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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Security, Better World

※본매뉴얼은실제제품화면과일부상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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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 설정



01. 초기 설정

1 초기녹화기부팅화면

언어>한국어선택후 [확인] 버튼을클릭합니다.

1

2 새비밀번호설정

2

관리자비밀번호(123456) 입력하고새비밀번호
(영문+숫자+특수문자) 입력후 [다음] 을
클릭합니다.



01. 초기 설정

1 2

1 마법사시작_시간설정

기본값 (GMT +9:00) 서울선택 [다음]을클릭합니다. 

2 마법사시작_네트워크설정

DHCP 사용에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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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네트워크 세팅
(어플, DDNS 세팅)



02. 네트워크 세팅_어플

1

2

1 메뉴화면

메인화면에오른쪽마우스를누른후 [메뉴]
버튼을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P2P 설정

메뉴 ► 시스템 설정 ► 네트워크 ► EZCloud
►[EZ클라우드 사용] 에 체크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네트워크 세팅_어플

1 어플설치

-휴대폰스토어에 “EZView “를검색하여
해당어플을다운로드합니다. 

1

2 어플실행

-사용자회원가입완료후어플을
실행합니다. 

2



1 메인화면

메인화면 왼쪽 상단을 클릭합니다.

2 장치

[장치] 버튼을클릭합니다. 

1

2

02. 네트워크 세팅_어플



1 장치추가

[+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스캔

[스캔] 버튼을클릭합니다. 

1 2

02. 네트워크 세팅_어플



1 QR코드 스캔

녹화기 뒷면 QR코드를 스캔합니다. 

2 이름입력

설치 장소의 이름을 입력후 하단의
[라이브 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화면이 보여집니다. 

1

2

02. 네트워크 세팅_어플



02. 네트워크 세팅_DDNS(PC)

1

2

1 내부망 IP주소확인

컴퓨터 검색창에 “CMD”를 입력합니다. 

2 CMD 

명령어 “ipconfig”입력후 엔터치면 이미지와 같이
컴퓨터의 내부망 기본 게이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192.168.0.1) 



02. 네트워크 세팅_DDNS(PC)

1 2

1 공유기관리자

기본 게이트웨이 값(192.168.0.1)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후, 공유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예시: iptime 공유기)

2 관리도구

관리 도구로 들어갑니다. 



02. 네트워크 세팅_DDNS(PC/녹화기)

1
2

1 포트포워딩설정
고급설정►포트포워딩설정에들어가 IP값을입력후
적용저장버튼을클릭합니다.
-내부IP주소 : 192.168.0.xxx (XXX는임의숫자입력) 
-프로토콜 : TCP/UDP 
-외부포트: 80 / 내부포트 80  
(※주의: 공유기가외부망에연결됬는지확인합니다)

2 녹화기 IP주소설정

메뉴 ► 시스템 설정 ► 네트워크 ► TCP/IP 에
[DHCP 사용]을 체크 해제한 후 포트포워딩한
IP주소를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네트워크 세팅_DDNS(녹화기)

1 2

1 DDNS 도메인입력

네트워크►DDNS►[DDNS 사용]에 체크, [DDNS 
유형] EZDDNS 선택, [도메인 이름]을 입력 후
[테스트]를 클릭하여 사용가능한 도메인명인지
확인후 [적용]버튼을 클릭 합니다.

2 포트맵핑

►네트워크►포트 맵핑►[포트 맵핑 활성화]에
클릭, [맵핑 모드]에 UPnP 체크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02. 네트워크 세팅_DDNS(어플)

1 장치추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수동추가

[수동추가] 버튼을클릭합니다. 

1

2



02. 네트워크 세팅_DDNS(어플)

1 EZDDNS 설정

상단 우측 [EZDDNS]를 클릭 후
①이름(설치장소) ②도메인 이름
③녹화기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2 라이브 뷰

[라이브 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1

2

3 실시간 보기

사진과 같이 실시간 보기 화면 완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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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녹화 설정 및 재생보기



03. 녹화 설정

1
2

1 녹화스케줄설정

메뉴►저장장치►저장►스케줄에서 녹화할 스케줄을
설정합니다. (모션 녹화시 이벤트로 설정)
※카메라 미 연결 시 스케줄 설정이 안됩니다. 

2 복사기능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카메라에 녹화 스케줄
을 적용시킵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최종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03. 재생 보기

1

2

1 재생보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재생보기

전체 또는 원하는 카메라와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한 후 하단 재생버튼을 클릭하여 모니터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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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백업



04. 백업

1 2

1 백업설정

메뉴►백업►저장►녹화백업에 들어가 전체 또는
원하는 카메라를 클릭 후 녹화 영상을 백업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설정합니다. 

2 백업설정

조회된 카메라를 선택 후 [백업] 버튼을 클릭
합니다. 



04. 백업

2

1 USB 연결

녹화기에 USB 를 꽂고 백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녹화파일전송

해당 녹화 파일이 다 전송되어 [백업 완료]창이
나올때까지 USB를 뽑지 않고 기다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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