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

외부 치수도
DC24V
AC 100V ~ 240V
−
AC 90V ~ 264V
−
본체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
부저
2.0W
1.5W
1.5W
0.8W
0.8W
0.8W
2.0W
0°C ~ 40°C (응결되지 않을 것)
-10°C ~ 60°C (응결되지 않을 것)
20 ~ 80% RH (응결되지 않을 것)
단자와 섀시간에 DC500V에서 1MΩ 이상
절연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단자와 섀시간에 AC1000V 및 10mA
미만을 1분간 가합니다
AC1000Vp~p 펄스폭: 1μsec
19.6m/s2
HIGH: 80dB 이상 / LOW: 70dB 미만
(1m 및 “A” 균형인 부저 다이어프램 (수직 위치) 로부터의 거리)
“HIGH”, “LOW” 및 “OFF”의 세 가지 위치로 조정 가능한 스위치
NHL: Φ60 타입 클리어 글로브
푸쉬버튼 스위치
푸쉬버튼 스위치
푸쉬버튼 스위치
슬라이드 스위치
물리층: 10BASE-T/100BASE-TX
(자동 교섭/풀 듀블렉스/하프 듀플렉스)
데이터 링크층: CSMA/CD
네트워크 링크층: IP・ARP・ICMP
전송층: TCP・UDP
애플리케이션층: HTTP・RSH・SMTP・SNMP・
POP・DNS・Socket・NTP・DHCP
실내에만 해당
수직 위치로 탁상 또는 벽면 장착

사운드 음량
부저 사운드
시그널 타워
“CLEAR” 스위치
“TEST” 스위치
“RESET” 스위치
“BUZZER” 스위치

중량
(AC 어댑터 비포함)
보호 등급

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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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장착 브래킷
NH-WST (옵션)

파티션 브래킷
NH-PST (옵션)

부품 번호

부품 번호

LED 기기 적색

B72100168-1F1

① 커버 실

T93190007-1F1

LED 기기 황색

B72100168-2F1

② 고무 받침대

T81800007-F1

LED 기기 녹색

B72100168-3F1

③ 부착 실(8개)

T93130009-F1

LED 기기 청색

B72100168-4F1

④ 지지 베이스(나사 포함)

T81800019-F1

LED 기기 백색

B72100167-7F1

113

(5.5)

S33552120-0455F1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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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3552120-04100F1

센터 샤프트 1단

100
9.8

S33552120-04140F1

센터 샤프트 2단

45
23.3

센터 샤프트 3단

9.8

S33552120-04180F1

62

S33552120-04225F1

센터 샤프트 4단

④

시그널 타워의 진화
네트워크 모니터링

B32310027-1F1

헤드 커버
센터 샤프트 5단

③

부품명

(단위: mm)

79

액세서리

②

.5

ø4

4-

IP20 (방수되지 않음)
AC 어댑터, 고무 받침대,
고무 받침대, 부착 실, 지지 베이스
부착 실, 지지 베이스

교체 부품
교체 부품을 구입해서 NHL 모델 시그널 타워용의 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체 부품을 구입해 주십시오.

①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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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g

70
(단위: mm)

iPhone 용 PATLITE 시그널
타워 애플리케이션!

애플 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그널 타워의 확인 및 상태 제어를
원격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용의 멋진 스타일
더욱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

무료

PING 장치 모니터

SNMP v1・v2c

애플리케이션 모니터

자가 진단

iPhone 접속 이미지 (Wi-Fi 네트워크 접속 예)

앰플 통신 커맨드

서버 에러

Wi-Fi 네트워크

NHL-3FB1

상태 조건을
취득해서 시그널
타워를 제어합니다.

RSH

액세스
포인트

※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Wi-Fi 환경이 필요합니다.
“Signal Tower app”은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그널 타워 “NHL-3FB1” 전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PATLITE는 PATLITE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Apple 및 iPhone은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NHL과 조합해서 “Signal Tower app”은
프레젠테이션 또는 강의를 알리기 위한
“시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 Seokwang Bldg. 1361-9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863 Korea TEL:+82-2-523-6636 FAX:+82-2-523-6637

20130 S. Western Ave., Torrance, CA 90501, U.S.A TEL.+1-310-328-3222 FAX.+1-310-328-2676
Am Soeldnermoos 8, D-85399 Hallbergmoos, Germany

TEL.+49-811 9981 9770-0 FAX.+49-811 9981 9770-9

본 제품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
를 읽으십시오. 모든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와
감전을 포함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명한 사이즈, 사양, 가격 등은 사전 공지없이 카탈로그상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양 등에 관해서는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특별히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선도의 배선 코드, 퓨즈, 나사 등을 제외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설치 환경에서는 본 카탈로그에서 설명한 성능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색상 톤은 본
자료의 인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카탈로그는 친환경적인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 ●본 카탈로그는 재생지를 사용합니다. ●본 카탈로그의 모든 화상은 이미지 구성입니다.
●PATLITE는 PATLITE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No.2 Leng Kee Road, #05-01 Thye Hong Centre, Singapore 159086 TEL.+65-6226-1111 FAX.+65-6324-1411
Room 512, Jufeng Business Building, No.697-3 Lingshi Road, Shanghai China 200072 TEL.+86-21-6630-8969 FAX.+86-21-6630-8938

http://www.patlite.co.kr
1249A

1109 A5(A5)/A5(AR)A

E-mail: sales@patlite.co.kr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Patlite 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SOCKET

전송

상세한 리모트를 위한 설정 기능

SNMP

이메일 전송

※

주의
International Division
8-8, Matsuyamachi, Chuo-ku, Osaka, Japan 542-0067 TEL.+81-6-6763-8220 FAX.+81-6-6763-8221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그널 타워
NHL-3FB1U-RYG
NHL-3FB1N-RYG

수직형
(표준 항목)

32
16

장착

위치
방향

New Frontiers in Safety, Security and Comfort.
∅60

38

이더넷

For Network & Security Solutions

338

내전압
EMI 노이즈 특성
내진동

NHL-3FB1U-RYG
NHL-3FB1N-RYG

126

105

전력소모
작동 온도 범위
보관 온도 범위
상대 습도
절연 저항

통신 방법

NHL-3FB1N-RYG

84
100

NHL-3FB1U-RYG

모델
정격 전압(본체)
AC 어댑터 정격 전압
AC 어댑터 조작 전압 범위

※AC 어댑터에는 CE 마크가 없습니다.

v2c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모습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간편하게 통합 가능

두 가지 모델 가운데에서 선택 가능

PING 장치 모니터

NHL-3FB1U-RYG (어댑터 포함)
AC 어댑터는 주문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그널 타워
For Network & Security Solutions

NHL-3FB1U-RYG / NHL-3FB1N-RYG

오피스용의 멋진 스타일
세련된 디자인

네트워크상의 모니터 장치

저가에 네트워크 기기를 감시

각각의 NH 타워는 최대 24개의 네트워크 장치에 대해 PING
상호 작용을 합니다. PING 응답에 실패한 경우, 관리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라이트/사운드가 발생합니다.

다수의 네트워크 장치(UPS, 프린터, 루터, 스위치 등)는 에러가
발생하면 SNMP TRAP 메시지를 발생시킵니다. NH 타워는 이들
메시지에 근거해서 라이트/사운드 신호를 기동해 관리자에게
경고해줄 수 있습니다.

24개의 노드중에 더 상세한 모니터링
파라미터를 위해서 네 개의 노드
(21번째~24번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HL-3FB1N-RYG (어댑터 비포함)

심플한 황백색 컬러 디자인으로 내부 디자인 또는 주위 기기와 잘 어울립니다.
심플한 디자인이 공간과 잘 어울리며, 정보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조명이 꺼진
때에는 탁월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SNMP v1・v2c

AC 어댑터는 주문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C 어댑터는 별매입니다.

・이것은 variable bindings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6 그룹(그룹당 4 노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DC 2차 출력
전압: 24V DC ± 5%
전류: 0.75A 이상
플러그 커넥터 외경: 직경 5.5mm
플러그 커넥터 내경: 직경 2.1mm

웹 브라우저로부터
간편하게 설정

애플리케이션 모니터

시그널 타워 φ60 ㎜

타워는 중요한 배경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하고 에러를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본체에 대한 상세한 설정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IP
주소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도
원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웹 설정 화면

두가지 다른 점멸 패턴을 가진 LED 조명

충분한 통신 커맨드 제공

효과적이고 독특한 반사 미러, 렌즈 컷 글로브 및 고강도 LED 기기로 눈에 잘
띄어 우선 순위가 높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명 패턴을
사용해서 상황에 맞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RSH

SOCKET

전송

<켜짐 상태>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
다양한 브래킷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형
(표준)

파티션 브래킷
(옵션)

벽면 장착 브래킷
(옵션)

PHN 커맨드 호환성

이것은 유연성있는 프로토콜인 RSH 커맨드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니터 툴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및 이벤트 정보가
기동해서 시그널 타워의 라이트와 동기화해서
점등, 점멸 및 부저를 울리게 합니다.

2 바이트 커맨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NHE-3FB, NHC-3FB, NHM-3FB, 및 PHN-3FBE1과 호환.
※ 일부 기능은 제한됩니다.

이벤트 발생:
커맨드 (조명단, 부저 울림)
PHN 예제 코드： 0x57,0x17

신규 PNS 커맨드 호환성
편평한 곳에 설치한 경우
유용합니다. 본체 하부에
고정할 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디는 벽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우측 또는
좌측 중의 하나를 향하도록
장착할 수 있습니다.

PNS 커맨드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패턴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께에 따라 두가지 다른
조임 나사를 사용해서 크고
작은 부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PNS 커맨드는 PATLITE만의 독특한 커맨드입니다.

이벤트 발생: 커맨드 (조명단, 부저 울림)
RSH 예제 코드：rsh 192.168.10.1 -l root alert 111001

관리하기 편한 스위치로
간편한 조작
전면도

전면의 스위치로 다양한 조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① 취소 스위치:

시그널 타워 점멸, 점등 및 부저가
정지하고 통상의 조작으로
되돌아갑니다.

② 리셋 스위치:

필요한 때에 제품을 재기동합니다.

③ 테스트 스위치:

시그널 타워 조명 및 부저는 이 스위치를
눌러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조작 상태는 청색 LED 램프로
표시됩니다.

<꺼짐 상태>

진단 / 보고 설정 기능 내장

①
②

이메일 전송

③
ail

E-m

④

④ 볼륨 설정 스위치: 부저 볼륨에는 두가지 설정 레벨과 “OFF” ⑤
위치가 있습니다.
⑤ 상태 램프:

배면도

이벤트 발생: 커맨드 (조명단, 부저 울림)
PNS 예제 코드： 0x58,0x58,0x53,0x00,0x00,0x06,0x01,
0x01,0x01,0x00,0x00,0x01

자가 진단

최대 8건(선택가능)으로 이메일
송신
다양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타이틀 및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이메일
인증 기능으로 보안성에서 뛰어납니다.

부저 사운드 출력

네가지 부저 사운드
모니터링 기능의 원하는 우선도에 따라 네가지 종류의 부저 사운드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속 간헐)(고속 간헐)(고속 점멸)(연속)

SNMP

v2c

SNMP TRAP 전송
최대 8곳의 위치로부터 전송 가능합니다.

본체 전면의 테스트 스위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어하는 일
없이 시그널 타워 및 부저 조작
기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