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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치 도구 프로그램

INIT

대규모 네트워크망에서
다수의 IP카메라 간편하게 설정하기

일괄 암호 설정

CSV를 활용한 IP주소 설정 

IP카메라 설정 값 일괄적용



INIT 란?

작업 전 준비 사항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네트워크 비디오 설치 도구 (INIT) 프로그램은 제품 운영을 위한 원격 소프트웨어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제품에 접속하여 제품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INIT 다운로드
INIT 최신버전은 IDIS 홈페이지(https://www.idisglobal.com/)의 ‘제품 소개 - 소프트웨어 - PC소프트웨어‘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망 연결
INIT가 설치된 PC를 카메라 망에 연결한 뒤 INIT를 실행하면 같은 네트워크 망에 있는 IDIS 카메라가 모두 자동 스캔이 됩니다.

PoE HUB

INIT PC

기능 버전명
비밀 번호 초기화 (초기 일괄 비밀 번호 생성) 4.2.3 이상
CSV를 활용한 IP주소 설정 4.3.4 이상
설정 파일 일괄 적용 4.3.1 이상



2. CSV를 활용한 IP주소 설정

카메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밀 번호 생성이 필요 합니다.
다중 선택을 선택하여, 일괄 작업할 카메라를 선택 후 ‘리셋 - 비밀 번호 초기화’를선택하면 비밀 번호를 일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IP주소를 엑셀을 통해 간단히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 선택을 선택하여, 일괄 작업할 카메라를 선택 후 ‘관리 - 장치 정보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장치 정보 일괄 설정용 추가 정보 포함‘을 선택한 뒤, CSV 확장자로 파일을 내보내면 엑셀을 이용해 ‘이름‘, ‘IP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수정된 장치 정보 파일 적용‘을 선택하여 ‘장치 정보 파일 불러오기‘를 통해 카메라 장치 정보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다중 선택

1. 장치 정보 내보내기 선택

3. 엑셀로 CSV파일을 열어 이름,IP주소를 수정

2. 비밀 번호 초기화

2. 장치 정보 일괄 설정용 추가 정보 포함 선택 후 내보내기

3. 비밀 번호 생성

다수의 IP카메라 간편설정
1. 일괄 암호 설정



4. 수정된 장치 정보 파일 적용 선택

1. 설정을 진행한 카메라를 선택 후  설정 파일 생성

2.  적용할 카메라 다중 선택 (동일한 기종만 가능) 3. 설정 파일 적용 선택

5. 적용 선택

3. IP카메라 설정 값 일괄적용

움직임 감지, 스트림 설정과 같은 설정 값을 여러 카메라에 동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설정이 완료된 카메라를 선택한 뒤 ‘설정 - 설정 파일 생성‘을 선택하여 설정 값을 생성합니다.
설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카메라를 다중 선택을 선택하여 선택한 뒤  ‘설정 - 설정 파일 적용‘을 선택하여 ‘일반 설정 제외‘를 선택하여 설정 파일을 
적용하면 카메라 이름과, 네트워크를 제외한
모든 설정이 동시 적용됩니다.



4. 일반 설정 제외를 선택하면 카메라 이름만 제외하고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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