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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 송수기를 NVR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설정 → 장치 → 무선수신기 탭으로 이동하여 경광등을 등록합니다. ‘경광등 등록’ 버튼을 누른 후 NVR에 ‘장치 등록 중’ 이라는
메세지가 발생하면서 경광등이 점멸한다면 정상 등록된 것입니다.

3. IoT 장치 등록 : IoT 장치(비상벨, 명찰 등)를 NVR에 등록 합니다. ‘설정 → 시스템 → 스마트-IoT → IoT 탐지기’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설정됩니다.

*기본값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기본 장치의 목록이 표시 되며 ID는 ‘00000000’ 으로 표시됩니다. 
아직 장치가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자가방범기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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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고자 하는 장치의 별표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표가 비활성화 되며 장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 등록하고자 하는 장치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면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ID가 출력되며 출입문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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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알람 설정 : IoT 장치에서 신호 발생 시 동작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이벤트 → 네트워크 알람’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각 장치의 동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장치에서 신호가 발생 했을 시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기본값 버튼을 누르면 기본 장치들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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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에서 푸시 알람 설정 : NVR에서 네트워크 알람 푸시 설정 시 ‘iRAS Mobile’ 앱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알림 설정>
* 메일 : 각 장치에서 신호가 발생했을 시 설정된 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 푸시 : ‘iRAS Mobile’ 앱으로 알림이 발생합니다.
* 경광등 : 경광등이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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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에서 푸시 알람 설정 : NVR에서 네트워크 알람 푸시 설정 시 ‘iRAS Mobile’ 앱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알림 설정>
* 메일 : 각 장치에서 신호가 발생했을 시 설정된 메일 주소로 메일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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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S Mobile’ 앱을 다운로드 받아 장치를 등록 합니다.  등록된 NVR을 선택 시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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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가방범 ON/OFF : Live 화면에서 자가방범 ON/OFF를 할 수 있습니다.

* 설정에서 ‘푸시 사용’을 활성화 합니다.

* 푸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자가방범’ 버튼 클릭으로 ON/OFF를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됐을 시 아래 시간 표시 옆에 ‘경비중’ 문구가 표시됩니다.

* 경광등’ 버튼 클릭으로 경광등을 OFF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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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시스템연동설정

1. IoT 서버 설정 : NVR을 서버에 등록하여 게이트웨이의 상태나 센서 이벤트 정보를 서버에 통보합니다. ‘설정 → 시스템 → 
스마트-IoT → IoT서버설정’ 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설정 : 등록한 IoT 서버의 이름과 주소를 나타냅니다.>
<‘+’ : 표 하단의 + 버튼을 눌러 IoT 서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름 : IoT 서버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 네트워크 프로토콜 : IoT 서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 주소, 포트, 경로: IoT 서버의 주소, 포트, 경로를 설정합니다.
* NVR 등록 : IoT 서버에 NVR을 등록합니다.

* NVR 교체 : IoT 서버에 이미 등록된 NVR을 다른 NVR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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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게이트웨이 설정 : 무선수신기(RF-Linker)가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 ‘설정 → 시스템 → 스마트-IoT → 
IoT게이트웨이 설정’ 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설정 : 등록한 IoT 게이트웨이의 MAC주소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 ‘+’ : 표 하단의 + 버튼을 눌러 IoT 게이트웨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ID : IoT 게이트웨이를 식별할 수 있는 ID를 설정합니다.
* 인터페이스 타입 : 등록할 IoT 게이트웨이의 인터페이스 타입을 설정합니다.

* MAC 주소 : 등록할 IoT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를 설정합니다. 
* 위치 : 등록할 IoT 게이트웨이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3. 고급 설정 : NVR 설정 및 IoT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시스템 → 스마트-IoT → 고급 설정’ 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NVR- 장치 ID : NVR의 장치 ID를 설정합니다.
- 사이트 ID : NVR의 사이트 ID를 설정합니다.

- 위치 : NVR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 통보 주기 : IoT 서버에 NVR의 정보를 통보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합니다.
- 통보 타임-아웃 : IoT 서버에 통보를 시도할 타임-아웃 기간을 설정합니다.

- 통보 재시도 수 : IoT 서버에 통보를 실패할 경우 재시도할 횟수를 설정합니다.
- 통보 재시도 지연 : IoT 서버에 통보를 실패할 경우 재시도까지 대기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 네트워크 알람 유지 시간 : 네트워크 알람 이벤트의 유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IoT 게이트웨이
- IoT 게이트웨이 장애 검사 : IoT 게이트웨이의 장애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 통보 주기 : IoT 게이트웨이의 상태를 통보할 주기를 설정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확인 주기 : IoT 게이트웨이의 업그레이드할 펌웨어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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