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개  요) 1

Accesing the IPC & Log in (연결 및 로그인)  2   Live Video (실시간 영상) 3

기본 IP 주소는 192.168.1.30 입니다.
1

2

Live(라이브)
Setup(설정)
Event(이벤트)

3

1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안전 고지 사항 및 중요 정보를 확인 하십시오.

Speed
(렌즈 속도 조정)

Speaker On / Off

Stream 
disconnection
(스트림 연결 해제)

Screen Capture
(영상 캡쳐)

Full Screen
(전체 화면) 

File path(파일 경로)

Record(녹화)

Zoom Control
(줌 조정)

Focus Control
(포커스 조정)

One time Auto Focus
(포커스 자동 조정)

Stream Connection
(스트림 연결)

MIC. On / Off
(Option)

(Option)

  IP Camera Quick Guide 

Read the safety notice and important tips in the
included manuals before using your camera

  IP Camera 설명서 

Default IP address is 192.168.1.30 

Default ID : admin 
(초기 ID)
Password : admin
(초기 비밀번호)

This is a megapixel network camera which uses a             Progressive 
Scan Exmor CMOS Sensor.

Built-in triple codec(H.264, MPEG4 and MJPEG) and streaming server, 
the advantage of this camera allow you to  monitor real time image from 
a remote location via internet. 
This camera supports both static IP and Dynamic IP and it also supports 
latestes Onvif.  

(스피커)

(마이크)



Installation 14 5   Setup - Video setting (비디오 설정)   Setup - Network setting (네트워크 설정)

6 7  Event - Alarm and Motion (알람 & 모션)   Setup - System (시스템)

Stream selection

Video settings for streams

RTSP address

This Network camera supports mutiple streams simultaneously

Update F/W

Factory set & Reset

Update configuration file

Expert all parameters for device and 
user defined scripts

Alarm In / Out Setting

Motion detection Setting

Port Change

IP address Change

Use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efault IP Address is 192.168.1.30)

(DHCP 사용)

    (포트 변경)

(IP 주소 변경)

(기본 IP 주소는 192.168.1.30 입니다)

(이 카메라는 다양한 스트림 지원 가능합니다.)

(스트림 선택)

(RTSP 주소)

(비디오 셋팅)

(펌웨어 업데이트)

(공장 초기화 & 리셋)

(사용자 정의 Data 업데이트)

(사용자 정의 Data 추출)

(알람 입출력 설정)

(움직임 감지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