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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구성
구매 후 아래의 제품 구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체

안테나

전원 어댑터(12V2A)

나사

악세서리 4개

빠른 설치 가이드

2. 제품준비

1
아이언 본체에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전원이 연결되면
부팅을 진행합니다.

*네트윈 큐브 아이언은 유/무선을 모두 지원합니다.
유선으로 사용 하실경우는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인터넷 선도 함께 연결해주십시오.

2
부팅은 약 1분이 소요됩니다. 1분후 본체 하단에
있는 고무캡을 벗기고 micro-SD소켓 옆에 있는
리셋버튼을 10초간 눌러주면 초기화 됩니다.

리셋버튼

Micro SD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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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앱 설치
▶ 제품 박스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네트윈 큐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 안드로이드 사용자) / 앱스토어(app store - iPhone 사용자)에서
‘네트윈 큐브’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영문 검색 : netween cube
▶ 설치가 끝나면 스마트 폰 바탕화면에 아래의 그림과 같은 네트윈 큐브 앱 아이콘이 생성 됩니다.
이제 제품을 등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등록을 시작해 주십시오.

4. 제품 등록 : 마스터 (관리자)용 등록

1
스마트폰을 WiFi 공유기에 연결
해 주십시오. 이미 WiFi에 연결
되어 있을 경우는 바로 2번 과정
으로 넘어가십시오.

2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있는
네트윈 큐브 아이콘을 눌러
앱을 실행 시켜주십시오.

3
Online 아이콘을 누릅니다.

4
“+”버튼을 누릅니다.

제품 추가

초기화에 대한 주의 사항이
나옵니다. “NEXT”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스마트폰과 네트윈 큐브아이언은
동일한 공유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4. 제품 등록 : 마스터 (관리자)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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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캐닝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스캔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빈칸에 사용
화면이 바뀌면 제품 케이블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하시고 싶은 카메라의 이름을
입력 하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카메라 이름 지정
시리얼 번호

수동입력 할 경우, 선택

스캔이 어려우시면 화면의
“시리얼 수동입력”버튼을
눌러 시리얼 번호를 수동
으로 입력합니다.

7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CONFIGURE CUBE WiFi”
를 누릅니다.

8
제품을 무선으로 등록하려면
“WiFi”를 누릅니다. 유선으
로연결하려면 ETRHERNET
을 누릅니다.

4. 제품 등록 : 마스터 (관리자)용 등록

10
네트윈 큐브와 연결할 WiFi공유기
를 선택하고 공유기의 암호를 입력
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공유기 입력까지 되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네트윈 큐브 카메라를 찾아서 접속하여
등록이 완료됩니다. (단, 안드로이드 V6.0.1이하 버전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정상적인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하려면 스마트폰에 WiFi 설정을 열어 목록에
‘NETWEEN_xxxx’보이면 정상 입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혹시 다른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으면
‘NETWEEN_xxxx’를 선택해서 연결
하시고 뒤로가기를 눌러 이전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아이폰 사용자
하단의 “아이폰 WiFi설정”을 눌러
“NETWEEN_XXXX”를 찾아 접속하고 뒤로
가기 하여 네트윈 큐브 앱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목록에 ’NETWEEN_XXXX’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니 초기화 시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4. 제품 등록 : 마스터 (관리자)용 등록

13
카메라의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은 리스트가 생깁니다. 제품이 재 시작 되므로 약 1분정도 기다려 주세요.
리스트에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면 등록이 완료된것이고, 사진 부분을 누르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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