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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메뉴

제어 패드의 중앙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 

- 위 또는 아래 버튼을 눌러 메뉴에서 커서를 움직입니다 .
- 오른쪽 또는 왼쪽 버튼을 눌러 값을 변경합니다 .

-  기호가 나타나면 중앙 버튼을 눌러 항목을 선택하거나 하위 
메뉴를 엽니다 .

화면 아래쪽의 탐색 항목
- 다음 메뉴로 이동하려면 NEXT 를 선택합니다 .
- 이전 메뉴로 돌아가려면 BACK 또는 RETURN 을 선택합니다 .
-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SAVE ALL 을 선택합니다 .
- 설정 메뉴를 닫으려면 EXIT 를 선택합니다 .

Menu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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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인 메뉴

1.1.1 렌즈 메뉴

LENS 조리개 설정
SHUTTER/AGC 자동 및 수동 노출 제어
WHITE BAL 화이트 밸런스 설정
BACKLIGHT 역광 보정 설정
PICT ADJUST 이미지 조정 설정
DYN 동적 범위 설정
MOTION DET 비디오 동작 탐지 설정
PRIVACY 프라이버시 마스킹 설정
DAY/NIGHT 주 / 야간 설정
DNR 디지털 노이즈 저감
CAMERA ID 카메라 식별
SYNC 동기화 모드 설정
LANGUAGE 언어 설정
CAMERA RESET 모두 공장 출하 기본값으로 복원
SAVE ALL 모든 설정 저장

LENS MANUAL
AUTO TYPE DC

MODE OPEN, CLOSE, AUTO

SPEED 0 - 255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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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셔터 /AGC( 자동 게인 제어 ) 메뉴
SHUTTER/AGC AUTO HIGH LUMINANCE

MODE SHUT+AUTO IRIS, AUTO 
IRIS

BRIGHTNESS 0 - 255
RETURN

LOW LUMINANCE
MODE AGC, OFF
BRIGHTNESS x0.25, x0.5, x0.75, x1.0
RETURN

MANUAL MODE SHUT+AGC
SHUTTER 1/60, 1/120, 1/250, 1/500, 1/

1000, 1/2000, 1/4000, 1/
10000(NTSC)1/50, 1/100, 1/
250, 1/500, 1/1000, 1/2000, 1/
4000, 1/10000(PAL)

AGC 6, 12, 18, 24, 30, 36, 42, 44.8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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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화이트 밸런스 메뉴

- ATW( 화이트 밸런스 자동 추적 ) 및 PUSH( 전체 풀인 : 1,800K - 
10,500K) 가 색온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합니다 . 

- 사진에서 특정 유형의 형광성 빛이 주기적으로 색상 변화를 
일으키면 ANTI CR( 색유동 방지 ) 을 사용하십시오 . 

- 화면을 채우는 흰색 피사체에 대한 참조를 확인하여 PUSH 
LOCK 을 사용하십시오 .

WHITE BAL ATW SPEED 0 - 255
DELAY CNT 0 - 255
ATW FRAME x0.5, x1.0, x1.5, x2.0
ENVIRONMENT INDOOR, OUTDOOR
RETURN

PUSH
USER1 B-GAIN 0 - 255

R-GAIN 0 - 255
RETURN

USER2 B-GAIN 0 - 255
R-GAIN 0 - 255
RETURN

ANTI CR
MANUAL LEVEL 0 - 255

RETURN

PUSH 
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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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역광 메뉴

- BLC(역광 보정)를 사용하면 밝은 배경 앞의 어두운 피사체를 볼 
수 있습니다 . 

- HLC( 하이라이트 보정 ) 를 사용하면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둡게 
하고 이미지의 번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예 , 자동차 
전조등 ). 

1.1.5 사진 조정 메뉴

1.1.6 동적 범위 설정 메뉴

- DYN( 동적 범위 설정 ) 을 사용하면 하이라이트 압축 및 대비 
강조로 동적 범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BACKLIGHT OFF
BLC
HLC

PICT ADJUST MIRROR ON, OFF
BRIGHTNESS 0 - 255
CONTRAST 0 - 255
SHARPNESS 0 - 255
HUE 0 - 255
GAIN 0- 255
RETURN

DYN OFF
ON LUMINANCE LOW, MID, HIGH

CONTRAST LOW, MIDLOW, MID, 
MIDHIGH, HIGH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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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동작 탐지 메뉴

- ENABLE 기능은 동작 탐지가 작동되지 않는 지역 / 구역을 
설정합니다 . 

- BLOCK DISP ENABLE 기능을 종료하려면 설정 버튼을 아래로 
길게 내립니다 .

1.1.8 프라이버시 마스킹 메뉴

- 동작 탐지의 MONITOR AREA 가 켜진 경우 4 개의 영역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OTION DET OFF
ON DETECT SENSE 0 - 127

BLOCK DISP OFF, ON, ENABLE
MONITOR AREA OFF, ON
AREA SEL 1 - 4
TOP 0 - 244(NTSC), 288(PAL)
BOTTOM 0 - 244(NTSC), 288(PAL)
LEFT 0 - 474(NTSC), 468(PAL)
RIGHT 0 - 474(NTSC), 468(PAL)
RETURN

PRIVACY OFF
ON AREA SEL 1 - 8

TOP 0 - 244(NTSC), 288(PAL)
BOTTOM 0 - 244(NTSC), 288(PAL)
LEFT 0 - 474(NTSC), 468(PAL)
RIGHT 0 - 474(NTSC), 468(PAL)
COLOR 1 - 8
TRANSP 0.00, 0.50, 0.75, 1.00
MOSAIC OFF, ON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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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또는 프라이버시 마스킹 지역 선택
영역 1, 2, 3 또는 4(8) 를 선택합니다 .
- 위 : 탐지 영역의 상한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
- 아래 : 탐지 영역의 하한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
- 왼쪽 : 탐지 영역의 왼쪽 한도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
- 오른쪽 : 탐지 지역의 오른쪽 한도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

1.1.9 주 / 야간 메뉴

EXT 가 켜진 경우 IR 차단 필터가 외부 입력에 의해 전환됩니다 (*I/O 
연결 상태의 실제 D/N 카메라만 해당 ). 
- EXT1 의 경우 알람 입력이 높으면 카메라가 야간 모드로 

전환됩니다 . EXT2 의 경우 알람 입력이 낮으면 카메라가 야간 
모드로 전환됩니다 . 

- 카메라가 NIGHT 모드로 전환되면 출력 릴레이가 닫힙니다 .

1LEFT RIGHT

TOP RIGHT

BOTTOM

1

reduce extend

DAY/NIGHT AUTO BURST OFF, ON
DELAY CNT 0 - 255
DAY->NIGHT 0 - 255
NIGHT->DAY 0 - 255
RETURN

COLOR
B/W BURST OFF, ON
EXT* EXT1, EXT2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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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디지털 노이즈 저감 메뉴

1.1.11 카메라 ID 메뉴

ON 이 선택되면 화면에 가상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 제어 패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문자로 이동하고 선택합니다 . 이 작업을 반복하여 
원하는 카메라 ID 를 입력합니다 . 최대 52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1.1.12 언어 메뉴

DNR DNR MODE OFF, Y, C, Y/C
Y LEVEL 0 - 15
C LEVEL 0 - 15
RETURN

CAMERA ID OFF
ON

RETURN

LANGUAGE 영어 , 일본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 포르투갈어 , 
스페인어 , 중국어 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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