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시작 가이드
TS2501 Wi-Fi 스마트 온도조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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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hank you for choosing the TrickleStar TS2501 Wi-Fi Smart Thermostat.

We are your smart partner in optimizing comfort and maximizing savings for your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systems. You can now remotely control and monitor the 
heating and cooling systems in your home and business from anywhere.

If you have any inquiries about TrickleStar products or need technical support, visit our website for 
tutorials, videos a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You can also contact us by email or phone.

  Support Website
  https://www.tricklestar.com/general-faq/category/thermostat/

  Instruction Videos
  If you want to see the Installation Instructions 
  as videos, visit our YouTube channel:

  https://www.youtube.com/user/TrickleStarUS/

Support Email: customer.service@tricklestar.com
Support Phone: 1-888-700-1098

TrickleStar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 웹사이트에서 튜토리얼, 영
상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부서 웹사이트
https://www.tricklestar.com/general-faq/category/thermostat/

안내 영상
영상으로 설치 안내를 보려면 당사의 YouTube 채널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user/TrickleStarUS/

지원 부서 이메일: customer.service@tricklestar.com
지원 부서 전화: 1-888-700-1098

중요한 문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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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만들기

1. TrickleStar 포털(portal.tricklestar.com)에 접속하거나 TrickleStar 웹사이트에서 “포털” 링 
 크를 클릭합니다. 
2. 시작 페이지에서 로그인 상자 바로 아래에 있는 녹색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개인 상세 정보로는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도로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도시와 주는 입력한 우편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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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가스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상세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5. TrickleStar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길이가 8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및 특수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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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ickleStar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7. TrickleStar의 6자리 인증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받게 됩니다. 주어진 칸 
 에 검증 코드를 입력하고 녹색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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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입에 성공하면 TrickleStar 포털에 로그인됩니다. 이제 계정에 기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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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기 추가 
 
1. 계정에 새로운 TrickleStar 온도조절기를 추가 
 하려면 TrickleStar 포털 왼쪽에 있는 “기기”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녹색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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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Fi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선택합니다. (참조용 설치 가이드 및 사용자 설명서 사본을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4. 설치된 온도조절기를 로컬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2단계”(클릭하여 시작)로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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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사이트를 생성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이트는 속성 이름, 주소 또는 그밖의  
 고 유한 식별수단일 수 있습니다.

6. 그 다음, 온도조절기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사이트 이름과 별개로 온도조절기를 식별할  
 이름을 상자에 입력합니다. 이 사이트에 이미 있는 이름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 
 려면 녹색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사이트는 TrickleStar 스마트 기기가 설치된 위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사
이트에서 대시보드를 통해 여러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온도조절기 LCD에 “01”이 표시되고 “AP”가 깜박인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Wi-Fi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Wi-Fi를 재설정하려면 핀홀 재
설정을 수행한 다음 온도조절기가 완전히 재설정될 때까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18페이지 그림 참조). 온도조절기에 “01 AP”가 표시되면 녹색 “다음” 버튼을 클
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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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온도조절기에 “01 AP”가 표시되면 녹색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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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다음, 사용 중인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열어서 설정하고 온도조절기의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합니다. 온도조절기의 액세스 포인트는 “TSTAT-XXXXXXXXXXXX”로  
 표시됩니다. 녹색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9. 이 화면에서는 Wi-Fi에 온도조절기를 연결합니다. Mac 사용자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목 
 록을 선택하는 새 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Windows 컴퓨터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녹 
 색 “여기”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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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을 온도조절기와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합니다. 페 
  이지 아래로 스크롤한 후 녹색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온도조절기를 등록하십시오.

참고: Wi-Fi 라우터의 설정에 따라 온도조절기의 DSN을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
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어진 칸에 DSN을 입력하십시오. DSN은 MAC 주소와 동일
한 레이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Wi-Fi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컨 
  트롤러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Wi-Fi 연결에 성공하면 연결 완 
  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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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제 온도조절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온도조절기를 설정하 
  고 HVAC 설정을 테스트하십시오. 

  참고: 온도조절기를 Wi-Fi에 연결했다면 HVAC 시스템에 대한 중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HVAC 설정 정보는 설치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과정에 도달하면 설 
  치 프로그램이 이미 이 작업을 완료했으므로 테스트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13. HVAC 시스템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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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팬 제어 옵션을 선택합니다.

15. 열펌프가 있다면 리버싱 밸브 기능을 선택합니다.

참고: 도급업체에서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 테스트 단계 중에 다음을 클릭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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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온도조절기를 Wi-Fi에 연결하고 HVAC 설정을 완료하면 일정에서 사용할 모드를 설정하라 
  는 안내가 나옵니다. 각 모드는 난방 및 냉방을 위한 기본 설정으로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모드를 먼저 설정한 후, 모드를 적용할 요일을 설정합니다 (일정 설정은 17페이지 참조).

17. TrickleStar 온도조절기에는 홈 1, 홈 2, 외출, 수면, 휴가라는 5가지 개별 모드가 있습 
  니다. 각 모드는 필요에 따라 일정에 여러 번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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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각 모드에는 설정해야 할 4개의 열이 있으며, 난방 및 냉방 시 온도와 난방 및 냉방 중  
  팬 모드에 해당합니다.

19. 모드 설정 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원하는 온도를 선택합니다.

20. 모드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하면 기본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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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1. 일정을 생성 또는 편집하려면 왼쪽 패널에서  
 기기를 클릭하고 온도조절기를 선택하여 온도 
 조절기 제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일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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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오른쪽에서 “일정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새 일정을 추가합니다.

4. 먼저, 이 일정을 적용하려는 요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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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으로, 일정의 시작 시간을 선택합니다.

6. 그런 다음 일정에 적용할 모드를 선택합니다. 모든 요일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모드 보기”를 클릭하면 모드 설정을 보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완료하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생성한 일정이 일정 목록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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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 일정을 편집하려면 곧바로 클릭하여 일정 설정을 표시합니다. 시간 또는 모드를 원 
 하는 대로 수정하십시오. 일정 전체를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9. “확인”을 클릭하여 완료하면 편집한 일정이 일정 목록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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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기 LCD 디스플레이

 

 

 

Wi-Fi 

Bluetooth

Trickle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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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기 기능

Y1

Y2

W1

W2

G

O/B

YK

GK/C

ACC+

ACC-

RH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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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kleStar 터미널
기기 페이지의 동작에서 아이콘을 사용하여 기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털 아이콘 설명  기능

제어 설정된 온도, 시스템, 팬, 일정/정지 및 모드를 변 
 경하고 습도와 실온 보기

 
모드 홈, 외출, 수면 및 휴가 모드에 대한 가열/냉방 설 
 정 온도 및 팬 설정	
	  
 
일정 일일/주간 일정 이벤트 추가/편집/삭제

 
 
사용량 일일/주간/월간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요약 보 
 고서 생성
	
	
설정 온도조절기의 고급 설정 제어

	
알림 저온, 고온, 습도 알림 설정



시스템 정보
시스템:	 기본 열 펌프

팬 제어: 가스 전기

기동: 냉방 기동 난방 기동
(열 펌프만 해당)

HVAC 유형:	 난방 및 냉방 난방만 해당  냉방만 해당
	

난방 횟수: 단일 단계 이중 단계
단계
	
냉방 횟수:  단일 단계 이중 단계
단계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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