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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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실내용 카메라

Evolution 실내용 카메라는 벽, 천장과 같은 평평한 면에 설치합니다. 케이블이 측면에서 또는 고정 받침대 뒷면을 통
해 고정면 안쪽에서 카메라에 들어가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훼손과 조작에 대한 보호가 더 요구되
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

참고: 냉난방기가 설치되는 천장의 빈 공간에 이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 중요
·

이 제품은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제품은 정식 서비스 직원이 설치해야 하며 현지 국가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냉난방기가 설치되는 빈 공간에 이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용 설명서와 안내서의 최신 업데이트와 최신 카메
라 펌웨어 버전을 구하려면 www.oncamgrandeye.com/
security-syste ms/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VO-05NID(흰색 받침대)
EVO-05NJD(검정색 받침대)
센서

5메가픽셀 센서

포트

RJ45 / 2.1 잭 DC / 2.5 오디오

시야

3600

네트워크 케이블 형식

100베이스용 CAT5 이상

1800 반구형

DIP 스위치 옵션

#1(해당 없음), #2 NTSC(켜짐)/
PAL(꺼짐)

최소 조명

0.2Lux

전원

12VDC(최소 1Amp)/PoE

프레임 속도

4MP에서 10fps/2MP 이하에서 15fps

전력 소비량

8W 최대

비디오 코덱

MJPEG/H.264 지원

사용 온도

-40~55°C

시야 각도

외부 입력/출력 1접점 입력/1접점 출력

보관 온도

-40~70°C

보안

암호를 사용한 접속

방수 보호

IP54 등급

사용자

여러 사용자, 동시 20명

무게

0.58kg

승인: IEEE802.3af 클래스 2, EMC: CISPR 클래스 A, FCC, CE, ICES-003, UL60950
저작권 2014년 - Oncam Global Group AG. Oncam Grandeye는 Oncam Global Group AG의 상호입니다. 모든 권리 보유. 모든 화면 이미지는
모형입니다. 기술 규격과 구성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사항: 이 제품의 부품은 특허로 보호됩니다. KO_C3972M New 1-10-14

시작
Oncam Grandeye의 Evolution 실내용 360° IP 카메라는
IP 네트워크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반적인 인터
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구성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시작 안내서에는 일반적인 평면 장착
형 카메라 응용 분야를 위한 설치와 구성 절차가 나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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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PoE/네트워크 연결
카메라를 RJ45 커넥터가 달린 CAT5 이상 케이블을 사용해 네트
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옵션
카메라 모듈이 작동하려면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1.
2.

PoE(이더넷 전원 공급): 이더넷 케이블을 이더넷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더넷 케이블로 PoE IEEE802.3af를 통해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DC 입력: PoE를 사용할 수 없다면 12V DC 전원 공급기를 사용
하고 극성을 올바로 연결합니다(중앙 양극).

MAC 주소 확인
카메라의 위치와 고유 MAC 주소를 적어둡니다. 이 주
소는 두 카메라 라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카메라를 구성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피쉬아이' 스폿 모니터/로컬 카메라 시험에 사용하는
PAL(520라인) BNC 연결 BNC 연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딥 스위치 2를 NTSC(
켜짐)/PAL(꺼짐)로 설정합니다.
오디오 입력: 3.5mm 오디오 잭

0V

LOAD

3.3V @15mA max
(Sourcing)

기술 지원

Oncam Grandeye의 Evolution IP 카메라
설치 및 사용 안내서(http://www.oncamgrandeye.com/
security-systems/360-degree-camera/)

알람 연결

직접 DC 입력
아날로그 비디오 출력

오디오 입력

1

2

GND

OUT

3

4

전화: +1 (559) 292-1981(국제)
이메일: techsupport@pel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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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GND

1

2

3

4

IN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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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면 준비

돔 트림 커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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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스 공구(제공됨)를 사용해 톡스 나사 4개를 풀고 플라
스틱 돔 트림 커버를 주의해서 분리한 다음 옆에 잘 놔
둡니다. 돔 버블에 흠집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제공된 드릴 형판을 설치 위치에 댑니다. 적합한 크기
로 구멍을 뚫습니다. 벽마개와 고정 나사를 사용합니
다. 구멍에 앵커를 끼워넣습니다. 은폐형 케이블 삽입을
위해 제공된 드릴 형판을 사용해 예비 구멍을 뚫고 케
이블을 방수 케이블 글랜드에 넣을 수 있게 관통 구멍
을 뚫습니다.

카메라 구성 도구 사용
Oncam Grandeye 웹사이트( http://www.oncamgrandeye.com/56-oncam-grandeye-configuration-tool.html )에서
최신 버전의 카메라 구성 도구와 사용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Oncam Grandeye IP 카메라의 IP와 MAC 주소를 빠르게 찾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카메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공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바탕 화면 또는 프로그램 목록(Oncam
Grandeye 아래)에 나오는 아이콘을 클
릭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모
든 연결된 Oncam IP 카메라를 목록으
로 표시합니다.
Discover(발견) 버튼을 클릭해 새 스캔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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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에카메라 모듈
적합한 고정 나사를 사용해 카메라 받침대를 고정시킵
니다. 케이블이 받침대를 통과해 올바로 당겨졌는지 확
인합니다. 그 다음 카메라 모듈을 받침대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엄지 나사로 받침대에 고
정시킵니다.

응용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을 보려면 '카메라 구성 도구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재조립 및 전원 공급
돔을 받침대에 조심스럽게 다시 끼웁니다. 이때 돔 표
면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고 돔이 올바로 밀봉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제공된 톡스 드라이버로 돔 나사를 다시
조입니다. 돔에서 화면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참고: 이 도구의 일부 기능에서는 사용
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둘
모두 ‘adm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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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조절
초점은 공장에서 미리 설정되기 때
문에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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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구성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IP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치 유형
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는 HCHP 서버 또는 라우터를 사용해 고유한 유
효 IP 주소를 각 카메라에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해 수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있
으면 11단계로 이동합니다.
고정 IP 설치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없으면 카메라가 기본 IP 주소 192.168.0.200을 수락
합니다. 각 카메라에 새 고유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참고: 'Evolution 카메라 설치 및 사용 안내서'와 '카메라 구성 도구 안내서'에 IP
설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영상 보기
네트워크에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카메라의 IP 주소를 같은 네트워
크의 PC에서 실행한 브라우저의 주
소 표시줄에 입력합니다. 웹 인터페
이스에 접속하려면 브라우저 창(인터
넷 익스플로러 또는 파이어폭스)을 열
고 카메라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http://192.168.0.200)

2. 사용자 이름과 암호(기본적으로 둘다
“admin”)를 입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