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설명서

AXIS M50 시리즈
AXIS M5013 PTZ 돔 네트워크 카메라
AXIS M5014 PTZ 돔 네트워크 카메라

법적 고지
비디오 및 오디오 감시는 국가마다 다른 법
률로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시 목적
으로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에는 한(1) 개의 H.264 디코더 라이선
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라이선스를
구입하려면 리셀러에게 연락하십시오.
상표 고지
Apple, Boa, Bonjour, Ethernet, Internet Explorer,
Linux, Microsoft, Mozilla, Netscape Navigator,
OS/2, Real, SMPTE, QuickTime, UNIX, Windows,
WWW는 각 소유권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Java 및 모든 Java 기반의 상표와 로고는 미
국 및 그 외 국가에서 Sun Microsystems,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Axis Communications AB는 Sun Microsystems Inc.와 무
관합니다. UPnP™는 UPnP™ Implementers Corporation의 인증 마크입니다.
EMC(전자파 적합성)
본 장비는 RF(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이용 및 방사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
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해
로운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
정 설치 환경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를 껐다 켰을 때 라디오 또는 TV 수
신에 해로운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자는 다음 방법 중 1~2개를 사용하여 간섭
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
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변경합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벌립니다. 장비를 수
신기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판매자 또는 경험이 많은 라디오/TV 기술자
에게 문의합니다. EMC 표준을 준수하기 위
해 이 장치에 STP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
해야 합니다.
미국 - 본 장비는 FCC 규정 제15항의 B조항
에 따라 Class B 컴퓨팅 장치의 제한 사항
에 대한 준수 확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규정은 산업 환경에서 작동시켰을 때 발
생하는 간섭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
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장비를 거주지
에서 작동시키면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
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이 간섭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합니다.
캐나다 - 본 Class B 디지털 기기는 Canadian
ICES-003을 준수합니다.

유럽 이 디지털 장비는 EN55022/1998
의 제한 사항 A에 따른 방사 요구 사항 및
EN55024/1998 거주, 상업 및 산업 조항에 따
른 면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주의! 이
제품은 Class A 제품입니다. 가정 환경에서
이 제품은 무선 간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 본 제품은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from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표준에 의거한 Class B
제품입니다. 본 제품을 가정의 라디오 또는
TV 수신기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무선 간섭
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침 설명서에 따라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십시오.
호주 - 본 전자 장치는 무선 통신(전자파 적
합성) 표준 AS/NZS CISPR22:2002의 요구 사항
을 충족합니다.
한국 - A급 기기(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 적합기기로
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
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
EN 60950-1(IEC 60950-1), 정보 기술 장비의
안전 요건을 준수합니다.
장비 변경
본 장비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치 및 사용해야 합니다.
본 장비에는 사용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구성품이 없습니다.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규제 인증 및
승인은 모두 무효화됩니다.
책임
이 문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성되었
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Axis 사무실로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Axis Communication AB는 기술
적 오류 또는 오타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전 통지 없이 제품 및 문서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xis Communications
AB는 특정 목적에 대한 상업성 및 적합성
의 암시적 보증은 물론 이에 국한하지 않고
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 그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Axis
Communications AB는 본 자료의 공급, 실행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또는 결과적인 손상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
본 제품은 유럽 RoHS 지침인 2002/95/
EC 및 중국 RoHS 규제인 ACPEIP를 모두 준
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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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LIMITED HARDWARE WARRANTY
Warranty Coverage
Axis Communications AB’s (“Axis”) warranty obligations are limited to the terms set forth below:
Axis warrants the original purchaser that the AXIS Network Video product enclosed with this limited hardware warranty will in
respect of the hardware be free from defects in design, workmanship and materials under normal use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end-user purchase (“Warranty Period”).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limited to a period of three (3) months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end-user
purchase for PTZ Network Cameras (not including Dome Network Cameras) which are at any time used in continuous motion
applications (i.e. sequence mode and guard tour). For avoidance of doubt, if said products are not at any time used in continuous
motion applications, the original hardware warranty of one (1) year will apply.

Camera owner authentication key

The original purchaser shall without undue delay notify Axis of any defect which appears according to Axis’ RMA Handling, failure
to which shall mean that the purchaser loses its right to have the defect remedied. A valid form of a bill of sale or receipt from an
authorized retailer/distributor with the date of the original purchase must be presented to obtain warranty service. If a valid claim is
received within the Warranty Period, the sole remedy of the original purchaser and Axis’ sole and exclusive liability shall be limited
to, at Axis sole discretion, either repair of the hardware defect using new or refurbished replacement parts, or replacement of the
product. Repaired or replacement hardware will be warranted for the remainder of the original Warranty Period or ninety (90) days,
whichever is longer. When a product or part is exchanged the replacement hardware becomes the property of the original purchaser
and all hardware or part thereof that is replaced shall become the property of Axis.

The authentication key on this label is used to authenticate the owner/administrator of this Axis
Warranty
is applicable
camera. The key is associated with the camera’s unique serial numberThis
(S/N),Limited
as shown
at the top
of the in all countries and may be enforced by contacting Axis support worldwide, for more
please
visit our
site www.axis.com
label. The authentication key is used for registering the camera with aninformation
AVHS service
provider
forweb
hosted
video. For more information and help to find a local AVHS Service Provider, go to:

Exclusions and Limitations
This warranty does not apply (a) to faulty and improper installation, maintenance, service, repair and/or alteration in any way that is
not contemplated in the documentation for the product or carried out with Axis’ consent in writing, operational adjustments covered

http://www.axis.com/products/avhs/ in the operating manual for the product or normal maintenance, (b) to cosmetic damages, (c) if the product is modified or tampered
with, (d) if the product is damaged by acts of God, misuse, abuse, negligence, accident, normal wear and tear and deterioration,

Please retain this document for future reference.
improper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ical surges, water damage and heat exposure) or lack of

responsible care, (e) if the product has had the model or serial number altered, defaced or removed, (f) to consumables (such as
batteries) (g) to products that have been purchased “as is” and Axis, the seller or the liquidator expressly disclaim their warranty
obligation pertaining to the product, (h) to any non-Axis hardware product or any software (irrespective of packaged or sold with an
Axis hardware product) and Axis products purchased from an unauthorized distributor/reseller,(i) to damage that occurs in shipment
or (j) to damages by any other causes not related to defective design, workmanship and/or materials.

Label here

NOTE:
•
If the product is to be used outdoors or in dusty, humid, or other hostile environments, it must be suitably protected.
•
Further, camera products specifically, must be protected, whether in use or not, from exposure to direct sunlight or halogen
light – which may damage the camera image sensor. This applies to both indoor and outdoor use of the cameras.
•
For camera products supplied without a lens, extreme care should be used when mounting a lens on these products. Damage to
the product due to incorrectly mounted lenses will invalidate this limited hardware warranty.
•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aforementioned requirements will invalidate this Limited Hardware Warranty.
THE WARRANTY AND REMEDIES PROVIDED ABOVE ARE EXCLUSIVE AND IN LIEU OF ALL OTHER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CERTAIN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EXCLUSION OF IMPLIED WARRANTIES. IF LAWS
UNDER SUCH JURISDICTIONS APPLY, THEN ALL EXPRESS AND IMPLIED WARRANTIES ARE LIMITED TO THE WARRANTY
PERIOD IDENTIFIED ABOVE. UNLESS PROVIDED HEREIN, ANY STATEMENTS OR REPRESENTATIONS MADE BY ANY OTHER
PERSON OR FIRM ARE VOID. EXCEPT AS PROVIDED IN THIS WRITTEN WARRANTY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NEITHER AXIS NOR ANY AFFILIATES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INCLUDING LOSS OF DATA AND INFORMATION),
INCONVENIENCE, OR DAMA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RESULTING FROM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AXIS PRODUCT, WHETHER RESULTING FROM BREACH OF
WARRANTY OR ANY OTHER LEGAL THEORY.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XIS’ TOTAL LIABILITY FOR ALL
CLAIMS UNDER THIS WARRANTY SHALL NOT EXCEED THE PRICE PAID FOR THE PRODUCT. THESE LIMITATIONS ON
POTENTIAL LIABILITIES HAVE BEEN AN ESSENTIAL CONDITION IN SETTING THE PRODUCT PRICE.

Applicable Law
•
This Limited Warranty is governed by and construed under the laws of Sweden.
This Limited Hardware Warranty may be subject to Axis’ change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
©2006-2010 Axis Communications AB.
Axis is a registered trademark. All other company names and products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companies. We
reserve the right to introduce modifications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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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지침
EU는 WEEE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대한 Directive
2002/96/EC를 제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EU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
다. 본 제품 또는 본 문서에 나와 있는 WEEE
표시(우측 참조)는 본 제품을 가정용 쓰레
기와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
다. 본 제품은 인체 및/또는 환경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승인된 재활
용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본 제품
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폐기물을 담당하는 지방 관청
또는 제품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업
은 본 제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정
보를 제품 공급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본
제품은 다른 산업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
는 안 됩니다.
지원
기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Axis 리셀
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질문에
즉시 대답해 드릴 수 없는 경우 리셀러는
신속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적절한 채
널로 전달할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
하면 다음과 같이 해도 좋습니다.
•• 사용 설명서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
로드합니다.
•• FAQ 데이터베이스에서 해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봅니다. 제품, 범주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검색합니다.
•• 개인 지원 구역으로 로그인하여 Axis 지원
팀에 문제를 보고합니다.
안전 조치
주의!
•• Axis 제품을 운송할 때는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원래의 포장이나 그와 동등한 것
을 사용하십시오.
•• Axis 제품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
에 보관하십시오.
•• Axis 제품에 진동이나 충격 또는 강한 압
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카메라를 불
안정한 브래킷, 불안정하거나 진동이 있
는 표면 또는 벽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은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
습니다.
•• Axis 제품을 설치할 때 수동 공구만 사
용하십시오. 전동 공구를 사용하거나 과
도한 힘을 가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
습니다.
•• 화학 물질, 부식제, 에어로졸 세척제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세척할 때에는
약간 물기가 있는 천을 사용하십시오.
•• Axis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부속 장치 및
예비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 제품은 고객이 직접 수리하지 마시고,

Axis나 해당 지역 Axis 리셀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중요!
•• 이 Axis 제품은 해당 지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 교체
이 Axis 제품은 3.0V CR2032 리튬 배터리를
내부 RTC(real-time clock)의 전원으로 사용합
니다. 정상 조건에서 이 배터리는 최소 5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력이 부족
하면 RTC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 기기의 전
원을 켤 때마다 RTC가 재설정됩니다. 배터리
의 교체가 필요하면 로그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필요하지 않는 한 배터리를 교체해서
는 안 됩니다.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면 www.axis.com/
techsup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배터리를 올바르게 교체하지 않으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동일하거나 동등한
배터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 사용한 배터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전원 요건
Power over Ethernet IEEE 802.3af 클래스 3,
44 – 57 VDC 최대 12.95 W
돔 덮개의 청소
•• 돔 덮개가 긁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깨끗한 돔 덮
개는 닦지 말고, 표면에 광을 내지 마십
시오. 과도한 청소는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돔 덮개의 전반적인 청소를 위해서는 비
마모성, 무용제 중성 비누나 세제와 물 그
리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로 잘 씻어내
십시오. 얼룩이 남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
으로 닦으십시오.
•• 강력한 세제, 휘발유, 벤젠, 아세톤 등
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이 비
치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서 청소하지 마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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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설치 안내서 부록

AXIS M5014 PTZ Dome Network Camera

한국어

AXIS M5013 PTZ Dome Network Camera

AXIS M5013/M5014 간편 설치 안내서 부록

3페이지

AXIS M5013/M5014
간편 설치 안내서 부록
본 부록에는 AXIS M5013/M5014 PTZ Dome Network Camera에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른 모든 내용은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는 CD 또는 www.axis.com, www.ax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설치 안내서 및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연결된 장치에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DHCP 서버를 사용
합니다.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는 기본 IP
주소로 192.168.0.90을 사용합니다.
고정 IP 주소를 할당하고자 할 경우 Windows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AXIS IP Utility 또는
AXIS Camera Management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카메라 대수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이러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제품과 함께 제공된 엑시스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 CD에서
확인하거나 www.axis.com, www.axis.c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법

권장 항목

운영 체제

AXIS IP Utility
참조: 4페이지

카메라 한 대
소규모 설치

Windows

AXIS Camera Management
참조: 5페이지

카메라 여러 대
대규모 설치
다른 서브넷에 설치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Windows

2000
XP Pro
2003 Server
Vista
7

주:

• IP 주소를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동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기타 운영 체제 등에서 IP 주소를 할당하거나 확인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어

IP 주소 할당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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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IP Utility - 카메라 한 대/소규모 설치
AXIS IP Utility는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엑시스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이 애
플리케이션으로 고정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AXIS IP Utility를 실행하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동일한 네트워크 영역(물리적 서브넷)
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검색
1.
2.
3.
4.

카메라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AXIS IP Utility를 시작합니다.
창에 카메라가 표시되면 더블클릭하여 카메라 홈페이지를 엽니다.
패스워드 설정 방법에 관한 지침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P 주소 수동 할당(옵션)
1. 사용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네트워크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은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2. 목록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장치로 새 IP 주소 할당(Assign new IP address to selected device) 버튼

을

클릭한 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4. 할당(Assign)을 클릭하고 화면상의 지침을 따릅니다. 새 IP 주소를 설정하려면 2분 이내
에 카메라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5. 홈페이지(Home Page)를 클릭하여 카메라 웹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6. 패스워드 설정 방법에 관한 지침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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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AXIS Camera Management - 카메라 여러 대/대규모 설치
AXIS Camera Management에서는 여러 대의 엑시스 장치를 자동 검색하여 연결 상태를 표시
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관리하며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한국어

자동 검색
1. 카메라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AXIS Camera Management를 시작합니다. 창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표시되면 마우스 오
른쪽 버튼으로 링크를 클릭해 라이브 뷰 페이지 보기(Live View Home Page)를 선택합
니다.
3. 패스워드 설정에 관한 지침은 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장치에 IP 주소 할당
1. AXIS Camera Management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선택한
후 IP 할당(Assign IP)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다음 IP 주소 할당(Assign the following IP address)을 선
택하여 장치가 사용할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기본 라우
터를 입력합니다.
3. 확인(OK)을 클릭합니다.

여러 대의 장치에 IP 주소 할당
AXIS Camera Management는 특정 범위의 IP 주소를 제시함으
로써 여러 장치에 대한 IP 주소 할당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구성하고자 하는 장치(다른 모델도 선택 가능)를 선택하고
IP 할당(Assign IP) 버튼
을 클릭합니다.
2. 다음 IP 주소 범위 할당(Assign the following IP address
range)을 선택해 장치에서 사용할 IP 주소 범위, 서브넷 마
스크 및 기본 라우터를 입력합니다.
3. 업데이트(Update)를 클릭합니다. 새 IP 주소(New IP Addresses) 아래에 제시된 IP 주소
가 나열됩니다. 이 주소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편집(Edit)을 클릭해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확인(OK)을 클릭합니다.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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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설정
제품에 액세스하려면 기본 관리자/사용자인 root(루트)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처음 네트워크에 액세스했을 때 표시되는 '루트 패스워드 구성'(Configure Root Password)
대화상자에서 이루어집니다.
루트 패스워드 설정 시 네트워크 도청을 방지하려면 HTTPS 인증서가 필요한 암호화된
HTTPS 연결을 통해 실행해야 합니다.

주: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는 웹 브라우저와 서
버 간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S 인증서로 암호화
된 정보의 교환을 관리합니다.
표준 HTTP 연결을 통해 패스워드를 설정하려면 아래와 같이 처음 표시되는 대화상자에 직접
입력합니다.
암호화된 HTTPS 연결을 통해 패스워드를 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자체 서명 인증서 생성(Create self-signed certific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OK)을 클릭합니다. 인증서가 생성되면 패스워드를 안전하
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네트워크 카메라의 모든 발신 및 수신 트래픽이 암호
화됩니다.
3.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한 번 더 입력하여 철자를 확인합니다. 확인(OK)을 클릭합니다. 이
제 패스워드가 구성되었습니다.
HTTPS 연결을 생성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을 통해
패스워드를 직접 구성하려면
여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4. 요청에 따라 대화상자에 사용자 이름 root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주: 기본 관리자/사용자 이름인 root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5. 위에서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확인(OK)을 클릭합니다.
주: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경우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카메라를 리셋해야 합니다.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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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비디오 스트림에 액세스
네트워크 카메라의 Live View 페이지가 표시되며, 여기에는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는 Setup
메뉴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Yes)를 클릭하여 Internet Explorer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볼 수 있는 AMC(AXIS
Media Control)를 설치하십시오. 이 작업을 실행하려면 해당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여 누락된 디코더를 설치합니다.

Windows Vista에 AMC를 설치하려면 Internet Explorer를 관리자로 실행해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Internet Explorer 아이콘을 클릭해 관리자로 실행(Run as
administrator)을 선택합니다.
설정 - 요건에 맞게 카메
라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도구가 제공됩니다.

도움말 - 카메라
사용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이
표시됩니다.

한국어

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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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IP 주소 설정 방법
아래 표에 IP 주소 설정 또는 검색 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모두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운영 체제

비고

UPnP

Windows

사용자 컴퓨터에서 활성화된 경우 카메라가 자동으로 감지되어
"내 네트워크 환경"(My Network Places)에 추가됩니다.

Bonjour

MAC OSX
(10.4버전 이상)

브라우저에 Bounjour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브라우저
(예: Safari)에서 Bonjour 북마크를 찾아 링크를 클릭하여 카메라
웹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AXIS Dynamic DNS
서비스

모든 운영 체제

카메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엑시스에서 제공
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HTTP 프록시 없이 인터넷만 연결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xiscam.net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ARP/Ping

모든 운영 체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에 전원을 연결한 후 2분 이
내에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DHCP 서버

모든 운영 체제

네트워크 DHCP 서버에 대한 관리 페이지를 확인하려면 서버 자
체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VHS(AXIS Video Hosting System)
카메라를 호스팅 비디오용 AVHS 서비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AVHS 서비스를 신청한 경
우, 서비스 제공업체의 설치 안내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해당 지역의 AVHS 서비
스 제공업체 검색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도움말은 www.axis.com/hosting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카메라 소유자 인증 키가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키는 라벨 상단에 표시된 카메라 고
유의 일련번호(S/N)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
향후 참조할 수 있도록 키를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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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ARP/Ping으로 IP 주소 설정
1. 사용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네트워크 영역의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카메라 제품 라벨에서 일련번호(S/N)를 확인합니다.
3. 컴퓨터의 명령어 프롬프트를 열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Windows 예시

arp -s <IP 주소> <일련번호>
ping -l 408 -t <IP 주소>

arp -s 192.168.0.125 00-40-8c-18-10-00
ping -l 408 -t 192.168.0.125

UNIX/Linux/Mac 구문

UNIX/Linux/Mac 예시

arp -s <IP 주소> <일련번호> temp
ping -s 408 <IP 주소>

arp -s 192.168.0.125 00:40:8c:18:10:00 temp
ping -s 408 192.168.0.125

4. 네트워크 케이블이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원을 껐다 다시 켜서 카메라를
시작/재시작합니다.
5. 'Reply from 192.168.0.125: … '(192.168.0.125: … 에서 응답)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
시되면 명령어 프롬프트를 닫습니다.
6. 브라우저에서 위치/주소 필드에 http://<IP 주소>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입력(Enter) 키를
누릅니다.

주:

• Windows에서 명령어 프롬프트를 열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시작 메뉴에서 실행
...(Run...)을 선택한 후 cmd를 입력합니다. 확인(OK)을 클릭합니다.

• Windows Vista에서 ARP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어 프롬프트 아이
콘을 클릭한 후 관리자로 실행(Run as administrator)을 선택합니다.

• Mac OS X에서 ARP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 유틸리티(Utilities)에
서 터미널(Terminal)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리셋
IP 주소를 포함해 모든 매개변수가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리셋됩니다.
1. 카메라에서 전원 연결을 분리합니다.
2. 제어(Control) 버튼을 잠시 동안 눌러 전원을 다시 연결합니다.
3. 상태 표시기가 황색으로 표시될 때까지 제어 버튼을 누른 채 유지합니다(최대 15초 소요).
4. 제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상태 표시기에 녹색이 표시되면(최대 1분 소요) 절차가 완료
되고 네트워크 카메라가 리셋되었음을 나타냅니다.
5. 본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IP 주소를 다시 할당합니다.
또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매개변수를 원래의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리셋할 수 있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이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Windows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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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카메라에 액세스
일단 설치하고 나면 사용자의 네트워크 카메라를 LAN(로컬 네트워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인터넷에서 카메라에 액세스하려면 일반적으로 특정 포트에서 이루어지는 트래픽 유
입을 허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라우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 확인 및 구성용으로 쓰이는 HTTP 포트(기본 포트 80)
• H.264 비디오 스트림 확인용으로 쓰이는 RTSP 포트(기본 포트 554)
보다 자세한 지침은 해당 라우터의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기타 주제에 대해서는 www.axis.com/techsup에서 Axis Support Web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엑시스 웹사이트(www.axis.com, www.axis.co.kr)나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된 엑시스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 CD에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www.axis.com/techsup을 방문하여 네트워크 카메라에 이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펌
웨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 버전을 보려면 설정(Setup) >
정보(About)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설치 안내서 부록
AXIS M5013/M5014
Axis Communications AB,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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