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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 Proprietary ㈜아이디스의 기술자산으로서 기술자료 관리부서의 허가 없이 복사 및 활용을 금합니다. 

1. 목적 

본 설명서는 NDR Series에서 S/W 재설치 방법을 설명합니다. 

 

2. 사용 방법  

1. 최신버젼의 INEX SW있는 CD or USB 메모리를 장착 합니다. (전면에 USB 여유가 없는 경우 후면 USB단자

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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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측의 그림과 같이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INEX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좌측의 그림과 같이 설정항목이 나오는데, 1번 박스란에 마우스 우 클릭하시고, 2번 박스란과 같이 "INEX 

설정 정보" 를 클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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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번 박스와 같이 INEX 설정창 종료를 위해 "X" 를 눌러줍니다. 이 후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주의) idisman은 소문자로 해주세요. 

순서) 1번 박스 클릭 후 "idisman" 치고, 2번 박스의 확인을 눌러주세요. 

 

 

5. 1번 박스와 같이 INEX 설정창 종료를 위해 "X" 를 눌러줍니다. 이 후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6. 좌측의 박스처럼 "시작" 이 표시되면 Windows 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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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신버젼의 INEX SW 에서 "iXVR Setup"을 실행합니다.  

EX) 시작>내컴퓨터>저장장치(CD or USB)>iXVR Setup 

8. 실행창 팝업시 "Next"클릭합니다. "Close"가 나올 때까지 진행 후 설치종료 합니다. 

 

 

9. 설치 지역 및 사용자에 따라 설정 및 추후에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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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EX 서버 SW가 업그레이드 완료 되었습니다. 

*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안되었을 시 iNEX를 제거 후 재 설치 합니다. 

 

 

11. Windows 환경에서 iNEX Uninstall 실행합니다. 

순서)시작>모든프로그램(P)>iNEX>Uninstall 

12. "Yes"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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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nex 제거 진행합니다. 

14. "Do not remove" 실행을 합니다. 

설명) 13-1) Do not remove  

:설정값, 영상데이터 유지 

13-1) Remove all 

:설정값, 영상데이터 모두 삭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