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제품사양

제품 옆면 하단의 RESET 버튼을 10초 이상 누릅니다.

5초 후 LED 버튼이 적색&녹색으로 교차로 깜빡이고

10초 후 LED 버튼이 적색으로 점등 됩니다.

이후 손을 떼시면 LED가 적색으로 점멸상태가 되며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공장 초기화 되면 기존에 페어링 된 모든 다비이스는 삭제
됩니다.

공장 초기화 중에는 절대로 전원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댁내 인터넷 모뎀 변경 및 다른 인터넷 모뎀과의 연결 등을 
위해서는 변경할 모뎀의 LAN포트에 LAN케이블을 뽑았다
다시 연결합니다.
(DHCP를 통한 자동 IP 할당 필요)

인터넷에 연결 재설정 하기

제품 초기화 하기

인터넷 연결 설정 및 초기화

본 제품을 사용자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 하지 마십시오.

실내에서 사용하며 외부 , 야외에서 사용을 자제합니다.

제품 내부에 이상한 소리, 타는 냄새, 연기가 날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세요.

전원어댑터는 반드시 함께 제공된 어댑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먼지 또는 그을음 등이 많은 장소,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장소나 난방기구 열 등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물기나 
습기가 많은 장소, 두꺼운 벽이나 철제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떨어 뜨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서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동이 심한 곳이나 자석 종류가 있는 곳으로 부터 멀리해 
주십시오.

제품 상하, 좌우측에 기기를 겹쳐 사용 할 경우 발열로 
인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시 제품 각 부분에 직접 물을 뿌리거나 젖은 헝겊, 
휘발성의 알코올, 벤젠, 시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무선 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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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거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만약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입

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A/S 해드립니다. 단, 사용자의 부주의나 

분해로 인한 고장은 소요비용을 받습니다.

크         기

무선통신

권장 작동 온도범위

권장 보관 온도범위

권장 보관 습도

66 X 66 X 23 mm

Zigbee

0˚C~40˚C 실내 사용

-10˚C~60˚C

80% 이하

제품명

사용전력

KC인증

구입일

보증기간

인증자상호

제조자/제조국

IoT 허브 (G200-ZB)

5V 1A

R-C-DaW-NM-G200-ZB

20         년            월

구입일로 부터 1년

㈜ 다원디엔에스

㈜ 다원디엔에스 / 한국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허브에 연결된 제품 AIPM앱을 통해 확인

허브에 연결된 조명스위치 혹은 Zigbee 플러그 확인 및

ON/OFF 컨트롤

제품 특징

무상보증기간 구입일자로부터 산정되며 구입일자 확인이 
안될 경우의 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이후에도 단종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수리 및 교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랜선은 전원 어답터와 동봉되어 있습니다.

본 보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으며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A/S를 요청하실 경우 보증서를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구성

A/S 문의 :고객센터 070-7462-1546

제품 보증

제품 특징 / 구성 / 제품보증

HUB

AI파워매니저 2선 식 Zigbee 조명스위치 및 플러그
제품 연동 사용
AIPM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허브

랜선

제품설명서

전원어답터

 NM-G200-ZB

(추후 추가예정)

고객센터: 02-6389-8096
제품구입: www.pmshop.co.kr
홈페이지: www.dawondns.com

본제품에 제공된 전원 AC 어댑터를 IoT 허브의 
5-pin 전원포트에 연결합니다.

인터넷 연결 IoT 허브의 인터넷포트(LAN)와 댁내 
인터넷 모뎀의 LAN포트에 LAN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DHCP를 통한 자동 IP 할당 필요)

APP을 통한 등록 방법, 기능 설명, 연동 방법은 
당사 쇼핑몰 www.pmshop.co.kr 

자료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01

검색어 “aipm”
스마트폰 앱은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lay
스토어

앱
스토어

구글, 카카오, 네이버 중 원하는 계정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02

AIPM 앱 실행 및 회원가입

03

제품등록

메인페이지에    +ADD   를 눌러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 
게이트웨이 허브를 선택하고 하단 시작 버튼을 누르고 넘어감

제품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입력

제품 라벨의 스티커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MAC을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 후 제품이 등록됩니다. 

예) F4DCA5XXXXXX

04 등록 완료 상세화면

F4DCA5XXXXXX

여기까지가 게이트웨이 허브 등록 완료 입니다.

AIPM앱에서 연동해놓은 허브의 페어링 혹은 장치의 LED버튼을
5~6초 눌러주세요.

등록할 Zigbee 제품의 (조명스위치, 스마트플러그 등) 버튼을
5~6초 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Zigbee 조명스위치 및 Zigbee 스마트플러그 페어링 가능

제품 설치 제품 연동 방법

②

LAN

①

①

②

③ 위 그림과  같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

제품 LED 부의 버튼이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제품 명칭

LED 버튼 5-PIN 전원포트 LAN 포트

등록용 QR코드(MAC)
라벨 부착면

LED 동작 상태

1. 녹색 점등 : 정상동작 및 서버등록 완료 상태

2. 적색 점등 : 초기화 동작 완료 상태( 손에서 버튼을 떼지 않을시 나타나게 )

3. 적색&녹색 교차점멸 : 장치 페어링 시도 중 / 초기화 진행 중 상태

4. 녹색 점멸 : 제품 서버 미 연결 상태

5. 적색 점멸 : 인터넷 연결 끊김 및 미등록 상태

(추후 추가예정)

(추후 추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