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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een NVR
빠른 설치 가이드

   상세 설명서는 네트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설치 가이드는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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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아래의 제품 구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트윈 NVR                  전원 어댑터(12V2A)            마우스               빠른 설치 가이드  

1. 제품 구성

2. 각 부분의 명칭

1

공유기

NVR

모니터
HDMI타입 USB 포트

Audio 전원

LAN포트
(공유기, NVR 연결)

전원WAN포트

모니터
RGB타입



마우스는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3. 제품준비

1
NVR에 전원 어댑터(DC12V 2A)를 연결합니다. 

2
연결할 모니터의 케이블이 RGB인지 HDMI인지를 확인하여
맞는 케이블을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RGB      또는    HDMI

3
 공유기와 NVR을 랜선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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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로그인 창이 나오면,    
패스워드 없이 확인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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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설치 - 1) 연결 후 처음 화면 설정

빈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Quick Menu창의 메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21
PnP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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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설치 - 2) 네트워크 확인

메인 메뉴에서 시스템-네트워크 순서로 클릭 합니다.

4
공유기 IP주소와 게이트웨이 주소를 NVR 장치가 맞게 받고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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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윈 큐브 앱 설정 

설정 변경 창에 있는 OnVIF를  눌러 활성화
시킵니다.

2 3 41
오른쪽 상단의  편집을 눌러 설정화면
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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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폰에서  네트윈 큐브 앱 
아이콘을  눌러 앱을 실행 시킵니다.

앱으로 들어가면 Online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오면 
“확인”을 눌러 설정을 진행 합니다

6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7
OnVIF가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Rebooting
메세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카메라의 재부팅이
진행됩니다. 재부팅 후에는 NVR이 연동됩니다.



6. 제품연결 설정

원격 장치 칸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①과 같이 연결된 카메라가 뜹니다.

2
①을 체크하신 후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1
메인 메뉴 – 시스템에 있는 원격 장치를 
클릭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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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연결 설정

4
Quick Menu에서 재생을 클릭합니다.

5

녹화영상이 있는 날짜

2~16배속으로
느린재생, 되감기, 빠른재생

한 시간 단위 
되감기, 빨리감기

카메라 목록

다음 페이지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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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사용 - 1) 녹화 영상 시간 설정

124시간 전체

22시간 단위

31시간 단위

4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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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사용 - 2)동기 모드 설정

동기모드를 체크하면 각자 다르게 녹화된 채널의 같은 시간대 녹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동기모드

동기모드를 체크하시고 원하는 시간을 클릭, 흰색 실선이 생기며 같은 시간에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1 사용시 화면

동기 모드의 체크를 해제하면 각 카메라의 원하는 녹화 시간을 클릭하면 원하는 시간대의 녹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동기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V   동기모드

  동기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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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사용 - 3) 녹화 설정

2
각 기능은 아래 <표 1>을 참고하십시오.

 <표 1>

1     채널 
설정 값을 적용할 채널을 선택

2     중복 

녹화데이터를 복사하여 2번째 하드 디스크에 동시 저장

2개 이상의 하드를 장착 가능한 일부 모델에 한해 사용 가능

3     길이 

녹화 파일에 대한 최대 저장 시간을 설정 
Ex) 1시간 단위 파일을 형성

4     사전 녹화 
모션 및 알람 발생 전 구간에 대한 녹화 시간을 설정

5     모드
스케줄 : 시스템 설정에 지정된 값으로 녹화를 시작 및 종료
매뉴얼 : 수동으로 녹화 시작             
중지 : 녹화 중지

6     주일 

각 요일 별로 녹화방식을 선택하여 설정

7     기간 1~4
최대 4가지 다른 구간을 성정하여 녹화 모드를 선택

8     규칙
연속 녹화를 수행

9    검출
모션 녹화를 수행

10    알람
알림 녹화 (카메라 가림, 영상 끊김 등) 를 수행

1
메인 메뉴에서 녹화설정을 들어 갑니다.



7. 제품 사용 - 4) 시스템 나가기

Quick menu에서 로그아웃을 클릭 합니다.

1
시스템 종료를 누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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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트윈
www.netween.com

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