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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매뉴얼은 IP 카메라(본 매뉴얼에서는 카메라라고 함)를 설치하는 방법과 케이블의 

권장 사양을 소개합니다. 지침에 따라 낙뢰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장치를 접지하고 

카메라에 적합한 하우징을 선택하십시오. 

이 설명서를 읽고 지침에 따라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장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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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일부 장착 액세서리(예: 벽부형 브라켓, 펜던트 장착 브라켓 및 

천장 설치 브라켓)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리점의 권장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몇 가지 장착 도구를 준비하십시오. 

 경고!  

 나사가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설치 중 장치 손상을 방지하려면 장치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장착 케이블이 카메라를 장착하기에 길이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케이블을 

너무 구부리지 마십시오. 너무 구부리면 커넥터가 헐거워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포장 상자와 함께 장치를 운반하십시오. 케이블 커넥터가 헐거워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테일 케이블로 카메라를 잡지 마십시오. 

장착 도구 

도구 그림 

멍키 스패너 
  

일자 스크류 드라이버 
 

십자 스크류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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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충격 드릴  

 

망치 
 

마킹펜  

육각 L키  

 

2.1 광학 모듈 설치 

    

참고! 

 일부 모델만 SFP 광학 모듈(별도 구매)을 지원합니다. 

 카메라 내부의 모듈이 연결되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광학 모듈을 장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박스 카메라 

SFP 모듈 설치 

단계에 따라 SFP 광학 모듈을 설치하십시오. 

1. 슬롯 방진 커버를 제거합니다. 

 

2. 권장 SFP 광학 모듈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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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섬유 커넥터를 광학 모듈에 삽입합니다. 

 

Wi-Fi 안테나 설치 

일부 모델만 Wi-Fi를 지원합니다. 다음 그림은 참고만 하십시오. 

1. Wi-Fi 안테나를 설치하고 안테나가 제자리인지 확인합니다. Wi-Fi 안테나의 나사 끝을 

안테나 포트의 볼트에 맞춥니다.  

 

2. Wi-Fi 안테나를 필요한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블렛 카메라 

SFP 모듈 설치 

1. 4# 육각 L키를 사용하여 뒷면 커버의 고정 나사 4개를 풉니다.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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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학 모듈 슬롯이 보일 때까지 카메라 모듈을 

꺼냅니다. 

 

3. 광학 모듈을 삽입합니다. 

 

4. 광섬유 커넥터를 광학 모듈에 삽입합니다. 

 

5. 카메라 모듈과 뒷면 커버를 장착한 후 나사를 조입니다. 

PTZ 돔 카메라  

SFP 모듈 설치 

1. 테일 케이블 유닛 안의 방진 커버를 제거합니다. 

 

2. 권장 SFP 광학 모듈을 삽입합니다. 

Dustproof 
cover방진 커버 



6 
 

 

3. 광섬유 커넥터를 광학 모듈에 삽입한 다음 테일 케이블 유닛을 제자리에 

장착합니다. 

. 

2.2 벽부형 브라켓 

다음 그림은 참고만 하십시오. 실제 외관은 장치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액세서리를 직접 준비하십시오. 

 

 

참고! 

다음 설치에 사용되는 유니버셜 조인트와 브라켓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착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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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카메라  

박스 카메라는 벽부형 브라켓 및 폴대 브라켓을 지원합니다. 다음에서는 벽부형을 예로 

듭니다. 설치하기 전에 벽이 장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지 확인하십시오. 

벽부형 브라켓용 하우징이 없습니다. 

1. 구멍의 위치를 잡으십시오. 

 

2. 확장 볼트의 바깥 지름에 맞는 드릴 비트를 선정하여 볼트의 길이에 따라 구멍을 

뚫습니다. 

 

3. 구멍에 확장 볼트를 망치로 박으십시오. 

 

4. 브라켓을 벽에 마운트합니다. 플랫 워셔, 스프링 워셔, 너트를 사용하여 브라켓을 확장 

볼트에 고정합니다(1: 브라켓의 콘센트에서 케이블을 빼냄). 

 

5. 렌즈를 마운트한 다음 카메라를 브라켓에 마운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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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렛 카메라 

블렛 카메라는 벽부형 브라켓, 폴대 브라켓 및 삼각대 마운트를 지원합니다. 다음에서는 

벽부형을 예로 듭니다.  

브라켓 없이 카메라 장착 

1. 구멍의 위치를 잡으십시오. 드릴 템플릿을 벽에 붙이고 십자 중심을 벽 구멍에 

맞춥니다. 

 

2. 템플릿에 표시된 위치에 따라 φ6-6.5mm 드릴 비트로 30mm 깊이의 가이드 구멍을 

뚫습니다. 

 

3. 플라스틱 볼트를 가이드 구멍에 넣고 꽉 끼웠는지 확인합니다. 

 

4. 카메라를 벽에 설치하기 전에 잠금너트를 돌려서 유니버셜 조인트를 풉니다. 

¼ -20 UNC

¼ -20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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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메라를 벽에 마운트하고 모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받침대에 있는 가이드 구멍에 

자동 태핑 나사를 삽입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벽에 고정합니다. 

 

6. 모니터링 방향을 조정하고 잠금 너트를 조입니다. 

  

브라켓이 있는 카메라 장착 

1. 브라켓의 구멍을 참조하여 드릴 구멍을 찾습니다. 

 

2. 확장 볼트의 바깥 지름에 맞는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볼트의 길이에 맞게 구멍을 

뚫습니다. 

 

3. 구멍에 확장 볼트를 망치로 박으십시오. 

Locknut잠금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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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켓을 벽에 마운트합니다. 브라켓의 콘센트에서 케이블을 빼냅니다. 그런 다음 

플랫 워셔, 스프링 워셔 및 너트로 확장 볼트에 브라켓을 고정합니다. 

 

5. 카메라를 브라켓에 장착합니다. 나사로 카메라를 브라켓에 고정합니다. 

 

6. 모니터링 방향을 조정합니다. 

(1) 케이블을 연결하고 방수 조치를 취합니다.  

(2) 모니터링 방향을 수직으로 조정합니다.  

(3) 모니터링 방향을 수평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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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돔 카메라 

고정형 돔 카메라는 벽부형 브라켓 및 천장 마운트를 지원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벽이나 

천장이 장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서는 벽부형을 

예로 듭니다. 설치 시 투명 돔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1. 구멍의 위치를 잡으십시오. 드릴 템플릿을 벽에 붙이고 십자 중심을 벽 구멍에 

맞춥니다. 

  

2. 템플릿에 표시된 위치에 따라 φ6-6.5mm 드릴 비트로 30mm 깊이의 가이드 구멍을 

뚫습니다. 

 

3. 플라스틱 볼트를 가이드 구멍에 넣고 꽉 끼웠는지 확인합니다. 

 

4. 모든 케이블을 연결하고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카메라 받침대의 가이드 구멍에 자동 

태핑 나사를 삽입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벽에 카메라를 고정하도록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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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방향을 조정합니다(수직으로 조정한 후 나사를 조입니다). 

1) 렌즈 받침대를 수직으로 회전합니다. 

2) 고정 나사를 푼 후 렌즈를 수직으로 조정하십시오. 

 

6. 해당하는 경우 카메라 라이닝을 부착하고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7. 투명 돔 커버를 장착합니다. 받침대의 나사 구멍을 맞추고, 두 개의 십자 오목 

팬헤드 나사를 투명 돔 커버의 모서리에 조여서 고정합니다. 

 

렌즈 받

침대 

고정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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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Z 돔 카메라 

PTZ 돔 카메라는 벽부형 브라켓, 천장 마운트, 폴대 브라켓, 스탠딩 폴 마운트, 펜던트 

마운트 및 코너 마운트를 지원합니다. 다음에서는 벽부형을 예로 듭니다. 하드웨어 

액세서리를 직접 준비하십시오.  

1. 브라켓을 참조하여 구멍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벽의 구멍에서 케이블을 빼냅니다.  

 

2. 확장 볼트의 바깥 지름에 맞는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볼트의 길이에 맞게 구멍을 

뚫습니다. 

 

3. 구멍에 확장 볼트를 망치로 박으십시오. 

 

4. 브라켓 어댑터(G1 ½  수나사)를 벽부형 브라켓의 커넥터에 돌려 넣습니다. 나사(M4)를 

브라켓 커넥터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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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하는 경우 테일 케이블 유닛을 카메라 상단에 있는 3 개의 위치잡기용 파일럿 

필러와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로 후크에 부착하고 돔 카메라를 제자리에 밀어 넣은 

다음 3개의 스테인리스 나사를 고정합니다. 

 

6. 안전 와이어를 브라켓과 돔에 장착합니다. 테일 케이블을 브라켓을 통해 빼내고 

위로 밀어 올립니다.  

 

7. 돔을 브라켓 어댑터에 장착합니다. 카메라 홀더를 내부 트랙에 밀어 넣고 카메라가 

브라켓 어댑터 나사에 의해 고정될 때까지 돌립니다.  

스테인레스 나사(3) 

후크 

위치잡기용 파일럿 필라(3) 

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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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부 햇빛가리개를 장착합니다. 돔의 삼각 아이콘과 일치하도록 정렬하여 상부 

햇빛가리개의 왼쪽과 오른쪽 절반을 서로 맞춥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으로 돔 위에 

장착합니다. 

 

9. 돔을 두 개의 M5 나사로 고정합니다. 

 

10. 케이블을 연결하고 브라켓을 플랫 워터, 스프링 워셔 및 너트로 벽에 고정합니다. 

 

M5 screw

 
 브라켓 어댑터 나사 

내부 트랙 

카메라 홀더 

M5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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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장 마운트 

장착 액세서리 

 

고정형 돔 카메라 

브라켓 없이 카메라 장착 

1. 구멍의 위치를 잡으십시오. 드릴 템플릿을 천장에 붙이고 천장의 구멍을 통해 

케이블을 통과시킵니다. 

  

2. 천장에 구멍을 뚫습니다. Ø6-6.5mm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드릴 템플릿으로 표시한 

위치에 따라 30mm 깊이의 가이드 구멍을 뚫습니다. 

 

3. 플라스틱 볼트를 가이드 구멍에 넣고 꽉 끼웠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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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케이블을 연결하고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카메라 받침대에 있는 가이드 구멍에 

자동 태핑 나사를 삽입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카메라를 천장에 고정합니다. 

 

5. 모니터링 방향을 조정합니다(수직으로 조정한 후 나사를 조입니다). 

1) 렌즈 받침대를 수평으로 회전합니다. 

2) 고정 나사를 푼 후 렌즈를 수직으로 조정하십시오. 

 

6. 해당하는 경우 카메라 라이닝을 부착합니다. 받침대의 버클이 라이닝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Fastening 
screw

Lens base

1

2

렌즈 받침대 

고정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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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명 돔 커버를 장착합니다. 돔 커버의 나사 구멍을 카메라 받침대에 맞추고 돔 

커버 가장자리의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브라켓이 있는 카메라 장착 

1. 천장 브라켓을 참조하여 구멍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케이블을 천장의 구멍으로 

빼냅니다. 

 

2. 표시된 위치에 따라 φ6-6.5mm 드릴 비트로 30mm 깊이의 가이드 구멍을 뚫습니다. 

 

3. 플라스틱 볼트 또는 자동 태핑 나사를 가이드 구멍에 넣고 꽉 끼웠는지 확인합니다. 

Buckle on the base받침대 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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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장 브라켓의 구멍을 통해 자동 태핑 나사를 삽입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브라켓을 

천장에 고정합니다. 

 

5. 모든 케이블을 연결하고 브라켓에 돔을 고정합니다. 돔 상단의 버클 2 개를 천장 

브래킷의 구멍에 맞추고 돔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천장 브라켓으로 고정될 때까지 

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6. 투명 돔 커버를 제거하고 모니터링 방향을 수평 및 수직으로 조정합니다. 

 

7. 수동 줌 렌즈 카메라의 경우 장치의 전원을 켜고 수동 줌 렌즈를 조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십시오. 일자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줌 및 포커싱 노브를 풀고 

노브를 조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 돔 커버를 장착합니다. 

Ceiling 
bracket

Dome

천장 브라켓 

구멍 

버클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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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동 줌 렌즈 카메라의 경우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렌즈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어댑터 플레이트가 있는 카메라 장착 

1. 어댑터 플레이트를 제거하십시오. 어댑터 플레이트를 카메라에서 분리하려면 

카메라를 잡고 어댑터 플레이트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2. 드릴 템플릿을 원하는 장착 위치에 부착하고 구멍을 뚫습니다. 

 

3. 어댑터 플레이트를 천장에 고정하십시오. 팽창 볼트를 구멍에 끼우고 플레이트를 

천장에 나사로 고정하십시오. 플레이트의 FRONT 가 모니터링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Focusing knob

Zooming knob줌 노브 

포커싱 노브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어댑터 플레이트 잠금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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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메라를 설치하십시오. 카메라를 어댑터에 고정하고 플레이트의 FRONT 를 카메라의 

OPEN 과 LOCK 사이의 틈에 정렬시키고 카메라가 고정될 때까지 카메라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미니 돔 카메라 

1. 드릴 템플릿을 천장에 부착한 다음 템플릿에 표시된 위치에 따라 φ6-6.5mm 드릴 

비트로 30mm 깊이의 가이드 구멍을 뚫습니다. 

 

2. 천장에서 케이블을 빼냅니다. 플라스틱 볼트를 가이드 구멍에 넣고 꽉 끼웠는지 

확인합니다. 

 

3. 표시에 맞춰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우징에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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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케이블을 연결하고 방수 조치를 취합니다. 자동 태핑 나사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천장에 고정합니다. 

  

5. 설치 표시에 맞춰서 하우징을 장착합니다. 

  

6. 모니터링 방향을 조정합니다. 카메라를 원하는 모니터링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7. 나사를 조입니다. 

설치 표시 

설치 표시 

설치 표시 

설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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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 카메라 

1. 천장에 드릴 템플릿을 붙이고 템플릿에 따라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 다음 플라스틱 

볼트를 넣습니다. 

 

2. 여는 방향으로 돌려서 하우징과 하단 링을 제거합니다. 

  

3. 천장의 카메라를 고정하고 하우징을 교체합니다. 

 

실내 PTZ 돔 카메라 

1. 천장 브라켓의 내부 구멍을 참조하여 구멍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벽의 구멍에서 

케이블을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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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φ6-6.5mm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천장에 30mm 깊이의 가이드 구멍을 뚫습니다.  

 

3. 플라스틱 볼트 또는 자동 태핑 나사를 가이드 구멍에 넣고 꽉 끼웠는지 확인합니다.  

 

4. 태핑 나사를 브라켓 가이드 구멍을 통해 천장에 고정하여 천장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5. 돔과 어댑터 브라켓을 장착합니다. 어댑터 브라켓의 네 개의 나사를 돔의 마운트 

포인트에 정렬하고 나사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입니다. 

Ceiling rack

Inner hole of the rack

천장 랙 

랙의 내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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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 와이어를 어댑터 브라켓과 천장 브라켓에 장착합니다. 

 

7. 모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4개의 스텝 나사를 크고 견고한 구멍으로 밀어 올린 다음 

작고 견고한 구멍 쪽으로 밀어 어댑터 브라켓이 천장 브라켓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캡티브 나사를 조입니다. 

  

Adapter 
bracket

Hardy holes(4)

Plastic 
film

Stepped screws(4)

Captive 
screw

어댑터 브라켓 

캡티브 나사 

플라스틱 

필름 

하디 홀(4) 

스텝 나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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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벤딩형 각도기(폴대 브라켓) 

 
참고! 

유니버셜 조인트와 브라켓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박스 카메라 

1. 적절한 하우징을 선택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분리합니다. 

 

2. 카메라를 베이스 플레이트에 고정합니다(1: 1/4-20UNC). 

 

3.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네 개의 태핑 나사를 조입니다. 

 

4. 유니버셜 조인트의 나사 2 개를 풀고 유니버셜 조인트를 하우징 뒷면에 고정합니다(2: 

1/4-20UNC).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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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폴 장착 브라켓을 폴 암에 장착합니다. 브라켓을 조이고 케이블을 스탠딩 폴을 통해 

통과시켜 폴 암에서 빼냅니다. 

 

6.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을 하우징의 케이블 구멍으로 통과시켜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폴 

마운트 브라켓에 하우징을 고정합니다. 촬영 각도를 조정합니다. 

 

블렛 카메라 

1. 유니버셜 조인트의 나사 2개를 풀고 유니버셜 조인트를 하우징 뒷면에 고정합니다. 

 

2. 폴 장착 브라켓을 폴 암에 장착합니다. 브라켓을 조이고 케이블을 스탠딩 폴을 통해 

통과시켜 폴 암에서 빼냅니다. 

 

3. 폴 마운트 브라켓에 카메라와 유니버셜 조인트를 고정합니다. 촬영 각도를 조정하고 모든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 抱箍环绕固定到立杆横臂，拧紧卡箍

并固定，再将电缆穿过立杆，从横臂

穿出待连接。 

 

 

拧紧卡箍，将抱箍
固定在横臂上

电缆穿过立杆，从横
臂穿出待连接

1

2

拧松万向
节上的两
个螺钉，
方便与设
备固定

¼ -20UNC

1. 抱箍环绕固定到立杆横臂，拧紧卡箍

并固定，再将电缆穿过立杆，从横臂

穿出待连接。 

 

 

拧紧卡箍，将抱箍
固定在横臂上

电缆穿过立杆，从横
臂穿出待连接

1

2
 

 

 

 

 

 

1.1   设备接线 

1.1.1  布线说明 

1. 将设备、万向节固定在抱箍上，调节监控方向，连接所有电缆。 

 

 

调节万向节和设备，
直至需要的监控方向

连接所有电缆2

11

¼ -20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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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스탠딩 폴 마운트 

PTZ 돔 카메라 

오리지널 스탠딩 폴 사용 

1. 돔이 오리지널 스탠딩 폴과 일치하도록 어댑터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2. 오리지널 스탠딩 폴을 두 개의 어댑터에 연결하고 고정합니다.  

 

스탠딩 폴 커스터마이징 

1. 돔에 맞게 스탠딩 폴을 사용자 정의하십시오. 

Original pole

Connector of the original pole

Customized conversion 
connector

Adapter

M5 screw hole

G1 ½  outter thread

G1 ½  inner thread

오리지널 폴 

맞춤형 변환 커넥터 

어댑터 

오리지널 폴의 커넥터 

M5 나사 구멍 

G1 ½  내부 나사 

G1 ½  외부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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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폴을 어댑터에 연결하고 고정합니다. 

 

카메라 마운팅 

카메라를 장착하는 단계는 벽부형 브라켓과 유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TZ 카메라 

벽부형 브라켓 을 참조해 주십시오.  

Customized pole M5 screw hole

Adapter
G1 ½  outer thread

G1 ½  inner thread

G1 ½  외부 나사 

M5 나사 구멍 

G1 ½  내부 나사 

어댑터 

맞춤형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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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폴 마운트 

  

참고! 

 유니버셜 조인트와 브라켓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참고만 하십시오. 실제 외관은 장치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착 액세서리 

 

PTZ 돔 카메라  

장착 액세서리 

1. 폴 마운트 액세서리를 조립하고 3 개의 폴 마운트 스트랩을 푼 다음 폴 마운트 브라켓의 

구멍에 삽입합니다.  

 

2. 스트랩을 조이고 스트랩을 기둥에 고정합니다. 

Pole mount clamps (3)

Holes of the pole mount bracket (3)

폴 마운트 클램프(3) 

폴 마운트 브라켓의 구멍(3) 



31 
 

 

카메라 마운팅 

카메라를 장착하는 단계는 벽부형 브라켓과 유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TZ 카메라 

벽부형 브라켓 을 참조해 주십시오.  

 

2.7 펜던트 마운트 

 경고!  

 펜던트 장착 브라켓은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사용됩니다. 브라켓을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에 대한 방수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수 조치 

미흡으로 인한 장치 고장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춤형 펜던트 브라켓은 브라켓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테일 케이블에 물이 닿지 않게 합니다. 테일 케이블을 물에 담그지 

않습니다. 

 테일 케이블을 보호하고 케이블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펜던트 장착 브라켓과 기둥을 고정하고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장치를 

밀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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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액세서리 

 

PTZ 돔 카메라  

펜던트 브라켓 장착 

1. 브라켓의 마운트 포인트를 참조하여 구멍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벽의 구멍에서 

케이블을 빼냅니다. 

 

2. 확장 볼트의 바깥 지름에 맞는 드릴 비트를 선택합니다. 구멍 깊이는 볼트 길이를 

참조합니다. 

 

3. 확장 볼트를 넣고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33 
 

 

 

4. 브라켓 어댑터(G1 ½  수나사)를 펜던트 장착 브라켓의 커넥터에 돌려 넣습니다. 

 

5. 나사(M4)를 브라켓에 고정합니다.  

 

카메라 장착 

카메라를 설치하는 단계는 벽부형 브라켓과 유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TZ 카메라 

벽부형 브라켓 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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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어처 카메라 

장착 설명 

 

동축기용 배선 

 

 

2.8 코너 마운트 

장착 액세서리 

 

PTZ 돔 카메라 

장착 액세서리 

1. 브라켓의 마운트 포인트를 참조하여 구멍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M2 screw
Top plate

Coaxitron controller

모판 

M2 나사 

동축기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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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장에 구멍을 뚫으십시오. 확장 볼트의 바깥 지름에 맞는 드릴 비트를 선택합니다. 

구멍 깊이는 볼트 길이를 참조합니다. 

 

 

3. 확장 볼트를 넣고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4. 코너 마운트 액세서리를 장착하고 케이블을 빼냅니다. 플랫 워셔, 스프링 워셔 및 

너트로 확장 볼트에 마운트 브라켓을 고정합니다. 



36 
 

 

카메라 마운팅 

카메라를 장착하는 단계는 벽부형 브라켓과 유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TZ 카메라 

벽부형 브라켓 을 참조해 주십시오.  

 

2.9 삼각대 마운트 

= 

 

참고! 

삼각대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블렛 카메라 

1. 4# 육각 L 키로 유니버설 조인트의 육각 소켓 헤드 나사를 풀고 카메라를 원하는 

모니터링 방향으로 조정한 다음 나사를 조입니다. 

 

2. 퀵 릴리스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어댑터 플레이트를 돌려서 퀵 릴리스 플레이트(1: 퀵 

릴리스 플레이트, 2: 어댑터 플레이트)에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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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일 케이블을 카메라 받침대의 홈에 통과시키고 나사를 카메라 베이스의 가이드 

구멍에 삽입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어댑터 플레이트에 카메라를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를 PT 마운트에 장착합니다. 

 

4. 삼각대에 PT 마운트를 장착하고 원하는 모니터링 방향으로 삼각대를 조정합니다. 

3. 외부 장치용 케이블 연결 

네트워크 카메라는 PTZ, 오디오/비디오 장치, 알람 장치와 같은 외부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케이블의 특징과 배선을 소개합니다. 

1. 安装垫片：取下云台上的快装板，将

垫片旋转安装在快装板上（1：快装

板，2：垫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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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케이블 및 어댑터 

일반 케이블 및 어댑터 

케이블 및 어댑터 

그림 이름 설명 장착 요건 

 

컴포지션 

비디오 

케이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를 전송하고 

아날로그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설치 시 케이블을 

간섭원(고주파 신호원, 전기 

기계 등) 및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완전히 

늘리거나 날카로운 각도로 

구부리지 않습니다. 

 

3.5mm 

오디오 

케이블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고 3.5mm 

오디오 입력/출력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설치 시 케이블을 

간섭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마이크 

케이블 

마이크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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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름 설명 장착 요건 

 

전원 어댑터 
출력 12VDC 및 

24VAC 

어댑터를 장치 가까이에 

놓고 케이블을 주전원까지 

늘리지 않습니다. 약한 

전기용 케이블을 강한 

전기용 케이블과 병렬로 

배선하지 않습니다. 

 

전원 케이블  주전원에 연결합니다 

케이블 설치 시 PE 단자가 

있는 커넥터를 선택하고 PE 

단자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장치의 전원 케이블과 

피닉스 커넥터를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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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름 설명 장착 요건 

 

네트워크 

케이블 

이더넷 구리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 설치 시 

T568B 규격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길이는 100m 

미만이 좋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만들 때 내부 

배선을 압착하여 커넥터를 

제대로 부착합니다. 

 

LC 광섬유 

커넥터 

이더넷 광 

인터페이스에 

연결(SFP 모듈용) 

- 

 

접지 케이블 

외부 간섭을 

방지하려면 장치를 

접지합니다. 

구리 러그를 사용하여 

장치를 접지하고 케이블을 

벗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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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름 설명 장착 요건 

 
CS 어댑터  

5mm CS 어댑터 

링(박스 카메라만 

해당)을 사용하여 

C형 렌즈를 CS형 

렌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C 렌즈에는 CS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CS 렌즈의 

경우 렌즈를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IR-CUT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핀 Z/F 

인터페이스 

줌 및 초점을 

조정합니다(박스 

카메라만 해당). 

전동 렌즈의 경우 제어 

와이어를 카메라의 Z/F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4핀 Z/F 인터페이스 사용). 

4핀 Z/F 인터페이스 

 

터미널 설명 

번호 설명 번호 설명 

1 포커스 + 2 포커스 - 

3 줌 + 4 줌 - 

1 2

34



42 
 

배선  

 강한 전기용 케이블(예: 전원 코드)을 약한 전기용 케이블(예: 네트워크 케이블 및 

오디오/비디오 케이블)에서 최소 30cm(11.81 인치) 떨어진 곳에 둡니다. 

 케이블을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잘못된 연결은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원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전원 어댑터는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경보를 피하기 위해 경보 케이블을 설치할 때 간섭을 피합니다. 

 RS-485 직렬 케이블을 연결할 때 T 자형 연결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의 케이블을 

트렁크로 사용하고 트렁크에 분기를 분배합니다. 트렁크의 케이블은 15m(49.21ft) 

이하여야 하며 종단 저항은 가장 먼 카메라에 설치됩니다. 여러 노드가 직선이 아닌 

경우 지그재그 형태의 연결을 사용합니다. 별 모양 또는 T 자 모양과 지그재그 

모양의 조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디오 케이블이나 RS-485 직렬 케이블을 기둥 위에 놓지 않습니다. 비디오 케이블 

및 RS-485 케이블을 옥외에 배치할 경우에는 외부 낙뢰 보호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낙뢰 방지 조치를 취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4.2 낙뢰 보호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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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케이블 요건 

비디오 케이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합 비디오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은 4 개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이 케이블에는 발포 폴리에틸렌 유전체로 둘러싸인 구리 중심 도체가 

있습니다. 접합된 구리 브레이드는 차폐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가장 바깥쪽의 폴리에틸렌 

커버는 전체 케이블을 보호합니다. 동축 케이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축 케이블 

 

(1) 중심 도체 

(2) 폴리에틸렌 유전체 

(3) 구리 브레이드 

(4) 폴리에틸렌 커버 

도체의 단면이 클수록 전송 중 신호 손실이 적고 전송 거리가 길어집니다. 차폐 커버리지는 

전송된 신호가 외부 전자파 및 정전기장의 간섭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케이블의 전송 거리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기 

간섭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신호 전송 감쇠가 3dB 이하인 경우 SYV-75-5C 의 전송 거리는 

200m(656.168ft) 이하, SYV-75-7C 의 전송 거리는 300m(984.252ft) 이하입니다. 인코더가 지원하는 

케이블 길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실제 사양을 참조합니다.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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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동축 케이블에는 SYV-75-3, SYV-75-5, SYV-75-7 및 SYV-75-9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축 케이블의 이름은 SYV-75-5-1(A/B/C)입니다. S 는 무선 주파수, Y 는 폴리에틸렌 절연, 

V는 폴리염화비닐 재킷, 75 는 75옴, 5 는 5mm, 1 은 단일 칩, A는 64 브레이드, B는 96 

브레이드, C는 128 브레이드를 나타냅니다. 

 

BNC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비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BNC 케이블  

 

(1) 장치의 접지에 연결합니다. 

(2) 비디오 케이블에 연결합니다. 

오디오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4 심 차폐 케이블(PVVP) 또는 차폐되지 않은 디지털 통신 

케이블로 만들어집니다. 더 큰 단면이 필요합니다(예: 0.5 mm2). 차폐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 케이블 길이는 100m(328.08ft)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디오 

케이블에는 RCA 일반 오디오 케이블과 일반 동축 케이블이 있습니다. 

3.5mm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명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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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카메라와 오디오 입력 장치를 연결할 때는 3.5mm 싱글 트랙 마이크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듀얼 트랙 MIC 플러그를 사용할 때 장치를 왼쪽 오디오에 

연결합니다. 

 IP 카메라와 오디오 입력 장치를 연결할 때는 3.5mm 듀얼 트랙 이어폰 또는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S-485 직렬 케이블 

RS-485 직렬 케이블에는 다음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L2464 및 UL20276 표준을 충족하는 UL 인증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전체 케이블링 표준을 충족하는 카테고리 3 이상의 케이블. 케이블 코어의 범위는 

AWG(American Wire Gauge) 22~28입니다. 24 AWG 및 26 AWG가 권장됩니다.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90 옴에서 150 옴 사이여야 합니다. RS-485 포트는 장거리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전체 케이블 감쇠가 6dB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코더 또는 디코더의 

경우 총 케이블 길이는 900m(2952.76ft) 이하이어야 하며 전송 속도는 9600bps 이하로 

권장됩니다. 더 높은 전송 속도가 필요한 경우 다음 표에 따라 케이블 길이를 선택합니다. 

너무 긴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 중계기를 사용하여 전송 거리를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T자형 

또는 Z자형 연결이 선호되거나 RS-485 허브가 장치 측에 배치된 후 별형 연결이 채택됩니다.  

Ground

Left channel

Right channel

Connection for mic plug

Connection for earphone (loudspeaker box)

마이크 플러그 연결 

이어폰 연결(확성기 박스) 

접지 

우측 채널 

좌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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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송 속도에서 RS-485 직렬 케이블의 최대 길이 

전송 속도(bps) 최대 길이 

1200, 2400, 4800, 9600, 19200 900m (2952.76ft) 

38400 850m (2788.71ft) 

57600 550m (1804.46ft) 

76800 400m (1312.34ft) 

115200 250m (820.21ft) 

 

알람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권장합니다. 케이블의 범위는 22 AWG ~ 28 AWG(24 AWG 및 26 AWG 

권장)입니다. 직류(DC) 임피던스는 100 옴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표는 최대 임피던스로 

100 옴을 사용하는 다양한 케이블의 최대 길이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알람 케이블의 최대 길이 

사양(AWG) 최대 길이  

22 1453m (4767.06ft) 

24 914m (2998.69ft) 

26 570m (1870.08ft) 

28 360m (1181.10ft) 

 

네트워크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은 대부분 케이블링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로 

만들어집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에는 UTP(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과 STP(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이 있습니다. STP 케이블에는 복사를 줄이기 위해 접합된 알루미늄 호일 

층이 있습니다. STP 케이블은 UTP 케이블보다 비싸고 STP 케이블 설치는 UTP 케이블 설치보다 



47 
 

어렵습니다. 

광섬유 

카메라의 광학 모듈은 제삼자 장치(스위치 등)와 섬유 모드 및 전송/수신 파장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광학 모듈의 전송 거리가 실제 필요한 길이보다 더 큰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광학 모듈이 장착된 돔 카메라는 다중 모드 광섬유 대신 단일 모드 광섬유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광섬유를 사용하여 두 장치를 연결할 때,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SFP 광학 모듈이 연결될 때, 광섬유의 곡률은 9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테일 케이블 유닛을 장착할 때, 광섬유가 장치에 끼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섬유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치 중 광섬유를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광섬유가 너무 길면 광섬유를 

감으십시오. 코일 직경은 60mm보다 크고 곡률은 90도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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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섬유 커넥터를 선택하십시오. 모따기가 되지 않은 비표준 섬유 커넥터를 

사용하면, 광학 모듈, 플랜지 또는 광학 스플리터 등 내부 세라믹 슬리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섬유 커넥터가 양호한 상태에 있고, 랫치가 방해받지 않고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어 엔드로의 연결이 정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광섬유 연결 전에 얼룩, 긁힘, 찌그러짐 또는 구멍 등의 잘 보이는 표면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섬유 커넥터, 플랜지 또는 광학 모듈이 지저분하면, 알콜과 

깨끗한 면(또는 깨끗한 면봉)으로 청소합니다. 

 광섬유를 사용하여 장치를 연결할 때, 섬유 커넥터 연결을 위해 플랜지가 필요하면, 

먼저 피어 장치의 섬유 커넥터 유형에 따라 플랜지 모델을 결정하거나 광학 

스플리터를 직접 사용하여 케스케이딩을 수행합니다. 

 섬유 커넥터를 사용하여 플랜지와 상호 연결할 때, 섬유 커넥터를 플랜지의 슬롯에 

맞춰서 적절하게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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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선 

접지선은 30미터(98.43ft) 이하여야 하며 임피던스는 5옴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YD5098 표준을 참조합니다. 

3.3 케이블 연결 

PTZ 제어 모드에서 RS-485 포트를 통해 PTZ 카메라에 연결하기 

다른 카메라의 배선도 비슷합니다. 다음은 박스형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RJ-45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RJ-45 커넥터를 PTZ 제어 케이블에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RJ-45 커넥터의 T+를 PTZ 제어 케이블의 A(RS485+)에 연결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RJ-45 커넥터의 T-를 PTZ 제어 케이블의 B(RS485-)에 연결합니다. 

 PTZ 카메라가 접지선을 사용하는 경우 PTZ 제어 케이블의 접지 핀을 RJ-45 커넥터의 

접지 핀(핀 7 또는 8)에 연결합니다. 

배선(박스 카메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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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485+ 

(2) RS485- 

(3) PTZ 제어  

피닉스 커넥터 설명 

핀 설명 핀 설명 

+ RS485+ - RS485- 

G 접지 

 

투명 채널 모드에서 RS-485 포트를 통해 타사 장치에 연결 

다른 카메라의 배선도 비슷합니다. 다음은 박스형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RJ-45 커넥터가 있는 RS-485 케이블을 사용하여 타사 장치에 연결할 때 다음과 같이 

RJ-45 커넥터를 타사 장치 케이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RJ-45 커넥터의 T+ 및 R+를 꼬아서 타사 장치 케이블의 RS485+에 연결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RJ-45 커넥터의 T-와 R-을 꼬아서 타사 장치 케이블의 RS485-에 

연결합니다. 

 타사 장치가 접지선을 사용하는 경우 타사 장치 케이블의 접지 핀을 RJ-45 커넥터의 

접지 핀(핀 7 또는 8)에 연결합니다. 

배선(박스 카메라용) 

 

 

1 2 G DO+ DO-

ALM IN ALM OUT RS485

D+ D-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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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485+ 

(2) RS485- 

(3) 제어 와이어 

 

알람 입출력 장치 연결 

알람 입력 연결 

배선 

 

(1) 알람 입력 

(2) 접지 

(3) 장치에 알람 

 

알람 출력 연결 

배선(DC 부하용) 

 

(1) 알람 아웃 + (예:) 

(2) 알람 출력 장치 

(3) DC 전원 공급 

(4) 알람 아웃 - (예: 1+와 함께 

1- 사용) 

 

1 2 G DO+ DO-

ALM IN ALM OUT RS485

D+ D-

1

2

3

Third-party device

 1

Alarm input of IPC

2

G

3

+-
Alarm output of IPC

1+

1-

ALARMOUT1

1

ALARMOUT1

4 DC
3

2

DC load

타사 장치 

IPC의 알람 입력 

IPC의 알람 출력 

알람출력 1 

알람출력 1 

DC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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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AC 부하용) 

 

(1) 알람 아웃 + (예: 1+) 

(2) 알람 출력 장치 

(3) AC 전원 공급 

(4) 알람 아웃 - (예: 1+와 함께 

1- 사용) 

 

 참고! 

알람 출력 장치에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때 정격 값(출력 전압 및 전류)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상한: 30 VDC, 1A 또는 125 

VAC, 0.3A. 

 

Alarm output of IPC

ALARMOUT1

ALARMOUT1

1+

1

1

4 AC 3

2

AC load

IPC의 알람 출력 

AC 부하 
알람출력 1 

알람출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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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뢰 보호 및 접지 

IP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옥외에 설치되므로 낙뢰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극한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낙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보호 상자를 

설치하고 장치를 올바르게 접지하여 옥외에 장착된 카메라의 낙뢰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4.1 옥외 보호 상자 

비, 먼지, 고온, 진동 및 부식성 물질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용 

보호 상자를 장비합니다. 

보호 상자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카메라를 보호 상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상자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일 수 있으며 금속 상자는 플라스틱 상자보다 더 

보호합니다. 

 IP66(또는 그 이상) 등급의 보호 상자를 사용하여 물이나 먼지로부터 멀리합니다. 

 장치를 하나의 보호 상자에 쌓아두지 말고 방열을 위해 카메라 주위에 약 5cm 의 

공간을 남겨 둡니다. 

 접지 커넥터를 사용하여 모든 접지 케이블을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는 온도 조절기(내부 히터 또는 팬)가 있는 보호 상자를 사용합니다.  

 반사광이 렌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상자를 설치할 때 상자의 창에 렌즈를 

밀착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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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낙뢰 보호 

낙뢰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카메라를 방전 로드의 보호 영역에 놓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보호를 

참조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모니터링 시스템의 낙뢰 문제는 80% 이상이 낙뢰로 인한 

과전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케이블에 대한 낙뢰 보호는 시스템 보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케이블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블 보호를 참조합니다. 

 낙뢰가 장치를 공격하지 않도록 장치에 적절한 피뢰기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전원 케이블, 비디오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에 대한 피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내부 보호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부 보호 

낙뢰로부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방전봉을 설치합니다. 

카메라는 방전봉의 보호 영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전봉을 카메라에서 3~4m 

떨어진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배선하여 보호합니다. 

금속관을 덮은 상태로 케이블을 매설하고 금속관을 적절히 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파이프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덮고 파이프를 지면 위로 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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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및 장비실과 직접 연결되는 케이블은 금속관으로 덮은 채로 매설합니다. 

매설된 케이블은 15m 이상이어야 하며 금속 파이프는 적절하게 접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케이블의 양 끝에 피뢰기를 설치합니다. 

내부 보호 

일반 값(최대 작동 전압, 삽입 손실, 데이터 전송 속도 등)에 따라 피뢰기를 선택합니다. 

신호 피뢰기에 대한 요건 

1. 피뢰기의 연결은 등전위 원리를 따릅니다. 피뢰기와 장치 사이에 접지 케이블 

연결을 위한 접합점이 있습니다. 피뢰기와 접합점 사이의 케이블은 피뢰기가 

권장하는 값보다 짧아야 합니다. 피뢰기가 권장 길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0.3m ~ 

0.5m 사이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짧은 접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 설명 

 

2. 피뢰기와 접합점 사이의 케이블 길이가 연결 요구 사항에 맞지 않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장치와 피뢰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Device OUT INSignal arrestor

Joint point for 
grounding

Grounding cables 
should be less than 

0.3 m

장치 신호용 낙뢰 보호기 

접지 케이블은 0.3m 미만이어야 

합니다. 

접지를 위한 접합점 

아웃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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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전위 연결 

 

 

 참고! 

위의 단계에 따라 현장 조건에 따라 피뢰기를 설치하고 장치를 연결합니다. 

 

3. 아래 그림과 같이 피뢰기와 장치를 연결합니다. 신호 채널이 있는 IN 단자와 장치를 

OUT 단자에 연결합니다. 

피뢰기 연결 

 

 

전원용 피뢰기에 대한 요건  

 전원용 피뢰기용 케이블은 가능한 한 짧고 굵게 합니다. 

 단면적이 25mm2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케이블이 1m 이상인 경우 단면적을 늘립니다. 

Signal arrestor

Equipotential 
connection

Device OUT IN

Grounding cables 
should be less than 

0.3 m
Joint point for 

grounding

INOUT OUTINDevice Signal arrestor Signal arrestor Device

Grounding cables 
should be less than 

0.3 m

장치 신호용 낙뢰 보호기 

등전위 연결 

접지 케이블은 0.3m 미만이어야 

합니다. 

접지를 위한 접합점 

아웃 인 아웃 인 장치 
신호용 낙뢰 

보호기 

신호용 낙뢰 

보호기 
장치 

접지 케이블은 0.3m 

미만이어야 합니다. 

인 

아웃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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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은 조밀하게 배선하거나 함께 묶어야 합니다. 

 전원용 피뢰기의 접지 케이블은 단면적이 25mm2 ~ 35mm2 인 많은 구리선으로 

결합됩니다. 

피뢰기를 설치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피뢰기를 장치 가까이에 둡니다. 

2. 장치와 피뢰기 사이의 거리에 따라 피뢰기의 접지 케이블 길이를 조정합니다. 

3. 피뢰기와 장치 섀시의 접지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피뢰기의 IN 단자를 외부 신호 케이블에 연결하고 OUT 단자를 보호 장치에 

연결합니다. 표시등이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5. 나일론 클립으로 케이블을 묶습니다. 

 주의! 

자세한 정보는 피뢰기 사양을 참조합니다. 

 

장치 접지 

실외 또는 실내 카메라의 경우 장치를 올바르게 접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접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DC 전원 공급 장치로 장치 접지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는 장치에도 동일한 접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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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막대 사용  

장비실에 접지 막대가 있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장치의 접지선 한쪽 끝을 접지 막대의 

케이블 포스트에 연결하고 나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접지 막대를 통해 장치를 접지합니다. 

 

1: 접지 스크류 2: 접지선 3: 접지 막대 

 

장치의 접지선을 장비실의 보호 접지에 연결합니다. 섀시를 소화전, 라디에이터 또는 피뢰기에 

접지하지 마십시오. 

묻힌 물건 사용하기 

접지 막대가 없고 물체를 매설할 수 있는 접지면이 있는 경우 접지를 위해 0.5m(1.64ft) 이상의 

앵글철(또는 강관)을 땅에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장치의 접지선을 

앵글철(또는 강관)에 용접으로 연결합니다. 용접점은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묻힌 물건을 통해 장치를 접지합니다. 

 

1: 접지 스크류 2: 접지선 3: 땅 4: 앵글철(또는 강관) 

(3)

(1)

(2)

(3)

(1)

(2)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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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원 공급 장치로 장치 접지 

접지 막대 사용 

장비실에 접지 막대가 있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의 접지선 한쪽 끝을 접지 막대의 

케이블 포스트에 연결하고 나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접지 막대를 통해 장치를 접지합니다. 

 

1: 접지 스크류 2: AC 전원 입력 3: 접지선 4: 접지 막대 

 

섀시의 접지선을 장비실의 보호 접지에 연결합니다. 섀시를 소화전, 라디에이터 또는 피뢰기에 

접지하지 마십시오. 

묻힌 물건 사용하기 

접지 막대가 없고 물체를 매설할 수 있는 접지면이 있는 경우 접지를 위해 0.5m(1.64ft) 이상의 

앵글철(또는 강관)을 땅에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장치의 접지선을 

앵글철(또는 강관)에 용접으로 연결합니다. 용접점은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1)
(2)

(4)

(3)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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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땅에 묻어 장치를 접지합니다. 

 

1: 접지 스크류 2: AC 전원 입력 3: 접지선 4: 땅 

5: 앵글철(또는 강관) 

 

AC 전원 케이블의 보호 접지 도체 사용 

장치 설치 환경에 접지 막대가 없고, 접지물을 매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AC 

전원 케이블의 PE 도체에 연결하여 장치를 접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PE 도체가 배전실 또는 

AC 변압기 측에서 올바르게 접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E 도체를 통해 장치를 접지합니다. 

 

1: 접지 스크류 2: AC 전원 입력 3: AC 전원 케이블 

4: 전원 변압기 5: PE 도체 

(1)
(2)

(3)

(4)

(5)

(1)
(2)

(3)

(4)

(5)

(1)

(2)

(3)

(5)

(4)

(1)

(2)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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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수 요구 사항 

다음 지침에 따라 케이블을 방수 처리하십시오. 부적절한 방수 조치로 인한 장치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케이블을 연결하고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의 

구리선을 잘라내십시오. 

 케이블 보호를 위해 접착식 방수 테이프를 사용하십시오(일부 제품의 

경우 함께 제공됨). 

 방수 구성품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케이블을 보호하십시오.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방수 처리하십시오. 비디오 케이블은 방수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절연 테이프(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각 케이블의 연결부를 

절연하십시오. 

 

2. 접착식 방수 테이프로 케이블을 방수 처리하십시오. 

(1) 양쪽 끝에서 방수 테이프를 완전히 펴십시오. 

(2) 연결부와 케이블 끝을 방수 테이프로 단단히 감으십시오. 이 과정에서 

테이프가 완전히 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3)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 끝에서 테이프를 조이십시오. 

Connection part

Insulation tape

연결부 

절연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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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된 방수 구성품을 네트워크 케이블에 순서대로 설치하십시오. 

 

 주의! 

먼저 고무 링을 네트워크 케이블 인터페이스에 장착합니다. 

 

4. 카메라에 DC 케이블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터페이스에 플러그를 

삽입하십시오. 

 

5. (선택 사항) 방수 처리가 완료되면 케이블을 방수 정션 박스(별매)에 

넣으십시오. 

 주의! 

 케이블 커넥터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물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마운팅 분리 후에는 장치를 복원하고 고정해 주십시오. 

 전원 어댑터를 전원 분배함에 넣어 주십시오. 

6. 레이저 안전 

이 장은 레이저 PTZ 돔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다음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Wrap the used cables separately

Tighten

Wrap the unused cables together into a bundle

Tighten Tighten

Waterproof tape

Tighten

DC interface

Plug

조이기 조이기 조이기 조이기 

사용한 케이블은 별도로 포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케이블을 감아서 묶습니다. 

DC 인터페이스 

플러그 

방수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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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관리는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는 지면에서 6미터 이상 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조명기는 최소 30 센티미터 범위 

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시험 전에 레이저가 전원에서 분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빔을 직접 쳐다보거나 광학 기기를 통해 보지 마십시오. 직접 

또는 분산된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설치 및 관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 안경 없이 레이저를 보지 마십시오. 일부 레이저는 인간의 육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체를 레이저 빔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일부 

레이저는 연소성 물질에 점화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람에게 직접 쏘지 마십시오. 레이저를 유리에 쏘지 

마십시오. 반사되면 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7. FAQ 

 백 포커스를 조정하는 방법? 

수동 렌즈의 경우 렌즈를 돌린 후에도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백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ABF(자동 백 포커스)가 있는 전동 렌즈의 경우 렌즈 사양을 참조하여 백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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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기능이 없는 전동 줌 렌즈의 경우 BF 노브를 사용하여 백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호 상자에 설치하려면 줌과 초점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렌즈 

주변에 공간을 남겨 둡니다. 

 참고! 

일부 박스 카메라 모델은 ABF 기능(자동 백포커스)을 지원합니다. 카메라 

뒷면 패널의 ABF  버튼을 누르거나 웹에 로그인하여 백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조리개를 최대로 연 다음 카메라를 약 3 미터 떨어진 물체(예: 고대비 테스트 

카드)로 향하게 합니다.  

2. 백 포커스 노브를 풉니다. 

 

3. 렌즈의 초점을 최소로 조정한 다음 백포커스 노브를 미세 조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습니다. 

4. 렌즈의 초점을 최대로 조정한 다음 백포커스 노브를 미세 조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습니다. 

5. 렌즈의 초점을 변경할 때 항상 깨끗한 이미지를 볼 수 있을 때까지 

3~4단계를 반복합니다. 

6. 백 포커스 노브를 조입니다. 

Back focus knob백 포커스 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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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Win 7 에 처음 로그인할 때 플러그인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에 따라 컴퓨터에서 UAC 를 끕니다. 제어판을 엽니다. 검색 박스에서 

uac 를 입력하고, Change User Account Control Settings 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더를 

Never Notify 위치로 이동한 다음 OK 를 클릭합니다. UAC 를 끈 다음 다시 

로그인합니다. 

 플러그인 설치에 실패했습니까? 

로그인하기 전에 IE 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카메라의 IP 를 추가하는 단계를 

따릅니다. Tool > Internet Options > Security 을 클릭합니다. Trusted sites를 클릭하고 

Sites 를 클릭한 다음 카메라의 IP 주소를 추가합니다. Windows 7 을 사용한다면, 

setup.exe 를 PC 에 먼저 설치한 다음 파일을 우클릭하여 Run as administrator 를 

선택합니다. 

 첫 로그인 후 라이브 비디오가 없나요? 

컴퓨터의 방화벽을 끄고 다시 로그인합니다. 

 공장 기본 설정을 복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뒷면 커버를 제거하고 이쑤시개나 종이 클립과 같은 적절한 뾰족한 물건을 

사용하여 RST 버튼을 15초 동안 눌러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주의!  

초기화 버튼은 카메라가 켜진 후 10분 이내에만 작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