메시지를 볼
러올 수 있습니다.
XX메뉴

9.13

뇊



항목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리셋 실시

리셋하는 경우 요일과 시간을 제외한 모든 설정이 공장 설정(기술자가 실시한 기
본 설정)으로 리셋됩니다.

27

33 메뉴 요소 "설정"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XX메뉴 요소 "리셋"을 선택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돌리십
시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OK"가 표시됩니다.
XX선택을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재시작이 실시됩니다.
개인 설정이 삭제됩니다. 본 과정은 취소되지 않
습니다.

10

뇊

뚽韥쀉 
뇊

뚽韥쀉 

세척

제어 요소의 세척을 위해 반드시 부드럽고, 잔털이 없는 헝겊을 사용하십시오. 습
기가 하우징 안으로 유입되면 안 됩니다. 창문 세척제, 가정용 세척제, 스프레이,
솔벤트, 알콜이 함유된 세척제 또는 마모제를 세척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에러 코드 정보

히터의 오류 메시지는 "F" 또는 "H"로 표시되며 해당 히터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제어 요소의 오류 메시지는 "T"로 표시됩니다.
33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꾅ꆡꩡ뼢
XX오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어 버튼을 누르십시오.

■■ 오류 메시지가 오류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 확인하지 않은 경우 오류 메시지가 새로 표시
됩니다(예: 재시작 또는 정지 상태를 끝낸 경
우).

11.1

XX오류

고장코드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경우 서비스/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

시오.

주의

히터에 대한 정비와 수리는 반드시 교육을 받은 전문 작업자가 담당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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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코드
T84
Te4
Teb

T12

12

제어 요소 오류 메시지의 발췌본
설명
저전압(공급 전압이 낮음)
충전 또는 차량 전기장치를 점검하십시오

XX배터리

상태 LED 결함

XX서비스/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시간 오류
XX8분 이상의 전원 중단이 있는 경우: 날짜/시간 새로 입력
XX전압 중단 없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고객 서비스에 연락
하십시오
W 버스 통신 오류. 히터를 잘못 선택함.
지시 사항 내 절차를 따르십시오.
XX서비스/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필요한 경우).
XX설치

폐기

제어 요소는 가정 쓰레기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XX전자 제품의 폐기에 관한 지역 규정에 유의하십시오.

13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

기술상의 문의 또는 장치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당사 지사의 국가별 전화번호는 www.webasto.com에 있습니다.

14

기술 자료

작동 전압 범위: 12 V - 24 V
허용 주변 온도
■■ 작동: –40°C - +75°C
■■ 보관: –40°C - +90°C
–20°C 이하의 온도에서는 디스플레이 보호 기능이 작동됩니다. 디스플레
이와 배경 조명이 꺼지고 난방 상태는 상태 LED로만 표시됩니다. 그러나
히터는 즉시 시작 버튼으로 제한 없이 켜고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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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asto Thermo & Comfort SE
Postfach 1410
82199 Gilching
Germany
방문자 주소:
Friedrichshafener Str. 9
82205 Gilching
Germany

www.webasto.com

식별번호 9033828B • 07/18 • 변경 및 오류 제외 • 독일에서 인쇄됨 • © Webasto Thermo & Comfort SE, 2018

다국어 버전에서는 독일의 언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Webasto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해당 지사의 서비스
전화번호가 포함된 인쇄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