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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본 사용 설명서는 NVR 을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NVR 의 기능을 설명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규약
본 사용 설명서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

NVR 기능은 지역, 장치 모델, 펌웨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의 모든 이미지,
단계, 설명은 예시일 뿐이며, 모든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 정보는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 설명서의 모든 표현, 정보, 요구사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자신이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본 사용 설명서에서는 특정 표기로 특정 의미를 강조하며 다음의 규약을 사용합니다.

밑줄

하이퍼링크를 나타내며, 클릭하면 웹사이트 또는 특정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볼드체

메뉴, 탭, 버튼 등 웹 페이지에서 강조할 내용과 텍스트입니다.

>
주의
참고

해당 페이지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합니다.
무시하면 기기가 손상되거나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치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
■ 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시거나 본 사용 설명서의 최신 버전 및 기타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s://www.tp-link.com/support 에 방문하십시오.
■ 빠른 설치 가이드는 본 사용 설명서가 있는 곳이나 제품 패키지 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의나 답변을 원하시거나 TP-Link 사용자들이나 엔지니어와 소통을 원하시면
https://community.tp-link.com 을 방문하여 TP-Link Community 에 가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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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장에서는 NVR 을 처음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빠른 설정 마법사를 이용하면 VIGI NVR 를 보다
편리하고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하드웨어 연결

•

NVR 에 로그인

•

빠른 설정 마법사로 NV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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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VIGI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를 사용하면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비디오를 보고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NVIF 이 지원되어 사용자가 다양한 브랜드의 카메라를 쉽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감지와 최신 알림 전송 기능도 지원하며, VIGI 앱 또는 VIGI Security Manager 을 통해 사용자가
원격으로 NVR 과 카메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1. 1 하드웨어 연결
여러 대의 카메라를 관리하려면 스위치나 공유기 등의 네트워크 장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NVR 과 카메라를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하여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 단계에 따라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1.

모니터가 지원하는 연결 포트에 따라 HDMI 또는 VGA 포트에 모니터를 연결합니다.

2.

모니터를 전원에 연결하고 전원을 켭니다.

3.

이더넷 케이블로 NVR 의 LAN 포트를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합니다.

4.

제공된 USB 마우스를 NVR(전면 패널)의 USB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5.

전원 어댑터를 NVR 에 연결합니다.

6.

카메라를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합니다.

VIGI 네트워크 카메라
USB
L AN
HDD
POWER

모니터

NVR

네트워크 장치
(예: 공 유기 , 스위치)

VIGI 네트워크 카메라

1. 2 NVR 에 로그인
모니터에 표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NVR 을 쉽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NVR 에 처음
로그인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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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 NVR 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사전 설정합니다. 잊어버린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때 사용할 NVR 와 카메라의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을 입력하십시오. 완료를 클릭합니다.

새 비밀번호

NVR 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NVR 의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NVR 비밀번호

NVR 의 비밀번호 재설정에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설정합니다.

재설정 이메일
카메라 비밀번호

카메라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
NVR 과 동일

NVR 에 추가된 카메라의 비밀번호이며, 비밀번호가 없는 카메라에
비밀번호가 적용됩니다.

카메라의 비밀번호 재설정에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설정합니다.
(선택사항)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NVR 의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카메라에 적용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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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2. 간편 로그인을 위한 패턴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패턴 비밀번호를 원치 않으면 건너뛰기를 클릭합니다.

4. 팝업창에서 활성화 또는 취소를 클릭하여 플러그 앤 플레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활성화를
클릭하면 카메라가 NVR 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빠른 설정 및 카메라 추가 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한 경우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3 빠른 설정 마법사로 NVR 설정
빠른 설정 마법사가 NVR 설정 과정을 안내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를 활성화한 경우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활성화된 경우 빠른 설정을 참조하고, 그렇지 않다면 플러그 앤 플레이가 비활성화된 경우
빠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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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플러그 앤 플레이가 활성화된 경우 빠른 설정

1.

TP-Link 보안 카메라가 NVR 과 동일한 서브넷에 있지 않으면 NVR 이 카메라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수
정합니다. 아래 창이 자동으로 팝업되면 추가를 클릭하여 NVR 에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2.

NVR 의 기본 매개변수를 설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 화면 해상도를 선택하십시오.
해상도

어댑티브(Adaptive): NVR 이 화면에서 지원하는 최고 해상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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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IP 주소
시스템 시간

자동으로 설정된 IP 주소가 나타납니다.
NTP 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인터넷에서 시스템 시간을 자동으로
가져오거나 시스템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ime Zone

지역에 따라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3.

7

디스크 번호

하드 드라이브 번호를 나타냅니다.

용량

하드 드라이브의 총 공간을 나타냅니다.

상태

하드 드라이브 상태를 나타냅니다.

속성

읽기-쓰기: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유형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 유형을 나타냅니다.

여유 공간

하드 드라이브의 남은 저장 용량을 나타냅니다.

1장

4.

시작하기

필요에 따라 녹화 일정을 설정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설정은 NVR 에서 관리하는 모든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24 시간 연속 녹화 켜기
24 시간 움직임 감지

모든 카메라의 연속 녹화(24/7)가 설정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 켜기
루프(Loop) 녹화 활성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하드 드라이브가 꽉 찼을 때 최신 녹화
파일로 가장 오래된 녹화 파일을 덮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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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작하기

(선택사항) 왼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VIGI 앱을 다운로드한 후 오른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NVR을 app에 추가합니다. 이제 라이브 비디오의 시청, NVR의 관리, 즉각적인 경보 수신이 가능합니다.

6.

완료를 클릭하여 빠른 설정을 완료합니다. 카메라에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메라 인증을 완료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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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플러그 앤 플레이가 비활성화된 경우 빠른 설정

1.

필요에 따라 화면 해상도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어댑티브를 선택하면 NVR 이 화
면에서 지원하는 최고 해상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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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2. 자동을 선택하여 동적 IP 주소를 받거나 수동을 선택하여 NVR 의 고정 IP 주소를 설정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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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인터넷에서 시스템 시간을 자동으로 가져오려면 NTP 를 선택하고 시스템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수동을 선택합니다. 지역에 따라 Time Zone 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1장

4.

시작하기

NVR 에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참고: 여기서는 TP-Link 보안 카메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TP-link 보안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비
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밀번호가 없는 카메라 추가
1)

를 클릭하면 카메라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꺼번에 추가하려면 체크박
스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스마트 코딩

스마트 코딩을 활성화하면 네트워크 부하와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
다.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 앤 플레이를 활성화하면 향후 더욱 편리하게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265 로
전환

H.265 로 전환을 활성화하면 대역폭을 줄이고 고품질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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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2 )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카메라에 사전 설정한 비밀번호를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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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비밀번호가 있는 카메라 추가
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꺼번에 추가하려면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메라를 인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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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사항) 하드 드라이브가 비정상인 경우 NVR 에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를 초기화하면 녹화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초기화를 클릭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면 저장된 파일이 모두
지워집니다.

디스크 번호

하드 드라이브 번호를 표시합니다.

용량

하드 드라이브의 총 공간을 표시합니다.

상태

하드 드라이브 상태를 표시합니다.

속성

읽기-쓰기: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유형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 유형을 표시합니다.

여유 공간

하드 드라이브의 남은 저장 용량을 표시합니다.

16

시작하기

1장

6. 필요에 따라 녹화 일정을 설정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설정은 NVR 에서 관리하는 모든 카메라에 적
용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24 시간 연속 녹화 켜기

24 시간 움직임 감지 녹화 켜기

루프(Loop) 녹화 활성화

모든 카메라의 연속 녹화(24/7)가 설정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하드 드라이브가 꽉 찼을 때 최신 녹화 파일로
가장 오래된 녹화 파일을 덮어씁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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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시작하기

(선택사항) 왼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VIGI 앱을 다운로드한 후 오른쪽의 QR 코드를 스캔하
여 NVR 을 앱에 추가하십시오. 이제 라이브 비디오의 시청, NVR 의 관리, 즉각적인 경보 수신이 가능
합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빠른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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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이 장 에서는 NVR 에 카메라를 추가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 용자 는 이미지 효과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OSD(On Screen Display), 프라이버시 마스크, 스트림, 팬 및 틸트(Pan & Til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NVR 에 카메라 추가

•

이미지 효과 구성

•

OSD 설정 구성

•

프라이버시 마스크 구성

•

스트림 설정 구성

•

팬 및 틸트(Pan & Tilt) 구성

•

카메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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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2. 1 NVR 에 카메라 추가
VIGI NVR 은 카메라를 하나씩, 한꺼번에 또는 특정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카메라의 IP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카메라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카메라에 비밀번호가 있는지,
플러그 앤 플레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단계에 따라
카메라를 추가하십시오.

■

카메라를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추가

■

특정 화면에 카메라 추가

■

수동으로 카메라 추가

TP-Link 보안 카메라를 추가하면 NVR 은 자동으로 IP 주소를 수정하여 모든 카메라가 고유 IP 주소를
가지며 NVR 과 동일한 서브넷에 있게 됩니다.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추가하려면 추가 전에 해당 사용
설명서를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NVR 에서 카메라를 자동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2. 1. 3 수동으로 카메라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2. 1. 1

카메라를 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추가

비밀번호가 없는 카메라를 추가하려면 비밀번호가 없는 카메라 추가를 참조하고, 비밀번호가
있는 카메라를 추가하려면 비밀번호가 있는 카메라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FAQ 를 참조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세요.
비밀번호가 없는 카메라 추가
■

플러그 앤 플레이가 활성화된 경우

카메라를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한 후 라이브 뷰 화면에서 NVR 이 카메라를 추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카메라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면 NVR 은 카메라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수정합니
다. 추가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추 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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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플러그 앤 플레이가 비활성화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카메라를 추가하십시오.
1.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추가를 클릭
합니 다. 또는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카메라 > 장치 액세스 > 장치 추가로 이동합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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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카메라를 한꺼번에 추가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
2.
하여 카메라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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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3.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십시오.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카메라에 사전 설정한 비밀번호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카메라를 추가하면 추가된 장치 목록에 카메라가 나타납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카메라 추가
■

플러그 앤 플레이가 활성화된 경우

카메라를 네트워크 장치에 연결한 후 라이브 뷰 화면에서 NVR 이 카메라를 추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NVR 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뷰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메라
를 인증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비밀번호를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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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1 .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추가를 클릭합니다.
또는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장치 액세스
> 장치 추가로 이동합니다.

2.

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카메라를 한꺼번에 추가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
하여 카메라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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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3. 연결된 장치 목록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편집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인증이 완료되면 연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음에서 연결됨으로 변경됩니다.

■

플러그 앤 플레이가 비활성화된 경우

플러그 앤 플레이가 비활성화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카메라를 추가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추가를 클릭합니다. 또는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카메라 > 장치 액
세스 > 장치 추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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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카메라를 한꺼번에 추가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
하여 카메라를 선택하고 한꺼번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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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수동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메라를 인증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카메라를 추가하면 추가된 장치

목록에 카메라가 나타납니다.

2. 1. 2

특정 화면에 카메라 추가

라이브 뷰 화면에서 특정 채널에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에서 화면을 클릭하고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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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를 클릭합니다.

(선택사항) 카메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수동으로 비밀번호를 인증합
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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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

플러그 앤 플레이가 활성화된 경우 연결된 장치 목록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널 편집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인증이 완료되면 연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음에서 연결됨으로 변경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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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

2. 1. 3

플러그 앤 플레이가 비활성화된 경우 팝업창에 수동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한 후 추가를 클릭
합니다.

수동으로 카메라 추가

NVR 에서 장치를 자동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추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카메라 > 장치 액세스 > 장
치 추가로 이동합니다.
2. 수동으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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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3. 추가할 카메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VIGI 보안 카메라의 경우 IP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IP 주소

카메라 IP 주소입니다.
카메라가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설정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감시 및 보안 장치가 함께 원활히 작동하도록

제어 프로토콜

해주는 글로벌 프로토콜입니다.

전송 프로토콜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도착하는 순서대로 신뢰성 있는
바이트 스트림을 제공하는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입니다.

관리 포트

네트워크 장치를 구성, 유지, 지원하기 위한 관리 포트입니다.

사용자 이름

카메라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비밀번호

카메라의 비밀번호입니다.

2. 1. 4

카메라 IP 주소 수정

IP 충돌을 방지하고 카메라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1.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추가를 클릭합니다. 또는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카메라 > 장치 액
세스 > 장치 추가로 이동합니다.

31

2장

네트워크 카메라 구성

2.

카메라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IP 주소 수정을 클릭합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선택하면 IP 주소를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카메라에 할당한 시작 IP 주소를 설정한 후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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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클릭하여 새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참고: IP 주소는 순서대로 카메라에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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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플러그 앤 플레이 설정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통해 NVR 은 자동으로 카메라를 찾고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이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구성하고 보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
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카메라 > 장치 액세스 > 플러그 앤 플레이로 이동합
니다.

■

로그인 없이 추가

카메라와 NVR 이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으면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장치 액세스 경보

채널이 꽉 찼을 때 새 카메라가 발견되면 NVR 에 알림이 전송됩니다.
■

액세스 제한 장치

카메라가 NVR 에 추가되면 자동으로 NVR 목록에도 추가되므로 NVR 에 다시 자동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두 번째로 자동 추가되도록 하려면 제한된 액세스 목록에서 해당 카메라를 제거하십시오.

2. 3 이미지 효과 구성
이미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화면 모드와 이미지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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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사진 모드 변경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사진 모드를 클릭합니다.
2. 이미지를 조정할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2. 3. 2

이미지 설정 구성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디스플레이 >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2.

채널을 선택하고 아래의 매개변수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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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가 더 밝아집니다.

대비

이미지의 대비를 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 대비가 더 강해집니다.

채도

이미지의 채도를 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보다 생생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명도
거울 모드
와이드 다이내믹
(Wide Dynamic)

이미지의 선명도를 조정합니다. 값이 증가하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거울 모드를 선택합니다. Off 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역광 장면에서 이미지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 카메라가 이미지 효과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수동: 이미지 효과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증가하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라이브 뷰 화면에서 채널을 선택하여 도구 모음을 표시하고

를 클릭하여 기본 매개변수를 편집합니다.

2. 4 OSD 설정 구성
OSD(On Screen Display)를 구성하여 라이브 뷰와 녹화 영상에 표시되는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OSD 를 구성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디스플레이 > OSD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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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선택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정보를 표시하거나 숨기고 디스플레이 효과를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OSD 설정에서 이름을 변경하면 카메라 이름도 변경됩니다.
라이브 뷰 화면에서 채널을 선택하여 도구 모음을 표시하고

를 클릭하여 OSD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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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프라이버시 마스크 구성
프라이버시 마스크를 사용하면 이미지에서 프라이버시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녹화 및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프라이버시 마스크를 구성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디스플레이 > 프라이버시 마스크로 이동합니다.
2. 채널을 선택하고 프라이버시 마스크를 활성화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프라이버시 영역을
그리고(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사각형) 마우스를 사용하여 영역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라이버시 영역을 제거하려면 해당 영역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하십시오. 모든 프라이버시
영역을 제거하려면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구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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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스트림 설정 구성
스트림 설정에서 비디오 스트림 수준과 ROI(관심 영역) 수준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스트림
수준은 라이브 뷰의 비디오 품질과 각 채널의 녹화를 결정합니다. ROI 수준을 지정하여 특정 영역의
비디오 품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6. 1

메인 스트림 및 서브 스트림 구성

NVR 은 메인 스트림과 서브 스트림의 두 가지 스트림 수준을 지원합니다. 라이브 뷰에서 NVR 은
네트워크 대역폭과 장치 성능에 따라 자동으로 채널에 적용되는 스트림을 결정합니다. 녹화 제어에서는
스트림을 채널에 적용하여 다른 스트림 설정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을 구성한 후 4. 2 녹화
제어(Recording Controls)를 참조하여 녹화 영상에 적용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스트림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스트림 > 비디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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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선택하여 아래 매개변수를 구성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스마트 코딩

압축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스마트 코딩을 활성화하십시오.

해상도

비디오 스트림의 해상도를 지정하십시오. 해상도가 증가하면 화면에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비디오 프레임 속도

비디오의 프레임 속도를 지정하십시오. 속도가 증가하면 비디오가 더
매끄러워집니다.

비트 레이트
(Bite Rate) 유형

비트 레이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VBR: 최대 비트 레이트 내에서 이미지에 따라 비트 레이트가 변경됩니다.
CBR: 비트 레이트는 항상 최대 비트 레이트입니다.

비디오 품질

VBR 비트레이트 유형을 선택한 경우 비디오 품질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

최대 비트 레이트

설정합니다.
medium, or low.
VBR 비트 레이트 유형을 선택한 경우 비트 레이트 상한을 지정합니다.
CBR 비트 레이트 유형을 선택한 경우 비트 레이트를 지정합니다.

비디오 인코딩

스트림의 인코딩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H.264 보다 H.265 가 파일 크기를 더
많이 줄이고 더 적은 대역폭을 필요로 합니다.

3. (선택사항) 스트림 설정을 다른 채널에도 적용하려면 다른 채널에 복사를 클릭하고 채널을 선택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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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2

ROI 구성

ROI 에서는 각 채널에서 지정된 영역의 관심 수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6 수준은 수준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ROI 수준이 높을수록 이미지 품질이 향상됩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스트림 > ROI 로 이동합니다.
2.

채널을 선택하고 ROI 를 활성화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 영역을 그리고(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사각형) 마우스를 사용하여 영역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합니다. ROI 수준을 지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2. 7 팬 및 틸트(Pan & Tilt) 구성
팬 및 틸트에서는 사용자가 각 채널의 위치, 경로, 패턴을 사전 설정(preset)하고, 이 사전 설정값을
호출하여 렌즈 상태를 빠르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이 없을 때 이 사전 설정한 값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파크(Park)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팬 및 필트 기능이 있는 카메라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7. 1

위치 사전 설정 및 호출

위치 설정에는 렌즈 방향, 줌 및 초점 상태, 회전 속도가 포함됩니다. 위치를 사전 설정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하여 팬 및

틸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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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패널에 나열된 채널을 선택하고 사전 설정을 클릭한 후 아래쪽 모양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전 설정 번호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팬 및 틸트
속도를 지정합니다. 사전 설정으로 설정을 클릭하여 사전 설정한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8 개의 화살표 버튼으로 렌즈 방향을 조정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방향으로 일정 각도 회전합니다. 길게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
계속 회전합니다.
수평으로 회전합니다. 위치가 적절하여 회전을 중지하고자 하면
다시 클릭합니다.
영상을 축소(zoom out)합니다. 길게 누르면 계속 축소합니다.
시오.ick to zoom out. Long press to continuously zoom out.
영상을 확대(zoom in)합니다. 길게 누르면 계속 확대합니다.
초점을 조정하여 가까운 물체가 더 선명해집니다.
초점을 조정하여 멀리 있는 물체가 더 선명해집니다.
사전 설정을 호출하려면 사전 설정 번호를 선택하고 호출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카메라가 위치에
맞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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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2

크루즈 스캔에서 경로 사전 설정 및 호출

크루즈 스캔에서는 사용자가 순찰 경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한 위치들이 순찰 경로를
구성하며 카메라는 각 위치에 사전 설정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참고: 크루즈 스캔을 구성하기 전 해당 경로를 구성하는 위치들을 사전 설정해야 합니다.
경로를 사전 설정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팬 및

틸트(Pan & Tilt)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패널에 나열된 채널을 선택하고 크루즈 스캔을 클릭한 후 아래쪽 모양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크루즈 경로 번호를 선택합니다.

크루즈 사전 설정 추가를 클릭하여 위치를 추가하고 카메라가

고정되는 시간(초)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크루즈 경로 설정을 저장합니다.

사전 설정값을 호출하려면 크루즈 경로 번호를 선택하고 호출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카메라가 구성된 경로를
따라 순찰합니다.

2. 7. 3

패턴 스캔에서 패턴 사전 설정 및 호출

패턴 스캔에서는 사용자가 움직임을 녹화하여 패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사전
설정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팬 및

틸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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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패널에 나열된 채널을 선택하고 패턴 스캔을 클릭한 후 아래쪽 모양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패턴

경로 번호를 선택합니다. 녹화 시작을 클릭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녹화 중지를 클릭하여
움직임을 패턴으로 저장합니다.

사전 설정값을 호출하기 위해 호출을 클릭하면 녹화된 패턴에 따라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2. 7. 4

파크(Park) 활성화

파크가 활성화되면 지정된 시간에 조작이 없는 경우 카메라가 사전 설정한 위치, 경로 또는 패턴을 따라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파크를 활성화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팬 및

틸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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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패널에 나열된 채널을 선택하고 파크를 클릭합니다. 파크를 활성화하고 모드와 사전 설정을

선택한 후 파크 시간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크 모드

모드를 선택하여 카메라가 수행할 사전 설정 유형을 결정합니다.

파크(사전 설정)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전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파크 모드에 따라서 목록에 있는 사전 설정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파크 시간

2. 7. 5

설정한 시간 동안 조작이 없으면 카메라가 해당 사전 설정을 작동시킵니다.

사전 설정 미리보기

사전 설정한 모든 값을 미리보고 이름을 편집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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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팬 및 틸트로 이동합니다. 왼쪽 패널에 나열된 채널을 선택하고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

사전 설정값들을 보려면 사전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위치를 조정하고 사전 설정을 미리보고

이름을 편집하려면 목록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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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위치 파악을 활성화합니다. 카메라 위치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화면에서 한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이 화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사각형을
그리면 카메라가 지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합니다.

센터를 활성화합니다. 화면의 한 지점을 클릭하면 카메라는 위치를 조정하여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파크를 활성화합니다. 파크 모드와 시간을 구성하려면 하단의 팬 및 틸트
설정을 클릭하고 파크 탭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편집하려면 목록에서 해당 사전 설정을 클릭하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사전 설정이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해당 사전 설정 위치로 이동합니다.
(크루즈 및 패턴 스캔이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해당 크루즈 또는 패턴 스캔을
수행합니다.

(크루즈 및 패턴 스캔이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스캔을 중지합니다.

2. 8 카메라 관리
추가된 카메라의 경우 사용자가 이름, 네트워크 구성, 계정, 펌웨어, 재시작 시간을 관리하거나 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8. 1

이름 및 네트워크 구성 수정

참고: 카메라는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장치 액세스 > 장치 추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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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의

2.

를 클릭하고 이름, 프로토콜, 관리 포트를 수정한 후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이름

카메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제어 프로토콜

카메라 제어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전송 프로토콜

통신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지정합니다.

관리 포트

관리 포트를 설정합니다.

2. 8. 2

비밀번호 변경 및 이메일 재설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장치 관리 > 비밀번호 관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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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메라 설정을 하나씩 변경하려면 아래 목록에서

를

클릭하십시오. 여러

대의

카메라

비밀번호를

한꺼번에 변경하려면,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카메라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설정을 입력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참고:
•

카메라는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

기존에 설정한 카메라 설정 사용을 클릭하면 카메라는 NVR 빠른 설정에서 구성한 비밀번호와
재설정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NVR 에서 기존에 설정한 카메라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하려면

•

시스템 > 설정의 사용자 관리로 이동하여 해당 관리자에서

를 클릭합니다.

NVR 에 카메라를 추가했는데 아래 목록에 없는 경우 카메라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새로 고침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2. 8. 3

펌웨어 업그레이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로컬 업그레이드와 온라인 업그레이드의 두 가지 방법이 지원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1.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2.

•

(로컬 업그레이드의 경우) 펌웨어를 외부 저장 장치에 넣고 외부 저장 장치를 NVR 에 연결합니다.

•

(온라인 업그레이드의 경우) 먼저 NVR 과 카메라를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장치 관리 >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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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선택하고 로컬 업그레이드 또는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클릭하여 업그레이드합니다.

•

로컬 업그레이드의 경우 외부 저장 장치에서 펌웨어를 선택하고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업그레이드의 경우 장치가 새 펌웨어를 온라인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참고:

•

카메라는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

해당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용할 펌웨어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업그레이드하는 도중 카메라와 NVR 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2. 8. 4

재부팅 예약 구성

재부팅 예약이 활성화되면 카메라가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재부팅됩니다.
참고: 카메라는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장치 관리> 재부팅 예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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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널을 선택하고 재부팅 예약을 활성화하고 재부팅 시간을 설정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3.

(선택사항) 예약 설정을 다른 채널에도 적용하려면 다른 채널로 복사를 클릭하고 채널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2. 8. 5

NVR 에서 카메라 제거

NVR 에서 카메라를 제거한 후에는 NVR 을 통해 카메라를 구성 및 관리할 수 없습니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장치 액세스 > 장치 추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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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장치 제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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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뷰
라이브 뷰에서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재생 보기, 이미지 확대, 실시간 대화
활성화 등의 빠른 조작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화면 레이아웃 구성

•

도구 모음을 통해 라이브 뷰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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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화면 레이아웃 구성
NVR 은 각 채널의 비디오를 여러 화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용자는 라이브 뷰와 설정 두 가지 모두에서
화면 레이아웃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1. 1

화면 레이아웃 신속 조정

NVR 은 5 가지 레이아웃 모드(1, 4, 6, 8, 9 분할)를 지원하며, 각 모드는 1, 4, 6, 8, 9 개의 화면을 한
페이지에 보여줍니다. 화면 레이아웃을 신속히 조정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클릭한 아이콘의 해당 숫자에 따라 화면의 수를 1/4/6/8/9 로 변경합니다.
한 페이지에 보이는 화면보다 채널이 많을 때 이전/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환(Switching)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전환을 활성화하면 채널이
여러 페이지에 표시되는 경우 NVR 이 라이브 뷰에서 다음 페이지로
정기적으로 전환해줍니다. 전환 간격을 구성하려면 설정을 클릭하고
시스템 > 기본 설정> 기본 설정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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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화면 레이아웃 모드에서는 채널을 클릭하고 다른 위치로 드래그하여 채널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채널을 보려면 더블 클릭하십시오. 다시 더블 클릭하면 다중 화면 레이아웃
모드로 돌아갑니다.

3. 1. 2

설정에서 채널 재정렬

설정에서 다양한 레이아웃 모드의 채널을 보다 유연하게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재정렬
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

구성 보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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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레이아웃 모드(1/4/6/8/9)를 선택하면 해당 레이아웃이 나타납니다. 각 사각형은 화면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사각형을 클릭하고 채널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라이브 뷰에서 채널을 재정렬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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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도구 모음으로 라이브 뷰 설정 구성
라이브 뷰에서 채널을 선택하면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디지털 줌, 이미지 설정, OSD, 스트림,
전략 등의 라이브 뷰 설정을 구성하려면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이 채널을 재생합니다. 즉시 재생을 보려면 5 분 재생을 클릭하고, 일반 재생,
태그 재생, 이벤트 재생에서 녹화 영상을 찾아 보려면 히스토리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구성은 재생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이미지를 확대/축소합니다.
밝기, 대비, 채도, 선명도를 포함한 이미지 설정을 조정합니다.
수동으로 녹화를 시작/종료합니다.
시간, 카메라 이름을 포함하여 라이브 뷰에 표시되는 정보를 구성합니다.
(마이크가 필요하며 특정 카메라만 가능) 클릭한 후 대화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모니터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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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및 틸트 기능이 있는 카메라만 가능) 팬 및 틸트 미리보기를 시작합니다.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사전 설정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 7.
5 사전 설정 설정 미리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뷰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최소 지연: 최신 이미지를 지연을 최소화하여 표현하므로 비디오의 매끄러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끄러움: 매끄러움을 보장하기 위해 각 프레임을 표시하여 비디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란스: 적시성과 매끄러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비디오를 표시합니다.

이 채널에 적용된 스트림을 보여줍니다. NVR 에서 메인 스트림과 서브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으며, NVR 이 네트워크 대역폭과 장치 성능에 따라
어떤 스트림을 자동으로 채널에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스트림 설정을
보고 구성하려면
2. 6 스트림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이 위에 커서를 놓으면 채널,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해상도, 인코딩
방법을 포함한 비디오 정보가 나타납니다.
도구 모음을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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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NVR 에서 녹화 및 저장 설정을 보고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VIGI NVR 을 사용하면
사용자 자신의 녹화 일정, 매개변수 설정, 연결된 카메라에 디스크 할당량 구성,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
관리 및 감지, 녹화 영상 내보내기 및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녹화 일정 구성

•

녹화 제어

•

수동 녹화

•

하드 드라이브 관리

•

녹화 영상 내보내기

•

녹화 영상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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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녹화 일정 설정
녹화 일정 섹션은 NVR 의 일일 모니터링에 대한 편리성과 유연성을 제공해줍니다. 사용자는 모든
채널에 대하여 녹화 일정을 한 번에 사용자 지정하거나 특정 채널에 대하여 녹화 일정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별로 다른 일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설정 페이지에서는 사전 녹화 시간, 녹화 지연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1. 1

모든 채널 녹화 일정 구성

라이브 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24 시간 녹화를 클릭하면 모든
채널이 연속 녹화(24/7)하도록 설정됩니다. 라이브 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움직임 감지 녹화를 클릭하십시오. 움직임을 감지하면 모든 채널이 녹화를 시작합니다.

4. 1. 2

녹화 일정 사용자 지정

저장의 녹화 일정을 통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각 채널에 대하여 매일 녹화 계획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할 녹화 계획:
사용자는 모든 채널을 연속 녹화(24/7)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는 두 대의 카메라(채널 1, 채널 2)가 8:
00-19: 00 동안 움직임 감지 일정에 따라 녹화하고 평일의 나머지 시간은 연속 녹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19 : 00-24 : 00 동안 연속 녹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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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성에 대한 사용자 지정 방법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스토리지 > 녹화 일정 > 기본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2.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채널을 선택합니다.

3.

일정을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4.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녹화 일정을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

방법 1: 시간 표시줄을 통해
1)

움직임 감지 녹화를 선택하고 시간 표시줄 위에서 커서를 드래그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 : 00 ~ 19 : 00 에 움직임 감지 녹화를 하도록 설정합니다. 해당 영역의 사각형 색상이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2)

연속 녹화를 선택하고 커서를 드래그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8:00 ~ 19:00 는 녹화를 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해당 영역의 사각형 색상이 지워집니다.
3 ) 기본 구성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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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일정 편집을 통해
1)

일정 편집을 클릭합니다.

2)

일정 추가를 클릭하여 녹화 유형을 선택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참고:
•

다른 녹화 유형에 대한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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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약 시간은 1 초까지 정확합니다.
일정 복사를 클릭하여 한 주 동안 이 일정을 반복할 요일을 선택한 후 예를
클릭합니다.

4 ) 세부 일정 편집 페이지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5 ) 기본 구성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5.

다른 채널로 복사를 클릭하고 설정을 적용할 채널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6.

기본 구성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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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고급 녹화 설정 구성

카메라의 사전 녹화 및 지연 시간을 구성하려면 스토리 지 > 녹화 일정 > 고급 설정으 로 이동합 니다 .
구성을 마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전 녹화 시간

예약된 시간 또는 이벤트 이전에 카메라가 녹화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 녹화 일정이 10:00 에 시작하는 경우, 사전 녹화 시간을 5 초로
설정하면 카메라가 9:59:55 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참고: 기본 설정인 5 초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된 시간 또는 이벤트 이후에 카메라가 녹화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후 녹화 시간을 5 초로 설정하면 움직임 감지가 11:00 에
종료되므로 11:00:05 까지 녹화됩니다.

지연

4. 2 녹화 제어
4. 2. 1

스토리지 디스크 그룹 구성

스토리지 디스크 그룹에서 특정 채널의 녹화를 수동으로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녹화를 위한
스토리지 스트림을 선택하고 하드 드라이브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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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 녹화 제어로 이동하여 스토리지 디스크 그룹을 선택합니다. 구성을 마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채널

이 채널의 카메라 이름을 표시합니다.

녹화 전환

선택한 채널에서 녹화를 시작/중지합니다.
녹화할 스트림을 선택하십시오.

스토리지 스트림

메인(메인 스트림): 선택하면 녹화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서브 스트림: 선택하면 녹화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스토리지 디스크 그룹

여러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NVR 의 디스크 그룹을 선택합니다.

4. 2. 2 디스크 할당량 구성
디스크 할당량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채널에서 수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고, 녹화 저장을
위한 스트림을 선택하고 특정 채널에서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 용량을 확인하여 녹화를 저장할 카메라에
디스크 할당량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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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 녹화 제어로 이동하여 디스크 할당량을 선택합니다. 구성을
마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채널

이 채널의 카메라 이름을 표시합니다.

녹화 전환

선택한 채널에서 녹화를 시작/중지합니다 .
녹화할 스트림을 선택하십시오.

스토리지 스트림

메인(메인 스트림): 선택하면 녹화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서브 스트림: 선택하면 녹화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사용 용량
녹화 할당량

이 채널에 사용된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표시됩니다.
녹화 저장을 위해 카메라에 디스크 할당량을 지정합니다.

4. 3 수동 녹화
라이브 뷰 또는 녹화 제어에서 수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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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라이브 뷰 이용
라이브 뷰 화면 하단의 도구 모음을 클릭하여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방법 2: 녹화 제어 이용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녹화 제어를 클릭합니다.

2.

(선택사항) 저장을 위한 녹화 스트림과 디스크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녹화 스위치를 클릭하여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4.

구성을 마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4. 4 하드 드라이브 관리
하드 드라이브 관리 섹션에서 하드 드라이브의 설정을 보고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지 방법을 선택하면 불량 섹터와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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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의 설정 보기 및 구성하기

하드 드라이브 관리에서 사용자는 매개변수를 보고 하드 드라이브의 속성과 디스크 그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가 가득 차면 NVR 이 이전 녹화 파일을 덮어 쓰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설정을 보고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스토리지 > 하드 드라이브 관리 > 하드 드라이브 관리로 이동합니다. 구성을 마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순환 쓰기

하드 드라이브가 가득 차면 NVR 이 이전 녹화 파일을 덮어 쓰게 합니다.

디스크 번호

하드 드라이브 번호를 나타냅니다.

용량

하드 드라이브의 총 공간을 나타냅니다.

여유 공간

하드 드라이브의 남은 저장 용량을 나타냅니다.

상태

하드 드라이브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드 드라이브의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

읽기-쓰기: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기만: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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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그룹
작업(Operation)

4. 4. 2

여러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NVR 의 디스크 그룹을 선택합니다.
포맷을 클릭하여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합니다.
참고: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NVR 에 외장 하드 드라이브 추가

NVR 에 더 많은 녹화 영상을 저장하려면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추가하여 저장 공간을 확장하십시오.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스토리지 >
하드 드라이브 관리 > 하드 드라이브 관리로 이동합니다.

를 클릭하면 하드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NVR 에 추가됩니다.
참고: 외장 하드 드라이브 용량은 120G 를 초과해야 합니다.

4. 4. 3
불량 섹터 감지
불량 섹터 감지는 전체 하드 드라이브 또는 중요 영역을 확인하여 하드 드라이브의 불량 섹터 수를
보여줍니다. 불량 섹터를 감지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스토리지 > 하드 드라이브 관리 > 불량 섹터 감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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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상단의 중요 영역 감지 또는 전체 감지를 클릭합니다. 작은 블록의

다른 색상들은 각각 하드 드라이브에서 양호한 부분, 손상된 부분, 보호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4. 4. 4

S.M.A.R.T 감지

S.M.A.R.T 감지는 드라이브 안정성의 다양한 지표를 감지하고 보고하며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합니다. S.M.A.R.T 감지를 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스토리지 > 하드 드라이브 관리 > S.M.A.R.T 감지로 이동합니다.

3.

디스크와 자체 검사 유형을 선택합니다.
간단: 하드 드라이브의 주요 구성 요소 스캔
확장: 드라이브의 전체 표면 스캔
전송: 취급 손상을 감지하는 하드 드라이브의 기계 부품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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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감지 시작을 클릭합니다.

온도

하드 드라이브의 작동 온도를 나타냅니다.

사용 시간(일)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가 평가
종합 평가

하드 드라이브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속성 이름

하드 드라이브 상태와 관련된 속성 이름을 표시합니다.

상태

위 속성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플래그(Flags)

S.M.A.R.T ID 의 코드를 나타냅니다.

임계값

위 속성의 임계값으로, 하드 드라이브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현재값

위 속성의 현재값으로, 이 값이 임계값에 가까워지면 하드 드라이브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속성의 최소값을 나타냅니다. 최악값이 현재값보다 매우 낮으면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이 났거나 극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ys the minimum values of these attributes. When Worst values are
현재값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extremely lower than the current value, it indicates the hard drive errors
or
extreme working
71
isplays the data used for calculating
Value. environment of the hard drive.
원시값
최악값

4장

녹화 및 저장

4. 5 녹화 영상 내보내기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녹화 영상을 내보낼 수 있으며 이러한 녹화 영상을
미디어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할 녹화 계획:
2020 년 8 월 4 일부터 2020 년 8 월 18 일까지 12 : 00 ~ 15 : 00 동안 채널 1 의 연속 녹화 영상을 내
보내고자 합니다.
위 구성에 대한 사용자 지정 방법:
1.

외부 저장 장치를 준비하고 NVR 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스토리지 > 파일 내보내기로 이동합니다.

4.

녹화 영상 검색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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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급 시간 필터링을 클릭하고 시간 범위와 반복되는 요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를 클릭합니다.

6.

채널을 클릭하여 녹화 내보내기 할 채널 1 을 선택한 후 예를 클릭합니다.

7.

녹화 유형은 연속을 선택하고 파일 유형은 모두를 선택합니다.

잠금

루프 녹음이 활성화되면 파일에 덮어 쓰지가 되지 않습니다.

잠금 해제

루프 녹음이 활성화되면 파일을 덮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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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잠근 파일과 잠금 해제 파일 모두를 보여줍니다.

8.

검색을 클릭합니다.

9.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고 빠르게 내보내기 또는 호환 가능한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빠르게 내보내기
호환 가능한 형식으로 내보내기

호환성 모드 형식보다 빠릅니다.
내보낸 녹화 영상은 다양한 디지털 제품과 호환되는

H.264 형식으로 트랜스 코딩됩니다.
10. 폴더를 선택하거나 새 폴더를 만들고 백업 시작을 클릭하여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로 내
보냅니다.

4. 6 녹화 영상 백업
백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NVR 에 저장된 모든 녹화 영상을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NVR 에 하드 드라이브를 설치할 때 이러한 녹화 영상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녹화 영상 백업을 선택하면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백업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외장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 영상을 백업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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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리지 > 하드 드라이브 백업으로 이동합니다.

3.

백업을 클릭하여 백업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참고:
• NVR 에 설치된 하드 드라이브의 사용 공간보다 전체 공간이 큰 외장 하드 디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장 하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NVR 에 저장된 녹화 영상을 백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초기화를 클릭하여 먼저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합니다. 초기화하면 원본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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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태그를 추가하고 클립을 내보내는 등 히스토리 녹화 영상을 재생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채널, 날짜, 태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녹화 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즉시 재생

•

일반 녹화 영상 재생

•

태그가 있는 녹화 영상 재생

•

이벤트 녹화 영상 재생

•

재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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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R 은 다음 네 가지 재생 모드를 지원합니다.
■

즉시 재생

최근 5 분 동안 녹화된 단일 채널의 비디오를 재생합니다.
■

일반 재생

연속 녹화 영상과 움직임 감지 녹화 영상을 포함하여 하루의 녹화 영상을 재생합니다.
■

태그 재생

태그가 있는 녹화 영상을 재생합니다.
■

이벤트 재생

이벤트가 감지된 녹화 영상을 재생합니다.

5. 1 즉시 재생
즉시 재생을 통해 최근 5 분 동안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뷰에서 채널을 클릭하면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즉시 재생을 시작하려면
을 클릭한 후 5 분 재생을 클릭하십시오.

5. 2 일반 녹화 영상 재생
일반 녹화 영상은 연속 녹화 및 움직임 감지 녹화 영상의 비디오 파일입니다. 일반 녹화 영상을
재생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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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재생을 클릭하여 재생 모듈을
엽니다.

2. 오른쪽 패널에서 일반 재생을 선택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채널을 선택한 후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합니다.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녹화 영상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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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영상 파일 목록은 오른쪽 패널과 아래의 시간 표시줄 두 곳에 나타납니다. 녹화 영상을

재생하려면 목록에서 녹화 영상을 더블 클릭하거나

를 클릭합니다.

재생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 5 재생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다중 채널을 재생할 때에는 리소스가 제한되어 일부 채널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보려면 뒤로를 클릭하여 오른쪽 패널에서 몇 개의 채널을 선택 취소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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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태그가 있는 녹화 영상 재생
태그는 녹화 영상을 표시하고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추가하고 태그가 있는 녹화 영상을
재생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

1 단계: 녹화 영상 파일에 태그 추가
1 ) 라이브 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재생을 클릭하여 재생
모듈을 엽니다. 일반 재생 모드에서 오른쪽 패널에서 채널과 날짜를 지정합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2 ) 시간 표시줄에 나열된 녹화 영상에서 시점을 하나 선택하고 도구 모음에서의

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태그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히스토리 태그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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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태그 검색
동일한 모듈에서 오른쪽 패널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태그 재생을 선택하고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채널을 선택한 후 달력에서 시간 범위를 선택합니다. 검색을 클릭합니다.

■

3 단계: 태그가 있는 녹화 영상 파일 재생
태그가 있는 녹화 영상 파일이 오른쪽 패널에 나열됩니다. 태그가 추가된 시점 전후의 시간 범위를
지정한 후 목록에서 녹화 영상을 더블 클릭하여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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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를 클릭하고 편집 또는 삭제를 클릭하여 태그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재생 작업은 5. 5 재생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5. 4 이벤트 녹화 영상 재생
이벤트를 구성하면 NVR 과 카메라가 이벤트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재생에서는
사용자가 움직임, 라인 횡단, 영역 침입을 포함하여 특정 이벤트 감지 시 녹화된 비디오를 검색,
재생,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NVR 에서 이벤트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이벤트 녹화 영상이 없습니다.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이벤트 및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이벤트의 녹화 영상을 검색하고 재생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재생을 클릭하여 재생
모듈을 엽니다.
2.

오른쪽 패널에서 이벤트 재생을 선택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이벤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채널을 선택하고 달력에서 시간 범위를 선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람 인식을
활성화하여 사람이 등장한 녹화 영상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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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녹화 영상 파일이 오른쪽 패널에 나열됩니다. 목록에서 녹화 영상을 더블 클릭하여 재생합니다.

자세한 재생 조작은 5. 5 재생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5. 5 재생 작업
재생 모듈에서 도구 모음과 오른쪽 패널의 아이콘과 버튼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조정하고 녹화 영상을
편집하고 백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즉시 재생에서는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5. 5. 1

기본 재생 작업

녹화 영상을 재생할 때 아래 아이콘이 지원됩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재생 속도를 변경합니다.
30 초 앞으로/뒤로 건너뜁니다.
(녹화 영상 일시 중지 시 사용 가능) 프레임별로 녹화 영상을 재생합니다.
클릭 후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일반 재생 및 이벤트 재생에서 사용 가능) 녹화 영상을 잠금/잠금
해제합니다. 잠겨 있는 녹화 영상은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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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생 및 이벤트 재생에서 사용 가능) 녹화 영상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디지털 줌을 통해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녹화 영상을 전체 화면에서 재생합니다.

재생에서 채널 번호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5. 5. 2

스마트 재생 규칙 설정

일반 재생에서는 사용자가 스마트 재생 규칙을 구성하여 재생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재생이 구성되면 NVR 은 녹화를 이벤트 녹화와 비 이벤트 녹화의 두 가지 유형으로 스마트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녹화 영상 유형에 따라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하고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비 이벤트 녹화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예를 클릭합니다.

5. 5. 3
녹화
영상
편집
비디오 파일을 자르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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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

재생에서 재생 모드, 채널, 시간 범위를 지정한 후 검색을 클릭하여 녹화 영상을 검색합니다.

2. 시작 시간을 선택하려면 시간 표시줄에서 녹화 영상을 클릭한 후,
도구 모음에서
를 클릭하여 클립의 시점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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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화 영상을 다시 클릭하고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클립 길이를 조정합니다.

를

클릭하여 클립 끝을 설정합니다.

편집 후
를 클릭하면 모든 클립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립을 외부 스토리지로 내보내려면 클립을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

클립을 내보내려면 외부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

재생 모듈에서 나가기 전 내보내지 않은 클립은 새 녹화 영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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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5. 5. 4

녹화 영상 내보내기

재생에서는 사용자가 채널, 시간, 녹화 영상 유형, 태그, 이벤트를 기반으로 원하는 녹화 영상을 쉽게 검색하고
한꺼번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녹화 영상을 검색하고 백업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참고: 녹화 영상을 백업하려면 외부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1.

재생에서 재생 모드, 채널, 시간 범위를 지정한 후 검색을 클릭하여 녹화 영상을 검색합니다.

2.

녹화 영상 파일은 오른쪽 패널에 나열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내보낼 녹화 영상을 선택하고

녹화 영상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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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생

아래 창이 나타납니다. 녹화 영상을 내보낼 경로를 지정하십시오. 백업 시작을 클릭하고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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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및 경보
이 장에서는 사용자의 카메라가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를 감지할 때 이벤트 설정과 알람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VIGI NVR 은 사용자 지정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사용자의 가정과 사무실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동으로 경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움직임 감지

•

비디오 변조(Tampering)

•

영역 침입

•

라인 횡단 감지

•

비디오 신호 손실

•

오프라인 및 IP 충돌

•

디스크 예외

•

로그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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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움직임 감지
움직임 감지를 통해 카메라는 모니터링되는 영역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고 알람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움직임 감지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고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여 카메라의 알람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스마트 이벤트 감지 > 움직임 감지로 이동합니다.

2.

감지할 채널을 선택하고 움직임 감지를 활성화합니다.

3.

미리보기 화면에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서 움직임 감지 영역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영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감지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민감도
감지

4.

민감도 값을 조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작은 차이에도 알람을 전송합니다.

감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람 감지와 차량 감지를 지원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화면 프롬프트

라이브 뷰 화면의

부저

움직임을 감지하면 NVR 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

녹화 연결

경고

표시

현재 채널이 움직임을 감지하면 녹화 연결을 위해 선택한 채널이 녹화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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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알람 화면

백색광 알람

움직임을 감지하면 라이브 뷰의 채널이 전체 화면에 나타납니다.
(조명 알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델만 지원) 움직임을 감지하면 카메라가
조명 알람을 전송합니다.

오디오 알람

(오디오 알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델만 지원) 움직임을 감지하면

5.

카메라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알람 일정을 설정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7.

(선택사항) 다른 채널에 복사를 클릭하고 채널을 선택한 후 설정을 다른 채널에 적용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움직임 감지에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6. 2 비디오 변조
비디오 변조는 카메라 렌즈 영역이 고의로 차단, 방해 또는 파손된 경우 알람을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비디오 변조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고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여 카메라의 알람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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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스마트 이벤트 감지 > 비디오 변조로 이동합니다.

2.

감지할 채널을 선택하고 비디오 변조를 활성화합니다.

3.

비디오 변조의 민감도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작은 차이에도 알람을 전송합니다.

4.

필요에 따라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모니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경고 표시

화면 프롬프트

이며, 활성화하는 경우

이벤트 유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저
녹화 연결

비디오 변조가 감지되면 NVR 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현재 채널이 비디오 변조를 감지하면 녹화 연결을 위해 선택한 채널이 녹화를
시작합니다.

팝업 알람 화면
오디오 알람

비디오 변조가 감지되면 라이브 뷰의 채널이 전체 화면에 나타납니다.
(오디오 알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델만 지원) 비디오 변조가 감지되면
카메라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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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람 일정을 설정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7.

(선택사항) 다른 채널에 복사를 클릭하고 채널을 선택한 후 설정을 다른 채널에 적용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변조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6. 3 영역 침입
영역 침입은 NVR 이 지정된 영역에서 침입을 감지하면 알람을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영역 침입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고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여 알람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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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스마트 이벤트 감지 > 영역 침입으로 이동합니다.

2.

감지할 채널을 선택하고 영역 침입을 활성화합니다.

3.

미리보기 화면에 침입 영역을 그립니다. 영역을 선택하고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영역의 최대 수는 4 개입니다. 설정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려면 침입 영역 매개

변수 공유를 선택하십시오.
민감도

민감도 값을 조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작은 차이에도 알람을

전송합니다.
영역 비율
침입 시간

해당 침입 영역에 대한 침입 물체의 크기 비율을 설정합니다.
물체의 침입을 감지하기 위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간격은 10 초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지

감지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사람 감지와 차량 감지를 지원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화면 프롬프트

모니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경고 표시
경우 이벤트 유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며, 활성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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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저
녹화 연결

영역에 침입이 감지되면 NVR 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녹화 연결을 위해 선택한 채널은 현재 채널이 해당 영역에서 침입을
감지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팝업 알람

백색광 알람

움직임을 감지하면 라이브 뷰의 채널이 전체 화면에 나타납니다.

(조명 알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델만 지원) 해당 영역에서 침입이 감지되면
카메라의 조명 알람이 작동합니다.

5.

(오디오 알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델만 지원) 해당 영역에서 침입이 감지되면
카메라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알람 일정을 설정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7.

(선택사항) 다른 채널에 복사를 클릭하고 채널을 선택한 후 설정을 다른 채널에 적용하려면 예를

오디오 알람

클릭합니다. 그리고 영역 침입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6. 4 라인 횡단 감지
라인 횡단 감지는 사용자 지정한 가상 라인을 움직이는 물체가 가로 지르는 것을 카메라에서 감지하면
알람을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라인 횡단 감지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고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여 알람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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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스마트 이벤트 감지 > 라인 횡단 감지로 이동합니다.

A

B

2.

감지할 채널을 선택하고 라인 횡단 감지를 활성화합니다.

3.

미리보기 화면에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을 선택하고 라인 횡단 감지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사용자 지정 라인 수는 최대 4 개입니다. 다른 영역에 대해 설정을 적용하려면 침입 영역
매개변수 공유를 선택합니다.

민감도

라인 횡단 감지 감도를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작은 차이에도
알람을 전송합니다.
A->B: A 면에서 B 면까지 구성된 선을 가로지르는 물체만 감지합니다.

라인 횡단 감지

B->A: B 면에서 A 면까지 구성된 선을 가로지르는 물체만 감지합니다.
A<->B: 양방향으로 구성된 선을 가로지르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지

감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람 감지와 차량 감지를 지원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화면 프롬프트

모니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경고 표시

이며, 활성화하는

경우 이벤트 유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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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저

녹화 연결

라인 횡단을 감지하면 NVR 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현재 채널이 사용자 지정한 라인을 횡단하는 물체를 감지하면 녹화 연결을 위해
선택한 채널이 녹화를 시작합니다.

팝업 알람
화면
백색광 알람

라인 횡단을 감지하면 라이브 뷰의 채널이 전체 화면에 나타납니다.
(조명 알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델만 지원) 라인 횡단을 감지하면
조명 알람이 있는 카메라 플래시가 켜집니다.

오디오 알람

(오디오 알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모델만 지원) 라인 횡단 을 감지하면 카메 라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

5.

알람 일정을 설정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7.

(선택사항) 다른 채널에 복사를 클릭하고 채널을 선택한 후 설정을 다른 채널에 적용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라인 횡단 감지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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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비디오 신호 손실
NVR 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에서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고 라이브 뷰 화면에 신호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알람이 전송됩니다. 사용자는 다른 카메라에 대해 수행할 동작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예외 감지 > 비디오 신호 손실로 이동합니다.

알람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프롬프트

모니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경고 표시

이며,

활성화하는 경우 이벤트 유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 알람 화면

NVR 이 신호 손실을 감지하면 라이브 뷰의 채널이 전체 화면에
나타납니다.

부저
녹화 연결

NVR 이 신호 손실을 감지하면 NVR 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현재 채널이 신호 손실을 감지하면 녹화 연결을 위해 선택한 채널이
녹화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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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한 알람 동작을 특정 카메라에 적용하려면 카메라 선택을 클릭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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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오프라인 및 IP 충돌
NVR 이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NVR 과 로컬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 간 IP 충돌을 NVR 이 감지하는 경우
알람을 전송합니다. 이 두 가지 예외 유형의 경우 수행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 시오 .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예외 감지 > 오프라인 및 IP 충돌로 이동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알람 동작을 선택하십시오.
화면 프롬프트

모니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경고 표시

이며, 활성화하는

경우 이벤트 유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저
3.

NVR 이 오프라인이거나 IP 충돌이 감지되면 NVR 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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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디스크 예외
NVR 이 디스크 문제를 감지하면 알람을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세 가지 예외 유형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 성을 완료 하십시오 .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예외 감지 > 디스크 예외으로 이동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알람 동작을 선택하십시오.
화면 프롬프트

모니터 화면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경고 표시

이며,

활성화하는 경우 이벤트 유형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저
3.

디스크 문제가 감지되면 NVR 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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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로그인 예외
로그인 제한은 NVR 보안을 위해 최대 로그인 시도 횟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횟수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NVR 이 30 분 동안 잠깁니다. 사용자는 최대 로그인 시도 횟수를 초과한
경우 경고음을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구성을 완료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이벤트

> 예외 감지 > 로그인 예외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제한을 활성화하여 로그인 시도를 제한합니다.

3.

최대 로그인 시도 횟수를 설정합니다. 3~10 회 이내여야 합니다.

4.

(선택사항) 최대 로그인 시도 횟수를 초과한 후 알람이 울리도록 하려면 부저를 활성화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참고: NVR 잠금을 해제하고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려면 NVR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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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사용자는 NVR 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내부 포트와 외부 포트 간 매핑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네트워크 연결 구성

•

포트 구성

•

UPnP 구성

•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원격 관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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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네트워크 연결 구성
기본 설정 구성

7. 1. 1

연결에서는 사용자가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동적 또는 고정 IP 주소를 얻도록 NVR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기본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 연결로 이동합니다.
2.

모드를 선택하고 아래 지침을 따릅니다.
•

NVR 에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려면 모드는 수동을 선택하고 아래 매개변수를 구성하십시오.

IP 주소

NVR 의 IP 주소를 지정하세요. IP 주소는 게이트웨이와 동일한
세그먼트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VR 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패킷이 전송될 게이트웨이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 IP 주소는 NVR 의 IP 주소와 동일한 세그먼트에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대체 DNS 서버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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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IP 주소를 얻도록 NVR 을 구성하려면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십시오.

참고:
•
•

NVR 이 동적 IP 주소를 얻으려면 DHCP 서버(일반적으로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토폴로지 또는 서브넷이 변경된 경우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하려면 NVR 에 새 IP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기본 설정을 수동으로 구성하고 자동 모드에서는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3 번에 따라 카메라의 IP 주소를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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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사항) NVR 의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변경되면 원클릭 네트워킹을 클릭한 후 한꺼번에 카메라의 IP
주소를 변경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 NVR 이 카메라를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카메라는 NVR 과 동일한 세그먼트에 있어야
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공장 출하 시의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7. 1. 2

고급 설정 구성

고급 설정에서는 사용자가 최대 전송 단위(MTU)를 지정하여 네트워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단위의
최대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더 크면 각 패킷에서 더 많은 데이터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전송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기본값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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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송 단위를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 연결로 이동하여 최대 전송 단위를 지정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7. 2 포트 구성
포트에서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NVR 에 액세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NVR 의 HTTP 포트와 서비스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IGI Security Manager 또는 VIGI 앱을 통해 장치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때
여기에 구성한 포트가 해당 프로토콜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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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를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 포트로 이동하여 HTTP 포트 및 서비스 포트를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HTTP 포트

HTTP 프로토콜의 포트를 지정합니다.

서비스 포트

비디오 서비스 프로토콜용 포트를 지정합니다.

7. 3 UPnP 구성
UPnP 는 내부 포트와 외부 포트 간 매핑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NVR 과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게이트웨이에서 UPnP 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UPnP 를 구성하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

UPnP 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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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nP 를 활성화하고 매핑 유형을 지정합니다. 매핑 유형의 경우 자동을 선택하면 매핑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수동을 매핑 유형으로 선택한 경우

를 클릭하여 외부 포트를

지정합니다.

3.

포트 유형

프로토콜 유형을 표시합니다.

내부 포트

변환할 NVR 의 포트를 표시합니다.

외부 포트

게이트웨이에서 연 외부 포트를 표시합니다.

내부 IP

변환해야하는 NVR 의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상태

매핑 상태를 표시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공장 출하 시의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7. 4 클라우드 서비스 통한 원격 관리 활성화
TP-Link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원되어 NVR 이 원격 관리를 지원합니다. TP-Link ID 를 바인딩하는 경우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사용자의 영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TP-Link ID 를 NVR 에 바인딩하고 VIGI Security Manager 또는 VIGI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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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 TP-Link ID 로 이동합니다.

2.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TP-Link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바인딩을 클릭하십시오. TP-Link ID 가 없는 경우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3.

TP-Link ID 를 바인딩한 후 다운로드 센터에서 컴퓨터에 VIGI Security Manager 를 다운로드하거나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휴대폰에 VIGI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TP-Link ID 로 로그인한 후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원격으로 라이브 뷰를 모니터링하고 NVR 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TP-link ID 의 바인딩을 해제하려면 같은 페이지에서 바인딩 해제를 클릭하십시오. 팝업창에 NVR 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바인딩 해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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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는 NVR 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NVR 펌웨어 업그레이드

•

NVR 재시작/로그 아웃/종료

•

NVR 재설정

•

NVR 에 대한 재부팅 일정 구성

•

NVR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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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NVR 펌웨어 업그레이드
NVR

은

온라인

업그레이드와

로컬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1.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업그레이드의 경우) 먼저 NVR 을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

(로컬 업그레이드의 경우) TP-Link 다운로드 센터에서 NVR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펌웨어를
외부 저장 장치에 넣고 외부 저장 장치를 NVR 에 연결합니다.

2.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이동합니다.
3.

NVR 을 온라인이나 로컬로 업그레이드하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업그레이드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클릭하면 NVR 이 온라인으로
새 펌웨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

(로컬 업그레이드의 경우) 펌웨어 업그레이드 선택을 클릭하여 외부 저장 장치에서 펌웨어를
선택하고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참고: 업그레이드하는 도중 NVR 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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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NVR 재시작/로그 아웃/종료
NVR 을 재시작/로그 아웃/종료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을 클릭한 후

NVR 이 재부팅됩니다. NVR 이 재부팅될 때까지 몇 초 걸릴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계정에서 로그 아웃합니다. 로그 아웃 후 장치를 구성하고 관리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NVR 을 종료합니다 하드 디스크와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디스크를
분리하거나 NVR 의 전원을 끄기 전에 NVR 을 종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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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NVR 재설정
NVR 을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 시스템 구성 > 설정 관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재설정을 클릭하세요.
참고: NVR 이 성공적으로 재설정될 때까지 어떠한 조작도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8. 4 NVR 에 대한 재부팅 일정 구성
재부팅 일정이 활성화되면 NVR 이 정기적으로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NVR 에 대한
재부팅 일정을 구성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

시스템 구성 > 재부팅 일정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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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VR 관리

재부팅 일정을 활성화하고 재부팅 시간을 지정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8. 5 NVR 진단
NVR 은 빠른 진단과 맞춤형 진단의 두 가지 진단 도구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NVR 을 진단하여
네트워크 연결 및 지연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NVR 을 진단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

시스템 구성 > 진단 도구로 이동합니다.

2.

진단 도구를 사용하고 결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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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연결을 빠르게 진단하려면 빠르게 진단을 클릭합니다.

게이트웨이/엑스트라넷/

NVR 과 게이트웨이/엑스트라넷(extranet)/TP-Link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

간의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지연

각 채널의 지연 시간을 밀리 초로 표시합니다. 연결되지 않음은
NVR 이 카메라와 통신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패킷 손실률

손실된 패킷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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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진단의 경우 작업을 선택하고 매개변수를 지정한 후 진단 시작을 클릭합니다.

작업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핑(Ping): NVR 이 지정된 IP 주소 또는 도메인으로 여러 패킷을 전송하여
이들 간의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트레서트(Tracert): NVR 이 제한된 홉(hops) 내에서 지정된 IP 주소 또는
도메인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하여 기록합니다.

IP/도메인 이름
패킷 번호

연결을 진단하기 위한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핑 진단의 경우) NVR 이 지정된 IP/도메인 이름으로 보내는 패킷 수를
지정합니다.

패킷 크기
타임아웃

(핑 진단의 경우) 패킷 크기를 지정합니다.
(핑 진단의 경우) NVR 이 핑 패킷의 응답을 기다리는 최대 시간을
지정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핑 패킷이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홉 수(Hop Count)
진단 결과

(트레서트 진단의 경우) 경로를 추적할 때 최대 홉을 지정합니다.
핑 작업을 선택하면 결과에 핑 패킷의 통계가 표시됩니다.
트레서트 작업을 선택하면 NVR 이 지정된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까지 추적하는 경로가 결과에 표시됩니다.
117

9
시스템 관리
이 장에서는 사용자가 NVR 의 기본 설정과 고급 설정을 구성하고 설정을 내보내고 가져오며, NVR 에서
시스템 로그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VIGI NVR 을 통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아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설정 구성

•

시스템 시간 수정

•

인터페이스 출력 구성

•

사용자 계정 관리

•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

시스템 로그 보기

•

시스템 메시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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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기본 설정 구성
NVR 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시스템 > 기본 설정 > 기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장치(NVR) 이름

NVR 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NVR 에서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제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NVR 에 이미 로그인한 사용자는 10 분 후에 자동으로 로그 아웃됩니다.

로그인 타임아웃
전환이 활성화된 경우 라이브 뷰 화면을 디스플레이하는 간격을
설정합니다. 전환을 시작하려면 메인 메뉴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범위는 5 초에서 120 초입니다.
전환 간격
알람 화면 전환

이벤트 감지 시 전체 화면에서 채널의 체류 시간을 설정합니다.

지연
설정 마법사
마우스 감도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NVR 이 재부팅될 때 설정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마우스 포인터 속도와 화면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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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시스템 시간 수정
VIGI NVR 은 시스템 시간을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지역에 따라 Time Zone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시스템 > 기본 설정 > 날짜로 이동합니다.
■

NTP

NTP(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는 인터넷에서 시스템 시간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 서버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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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

수동으로

시스템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3 인터페이스 출력 구성
인터페이스 출력에서는 사용자가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선택하고, 라이브 뷰 화면에 채널 번호를
표시하고 원래 배율로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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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시스템 > 기본 설정 >
인터페이스 출력으로 이동합니다.
.

해상도

필요에 따라 화면 해상도를 선택하십시오. 어댑티브를 선택하는 경우,
NVR 은 화면에서 지원하는 최고 해상도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채널 번호 표시

라이브 뷰 화면에 채널 번호를 표시합니다.

원래 배율로 화면 표시

라이브 뷰 화면에 영상을 원래 배율로 표시합니다.

9. 4 사용자 계정 관리
사용자는 기본 사용자 계정(admin)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 사용자 이름은 admin 이며
사용자가 자신의 NVR 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 비밀번호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시스템 > 사용자
관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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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

관리자 계정 수정

관리자 계정의 경우 NVR 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

사용자

a dmin 이고 비밀번호는 NVR 을 처음 설정할 때 설정됩니다 . 설정을 수정하려면

를

이름은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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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패턴 비밀번호, NVR 의 로그인 비밀번호, 카메라의 사전 설정 비밀번호, NVR 과 카메라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메일 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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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

계정 추가

NVR 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권한을 가진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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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관리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사용자 수준을 운영자 또는 사용자로 설정하십시오. 운영자는 관리자

계정과 동일한 권한을 공유합니다. 사용자는 라이브 뷰와 재생을 보고 라이브 뷰 화면에서 카메라를
추가하며 NVR 의 로그를 확인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3.

계정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9. 5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NVR 의 구성 파일을 가져오고 내보내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참고: 조작하기 전에 외부 저장 장치를 준비하고 NVR 의 전면 패널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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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관리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시스템 >

시스템 구성 > 설정 관리로 이동합니다.

2.

구성 파일 가져오기 또는 구성 파일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3.

구성 파일 가져오기의 경우 파일을 선택하고 구성 가져오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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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관리

구성 파일 내보내기의 경우 파일을 선택하고 구성 내보내기를 클릭하십시오.

9. 6 시스템 로그 보기
NVR 은 로그를 사용하여 시스템 및 장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사용자는 로그를
검색하고 보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 로그를 내보내려면 USB 외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로그를 검색하고 내보내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로그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로그 > 시스템 로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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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관리

시간 범위와 로그 유형을 지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필터링 된 로그가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세부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시작/종료 시간

녹화 영상 시간을 기준으로 로그를 필터링할 시간 범위를 지정합니다.

유형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기본 유형을 선택하여
로그를 필터링하십시오. 하위 유형 선택을 클릭하여 하위 유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모든 유형의 로그
알람: 변조, 라인 교차, 영역 침입 같은 이벤트에 의해
작동하는 알람입니다.
예외: 비디오 신호 손실, 하드 드라이브 오류와 같이 NVR 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이벤트입니다.
작업: 로그인, 업그레이드와 같이 NVR 에서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정보: 로컬 드라이브 정보, RTSP 진행률과 같은 정보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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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파일 경로를 선택한 후 로그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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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 시스템 메시지 보기
사용자는 시스템 메시지에서 장치, 스토리지, 인터넷,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팝업 메인 메뉴에서 로그를 클릭한 후 시스템 메시지로 이동하십시오.
■

기본 정보

NVR, 인터넷, 스토리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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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정보

채널 번호, 채널 이름, 네트워크 연결 상태, 카메라 IP 주소, 움직임 감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트림 정보

특정 카메라의 녹화 매개 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채널 번호

채널 번호를 표시합니다.

녹화 상태

채널이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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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유형

메인 스트림: 라이브 뷰, 용량이 더 큰 녹화 파일에 대한
고화질을 참조합니다.
서브 스트림: 라이브 뷰, 용량이 더 작은 녹화 파일에 대한 표준
화질을 참조합니다.

비디오 프레임 속도

비디오의 프레임 속도를 지정하십시오. 속도가 증가하면 비디오가 더
매끄러워집니다.

해상도

비디오 스트림의 해상도를 지정하십시오. 해상도가 증가하면 화면에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비트 레이트
■ 하드 드라이브 정보

시간 단위당 전달되거나 처리되는 비트 수를 지정합니다.

디스크 번호

하드 드라이브 수를 표시합니다.

디스크 용량

하드 드라이브의 총 공간을 나타냅니다.

여유 공간

하드 드라이브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태

하드 드라이브 상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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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읽기 및 쓰기: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보

■

NVR 의 인터넷 정보와 현재 네트워크 리소스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IP
MAC 주소
연결 상태
MTU

NVR 의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NVR 의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NVR 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가 수용할 가장 큰 데이터 패킷을
측정하는 최대 전송 단위를 나타냅니다.

포트 모드

전송 모드와 포트의 데이터 속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100M Full Duplex 는 NVR 의 이더넷 포트가 양방향으로
초당 백만 비트를 송수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IP 채널 액세스 대역폭

IP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대역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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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수신 아이들(Net
Receive Idle)
의 대역폭
■

수신된 나머지 대역폭을 표시합니다.

이벤트 정보

이벤트 유형, 발생 시간, 이벤트를 감지한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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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NVR 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NVR 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로그인 창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를 클릭합니다.

2.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됩니다.
참고: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은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해 빠른 설정에서 입력한 이메일이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할 때 인증 코드를 받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

NVR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증 코드 받기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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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NVR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휴대폰을 사용하여 오른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VIGI 앱을 다운로드하고 TP-Link ID 로 로그인하십시오. 앱 오른쪽 상단의 +를 클릭하고
VIGI NVR 왼쪽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에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3. 전송된 인증 코드를 빈칸에 입력하고 인증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NVR 에 대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증 코드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아래 사항을 수행하십시오.
•

이메일의 정크 또는 스팸 폴더를 확인합니다.

•

이메일 계정에서 이메일 필터 설정을 확인합니다. 이메일 설정에서 (새 필터 만들기를 클릭하여)
화이트 리스트에 noreply@tp-link.com 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NVR 로 돌아가서 인증 코드를 다시
보내세요.

Q2: VIGI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래 단계에 따라 VIGI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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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브 뷰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 장치
추가로 이동한 후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2.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됩니다.
참고: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은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해 빠른 설정에서 입력한 이메일이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할 때 인증 코드를 받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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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R 과 카메라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증 코드 받기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됩니다.

•

NVR 과 카메라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여 오른쪽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VIGI 앱을 다운로드하고 TP-Link ID 로 로그인하십시오. 앱 오른쪽 상단의 +를 클릭하고
VIGI NVR 왼쪽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재설정 이메일에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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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송된 인증 코드를 빈칸에 입력하고 인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대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증 코드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아래 사항을 수행하십시오.
•

이메일의 정크 또는 스팸 폴더를 확인합니다.

•

이메일 계정에서 이메일 필터 설정을 확인합니다. 이메일 설정에서 (새 필터 만들기를 클릭하여)
화이트 리스트에 noreply@tp-link.com 을 추가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 경우 FAQ 2850 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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