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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문서는 SERVER PC의 INEX 프로그램 설치방법을 설명합니다. 

 

2. INEX 프로그램 설치방법 

-. 본 제품은 SERVER PC 제품이며, INEX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라이선스 키(WIBU KEY) 필요합니다. 

  > WIBU KEY가 없는 경우 설치는 가능하나, 데모로 동작됩니다. 기간은 70일 입니다. 

사전에 구매처로부터 WIBU KEY를 구매하여 사용바랍니다. 

-. 해당 제품은 사용자 패키지 구성에 따라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INEX 프로그램 설치 시 반드시 WIBU KEY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합니다. 

 

1) 제품 전원 ON 후 구동 시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데스크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바탕화면에 있는 INEX 폴더 진입 후 Setup 폴더 내 Setup.exe을 실행합니다. 

 

데스크톱 진입 시 

좌측 상단 설치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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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tup.exe 실행 시 언어 선택 화면에서 한국어를 선택 후 설치 진행합니다. 

  

 

4) WIBU KEY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설치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설치 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여 설치 진행바랍니다. 

4-1)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SERVER에서는 SETUP 창을 통해 설정만 가능합니다. 

4-2) 모든 서비스를 선택하더라도, WIBU KEY 내에 라이선스 키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3) INEX STD의 기본형 패키지는 관리 / 녹화 / 모니터링 / 스트리밍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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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 진행 시 기본 폴더인 C:\INEX로 지정하시고, 라이센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참고사항] WIBU KEY는 유료 라이선스 키이며, 제품 구매처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5-1) WIBU KEY에 탑재된 서비스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5-2) WIBU KEY에 등록 가능한 채널이 4 / 8 / 16 / 32 개의 채널 수로 나뉘며, 구매 비용 또한 다릅니다. 

5-3) SW 설치 시 WIBU KEY 라이센스 모드로 선택하지 않고, 데모 라이센스가 선택 하는 경우 패키지가 달라, 

70일이 지나기 전, WIBU KEY를 연결하더라도, 데모 라이선스 버전으로 동작합니다. 

SW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은 녹화데이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6) INEX 솔루션에 대한 설치가 완료 되면, WIBU KEY 드라이버를 설치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WIBU KEY가 SERVER PC에 연결되어 있으면, 장치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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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IBU KEY 설치 시 “NEXT”로 눌러 진행 완료 하십시오. 

 

 

8) 시스템 부팅 완료되면, SERVER PC에 WIBU KEY를 연결하고, 로그인 진행 하십시오. 

 

  [참고사항]  INEX 솔루션의 초기 계정은 ID: admin / PASSWORD: 12345678 입니다. 

8-1) INEX 서비스 관리자는 전부 작동 중으로 표기되면, INEX 로그 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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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BUKEY Tester를 통한 WIBUKEY 라이센스 확인 방법 

-. WIBUKEY 라이센스가 SERVER PC에 정상적으로 인식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C:\ 드라이브 내 INEX 폴더 진입 후 WIBUKEYTester.exe 를 실행합니다. 

 

 

2) WIBUKEY 라이선스가 SERVER PC에서 정상 동작 한다면,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참고사항] INEX License KEY는 녹화 16채널, 스트리밍 16채널 입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