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전 매뉴얼을 읽고 제품을 사용하세요. 
K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신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181023ver) 



Play Store App Store 

1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Home 

recipe’ 또는 ‘홈레시피’ 설치 

2 홈레시피 계정 가입 및 로그인 

홈레시피 앱 설치 및 계정 로그인 

01 



허브전구 등록 

1 메인화면 > 기기 추가하기 2 전구 추가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 ON 필요 

1 

2 

3 

3 등록할 전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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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구와 연결할 WIFI 선택 5 전구의 이름 입력 > 확인 

KT_GIGA_5G 4 

5 

6 연결 성공 

허브전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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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등(천장등) 등록 

1 메인화면 > 기기 추가하기 > 

방등 추가 

2 방등 찾기 

*방등을 찾은 경우 방등이  

천천히 점멸 

등록하고자 하는 방등이  

아닐 경우 ‘다시 찾기’ 

 

1 

방등의 이름 입력 > 확인 > 

연결성공 

04 

3 



가전(IR기기) 등록 

1 메인화면 > 기기 추가하기 > 

가전 추가 

2 등록할 가전기기와 연결할 전구 

선택 

3 등록할 가전 선택 

*TV, 셋톱박스, 프로젝터는 기가지니 음성

제어 미지원(고도화 예정) 

1 

4 가전기기의 제조사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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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IR기기) 등록 

5 제조사의 모델명을 선택 

*동작 지원 가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6 가전 기기가 동작했을 경우 ‘예’ 

가전 기기가 미동작했을 경우 ‘아니오’ 

*가전기기가 동작하는 모델명을  

찾을 때까지 반복 

 

5 

6 

7 가전의 이름 입력 > 확인  8 연결성공 

8 

06 



기가지니 홈IoT 앱 설치 및 계정 로그인 

Play Store App Store 

1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기가지니 홈 

IoT’ 설치 

2 기가지니 홈IoT 계정 가입 및 로그인 

(KT.COM 통합 계정) 

*SNS 계정 로그인은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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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레시피 계정 연동 – ID/PW 입력 

2 

1 

3 

1 기가지니 홈 IoT 좌측 메뉴 > 

제휴사 선택 

2 연동가능 제휴사 LIST 중 

한샘라이팅(메를로랩)  

선택 

3 홈레시피 계정 로그인 4 한샘라이팅(메르로랩) 

 ‘연결됨’상태 확인 

08 

4 



홈레시피 기기 목록 화면 

5 

5 홈레시피 APP에서 페어링 한 기기  

자동으로 연동 

6 기기 선택 > 기기별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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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기가지니 앱 로그인 > 기가지니 홈IoT 

메뉴선택 

2 연결하기 선택 

2 

3 기가지니 홈IoT 계정 로그인 

3 

- 음성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가지니 앱 계정과 연동 필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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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가지니 홈 IoT ID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Q2. 리모컨이 있는 기기인데 홈레시피 앱에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가지니 홈 IoT 계정은 kt.com 통합계정을 통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kt.com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오픈 ID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메를로랩 서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의 리모컨 모델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리모컨 DB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동가능한 모델은 홈레시피 앱에서 확인해주세요. 

Q3. 천장등을 제어하려면 전구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합니다. 전구가 IoT 허브 역할을 하여 천장등을 제어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전구는 천장등과 기타 가전을 제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앱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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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한샘X메를로랩 서비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가전 리스트는 무엇인가요? 

11 

※홈레시피 앱or한샘몰 상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18.09.19일 버전) 지속 업데이트 예정 

※TV와 프로젝터는 기가지니로 제어 불가 

/ WINIA 

/ Oa 

/ Balm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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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매뉴얼을 읽고 제품을 사용하세요. 
K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신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기기 이름변경 

1 기기별 제어 페이지 > 우측 상단    > 

이름변경   

2 장소명 선택 > 기기명 선택 > 

장소명+기기명 조합으로 이름생성 

01 

2 

2 



조명 (전구) 제어 

앱으로 제어 발화로 제어 

1 

2 

1 

2 

조명 전원 ON/OFF 

조명 밝기 조절 

“거실 조명(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조명(설정이름) 상태는?” 

“거실 조명(설정이름) 밝기 00%로 설정해줘” (10% 단위로 설정) 

“거실 조명(설정이름) 밝기 더 밝게/어둡게 해줘” (30% 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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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천장등) 제어 

1 

2 

1 

2 

조명 전원 ON/OFF 

조명 밝기 조절 

3 

조명 색온도 조절 3 

발화로 제어 

“거실 조명(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조명(설정이름) 상태는?” 

“거실 조명(설정이름) 밝기 00%로 설정해줘” (10% 단위로 설정) 

“거실 조명(설정이름) 밝기 더 밝게/어둡게 해줘” (30% 씩 조정) 

“거실 조명(설정이름) 색온도 더 노랗게(따뜻하게)/하얗게(차갑게) 해줘”  
(20% 씩 조정) 

앱으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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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가습기) 제어 

1 

2 

1 

2 

가습기 전원 버튼 

가습기 타이머 설정 

3 

가습기 습도 설정 3 

발화로 제어 

“거실 가습기(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가습기(설정이름) 타이머 변경해줘”  

“거실 가습기(설정이름) 가습세기 변경해줘” 

앱으로 제어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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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공기청정기) 제어 

1 

2 

1 

2 

공기청정기 전원 버튼 

공기청정기 타이머 설정 

3 

공기청정기 바람세기 설정 3 

발화로 제어 

“거실 공기청정기(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공기청정기(설정이름) 타이머 변경해줘” 

“거실 공기청정기(설정이름) 바람세기 변경해줘” 

앱으로 제어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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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로봇청소기) 제어 

1 

2 

1 

2 

로봇청소기 전원 버튼 

로봇청소기 시작버튼 

3 

로봇청소기 정지버튼 3 

발화로 제어 

“거실 로봇청소기(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로봇청소기(설정이름) 청소 시작/ 중지 

“거실 로봇청소기(설정이름) 충전해줘 

앱으로 제어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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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선풍기 TYPE 1) 제어 

1 

2 

1 

2 

선풍기 전원 버튼 

선풍기 회전 설정 

3 

선풍기 바람세기 설정 3 

발화로 제어 

“거실 선풍기(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선풍기(설정이름) 회전해줘/회전정지” 

“거실 선풍기(설정이름) 풍량 변경해줘” 

앱으로 제어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 선풍기의 TYPE은 리모컨 형태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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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선풍기 TYPE 2) 제어 

1 

2 

1 

2 

선풍기 전원 버튼 

선풍기 회전 설정 

3 

선풍기 바람세기 설정 3 

발화로 제어 

“거실 선풍기(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선풍기(설정이름) 회전해줘/회전정지” 

“거실 선풍기(설정이름) 풍량 변경해줘” 

앱으로 제어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 선풍기의 TYPE은 리모컨 형태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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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에어컨 TYPE 1) 제어 

발화로 제어 앱으로 제어 

1 

2 

1 

2 

에어컨 전원 버튼 

에어컨 온도조절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 에어컨의 TYPE은 리모컨 형태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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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00도로 설정해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온도 올려줘/내려줘” 



조명 (에어컨 TYPE 2) 제어 

발화로 제어 앱으로 제어 

1 

2 

1 

2 

에어컨 전원 버튼 

에어컨 온도조절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 에어컨의 TYPE은 리모컨 형태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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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00도로 설정해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온도 올려줘/내려줘” 



조명 (에어컨 TYPE 3) 제어 

발화로 제어 앱으로 제어 

1 

2 

1 

2 

에어컨 전원 버튼 

에어컨 온도조절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00도로 설정해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온도 올려줘/내려줘”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 에어컨의 TYPE은 리모컨 형태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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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에어컨 TYPE 4) 제어 

발화로 제어 앱으로 제어 

1 

2 

1 

2 

에어컨 전원 버튼 

에어컨 온도조절 

※ IR가전기기 제어의 경우. IR(적외선) 일방향 신호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기기의 ON/OFF 등의 상태확인이 불가합니다. 

※ 기기별로 제공되는 제어기능은 보유하신 가전기기와 리모컨에 존재
하는 기능에 한합니다.  

※ 에어컨의 TYPE은 리모컨 형태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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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켜줘/꺼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00도로 설정해줘” 

“거실 에어컨(설정이름) 온도 올려줘/내려줘” 



Q1. 음성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Q2. 풍량, 가습세기, 타이머를 꼭 ‘변경해줘/바꿔줘’로 발화해야 하나요? 

기가지니 홈IoT 앱에서 음성제어가 가능한 이름으로 기기명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장소명+기기명 유형으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구에 등록하여 제어하는 가전기기들은 IR신호(리모컨신호)를 쏴서 제어를 합니다. 
가정 내에 있는 리모컨의 버튼을 보면 ‘풍량’, ‘가습세기’,’타이머’ 등 하나의 버튼을 
여러 번 누름으로써 세기, 설정시간 등을 바꾸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를 ‘토글’형식이라고 부르며, UP/DOWN 구분이 없어 ‘변경해줘’로 명령해야 합니다.  

Q3. ‘켜줘’라고 말했는데 기기가 꺼졌어요 

전구에 등록하여 제어하는 가전기기들은 IR신호(리모컨신호)를 쏴서 제어를 합니다. 
리모컨의 버튼을 보면 ON과 OFF 버튼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원’버튼 하나로  
되어 있는 방식이 많습니다. ‘켜줘’나 ‘꺼줘’라고 말하면 이 ‘전원’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켜줘’라고 말해도 ‘전원’이 작동하여 OFF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구/천장등은 IR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ON/OFF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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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홈레시피앱과 기가지니 홈IoT 앱에 조명상태가 ‘연결안됨’으로 되어있고, 음성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구가 연결되어 있는 스탠드의 물리적인 전원이 on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한샘 IoT 허브 전구는 전력이 공급되어야 wifi통신이 가능하여, 스탠드의 전원은 항상 on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연결이 유지되며 음성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탠드의 전원은 on으로 유지한채, 음성과 앱을통해 조명을 제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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