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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설치 설명서 
(Simple Setup Manual)

●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

● 설치 순서를 지키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구성상품 확인 

간단 설치 설명서

Simple Setup Manual

DX-6701HD
198.168.1.3

DVR Express Full-HD

[1] [2] [3]

간단설치설명서 설치 CD

HD카메라

6각 렌치

구성품은 간단 설치설명서, 설치 CD, 6각 렌치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제품 이미지는 실제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IP주소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HD카메라 설정시 필요로 
합니다.

설치CD에서 시리얼 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
니다. 시리얼번호는 HD카메라를 사용하기위해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4] 2개의 유,무선 랜카드 사용 [ Mode 4 ]-추천

192.168.1.127

 인터넷용 무선 랜 IP : 192.168.0.12
 HD카메라용 랜 IP    : 192.168.1.1

HD카메라를 추가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POE 포트가  

부족하다면, 전원공급기를 추가하여 HD카메라를 연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PC에 할당된 IP와, 카메라의  

IP그룹은 같아야합니다. 

 무선랜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인 IP설정 개념은 앞의 설명

과 같습니다. 단지, 무선랜을 사용하는 경우는 DVR Express 

HD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찾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 경우, 노트북 IP를 192.168.1.1 로 바꾸어준 후, 수동으

로 카메라 IP를 추가해야 합니다. 

주) IP 카메라 추가 방식 참고 

[3] 공유기와 연결된 무선 사용 [ Mod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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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68.1.4

192.168.1.41

192.168.1.58

192.168.1.127

  무선 랜 IP : 192.168.0.12 

  이 방식은 랜카드를 2개를 사용하는 경우로, 하나는 인터넷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HD-PDI 카메라를 위한 랜카드 입니

다.  이 경우는 HD-PDI 카메라의 IP를 바꾸지 않고, POE와 연결된 랜카드의 IP만을 설정해 주면 쉽게 DVR Express HD 소프트웨

어가 카메라를 찾아낼 것 입니다.

 인터넷 사용을 위한 IP는 그대로 두고, POE 와 연결된 LAN 카드의 IP를 다음과 같이 해 줍니다. 

    랜 카드의  IP : 192.168.1.1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주) 랜카드의 IP를 바꾸는 방법 참고.

POE

Router

192.168.1.4

192.168.1.41

192.168.1.58

[5] 2개의 유선 랜카드 사용 [ Mode 5 ]-추천

 인터넷용 랜 IP      : 192.168.0.12
 HD카메라용 랜 IP  : 192.168.1.1 

2. 배선방법

Data In →

Power & Data →

전원공급기
( POE : 48V, 1000mA, Mode A )

HD-PDI카메라는 기본적으로 UTP케이블을 사용하고, 랜포트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선 아날로그 카메라는 12V 아답터를 필요

로 하는것 처럼, HD 카메라의 전원공급은 전원공급기(POE)장치를 사용해서 이루어 집니다. 

연결 방식은, “Power & Data 포트”는 카메라와 연결하고,  “Data In 포트”는 PC 에 연결 합니다. 

전원공급기의 구조 및 연결법 주의 !!

DJ0-***-****-****

[2] 채널 확장시 배선 방법  [ Mode 2 ]

Router

POE

POE
POE 추가

192.168.1.4

192.168.1.41

192.168.1.58

192.16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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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r

192.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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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배선 [ Mode 1 ] 공유기에 전원공급기(POE)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으

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PC 에서는 공유기를 통해 들어오는 HD카메라 신호를 

찾고 데이타를 받아들여 영상을 출력하게 됩니다. 

IP 그룹

192.168.1. *** 

그림을 보면 각 IP의 앞의 세부분이 같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
라와 연결된 노트북 또는 PC의 네트워크 IP는  같은 그룹이어야 합니
다. 만약 카메라나 PC의 IP 그룹이 다르다면,  프로그램의 “HD카메라 
IP 설정창”이나 “PC의 IP 설정창”을 이용해서 통일시켜주어야 합
니다. ( 다음 페이지 참고 )

※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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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검색된 
카메라 리스트창

랜카드의 IP를 바꾸는 방법.

HD-PDI 카메라 추가하기 & 카메라 IP바꾸기 

중요-2

중요-1

3.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방법

[1] 프로그램 설치법 & 설정법

[6] 하이브리드 DVR의 구조

DVR Express HD 카드를 이용하여 아날로그와 HD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DVR의 구조

입니다. DVR 내부에는 DVR카드와 랜카드가 설치가되어있어, DVR카드에서는 아날로그신호를 LAN

카드에서는 HD카메라의 신호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실행

그룹-1 

그룹-1 

그룹-2 

그룹-2 

① 감시하고자 하는 카메라를 클릭한 후 영상이 
출력는 것을 확인 합니다. 
② 시리얼번호를 입력. 
③ 카메라 추가버튼을 눌러줍니다.

 감시하고자 하는 카메라를 모두 등록 한 후, 적
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카메라의 영상이 반드시 출력되어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바탕화면의 ‘DvrExp’아이콘을 실행시키
게되면 HD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3개의 카메라가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이것은 DVR EXpress HD 소프트 웨어가 HD 

카메라를 3개를 감시할 것임을 나타 냅나다. 

 ※ 중요 : 시리얼을 인증받고 추가 되는 데 약 
3~4분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2] HD 설정 인터페이스( ※ 설정창을 부르는 단축 버튼 : Ctrl + Shift+ N )

 내 네트워크 환경 아이콘에 마우스를 
위치 시킨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1

 여기서 제어하고자 하는 랜카드, 예로 그림에서의 “로컬 영역 연
결”에 다시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
고, “속성”을 선택하면, 위의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인터넷 프로토콜(TCP/IP)- IPv4”를 선택하면, 다음에 
제어창이 생성됩니다. 

2

 앞장에서의 Mode-4/Mode-5 의 경우 : 

 카메라 IP의 그룹이 “192.168.1.***” 이므로, 

 POE 와 연결된 LAN 카드의 IP를 그림과 같이 해 줍니다. 

    랜 카드의  IP : 192.168.1.0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확인 버튼을 클릭 후 DVR Express HD 소프트웨어를 설행 합니다. 

3

파일을 실행하면 위와같은 Full HD 설정창이 나
오게 됩니다.

ON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DVR Express Full HD 설
치 CD를 컴퓨터에 넣습니다.

CD메인 폴더에 있는 2개의 설치파일을 순서대로 
실행시켜 인스톨을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
면 바탕하면에‘DvrExp’파일을 실행시킵니다.

↑ 실행

1

2

1. 카메라 추가하기 : 
 앞에서의 Mode-3 와 같이 무선으로 연결된 경우 그룹 1번란에 카메라 IP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IP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IP 그룹
이 같아야 연결 했을 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룹 1에서 IP 란에 직접입력--> Connect 버튼” 

2. 카메라 IP 바꾸기 : 
카메라의 IP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그림에서 그룹 1 파트에 IP 정보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랜카드와의 IP 그룹이 다르면 선택하더라도 영
상을 볼 수 없습니다. ;  “그룹 1에서 리스팅된 카메라를 선택--> IP 란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IP를 직접 입력 --> Apply 버튼.”

그룹 1: DVR주변의 

HD-PDI 카메라를 찾

아내고, IP를 제어하

고, 연결하며 카메

라 색상을 조절 하

는 부분.

그룹 2: 등록된 카메

라의 수와 정보를 보

여 주는 부분. 

그룹 3: 등록된 카메

라의 화면 순서를 정

하는 부분.  

그룹 4: 선택된 카메

라를 제어하는 부분 :  

펌웨어 업데이트, 이

미지 역상, 리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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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 Express Full-HD

HYBRID DVR

HD-PDI 카메라 연결

아날로그 카메라 연결

하이브리드 DVR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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