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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상단의 + 를 탭합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등록하시면 
최대 4분할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카메라 모델을 선택합니다.

무선 연결 안내 가이드.
QR 코드를 스캔하시어
해당 안내 웹사이트에서
Tapo C310 IG.pdf 파일을
참고 하십시오.

가로 모드에서도 고/저화질, 주간/
야간, 4분할 시청 등이 가능합니다.

[ 가로 모드 ]

[ 가로 모드 : 4분할 ]

설치 방법을 유선으로 선택합니다.

사용할 Tapo 카메라의 
이름을 정합니다.

카메라 설정의 감지 경보에서, 
감지 기능 설정, 카메라 경보, 
모션 감도 조절 등이 가능합니다.

감시 구역에 교차 선을 지정하면
사물이 지정선을 교차할 경우
움직임으로 감지되어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교차 선의 길이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시 구역에 사각형 형태의
감지 영역을 지정하여 영역 내에
움직임 포착 시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면의 사각형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옮겨 원하고자 하는 구역에
감지 영역을 지정하세요.

설치한 카메라의 LED를 확인하시어
안내에 따라 카메라를 등록 해주세요.

Tapo 카메라를 놓은 위치를 
설정합니다.

필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카메라를
다양한 위치에 배치 하십시오.

움직임 감지 시 앱에서 즉시 알림 
메시지를 보내 언제든 감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모바일 데이터를 끕니다.

앱과 카메라 설정을 완료하신 후
무선 연결을 선택하여 사용 중인 
와이파이와 연결을 하십시오.

주간 모드와 수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감지 모드 등 더 다양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지 & 경보 모드 설정 등 감시에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카메라에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양방향 음성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연결한 공유기의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연결합니다.

사용중인 Wi-Fi를 선택합니다.

Tapo 앱 사용 가이드 7 ~ 26

7. 앱에 카메라 추가

10. 카메라 프로파일 설정 12. 앱과 와이파이 연결 13. 사용 중인 와이파이 선택 14. 와이파이 등록 15. 와이파이 연결 17. 카메라 사용 준비 완료

18. 환경에 맞게 카메라 추가 19. 주간 모드 / 수면 모드 20. 고급 설정 21. 4분할 동시 시청 21-1. 시청 모드 22. 움직임 감지 감도

23.  선 교차 감지 설정 23-1.  교차 선 조정 24.  영역 감지 모드 설정 24-1.  감지 영역 조정 25.  알림 메시지 26.  양방향 오디오

11. 카메라 위치 프로파일

8. 카메라 모델 선택

8. 카메라 모델 선택 9.  카메라 LED 확인 9-1. 핸드폰 세팅 9-2. 와이파이 연동하기 9-3. 카메라 연동 마치기
다시 Tapo 앱으로 돌아가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와이파이와 앱을 연결합니다. 카메라 사용을 위하여 모든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앱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십시오.

와이파이 엑세스 정보를
등록합니다.

해당 부분을 탭하여 음성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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