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tup Guide
로그인

장비 운영
1. 라이브 상태 바 & 팝업 메뉴

검색

시간 설정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에서 검색을 클릭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에서 설정 클릭
시스템 탭 클릭=> 날짜/시간 클릭
2. 날짜와 시간을 조정 후 적용 확인 클릭

날짜

“기본 암호 는 없습니다”

설정 메뉴 전체 표시

시간
화면 분할 모드 변경
자동 화면 순차 전환
하드디스크 사용량
시스템 잠금 상태 표시
스케줄러 상태 표시

•
•
•
•
•

네크워크 연결 상태 표시

시간 : 달력의 월/날짜/시간에 의한 검색
이벤트 : 이벤트 로그에 의한 검색
포스장치 : 포스 처리 데이터에 의한 검색
썸네일 : 특정 채널을 일정한 주기 시간단
위로 재생
파노라마 : 특정 채널을 전체 채널에서 프
레임 단위로 연속으로 재생

음성 출력 채널 표시

라이브 화면에서 어디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라이브 팝업 메뉴를 볼
수 있음
설정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설정을 클릭하거나,
리모컨의 ‘MENU’ 버튼 클릭 (제품에 따라 설
정모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음)

HDD 설정

2. 검색 상태 바

•
•

해상도 변경

달력에서 검색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
아래 위치한 타임 라인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

백업

모니터 해상도 변경시 설정->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해상도(1280x720,1280x1024,
1920x1080 변경 가능)

1. 화면 분할
2. 자동 화면 순차 전환
3. 역방향 배속 재생 : 역방향 재생 x2, x4, x8, x16,
x32, x64 배속
4. 역방향 재생: 역방향 기본 배속 재생
5. 역방향 저속 재생 : x ½ , x ¼ 배속
6. 일시정지 / 프레임 한장씩 넘기기
7. 정방향 저속 재생 : x ½ , x ¼ 배속
8. 재생 : 정방향 기본 배속 재생
9. 정방향 배속 재생 : x2, x4, x8, x16, x32, x64 배속
10. 정지 : 재생 종료 후 라이브 모드로 이동함
11. 상태 정보

1. USB 장치 연결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백업을 실행하거나, 검색 모드
에서 백업을 실행
2. 백업 장치를 검색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
간대의 채널 별로 백업을 실행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
시스템 탭 클릭=> 저장장치 클릭
2. 활성화 된 HDD 탭 옆에 포맷을 클릭
3. 덮어쓰기 체크
4. 적용 => 확인

Quick Setup Guide
네트워크 설정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에서 설정을 클릭
네트워크 탭 클릭=> 주소 클릭
2. DHCP 클릭 하면 자동으로 IP 수신
3. DHCP 클릭 해제 후 설정 값 그대로 IP 입력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입력
(DNS IP 는 168.126.63.1 입력)
(공유기 주소 192.168.10.1 이라면
DVR 은 192.168.10.100 이후로 입력)

모바일 뷰어 설정

웹 뷰어 사용 (익스플러로, 사파리)

1. 아이폰 - 앱 스토어 에서 “Mr.Patrol”검색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에서
“Mr.Patrol” 검색
2. 모바일에 “Mr.Patrol” 설치 한다.

인터넷 익스플러로나 사파리를 이용해 해당
DVR 의 영상을 관제 가능
1. 주소 창에 설정 하신 도메인 네임을 입력
예) “0c6848.3r-global.com”
2. 해당 사이트 안내창 확인 후 사이트 보안
을 허락 하면 프로그램 설치됨
3. 계정에 DVR 로그인 ID, 패스워드 입력

6. 도메인 이름 (6자리.3r-global.com)생성

공유기 설정
1. 공유기 설정에 DVR IP 입력 방법
=> DMZ 에 해당 DVR IP 입력

4. 포트탭으로 이동하여 감시, 검색, 설정
포트 “8000” 동일 하게 입력
(UPNP 기능 체크 시 공유기 UPNP 기능이
있을 경우 설정 값이 자동 포트포워딩 됨

2. 공유기 설정에 DVR IP 입력 방법
=> 포트 포워딩 에 해당 DVR IP 와 포트
입력

5. DDNS 탭으로 이동 DDNS 타입 클릭
ONAIRCCTV.CO.KR 선택
(DDNS 테스트 성공 확인 후 적용시 도메인
이름 생성됨)

저장 서버 리스트

서버 리스트 등록

DVR 서버에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름(Name) : DVR 서버 이름을 입력
주소(Address) : IP 주소 또는 DDNS 이름
을 입력
포트(Port) : DVR의 설정에서 감시에 있
는 포트를 입력
계정(User) : 접속할 계정을 입력하세
요.(기본 설정 ＂admin＂).
암호 (Password) : 계정의 암호 입력
입력이 끝나면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을 저장 버튼을 선택하여 설정 저장
(원하는 서버를 길게 눌러 서버 편집 가능)

라이브

검색

4. 로그인 완료 시 웹 뷰어 실행 후 관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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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