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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S 실행하기
최초 실행 시 admin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암호는 8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입력해야 하고,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
야 합니다. 또한 3회 이상 동일한 문자 또는 연속된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을 위해 설정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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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저장”을 체크하면 다음 CMS 실행 시 마지막에 로그인한 아이디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
니다. “자동 로그인”을 체크할 경우 다음 CMS 실행 시 로그인 과정을 생략합니다. “전체 화면 시
작”을 체크하게 되면 CMS를 처음부터 전체화면으로 실행 시켜줍니다. “자동 로그인”과 “전체 화
면 시작”은 CMS 내의 “환경설정” 메뉴에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최초 로그인 시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스마트 다운로더 설정 창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동의” 버튼을, 확인 후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미동의를 눌러주세요.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업데이트 시간대를 설정하고 저장하면, 새로운 버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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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데이트 미동의를 선택 했다면 업데이트 안내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내
주기는 업데이트 안내 팝업에서 “다음에 하기”를 클릭한 경우 다음 안내 팝업이 나올 때까지의
주기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면 업데이트 안내 문구가 출력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스마
트 다운로드 설정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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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와 같이 CMS가 실행됩니다.

CMS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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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치등록
장치 등록을 위해 아래 이미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이트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 관리자” 창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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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검색]
“사이트 관리자” 실행 시 왼쪽 리스트에 현재 PC와 같은 IP 대역의 장치들이 자동으로 검색 되어
나옵니다.

: “장치 검색” 버튼을 이용해 장치를 재검색 할 수 있습니다.
: “장치 자동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에 체크된 장치들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추가된
장치들은 오른쪽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 “기본 아이디/암호” 버튼을 이용해 “장치 자동 추가” 시 해당 장치에 입
력될 아이디와 암호를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본 아이디 / 암호” 버튼이 아래와 입력한 아이디가 입력된 형태
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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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등록]
자동 등록
장치 검색 항목에서 원하는 장치를 체크 후

버튼을 눌러 장치를 추가하면 오른쪽 리스트에

추가된 장치들이 표시됩니다.

자동 등록의 경우 자동으로 IP주소와 접속 포트가 입력되고 “기본 아이디 / 암호”에서 설정한 아
이디와 암호로 장치에 연결하게 됩니다.
장치의 아이디나 암호가 틀렸다면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고, 장치 리스트에 노란색
경고 모양 아이콘(

) 이 붙게 됩니다.

위와 같이 메시지가 뜬 경우 장치 수정

버튼을 눌러 유효한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다

시 등록을 시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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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등록
오른쪽 상단의 장치 추가

버튼을 눌러, 장치를 수동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이름을 입력하고 아래의 메뉴에서 등록 방식을 선택합니다.

DDNS 방식으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각 항목들의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TELECOP VIEW : .telecopview.co.kr
DVR: .octdvr.co.kr
NVR : .octnvr.co.kr
선택한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url 주소가 입력되기 때문에 url의 앞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 00E4124FF.telecopview.co.kr 이면 00E4124FF만 입력

IP는 장치의 IP 주소를 이용해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등록 방식을 IP로 설정하고 IP(url) 입력란에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영상 접속 포트, 웹 접속 포트, 사용자 아이디 / 암호를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장치를 등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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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꺼져있거나 네트워크 연결 실패 등의 이유로 비연결된 장치의 경우 빨간색 아이콘(

)이

붙게 됩니다. 빨간색 아이콘이 붙은 경우 장치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사이트 관리자에서 “적용” 버튼을 눌러 장치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사이트 관리자를 나오면 사이
드 메뉴의 사이트 탭에 장치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 장치 수정 버튼과

장치 삭제 버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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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장치의 정보를 수정하고

3. 탭 메뉴
우측 상단 “탭 추가”(

) 버튼으로 탭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탭 추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메뉴 바가 보여집니다.
탭 메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이브 디스플레이 탭을 추가합니다.
.
장치의 녹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
PC와 장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로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E-MAP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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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아이콘에 맞는 패널이 새로 생성 되고 탭 메뉴에 새로운 항목이 추
가됩니다.

탭을 클릭해 다른 탭으로 이동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탭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탭의 제목 부분을 마우스로 잡아 끌면 CMS에서 패널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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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이브 영상 보기
“탭 메뉴”에서 라이브 버튼

을 눌러 라이브 패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CMS에 연결된 장치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패널입니다. 라이브 패널은 총
4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 한 패널당 64채널의 영상을 라이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화면을 보려면 등록된 사이트 리스트에서 장치를 마우스 포인터로 끌어 라이브 패널에 놓
으면 장치의 전체 채널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또는 장치에 연결된 카메라를 마우스 포인터로 끌
어오면 영상을 카메라 단위로 라이브 재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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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와 같이 영상이 라이브 재생 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을 더블클릭 하거나 바텀 메뉴에서 해상도를 1x1 로 바꾸게 되면 선택된 채널이
고화질로 라이브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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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재생중인 영상은 바텀 메뉴의 “디스플레이 끄기” 버튼

이나 사이드 메뉴 사이트 탭에

서 장치 우 클릭 후 “채널영상” ->”모든 채널 영상 끄기” 메뉴를 통해 라이브 재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
디스플레이 화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단에 메뉴바가 생깁니다.

좌측부터 오디오, 스냅샷, 간편재생, PTZ, 디지털 줌, 긴급녹화입니다.
-

오디오 : 해당 채널의 오디오 활성/비활성 시킵니다.

-

스냅샷 : 현재 라이브 화면을 캡쳐 합니다. 저장 위치는 환경설정 > 시스템 >스냅샷 파
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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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재생 : 해당 채널의 녹화 영상을 재생합니다. 간편 재생에서는 시간 검색, 일시정지,
스냅샷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TZ : PTZ 카메라일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해 간단한 PTZ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줌 : 영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녹화 : 해당 채널의 라이브 영상을 녹화합니다. 저장 위치는 환경 설정 > 시스템 >
백업 파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텀 메뉴

-

사이드 메뉴 펼치기 / 감추기 : 사이드 메뉴를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녹화 : 현재 페이지에서 라이브 재생 되고 있는 영상들을 전부 녹화합니다.

-

마이크 볼륨 : 양방향 오디오에 사용되는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

오디오 볼륨 :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양방향 오디오 : 마이크를 사용해 선택된 장치에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콤보 박스를 눌러
양방향 오디오를 사용할 장치를 선택합니다.

-

스크린샷 : 현재 보고 있는 패널의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합니다. 저장 위치는 환경설정 >
시스템 >스냅샷 파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필터 : 선택한 디스플레이 화면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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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채널에 적용”을 체크하면 현재 페이지의 모든 영상에 필터가 적용 됩니다.

-

이벤트 스팟
이벤트 스팟은 이벤트(모션감지, 센서)가 발생 됐을 경우, 라이브 패널에 설정된 영역에
영상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입니다.


바텀 메뉴에서 이벤트 스팟 버튼을 클릭



디스플레이 클릭하면 이벤트 스팟으로 설정된 화면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벤트 스팟은 라이브 패널 하나 당 최대 16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이벤트 발생에 대한 동작으로 이벤트 스팟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벤트 빨간색 디스플레
이 화면에 설정한 장치의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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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퀀스
시퀀스는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화면을 전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바텀 메뉴에서 시퀀스 버튼 옆 화살표를 클릭



시퀀스 설정 다이얼로그에서 시퀀스 옵션 설정



시퀀스 버튼을 클릭해 시퀀스 실행

-

디스플레이 끄기

-

페이지 이동

: 라이브 패널에 보여지는 모든 영상을 제거합니다.
: 라이브 패널의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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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레이아웃

: (1 x 1), (2 x 2), (2 x 3), (3 x 3), (4 x 4)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 레이아웃과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은 화면 레이아웃 아이콘 우측의
콤보 박스
-

전체 화면

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현재 레이아웃의 전체화면으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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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생
“탭 메뉴”에서 재생 버튼

을 눌러 재생 패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탭 메뉴에 “재생” 패널이 추가됩니다.

라이브 재생과 동일한 방법(드래그 앤 드랍, 우클릭 메뉴)으로 재생 패널에 장치를 할당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의 재생 제어 버튼을 이용해 재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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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제어
재생을 시작합니다.
재생을 중지합니다.
배속을 한 단계 올립니다.
재속을 한 단계 내립니다. 정지 상태에서 사용 시 역방향 재생으로 바뀝니다.
“빠른 재생” 버튼은 DVR의 녹화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재생할 수 있도록 DVR에서 녹화
데이터의 Frame 및 해상도를 낮추어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영상의 Frame 및 해상도가 줄어들
기 때문에 기존 Playback보다 빠르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재생” 종료 시

으로 표시

됩니다.
“빠른 재생” 중에는
하며 역 재생 버튼

역방향 스탭 재생

/ 스탭 재생

을 통해 한프레임씩 재생이 가능

이 활성화 됩니다.

해당 기능은 DVR/NVR에 연결된 사용자 중 한 사람만 사용 가능합니다.
Ex) A 장비를 연결하고 있는 CMS 두 개가 있을 경우, 하나의 CMS 에서만 빠른 재생 가능

스크롤을 움직여 배속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타임 라인의 필터를 설정하는 콤보 박스입니다.
이벤트 별로 타임 라인 색이 바뀝니다.
모두 : 모든 이벤트 색이 표시 됨
상시 : 녹색
모션감지 : 빨간색
센서 : 파란색
오디오 : 주황색
타임라인의 시간 간격을 넓히고 줄이는 버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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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널의 타임라인을 볼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펼칩니다.
달력을 이용하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달력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 밑에 아래와 같이 달
력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영상 녹화 데이터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란색 점은 해당 날짜에
인덱스가 존재할 경우 표시됩니다. 인덱스란 장치의 시간의 변경 되었을 경우, 시간이 바뀌
기 전 기록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재생 타임 라인에 북마크를 남겨 해당 시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방법은 아
래와 같습니다.
1. 재생 타임 라인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북마크를 남깁니다.

2. 북마크 추가 버튼 클릭을 클릭합니다.
3. 북마크 추가 대화 상자에서 북마크 이름,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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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버튼을 누르면 북마크가 완료됩니다.

추가한 북마크는 바텀 메뉴의 이벤트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텀 메뉴
재생 패널에는 바텀 메뉴에 아래 네 가지 메뉴가 추가됩니다.

이벤트 검색 : 설정한 시간대의 이벤트와 북마크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1.

이벤트 박스 : 검색을 이벤트 또는 북마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인덱스 박스 : 검색할 인덱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설정 : 설정한 기간내의 이벤트들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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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보내기 : 검색된 이벤트를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재생 : 리스트의 이벤트를 클릭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이벤트부터 재생을 시
작합니다.

시간 검색 : 시간 검색 창에서 설정한 시간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백업 : 재생 패널에 할당된 장치의 녹화 데이터를 rms, avi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방법
1.

오른쪽 채널 목록에서 백업이 필요한 채널을 체크합니다.

2.

채널 목록을 클릭하면 파일 이름 편집 상자에 현재 선택된 채널의 이름이 표시되고 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으로 각 채널에 대한 백업 파일이 생성됩니다.

3.

버튼을 클릭해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경로는 환경설정 >
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폴더 이름 수동 체크를 하면 백업 파일들이 저장될 폴더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폴
더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작시간_종료시간으로 폴더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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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 형식 RMS, AVI 중 선택합니다. 기본 형식은 RMS로 선택되어있습니다.

6.

백업할 영상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7.

예상 크기 버튼

8.

여유 공간은 현재 저장 경로의 드라이브 남은 공간을 표시해 줍니다..

을 클릭해 만들어질 파일들의 총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암호 사용을 하면 RMS 파일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AVI 파일은 불가능)

백업 플레이어 : rms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백업 플레이어를 실행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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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스 매니저
“탭 메뉴”에서 상태 버튼

을 눌러 헬스 매니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헬스 매니저에서는 PC 상태와 CMS에 연결된 장치들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헬스 매니저는 10초마다 갱신됩니다.
헬스 매니저 상단의 그래프에서 PC의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미디어 네트워크 사용량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장치 리스트에서 CMS에 연결된 장비의 상태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장치에 연결된 카메라들의 정보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름 : CMS에 등록된 장치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2.

주소 : 장치의 주소를 보여줍니다. IP 등록 시 IP로 출력되고, DDNS로 등록 시 url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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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줍니다.
3.

연결 : 현재 장치 연결이 IP, P2P, Relay인지 보여줍니다. 연결이 끊어졌다면 표시되지 않습
니다.

4.

채널 : 장치의 채널 개수와 카메라 채널 번호를 표시해줍니다.

5.

해상도 : 현재 라이브 패널에서 재생되고 있는 카메라 영상의 해상도를 표시해줍니다.

6.

HDD : 장치의 하드 디스크 용량을 표시해줍니다.

7.

FPS : 영상의 초당 프레임 수를 표시해 줍니다.

8.

KBPS : 영상의 초당 네트워크 사용량을 KB(키로 바이트)로 나타냅니다.

9.

녹화 : 카메라 영상이 녹화중인지 나타냅니다. 한 대라도 녹화 중이면 장치는 “네” 라고
표시됩니다.

10. 상세설명 : 상세설명 버튼

을 누르면 “헬스 세부 정보”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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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벤트 매니저
“탭 메뉴”에서 이벤트 매니저 버튼

을 눌러 이벤트 매니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매니저에는 “설정”에서 추가한 이벤트, 또는 장치 알림 기록을 표시해줍니다.
이벤트를 추가하는 법은 “설정”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장치에서 크리티컬 이벤트(네트워크 단절, 신호 없음)등이 발생한 경우 사이드 패널의 이벤트 목
록에 표시되고 자동으로 이벤트 매니저 로그로 기록되게 됩니다.

아래의 메뉴에서 시간, 이벤트 종류, 장치, 동작 종류를 선택해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시간 검색 : 설정한 시간으로 이벤트를 검색합니다.

2.

이벤트 검색 : 모션, 센서, 장치 알림으로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치 알림”은 크
리티컬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3.

장치 검색 : 모든 장치를 검색하거나 설정한 장치의 이벤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동작 검색 : 모든 동작을 검색하거나 설정한 동작의 이벤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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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MAP
“탭 메뉴”에서 E-MAP 버튼

을 눌러 E-MAP 패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Map은 장치의 위치를 지도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지도는 “설정”의 E-Map
탭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E-Map을 추가하는 방법은 “설정”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E-Map 사용법
1.

사이드 메뉴의 E-MAP 탭에서 지도 끌어 E-MAP 탭에 놓고, 컨트롤러를 이용해 지도를
확대/축소 하여 이미지를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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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드 메뉴의 지도 항목 탭에서 “E-MAP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E-MAP 항목 속성 창이 디스플레이 되면 E-MAP에 표시될 이름과 설정을 입력합니다.

4.

카메라 박스에서 고정, PTZ, 돔 카메라를 선택해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각도 설정 박스를 이용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6.

지도의 x 좌표와 y 좌표를 설정해 카메라의 위치를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선택된 카메라” 버튼을 클릭해 카메라를 설정해 줍니다.

8.

그룹 이름을 지정하면 투망 감시

에서 같은 그룹 이름의 카메라를 동시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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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지도 항목을 만들어 E-Map을 완성해 줍니다.

바텀 메뉴
E-MAP 패널에는 바텀 메뉴에 아래 다섯 가지 메뉴가 추가됩니다..

-

이전 지도 / 다음 지도 : E-Map 생성 시 이전 지도, 다음 지도를 지정했다면, 해당 지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방향 표시 : 지도 항목에서 설정한 카메라 방향을 표시해줍니다.

-

라이브 화면 : 선택한 지도 항목의 라이브 화면을 퀵뷰로 보여줍니다.

-

투망 감시 : 선택한 지도 항목과 같은 그룹 이름을 가진 항목들을 멀티 뷰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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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이트
사이드 메뉴의 사이트 탭에서는 CMS에 등록한 장치들이 표시됩니다.

사이트 탭 구성
1.

DVR/NVR인 경우 녹화기 아이콘

으로 표시되고 카메라는

아이콘으로 표시됩

니다.
2.

PTZ가 가능한 카메라의 경우 오른쪽 끝에 PTZ 아이콘

3.

카메라가 연결되지 않은 채널은 채널이름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4.

릴레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녹화기 아이콘 아래에 릴레이 아이콘
릴레이 아이콘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 릴레이를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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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시됩니다.

끌

이 표시됩니다.
수 있습니다.

연결 상태
장치의 상태에 따라 녹화기 아이콘과 카메라 아이콘에 특정 뱃지가 붙습니다.
1.

라이브 패널이나 재생 패널에 장치가 할당된 경우 초록색 뱃지

2.

네트워크나 장치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빨간색 뱃지

3.

장치의 ID나 암호가 틀린 경우 노란색 경고 뱃지

4.

장치가 재 접속 중일 경우 파란색 뱃지

가 붙습니다.
가 붙습니다.

가 붙습니다.

가 붙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장치 리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채널 영상
채널 영상 메뉴에서 채널 영상 보기, 채널 영상 끄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장치 관리
ㄱ. 장치 관리 메뉴에서 장치 원격 설정, 장치 재접속, 장치 재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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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장치 원격 설정은 장치 설정이 가능한 웹페이지를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웹 서비스에서
DVR / NVR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ㄷ. 장치 재 접속 기능을 이용해 연결이 끊어진 장치에 재 접속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장
치 재 시작을 이용해 장치를 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CMS의
admin 계정으로 로그인 해야 하며, admin 계정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장치 정보
장치 정보를 누르면 선택한 장치의 펌웨어 버전, NTSC/PAL, MAC, IP, 포트, 웹포트, 로그인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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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용자 화면 설정
사이드 메뉴에서 화면 분할 탭의 “사용자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해 “사용자 즐겨보기” 창을 오픈
합니다.
화면 분할 설정 창은 8X8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셀을 디스플레이 하고자 하는 크기로 설정
하세요. 그리고 2번 버튼으로 묶어줍니다. 위 내용을 반복해서 설정해 줍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3번 추가 버튼을 누르고 4번 적용 버튼으로 설정을 종료합니다.

화면 분할 설정이 정상적으로 적용 됐으면 사이드 패널 화면 분할 탭과 바텀 메뉴 우측 콤보 박
스에 추가한 화면 설정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 추가 된 화면을 클릭하면 패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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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즐겨찾기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 라이브 화면 구성과 CMS 패널들의 모니터상 배치, 추가된 탭 메뉴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재생 탭은 즐겨찾기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즐겨찾기 추가 방법
사이드 메뉴 혹은 바텀 메뉴에서 즐겨찾기를 구성 할 화면 분할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즐겨찾기 시 라이브 재생할 장치들을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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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 이름을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가 설정됩니
다.

즐겨찾기 적용 방법
1.

사이드 메뉴의 즐겨찾기 목록을 더블클릭 합니다.

2.

사이드 메뉴의 즐겨찾기 목록을 라이브 패널에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3.

사이드 메뉴의 즐겨찾기 목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CMS 실행 시 기본값으로 설정한 즐겨찾기로 CMS가 실
행됩니다. 수정, 삭제 버튼으로 즐겨찾기를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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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벤트 목록
장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설정한 이벤트가 “이벤트 알림”으로 동작할 경우, 사이드 메뉴의 이벤트
목록에 알림이 기록됩니다.

이벤트 필터 기능으로 이벤트 목록에 표시될 이벤트들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항목을 클릭하면 휴지통 아이콘이 나오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을 삭제할 수 있
습니다. 이벤트 목록에 출력된 이벤트들은 이벤트 매니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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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TZ
사이드 메뉴의 PTZ 탭에서 연결된 장치의 PTZ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팬 기능 : 선택한 화살표 방향으로 카메라를 움직입니다.

-

스피드 설정 : 카메라 이동 속도를 설정합니다.

-

Zoom In / Zoom Out : 카메라 시점을 확대 / 축소합니다.

-

조리개 : 카메라 조리개를 열고 닫습니다.

-

포커스 : 카메라 초점을 설정합니다.

-

자동 팬 : 자동으로 카메라가 회전합니다.

-

자동 포커스 : 자동으로 카메라 초점을 맞춥니다.

-

기타 : 투어, 라이트, 와이퍼, 와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해당 기능이 있을 경
우에만 동작합니다. 기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가 나옵니다.

-



투어 : 설정된 프리셋 순서대로 카메라를 이동합니다.



라이트 : 카메라 라이트를 켜고 끕니다.



와이퍼 : 카메라 와이퍼를 활성화 합니다.



와셔 : 카메라 렌즈를 세척합니다.

프리셋 : 256개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을 설정하여 카메라를 해당 위치로 즉시 이동시
킬 수 있습니다.

-

프리셋 이동 : 콤보박스에 선택 된 프리셋으로 이동합니다.

-

프리셋 설정 : 현재 위치를 콤보박스에 선택 된 프리셋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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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정
시스템 메뉴의 설정 버튼

을 눌러 사용자, 이벤트, E-MAP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CMS를 사용할 사용자들을 추가, 삭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CMS에 로그인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등록은 “admin” 계정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1.

사용자 탭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새로운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2.

“그룹”에서 사용자 그룹을 지정합니다. 그룹에 따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CMS 기능
이 달라지게 됩니다.

3.

그룹을 설정 했다면 “권한 수정” 버튼을 클릭해 사용자가 이용할 장치, 즐겨찾기를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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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용자에게 설정된 권한을 설정합니다. 그룹을 “없음”으로 설정했다면 “권한 수정” 단
계에서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ㄴ. 장치 탭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장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화살표 버튼을 클
릭해 장치 추가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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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즐겨찾기 탭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즐겨찾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화살표 버
튼을 클릭해 즐겨찾기를 설정합니다.

ㄹ. “확인” 버튼을 눌러 권한 수정을 종료합니다.

4.

“이름”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아이디” 항목에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아이디는 12자리 까지 설정가능하며 숫자
와 알파벳으로만 구성 가능합니다.

6.

“암호” 항목에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8자리 이상 12자리 이하로 입력해
야 하고, 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3회 이상 동일한
문자 또는 연속된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비밀번호 만료 알림” 체크 박스를 통해 비밀번호 만료일 설정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만료일은 기본값으로 3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8.

“적용” 버튼을 누르고 CMS 종료 후 생성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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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추가
admin 계정으로 새로운 사용자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그룹” 버튼 클릭

2.

“추가” 버튼 클릭

3.

그룹 이름과 그룹 설명(선택)을 입력하고 새로 만들 그룹에 포함될 권한들을 체크해줍니
다.

4.

“추가” 버튼을 눌러 그룹 생성을 완료합니다.

5.

“적용” 버튼을 눌러 생성한 그룹을 저장합니다.

6.

“그룹” 콤보 박스에서 새로 만든 사용자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권한 수정” 버튼에서 현재 설정된 사용자 그룹의 권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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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CMS에 연결된 장치에서 녹화 이벤트(움직임 감지, 센서)가 발생되었을 경우, CMS에서 특정한 동
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설정 방법
1.

이벤트 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장치 목록” 대화 상자에서 이벤트를 설정할 장치들의 채널들을 선택합니다.

3.

“동일한 장치로 동작 장치 설정”을 체크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장치와 동일한 장치로 이벤
트에 대한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이벤트 옵션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이벤트 유형과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CMS 동작을
설정합니다.
Ex) 움직임 이벤트가 감지되면 PTZ 프리셋을 실행

6.

“확인” 버튼을 눌러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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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종류

ㄱ. PTZ 프리셋 : 카메라 시점을 설정해 놓은 위치로 이동
ㄴ. 이벤트 스팟 : 이벤트 스팟으로 설정한 화면에, 이벤트 발생 시 설정한 이벤트 스팟에
영상을 출력(라이브 패널 하나당 최대 16개까지 출력), 콤보 박스의 라이브 1, 2, 3, 4
는 탭 메뉴의 라이브 패널 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벤트 스팟은 라이브 패널 하나당 16
개 까지 설정가능합니다.
ㄷ. 음성 출력 : 이벤트 발생 시 설정한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기” 버튼을 이
용해 wav 파일을 등록하여 원하는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ㄹ. 퀵 뷰 : 모니터에 영상을 팝업으로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모니터가 여러 개 일 경우
모니터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개의 퀵 뷰를 팝업할 수 있습니다.
ㅁ. 팝업 이미지 :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 라이브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캡쳐해 보
여주고 해당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팝업 탭의 “팝업 이미지 사용”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ㅂ. 이벤트 알림 : 사이드 패널의 이벤트 목록에 발생된 이벤트를 표시합니다.
ㅅ. 알림 팝업 : 발생된 이벤트를 알림 팝업으로 표시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팝업 탭의
“알림 팝업 사용”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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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P]
E-MAP은 지도 이미지를 이용해 카메라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MAP을 사용하
려면 “설정”에서 지도 이미지를 등록 해야합니다.

E-MAP 설정 방법
1.

E-MAP 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E-MAP의 이름과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3.

그룹 박스를 클릭해 E-MAP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있는 지도끼리 그룹을 지어
주세요.

4.

이전 지도와 다음 지도를 이용해 E-MAP을 연결하면 E-MAP 패널에서 페이지 버튼으로
쉽게 E-MAP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파일 열기” 버튼을 눌러 지도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6.

“적용” 버튼을 눌러 E-MAP 등록을 마칩니다.

7.

탭 메뉴에서 E-MAP 패널을 선택해 추가한 E-MAP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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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환경 설정
시스템 메뉴의 환경 설정 버튼

에서 CMS의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CMS의 언어, 날짜 표시, 해상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 CMS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형식 : 선택한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의 시간과 로그 기록 날짜를 표시합니다.
경로 : 영상 스냅샷, 백업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선택합니다.
자동 로그인 : CMS 실행 시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유저로 자동 로그인합니다.
지원 해상도 : CMS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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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CMS에 연결된 장치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장치의 채널 이름 : 장치의 채널을 표시할 때 장치에서 지정한 채널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체크
해제 시 CMS에서 설정한 장치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재접속 간격 : 설정한 주기로 비연결 장비에 재접속을 시도합니다. 연결된 장치가 많을 경우 주기
를 길게 설정하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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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영상이 출력되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설정합니다.

OSD 표시 : 체크한 항목을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합니다.
1.

녹화 상태 : 녹화중일 경우 빨간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2.

닐짜 및 시간 :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3.

채널 이름 : 채널 이름이 표시됩니다.

4.

해상도, FPS : 현재 재생중인 영상의 해상도와 FPS가 표시됩니다.

5.

제어 메뉴 : 디스플레이 화면에 마우스를 올리면 화면 하단에 메뉴바를 표시합니다.

원본해상도 비율 : 체크 시 디스플레이 화면을 원본해상도 비율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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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로그 관리자와 이벤트 매니저에서 출력되는 로그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시스템 로그 : “로그 관리자”에서 출력되는 로그들의 저장 기간과 최대 출력 개수를 설정합니다.
이벤트 로그 : “이벤트 매니저”에서 출력되는 로그들의 저장 기간과 최대 출력 개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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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팝업 이미지와 알림 팝업을 설정합니다.

팝업 이미지 사용 : “이벤트 설정”에서 팝업 이미지로 동작하는 이벤트가 설정된 경우 팝업 이미
지를 출력합니다. 상단 메뉴의 팝업 이미지 버튼을 눌러 이미지가 출력될 창을 설정 해야합니다.
최대 목록 항목 : 팝업 이미지창에서 최대로 표시할 이미지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최대 저장 용량 : 팝업 이미지가 저장되는데 필요한 최대 허용 용량을 설정합니다.
스냅샷과 같은 경로 사용 : 체크 시 시스템 탭에 저장된 스냅샷 경로와 같은 경로로 팝업 이미지
저장 경로가 설정됩니다.
알림 팝업 : “이벤트 설정”에서 알림 팝업으로 동작하는 이벤트가 설정된 경우 알림 팝업을 출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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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MS에서 제공하는 기타 기능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세션 복원 : CMS 시작 시 종료 직전과 동일한 상태(장치 연결, 레이아웃 등)로 프로그램을 시작합
니다.
자동 시스템 잠금 : 설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CMS가 잠깁니다. 바탕 화면 작업 표시줄의 트레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 시작 : CMS를 전체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설정 적용 : CMS 설정 정보, 주소록, 사용자 정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러옵니다.
“주소록, 이벤트, 사용자 정보 포함”을 체크하면 주소록, 이벤트,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는 .db3 파
일만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록, 이벤트, 사용자 정보 포함”을 체크 해제 시 CMS 설정 정보가 저장되는 .xml 파일도 함께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53

16. 로그 관리자
시스템 메뉴의 로그 관리자 버튼

에서 CMS 로그와 장치 로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 관리자 구성

로그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 장치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날짜는 왼쪽 달력에 해당 날짜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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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서 로그가 있는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로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이용해 로그를 검색, 초기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장치 로그는 삭제 기능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여러 날짜의 로그들을 한번에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달력 모양을 눌러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해 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검색된 로그 목록을 비울 수 있습니다.

검색한 로그를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백업” 버튼으로 현재 리스트에 보이는 로그들을 csv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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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로그
CMS 주요 동작들에 대한 로그들을 보여줍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로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로그
CMS 사용자들에 대한 로그들을 보여줍니다. 삭제된 사용자는 Unknown user로 표시 되고 설명란
에 삭제되기 전 아이디가 표시됩니다.
“검색 옵션”에서 콤보 박스를 이용해 사용자 그룹, 사용자, 로그 별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장치 로그
CMS에 연결된 장치들에 기록된 로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콤보 박스에서 로그를 불러올 장치를 선택하고, 이벤트 콤보 박스에서 검색할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장치 로그에서 최대로 불러 올 수 있는 로그는 최대 10000개 입니다. 10000개를 초
과할 경우 이벤트 콤보 박스에서 검색을 원하는 이벤트를 설정해주세요.

56

“장치” 탭의 달력에서 현재 선택된 장치에 Year 인덱스가 존재할 경우 해당 날짜에 파란색 점이
표시되게 됩니다.

Year 인덱스가 있는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인덱스 선택 메뉴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인덱스를 클릭하면 오른쪽 리스트에 로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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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인덱스는 장치의 시간을 바꿀 경우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시간이 바뀐 이후부터 남는
로그들은 현재인덱스로 표시됩니다. 시간이 바뀌기 전에 기록된 로그들은 과거 인덱스로 취
급되며 장치의 시간을 바꿀 때 마다 201부터 차례대로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장치 검색해서는 최대 한 달까지 여러 날짜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여러 날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달력을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기록된 로그들이 어떤 인덱스인지 초기화 버튼 왼쪽에 표시됩니다.
초기화 버튼을 눌러 검색한 로그들과 필터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장치” 탭에서도 “검색 옵션”을 통해 로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장치 로그의 이벤트 필터 콤
보 박스는 검색된 이벤트들의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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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팝업 이미지
시스템 메뉴의 팝업 이미지 버튼

에서 팝업 창을 열 수 있습니다.

팝업 이미지 기능은 “설정” 에서 추가한 이벤트의 동작이 팝업 이미지일 경우, 이벤트 발생 시간
의 영상을 캡쳐하여 팝업 이미지창에 출력하고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팝업 이미지의 저장 경로는
환경 설정>팝업 탭에서 가능합니다.

팝업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이미지 창이 열립니다.

이미지 팝업 창을 드래그해 CMS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팝업 이미지 창을 현재 패널에 도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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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설정에서 동작으로 “팝업 이미지”가 설정돼 있다면 팝업 이미지 창에 이벤트 발생 시 영
상을 캡쳐한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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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스마트 다운로드
메뉴 탭의 “스마트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스마트 다운로드 설정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동의”를 체크하면 “업데이트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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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데이트 미동의”를 체크하면 업데이트 “다음에 하기” 클릭 시 다음에 업데이트 팝업을 띄
울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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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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