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전 이 음성명령 가이드를 읽고 제품을 사용하세요.
기종별로 사용 가능한 음성명령어는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K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신 음성명령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 * 표시 : IR 제어기기용(한샘X메를로랩 IoT 허브 전구 등록가전) 음성명령
- 기종별로 사용 가능한 음성명령어, 모드유형은 보유하고 있는 기기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TIP

조명

거실 조명 켜줘/꺼줘
큰방 조명1 상태는?
큰방 조명 밝기 00%로 설정해줘(10%단위)
큰방 조명 더 어둡게/더 밝게 해줘
작은방 스탠드 색온도 더 따뜻하게(노랗게) 해줘
작은방 스탠드 색온도 더 차갑게(하얗게) 해줘
작은방 스탠드 흰색으로 바꿔줘/설정해줘(빨주노초파남보)

에어컨

거실 에어컨 켜줘/꺼줘
거실 에어컨 쾌적(모드유형)으로 설정해줘
거실 에어컨 00도로 설정해줘
거실 에어컨 온도 올려줘/내려줘
거실 에어컨 강풍으로 설정해줘
거실 에어컨 상태는?
거실 에어컨 모드 변경해줘 *
거실 에어컨 바람세기 변경해줘 *

[기가지니 2 IR가전제어 전용-에어컨]
에어컨 켜줘/꺼줘
에어컨 풍량 올려줘/내려줘
에어컨 회전해줘/회전정지

공기청정기

작은방 공기청정기 켜줘/꺼줘
작은방 공기청정기 강풍(풍속)으로 설정해줘
작은방 공기청정기 상태는?
작은방 공기청정기 습도(측정유형) 상태는?
작은방 공기청정기 타이머 변경해줘 *
작은방 공기청정기 바람세기 변경해줘 *
작은방 공기청정기 3단으로 설정해줘(자동/2단/3단/터보)
작은방 공기청정기 자동모드로 설정해줘(수동/자동/정음/
쾌속)

[기가지니 2 IR가전제어 전용-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켜줘/꺼줘
공기청정기 풍량 올려줘/내려줘

IoT 상태확인(기가지니 ½ 전용)

우리집 상태 어때
우리집 상태 보여줘
홈상태 보여줘



- * 표시 : IR 제어기기용(한샘X메를로랩 IoT 허브 전구 등록가전) 음성명령
- 기종별로 사용 가능한 음성명령어, 모드유형은 보유하고 있는 기기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TIP

로봇청소기

거실 로봇청소기 청소 시작
거실 로봇청소기 청소 일시정지*
거실 로봇청소기 청소 중지
거실 로봇청소기 상태는?
거실 로봇청소기 충전해줘 *
거실 로봇청소기 [청소모드]로 설정해줘

[유진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청소 시작
로봇청소기 청소 중지
로봇청소기 상태는? 
로봇청소기 충전
로봇청소기 [네비/맥스/스팟모드]로 설정
로봇청소기 [카펫/문턱모드] 설정
로봇청소기 [카펫/문턱모드] 취소
로봇청소기 [1~3단계로 or 강/중/약으로] 설정
로봇청소기 배터리 얼마 남았어? 

세탁기

베란다 세탁기 세탁시작
베란다 세탁기 세탁 일시정지
베란다 세탁기 세탁 정지
베란다 세탁기 상태는?
베란다 세탁기 남은시간은?

선풍기

거실 선풍기 켜줘/꺼줘 *
거실 선풍기 회전해줘 *
거실 선풍기 회전정지 *
거실 선풍기 풍량 변경해줘 *

[기가지니 2 IR가전제어 전용-선풍기]
선풍기 켜줘/꺼줘
선풍기 풍량 올려줘/내려줘
선풍기 회전해줘/회전정지



- * 표시 : IR 제어기기용(한샘X메를로랩 IoT 허브 전구 등록가전) 음성명령
- 기종별로 사용 가능한 음성명령어, 모드유형은 보유하고 있는 기기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TIP

오븐

주방 오븐 상태는?
주방 오븐 조리취소
주방 오븐 희망온도는?
주방 오븐 전체 조리시간은?
주방 오븐 남은시간은?

가습기

안방 가습기 켜줘/꺼줘*
안방 가습기 타이머 설정해줘*
안방 가습기 가습세기 바꿔줘*
안방 가습기 상태는?
안방 가습기 강으로 설정해줘(강/중/약)

냉장고

주방 냉장고 희망온도는?
주방 냉장고 상태는?

라돈측정기

거실 라돈아이 온도 어때?
거실 라돈아이 습도 어때?
거실 라돈아이 라돈 어때?

블라인드 엔진

거실 블라인드 열어줘/ 닫아줘
거실 블라인드 00% 열어줘/ 닫아줘
거실 블라인드 00시에 열어줘/ 닫아줘
거실 블라인드 00시 00분에 열어줘/ 닫아줘
거실 블라인드 0요일 00시 00분에 열어줘/ 닫아줘

블라인드

거실 블라인드 열어줘/ 닫아줘
거실 블라인드 00% 열어줘/ 닫아줘



- * 표시 : IR 제어기기용(한샘X메를로랩 IoT 허브 전구 등록가전) 음성명령
- 기종별로 사용 가능한 음성명령어, 모드유형은 보유하고 있는 기기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TIP

플러그

거실 플러그 켜줘/ 꺼줘
거실 플러그 상태는?
거실 플러그 00시에 켜줘/꺼줘
거실 플러그 00시 00분에 켜줘/꺼줘
거실플러그 0요일 00시에 켜줘/꺼줘
거실 플러그 전력사용량 알려줘
거실 플러그 오늘 전력사용량 알려줘
거실 플러그 이번 달 전력사용량 알려줘
거실 플러그 전기요금 알려줘
거실 플러그 오늘 전기요금 알려줘
거실 플러그 이번 달 전기요금 알려줘
거실 플러그 월요일 오전 11시에 켜줘/꺼줘
거실 플러그 시간 에코모드 설정/해제해줘

분전반측정기

거실 전력측정기 전력사용량 알려줘
거실 전력측정기 오늘 전력사용량 알려줘
거실 전력측정기 이번달 전력사용량 알려줘
거실 전력측정기 전기요금 알려줘
거실 전력측정기 오늘 전기요금 알려줘
거실 전력측정기 이번달 전기요금 알려줘

조명 스위치

거실 스위치 켜줘/꺼줘
거실 스위치 상태는?
거실 스위치 (1~3)번 켜줘/꺼줘
거실 스위치 (1~3)번 상태는?

보일러(온도조절기)

거실 난방 상태는?
거실 난방 켜줘/꺼줘
거실 난방 희망온도 올려줘/내려줘
거실 난방 희망온도 00도로 설정해줘
거실 난방 온수모드 설정해줘/해제해줘
거실 난방 난방모드 설정해줘/해제해줘
거실 난방 외출모드 설정해줘/해제해줘
거실 난방 목욕모드 설정해줘/해제해줘
거실 난방 온돌모드 설정해줘/해제해줘



- * 표시 : IR 제어기기용(한샘X메를로랩 IoT 허브 전구 등록가전) 음성명령
- 기종별로 사용 가능한 음성명령어, 모드유형은 보유하고 있는 기기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TIP

공기측정기

공기측정기 온도 상태는?
공기측정기 습도 상태는?
공기측정기 초미세먼지 상태는?

콘센트

콘센트 켜줘
콘센트 꺼줘
콘센트 상태는?

문열림감지센서

문열림감지센서 상태는?
(기가지니 알림) 예) 거실창문이 열렸습니다

모션(움직임감지)센서

모션센서 상태는?
(기가지니 알림) 예) 안방에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모션베드

모션베드 메모리 a/b 모드
모션베드 플랫모드
모션베드 무중력(제로지) 모드
모션베드 콰이어트 슬립모드(숙면모드/코골이 모드)해줘

커튼

커튼 열어줘
커튼 닫아줘

도어락

도어락 상태는?
도어락 이중잠금 설정해줘
도어락 이중장금 해제해줘



- * 표시 : IR 제어기기용(한샘X메를로랩 IoT 허브 전구 등록가전) 음성명령
- 기종별로 사용 가능한 음성명령어, 모드유형은 보유하고 있는 기기 모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TIP

온습도센서

온습도센서 상태는?

디퓨저(방향제)

디퓨저 상태는?
디퓨저 켜줘/꺼줘
디퓨저 분사 시작해줘/중지해줘
디퓨저 분사 강도 (1~5단계)로 해줘
디퓨저 ㅇㅇ모드로 설정해줘 (총 14개 향)
디퓨저 LED 켜줘/꺼줘

NEW

N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