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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1.1  경고
다음에 표시되어 있는 안전에 관련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본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세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  감전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 위에 물, 커피, 음료수 등의 액체가 담긴 용기를 올려두지 마세요.
- 화재, 감전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전선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거나 심하게 구부리지 마세요.
-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의 표면을 닦을 때에는 물, 화학약품, 세척제 등으로 닦지 마시고 항상 마른수건을 이용하여 닦으세요.
-  감전, 고장 또는 제품표면의 칠이 벗겨지는 원인이 됩니다.

• 습기, 먼지, 그을음 등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세요.
-  감전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전원 플러그를 뺄 때에는 플러그를 잡고 천천히 빼세요.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거나 헐거운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지 마세요.
-  감전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본 제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본 기기에는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  화재, 감전 및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이 설치된 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물기, 전선손상, 설치 불안정 등) 위험요소들
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  감전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본 기기에 연결한 전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품이 설치된 곳과 벽면 콘센트와 적어도 15 Cm 이상 거리를 
두세요.
- 화재, 감전 및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을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거나 난방기구와 근접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을 통풍이 원활하고 높지 않은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 고장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전원 콘센트는 접지되어야 하며 전압범위는 정격의 10% 이내의 것을 사용하세요. 동일한 전원 콘센트에 헤어
드라이어, 다리미, 냉장고 또는 전열기기 등을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건전지 교체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건전지로 교체하세요. 건전지 폐기시 생산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
하세요.
-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 오래된 하드디스크는 고장시 저장된 내용을 복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하드디스크는 녹화시 
“Damaged” 라고 화면에 나타납니다. 수명이 다 된 하드디스크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구입처에 연락하여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하세요. 
- 사용자의 오용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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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의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아래의 주의사항들을 주의깊게 읽고 지시에 따라 설치하세요.
• 습기, 먼지, 그을음 등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세요.
•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이나 난방기구가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곳이나 자성이 있는 물체가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온도가  너무 높은 곳(40℃ 이상)이나 낮은 곳(0℃ 이하)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전도가 강한 물체를 제품의 환풍구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항상 본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세요.
• 제품을 설치할 때 연결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 평탄하지  않거나 환풍이 되지  않는 장소, 진동이 심한 장소에는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 라디오나 TV 같은 전자제품이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인하는 서비스 기사 이외에는 제품을 분해하지 마세요.
• 제품상단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지 마세요.

• 이물질이 제품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제품을 설치하세요.
- 전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벽면콘센트에서 적어도 15Cm 이상 떨어진 곳에 제품을 설치하세요.

• 강한 전파, 자성을 지닌 제품 또는 방송수신기가 인접한 장소에는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 제품상단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지 마세요.

-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평탄하고 안정된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세요.

-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세요.

- 온도가 너무 높은 곳(40°C 이상)이나 낮은 곳 (0°C이하)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진동이나 충격 등으로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품이 설치된 장소와 인접한 곳에서는 물체를 던지지 마세

요.
•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이나 난방기구가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통풍이 잘되는 공간에 제품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 주위 환경에 따라 제품의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변압기(AVR) (Automatic Voltage Regulator)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전기 방지를 위해 페라이트 코어를 전선에 감을 것을 권장합니다.
• 전원 콘센트는 접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에서 소음 또는 냄새가 날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기적으로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으세요.

-  건전지 교체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건전지로 교체하세요. 건전지 폐기시 생산자의 지시에 따
라 폐기하세요.

- 사용자의 오용으로 인한 고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 사용중에 제품을 이동하거나 뒤집지 마세요.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사용하기 전에 | ko  5

Bosch Security Systems  사용 설명서 F01U | 2.0 | 2008.12

2  사용하기 전에 

2.1  제품의 특징
• 안정적인 운영체제 채택.
• MPEG-4 코덱 적용으로 최적의 압축률 실현.
• 2TB 까지 내부 저장장치 확장 가능. 
• NTSC 또는 PAL 비디오 포맷 선택가능.
• 실시간 녹화

- 최대 480IPS@352 X 240: DVR-16K, DVR-16L NTSC
- 최대 400IPS@352 X 288: DVR-16K, DVR-16L PAL
- 최대 240IPS@352 X 240: DVR-8K, DVR-8L NTSC
- 최대 200IPS@352 X 288: DVR-8K, DVR-8L PAL

• 다양한 녹화 해상도 및 품질 지원
- 4CIF (704x480), 2CIF (704x240), CIF(352x240) : NTSC
- 4CIF (704x576), 2CIF (704x288), CIF(352x288) : PAL.
- 5단계 녹화품질 (최고, 높음, 표준, 낮음, 최저).

•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친화적인 GUI 채택으로 손쉬운 구동.
- 광 마우스, 전기능 구동 가능한 적외선 리모컨, 조그셔틀 채택.

• 강력한 복합기능 구현.
- 실시간 영상표시, 녹화, 재생, 네트워크 전송, 백업을 동시 수행 가능. 

• 다양한 검색기능.
- 날짜/시간 검색 (달력 검색), 이벤트 검색, 북마크 검색, 스마트 검색.

• 이벤트 파티션 녹화로 이벤트 데이터 보호 기능.
• 프리(PRE.) 알람 녹화. (최대 1분).
• 움직임 감지 녹화 및 움직임 감도 변경에 따른 동작상태 사전 점검 기능. 
• 각 카메라별 녹화화질 및 초당 녹화 장수 설정 가능.
• 강력한 녹화일정 관리. 
• 감시모드에서의 긴급재생. 
• 영상/음성의 완벽한 동기화.
• 스케줄 설정에 의한 자동 백업.
• 영상(화면) 인증 (Watermark).
• 3개의 USB 2.0 포트를 통한 백업 인터페이스.
• 환경설정 파일의 가져오기/내보내기 기능.
• USB 저장장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용이.
•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최대 100개의 DVR 서버를 관리.
• 1대의 DVR에 최대 5개의 클라이언트 사용자 접속 가능.
• 본 기기에 연결된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대역폭 설정값을 조정.
• Alarm Notifier (긴급감시) 소프트웨어 또는 e-mail을 통한 원격알람 통지.
• NTP 서버를 이용한 시간과 날짜의 동기화. 
• 일광 절약시간 기능.
• 카메라 숨기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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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리 (단계별 사용자 관리). 
• PTZ 동작. 

- 자세한 내용은 “8.2.4 지원하는 PTZ 카메라 목록”을 참조. 
- 돔 카메라 원격조정 (OSD 제어). 

참고:
본 설명서는 DVR-16L (16 채널)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2  부속품

리모컨 리모컨용 AAA 형 건전지 랙 마운트 브라켓

마우스 Divar MR 소프트웨어 설치 CD 랙 마운트 브라켓용 나사못

SHIELD

CTRL   1

1A
1B
2A
2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GND

GND

GND

GND

R
E
L
A
Y

3A
3B
4A
4B

SHIELD

CTRL   2

IN

IN

IN

IN

SHIELD

CTRL   3

SHIELD

CTRL   4

SHIELD

SHIELD
CTRL   5

전원 연결선 알람 I/O 와 Biphase용 연결보드
그림 2.1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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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면부
DVR-16K / DVR-16L

a b c d e f

g h i j k l

DVR-8K / DVR-8L
a b c d e f

g h i j k l

그림 2.2  전면부

a b B v V 버튼: 메뉴 항목을 선택 또는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ENTER): 메뉴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b 특수기능 버튼

:  설정메뉴를 나타냅니다.

:  모니터 A의 화면모드 (전체화면, 4, 6, 8, 9, 또는 16 분할화면)를 설정하기 위한 메뉴를 나타냅니다. 
화면 출력을 VGA 모니터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  모니터 B의 화면모드 설정 메뉴를 나타냅니다. 화면 출력을 MON A 모드로 설정합니다.

:  연결된 PTZ 카메라를 제어 하기 위한 PTZ모드로 변경합니다.

:  다중화면 보기 화면을 다른 다중화면 보기 모드로 변경합니다.

:  순차모드로 모든 채널을 보여줍니다.

:  검색메뉴를 나타냅니다.

:  선택한 카메라 (노란색 경계선)의 즉시 녹화를 시작 또는 중지합니다.

:  동작중인 알람을 취소하고 알람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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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디스크 넣는 곳 (DVR-8L 및 DVR-16L 모델만 적용)
디스크를 삽입하세요.

d 채널 버튼 
채널 버튼을 눌러 숫자를 입력하거나 ALT 버튼과 함께 눌러 각 버튼의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채
널 DVR의 COPY, IRIS +, SET, CLEAR, MOVE 및 TOUR 버튼은 ALT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버튼의 LED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꺼짐: 현재상태가 실시간 화면일 때.
-  붉은색: 녹화중일때 켜지고 이벤트 발생시 깜빡임. 

• (1) OPEN: 디스크를 열거나 닫습니다. (DVR-8L 및 DVR-16L 모델만 적용).
• (2) LOCK: 사용자 유형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작 제한을 위한 LOCK 메뉴를 화면에 나타냅니다. 
• (3) ZOOM - / (4) ZOOM +: PTZ 카메라의 줌 단계를 조정 합니다.
• (5) LOG: 시스템 로그 목록을 나타내거나 종료합니다.
• (6) INFO: 시스템 정보를 나타내거나 종료합니다.
• (7) FOCUS - / (8) FOCUS +: PTZ 카메라의 초점을 조절합니다.
• (9) COPY: 녹화된 데이터를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합니다.
• (10) MARK: 녹화검색을 위해 특정 지점을 설정합니다. 녹화된 데이타의 한개 채널을 재생할때 특정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1) IRIS - / (12) IRIS +: PTZ 카메라의 조리개 위치를 조정합니다.
• (13) SET: PTZ 카메라의 프리셋 위치를 등록합니다.
• (14) CLEAR: 기억된 PTZ 카메라의 프리셋 위치를 삭제합니다.
• (15) MOVE: PTZ 카메라에 등록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 (16) TOUR: PTZ 카메라에 등록된 모든 프리셋 위치로 차례대로 이동합니다. 

e 셔틀 링 (Shuttle Ring): 재생화면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빠르게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f 조그 다이얼 (JOG dial):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구분 동작 검색합니다.일시정지 상태에서 녹화된 화면을 다
이얼을 돌려 한장면 씩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설정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g ESC: 설정값을 저장하지 않고 메뉴를 취소하거나 이전 단계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h 재생 컨트롤 버튼

- X: 재생을 일시정지 할 때.
- m: 녹화된 영상을 역방향으로 검색할때.
- bB: 재생 또는 역방향으로 재생할 때.
- M: 녹화된 영상을 정방향으로  검색할 때. 
- x: 재생을 정지할 때.

i 표시등
 : DVR에 전원이 연결되었을 때 켜집니다.
 : 하드디스크가 동작중일 때 점멸합니다.
 : 알람이 동작중일 때 켜집니다.
 :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었을 때 켜집니다.
j USB 접속단자

재생 또는 백업을 위한 외부 USB 저장장치를 연결합니다.
k 리모컨 수신부

리모컨을 리모컨 수신부를 향해 사용하세요.
l ALT

본 기기 전면부의 채널버튼에 표시된 부가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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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후면부
DVR-16K / DVR-16L

a b c

d e f g h i j k flm n o

DVR-8K / DVR-8L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그림 2.3 후면부

a VIDEO INPUT: 카메라의 출력단자와 연결하세요.
b LOOP OUT: 입력된 영상을 재출력 할 경우 연결하세요.
c 전원 코드 입구 (Power Cord Inlet (AC IN)): 전원 연결선을 연결하세요. 
d AUDIO OUT: 외부기기의 오디오 입력단자와 연결하세요
e BIPHASE: 제공한 15핀 D형태 연결 보드를 이용하여 팬/틸트/줌(Pan/Tilt/Zoom) 제어 장치를 연결하세요. 
f AUDIO IN: 외부기기의 오디오 출력단자와 연결하세요.
g ALARM I/O: 제공한 25핀 D형태 연결 보드를 이용하여 최대 16개의 알람 입력 신호 또는 최대 8개의 알람 

출력 신호를 연결하세요.
h RS-422/485 단자: RS422/485 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연결하세요.
i KBD IN: BOSCH CCTV 키보드를 연결 하세요. 
j COM1: PC와 같은 RS-232C를 지원하는 기기와 연결하세요.  
k ETHERNET 포트: 이더넷 10/100Mbps 네트워크 연결선을 연결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PC로 본 기기를 조작

할 수 있습니다. 
l MON B (BNC 형태): 스팟(Spot) 모니터 또는 화면 표시 장치를 연결하세요. 
m MON A (BNC 형태): 주 모니터 또는 화면 표시 장치를 연결하세요.
n VGA: VGA 모니터를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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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USB 포트: 외부 USB 장치를 연결하세요. (예: 마우스, 메모리 스틱).

2.5 리모컨 이름과 기능

그림 2.4  리모컨

•  LOCK: 사용자 유형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작 제한을 위한 LOCK 메뉴를 화면에 나타냅니다.
• ACK: 동작중인 알람을 취소하고 알람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 : 모니터 A의 화면모드 (전체화면, 4, 6, 8, 9, 또는 16 분할화면)를 설정하기 위한 메뉴를 나타냅니다. 

• : 모니터 B의 화면모드 설정 메뉴를 나타냅니다. 

• : 다중화면 보기 화면을 다른 다중화면 보기 모드로 변경합니다. 

• : 순차모드로 모든 채널을 보여줍니다.
• ESC: 설정값을 저장하지 않고 메뉴를 취소하거나 이전 단계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 MENU: 설정메뉴를 나타냅니다.
• b B v V 버튼: 메뉴 항목을 선택 또는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 ENTER: 메뉴항목을 선택하거나 다중화면에서 선택한 카메라를 전체 화면으로 나타낼때 사용합니다. 전체 화

면에서 다시한번 버튼을 누르면 다중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COPY: 녹화된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복사합니다.
• SEARCH: 검색메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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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녹화검색을 위해 특정 지점을 설정합니다. 녹화된 데이타의 한개 채널을 재생할때 특정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AUSE (X): 재생을 일시정지 할 때.
•  STOP(x): 재생을 정지할 때.
•  REC (z):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합니다.
•  m / c: 역방향 검색; 녹화된 영상을 역방향으로 검색합니다.
•  bB: 정방향 재생 또는 역방향으로 재생합니다.
•  M / C: 정방향 검색; 녹화된 영상을 정방향으로 검색합니다.
•  숫자 버튼 (0, 1-9): PTZ 카메라의 프리셋 번호, ID 또는 채널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  INFO: 시스템 정보를 나타내거나 종료합니다.
•  LOG: 시스템 로그 목록을 나타내거나 종료합니다.
•  PTZ: 연결된 PTZ 카메라를 제어 하기 위한 PTZ모드로 변경합니다.
•  TOUR: PTZ 카메라에 등록된 모든 프리셋 위치로 차례대로 이동합니다. 
•  ZOOM + / -: PTZ 카메라의 줌 단계를 조정 합니다. 
•  FOCUS + / -: PTZ 카메라의 초점을 조절합니다.
•  IRIS + / -: PTZ 카메라의 조리개 위치를 조정합니다.
•  PRESET

- SET: PTZ 카메라의 프리셋 위치를 등록합니다.
- CLEAR: 기억된 PTZ 카메라의 프리셋 위치를 삭제합니다.
- MOVE: PTZ 카메라에 등록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  ID: 본 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여러대 사용할 때 동작하려는 제품의 고유 ID를 리모컨에 입력하여 사용합니
다. ID버튼을 누른후 2초 안에 숫자(1-9)를 입력하세요. 여러대의 제품을 동시에 동작하려면 "0" 을 선택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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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및 초기 설정하기 
주의 
• 여러가지 방법으로 카메라 또는 외부 기기를 본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결정보는 카메라 또는 

외부기기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카메라의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세요. 
• 초기 메인 모니터 (MON A)는 VGA 모드로 시동 됩니다. 메인 모니터 선택은 "3.12 모니터 유형 선택하기"를 

참조하세요. 

3.1  기본적인 연결 보기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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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4A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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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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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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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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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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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L
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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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
7A
8ASHIELD

CTRL   2
I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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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HIELD

CTRL   3

SHIELD

CTRL   4

SHIELD

SHIELD

CTRL   5

a b
c

e

d

f g h

i j k l m n

그림 3.1  기본적인 연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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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축 연결용 카메라를 연결하세요.
b 모니터, DVR, 비디오, 또는 다른 장치를 연결하세요.
c 전원 코드를 연결하세요. 
d 앰프와 연결하세요. 
e 제공한 15핀 D형태 연결 보드를 이용하여 팬/틸트/줌(Pan/Tilt/Zoom) 제어 장치를 연결하세요.
f 제공한 25핀 D형태 연결 보드를 이용하여 최대 16개의 알람 입력 신호 또는 최대 8개의 알람 출력 신호를 연

결하세요.
g PTZ 카메라 또는 다른 DVR 기기를 연결하세요.
h BOSCH CCTV 키보드를 연결 하세요.
i 오디오 (Line 입력)를 연결하세요.
j 네트워크 연결선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RS232를 이용하여 PC와 직접 연결하면 PC로 본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k 모니터 B를 연결하세요. 
l 모니터 A를 연결하세요. 
m VGA 모니터를 연결하세요.
n 외부 USB 장치를 연결하세요. (예: 마우스, 메모리 스틱).

3.2  카메라 연결
75-ohm 동축 비디오 연결선(BNC 타입)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본 기기에 연결하세요. 각각의 카메라를 위한 2개의 
BNC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두 연결 단자 중 위쪽의 BNC 연결 단자는 카메라 입력을, 아래쪽의 BNC 연결 단자는 
입력된 카메라 신호를 다른 장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입력 연결들은 자동으로 차단 됩니다. 추가 장치가 연결 
되어 있지 않다면 출력 연결 단자에 차단기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카메라 신호가 추가 장치에 직접 연결되
어 있다면 75-ohm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3.3  모니터 연결
본 기기에 75-ohm 동축 비디오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니터를 연결하세요. 본 기기는 1Vpp CVBS 신호를 제공합니
다. 
모니터에 루프 쓰루 연결이 있고 루프 쓰루 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니터에서 75-ohm 임피던스 설정을 선택하
세요. 만약 모니터의 루프 쓰루 출력 단자가 추가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된 장치의 터미네이션은 75옴으로 설
정되며 모니터의 터미네이션 은 고 임피던스로 설정됩니다. (참고, 장치에서의 자동 터미네이션은 필요하지 않습니
다.) 

3.4  RS-232C (COM 1) 포트 연결
시리얼 RS-232C 포트는 PC와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트 입니다. PC의 시리얼 포트를 본기기에 연결하기 
위하여 null-modem 케이블을 이용하세요. 이 단자는 RS-232C 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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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CTV 키보드 연결 
키보드 입력 연결 단자는 외부 CCTV 키보드를 본 기기와 연결할때 사용합니다. 키보드를 KBD IN 단자에 연결하세
요. 짧은 거리 (최대 30m)인 경우, 키보드에 전원 및 신호 연결을 위해 표준 6-core telecom flat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와 Divar MR DVR사이의 거리가 30m이상일 경우에는 키보드 확장 세트 (별매품: LTC 8557)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부 키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트는 연결 박스, 케이블 및 알맞은 전원을 공급합니다. 

3.6  네트워크 연결
3.6.1 LAN 연결

LAN 포트에 다이렉트 이더넷 케이블 10/100 base-T 포트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연결선을 연결하세요. (별매품)

3.6.2 자동 네트워크 환경설정
본 기기는 DHCP를 통해 자동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6.3 수동 네트워크 환경설정
본 기기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등의 네트워크 속성을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7  USB 기기 연결
3.7.1 USB 메모리 장치

USB 메모리 장치를 본 기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USB 메모리 장치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소프트웨
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3.7.2 USB 백업 장치
USB 연결선을 이용하여 USB 백업장치를 본 기기의 후면부의 USB 포트와 연결하세요. 
(예: 하드디스크 (HDD) 또는 기타 외장 저장장치)

3.7.3 마우스
본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USB 마우스를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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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S-422/485 장치 연결
이 포트를 이용하여 PTZ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TZ 카메라가 연결되었을때, RS-422/485단자에 PTZ 시리얼 통신 선을 연결하세요. 

참고:
• 연결선을 연결할 때 본 기기의 TX - 는 PTZ 카메라의 RX - 와, 본 기기의 TX + 는 
PTZ 카메라의 RX + 와 정확히 연결하세요.

• 권장 초기 데이타는 9600 전송 속도(Baud Rate), 8 데이타 비트(Data bits), 1 스
톱 비트(Stop Bits) 그리고 패리티 없음(No parity) 입니다. 

• PTZ카메라를 연결할 때 카메라와 본 기기의 RS-485 설정에 따라 반드시 환경 설정 
메뉴의 설정을 변경하세요.

카메라

그림 3.2  RS-422/485 연결

RS-422/485 터미널 기능
TX- (DATA -) 데이터 송신
TX+ (DATA +) 데이터 송신
RX- (DATA -) 데이터 수신
RX+ (DATA +) 데이터 수신
GND 실드 (Shield)

표 3.1  RS-422-485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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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BIPHASE 포트 연결
Biphase 포트는 Bosch Biphase 통신을 사용하는 카메라와 연결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제어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5개의 Biphase 출력은 돔카메라와 팬, 틸트 및 줌 기능을 제어 합니다. 
공급되는 Biphase 포트는 본 기기에 연결되는 모든 Biphase 연결을 쉽게 합니다. 
Biphase 출력당 최대 케이블 길이는 1.5 킬로미터 (0.9 마일)입니다. Biphase 출력당 제어 가능한 최대 카메라 수
는 4개 입니다.  

18

915

SHIELD

CTRL   1

SHIELD

CTRL   2

SHIELD

CTRL   3

SHIELD

CTRL   4

SHIELD

SHIELD

CTRL   5

그림 3.3  Biphase 포트 연결

BIPHASE 포트 - 15-pole D-type 소켓

신호명 핀 번호 기능
Code 1 - 1 Biphase 컨트롤 채널 1 (음)
Code 1 + 2 Biphase 컨트롤 채널 1 (양)
Shield 3 시스템 그라운드 /케이블 실드
Code 2 - 4 Biphase 컨트롤 채널 2 (음)
Code 2 + 5 Biphase 컨트롤 채널 2 (양)
Shield 6 시스템 그라운드 /케이블 실드
Code 3 - 7 Biphase 컨트롤 채널 3 (음)
Code 3 + 8 Biphase 컨트롤 채널 3 (양)
Shield 9 시스템 그라운드 /케이블 실드
Code 4 - 10 Biphase 컨트롤 채널 4 (음)
Code 4 + 11 Biphase 컨트롤 채널 4 (양)
Shield 12 시스템 그라운드 /케이블 실드
Code 5 - 13 Biphase 컨트롤 채널 5 (음)
Code 5 + 14 Biphase 컨트롤 채널 5 (양)
Shield 15 시스템 그라운드 /케이블 실드

표 3.2  Biphase 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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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알람 입/출력 포트 연결
알람 입/출력은 25핀 D타입 소켓을 이용합니다. 공급되는 알람 입/출력 연결 보드는 본 기기에 연결되는 모든 알람 
연결을 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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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알람 I/O 포트 연결

3.10.1 알람 입력 연결
각 (알람) 입력은 압력 패드, 수동 적외선 감지기, 연기 탐지기 및 유사한 장치등과 같은 장치로 부터 연결된 릴레이 
접속에 의해 개폐될 수 있습니다.
N/O (Normally Open) 또는 N/C (Normally Closed)등으로 연결하세요. 환경 설정 메뉴에서 알람입력을 N/O 
또는 N/C 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값은 N/O 입니다. 

3.10.2 알람 출력 연결
8개의 알람 출력 릴레이는 알람 입력과 트리거에 응답합니다. 환경 설정 메뉴에서 알람입력을 N/O 또는 N/C 로 설
정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동작합니다. 알람 출력 릴레이에 어플리케이션(저항 로드)을 연
결하세요. 알람 출력 릴레이 접속은 1A 30V DC, 0.3A 125V AC를 초과 하지 마세요. 접속시 AC 전압을 사용하지 
마세요. 

알람 입/출력 25핀 D타입 소켓 

신호명 핀 번호 기능
Alarm_in_1 1 알람 입력 1
Alarm_in_2 2 알람 입력 2
Alarm_in_3 3 알람 입력 3
Alarm_in_4 4 알람 입력 4
Alarm_in_5 5 알람 입력 5
Alarm_in_6 6 알람 입력 6
Alarm_in_7 7 알람 입력 7
Alarm_in_8 8 알람 입력 8
Alarm_in_9 9 알람 입력 9
Alarm_in_10 10 알람 입력 10
Alarm_in_11 11 알람 입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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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_in_12 12 알람 입력 12
Alarm_in_13 13 알람 입력 13
Alarm_in_14 14 알람 입력 14
Alarm_in_15 15 알람 입력 15
Alarm_in_16 16 알람 입력 16
Relay1_A 17 릴레이 1 출력 극 1
Relay2_A 18 릴레이 2 출력 극 1
Relay3_A 19 릴레이 3 출력 극 1
Relay4_A 20 릴레이 4 출력 극 1
Relay5_A 21 릴레이 5 출력 극 1
Relay6_A 22 릴레이 6 출력 극 1
Relay7_A 23 릴레이 7 출력 극 1
Relay8_A 24 릴레이 8 출력 극 1

System Ground 25 섀시 접지 (Chassis Ground)

표 3.3  알람 입/출력 핀 구성

3.11 시스템 동작하기 
초기 영상 출력은 VGA 모니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본 기기를 켜세요. 시스템 부팅을 시작합니다. 시동중에는 주 모니터 화면에 BOSCH 로고가 나타납니다.
2. 시동이 완료되면 화면에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마우스 또는 방향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 유형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그림 3.5  로그인 창

- ADMINISTRATOR (관리자): 본 기기의 모든 기능을 동작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사용자: 환경설정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동작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용자: 화면 분할하기, 실시간화면 보기 이외의 모든 기능이 제한됩니다.

3. 화면에 나타난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초기 비밀번호는 “000000”으로 설정되어 있
습니다.)

4. LOCK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의 OK(LOCK)를 클릭하세요.
실시간 화면이 나타나며 기기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는 VGA 모니터와 컴포지트(Composite)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없으므로 두개의 모니터중 하나
의 모니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SPOT-OUT출력은 모니터 설정과 관계없이 항상 출력됩니다.

• 본 기기는 VGA 모니터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VGA모니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컴포지트
(Composite) 모니터 등 다른 유형의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화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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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유형에 따른 사용 권한

사용자 유형 ADMINISTRATOR 특별 사용자 일반 사용자

실시간 화면 감시 가능 가능 가능

알람 중지 가능 가능 불가능

PTZ 가능 가능 불가능

즉시 녹화 가능 가능 불가능

내보내기(Export) 가능 가능 불가능

검색 및 재생 가능 가능 불가능

메뉴 설정 (Setup)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시스템 중지 가능 불가능 불가능

표 3.4  사용자 유형별 사용 권한

3.12 모니터 유형 선택하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주화면을 나타내기위한 메인 모니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2.1 VGA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사용하기
1. VGA 모니터를 본 기기 뒷면의 VGA 단자에 연결하세요. 
2. VGA 모니터를 켜세요.

3.  본 기기 앞면의  A ( ) 버튼을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누르세요. DVR이 재시동 되며 VGA 모니터가 주 모
니터로 설정 됩니다.

그림 3.6  전면부의 A 버튼

3.12.2 CCTV (composite video type) 주 모니터로 사용하기
1. CCTV 모니터를 본 기기 뒷면의 MON A 단자에 연결하세요. 
2. CCTV 모니터를 켜세요.

3.  본 기기 앞면의 B ( ) 버튼을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누르세요. DVR이 재시동 되며 CCTV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설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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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면부의 B버튼 

참고:

A ( ) 또는 B ( ) 버튼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모니터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모니터 유형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재시동됩니다.

3.13 주 모니터 화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주 모니터 화면

ab c d e f g

그림 3.8  주 모니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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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널 번호: 채널 번호을 나타냅니다.
b 채널명: 편집된 채널명을 나타냅니다.
c 녹화 상태 아이콘: 녹화상태를 나타냅니다. 

- 붉은색 “점” 아이콘은 즉시녹화를 나타냅니다.
- 노란색 "달리는 사람" 아이콘은 움직임 검출에 의한 녹화를 나타냅니다.
- 붉은색 “알람 종”아이콘은 센서동작에 의한 녹화를 나타냅니다.

d 선택된 채널: 선택된 채널은 화면의 테두리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e 시스템 제어막대

•  : Setup 메뉴화면을 나타냅니다.

•  : 검색 메뉴화면을 나타냅니다.

•  : PTZ 제어를 위한 리모컨 창을 나타냅니다.

•  : LOCK 메뉴를 이용해 사용자 유형을 선택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억제합니다.

•  : 시스템 로그 목록화면을 나타냅니다.

•  : 시스템 정보화면을 나타냅니다.

•  : 알람을 끕니다.

•  : 모니터 A의 화면분할을 선택합니다.

•  : 모니터 B의 화면분할을 선택합니다.

•  : 재생중에 북마크를 최대 15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복사 (export) 메뉴 화면을 나타냅니다.

•  :하드디스크의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 N (일반 분할): 사용량/전체용량
- E (이벤트 분할): 사용량/전체용량

•  : 재생중 일시정지합니다.

•   : 재생데이터의 검색속도를 선택합니다.

•  : 선택한 채널을 즉시 재생합니다. 

•  : 재생을 정지합니다.
f 실시간 화면: 현재 감시하고 있는 실시간 화면을 나타냅니다.
g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참고:
마우스의 우측버튼을 이용하여 시스템 제어막대를 화면에 나타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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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실시간 화면모드 선택하기
3.14.1 모니터 A

주 모니터의 실시간 화면모드를 전체화면, 4개 보기, 6개 보기, 8개 보기, 9개 보기 또는 16개 보기 분할화면으로 설
정합니다. 

1. A ( ) 버튼을 누르거나 시스템 제어막대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주 모니터 화면모드 선택 메뉴가 나타납니다.

2. 화면모드를 선택하세요.

a b c d e

그림 3.9  모니터 A의 화면 모드 선택메뉴

a 모니터 A의 선택된 채널
b 채널버튼: 1-16 채널 버튼중 선택된 채널의 실시간 감시화면을 모니터 A에 나타냅니다.
c 화면 모드

• 전체 화면 모드: 선택한 채널을 전채 화면으로 나타냅니다.
• 4, 6, 8, 9 또는 16 분할 화면 모드: 선택한 분할모드로 화면이 나타냅니다.

d 선택한 분활 화면 모드.
e 순차절환화면: 모든 채널을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냅니다.

3. [OK (A)] 또는 ENTER 버튼을 눌러 선택사항을 설정합니다.

참고:
원하는 채널을 더블클릭하면 전체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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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모니터 B
모니터의 실시간 화면모드를 전체화면 또는 4개 보기 분할 화면으로 설정합니다.

1. B ( ) 버튼을 누르거나 시스템 제어막대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모니터 B의 화면모드 메뉴가 나타납니다.

2. 화면모드를 선택하세요.
a b c d e

그림 3.10  모니터 B의 화면 모드 선택메뉴

a 모니터 B의 선택된 채널
b 채널버튼: 1-16 채널 버튼중 선택된 채널의 실시간 감시화면을 모니터 B에 나타냅니다.
c 화면 모드

• 전체 화면 모드: 선택한 채널을 전채 화면으로 나타냅니다.
• 4 분할 화면 모드: 4 분할모드로 화면이 나타냅니다.

d 선택한 분활 화면 모드.
e 순차절환화면: 모든 채널을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냅니다.

3. [OK (B)] 또는 ENTER 버튼을 눌러 선택사항을 설정합니다.

참고:
모니터 B의 화면 출력에는 항상 채널번호 (CH01 ... CH16)가 표시됩니다. 카메라명은 
모니터 A의 화면 출력에만 나타납니다. 

3.15 PTZ 카메라 제어하기
RS-422/485 단자 또는 Biphase 포트에 연결된 PTZ카메라를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PTZ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
해서는 PTZ 카메라와 본 기기의 환경설정을 해야합니다.
1. 주 모니터에서 사용하려는 PTZ 카메라 채널을 선택하세요.
2. PTZ 버튼을 누르거나 시스템 제어막대의 PTZ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주 모니터에 PTZ 가상 리모컨이 나타납니다.
3. 각각의 아이템을 이용해 PTZ 카메라를 제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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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PTZ 가상 리모컨

버튼 기능

a PTZ 가상 리모컨을 종료합니다.

b 카메라를 팬(Pan) 또는 틸트(Tilt) 할때 사용합니다.

c
 

프리셋 위치를 설정합니다.

d 카메라의 줌 단계를 조정하니다.

e 카메라의 초점을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f 카메라의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g 선택한 프리셋 번호를 나타냅니다.

h 프리셋 번호를 입력합니다.

i 저장된 프리셋 위치를 삭제합니다.

j 설정된 모든 프리셋 위치를 차례로 이동합니다.

k
Aux OFF 명령을 전송합니다. (BOSCH 자동 돔 카메
라에만 사용됩니다.) 

l PTZ 카메라의 설정 메뉴를 나타냅니다.

m 새로운 프리셋 위치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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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카메라를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o
Aux ON 명령을 전송합니다. (BOSCH 자동 돔 카메라
에만 사용됩니다.) 

표 3.5  PTZ 가상 리모컨의 버튼 기능 표

3.15.1 PRESET 설정하기
사용자가 원하는 Pan/Tilt의 위치, 줌(Zoom) 및 초점 상태를 설정하면 수시로 호출하여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PRESET 번호를 입력하여 설정되어 있는 PRESET위치로 이동하여 감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PRESE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TZ 카메라의 PRESET 위치등록이 필요합니다.

3.15.2 PRESET 위치 등록하기
1. v/V/b/B 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하세요.
2. SET 버튼을 누르거나 [SET]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3. 숫자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PRESET 번호를 입력하세요.

4. ENTER 버튼을 누르거나  아이콘을 누르세요.
 PRESET 위치등록이 완료됩니다.
5. 1-4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PRESET 위치를 등록하세요.

참고:
PRESET 번호는 0-255번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실제 설정범위는 PTZ 카메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15.3 PRESET 위치로 이동하기
이 기능은 PRESET 기능이 있는 카메라와 연결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ESET 기능은 연결되어 있는 카
메라를 등록되어 있는 PRESET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전에 PRESET 위치설정이 필요합
니다.
1. MOVE 버튼을 누르거나 [MOVE]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등록되어 있는 PRESET 번호를 입력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카메라가 선
택한 PRESET 위치로 이동하여 그 위치의 화면을 모니터에 나타냅니다.

3.15.4 PRESET 위치 삭제하기
등록된 PRESET 위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CLEAR 버튼을 누르거나 [CLEAR]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숫자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PRESET 번호를 입력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선택한 PRESET 위치는 삭제됩니다.

참고:
PTZ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PRESET 위치 삭제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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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모든 PRESET 위치 감시하기
등록되어 있는 모든 PRESET 위치를 순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1. TOUR 버튼을 누르거나 [TOUR]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카메라에 등록된 모든 PRESET 위치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해당위치의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2. TOUR 버튼을 누르거나 [TOUR] 아이콘을 눌러 PRESET 위치 감시하기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3.15.6 PTZ 카메라 설정하기
메뉴의 항목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카메라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SETUP]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모니터에 SETUP 메뉴가 나타납니다.
2. 방향 버튼, ZOOM +/-, ENTER 버튼 등을 이용하여 각 항목을 설정하세요.

참고:
• 자세한 사항은 PTZ 카메라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본 기기에서 동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PTZ 가상 리모컨이 나타나 있을 때에는 다른 기능을 동작할 수 없습니다.
• BOSCH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BOSCH PTZ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PTZ 가상 
리모컨에 SETUP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15.7 Aux On/Off 명령 송부하기
1. [ON] 또는 [OFF]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BOSCH 자동 돔 카메라의 Aux 명령 번호를 입력하세요. 

3.  아이콘을 클릭하면 Aux 명령을 송부합니다. 

3.16 시스템 정보 보기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INFO 버튼을 누르거나 시스템 제어막대의 [INFO]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시스템 정보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림 3.12  시스템 정보창
2. INFO 버튼을 누르거나 [종료(Info)]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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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시스템 로그 목록 보기
시스템 로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1. LOG 버튼을 누르거나 시스템 제어막대의 [LOG]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화면에 시스템 로그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림 3.13  시스템 로그 목록창
2. b / B 를 이용하여 이전 또는 다음 목록을 확인하세요.
3. LOG 버튼을 누르거나 [종료(LOG)]를 클릭하면 창이 닫힙니다.

• 시스템 로그 목록표:

구분 로그 내용 구분 로그 내용
1 전원 켜짐 24 백업 실패
2 전원 꺼짐 2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전원 회복 26 HDD 추가 (HDD1)
4 관리자 로그인(원격) 27 HDD 추가 (HDD2)
5 관리자 로그아웃(원격) 28 HDD 추가 (HDD3)
6 특별 사용자 로그인(원격) 29 HDD 추가 (HDD4)
7 특별 사용자 로그아웃(원격) 30 HDD 제거 (HDD1)
8 일반 사용자 로그인(원격) 31 HDD 제거 (HDD2)
9 일반 사용자 로그아웃(원격) 32 HDD 제거 (HDD3)
10 관리자 로그인(현지) 33 HDD 제거 (HDD4)
11 관리자 로그아웃(현지) 34 HDD 포맷 (HDD1)
12 특별 사용자 로그인(현지) 35 HDD 포맷 (HDD2)
13 특별 사용자 로그아웃(현지) 36 HDD 포맷 (HDD3)
14 일반 사용자 로그인(현지) 37 HDD 포맷 (HDD4)
15 일반 사용자 로그아웃(현지) 38 HDD 변경 (HDD1)
16 설정 변경 39 HDD 변경 (HDD2)
17 설정 가져오기 40 HDD 변경 (HDD3)
18 공장 출하 초기 설정 41 HDD 변경 (HDD4)
19 백업 시작 42 HDD 손상 (HDD1)
20 백업 종료 43 HDD 손상 (HDD2)
21 백업 실패 44 HDD 손상 (HDD3)
22 내보내기 시작 45 HDD 손상 (HDD4)
23 내보내기 종료 46 시스템 팬 이상 

표 3.6  시스템 로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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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메뉴 환경설정하기
본 기기의 기능들은 주 모니터의 메뉴화면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의 버튼이나 마우스 또는 리모컨을 이
용하여 동작조건을 선택 또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의 사용자만이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a b c d

e f

그림 3.14  DVR 설정 메뉴

a 선택한 메인 메뉴 타이틀을 나타냅니다.
b 메인 메뉴 아이콘을 나타냅니다.
c 하위 메뉴 항목을 나타냅니다.
d 도움말 메뉴를 나타냅니다.
e 선택한 하위 메뉴 타이틀을 나타냅니다.
f 선택한 하위 메뉴의 세부 설정 항목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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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마우스로 메뉴 설정하기 
마우스를 이용하여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좌측버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항목의 값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합니다.
• 우측버튼: 항목의 값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합니다.

1. 마우스의 좌측버튼을 이용하여 화면하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뉴화면이 나타납니다.
2. 마우스의 좌측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마우스의 좌측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하위 메뉴 항목을 클릭하세요.
4. 선택된 항목의 값을 설정하세요.
5. [종료]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뉴화면이 종료됩니다. 설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정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마우스의 좌측버튼을 이용하여 [OK]를 클릭하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3.18.2 리모컨 또는 전면부의 버튼을 이용하여 메뉴 설정하기
• 방향 버튼 (v/V/b/B): 원하는 메뉴항목을 선택하거나 항목의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NTER: 항목을 선택하거나 설정을 확인합니다.
• ESC: 이전 메뉴 또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1. SETUP( ) 버튼을 누르면 메뉴화면이 나타납니다
2. b/B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3. v/V 버튼을 이용하여 하위 항목을 선택한 후 ENTER버튼을 누르면 설정항목이 나타납니다.
4. v/V/b/B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 후 ENTER버튼을 누르세요.
5. b/B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설정을 한 후 ENTER 버튼을 눌러 설정을 확인하세요.
6. ESC 버튼을 눌러 메뉴화면을 종료하세요. 설정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ENTER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세요.

참고:
전면부의 버튼과 리모컨의 버튼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전면부 숫자버튼의 부기능을 사용하려면 아래의 설명을 따르세요:
1. ALT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니다. 
2. 원하는 기능의 버튼을 누르세요.

본 설명서의 동작설명은 리모컨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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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카메라 설정하기
3.19.1 카메라

채널명칭, 숨김, 오디오 채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5  카메라 설정 메뉴

• Ch: 채널번호를 나타냅니다.
• 명칭: 채널명을 12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 b/B/v/V: 문자를 선택하세요.
- ENTER: 채널명칭을 확인하세요.
- ESC: 키보드화면을 종료합니다.

• 숨김: 선택한 채널의 카메라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게 숨깁니다.
• 오디오: 선택한 오디오입력채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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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비디오 조정
각 카메라 채널의 밝기, 명암, 색상을 조정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설정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6  비디오 조정 메뉴

• 채널: 조정을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 밝기: 선택된 채널의 밝기를 조정하세요. (00~100)
• 명암: 선택된 채널의 명암을 조정하세요. (00~100)
• 컬러: 선택된 채널의 색상을 조정하세요. (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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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PTZ
Biphase의 데이타 포트 또는 RS-422/485 단자를 통해 연결된 PTZ카메라를 설정합니다. 

그림 3.17  PTZ 설정 메뉴

• 카메라: 설정하려는 PTZ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 COM 포트: 제품 후면부의 RS-422/485단자 또는 Biphase에 연결된 데이터 포트를 선택하세요. 
• 컨트롤 ID:  PTZ 카메라의 고유번호를 선택하세요(00~255). 반드시 PTZ 카메라와 동일한 번호로 설정하세

요.
• 프로토콜: PTZ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하세요.
• 전송 속도: 통신 속도를 선택하세요. (1200, 2400, 4800, 9600, 19200 또는 38400).
• PTZ 테스트: 설정이 끝난후 PTZ 테스트 항목의 우측에 위치한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선택된 카메라의 Pan 또

는 Tilt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B: Pan 기능 동작하기
- v/V: Tilt 기능 동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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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연속 녹화
연속 녹화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그림 3.18  연속 녹화 설정 메뉴

• Ch (채널): 채널번호를 나타냅니다.
• 해상도: 녹화 해상도를 선택하세요.
• 화질: 녹화 화질을 선택하세요. (최고, 높음, 보통, 낮음 또는 최저)
• 녹화 장수: 녹화 장수를 설정하세요. 녹화 장수란 1초동안 녹화되는 장면의 수를 나타냅니다. 녹화 장수는 해상

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해상도 녹화 장수

NTSC
352*240 1, 3, 5, 7.5, 15, 20, 30
704*240 1, 3, 5, 7.5, 15
704*480 1, 3, 5, 7.5

PAL
352*288 1, 3, 5, 6, 12.5, 20, 25
704*288 1, 3, 5, 6, 12.5
704*576 1, 3, 5, 6

표 3.7  녹화 장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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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즉시 녹화
즉시 녹화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그림 3.19  즉시 녹화 설정 메뉴

• Ch(채널): 채널번호를 나타냅니다.
• 해상도: 녹화 해상도를 선택하세요.
• 화질: 녹화 화질을 선택하세요. (최고, 높음, 보통, 낮음 또는 최저)
• 녹화 장수: 녹화 장수를 설정하세요. 녹화 장수란 1초동안 녹화되는 장면의 수를 나타냅니다. 녹화 장수는 해상

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해상도 녹화 장수

NTSC
352*240 1, 3, 5, 7.5, 15, 20, 30
704*240 1, 3, 5, 7.5, 15
704*480 1, 3, 5, 7.5

PAL
352*288 1, 3, 5, 6, 12.5, 20, 25
704*288 1, 3, 5, 6, 12.5
704*576 1, 3, 5, 6

표 3.8  녹화 장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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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입력 녹화
입력 녹화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그림 3.20  입력 녹화 설정 메뉴

• Ch(채널): 채널번호를 나타냅니다.
• 해상도: 녹화 해상도를 선택하세요.
• 화질: 녹화 화질을 선택하세요. (최고, 높음, 보통, 낮음 또는 최저)
• 녹화 장수: 녹화 장수를 설정하세요. 녹화 장수란 1초동안 녹화되는 장면의 수를 나타냅니다. 녹화 장수는 해상

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해상도 녹화 장수

NTSC
352*240 1, 3, 5, 7.5, 15, 20, 30
704*240 1, 3, 5, 7.5, 15
704*480 1, 3, 5, 7.5

PAL
352*288 1, 3, 5, 6, 12.5, 20, 25
704*288 1, 3, 5, 6, 12.5
704*576 1, 3, 5, 6

표 3.9  녹화 장수 표
• 사전 이벤트: 이벤트 발생 이전 시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만큼 자동녹화 됩니다. (꺼짐, 5, 10, 20, 30, 

40, 50초 또는 1분)
• 사후 이벤트: 이벤트 발생 이후 시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만큼 자동녹화 됩니다. (10, 20, 30, 40, 50 초 

또는 1, 2, 3, 5, 10 분)

참고:
사전 이벤트 시간은 대략의 설정 시간입니다. 실제 녹화 시간은 사전 이벤트 녹화를 위해 
선택된 채널 수와 해상도, 화질, 녹화 장수 등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연결 및 초기 설정하기 | ko  37

Bosch Security Systems  사용 설명서 F01U | 2.0 | 2008.12

3.19.7 모션 녹화
모션 녹화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그림 3.21  모션 녹화 설정 메뉴 

• Ch(채널): 채널번호를 나타냅니다.
• 해상도: 녹화 해상도를 선택하세요.
• 화질: 녹화 화질을 선택하세요. (최고, 높음, 보통, 낮음 또는 최저)
• 녹화 장수: 녹화 장수를 설정하세요. 녹화 장수란 1초동안 녹화되는 장면의 수를 나타냅니다. 녹화 장수는 해상

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며 수동으로 설정할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해상도 녹화 장수

NTSC
352*240 1, 3, 5, 7.5, 15, 20, 30
704*240 1, 3, 5, 7.5, 15
704*480 1, 3, 5, 7.5

PAL
352*288 1, 3, 5, 6, 12.5, 20, 25
704*288 1, 3, 5, 6, 12.5
704*576 1, 3, 5, 6

표 3.10  녹화 장수 표
• 사전 이벤트: 이벤트 발생 이전 시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만큼 자동녹화 됩니다. (꺼짐, 5, 10, 20, 30, 

40, 50초 또는 1분)
• 사후 이벤트: 이벤트 발생 이후 시간을 설정하여 설정한 시간만큼 자동녹화 됩니다. (10, 20, 30, 40, 50 초 

또는 1, 2, 3, 5, 10 분)

참고:
사전 이벤트 시간은 대략의 설정 시간입니다. 실제 녹화 시간은 사전 이벤트 녹화를 위해 
선택된 채널 수와 해상도, 화질, 녹화 장수 등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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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영상 신호 방식
NTSC 또는 PAL 중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신호 방식을 선택하세요.
1. 영상신호 방식을 선택하세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2. [OK]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후 시스템이 재시동 됩니다.

그림 3.22  영상 신호 녹화 방식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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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스케줄 설정하기
본 기기는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녹화하거나 날짜와 시간에 관계없이 수동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녹화는 연속 또는 이벤트 (센서, 움직임 감지)가 발생할 경우에만 녹화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녹화 스케줄 화면은 요일을 나타내며 모든 채널은 24시간으로 스케줄을 표시합니다.
하나의 블럭은 한시간을 의미하며 각각의 블럭에 색상을 부여하여 다양한 종류의 녹화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3  스케줄 설정 메뉴

3.20.1 요일별 녹화 일정 설정하기
1. 요일을 선택하세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는 토요일)
2. 스케줄 녹화를 설정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3. 녹화를 시작할 시간블럭을 선택하세요

그림 3.24  스케줄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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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ER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의 좌측버튼을 이용하여 녹화모드를 선택하세요. 시간 블럭의 색상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 회색: 녹화예약 되지 않은 블럭
- 파란색 (연속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 붉은색 (입력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 이후 센서가 동작하였을 때 녹화를 시작합니다.
- 노란색 (모션 이벤트 녹화): 설정된 시간 이후 움직임이 검출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 초록색 (입력+모션 녹화): 설정된 시간 이후 센서가 동작하거나 움직임이 검출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  파란색+붉은색 (연속+입력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설정한 시간 이후 센서가 
동작하면 연속녹화 모드에서 입력 이벤트 녹화 모드로 변경되어 녹화를 시작합니다. 

-  파란색+노란색 (연속+모션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설정한 시간 이후 움직임
이 검출되면 연속녹화 모드에서 모션 이벤트 녹화 모드로 변경되어 녹화를 시작합니다. 

-  파란색+초록색 (연속+입력+모션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설정한 시간 이후 센
서가 동작하거나 움직임이 검출되면 연속녹화 모드에서 모션 이벤트 녹화 모드로 변경되어 녹화를 시작합
니다. 

5. 스케줄 녹화를 끝내려는 시간블럭을 선택하세요.

그림 3.25  스케줄 설정 메뉴

6. ENTER 버튼 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녹화 종료시간의 블럭을 회색으로 설정하세요. 설정된 
녹화일정이 활성화됩니다.

그림 3.26  스케줄 설정 메뉴
7. MENU 버튼을 눌러 설정을 확인하세요. 설정에 대한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8. OK 버튼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세요.

• ESC를 누르면 이전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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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예외 날짜 녹화일정 설정(추가)하기
요일별 일정에 더하여 최대 10개까지 특정일을 선택하여 녹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짜/시간에 녹화 설정을 하려
면 특정일을 선택하세요.
1. [예외 날짜] 항목을 선택하세요.

그림 3.27  예외 날짜 설정 메뉴

2. 임의의 셀 블럭을 선택하세요.

그림 3.28  예외 날짜 설정 메뉴

3. SET 버튼 또는 메뉴 항목의 [추가 (SET)] 아이콘을 누르세요. 날짜선택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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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예외 날짜 설정 메뉴

4. 날짜선택 메뉴에서 년/월/일을 선택하세요.
• b/B/v/V: 날짜, [OK] 또는 [취소] 버튼으로 이동합니다.
• b/B (또는 마우스의 좌/우측버튼): 현재 위치의 값을 조정합니다.

5. b/B/v/V 를 이용하여 [OK] 버튼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키보드 메뉴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3.30  예외 날짜 설정 메뉴

6. v/V/b/B 를 이용하여 원하는 문자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눌러 특정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세
요.

7. v / V 를 이용하여 [OK] 아이콘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8. 원하는 채널에 녹화 시간 및 녹화 유형을 설정한 후 ESC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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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예외 날짜 녹화일정 확인(편집)하기
1. 예외 날짜 항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목록 (INFO)] 버튼을 누르세요. 예외 날짜 녹화일정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림 3.31  예외 날짜 스케줄 목록

2.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한 항목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3.  [편집]항목을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르면 일정을 편집할 수 있으며  CLEAR 버튼을 누르면 일정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4. ESC 버튼을 누르면 특정일 녹화일정 목록을 종료합니다.

참고:
예외 날짜 녹화일정이 다른 녹화일정과 중복되면 예외 날짜 녹화일정이 우선적으로 녹화
됩니다.

3.20.4 녹화일정 복사하기
채널의 녹화일정 데이터 복사하기
특정채널의 녹화일정 데이터를 선택한 요일의 다른 채널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요일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2. 복사하려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3. COPY 버튼을 누르면 채널 선택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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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채널 복사 메뉴

4. b/B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ENTER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선택이 취소됩니다.

5. v/V 버튼을 이용하여 [OK]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특정요일의 녹화일정 복사하기
MARK 버튼을 이용하여 특정요일의 녹화일정을 다른요일, 평일 또는 주말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복사하려는 요일을 선택하세요.
2. MARK 버튼을 누르면 요일선택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림 3.33  요일 복사 메뉴

3. b/B 버튼을 이용하여 복사한 일정을 적용할 요일을 선택하세요.
4. v/V 버튼을 이용하여 [OK]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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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화면표시 설정
3.21.1 화면표시

그림 3.34  화면표시 설정 메뉴

• 언어: 메뉴화면과 정보화면의 표시언어를 선택하세요.
• 카메라 이름 

- 켜짐: 카메라 이름을 나타냅니다.
- 꺼짐: 실시간화면을 카메라 이름 없이 나타냅니다.

• 카메라 상태
- 카메라: 선택된 카메라의 녹화상태를 나타냅니다.
- 꺼짐: 선택된 카메라의 녹화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46   ko | 연결 및 초기 설정하기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F01U | 2.0 | 2008.12 사용 설명서 Bosch Security Systems

3.21.2 모니터 A

그림 3.35  모니터 A 설정 메뉴

• 시퀀스 지속 시간: 모니터 A의 순차 화면 표시 시간을 설정 합니다. (2 초, 5 초, 10 초, 20 초, 30 초, 40 초, 
50 초, 60 초, 70 초, 80 초 또는 90 초).

3.21.3 모니터 B

그림 3.36  모니터 B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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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 지속 시간: 모니터 A의 순차 화면 표시 시간을 설정 합니다. (2 초, 5 초, 10 초, 20 초, 30 초, 40 초, 
50 초, 60 초, 70 초, 80 초 또는 90 초).

• 이벤트 Popup: 모션, 입력 또는 이벤트 (모션+입력)가 발생할 경우에 모니터 B에 이벤트 Popup을 나타냅니
다. 

3.22 이벤트 설정하기
3.22.1 입력

그림 3.37  입력 설정 메뉴

• 입력: 센서입력 번호를 나타냅니다.
• 입력 유형: 입력 유형 (N.O. (Normally Open) 또는 N.C. (Normally Closed))을 선택합니다. 
• 카메라: 입력 단자에 연결된 카메라 채널을 선택 합니다.
• 릴레이 출력: 릴레이 신호를 출력할 단자의 번호를 선택하세요.
• 프리셋: 프리셋 번호를 선택하세요. 센서가 동작하면 카메라는 선택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하며 모니터에 카메

라 프리셋 위치의 영상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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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움직임

그림 3.38  움직임 설정 메뉴

•  카메라: 움직임 검출을 설정할 카메라 번호를 선택하세요.
• 민감도: 움직임 검출을 적용할 위치의 민감도를 “꺼짐” 또는 “01” 에서 “10” 단계중 선택하세요.
• 릴레이 출력: 움직임이 검출되었을 때 릴레이를 출력할 단자의 번호를 선택하세요.
• 영역: 원하는 움직임 검출영역을 미리보기 화면에서 선택하세요.

-  b / B / v / V: 노란색 검출영역을 이동시킵니다.
- ENTER: 현재위치의 검출영역을 선택하거나 취소합니다.
- ESC: 설정을 종료합니다.

• 마우스를 이용하여 검출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상태로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원하는 검출영역을 선택한 후 버튼을 놓으
세요.

- 취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상태로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취소하려는 검출지역을 선택한 후 버튼을 
놓으세요.

참고:
어둡고(저조도) 물체 윤곽이 뚜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감도 값에 상관없이 모션 이벤트
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정전 반드시 모션 이벤트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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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알람 인지

그림 3.39  알람 인지 설정 메뉴

• 알람 인지

-  수동: 리모컨의 ACK버튼 또는 전면부의  버튼을 이용하여 알람 기능을 해제합니다.
- 사후 이벤트 시간: 선택한 사후 이벤트 시간 이후 경고음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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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네트워크 설정
3.23.1 TCP/IP

그림 3.40  TCP/IP 설정 메뉴

• DHCP: DHCP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의 줄임말입니다.
- 켜짐: DHCP서버로부터 자동으로 네트워크 환경이 설정됩니다. DHCP를 켜짐으로 설정하면 IP 주소, 서
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 DNS, 보조 DNS 항목들은 비활성화 됩니다. 

- 꺼짐: 수동으로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합니다.
• IP 주소: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IP 주소를 입력하세요.
• 서브넷 마스크: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서브넷 마스크 주소를 입력하세요.
• 게이트웨이: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세요.
• 주 DNS: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주 DNS 서버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 보조 DNS: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보조 DNS 서버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를 입력하세요. PC의 클라이언트 프

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감시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장출하시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는 9001입니다. 유동성
과 보안을 위해 포트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포트 번호를 1025에서 
65535의 범위내에서 변경하세요.

• HTTP 포트 번호: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HTTP 포트 번호를 입력하세요. 네트워크가 연결된 웹 브라우저에
서 실시간 감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TTP의 TCP 포트번호는 80입니다. 유동성과 보안
을 위해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포트 번호를 80 또는 1025에
서 65535의 범위내에서 변경하세요.

• 대역폭 한계: 대역폭을 설정하여 데이터 전송량을 조정하세요.

참고:
클라이언트 포트 또는 HTTP 포트 번호를 변경할 경우 PC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는 웹 
브라우져와의 모든 접속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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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DDNS (Dynamic Domain Name System)

그림 3.41  DDNS 설정 메뉴

• 사용자 이름: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DDNS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한 사용자 이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참고:
DDNS 기능은 “No-IP”(http://www.no-ip.com/)에 의해 TCP 8245포트를 이용하
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본 기기를 파이어월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사용할 경우, DDNS 데이터를 파이
어월에 넣기 때문에 TCP 8245포트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파이어월 설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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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통보

그림 3.42  통보 설정 메뉴

• 센서 감지: 
- 켜짐: 센서가 동작했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동작 감지: 
- 켜짐: 움직임이 감지되어 녹화가 시작되었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디스크 잔량 없음:
- 켜짐: 하드디스크의 잔량이 없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 켜짐: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비디오 손실: 
- 켜짐: 접속불량,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영상신호가 멈췄거나 다시 영상이 들어왔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원 켜짐/꺼짐: 
- 켜짐: 전원을 켜거나 껐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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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메일

그림 3.43  메일 설정 메뉴

• 통보:
- 켜짐: 통보 기능을 사용합니다.
- 꺼짐: 통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선택하며 메일설정의 항목들이 비활성화 됩니다.

• SMTP 서버: SMTP 서버 주소를 입력하세요. 
통보 기능이 켜짐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SMTP주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SMTP 포트번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항목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SMTP 포트 번호: SMTP 포트 번호를 입력하세요. 일반적으로 SMTP의 포트는 25번입니다.
유동성과 보안을 위해 포트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포트 번호를 1에
서 65535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세요.

•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TLS: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켜짐으로 설정하세요. 초기값은 꺼짐으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메일 주소 (1-3): e-mail 주소를 입력하세요. 최대 3개의 e-mail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테스트: [이메일 테스트]를 선택하여 e-mail 송신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
SMTP 서버, SMTP 포트번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설정은 부가항목입니다. 본 기기
는 SMTP 서버나 MTA (message transfer agent)를 사용하지 않고 e-mail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e-mail을 특정 SMTP 서버로 송부할 경우 서버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
를 지정해야 합니다. SMTP 설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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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긴급

그림 3.44  긴급 설정 메뉴

• 통보: 
- 켜짐: 통보설정을 통해 동작상태를 비상관리자에게 알려줍니다.
- 꺼짐: 알림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IP 주소/포트 번호: 비상관리자의 PC에 설정된 IP주소 및 포트번호를 입력하세요. 공장 출하시 포트번호는 
9002입니다. 유동성과 보안을 위해 포트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번호의 변경을 
원할 경우 1025에서 65535의 범위내에서 변경하세요. IP주소 및 포트번호는 최대 9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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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시스템 설정
3.24.1 날짜/시간

그림 3.45  날짜/시간 설정 메뉴

• 날짜: 현재 날짜를 입력하세요.
• 시간: 현재 시간을 입력하세요.
• 날짜 표시 방식: 날짜 표시 방식을 선택합니다.
• 시간 형식: 시간 표시 형식을 선택하세요. 
• 표준 시간대: 표준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8.3 표준시간대 표"를 참조하세요.)
• 일광 절약 시간: 일광 절약 시간 기능을 사용하려면 켜짐으로 설정하세요.
• 일광 절약 시간 시작: 일광 절약 시간 시작 시간을 선택하세요. 
• 일광 절약 시간 끝: 일광 절약 시간 종료 시간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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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NTP

그림 3.46  NTP 설정 메뉴

• NTP: NTP (Network Time Protocol)서버를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할 경우 ON을 선택하세요. NTP를 꺼짐
으로 설정할 경우 수동으로 날짜/시간을 설정해야 하며 시간 서버, 사설 시간 서버, 동기 간격 및 NTP 테스트 
항목은 비활성화됩니다.

• 서버: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개 공공서버의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time.nist.gov, time-a.nist.gov, time-
b.nist.gov, ntp.nasa.gov, clock.isc.org).

• 사설 시간 서버: 사설 시간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을 입력하세요.
• 동기 간격: NTP 시간 서버와의 동기 간격을 매일, 매시간, 매주 또는 매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NTP 테스트: [NTP 테스트]를 누르면 NTP 서버를 시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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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경보음

그림 3.47  경보음 설정 메뉴

• 버튼 경보음 
- 켜짐: 버튼을 누를 때 효과음이 납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센서 경보음
- 켜짐: 센서가 동작했을 때 경고음이 납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모션 경보음
- 켜짐: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경고음이 납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경보음
- 켜짐: 냉각 팬이 동작하지 않거나 하드디스크에 손상이 있을경우 경고음이 납니다. 
- 꺼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본 기기의 경고음은 아주 작습니다. 큰 경보음을 사용하려면 출력 단자에 외부 알람기기
를 연결하세요. (예: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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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3.24.4 사용자
본 기기 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의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48  사용자 설정 메뉴

• 번호: 사용자 번호를 나타냅니다.
• ID: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용자 ID를 입력 하세요. 
• 수준: 새로운 사용자의 권한(수준)을 설정하세요.
• 비밀번호: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숫자, 특수문자 또는 문

자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소 4자, 최대 8자).

참고:
비밀번호를 잊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서비스센터나 
구입처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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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업데이트
업데이트 기능을 통하여 기기의 성능을 향상 하거나 PTZ 프로토콜을 추가 또는 갱신 합니다. 업데이트가 진행중에는 
본 기기의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림 3.49  업데이트 설정 메뉴

1.  다음의 한가지를 선택하세요.:
•  DVR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시스템 펌웨어를 선택하세요.
•  PTZ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할 경우에는 PTZ 프로토콜을 선택하세요.

2.  업데이트 방법을 선택하세요.: 
•  USB: USB 장치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할 때 선택한 후 USB 장치를 본 기기에 연결하세요. 본기기에 연결
된 업데이트에 필요한 USB 장치 이외의 다른 USB 장치는 반드시 연결을 해제하세요. 

•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선택한후 다음과 같이 동작하세요.
a.  업데이트 서버 항목을 선택하세요. 가상 키보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b.  가상 키보드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세요. 네트워크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기 위
해서는 본 기기의 네트워크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업데이트 서버의 IP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3. 업데이트 버튼을 선택하세요. 업데이트 확인 메뉴창이 나타납니다. 
4. OK를 선택하여 업데이트를 시작하거나 취소를 선택하여 업데이트를 중지하세요.  업데이트가 완료된 이후에는 

시스템을 재시작 하기 위한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5.  OK를 선택하면 본 기기가 재시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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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설정

그림 3.50  환경 설정 메뉴

• 설정 가져오기: USB 메모리 스틱으로부터 본 기기의 환경 설정 데이터를 가져 옵니다.
• 설정 내보내기: 본 기기의 환경 설정 데이터를 연결된 USB 메모리 스틱으로 내보냅니다.
• 설정 초기화: 본 기기를 공장출하시의 환경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일부 항목은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비디

오 포맷, 날짜, 시간, 표준시간대, 일광 절약 시간, 일광 절약 시간 시작, 일광 절약 시간 끝, 사용자 설정 및 이
벤트 파티션)

참고:
• 환경설정 데이터는 본 기기와 동일한 기기의 데이터만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USB 메모리스틱에 환경설정 데이터를 내보낼 경우에는 다른 USB 기기를 연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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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하드 디스크

그림 3.51  하드디스크 설정 메뉴

• 덮어쓰기: 
- 전체: 일반 파티션과 이벤트 파티션 모두 덮어쓰기를 허용합니다.
- 일반 파티션: 일반 파티션만 덮어쓰기를 허용합니다.
- 이벤트 파티션: 이벤트 파티션만 덮어쓰기를 허용합니다.
- 꺼짐: 덮어쓰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가득 찬 경우에는 녹화를 멈춥니다.

• 디스크 꽉참 경고: 하드디스크의 녹화 용량이 설정한 용량을 초과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이벤트 파티션: 이벤트 녹화를 위한 하드디스크의 이벤트 분할부를 설정합니다.
• 자동 삭제: 자동 삭제 일자를 설정합니다. (꺼짐, 1일, 2일, 5일, 7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또는 

60일).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하면 녹화된 데이타는 자동 삭제 설정일 이내의 데이타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타
들이 지워집니다. 자동 삭제 기능은 매 35분 마다 동작합니다.

•  포맷: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합니다. 선택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하드디스크의 포맷을 진행하기 위해서 YES (대문자)를 입력하세요. 

참고:
이벤트 파티션의 값을 변경하면 현재 녹화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를 자동으로 포맷한 후 재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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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백업

그림 3.52  백업 설정 메뉴

• 파티션 선택: 백업 파티션을 선택하세요.
• 스케줄: 백업 스케줄을 설정합니다.

- 꺼짐: 백업 스케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즉시: 수동으로 백업합니다.
- 주단위/일단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백업합니다.

• 장치: 백업할 기기를 선택하세요.
• 스케줄 시작: 백업을 시작할 요일과 시간을 선택하세요.
• 시간 범위 날짜: 백업할 시간 범위 날짜를 선택하세요.
• 시간 범위 시작: 백업할 시간 범위 시작 날짜 또는 시간을 선택 하세요. 
• 시간 범위  끝:  백업할 시간 범위 끝 날짜 또는 시간을 선택 하세요. 
• 용량 추정: 백업할 데이터의 용량과 외부 저장장치의 남은 용량을 나타냅니다.
• 백업 시작: 백업을 시작합니다.
• 미디어 지우기: 미디어를 초기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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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외장 USB CD-ROM의 경우 백업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백업을 위한 외장 USB HDD는 최대 250 GB까지 지원합니다.
•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장 USB 저장 장치를 사용하세요. (“8.2.1 지원하는 USB  
메모리 목록”을 참조하세요.).

• CD-R, DVD-R, DVD+R 등의 디스크는 포맷할 수 없습니다.
•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미디어는 본 기기에서 포맷하여야 합니다.
• DVD+RW, DVD-RW 디스크는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해야 합니다.
• 백업이 진행중일 때 용량 추정, 백업시작, 미디어 지우기 항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백업이 진행중일 때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재기
록 가능한 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본 기기의 미디어 지우기 항목을 이용하여 초기화한 
후 사용하세요.

• 외부 저장장치를 PC에서 FAT32형식으로 포맷하면 본 기기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즉시 백업
1. 백업을 위한 외장 USB 저장 장치를 연결하거나 녹화 가능한 디스크를 넣으세요. 
2. 백업할 파티션을 선택하세요. 
3. 스케줄 항목에서 즉시를 선택하세요.
4. 백업 장치를 선택(확인)하세요.
5. 시간 범위 날짜, 시간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간 범위 끝 시간을 설정하세요. 
6. [용량 추정] 아이콘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7. 선택한 데이타의 용량을 확인한 후 백업 가능한 용량을 확인하세요. 백업할 미디어 장치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

을 경우 백업할 장치의 이전 데이타를 지우거나 미디어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용량을 확보하세요.
8. [백업 시작] 아이콘을 선택하면 백업 시작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OK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면 백업

을 시작합니다.
9. 메뉴 설정 화면을 종료하세요. 시스템 제어막대에서 백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백업이 진행중일 때에는 백업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백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동일할 때.
- 시작시간이 종료시간 이후의 시간으로 설정되었을 때.
- 저장장치에 공간이 부족할 때.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했을 때.

• 디스크 기록은 Single session closed format을 사용합니다.
• CD/DVD 디스크 저장장치로 백업을 할 때에는 백업 진행상황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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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

한 

- 첫째. ISO 이미지를 만드는 상태.

- 둘째. 데이터를 기록하는 상태.

일단위/주단위 백업
1. 백업을 위한 USB 저장장치를 연결하세요.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백업할 경우 CD또는 DVD 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주단위 또는 일단위 항목을 선택하세요.
3. 백업장치를 선택(확인)하세요.
4. 스케줄 시작 항목에서 백업을 시작할 요일 또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5. 시간범위의 시작항목에 요일 또는 시간을 입력하세요.
6. 시간범위의 종료항목에 요일 또는 시간을 입력하세요.
7. [용량 추정] 아이콘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8. 선택한 데이터의 용량 및 USB 저장장치의 사용 가능한 용량을 확인하세요. USB 저장장치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용량이 충분한 저장장치로 교체하거나 저장장치 내의 다른 파일을 삭제하여 용량을 확보하세요.

참고:
백업이 진행중일 때에는 백업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설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
- 저장장치에 공간이 부족할 때.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했을 때.
- USB 저장장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 화면에 표시되는 디스크의 용량은 대략적인 용량이므로 저장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백업시 충분한 용량을 
가진 저장장치를 사용하세요.

• 시스템 제어막대에서 백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외부 저장장치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있을 때에는 예약된 백업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데

이터 내보내기 또는 데이터를 검색이 끝나면 예약된 백업이 진행됩니다. 
• 스케쥴 백업의 경우 설정 메뉴의 녹화설정을 기준으로 미래에 녹화될 용량을 예측하지만 실제 녹화된 데이타의 

양이 예측된 용량보다 클 경우 스케쥴 백업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연결 및 초기 설정하기 | ko  65

Bosch Security Systems  사용 설명서 F01U | 2.0 | 2008.12

3.24.9 시스템

그림 3.53  시스템 설정 메뉴

• IR 원격 ID: 본 기기를 위한 IR 원격 ID (01~09)를 선택하세요. 각각의 기기에 IR 원격 ID를 부여하여 하나의 
리모컨으로 여러대의 기기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 DVR ID: 본 기기를 위한 DVR ID (01~16)를 선택하세요. 여러대의 DVR 기기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기기에 
DVR ID를 부여하여 사용 하세요.

• 사용자 자동 로그아웃: 설정된 시간이후 자동으로 사용자 로그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5분, 10분, 30분, 60분 또는 꺼짐 중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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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화하기
카메라 영상을 내장 하드디스크에 녹화합니다.

참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본으로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영상을 직접 외부저장장치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4.1 즉시 녹화
녹화 전에 날짜/시간 설정과 카메라의 연결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녹화를 시작하기전 시스템 설정 메뉴의 즉시 녹화 항목을 재 확인하여 바르게 설정하세요.
1. 즉시 녹화를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2. 리모컨의 REC 버튼 또는 전면부의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하세요. 
주 모니터의 선택한 채널화면에 붉은색 점이 깜빡입니다. 

그림 4.1  녹화 버튼

3. 즉시 녹화를 중지하려면 리모컨의 REC 버튼 또는 전면부의  버튼을 누르세요. 즉시 녹화를 중지하면 현
재 스케줄 되어 있는 녹화모드 (연속, 입력, 움직임)로 전환되고 붉은색 점은 사라집니다. 

그림 4.2  주 모니터의 선택한 채널 화면의 녹화상태 표시 (붉은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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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즉시 및 연속 녹화를 할 수 없는 경우.
-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은 경우.
- 영상 입력이 없는 채널의 경우.
- 덮어쓰기 항목이 “꺼짐” 또는 “이벤트 파티션”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반 파티션이 
가득 차 있는 경우. 

- 하드디스크 설정에 이벤트 파티션이 100%인 경우.
•  입력, 모션 녹화를 할 수 없는 경우
-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않은 경우.
- 영상 입력이 없는 채널의 경우.
- 덮어쓰기 항목이 “꺼짐” 또는 “일반 파티션”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벤트 파티션이 
가득 차 있는 경우.

- 하드디스크 설정에 이벤트 파티션이 0%인 경우.
- 스케줄(입력, 움직임 녹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  녹화 방식에 따른 하드디스크 파티션
- 일반 파티션: 연속 녹화, 즉시 녹화 데이터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영역입니다. 
만약 일반 파티션이 0% (이벤트 파티션이 100%)이면 연속녹화, 즉시 녹화는 할 
수 없습니다.

- 이벤트 파티션: 알람 녹화, 움직임 녹화 데이터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영역입니
다. 만약 이벤트 파티션이 0%이면 알람 녹화, 움직임 녹화는 할 수 없습니다.

•  녹화 우선 순위
 즉시 녹화 > 입력 녹화 > 모션 녹화 > 연속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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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생 및 검색

5.1 재생
녹화중에 녹화를 멈추지 않고 녹화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녹화도중 재생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2. 녹화중에 bB 버튼을 이용하여 2분전의 녹화 내용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채널에 재생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5.1  재생 화면 

3. x (STOP)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중지됩니다.

참고:
재생 화면은 선택한 채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5.2 검색
본 기기는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녹화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본 기기에는 모두 4가지의 검색 기능이 있습니
다.

5.2.1 기기 선택하기
재생 또는 검색을 위한 기기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1.  SEARCH 버튼을 누르면 검색메뉴가 나타납니다.
2. ESC 버튼을 눌러 타이틀 메뉴 탭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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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검색 메뉴 탭

3.  b/B 를 이용하여 [내부 HDD] 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그림 5.3  기기 선택 메뉴

4. b/B 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세요.
• 내부 HDD: 내장 하드디스크를 선택합니다.
•  장치명: 외부 저장 장치 또는 내장 디스크 장치명을 선택합니다. 

5.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참고:
• 백업중일 때에는 백업을 실행하고 있는 저장장치에서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 검색이 진행중인 USB 저장장치는 제거하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5.2.2 날짜/시간 검색
날짜나 시간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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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날짜/시간 검색 메뉴

1. [날짜/시간 검색] 탭을 선택하세요. 
2. v/V/b/B 을 이용하여 검색할 년, 월, 일, 시간, 분을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3. b/B 을 이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세요.
4.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5. [업데이트] 아이콘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6. 전면부의 채널버튼을 이용하여 재생을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7. bB 버튼을 누르거나 [재생 (B)] 아이콘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세요.

주 모니터에 선택된 채널(들)이 분할 화면으로 재생됩니다. 

그림 5.5  다중 채널 재생 화면

8. STOP (x) 버튼을 누르면 검색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9. SEARCH 또는 ESC 버튼을 누르면 [날짜/시간 검색] 메뉴를 종료합니다.

참고:
• 시간 그래프에 나타난 녹화데이터는 녹화유형에 따라 색상이 다릅니다
- 파란색: 연속 녹화.
- 붉은색: 입력 녹화.
- 노란색: 움직임 감지 녹화.
- 회색: 녹화 데이터 없음.

• ZOOM + 버튼을 이용하여 6시간 단위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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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이벤트 검색
녹화화면을 날짜와 이벤트 유형으로 검색합니다.

그림 5.6  이벤트 검색 메뉴

1.  [이벤트 검색]을 메뉴를 선택하세요.
2. 검색할 년, 월, 일, 시간, 분을 설정 하세요.

- v/V/b/B: 칼럼을 이동하거나 현재 선택한 위치의 값을 변경합니다. 
- ENTER: 칼럼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값을 설정합니다.

3. ENTER 버튼을 눌러 검색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4. v/V/b/B 를 이용하여 [이벤트 종류]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이벤트 유형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5. [검색]아이콘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이벤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림 5.7  이벤트 목록

6. 이벤트 목록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bB 버튼을 누르거나 [재생 (B)]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선택한 항목
을 두번 클릭하세요. 모니터 A 화면에 재생화면이 나타납니다.

7. STOP (x) 버튼을 누르면 재생을 중지하고 이벤트 목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8. ESC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이벤트 검색 메뉴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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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움직임 검색
움직임 감지기능을 통해 녹화된 화면은 움직임 감지조건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림 5.8  움직임 검색 메뉴

1.  [움직임 검색] 메뉴를 선택하세요. 
2. 채널번호, 시작 시간, 끝 시간, 민감도 항목을 설정하세요.

- b/B/v/V: 항목 사이를 이동하거나 항목의 값을 변경합니다.
- ENTER: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된 값을 설정합니다. 

참고:
시작 시간과 끝시간 사이 간격은 최대 1시간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3. [영역]항목의 [설정]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선택된 카메라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움직임 마스크를 설정하세요. 
ENT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영역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됩니다.
원하는 움직임 영역을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상태로 우측방향으로 이동한 후 버튼을 놓으세요. 활성화된 
영역이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5. ESC 버튼을 누르면 마스크 설정이 종료됩니다.
6. [검색] 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르세요.

움직임 감지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림 5.9  움직임 감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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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움직임 감지 목록의 녹화 데이터를 선택한 후 bB 버튼을 누르거나 [재생(B)]을 클릭하거나 또는 선택된 데이
터를 두번 클릭하세요. 재생이 시작됩니다. 주 모니터 화면에 재생화면이 나타납니다.

8. STOP (x)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중지되고 움직임 감지 목록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9. ESC 버튼을 반복하여 누르면 움직임 검색 메뉴를 종료합니다.

5.2.5 북마크 검색 
북마크 설정이 되어있는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1.  [북마크 검색]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림 5.10  북마크 검색 메뉴

2. 북마크 데이터를 선택한 후 bB 버튼을 누르거나 [재생 (B)]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선택된 데이터를 두번 클릭하
세요. 주 모니터 화면에 재생화면이 나타납니다.

3. STOP (x)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중지되고 북마크 검색 목록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4. ESC 버튼을 누르면 북마크 검색 메뉴를 종료합니다.

참고:
• 목록에서 선택한 북마크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CLEAR 버튼을 누르세요.
• 백업 데이터는 북마크 검색으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
• 단독채널 재생에서만 북마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즉시재생 중에는 북마크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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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재생시 사용 가능한 기능

버튼
기능

시스템 제어막대 리모컨 본기기의 앞면

재생을 중지합니다. 

재생을 일시정지합니다.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검색속도를 선택합니다. 
(M, MB, MM, MMB 또는 m, 
mb, mm, mmb)

    
일시 정지 상태에서 연속으로 누르면 한장면씩 재
생됩니다.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재생합니다.

 +  
재생중에 북마크하려는 위치에서 MARK 버튼
을 누르세요. 최대 15개 지점을 북마크 할 수 있
습니다.

참고:
• 백업 데이터나 내보내기 한 데이터는 일반속도에서만 재생됩니다.
• 역방향 구분동작 재생시, 재생화면을 순차적으로 재생하지 않고 일부 장면이 뛰어넘
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중채널 영상재생은 날짜/시간 검색 기능에서만 가능합니다.

재생중 마우스 사용하기:
왼쪽 마우스 버튼: 즉시 또는 검색 재생을 위한 채널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PIP 재생중인 특정 채널을 더블 클릭하
면 선택한 채널은 전체화면으로 재생됩니다. 다시한번 전체화면 재생중에 더블 클릭하면 이전 재생화면 모드로 전환 
됩니다.

5.4 데이터 내보내기(Export) 
본 기기는 내장 하드디스크로부터 외부 저장장치로 데이터 (영상+음성)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COPY 버튼을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내보내기(Export)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림 5.11  데이터 내보내기 메뉴 창



76   ko | 재생 및 검색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F01U | 2.0 | 2008.12 사용 설명서 Bosch Security Systems

2. 데이터를 내보낼 저장장치를 선택하세요.
3. 채널번호를 선택하세요.
4. 시작 날짜/시간과 종료 날짜/시간을 설정하세요.

5. COPY 버튼을 누르거나  아이콘을 누르면 내보내기(Export)가 시작됩니다.
내보내기(Export)한 데이터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안 서명되며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인  Archive player를 이
용하여 재생 가능합니다.

참고:
• 본 기기 앞면의 COPY 버튼을 이용하여 내보내기(Export)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DVR-16K/DVR-16L: ALT 버튼을 누른 후 COPY 버튼을 누르세요.
-  DVR-8K/DVR-8L: COPY 버튼을 누르세요. 

• 실시간 화면 모드에서만 내보내기(Export)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 USB 메모리 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미디어 포맷 기능을 이용하여 USB 메모리 장치
를 포맷한 후 사용하세요. 본 기기에서 USB 메모리 장치를 포맷하기 위하여 “3.24.8 백업”을 
참조하세요. 백업 메뉴에서 포맷할 장치를 선택한 후 [미디어 지우기] 버튼을 누르세요.

• 실행하기 전에 저장장치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세요.
• 백업이 진행중일 때에는 데이터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내보내기(Export)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타를 내보내기 할 경우 오디오 데이타도 함게 내보내기 됩니다.
• 녹화된 데이타를 내보내기 할 경우 Export Viewer 프로그램이 함께 전송되어 저장 장치의 
[ExportViewer] 폴더에 저장 됩니다. 내보내기(Export)한 데이터의 파일명은 [채널명_내보낸 
날짜_내보낸 시간.exp] 와 같은 형태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데이터 내보내기(Export)가 진행 중일 때에는 USB 저장장치를 제거하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
이 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경고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동일할 때.
- 시작시간이 종료시간 이후일 때.
- 저장장치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설정한 시간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때.

•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본 기기에서 외부 저장매체를 포맷하세요.
• DVD+RW, DVD-RW 디스크는 사용하기 전에 미디어 지우기를 통하여 초기화해야 합니다.
• 외부저장장치는 메뉴설정의 백업항목에서 미디어 지우기를 통하여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1개의 채널을 내보내기위한 시작 시간에서 종료 시간까지의 시간 범위는 16시간 이하로 제한
됩니다. 2개의 채널을 내보내기 위한 시작 시간에서 종료 시간까지의 시간 범위는 8시간 이하, 
4개의 채널을 내보내기 위한 시작 시간에서 종료 시간까지의 시간 범위는 4시간 이하로 제한됩
니다. 만약 16개의 채널을 동시에 내보내기하려면 내보내기 가능한 시작 시간에서 종료 시간까
지의 시간 범위는 1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시간 범위를 16시간 이상으로 설정하면 “유효하지 
않은 내보내기 시간 범위.”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파일(Log)]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 로그 파일을 USB 장치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로
그 파일명은 [ExportLog-내보내기 날짜 및 시간 -MAC 주소.txt]로 생성됩니다. 녹화된 데이
타를 내보내기 할 때에는 내보내기 정보가 DVR의 플레쉬 메모리의 사용자 로그 파일에 저장 됩
니다. 
사용자 로그 파일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DVR 정보.
- 데이타를 내보내기한 시작 날짜 및 시간.
-  내보내기된 영상의 시작 날짜 및 시간.
-  내보내기된 영상의 종료 날짜 및 시간.
-  사용자가 저장한 외부 저장 장치의 종류 (USB 또는 DVD/CD 또는 IP [네트워크]).
-  내보내기한 채널 번호.
-  시스템에 로그온하여 내보내기를 수행한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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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트롤 센터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은 DVR-8K/DVR-8L 및 DVR-16K/DVR-16L 모델을 작동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DVR-16L (16 채널)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운영체제(OS)에 따라서 화면 그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윈도우즈 XP를 기준으로 설명되
어 있습니다. 

참고: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
기거나 메모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6.1 PC 최소 요구사양
x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윈도우즈 2000 이상, 다이렉트 X 8.1 이상.
x  CPU: 인텔 펜티엄 III 이상, AMD Athlon 800 MHz 이상.
x RAM: 512 MB 이상.
x 그래픽 카드: VGA 64 MB Video RAM 이상.

권장 PC 사양
• 운영체제:  윈도우즈 XP.
• CPU: 인텔 펜티엄 IV.
• RAM: 512 MB
• 그래픽 카드: AGP VGA (128 MB 비디오 램)

6.2 컨트롤 센터 설치하기
1.  Divar MR PC 소프트웨어 CD 프로그램 디스크를 PC에 넣으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

을 경우 설치 디스크를 열어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2.  설치 파일을 실행한 후 프로그램 실행창의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 하세요.
3. 설치가 완료된 후 컴퓨터의 시작메뉴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로그램 설치시 [Divar MR Alarm Notifier] 및 [Divar MR Archive player] 프로그
램이 함께 설치됩니다. 

6.3 DVR에 접속하기
6.3.1 사이트명 등록하기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VR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1.  [Divar MR Control Center] 아이콘을 두번 클릭하여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메뉴가 나타납니다.
2.  [도구] > [접속 정보]를 선택하세요. 접속 목록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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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접속 목록 창

3. [추가]를 선택하면 접속 정보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림 6.2  접속 설정 창

4. 사이트 명칭, IP 주소와 포트를 입력하세요.
- 사이트 명칭: 등록할 사이트명을 입력하세요.
- IP 주소: DVR의 IP주소 또는 URL을 입력하세요.
- 포트: DVR의 포트번호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초기값(9001)으로 설정됩니다.

5. [확인]을 선택하세요.

그림 6.3  접속 목록 창

6. [확인]를 눌러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등록한 사이트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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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P주소 대신 서버이름을 입력할 경우 서버의 DDNS 환경설정을 해야 합니다. DDNS기
능 설정의 자세한 내용은 서버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6.3.2 사용자 로그인
1.  사이트명을 선택한 후 마우스 우측버튼을 누르세요.
2. [사용자 로그인]을 선택하세요.
3.  사용자 ID 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세요.

- ADMINISTRATOR (관리자): 본 기기의 모든 기능을 동작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사용자: 실시간 화면 및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용자: 실시간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림 6.4  사용자 로그인 창

4. [확인]을 누르면 [Divar MR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됩니다.

• 누군가가 ADMINISTRATOR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있을 때에는 ADMINISTRATOR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 로그아웃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이트명을 클릭한 후 [사용자 로그아웃]을 선택하세요.
• 아래표의 예와 같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대 5명까지 DVR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사용자 4 사용자 5

예 1 관리자 특별 일반 일반 일반

예 2 특별 특별 일반 일반 일반

예 3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예 4 관리자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예 5 특별 일반 일반 일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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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DVR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의 주 화면

그림 6.5  DVR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의 주 화면

1.  프로그램 메뉴
• 파일
- 종료: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보기 
- 화면표시
> 채널 번호: 채널창에 채널번호를 표시 하거나 사라지게 합니다.
> 사이트 명칭: 채널창에 사이트명칭을 표시하거나 사라지게 합니다.
> 카메라 명칭: 채널창에 카메라명칭을 표시하거나 사라지게 합니다.
> 재생 시간: 채널창에 재생데이터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거나 사라지게 합니다.
> 전체 선택: 채널창에 모든 화면 표시 항목을 나타나게 합니다.

- 화면전환(표시 시간): 순차 화면 표시 시간을 5초, 10초, 15초, 20초 중 선택합니다.
- 비디오 크기: 영상화면의 크기를 100%, 150%, 200% 중 선택합니다.
- 언어: 프로그램의 화면표시 언어를 선택합니다.

• 도구
- 접속 정보: 접속 사이트명을 등록합니다.

• 도움말
- Divar MR 컨트롤 센터 정보: 컨트롤 센터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2.  모드 선택 아이콘

•  실시간 모드 
- 카메라 보기: 창에서 카메라 정보 및 카메라의 감시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팬/틸트/줌: PTZ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로그보기: 시스템 로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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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모드 
녹화된 데이터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날짜/시간 검색 ("6.6.1  날짜/시간 검색기능 사용하기" 참조)
- 이벤트 검색 ("6.6.2  이벤트 검색기능 사용하기" 참조)
- 북마크 검색 ("6.6.3  북마크 검색기능 사용하기" 참조)
- 움직임 검색 ("6.6.4  움직임 검색기능 사용하기" 참조)

• 원격 설정 모드 
연결된 기기의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화면표시 ("6.7.1  카메라/화면표시 설정" 참조)
- 녹화 ("6.7.2  스케줄 설정" 참조)
- 이벤트 ("6.7.3  이벤트 설정" 참조)
- 네트워크 ("6.7.4  네트워크 설정" 참조)
- 시스템 ("6.7.5  시스템 설정" 참조)

3.  원격 내보내기 아이콘

원격 내보내기 설정창을 나타냅니다. (“6.8 원격 내보내기 설정하기” 참조)

4.  화면 모드 선택 아이콘

한번 누르면 선택한 분할화면으로 변경되며 반복해서 누르면 선택한 분할화면모드로 전체 채널이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선택한 분할모드의 화면을 전체화면으로 나타냅니다. 일반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마우스 우측버튼을 누르세요.
5.  순차 화면 표시 아이콘

화면에 모든 채널을 순차적으로 나타냅니다. 16분할 화면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정보 표시창

선택한 사이트명의 현재 날짜와 시간, 사용자 정보, 하드디스크의 사용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림 6.6  정보 표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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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실시간 모드
6.5.1 카메라 보기

1. 실시간 모드에서 [카메라 보기]를 선택하세요.
2.  등록된 사이트명을 마우스 좌측버튼으로 두번 누르거나 + 표시를 누르세요.
3.  [Cameras]를 마우스 좌측버튼으로 두번 클릭하거나 + 표시를 누르세요.

그림 6.7  컨트롤 센터 창

4. 카메라 채널을 선택하세요.
5. 선택한 채널번호를 마우스 좌측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실시간화면 창으로 이동 후 버튼을 놓으세요. 

[Cameras] 항목을 마우스의 좌측버튼으로 누른상태에서 실시간 화면창으로 이동시킨 후 버튼을 놓으면 모든 
채널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6. 선택한 창에 실시간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6.8  카메라 보기 창

7. 3-5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채널의 실시간 화면을 나타내세요.

참고:
• 카메라화면의 설정은 초기설정 때에만 가능합니다. 설정된 카메라의 환경이 저장되어 
다음번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 재생중 묵음은 실시간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No audio available in live mode 
only in pl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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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실시간 창 사용하기
녹화 데이터 재생하기

A

B
C

DE

그림 6.9  카메라 보기 창
1. 실시간 화면창에서 카메라 채널을 선택하세요.
2. 날짜를 선택하세요. 녹화 데이터가 존재하는 날짜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3. 재생 시작시간을 선택하세요.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시작시간을 선택할 때 줌 인/아웃 아이콘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생속도를 선택하세요.
5. 재생 컨트롤 버튼을 이용하여 재생을 시작하세요.

참고:
• 음성출력 없이 재생하려면 오디오 버튼을 누르세요.
• 일반 사용자 ID로 접속하였을 경우 재생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5.3 팬/틸트/줌 기능 사용하기
네트워크를 통해 PTZ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0  팬/틸트/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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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화면창에서 PTZ 카메라 채널을 선택하세요.
2. 팬/틸트/줌 탭을 선택하세요.
3. 가상 리모컨 버튼을 이용하여 PTZ 카메라를 제어하세요.

버튼 기능

팬/틸트 기능을 사용합니다. 

 
PTZ카메라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프리셋 위치를 설
정합니다.

  (ZOOM) 
카메라 화면을 확대/축소합니다.

  (FOCUS)
카메라 초점을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IRIS)
카메라의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선택한 프리셋 번호를 나타냅니다.

 
프리셋 번호를 입력합니다.

새로운 프리셋 위치를 등록합니다.

카메라를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프리셋 위치를 삭제합니다.

설정된 모든 프리셋 위치를 차례로 이동합니다.

PTZ 카메라의 환경 설정 메뉴를 나타냅니다.

표 6.1  가상 리모컨 버튼 표

참고:
• 누군가 기기를 이용하여 PTZ 카메라를 제어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카메
라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사용자 ID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PTZ 제어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리셋 위치 등록하기
1. v/V/b/B 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하세요..
2. [SET]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3. 숫자 버튼을 이용하여 프리셋 번호를 입력하세요.

4.  아이콘을 누르세요. 프리셋 위치등록이 완료됩니다.
5. 1-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프리셋 위치를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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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리셋 번호는 0-255번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실제 설정범위는 PTZ 카메라에 따라 다
를 수도 있습니다.

프리셋 위치로 이동하기
이 기능은 프리셋 기능이 있는 PTZ 카메라와 연결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기능은 등록되어 있는 프
리셋 위치로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전에 프리셋 위치설정이 필요합니다.
1. [MOVE]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등록되어 있는 PRESET 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카메라는 선택한 PRESET 위치로 이동하여 모니터에 그 위치의 화면을 나타냅니다.

PRESET 위치 삭제하기
등록된 PRESET 위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CLEAR]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숫자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되어 있는 PRESET 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선택한 PRESET위치는 지워집니다.

모든 PRESET위치 감시하기
등록되어 있는 모든 PRESET 위치를 순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1. [TOUR]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카메라에 등록된 모든 PRESET 위치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해당위치의 화면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2. [TOUR] 아이콘을 눌러 이 동작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PTZ 카메라 설정하기
메뉴의 항목을 설정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카메라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SETUP]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모니터에 SETUP 메뉴가 나타납니다.

2. 방향버튼 및  버튼 등을 이용하여 각 항목을 설정하세요.

참고:
자세한 사항은 PTZ 카메라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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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시스템 로그 보기 기능 사용하기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로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1. 로그보기를 선택하세요. 

로그보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림 6.11  로그 검색 메뉴 창

2. 검색할 날짜를 선택하기위해 날짜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선택가능한 날짜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6.12  날짜 선택 창

3. 검색 아이콘을 누르세요.
로그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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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시스템 로그 목록 창

6.6 검색모드
네트워크를 통해 선택한 사이트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6.6.1 날짜/시간 검색기능 사용하기
특정 날짜나 시간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그림 6.14  날짜/시간 검색 창

1. 날짜/시간 검택 탭을 선택하세요.
2. 날짜 아이콘을 눌러 날짜를 선택하세요. 

(선택가능한 날짜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3. 검색을 원하는 채널창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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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메라를 보고싶을 때 선택하세요.

선택한 카메라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림 6.15  카메라 채널 선택 창

4. 타임라인과 시간입력란을 이용하여 녹화데이터를 검색합니다.

그림 6.16  녹화된 데이타 검택 창

5. 재생 제어 버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7  재생 제어 버튼

6.6.2 이벤트 검색기능 사용하기
날짜와 이벤트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그림 6.18  이벤트 검색 창
1. 이벤트 검색 탭을 선택하세요.
2. 날짜 아이콘을 눌러 날짜를 선택하세요.

(선택가능한 날짜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3. 검색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4. 이벤트 종류를 선택하세요.
5.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벤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컨트롤 센터 | ko  89

Bosch Security Systems  사용 설명서 F01U | 2.0 | 2008.12

6. 이벤트 목록의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7. 재생 제어 버튼을 이용하여 검색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6.6.3 북마크 검색기능 사용하기
북마크된 데이터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그림 6.19  북마크 검색 창

1. 북마크 검색탭을 선택하세요.
2.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북마크된 모든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3. 목록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4. 재생제어 버튼을 이용하여 검색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6.6.4 움직임 검색기능 사용하기
움직임 감지기능으로 녹화된 데이터는 움직임 감지 조건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림 6.20  움직임 검색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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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움직임 검색탭을 선택하세요.
2. 날짜 아이콘을 눌러 날짜를 선택하세요. 

(선택가능한 날짜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3. 카메라 채널을 선택하세요.
4.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시작시간을 선택하세요.

그림 6.21  선택된 시작시간 

5. 종료시간을 선택하세요.
6. 마우스를 이용하여 움직임 감도와 움직임 영역을 선택하세요.

선택영역 해제

전체 영역 선택

그림 6.22  민감도 설정 창

선택된 영역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

그림 6.23  선택한 움직임 영역

7. 검색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움직임 검색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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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검색된 데이터 목록

8. 목록에서 채널을 선택하세요.
9. 재생제어 버튼을 이용하여 검색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6.7 원격 설정모드
네트워크를 통해 기기의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6.7.1 카메라/화면표시 설정

그림 6.25  카메라/화면표시 설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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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정

그림 6.26  카메라 설정 화면

1. 설정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다른사용자가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숨김 항목을 선택하세요. 

2.  신규 채널명을 입력하세요.
3.  오디오 입력 채널을 선택하세요.
4. PTZ 제어 항목을 설정하세요.

• 포트: 본 기기 후면부의 RS-422/485 단자에 연결된 데이터 포트를 선택하세요.
• 컨트롤 ID: PTZ 카메라의 ID를 선택하세요(0~255). PTZ카메라와 동일하게 설정하세요.
• 프로토콜: PTZ 카메라가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하세요.
• 전송 속도: 전송속도를 선택하세요(1200, 2400,4800,9600,19200 또는 38400).

5. 움직임 항목을 설정하세요.
• 민감도: 설정된 움직임 영역의 감도를 설정하세요 (0~10).
• 알람 출력: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신호가 출력되는 ALARM-OUT 단자의 번호를 설정하세요.
• 영역: 마우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움직임 감지 영역을 미리보기 화면에서 선택하세요. 시작지점을 마우스 좌
측버튼으로 누른상태에서 설정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 버튼을 놓으세요.

참고:
• 화면에 눈금을 표시하려면 [그리드 보이기] 항목을 선택하세요.
• 화면 전체를 영역으로 선택하려면 [전체 지정]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된 영역을 취소
하려면 [전체 해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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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녹화 설정
1. [연속 녹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연속 녹화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6.27  연속 녹화 설정 화면

2.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을 설정하세요 ("3.19.4 연속 녹화"를 참조하세요.).
3.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즉시 녹화 설정
1. [즉시 녹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즉시 녹화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6.28  즉시 녹화 설정 화면

2.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을 설정하세요 ("3.19.5 즉시 녹화"를 참조하세요.).
3.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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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녹화 설정
1. [입력 녹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입력 녹화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6.29  입력 녹화 설정 화면

2.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을 설정하세요 ("3.19.6 입력 녹화"를 참조하세요.).
3.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모션 녹화 설정
1. [모션 녹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움직임 녹화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6.30  움직임 녹화 설정 화면

2. 마우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항목을 설정하세요 ("3.19.7 모션 녹화"를 참조하세요.).
3.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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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 설정

그림 6.31  화면 표시 설정 화면
1. 화면 표시 항목을 설정하세요.
2. 모니터 A 항목을 설정하세요.
3. 모니터 B 항목을 설정하세요.

6.7.2 스케줄 설정

그림 6.32  스케줄 설정 화면
1. 요일을 선택하세요.
2. 원하는 녹화 항목을 선택하세요.

• 회색: 녹화예약 되지 않은 블럭
• 파란색 (연속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 붉은색 (입력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 이후 센서가 동작하였을 때 녹화를 시작합니다.
• 노란색 (모션 이벤트 녹화): 설정된 시간 이후 움직임이 검출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 초록색 (입력+모션 녹화): 설정된 시간 이후 센서가 동작하거나 움직임이 검출되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  파란색+붉은색 (연속+입력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설정한 시간 이후 센서가 
동작하면 연속녹화 모드에서 입력 이벤트 녹화 모드로 변경되어 녹화를 시작합니다. 

•  파란색+노란색 (연속+모션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설정한 시간 이후 움직임
이 검출되면 연속녹화 모드에서 모션 이벤트 녹화 모드로 변경되어 녹화를 시작합니다. 

•  파란색+초록색 (연속+입력+모션 이벤트 녹화): 설정한 시간부터 녹화를 시작합니다. 설정한 시간 이후 센
서가 동작하거나 움직임이 검출되면 연속녹화 모드에서 모션 이벤트 녹화 모드로 변경되어 녹화를 시작합
니다.

3. 채널을 선택하세요.
4. 선택한 채널에서 녹화 시작 시간블럭을 선택한 후 마우스좌측 버튼을 누른상태에서 녹화 종료 시간블럭까지 끌

어놓기하여 스케줄을 설정하세요.
 또는
 선택한 채널에서 녹화 시작 시간블럭을 선택한 후 마우스좌측 버튼을 누른상태에서 녹화 종료 시간블럭을 다른 

채널에 끌어놓기하여 여러 채널에 스케줄 설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시간블럭의 색상이 변경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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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복사 설정

그림 6.33  스케줄 복사 설정 화면
1. 복사할 요일을 선택하세요.
2. 복사대상을 요일, 평일, 주말 중 선택하세요.
3. 복사 버튼을 누르면 스케줄 데이터가 복사됩니다.

예외 날짜 녹화 설정

그림 6.34  예외 날짜 설정 화면
1. 예외 날짜 항목을 선택하세요.
2. 녹화 할 예외 날짜를 선택하세요.
3. 원하는 녹화 항목을 선택하세요.
4. 녹화할 채널을 선택하세요.
5. 선택한 채널에서 녹화 시작 시간블럭을 선택한 후 마우스좌측 버튼을 누른상태에서 녹화 종료 시간블럭까지 끌

어놓기하여 스케줄을 설정 하세요.
또는
선택한 채널에서 녹화 시작 시간블럭을 선택한 후 마우스좌측 버튼을 누른상태에서 녹화 종료 시간블럭을 다른 
채널에 끌어놓기하여 스케줄 설정을 동시에 여러 채널에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시간블럭의 색상이 변경됩니
다.

6. 예외 날짜 녹화의 명칭을 입력하세요.
7.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예외 날짜 녹화가 추가됩니다.

등록된 예외 날짜 녹화일정을 삭제하려면 원하는 녹화일정을 목록에서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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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이벤트 설정

그림 6.35  이벤트 설정 화면
1. 이벤트 설정 항목을 설정하세요.

• 입력: ALARM I/O 단자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 센서 유형: 해당 센서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N.O (Normally Open) 또는 N.C (Normally Closed).
• 연결된 카메라: ALARM I/O 단자에 연결된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 릴레이 출력: 릴레이 신호를 출력할 RELAY-OUT 단자의 번호를 선택하세요.
• 프리셋: 프리셋 번호를 선택하세요. 센서가 동작하면 카메라는 선택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하며 모니터에 카
메라 프리셋 위치의 영상이 나타납니다.   

2. 이벤트-알람 인지 항목을 설정하세요.
• 릴레이 해제: “알람이 승인됨” 또는 “포스트 알람 시간”을 선택하세요.

6.7.4 네트워크 설정

그림 6.36  네트워크 설정 화면

TCP/IP 설정
DHCP,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주 DNS, 보조 DNS,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 HTTP 포트 번호 항목은 
이 프로그램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들은 기기의 시스템 메뉴에서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대역폭 한계: 대역폭을 1부터 100Mbps 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 데이터 전송량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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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설정
메일 항목을 설정합니다.
• 통보: 통보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 e-mail을 통해 사용자에게 기기의 동작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TLS: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기능을 사용 할 때 선택하세요.
• SMTP 서버: SMTP 서버 주소를 입력하세요. 
• SMTP 포트 번호: SMTP 포트번호를 입력하세요. 일반적으로 SMTP의 TCP 포트는 25번입니다. 유동성과 

보안을 위해 포트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포트번호를 25 또는 1에서 
65535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세요.

•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메일 주소 (1~3): e-mail 주소를 입력하세요. 최대 3개의 e-mail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SMTP 서버, SMTP 포트번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설정은 부가항목입니다. 본 기기
는 SMTP 서버나 MTA (message transfer agent)를 사용하지 않고 e-mail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e-mail을 특정 SMTP 서버로 송부할 경우 서버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
를 지정해야 합니다. SMTP 설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세요.

통보 
통보항목을 설정합니다.
• 알람 설정: 알람 입력이 동작했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비디오 손실: 접속불량,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영상신호가 멈췄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움직임 감지: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전원 켜짐/꺼짐: 전원을 켜거나 껐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 디스크 잔량 없음: 하드디스크의 잔량이 없을때 e-mail을 보냅니다.
•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e-mail을 보냅니다.

DDNS
• 사용자 ID: DDNS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을 입력 하세요.
• 비밀번호: 입력한 사용자 ID의 비밀번호를 입력 하세요.

참고:
DDNS 기능은 “No-IP”(http://www.no-ip.com/)에 의해 TCP 8245포트를 이용하
여 서비스를 받습니다. 
본 기기를 파이어월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사용할 경우, DDNS 데이터를 파이
어월에 넣기 때문에 TCP 8245포트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파이어월 설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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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보
• 통보: 통보설정을 통해 동작상태를 비상관리자에게 알려줍니다.
• IP주소/포트: 비상관리자의 PC에 설정된 IP주소 및 포트번호를 입력하세요. 공장출하시 포트번호는 9002입

니다. 유동성과 보안을 위해 포트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번호의 변경을 원할 경우 
1025에서 65535의 범위내에서 변경하세요. IP주소 및 포트번호는 최대 9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6.7.5 시스템 설정

그림 6.37  시스템 설정 화면

날짜/시간 설정
날짜/시간 항목을 설정합니다.
• NTP: NTP (Network Time Protocol)서버를 이용하여 시간을 설정할 경우 선택하세요.
• 날짜 표시 방식: 날짜표시 방식을 선택합니다.
• 표준시간대: 본 항목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시간 서버: 일반적으로 다음에 나열된 5개 공공서버의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time.nist.gov, time-a.nist.

gov, time-b.nist.gov, ntp.nasa.gov, clock.isc.org).
• 사설 서버: 사설 시간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을 입력하세요.
• 동기 간격: NTP 시간 서버와의 동기 간격을 매시간, 매일, 매주 또는 매달로 설정할수 있습니다. 
• 일광 절약 시간: 일광 절약 시간 기능을 사용할 때 선택하세요. 

- 시작: 일광 절약 시간의 시작시간을 선택하세요.
- 끝: 일광 절약 시간의 끝시간을 선택하세요.

하드디스크
• 덮어쓰기: 덮어쓰기 유형을 선택하세요. (전체, 일반 파티션, 이벤트 파티션, 꺼짐)

이 기능은 하드디스크가 가득찼을 때 선택한 덮어쓰기 유형에 따라 덮어쓰기가 가능합니다.
• 디스크 잔량 경고: 하드디스크의 녹화 용량이 설정한 용량 보다 넘칠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이벤트 파티션: 이벤트 녹화를 위한 하드디스크의 이벤트 분할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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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아웃
• 사용자 자동 로그아웃: 설정된 시간이후 자동으로 사용자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자동 로그아웃 시

간을  5분, 10분, 30분, 60분 또는 꺼짐 중 선택하세요.

경보음 설정
경보음 항목을 설정합니다.
• 버튼 경보음: 버튼을 누를 때 효과음이 납니다.
• 센서 경보음: 센서가 동작했을 때 경보음이 납니다.
• 모션 경보음: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경보음이 납니다.
• 시스템 경보음: 냉각 팬이 동작하지 않거나 하드디스크에 손상이 있을경우 경보음이 납니다.

업데이트 설정
업데이트항목을 설정합니다.
• 항목: 업데이트할 항목을 선택하세요.

- PTZ 프로토콜: PTZ 프로토콜을 업데이트 할 경우 선택하세요.
-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경우 선택하세요.

• 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 방법을 선택합니다.
- USB: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갱신할 때. 
- 네트워크: 업데이트 서버를 통하여 갱신할 때.

• 업데이트 서버: 업데이트 방법을 네트워크로 설정한 경우 서버의 IP주소를 입력하세요.

참고:
업데이트 서버로부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때에는 TCP/IP 설정과 업데이트 서버의 IP 
주소를 확인하세요.

사용자 설정
사용자 등록하기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1.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3. 입력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
4. 사용자 수준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등록된 사용자 편집하기
사용자 ID, 비밀번호 또는 사용자 수준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1.  사용자 ID를 선택한 후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사용자 ID, 비밀번호 또는 사용자 수준을 변경 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등록된 사용자 삭제하기
1. 삭제하려는 사용자 ID를 선택하세요.  
2. “삭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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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원격 내보내기 설정하기
녹화된 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를 DVR로 부터 PC로 복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관리자 및 특별 사용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6.38  내보내기 설정 화면
• 사이트명: 선택한 서버 이름을 나타냅니다.

• 채널: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 채널을 선택하세요. 최소 한개 이상의 채널을 선택하세요.  아이콘을 클릭하
면 전체 카메라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 오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 켜짐을 선택하세요. 꺼짐으로 선택하면 오디오 데이터를 내보낼 수 없
습니다. 

• 시작: 복사를 시작 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세요. 
• 끝: 복사를 끝낼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세요.
• 저장 경로: 현재 내보내기할 데이타를 저장할 폴더를 나타냅니다. 내보내기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폴더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저장 폴더는 “C:\Program Files\Bosch Security Systems\Divar 
MR\Exports” 입니다. 저장 폴더를 변경 하려면  아이콘을 누르고 새 폴더를 선택하세요. 

• 명칭: 내보내기한 데이타의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파일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CHx_start_time.exp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 데이타 타입: 저장 파일의 형식은 “Native [*.exp]” 또는 “AVI”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ative 파일
은 “*.exp”의 형태로 저장 됩니다. AVI 파일 은 “*.avi” 로 저장 됩니다. 저장된 “*.exp” 파일은 Export 
Viewer 프로그램에서 재생 가능하며 “*.avi” 파일은 Windows Media Player나 다른 “.avi” 파일 플레이어
를 통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내보내기: 스캐줄 목록에서 선택한 내보내기 설정의 데이타를 내보내기 위해 클릭하세요. 
• 취소: 진행중인 내보내기를 취소할 때 클릭하세요. 
• 종료: 내보내기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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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내보내기 방법 How to export the data
1.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한 채널을 선택하세요. 최소 한개 이상의 채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시작 날짜/시간 항목을 설정하세요.
3. 종료 날짜/시간 항목을 설정하세요.
4.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세요.
5. 내보내기할 데이타의 명칭을 입력하세요. 
6. 데이타 타입을 선택하세요.
7.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데이타 내보내기가 시작 됩니다. 내보내기의 진행 현황은 [상태]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8. 종료 버튼을 눌러 내보내기 설정 창을 닫습니다. 

참고:
• 내보내진 파일의 이름은 [채널 번호_입력한 명칭.exp (또는 “avi”)]의 형태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The exported data file name is made as the 
[Channel number_Entered name.exp (or "avi")] type. 

• 내보기할 폴더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폴더는 공장초기 저장 폴더로 설정되고 하위 
폴더의 이름은 시작날짜로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

•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로그아웃하는 경우 내보내기가 종료됩니다. 
• 내보내는 데이터 크기가 PC의 저장 가능한 용량보다 클 경우 경고 메세지가 나타납
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한 경우 내보내기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고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 날짜/시간 설정의 시작 항목 설정값이 끝 항목 설정값과 동일한 경우.
- 날짜/시간 설정의 시작 항목 설정값이 끝 항목 설정값 보다 더 늦을 경우. 
The warning message appears for the conditions listed below.
- When the start date/time and end date/time are the same.
- When the start date/time is later than the end date/time.

• 내보내기 도중에 내보내기 설정창을 종료하면 내보내기가 종료될 때까지 내보내기 
아이콘이 깜빡이며 내보내기가 종료되면 내보내기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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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프로그램

7.1 Alarm Notifier 프로그램
네트워크>긴급설정의 항목을 켜짐으로 설정하면 통보설정에 따라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3.23.3  통보” 참조).
1.  [Divar MR Alarm Notifier] 아이콘을 두번 클릭하세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시스템 트레이에 긴급 서버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림 7.1  시스템 트레이의 Divar MR Alarm Notifier 아이콘

2.  통보기능이 동작할 때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5초 동안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림 7.2  메시지 창

3.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4. 메시지가 사라지기 전에 메시창을 클릭하면 [Divar MR Alarm Notifier - 수신된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또는
 Divar MR Alarm Notifi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시지 확인] 항목을 선택하면 [Divar MR Alarm Notifier 

- 수신된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5. 수신한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버튼을 클릭하면 [Divar MR Alarm Notifier - 수신된 메시지]창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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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larm Notifier 프로그램 메인 화면

a b c

d e f g h i

그림 7.3  Divar MR Alarm Notifier 메인 화면

a 메시지 유형을 나타냅니다.
b 발신지 IP 주소를 나타냅니다.
c 메시지를 수신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d 포트변경 창을 나타냅니다.
e 검색창을 나타냅니다.
f 받은 메시지를 갱신합니다.
g 받은 메시지의 자세한 내용을 나타냅니다.
h 목록에서 선택된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i [Divar MR Alarm Notifier - 수신된 메시지]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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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포트 설정

그림 7.4  포트 설정 화면 

1.   버튼을을 클릭하세요. 옵션창이 나타납니다.
2. Alarm Notifier 포트 번호 항목에 포트번호를 입력하세요. 공장 출하시 포트 번호는 9002입니다. 유동성과 

보안을 위해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포트 번호를 1025에서 
65535의 범위내에서 변경하세요.

3.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이 종료됩니다.

7.2.3 메시지 검색

그림 7.5  메시지 검색 화면

1.   버튼을을 클릭하세요. 메시지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2. 검색방법을 선택하세요.

• 이벤트 검색: 메시지의 이벤트 유형에 따라 검색합니다.
• 시간검색: 선택한 날짜에 따라 검색합니다.

3.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Divar MR Alarm Notifier - 수신된 메시지] 창에 검색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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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목록에서 메시지 삭제하기
1.  삭제하려는 메시지를 선택하세요.

2.  버튼을 클릭을 클릭하세요.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7.6  메시지 지우기 확인 화면
3. [예]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7.3 Archive Player 프로그램
기기로부터 내보내기한 데이터를 Divar MR Archive Play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Divar MR Archive Player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 내보내기(Export)를 할때 USB 
외장장치에 함께 저장됩니다.

7.3.1 Archive Player 주 화면

그림 7.7  Divar MR Archive Player 화면

• 프로그램 메뉴
- 파일(F)
> 열기: 데이터 파일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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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Archive Player의 화면 이미지를 프린트 합니다. 
> 종료: Archive Player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언어(L): Archive Player의 표시 언어를 선택하세요.
- 도움말(H)
> Archive Player 정보: Archive Player 프로그램 정보를 나타냅니다.

• 컨트롤 아이콘

-  : 재생을 일시정지합니다.
-  : 재생을 시작합니다.
-  : 재생을 중지합니다.

• 옵션 설정
“워터 마크 검사”를 선택 하면 재생하고 있는 데이터가 녹화된 원본 데이터와 다를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냅
니다.

• 비디오 정보 
- 파일 이름: 파일명을 나타냅니다.
- 비디오 포맷: 데이터의 영상유형을 나타냅니다.
- 시간: 녹화된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 저장 모드: 저장된 데이터의 녹화유형을 나타냅니다. (연속, 움직임 등)
- 카메라 번호: 녹화된 데이터의 카메라 채널번호를 나타냅니다.

7.3.2 데이터 재생하기
1.  Divar MR Archive Player 아이콘을 두번 클릭하거나 데이터 내보내기(Export)한 외장 USB 저장장치의 

[Archive Player] 폴더를 열어 파일을 실행하세요. 
CD 또는 DVD로 내보내기(Export)한 경우 디스크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Divar MR Archive Player 프로그
램이 실행되고 Divar MR Archive Player 창이 나타납니다.

2. [파일(F)] > [열기(O)]를 선택하세요.
열기 창이 나타납니다.

그림 7.8  열기 창

3. USB 저장장치의 루트(Root) 디렉토리를 선택한 후 재생을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세요. 
재생 가능한 데이터의 파일명은 [채널명_년월일_시분.exp]와 같은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4. 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선택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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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Divar MR Archive Player 화면

5.  버튼을 클릭하면 재생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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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웹 뷰어 프로그램
7.4.1 Web Viewer 접속하기 

1. 웹 브라우져를 실행하세요. 
2. 주소입력한에 “HTTP://”를 입력한 후 DVR 기기의  IP 주소를 입력하세요. 
3. ENTER를 누르면 로그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림 7.10  리모트 로그 온 메뉴 화면

4. 사용자 ID(User Type)와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하세요. 
5. [OK]를 클릭하세요.

참고:
• 웹 뷰어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DVR 기기의 TCP/IP 설정을 확인하세요. 
• 최초 웹뷰어를 실행하면 보안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반드시 설치 버튼을 눌러 
웹뷰어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만약 경고창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웹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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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웹 뷰어 사용하기 
웹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화면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림 7.11  웹 뷰어 화면

PTZ View 모드 또는 Live View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모드 선택 아이콘  

실시간 화면 표시창 

7.4.3 실시간 화면 제어하기
•  왼쪽 마우스 버튼: 채널을 선택할 때 사용하세요. 하나의 채널을 선택한 후 더블클릭하면 한개의 분할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개의 분할 화면에서 더블클릭하면 이전 화면 모드로 변경 됩니다.
•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전체 화면 모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일반 화면 모드로 변경됩니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추가 프로그램 | ko  111

Bosch Security Systems  사용 설명서 F01U | 2.0 | 2008.12

7.4.4 PTZ View 제어하기

•   아이콘을 클릭하면 PTZ view 모드로 변경되고 PTZ 가상 리모컨이 나타납니다.

그림 7.12  PTZ 가상 리모컨 화면

•   PTZ 가상 리모컨을 이용하여 PTZ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동작방법은 “6.5.3  팬/틸트/줌 기능 사용하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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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하기

8.1 고장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제품사용중 아래의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증상 확인 및 조치

기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요.

전원 플러그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력된 전원의 전압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본 기기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된 경우에도 전원이 켜지지 않을 때에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기기의 전원은 켜져있
는데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니터의 전원 플러그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니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니터와 기기를 연결하고 있는 영상 연결선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택된 모니터 유형을 확인하세요. (“3.12 모니터 유형 선택하기” 참조).

전원플러그를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세요.

카메라의 번호는 
화면에 나타나는데 
카메라의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카메라의 영상출력 단자가 기기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메라의 전원 연결선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본 기기와 카메라와의 영상신호 연결 케이블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본 기기를 재시동하세요.

카메라의 영상은 
화면에 나타나지만
기기가 영상을 
녹화하지 않아요.

녹화설정 메뉴에서 녹화설정을 확인하세요.

시스템 정보창에서 하드디스크의 인식상태를 확인하세요.
하드디스크의 인식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하드디스크의 포맷상태와 
연결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용가능한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확인하세요.

덮어쓰기 항목을 사용하려면 메뉴의 덮어쓰기 항목을 선택하세요.

녹화된 영상을 검색할 
수 없어요.

검색시 녹화중인 영상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녹화중인 영상 데이터가 없다면 메뉴의 녹화설정을 확인하세요.

시스템 정보창에서 하드디스크의 인식상태를 확인하세요.
하드디스크의 인식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하드디스크의 포맷상태와 
연결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용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일반 사용자는 검색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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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확인 및 조치

영상과 함께 녹화된 
음성이 출력되지 않
아요.

녹화할 음성채널의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 후면부에 연결한 스피커 또는 오디오(Line 입력)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결된 스피커가 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세요. 

몇몇 카메라의 화면 
색상이 이상하거나 영
상이 비정상적으로 출
력돼요.  

시스템에 접속된 카메라에 문제가 있으면, 영상 입력 단자에 다른 카메라를 연결
한 후 영상을 확인하여 기존 연결된 카메라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세요.

기기의 영상 포맷과 카메라의 영상 포맷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사
용되는 영상포맷이 PAL 또는 NTSC포맷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기의 영
상 포맷과 카메라의 영상포맷이 일치하지 않으면 영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영상에 노이즈가 
생겨요.

시스템에 접속된 카메라에 문제가 있으면, 영상 입력 단자에 다른 카메라를 연결
한 후 영상을 확인하여 기존 연결된 카메라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세요. 

본기기와 카메라 사이에 연결된 영상 연결선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영상 연결선 주위에 높은 전압이 흐르는 선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영상에 노이즈
가 생기거나 화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본기기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영상연결선이 올바른 용도의 연결선인지 확인하세
요. 만약 전원연결선을 영상연결선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영상에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기와 연결된 센서가 
동작하지  않아요.

센서 설정메뉴에서 설정한 센서의 유형이 연결된 센서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녹화설정메뉴의 일정관리 항목에서 센서를 사용한 녹화를 설정하였는지 
확인하세요.

ALARM-I/O 단자에 센서가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기기와 연결된 PTZ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아요.

카메라 설정 메뉴에서 PTZ카메라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스템에 연결된 PTZ카메라의 전원 코드가 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스템에 연결된 PTZ카메라에 연결된 신호 코드가 바르게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시스템에 연결된 PTZ카메라를 제어하는 채널을 확인하세요.

사용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일반 사용자는 PTZ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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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확인 및 조치

본 기기에서 송부
한 E-mail을 받
을수 없어요.

SMTP서버 설정없이 E-mail 수신을 실패한 경우. 
•  네트워크가 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E-mail 주소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입력된 메일주소의 스팸메일 설정을 확인하세요.
(스팸메일을 설정하면 일부 메일은 자동으로 지워지거나 스팸메일 
보관함 등에 분류됩니다.) 

•  일부 SMTP 메일 서비스 회사에서는 사설 SMTP 서버로부터 송부된 메일을 지원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 SMTP 서버를 이용하세요. 

SMTP 서버 설정이 되어 있지만 E-mail 수신이 되지 않을 경우.
•   Please check the SMTP information or internet cable] 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 SMTP 서버 주소를 확인하세요.
- SMTP 포트번호를 확인하세요. (기본설정: 25).
-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하세요.

•   [Please check the authentication information] 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 사용자명을 확인하세요.
-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  오류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수신이 불가능할 경우.
-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
- 입력된 메일주소의 스팸메일 설정을 확인하세요.

리모컨이 작동하
지 않아요.

리모컨의 건전지를 확인하세요.

리모컨의 ID 설정을 확인하세요. (“3.24.9 시스템” 참조).

참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 제품 전면부의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재시동 하세요.
• 기기의 전원을 끄고 몇초간 기다린 후 전원을 다시 켜세요.

기기를 재시동한 후에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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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권장 사용기기
8.2.1 지원하는 USB 메모리 목록

구분 제조사 모델명 용량 USB 버전

1 Sandisk Cruzer Micro 256MB/512MB/1GB Ver 2.0

2 Sony Ultra Mini USM 256MB/512MB/1GB Ver 2.0

3 Transcend JF 120 2.0 256MB/512MB/1GB Ver 2.0

4 Imation Mini Drive 256MB/512MB/1GB Ver 2.0

8.2.2 지원하는 CD/DVD 미디어 목록
구분 CD-R CD-RW DVD-R DVD-RW DVD+R DVD+RW

Mitsubishi O O O O O O
Imation O O O O O O

Tayioyuden O X O X O X
TDK O X O O O O

참고:
8cm 1.4G 미니 DV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8.2.3 장치별 지원가능한 기능 목록 
장치 즉시 백업 스케줄 백업 내보내기 설정 갖져오기/내보내기

CD/DVD O X O X

USB 메모리 O O O O

USB HDD O O O O

참고:
외부 USB 저장장치(USB 메모리 스틱, HDD등)에 설정 가져오기/내보내기를 할 경우 
다른 USB 장치는 연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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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지원하는 PTZ 카메라 목록

프로토콜명 제조사 Pan/
Tilt Zoom Focus Iris Preset Tour Setup

BOSCH BOSCH O O O O O O O

PELCO D PELCO O O O O O O O

PELCO P PELCO O O O O O O O

GANZ_DSCP CBC O O O O O O O

GANZ_P360V1 CBC O O O O O O X

LG_MULTIX LG O O O O O O O

LG_SD168 LG O O O O O O O

KALATEL_
CYBERDOM KALATEL O O O O O O X

PANASONIC_
CS850 PANASONIC O O O O O O O

SAMSUNG_SCC SAMSUNG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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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표준시간대 표

Timezone name Timezone 
Abbreviation Timezone DST

Eniwetok, Kwajalein EK -12:00
Midway Island, Samoa MIS -11:00
Hawaii HAW -10:00
Alaska ALA -09:00 -08:00
Pacific Time (US and Canada); Tijuana PST -08:00 -07:00
Mountain Time (US and Canada), Chihuahua, La Paz, 
Mazatlan, Arizona MST -07:00 -06:00

Central Time (US and Canada), Saskatchewan, 
Guadalajara, Mexico City, Monterrey, Central America CST -06:00 -05:00

Eastern Time (US and Canada), Indiana (East), Bogota, 
Lima, Quito EST -05:00 -04:00

Atlantic Time (Canada), Caracas, La Paz, Santiago AST -04:00
Newfoundland NWF -03:30 -02:30
Brasilia, Buenos Aires, Georgetown, Greenland BBA -03:00
Mid-Atlantic MAT -02:00
Azores, Cape Verde Islands AZO -01:00
Greenwich Mean Time: Dublin, Edinburgh, Lisbon, 
London, Casablanca, Monrovia GMT 0 +01:00

Amsterdam, Belgrade, Bratislava, Budapest, Ljubljana, 
Prague, Sarajevo, Skopje, Warsaw, Zagreb, Brussels, 
Copenhagen, Madrid, Paris, Berlin, Bern, Rome, 
Stockholm, Vienna, West Central Africa

AMS +01:00 +02:00

Athens, Istanbul, Minsk AIM +02:00 +03:00
Bucharest, Cairo, Pretoria, Jerusalem, Harare, Pretoria BCP +02:00 +03:00
Helsinki, Riga, Israel, Kyiv, Sofia, Tallinn, Vilnius HRI +02:00 +03:00
Baghdad, Kuwait, Riyadh, Nairobi BKR +03:00 +04:00
Moscow, St.Petersburg, Volgograd MSV +03:00 +04:00
Tehran THE +03:30 +04:30
Abu Dhabi, Muscat, Baku, Tbilisi, Yerevan ABT +04:00
Kabul KAB +04:30
Ekaterinburg, Islamabad, Karachi, Tashkent EIK +05:00
Bombay, Calcutta, Madras, New Delhi, Chennai, 
Kolkata BCD +05:30

Almaty, Dhaka, Colombo, Astana, Sri 
Jayawardenepura, Novosibirsk ADC +06:00

Bangkok, Hanoi, Jakarta, Krasnoyarsk BHJ +07:00
Beijing, Changqing, Hong Kong, Uramqi BHU +08:00
Perth, Singapore, Taipei, Beijing, Chongqing, Hong 
Kong SAR, Urumqi, Kuala Lumpur, Irkutsk, Ulaan 
Bataar

SST +08:00

Osaka, Sapporo, Tokyo OST +09:00
Seoul, Yakutks SYA +09:00
Adlaide, Darwin ADA +09:30
Brisbane, Guam, Port Moresby BGP +10:00
Canberra, Melbourne, Sydney CMS +10:00
Hobart, Vladivostok HVL +10:00
Magadan, Solomon Islands, New Caledonia MSN +11:00 +12:00
Auckland, Wellington AWE +12:00
Fiji Islands, Kamchatka, Marshall Islands FK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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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장 출하 초기 설정 항목
구분 세부항목 초기값 공장 출하 

초기값1 단계 2 단계 3 단계 DVR-16K/
DVR-16L

DVR-8K/
DVR-8L

카메라

카메라 

Ch

명칭 Camera 1 ~ 
Camera 16

Camera 1 ~ 
Camera 8 Yes

숨김 꺼짐 Yes
오디오 01 ~ 08, 미사용 01 ~ 04, 미사용 Yes

비디오 조정

채널 01:채널명
밝기 50 Yes
명암 50 Yes
컬러 50 Yes

PTZ

카메라 01:채널명
COM 포트 미사용 Yes
컨트롤 ID 0 Yes
프로토콜 Bosch Yes
전송 속도 9600 Yes
PTZ 테스트

연속 녹화

Ch
해상도 352X240 (NTSC), 352X288 (PAL) Yes
화질 보통 Yes

녹화 장수 30 IPS (NTSC), 25 IPS (PAL) Yes

즉시 녹화

Ch
해상도 352X240 (NTSC), 352X288 (PAL) Yes
화질 보통 Yes

녹화 장수 30 IPS (NTSC), 25 IPS (PAL) Yes

입력 녹화

Ch
해상도 352X240 (NTSC), 352X288 (PAL) Yes
화질 보통 Yes

녹화 장수 30 IPS (NTSC), 25 IPS (PAL) Yes
사전 이벤트 꺼짐 Yes
사후 이벤트 10 초 Yes

모션 녹화

Ch
해상도 352X240 (NTSC), 352X288 (PAL) Yes
화질 보통 Yes

녹화 장수 30 IPS (NTSC), 25 IPS (PAL) Yes
사전 이벤트 꺼짐 Yes
사후 이벤트 10 초 Yes

영상신호 방식 영상신호 방식 NTSC

스케쥴

일요일 연속 녹화 Yes
월요일 연속 녹화 Yes
화요일 연속 녹화 Yes
수요일 연속 녹화 Yes
목요일 연속 녹화 Yes
금요일 연속 녹화 Yes
토요일 연속 녹화 Yes
예외 날짜 연속 녹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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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초기값 공장 출하 
초기값1 단계 2 단계 3 단계 DVR-16K/

DVR-16L  
DVR-8K/
DVR-8L

화면표시

화면 표시
언어 영어 Yes

카메라 이름 켜짐 Yes
카메라 상태 켜짐 Yes

모니터 A 시퀀스 지속 시간 2 초 Yes

모니터 B 시퀀스 지속 시간 2 초 Yes
이벤트 Popup 꺼짐 Yes

이벤트

입력

입력
입력 유형 N.O. Yes
카메라 01~16 01~08 Yes

릴레이 출력 미사용 Yes
Preset 미사용 Yes

움직임

카메라 01:채널명
민감도 5 Yes

릴레이 출력 미사용 Yes
영역 켜짐 Yes

알람 인지 알람 인지 사후 이벤트 시간 Yes

네트워크

TCP/IP

DHCP 켜짐 Yes
IP 주소 - Yes

서브넷 마스트 - Yes
게이트웨이 - Yes
주 DNS - Yes
보조 DNS - Yes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 9001 Yes
HTTP 포트 번호 80 Yes
대역폭 한계 100 Mbps Yes

DDNS 사용자 이름 - Yes
비밀번호 - Yes

통보

센서 감지 꺼짐 Yes
동작 감지 꺼짐 Yes

디스크 잔량 없음 꺼짐 Yes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꺼짐 Yes

비디오 손실 꺼짐 Yes
전원 켜짐/꺼짐 꺼짐 Yes

메일

통보 꺼짐 Yes
SMTP 서버 - Yes

SMTP 포트 번호 25 Yes
사용자 이름 - Yes
비밀번호 - Yes
TLS 꺼짐 Yes

메일 주소1 - Yes
메일 주소2 - Yes
메일 주소3 - Yes

긴급
통보 꺼짐 Yes
IP 주소 - Yes
포트 번호 9002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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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초기값
공장 출하 
초기값1 단계 2 단계 3 단계 DVR-16K/

DVR-16L 
DVR-8K/
DVR-8L

시스템

날짜/시간

날짜 2007.01.01
시간 0:00

날짜 표시 방식 년/월/일 Yes
시간 형식 12 hr Yes
표준시간대 GMT
일광 절약 시간 꺼짐

일광 절약 시간 시작 1월/첫번째/일요일/00
일광 절약 시간 끝 1월/첫번째/일요일/00

NTP

NTP 꺼짐 Yes
서버 공용 서버 Yes

사설 시간 서버 - Yes
동기 간격 1 일 Yes

경보음

버튼 경보음 꺼짐 Yes
센서 경보음 꺼짐 Yes
모션 경보음 꺼짐 Yes
시스템 경보음 꺼짐 Yes

사용자

번호
ID -
수준 일반 사용자
비밀번호 000000

업데이트
항목 시스템 펌웨어 Yes

업데이트 방법 USB Yes
업데이트 서버 - Yes

설정
설정 가져오기
설정 내보내기
설정 초기화

하드 디스크

덮어쓰기 일반 파티션 Yes
디스크 꽉참 경고 꺼짐 Yes
이벤트 파티션 20% No
자동 삭제 꺼짐 Yes
포맷 전체 Yes

백업

파티션 선택 전체 Yes
스케쥴 꺼짐 Yes
장치

스케쥴 시작 0 Yes
시간 범위 날짜 0 Yes
시간 범위 시작 0 Yes
시간 범위 끝 0 Yes

시스템
IR 원격 ID 01 Yes
DVR ID 01 Yes

사용자 자동 로그아웃 꺼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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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녹화 가능 시간표 (500GB HDD)

해상도
(NTSC/PAL) 화질 IPS 

(NTSC/PAL)

녹화 시간 (Hr)
영상

(NTSC/PAL)
비디오+음성 
(NTSC/PAL)

DVR-8K/
DVR-8L

DVR-16K/
DVR-16L

DVR-8K/
DVR-8L

DVR-16K/
DVR-16L

352x240/
352x288

최저

30/25 550/440 275/220 501/401 251/201 
20/20 571/457 285/228 518/415 259/207 
15/12.5 833/666 416/333 726/581 363/290 
7.5/6 1185/948 593/474 979/784 490/392 
5/5 1427/1141 713/571 1139/911 569/455 
3/3 1712/1370 856/685 1313/1051 657/525 
1/1 2703/2162 1352/1081 1828/1462 914/731 

낮음

30/25 481/385 241/193 444/355 222/177 
20/20 541/432 270/216 493/395 247/197 
15/12.5 700/560 350/280 623/498 312/249 
7.5/6 963/770 481/385 823/658 411/329 
5/5 1048/838 524/419 884/707 442/354 
3/3 1185/948 593/474 979/784 490/392 
1/1 1926/1541 963/770 1436/1149 718/574 

표준

30/25 321/257 160/128 304/243 152/121 
20/20 342/274 171/137 323/258 161/129 
15/12.5 550/440 275/220 501/401 251/201 
7.5/6 717/573 358/287 636/509 318/254 
5/5 815/652 408/326 712/570 356/285 
3/3 875/700 438/350 758/606 379/303 
1/1 1401/1121 700/560 1122/898 561/449 

높음

30/25 241/193 120/96 231/185 115/92 
20/20 278/222 139/111 265/212 132/106 
15/12.5 385/308 193/154 361/288 180/144 
7.5/6 541/432 270/216 493/395 247/197 
5/5 642/514 321/257 576/461 288/231 
3/3 770/616 385/308 678/542 339/271 
1/1 1141/913 571/457 949/759 475/380 

최고

30/25 151/121 76/60 147/118 74/59 
20/20 180/144 90/72 175/140 87/70 
15/12.5 257/205 128/103 246/196 123/98 
7.5/6 376/301 188/150 352/282 176/141 
5/5 471/377 236/188 435/348 217/174 
3/3 535/428 267/214 489/391 244/195 
1/1 820/656 410/328 716/572 35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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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NTSC/PAL) 화질 IPS 

(NTSC/PAL)

녹화 시간 (Hr)
영상

(NTSC/PAL)
비디오+음성 
(NTSC/PAL)

DVR-8K/
DVR-8L

DVR-16K/
DVR-16L

DVR-8K/
DVR-8L

DVR-16K/
DVR-16L

704x240/
704x288

최저

15/15 642/514 321/257 576/461 288/231 
7.5/7.5 906/725 453/363 781/625 390/312 
5/5 1141/913 571/457 949/759 475/380 
3/3 1284/1027 642/514 1046/837 523/418 
1/1 2266/1813 1133/906 1617/1293 808/647 

낮음

15/15 593/474 296/237 536/429 268/215 
7.5/7.5 833/666 416/333 726/581 363/290 
5/5 885/708 443/354 765/612 383/306 
3/3 951/761 476/380 814/651 407/326 
1/1 1572/1258 786/629 1230/984 615/492 

보통

15/15 428/342 214/171 398/318 199/159 
7.5/7.5 571/457 285/228 518/415 259/207 
5/5 634/507 317/254 570/456 285/228 
3/3 700/560 350/280 623/498 312/249 
1/1 1101/880 550/440 921/737 460/368 

높음

15/15 358/287 179/143 337/270 168/135 
7.5/7.5 481/385 241/193 444/355 222/177 
5/5 541/432 270/216 493/395 247/197 
3/3 593/474 296/237 536/429 268/215 
1/1 923/738 461/369 793/634 396/317 

최고

15/15 208/167 104/83 201/161 100/80 
7.5/7.5 314/252 157/126 298/238 149/119 
5/5 395/316 198/158 369/295 185/148 
3/3 433/346 216/173 402/322 201/161 
1/1 744/595 372/298 658/526 329/263 

704x480/
704x576

최저

7.5/7.5 428/342 214/171 398/318 199/159 
5/5 552/442 276/221 503/402 252/201 
3/3 642/514 321/257 576/461 288/231 
1/1 1133/906 566/453 943/755 472/377 

낮음

7.5/7.5 390/312 195/156 365/292 182/146 
5/5 463/370 231/185 428/342 214/171 
3/3 507/405 253/203 465/372 233/186 
1/1 786/629 393/314 690/552 345/276 

보통

7.5/7.5 280/224 140/112 267/214 133/107 
5/5 302/242 151/121 287/229 143/115 
3/3 335/268 167/134 316/253 158/126 
1/1 499/399 249/199 458/367 22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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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NTSC/PAL) 화질 IPS 

(NTSC/PAL)

녹화 시간 (Hr)
영상

(NTSC/PAL)
비디오+음성 
(NTSC/PAL)

DVR-8K/
DVR-8L

DVR-16K/
DVR-16L

DVR-8K/
DVR-8L

DVR-16K/
DVR-16L

704x480/
704x576

높음

7.5/7.5 220/176 110/88 212/169 106/85 
5/5 263/211 132/105 252/201 126/101 
3/3 291/233 145/116 276/221 138/111 
1/1 440/352 220/176 408/327 204/163 

최고

7.5/7.5 162/130 81/65 158/126 79/63 
5/5 198/158 99/79 191/153 95/76 
3/3 220/176 110/88 212/169 106/85 
1/1 320/256 160/128 303/242 151/121

참고:
본 녹화 가능 시간표는 참조용입니다. 
실제 녹화 시간은 감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6 녹화 가능 시간표 (160GB HDD)

해상도
(NTSC/PAL) 화질 IPS 

(NTSC/PAL)

녹화 시간 (Hr)
영상

(NTSC/PAL)
비디오+음성 
(NTSC/PAL)

DVR-8K/
DVR-8L

DVR-16K/
DVR-16L

DVR-8K/
DVR-8L

DVR-16K/
DVR-16L

352x240/
352x288

최저

30/25 176/141 88/70 160/128 80/64 
20/20 183/146 91/73 166/133 83/66 
15/12.5 267/213 133/107 232/186 116/93 
7.5/6 379/303 190/152 313/251 157/125 
5/5 457/365 228/183 364/292 182/146 
3/3 548/438 274/219 420/336 210/168 
1/1 865/692 432/346 585/468 292/234 

낮음

30/25 154/123 77/62 142/114 71/57 
20/20 173/138 86/69 158/126 79/63 
15/12.5 224/179 112/90 199/159 100/80 
7.5/6 308/247 154/123 263/211 132/105 
5/5 335/268 168/134 283/226 141/113 
3/3 379/303 190/152 313/251 157/125 
1/1 616/493 308/247 459/368 230/184 

보통

30/25 103/82 51/41 97/78 49/39 
20/20 110/88 55/44 103/83 52/41 
15/12.5 176/141 88/70 160/128 80/64 
7.5/6 229/183 115/92 203/163 102/81 
5/5 261/209 130/104 228/182 114/91 
3/3 280/224 140/112 243/194 121/97 
1/1 448/359 224/179 359/287 1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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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NTSC/PAL) 화질 IPS 

(NTSC/PAL)

녹화 시간 (Hr)
영상

(NTSC/PAL)
비디오+음성 
(NTSC/PAL)

DVR-8K/
DVR-8L

DVR-16K/
DVR-16L

DVR-8K/
DVR-8L

DVR-16K/
DVR-16L

352x240/
352x288

높음

30/25 77/62 39/31 74/59 37/30 
20/20 89/71 44/36 85/68 42/34 
15/12.5 123/99 62/49 115/92 58/46 
7.5/6 173/138 86/69 158/126 79/63 
5/5 205/164 103/82 184/148 92/74 
3/3 247/197 123/99 217/174 108/87 
1/1 365/292 183/146 304/243 152/122 

최고

30/25 48/39 24/19 47/38 24/19 
20/20 58/46 29/23 56/45 28/22 
15/12.5 82/66 41/33 79/63 39/31 
7.5/6 120/96 60/48 113/90 56/45 
5/5 151/121 75/60 139/111 70/56 
3/3 171/137 86/68 156/125 78/63 
1/1 262/210 131/105 229/183 114/92 

704x240/
704x288

최저

15/15 205/164 103/82 184/148 92/74 
7.5/7.5 290/232 145/116 250/200 125/100 
5/5 365/292 183/146 304/243 152/122 
3/3 411/329 205/164 335/268 167/134 
1/1 725/580 363/290 517/414 259/207 

낮음

15/15 190/152 95/76 172/137 86/69 
7.5/7.5 267/213 133/107 232/186 116/93 
5/5 283/227 142/113 245/196 122/98 
3/3 304/243 152/122 260/208 130/104 
1/1 503/402 252/201 393/315 197/157 

보통

15/15 137/110 68/55 127/102 64/51 
7.5/7.5 183/146 91/73 166/133 83/66 
5/5 203/162 101/81 182/146 91/73 
3/3 224/179 112/90 199/159 100/80 
1/1 352/282 176/141 295/236 147/118 

높음

15/15 115/92 57/46 108/86 54/43 
7.5/7.5 154/123 77/62 142/114 71/57 
5/5 173/138 86/69 158/126 79/63 
3/3 190/152 95/76 172/137 86/69 
1/1 295/236 148/118 254/203 127/101 

최고

15/15 67/53 33/27 64/51 32/26 
7.5/7.5 101/80 50/40 95/76 48/38 
5/5 126/101 63/51 118/95 59/47 
3/3 138/111 69/55 129/103 64/51 
1/1 238/191 119/95 210/168 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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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NTSC/PAL) 화질 IPS 

(NTSC/PAL)

녹화 시간 (Hr)
영상

(NTSC/PAL)
비디오+음성 
(NTSC/PAL)

DVR-8K/
DVR-8L

DVR-16K/
DVR-16L

DVR-8K/
DVR-8L

DVR-16K/
DVR-16L

704x480/
704x576

최저

7.5/7.5 137/110 68/55 127/102 64/51 
5/5 177/141 88/71 161/129 80/64 
3/3 205/164 103/82 184/148 92/74 
1/1 363/290 181/145 302/242 151/121 

낮음

7.5/7.5 125/100 62/50 117/93 58/47 
5/5 148/118 74/59 137/109 68/55 
3/3 162/130 81/65 149/119 74/60 
1/1 252/201 126/101 221/177 110/88 

보통

7.5/7.5 90/72 45/36 85/68 43/34 
5/5 97/77 48/39 92/73 46/37 
3/3 107/86 54/43 101/81 51/40 
1/1 160/128 80/64 147/117 73/59 

높음

7.5/7.5 70/56 35/28 68/54 34/27 
5/5 84/67 42/34 81/64 40/32 
3/3 93/74 47/37 88/71 44/35 
1/1 141/113 70/56 131/105 65/52 

최고

7.5/7.5 52/42 26/21 50/40 25/20 
5/5 63/51 32/25 61/49 31/24 
3/3 70/56 35/28 68/54 34/27 
1/1 102/82 51/41 97/77 48/39 

참고:
본 녹화 가능 시간표는 참조용입니다. 
실제 녹화 시간은 감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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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품사양
모델 DVR-8K/DVR-8L DVR-16K/DVR-16L

영상

입력
8 16

Composite video 0.5-2Vpp, 75 ohm, automatic termination.

출력

Loop 
Through 8 16

Mon A 
(CVBS)

1 1
1.0Vpp±0.1V, 75 Ω

Mon A 
(VGA)

1 1
아날로그 RGB 800x600

Mon B 
(CVBS)

1 1
1.0Vpp±0.1V, 75 Ω

음성
입력

4 8
Line In, 30KΩ

출력
1 1

Line, 100 KΩ

알람

입력
8 16
Opto-coupled alarm input (Max. 5V)

출력
4 8
1A 30V DC, 0.3A 125V AC

프리 알람 녹화 최대 60 초

녹화 녹화 장수 
(/초)

NTSC
Up to 240 IPS @ 352x240
Up to 120 IPS @ 704x240
Up to 60 IPS @ 704x480

Up to 480 IPS @ 352x240
Up to 240 IPS @ 704x240
Up to 120 IPS @ 704x480

PAL
Up to 200 IPS @ 352x288
Up to 100 IPS @ 704x288 
Up to 50 IPS @ 704x576

Up to 400 IPS @ 352x288 
Up to 200 IPS @ 704x288
Up to 100 IPS @ 704x576

검색
재생기능 FF, FB, Frame Advance

검색 모드 날짜/시간, 이벤트(모션, 알람), 북마크, 스마트

화면표시

Frame 
Rate 
(/sec)

NTSC 240 IPS 
(전채널 실시간 표시)

480 IPS 
(전채널 실시간 표시)

PAL 200 IPS 
(전채널 실시간 표시)

400 IPS 
(전채널 실시간 표시)

분할 모드 1, 4, 9, 1+5 1, 4, 9, 16, 1+5, 1+7
내장 HDD 최대 용량 2TB (최대 4 HDD 사용시)

백업
백업 인터페이스 USB 2.0 (x3), Network

지원가능 장치 USB Memory, CD-RW, DVD-RW, HDD

시리얼 I/F
 PTZ 제어 인터페이스 RS-485/ RS-422

시리얼 인터페이스 RS-232C (D-SUB9)
Biphase 1 connector (5 outputs)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결 Ethernet 10/100BaseT (RJ-45)

네트워크 전송 속도 최대 120 IPS @ 352x240

대역폭 제어 가능

보안
비밀번호에 의한 보호 가능

이미지 위조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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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DVR-8K/DVR-8L DVR-16K/DVR-16L
전원 100~240VAC, 50/60Hz

소비 전력 최대 80 W (1 HDD 사용) / 최대 120 W (4 HDD 사용)

치수 (WxDxH) 430 x 425 x 88 mm / 16.9 x 16.7 x 3.5 inch

무게 (4 HDD 포함) 9 Kg / 19.8lbs

동작 온도/습도 0 ºC ~ 40 ºC (32 ºF ~ 104 ºF) / 0%RH ~ 80%RH 

Bi-phase

임피던스 128 ohm. max

과전압 보호 ±40V

최대 케이블 길이 1.5 Km (0.9 miles)

키보드 출력 Conform RS485 max. signal voltage ±12V

DVD 쓰기 DVD+R / DVD+RW, DVD-R / DVD-RW, CD-R / CD-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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