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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설명서는 NDR Series에서 카메라 등록 및 이름 변경 방법을 설명합니다. 

 

2. 사용 방법  

 카메라 등록방법 

1. 시스템(S) > iNEX 설정으로 진입 

등록전 카메라 정보값에 대해 예를 들면 하기와 같습니다 

* 등록 진행 할 카메라 정보 * 

1)카메라 IP주소 : 192.168.0.65 

2)카메라 ID : admin / PASS:없음 

3)카메라 MODEL : MNC312D 

 

 

2. iNEX설정창에 진입하면, 하단부의 1번 BOX와 같이 

" +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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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번 BOX를 클릭하면, 자동검색 / IP주소 / DVRNS / 도메인 네임 / 장치 정보 파일 등 5가지 항목중 택1 

[정보] 

자동검색 : 같은 로컬망에 물려있는 카메라를 등록 

IP주소 : 카메라에 IP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 

DVRNS : 이름주소로 검색하여 등록 

도메인 네임 : 장치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장치 정보 파일: *.xml 설정파일 읽어 등록 

4. 카메라 등록 시 2번 BOX 3개의 차이점 

상태란의 등록되지 않음 

-> 클라이언트와 같은 IP 대역으로 등록 시 사용가능 

상태란의 유효하지 않은 IP범위 

-> 클라이언트와 다른 IP 대역으로 등록이 안됨. 

상태란의 지원되지 않는 프로토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SW 버전이 낮거나, 당사 카메라가 아닌 

타사카메라로서 지원이 안될 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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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번과 같이 등록할 카메라 선택 후 하단부의 "장치등록" 을 클릭하면 카메라의 ID/PASS 기입 후 "확인" 을 

상태란에 등록되지 않음 -> 등록됨 으로 변경 

[2번 그림 참조] 

* 녹화 서비스 & 스트리밍 서비스 

DVR대수와 관계없이 카메라의 대수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수 많큼 [30ch]이 변경됩니다. 

 

 

 장치 이름변경방법 -1 

1. 그림과 같이 장치에 마우스 대고 우 클릭 "장치수정" 선택 

2. 그림과 같이 장치 이름 수정 가능 

"장치 이름 동기화" 의 Default값으로는 체크 되어 있으나, 체크 해제 후 이름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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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이름변경방법 -2 

1. 장치 옆의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여 녹화기에 등록되어 있는 카메라 이름명 확인 가능 

[참고] 

"장치 이름 동기화" 해제된 상태에서 진행  

 
 

2. 해당 카메라 선택 후 "장치수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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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 CAM 3 -> 회사내부 로 변경 

[참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선택하세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