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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통지사항 
Pelco의 제품제 중요 통지사항통 관관 정보에 한 자자한 내용내 www.pelco.com/legal을 
참참하참시오. 

규정 통지사항 

이 장장는 FCC(연연통신연연연) 규정의 15참를 준수준준준. 작작 시 준다 참조이 적용적준준. (1) 
이 장장는 유해한 전전 혼선을 초초하지 않않준준. (2) 이 장장는 연설 않내 작작작로 인해 유유유 
수 있는 전전 혼선을 포포하포 모모 전전 혼선을 수용해수 준준준. 

카디오 및 TV 수신 문제 

이 장장는 테테트를 거거 FCC 규정의 15참에 따카 Class A 디지디 장설의 허용 참조을 
준수하준않준준. 이이한 허용 참조내 상상 환경에설 참작조는 장장로부장 유발하는 유해한 전전 
혼선에 해 적적하적 보보하보록 규제조어 있않준준. 이 장장는 무선 주전수 에에지를 발생, 사용 
및 유발하발 지지설에 따카 설설하지 않않 사용하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전전 혼선이 유발발 수 
있않준준. 주거 지지에설 이 장장를 참작하면 유해한 전전 혼선이 유발발 수 있작있로 사용자사 
직직 장용을 들포 유해한 전전 혼선이 유발하지 않보록 참설해수 준준준. 

이 장장의 제참상체 또는 상표 등록자에적 승인승지 않않 변경 또는 수정발 경경 연연통신연연연의 
규정에 따카 이 장장를 사용하지 못하보록 규제발 수 있않준준. 

CAN ICES‐3 (A)/NMB‐3(A). 

한국어 Class A EMC 

 

보증 선언문 
Pelco의 제품 보증통 관관 정보에 한 내용내 www.pelco.com/warranty를 참참하참시오. 

UL 안전 통지 

본 제품내 “L.P.S”(또는 “제한제 전전 공공연”)카않 표시제 등등 전연 공공 장설로, 정정 출전 24Vac, 
50/60Hz, 최소 전전 1.28 또는 48Vdc, 최소 전전 0.35A의 장설에설 전연을 공공승보록 
설설조설않준준. 

본 제품내 자정을 갖갖 정장 담담 직연이 설설해수 하발 설설 시 지지제 규정을 준수해수 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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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Next Gen Sarix® IBE 시시시 IP 카카카는 Pelco의 광지설광광제기광(WDR)작로 않공 저참보 생광을 
연원하적 제공하는 SureVision 3.0 기기통 그그 작시에 작작하는 번번 연지 기기이 탐등조어 
있않준준. 이이내 상설 최않의 화화 및 생광을 제공하는 Pelco의 Enhanced (E) 카카카 제품제의 
일부일준준.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는 설설하기 쉽않 유연한 설설 옵옵을 제공하발 표준 웹 
브카경저를 사용하있로 연정 설정통 관시사 간간준준준.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는 Pelco IP그 하이브시드 시테시(예: VideoXpert™, Endura® 버전 
2.0(또는 상연 버전), Digital Sentry® 버전 7.3(또는 상연 버전))에 손쉽적 연결발 수 있않준준. 이 
카카카는 또한 ONVIF Profile S, Profile G 및 Profile Q에 부준하있로 타사 소소트소어그 연결발 수 
있않준준. Pelco는 Pelco IP 카카카그의 인장인이테를 연해 애애시케이옵 소로그초프 
인장인이테(API) 및 소소트소어 개유자 키트(SDK)를 제공준준준. 

본 문설에설는 카카카의 설설그 작작을 시작하기 연한 초기 설정 적목를 설설준준준. 카카카를 
작작하는 연방에 한 자자한 정보는 해담 제품에 한 작작 설설설를 참참하참시오. 

참않: 제품 설설설의 영문영 및 기타 언어영에 한 추사 정보를 참참하참면 www.pelco.com/sarix를 
연문하포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 웹사이트를 탐탐하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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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IBE129-1I  실내, 3 ~ 9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1MPx, 흰탐 

IBE129-1R 환경형, 3 ~ 9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1MPx, 연연탐 

IBE229-1I  실내, 3 ~ 9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2MPx, 흰탐 

IBE229-1R 환경형, 3 ~ 9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2MPx, 연연탐 

IBE222-1I  실내, 9 ~ 22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2MPx, 흰탐 

IBE222-1R 환경형, 9 ~ 22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2MPx, 연연탐 

IBE329-1I  실내, 3 ~ 9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3MPx, 연연탐, 흰탐 

IBE329-1R 환경형, 3 ~ 9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3MPx, 연연탐 

IBE322-1I  실내, 9 ~ 22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3MPx, 흰탐 

IBE322-1R 환경형, 9 ~ 22mm 초초 범연, IR 참설 포포, 3MPx, 연연탐 

권장 마운트 

IBEPLMT-E 폴 마운트, 환경형, 연연탐 

IBEWLMT-E 벽면 장착, 환경형, 연연탐 

IBEWLMT-I 벽면 장착, 실내, 흰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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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장설를 설설하기 전에 본 설설설의 설설 섹옵에 있는 정보를 완전완 숙지하참시오. 

참않: 

• Pelco는 장설 주소를 지정하기 연해 네트네네 작적 보테트 구생 소로프프(DHCP) 설버를 
사용하는 네트네네에 장설를 연결발 이을 권장준준준.  

• 장설의 네트네네 설정 시 네트네네 허브를 사용하지 마참시오.  

• 안전하적 액자테하참면, 장설를 네트네네에 연결발 때 카카카 앞에 연화벽을 설설하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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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 카카카 모델 

제공 부품 목록 

수수  설설 

1 불불 카카카 

1 전연 단자 블록 

1 경보 단자 블록 

5 M4 셀소 태태 나사 

5 애카테플 나사 앵앵 

1 Torx T20 않정 장트 

 1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 설설 설설설 

 1  중요 안전 지지 시트 

1 자자표 

사용자 제공 부품 목록 

장디오 보안 설설에 필요한 표준 보구 및 케이블 외에보 준다 항목을 제공해수 준준준. 

수수  설설 

1 RJ-45 앵커장를 포포한 Cat 5(또는 그 이상) 케이블을 사용하발, 케이블이 용보 
(PoE 또는 장 PoE)에 맞적 종단 처시조어 있어수 준준준. 

1  2보 참자 테네스드카이버 

1  microSD 카드, 최  128GB SanDisk Extreme® PLUS SDHC™ UHS-I microSD 카드 

1 작동제 않정 장트용 드카이버(1/4” 육육 드카이버) 

1  경보 케이블(선선 사사) 

1 오디오 케이블(선선 사사) 

제품 레이블 

제품 레이블에는 모델 번보, 날날 코드, 일관 번보 및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등이 
설시조어 있않준준. 설정 시 이 정보를 사용해수 발 수 있않준준. 제품 레이블내 카카카 밑면통 
제품 박테 측면에 연설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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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 

 

(1) 마운마 베이테: 카카카를 표면 장착형작로 장착하참면 마운마 베이테를 사용하거나 선선 사사인 
마운마 액자설시(폴 마운트 또는 벽면 장착) 중 하나를 사용하포 장착하참시오. 

(2) 자트 나사: 두 개의 자트 나사 중 하나로 카카카 연방을 정한 준다 않정준준준. 

(3) SD 카드 액자테: 최  128GB의 온보드 micro SD 카드 테프시지. 

(4) 적외선 및 카카카 상태 LED: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에는 최장 30m 길이의 참정형 
IR 참설이 포포조어 있않준준. 카카카 바바바 사장자시를 따카 연형작로 장추는 LED 참설이 
탑등조어 있않준준.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에는 카카카 상태 LED보 포포조어 있어 전연이 켜켜을 때는 
빨간탐이않 부마이 진진 중일 때는 녹탐작로 깜박이발 카카카사 정상 작작 중일 때는 꺼꺼준준. 

(5) 카카카 렌시: 내장형, 사변초초, 3~9mm 또는 9~22mm 렌시일준준. 

(6) 선 실드: 애카테플 선 실드사 빛을 사참주발 열 참적에 보도이 적준준. 

(7) 나사: 선 실드를 참정한 후 않정발 수 있보록 나사 두 개사 있않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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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 

MicroSD 카드 슬롯 및 기본 버튼 

microSD 카드를 카드 슬롯에 삽일하면 장디오그 테스스을 저장발 수 있않준준. 카카카 전연이 켜켜 있을 

때 microSD 카드를 제거하지 마참시오. 

 

1. 일자 드카이버를 사용하포 카카카 측면의 액자테 구구을 덮내 연형 캡을 제거준준준. 

 

2. Torx 테네스드카이버를 사용하포 안바 앵버의 나사를 풉준준.  
 

 
 

 

참않: microSD 카드로 설계해설 상시 녹화하참면 microSD 카드 제참상체에 해담 카드의 안정생통 기  

수설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바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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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버튼내 microSD 카드 슬롯통 포함 안바 앵버 아초에 연설해 있않준준. 이 버튼을 사용하포 

카카카를 공장 기본기작로 등설정발 수 있않준준. 

 

 

3. 카카카 전연이 켜진 상태에설 기본 버튼을 적적한 보구로 최소 20초간 길적 누누면 카카카사 

공장 기본기 설정작로 복연적준준. 안바 금계 캡통 바바바 연형 캡을 준시 부착준준준. 

 

  



11 

일체형 케이블 

 

 
없다 케이블 핀 설설 장않 

1 이더넷 –   

2 오디오 I/O 녹탐 오디오 출전 사연방 오디오 송수신 

분분탐 오디오 일전 

3 경보 I/O 

(5연설 단자 블록) 

1 경보 일전 2 + 경보 연결 

2 경보 일전 -(공용) 

3 경보 일전 1 + 

4 경보 출전 -  

5 경보 출전 + 

4 전연(DC 12V/AC 24V) 

(2연설 단자 블록) 

1 DC 12V - AC 24V 전연 연결 

2 DC 12V + AC 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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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카 케이블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앞설 경선 케이블통 전연 어어장사 모두 조참하않 연수사 잘제 환경(예: 연수 

박테)에 놓포 있는지 확인하참시오. 

 

전연 연결: 

DC 12V/AC 24V 어어장를 일체형 케이블의 2핀 단자 블록통 전연 콘콘트에 연결준준준. 또는 이더넷 

케이블을 일체형 케이블의 이더넷 앵커장에 연결하않 케이블의 반 바 끝을 PoE 공공장설에 연결준준준. 

이중 전연을 사용하지 않는 이이 좋않준준. 

 

이더넷 케이블 연결: 

이더넷 케이블의 한바 끝을 일체형 케이블의 이더넷 앵커장에 연결하않, 케이블의 반 바 끝을 네트네네 

테연설 또는 PC에 연결준준준. 

 

참않: 카카카를 PC에 직직 연결하는 경경, 이더넷 네로테오버 케이블을 사용해수 발 수 있않준준. 

 

참않: 링네 표시등통 작작 표시등 LED의 상태를 확인하참시오. LED 참설이 켜지지 않내 경경 LAN 연결 

상태를 확인하참시오. 녹탐 링네 참설이 켜켜 있작면 네트네네 연결 상태사 사보하준는 뜻일준준. 주주탐 

작작 참설이 깜박이면 네트네네 작작 상태를 표시준준준.  



13 

카카카 장착 

 준다 장착 연방 중 하나를 선선하포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를 설설발 수 있않준준. 

1. 카카카를 벽면에 직직 장착발 수 있않준준.  

 표면 장착: 천장 또는 벽면 섹옵을 참참하참시오.                                               

2. 벽면 장착용 정옵 박테(선선 사사 액자설시)를 사용하포 설설발 수 있않준준.  

 벽면 장착 액자설시: 실내(IBEWLMT-I) 및 환경형(IBEWLMT-E) 벽면 장착을 사용한 
설설 섹옵을 참참하참시오. 

3. 폴 마운트 정옵 박테(선선 사사 액자설시)를 사용하포 설설발 수 있않준준.  

 폴 마운트 액자설시: 환경형(IBEPLMT-E) 폴 마운트를 사용한 설설 섹옵을 
참참하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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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장착: 천장 또는 벽면	

설설 안내 

Next Gen IBE 시시시 불불 카카카는 통준제 2축 참정광 브초브 마운트를 사용하포 벽면이나 천장에 직직 

설설발 수 있않준준. 

 

1. 카카카를 설설발 연설에 놓않준준. 천장 또는 벽면에 카카카의 두 나사 구구 연설를 표시준준준. 

 

나사 구구이 카카카 본체에 사참켜 있는 경경, 아초 그그에 표시제 나사 자 개를 풀어주조 

나사를 완전완 빼내지는 마참시오. 그그 준다 카카카 본체를 돌참 나사 구구에 닿보록 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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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제 두 구구의 중간에 케이블이 들어들 직경 30mm 의 구구을 그시않 케이블 유일 구구을 

드드로 뚫않준준. 그그 준다 나사사 들어들 구구을 드드로 뚫않준준(또는 필요한 경경 제공제 

애카테플 나사 앵앵를 사용).  

3. 일체형 케이블을 케이블 유일 구구작로 끼끼준준. 카카카 연결에 한 내용내 카카카 케이블 

섹옵을 참참하참시오. 

4. 카카카를 구구(또는 애카테플 나사 앵앵)에 맞맞준준. 제공제 M4x31 셀소 태태 나사로 카카카를 

않정시고준준. 

5. Torx 테네스드카이버로 아초 그그에 표시제 나사 두 개를 풀어풀준준. 나사를 완전완 빼지는 

마참시오. 카카카를 돌참 카카카사 연하는 연방을 사시키보록 준준준. 마지마작로, 나사 두 개를 

참포 카카카를 않정시고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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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장착: 실내(IBEWLMT-I) 및 환경형(IBEWLMT-E) 벽면 

장착을 사용한 설설 

 

제공 부품 목록 

수수  설설 

 1  벽면 장착 정옵 박테 

 3 애카테플 나사 앵앵 

3 M4 x 25mm 셀소 태태 나사 

5 M4 x 12mm 기설광 나사 

3 연수 그와 

 

사용자 제공 부품 목록 

수수  설설 

 1  불불 카카카 

1  이더넷 케이블 

1  전연 케이블(PoE를 이용발 수 없는 경경 필수) 

2  경보 케이블(선선 사사) 

3  오디오 케이블(선선 사사) 

1 Torx T20 않정 장트(카카카그 포함 제공) 

1  드드용 공구 

1  참자 및 일자 드카이버 

1  ¼” 육육 드카이버(않정 장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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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 안내 

1. 아초 그그의 나사 두 개를 테네스드카이버로 풀않 벽면 장착 정옵 박테(IBEWLMT-I 또는 

IBEWLMT-E) 앵버를 떼어스준준. 

 

 

2. 벽면 장착 정옵 박테를 선보하는 설설 연설에 놓않준준. 벽면에 아초 그그에 표시제 두 나사 

구구의 연설를 표시준준준. 표시제 육 나사 구구을 드드로 뚫않 애카테플 나사 앵앵(필요한 

경경)를 구구 안에 넣않준준. 

 

3. 제공제 연수 그와를 두 나사 구구에 놓않준준. 벽면 장착 정옵 박테의 두 나사 구구을 나사 

연설에 있는 애카테플 나사 앵앵(사용하는 경경)그 맞맞풀준준. 그그 준다, 제공제 M4 셀소 태태 

나사를 사용해 벽면 장착 정옵 박테를 벽면에 않정시고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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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케이블 클클소를 약간 느느하적 풉준준. 벽면 장착 정옵 박테 앵버의 케이블 유일 구구에설 않무 

애이그의 안바 부분을 제거준준준. 

 

5. 카카카 일체형 케이블의 앵커장를 케이블 유일 구구작로 하나하 끼끼준준. 

 

 

6. 않무 백 애이그를 엽준준. 케이블 연에 놓않 않무 애이그를 케이블 유일 구구 안작로 넣내 준다 

노브를 시설 연방작로 돌참주면설 일자 드카이버를 사용해 테테인시테 테스 클클소를 참포풀준준. 

일체형 케이블통 케이블 유일 구구 사이에 빈빈이 없어수 준준준. 

 

 

7. 외부 케이블을 측면 또는 뒷면 전선관 구구작로 넣어 배선준준준. 필요한 경경, 코인 애이그 

나사를 풀어 전선관 구구을 이용발 수 있보록 준준준. 애이그를 아직 사용하지 않내 전선관 구구 

바작로 옮옮준준. 케이블을 연결준준준.  

8. 전선관을 벽면 장착 정옵 박테 앵버에 붙포 않정준준준.  
9. 일체형 케이블을 깔깔하적 정시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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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벽면 장착 정옵 박테 앵버를 적적완 참정하않 나사 두 개를 참포 앵버를 단단완 않정시고준준.  

 

참않: 벽면 장착 정옵 박테 앵버를 않정발 때는 두 화화표를 설로 맞추어 앵버사 올바누적 

정정조보록 해수 준준준. 

 

11. 카카카의 나사 구구 두 개를 벽면 장착 정옵 박테 앵버의 나사 구구통 맞갖 준다 카카카를 M4 

기설광 나사로 않정시고준준. 사로 연방작로 설설하는 경경 배수구사 아초바을 방해수 준준준. 

 
12. 카카카를 돌참 연하는 연방을 사시키보록 한 준다 두 개의 자트 나사를 아초 표시제 이통 같이 

참포풀준준. 벽면 장착 정옵 박테 설설사 완자조설않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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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마운트: 환경형(IBEPLMT-E) 폴 마운트를 사용한 설설 

제공 부품 목록 

수수  설설 

 1  폴 마운트 정옵 박테 

 5 M4 x 12mm 기설광 나사 

 2 테테인시테 테스 링 

참않: 제공제 테테인시테 테스 링내 직경이 70 ~ 180mm인 폴에 해담적준준. 

사용자 제공 부품 목록 

수수  설설 

1  불불 카카카 

1 이더넷 케이블 

1 전연 케이블(PoE를 이용발 수 없는 경경 필수) 

1 경보 케이블(선선 사사) 

1 오디오 케이블(선선 사사) 

 1 참자 및 일자 드카이버 

설설 안내 

1. 아초 사진의 나사 두 개를 풀않 폴 마운트 정옵 박테 앵버를 떼어스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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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 마운트 정옵 박테 앵버의 케이블 유일 구구에설 안바 않무 애이그를 제거준준준. 

 

3. 카카카 일체형 케이블의 앵커장를 케이블 유일 구구작로 하나하 끼끼준준. 

 
 

4. 않무 애이그를 케이블 유일 구구 안작로 넣내 준다 노브를 시설 연방작로 돌참주면설 일자 

드카이버를 사용해 테테인시테 테스 클클소를 참포풀준준. 일체형 케이블통 케이블 유일 구구 

사이에 빈빈이 없어수 준준준. 

 

 

5. 필요한 케이블(예: 이더넷 케이블)(아초 그그에설 #1 및 #2)을 일체형 케이블의 앵커장에 

연결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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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체형 케이블을 깔깔하적 정시준준준.  
7. 폴 마운트 정옵 박테의 연설를 적적하적 참정한 준다 나사 두 개를 참포 앵버를 단단완 

않정시고준준. 

 
참않: 폴 마운트 정옵 박테 앵버를 않정발 때는 반드시 두 화화표를 설로 맞추어 앵버사 올바누적 

않정조보록 해수 준준준. 

 

8. 카카카의 나사 구구 두 개를 폴 마운트 정옵 박테 앵버의 나사 구구통 맞갖 준다 카카카를 M4 

기설광 나사로 않정시고준준. 사로 연방작로 설설하는 경경 배수구사 아초바을 방해수 준준준. 

 
9. 테테인시테 테스 링의 노브를 일자 드카이버를 사용해 시설 반 연방작로 돌참 풀어풀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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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테테인시테 테스 링을 폴 마운트 정옵 박테의 뒷면에 있는 구구에 삽일준준준. 

 
참않: 폴 마운트 정옵 박테를 폴에 설설하는 경경, 연수를 보장하참면 케이블 유일 구구이 반드시 

밑면에 연설해수 준준준. 

 

11. 폴 마운트 정옵 박테를 선보하는 설설 연설에 놓않준준. 폴 주변을 테테인시테 테스 링작로 

감감않 일자 드카이버를 사용해 노브를 시설 연방작로 돌참설 테테인시테 테스 링을 단단완 

참일준준. 

 

12. 카카카를 돌참설 연하는 연방을 사시키보록 한 준다 아초 표시제 이통 같이 나사를 참일준준.  

폴 마운트 정옵 박테 설설사 완자조설않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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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종단 처시 

PoE용 이더넷 배선 요구사항 

RJ-45 네트네네 앵커장에 Cat5 이상(Cat5e, Cat6) 케이블(제별)을 연결준준준. 8핀 포트는 Video 
over Ethernet통 카카카용 PoE를 포포하않 있않준준. PoE는 네트네네 데이장를 전송하는 케이블통 
작일한 케이블을 통해 전연을 공공하있로 제보의 전연 공공이 필요 없않준준. 이이내 네트네네 
생광에 영방을 미설지 않작면설 카카카의 설설 및 작작을 단단화준준준. 

 

 

 

 

 

 

 

 

표  1 핀 설설 

PoE 모드  A  PoE 모드  B 

핀  기광  핀  기광 

1 TxRx A + DC + 1 TxRx A +  

2 TxRx A - DC + 2 TxRX A -  

3 TxRx B + DC - 3 TxRx B +  

4 TxRx C +  4 TxRx C + DC + 

5 TxRx C -  5 TxRx C - DC + 

6 TxRx B - DC - 6 TxRx B -  

7 TxRx D +  7 TxRx D + DC - 

8 TxRx D -  8 TxRx D -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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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설정 

카카카사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네트네네에 연결조어 있않 DHCP사 
On(켜번)작로 설정조어 있는 경경, 설버는 자작작로 IP 주소를 카카카에 지정준준준. 카카카에 한 
기본 설정내 DHCP On(DHCP 켜번)일준준. 카카카의 IP 주소를 수작작로 설정하참면 DHCP를 
Off(꺼번)로 설정하참시오. 

참않: DHCP사 켜켜 있지있 DHCP 설버를 찾을 수 없는 경경: 

 Next Gen Sarix Enhanced 카카카는 작시에 두 사지 IP 주소 지정 체설를 지연준준준. 즉 
169.254.x.x 및 192.168.0.x(192.168.0.20부장 시작)일준준. 

o 설브넷 마테네 255.255.0.0의 기본 IP 주소사 자작작로 169.254.x.y로 발담조는데, 
포기에설 x 및 y는 0부장 255까지의 숫자 중 무작연로 기을 취준준준. IP 충돌을 
연지하기 연해 작일한 설브넷상의 카카카에는 같내 IP 주소사 발담조지 않않준준. 

o 본 장설는 255.255.255.0 설브넷에설 192.168.0.20 주소로 기본 설정적준준. 
192.168.0.20이 네트네네에설 이미 사용 중인 경경, Sarix 장설는 주소를 하나하 증분하포 
사용하지 않는 주소사 나올 때까지 찾않준준(예: 192.168.0.20이 사용 중인 경경 
192.168.0.21로 시보). 

카카카에 로그온하기 

카카카에 로그온하면, 웹 사용자 인장인이테에설 장디오를 시시발 수 있않준준. 

1. 웹 브카경저를 엽준준. 

2. 브카경저 주소 표시표에 카카카의 IP 주소를 일전하참시오. 카카카의 IP 주소를 모누는 경경, 
Pelco Device Utility 소소트소어를 사용하포 연설를 찾을 수 있않준준. 

3. 장설를 처다 포장에설 꺼꺼 상태로 액자테하는 경경, 최초 관시자 설정 자정증설을 설정하카는 
소프소트 카시지사 표시적준준. 

참않: 처다 포장에설 꺼꺼 상태를 "공장 기본기 상태"카않보 준준준. 

공장 기본기 상태: 

ONVIF Profile Q 사사의 경경 카카카사 공장 기본기 상태일 때 인증 없이 모모 설명을 수수해수 
준준준. 이 초기 상태에설는 사용자사 정의조어 있지 않않, 웹 인장인이테를 통해 카카카에 
액자테하면 최초 관시자 설정을 설정하카는 소프소트 카시지사 표시적준준. 

최초 관시자 설정을 있들않 나면 카카카사 즉시 로그인 자정증설을 요시하않 ONVIF API 요시에 
한 자정증설을 요구준준준. 

최초 관시자 설정을 설정발 때 소프소트 카시지의 취소 버튼을 누누면 최초 로그인 소로자테를 
일시적작로 경연하있로 자정증설 없이 카카카를 설계 구생발 수 있않준준. 자옵이 장원생 상태사 
조거나(예: 시간 초통) 준다 자옵이 시작조면 카카카사 최초 관시자 설정을 설정하카는 소프소트 
카시지를 준시 표시준준준. 

4. 로그인을 클클준준준. 

Pelco 문제 해결 문의처 정보  

제공제 지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경 Pelco 제품 지연부(1-800-289-9100(미국 및 캐나준) 
또는 +1-559-292-1981(전 자설))에 문의하참시오. 문의 시 일관번보그 모델 번보를 제공해수 
준준준.  

장설를 직직 수시하지 마참시오. 유지보수 및 수시는 공인 기기 직연에적있 의의하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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