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SmartThings

하나의 앱과 하나의 허브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제어하세요.
안전하고 똑똑한 스마트홈을 만드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SmartThings 앱과 허브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기기들을 연결하고, 원격으로
제어해 보세요.

안전하고
스마트한
당신의 집,
SmartThings와
함께하세요!

SmartThings 허브를 만나보세요

SmartThings로 세계 어디에서든 당신의 집을 쉽게 제어 및 확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SmartThings 허브가 있습니다.
날씨

가족

조명

스마트 홈의 중심기기 ‒ SmartThings 허브

SmartThings 허브는 집 안의 다양한 센서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중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패키지에 동봉된 네트워크 케이블을 이용해 인터넷에 SmartThings 허브를
연결합니다. 허브는 ZigBee, Z-Wave 를 지원하며, IP 액세스 지원 기기들과도
호환되므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에도
임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체형 배터리가 허브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손쉬운 조작

SmartThings 허브는 설치 작업이 간편합니다. 패키지에 동봉된 네트워크 케이블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설치 후, 무료로
제공되는 SmartThings 앱을 통해 손쉽게 여러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무선통신을 위하여, SmartThings 허브를 스마트기기들과 되도록이면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 주세요. 허브와 스마트기기들은 20m 이내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허브는 인체에서 20cm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패키지에 동봉된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SmartThings
허브를 연결합니다.
2. 허브 뒷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SmartThings와 호환되는 기기 목록은
http://www.samsung.com/se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SmartThings 앱이 안내하는 지침에 따라 허브 설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설치법은 http://www.samsung.com/se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습도

애완 동물

간단한 설치

참고: SmartThings 앱은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콘센트

간편 설치 가이드

무료 SmartThings 앱을
통해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고, 집 안 구석구석에
연결된 스마트기기들을
원격 제어하며 당신의
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허브

허브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들과 당신의
스마트폰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센서와 기기

SmartThings와 호환되는
다양한 센서와 기기들을
연결하여,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스마트 홈을 만들어
보세요.

도어락
자동차

TM

※ Bluetooth는 추후 지원 예정입니다.

전원

리셋스위치

USB 단자

1. 하단 덮개를 밀어냅니다.

2. AA사이즈 배터리 4개를 끼웁니다.

3. 하단 덮개가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참고: 허브에는 배터리 충전기능이 없습니다.
배터리는 소모성 부품으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새 배터리로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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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케이블
후면부

카메라

배터리(AA사이즈 4개)를 장착하기 전에 네트워크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 또는 연결된
다른 주변기기를 모두 분리합니다.

전원 어댑터

상태 표시등

SmartThings 앱

보조 배터리 설치

네트워크 연결단자

전원 케이블
※ 사용자 무선환경/장치류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명

Hub

KC 인증번호

MISP-CMM-WHS-STH-ETH-252

인증자 상호

주식회사 삼진

모델명

기자재 명칭

제조사/제조국가
판매원

제품사양 및 알아두기

STH-ETH-2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식회사 삼진 / 대한민국
삼성전자

제품사양

상세 내용

전원

DC 5V (2.0A), 10W / 비상용 임시 배터리 AA 1.5V 4EA

크기

전송 속도

권장 작동온도 범위

권장 보관온도 범위

가로=107mm, 세로=123mm, 높이=37mm
100 kbps(Z-Wave), 250kbps(Zigbee)
0 C ~ 40 C, 실내 사용
-20 C ~ 50 C

보관 습도

90%까지 (응결되지 않는 범위)

주파수

920.9 MHz, 921.7 MHz, 923.1 MHz / 2.4 Ghz

통신 방식
채널수

무게

네트워크 케이블

Z-Wave, Zigbee

14 (Zigbee), 3(Z-Wave)

199g
1m

•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구입 후 1년(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난 경우에만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나 분해로 인한 고장은 유상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본 제품은 실내용으로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자로부터 산정되며,
구입일자 확인이 안 될 경우 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며 다시 발행하지 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 함께 잘 보관해 주세요.
• 서비스 요청 시 1588-3366으로 전화주세요.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휴대가 가능한 제품의 서비스는
인근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