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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어

● 제품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공된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odel No. AW-HEA10WPJ
Model No. AW-HEA10KPJ
Model No. AW-HEA10WEJ
Model No. AW-HEA10KEJ

사용 설명서

콘트롤 어시스트 카메라

이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만일을 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AW-HEA10WPJ, AW-HEA10KPJ용)

경 고
전기 쇼크 위험
 열지 마시오

경 고 :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커버(뒷면)을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 부품은 사용자 서비스 부품이 아닙니다.

공인된 서비스 인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삼각형 안의 화살표 모양의 번개 심벌은 
사람에게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충분히
절연되지 않은 제품 내부의 “위험한 전압”의
전압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경고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삼각형 안의 느낌표 표시는 제품에 동봉한
인쇄물에 중요한 제품 작동과 유지 보수
(서비스) 설명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의도입니다.

주 의 :
• 화재나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비 혹은 습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나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모든 종류의

 

액체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ㄹ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튈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 보관하고, 장비 위에 어떤 종류의 액체 용기도

올려 놓지 않도록 합니다.

주 의 :
브라켓 장착 나사 A/B와 낙하 방지 와이어 장착 나사는 항상 아기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본 장비는 100 - 240V AC의 범위에서 작동됩니다.

120V가 아닌 전압은 U.S.A.와 캐나다용이 아닙니다.

120V AC가 아닌 전압에서의 작동은 다른 AC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대체 AC 플러그 선택에 대한 지원은 지역 혹은 해외 Panasonic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파워 서플라이 코드의 메인 플러그는 작동 준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AC 콘센트(전원 소켓 콘센트)는 장비 부근에 설치하고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AC 전원에서 본 장비의 연결을 확실히 분리하려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경 고 :
적당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본 제품을 책장, 빌트인 캐비닛 혹은  
기타 좁은 공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 혹은 전기 쇼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커튼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경 고 :
화재나 전기 쇼크의 위험과 귀찮은 간섭을 줄이려면, 추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최소한 1년에 1회 설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적절하지 않은 설치는 제품의 낙하의 원인이 되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경 고 :
삼각대가 부착되어 있는 동안 제품을 들고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삼각대의 무게로 연결 피팅이 망가져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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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알림 (USA)

 

경 고 :

주거 지역에서의 이 장비의 작동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간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FCC 경고 :

알림 (Canada)
CAN ICES-3 (A)/NMB-3(A)

 는 안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요 안전 지침

3

먼저 읽어 보세요! (AW-HEA10WPJ, AW-HEA10KPJ용)(계속) 

본 디바이스는 FCC 규정 제15조를 따릅니다.
작동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간섭을 받아들입니다.
(1) 이 디바이스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비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수신된

지속적인 FCC 발산 제한 규정을 준수하려면, 첨부된 설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호스트 컴퓨터나 주변 장치와 연결할 때, 반드시 차폐된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비에 대한 어떠한 공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은 장비 작동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FCC 규정의 제15조에 따른 클래스 A 디지털 디바이스용 제한에 따라 테스트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한은 장비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될 때 유해한 간섭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발산하고, 설명서에 따라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 주파수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 설명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2) 이 설명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주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5) 본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청소는 마른 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7) 어떠한 통풍구도 막지 않도록 합니다.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도록 합니다.
8) 열을 발생하는 라지에이터, 열 조절장치, 스토브 혹은 다른 기기(앰플리파이어 포함) 등과 같은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9) 안전 목적의 성극 형태 혹은 접지 형태 플러그를 부수지 않도록 합니다. 성극 플러그는 한쪽 날이 더 넓은 

두 날을 가진 플러그입니다. 접지 플러그는 두 날과 접지용 세번째 날이 있는 플러그입니다. 
넓은 두 날 혹은 세번째 날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전원 소켓과 맞지 않으면, 필요없는
전원 소켓의 교체를 전기 기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원 코드가 플러그, 실내 전원 소켓, 그리고 기기에서 나오는 곳이 발에 걸리거나 끼이지 않도록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조업체에서 인증한 부착물과 액세서리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12) 제조업체에서 인증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테이블 혹은 기기와 같이 판매된 것들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카트 이용시, 움직이는 카트 혹은 기기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3) 천둥 번개가 칠 때 혹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플러그를 뽑도록 합니다.

14) 모든 서비스는 인증된 서비스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기가 파워 서플라이 코드나 플러그가 상한 경우, 
액체를 엎지른 경우, 기기에 물체가 떨어진 경우, 기기가 비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떨어뜨린 경우와 같이 기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For AW-HEA10WEJ, AW-HEA10KEJ)

주 의 :
 

 
 

주 의 :

경 고 :
나사를 풀어 후면 패널을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에는 사용자 서비스 부품이 없습니다.

서비스는 공인된 서비스 인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AC 메인 리드선에 대한 경고
안전을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2가지 형태의 AC 전원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대륙가 기타 지역용이고 다른 하나는 U.K.(영국) 전용입니다.

다른 형태의 메인 케이블은 맞지 않으므로, 적절한 메인 케이블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럽 대륙과 기타 지역용
U.K. 내 사용 불가

U.K. 전용
제공된 플러그가 전원 소켓에 맞지 않으면, 잘라내고 적절한 것으로

교체합니다.

U.K. 전용

이 장비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몰드 3핀 메인 플러그를

제공합니다.

이 플러그에는 5 amp 퓨즈가 적용되었습니다. 퓨즈의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 퓨즈는 반드시 ASTA 혹은 BSI - BS1362로 인증받은 5 amp 

ASTA 마크        나 BSI 마크        를 퓨즈 몸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러그가 열 수 있는 퓨즈 커버를 포함하고 있으며, 퓨즈 교체 후 

반드시 다시 닫아야 합니다.

퓨즈 커버를 분실하면, 대체 커버를 구하기 전까지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체 퓨즈 커버는 지역 파나소닉 딜러로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퓨즈 교체 방법

1. 스크류 드라이버로 퓨즈 장착부를 엽니다.

혹은

2. 퓨즈를 교체합니다.

혹은
퓨즈

퓨즈

는 안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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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나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비 혹은 습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나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모든 종류의

액체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ㄹ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튈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 보관하고, 장비 위에 어떤 종류의 액체 용기도

올려 놓지 않도록 합니다.

브라켓 장착 나사 A/B와 낙하 방지 와이어 장착 나사는 항상 아기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서플라이 코드의 메인 플러그는 작동 준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AC 콘센트(전원 소켓 콘센트)는 장비 부근에 설치하고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AC 전원에서 본 장비의 연결을 확실히 분리하려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적당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본 제품을 책장, 빌트인 캐비닛 혹은

기타 좁은 공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 혹은 전기 쇼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커튼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나 전기 쇼크의 위험과 귀찮은 간섭을 줄이려면, 추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년에 1회 설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적절하지 않은 설치는 제품의 낙하의 원인이 되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삼각대가 부착되어 있는 동안 제품을 들고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삼각대의 무게로 연결 피팅이 망가져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급의 퓨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구매자/사용자를 위한 EMC 알림

1. 적용 가능 기준과 작동 환경  
이 장비는 아래 기준에 부합합니다.

•  EN55103-1과 EN55103-2 기준 그리고,

•  전자기 환경 E4

 주거, 상업, 조명 산업과 도시 야외 환경에서, 이 제품은 주파수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상기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전 필요 조건

<1> 주변 장치는 특별한 연결 케이블로 장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구매자/사용자는 이 장비에 연결한 주변 장비를 저희가 추천하는 장비만을 연결해야 합니다.  
• 구매자/사용자는 아래에 설명된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연결 케이블은 장비의 의도된 목적에 맞도록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비디오 시그널 연결 케이블 
SDI(Serial Digital Interface)용 75-ohm 타입 고주파수 애플리케이션용 더블 쉴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75-ohm 타입 고주파수 애플리케이션용으로 만들어진 동축 케이블은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용으로 권장합니다.

• 오디오 시그널 연결 케이블

장비가 AES/EBU 시리얼 디지털 오디오 시그널을 지원하면, AES/EBU용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시그널용으로 고주파수 트랜스미션 애플리케이션용 퀄리티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기타 연결 케이블(IEEE1394, USB)

연결 케이블로 고주파수 애플리케이션용 퀄리티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더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DVI 시그널 터미널에 연결할 때, 페라이트 코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장비가 페라이트 코어 케이블을 제공하면, 반드시 이 매뉴얼의 설명에 따라 케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실행 레벨

장비의 실행 레벨은 이들 기준에서 요구되는 실행 레벨과 같거나 우수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전자기장(시그널 전송 타워, 휴대폰 등의 존재로 인한)이 생성되는 지역과 같은 EMC 환경에서 사용되면

간섭에 의해 장비가 반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간섭에 의한 장비의 반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은 기기와 작동 환경을 다음의 순서로 조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AEEE Yönetmeliğine Uygundur.
AEEE Complies with Directive of Turkey.

제조 업체 : Panasonic Corporation, Osaka, Japan
EU 규정에 따른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 :

Panasonic Marketing Europe GmbH 
Panasonic Testing Centre
Winsbergring 15, 22525 Hamburg,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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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AW-HEA10WEJ, AW-HEA10KEJ용)(계속) 

1. 간섭의 원인에서 거리를 두고 장비를 설치합니다.
2. 장비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3. 장비에 사용된 연결 방법을 변경합니다.
4. 다른 기타 장비와 전원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원 소켓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적합성 선언

전기와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의 제한의 기술적인 규제의 요구사항에 적합

(우크라이나 내각의 명령 №1057으로 채택)

제품은 전기와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의 제한의 기술적 규제의 요구사항에 적합합니다.(RoHS의 TR)

RoHS의 TR의 Annex №2에 리스트된 애플리케이션의 면제와 유해 물질의 내용

1. 납 (Pb)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2. 카드뮴 (Cd) – 0,01 % 혹은 1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3. 수은 (Hg)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4. 헥사밸런트 크로뮴 (Cr6+)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5.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바이페닐 (PBBs)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6.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 (PBDEs)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 트레이드 마크와 등록 트레이드 마크
• Microsoft   , Windows   , Windows   7, Windows   8, Internet

®®®

®

Explorer   , ActiveX   , DirectX   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

 
Corporation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 혹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Apple과 Mac, OS X, iPad, Safari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Apple

Inc.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앱 스토어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 Intel   , Intel   Core™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HDMI, HDMI 로고,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HDMI Licensing, LL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이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기타 회사와 제품의 명칭은 각각 소유주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일 수 있습니다.

■ 저작권과 라이센스에 관하여
이 제품과 같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복사, 분해, 리버스 컴파일링,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수출법을 위반한 수출은 강력하게 금지됩니다.

■ 약어
다음은 이 매뉴얼에 사용되는 약어입니다. 

•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SP1 32-bit/64-bit는®®

“Windows 7”로 축약됩니다.

• Microsoft    Windows   8 Pro 32-bit/64-bit는 “Windows 8”로® ®

축약됩니다.

• Windows    Internet Explorer   8.0, Windows    Internet® ®®

®Explorer    9.0, Windows    Internet Explorer    10.0, Windows    ® ®®

Internet Explorer    11.0은 “Internet Explorer”로 축약됩니다.®

이 매뉴얼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품의 모델 명칭은 아래 표와 같이

사용됩니다.

제품의 모델 번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모델 번호

AW-HEA10WPJ

AW-HEA10
AW-HEA10KPJ

AW-HEA10WEJ

AW-HEA10KEJ

AW-HE130WP

AW-HE130
AW-HE130KP

AW-HE130WE

AW-HE130KE

AW-HE40HWP

AW-HE40

AW-HE40HKP

AW-HE40HWE

AW-HE40HKE

AW-HE40SWP

AW-HE40SKP

AW-HE40SWE

AW-HE40SKE

콘트롤 어시스트 카메라 AW-HEA10은 이 매뉴얼에서 “장비”로

지칭됩니다.

또한, HD 통합 카메라 AW-HE130과 AW-HE40은 일반 용어로

“HD 통합 카메라”로 지칭됩니다.

■ 매뉴얼에 인용된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매뉴얼에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스크린 샷은 Microsoft Corporation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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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개요

• 본 장비는 싱글 렌즈, 95° 울트라 광각 렌즈와 HD MOS 센서가 특징인

HD 카메라입니다.

iPad용 PTZ Cntrl app*  을 이용하여 이 장비를 Panasonic HD 통합

카메라와 사용하면, 이 장비로 캡쳐한 전체 이미지와 HD 통합 카메라로

1

캡쳐한 부분 이미지를 보면서 스크린을 터치하여 HD 카메라의 각도를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 작동 환경에 따른 천정 설치와 스탠드 설치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카메라 각도는 수직으로 30° 수평으로 4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제품은 의도한 용도와 환경에 맞게 화이트(AW-HEA10WPJ/AW-HEA 
10WEJ) 혹은 블랙(AW-HEA10KPJ/AW-HEA10KEJ)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IP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에 장비가 연결되었을 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LAN 출력 커넥터를 통해 640 x 360/30p와 320 x 180/30p 

시그널을 출력할 수 있어 모니터링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DMI 출력 커넥터 회사는 본 제품으로 캡쳐한 비디오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1080/59.94p, 1080/50p, 1080/50i, 720/59.94p,

720/50p, 480/59.94p, 576/50p 시그널을 포함하는 멀티 포맷이 

출력용으로 지원됩니다.

• 제품에는 PoE*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PoE 표준(IEEE802.3af 
 

compliant)*  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연결하면 카메라 파워

서플라이 작업이 필요없게 됩니다.

*1 iPad용 PTZ Cntrl app은 Panasonic Corporation에서 제공합니다.

앱 스토어    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SM

*2 Power over Ethernet. 이 매뉴얼에서 “PoE”로 지칭됩니다.

*3 작동이 검증된 PoE 디바이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요구 사양

 • 필요한 요구 사양을 제공하지 못하면 스크린에서 이미지 묘사 속도가

느려지고, 웹 브라우저의 작동이 불가능해지고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권장 시스템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모든 컴퓨터와의 작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CPU Intel Core 2 DUO 2.4 GHz 이상 혹은 

동일 사양의 CPU(호환 CPU)

메모리 Windows   7/Windows   8 :® ®

32-bit는 1 GB 이상

64-bit는 2 GB 이상

Mac OS X : 2 GB 이상

네트워크 기능 10BASE-T 혹은 100BASE-TX port x 1

디스플레이 해상도 : 1024 x 768 픽셀 이상

컬러 생성 : True Color 24-bit 이상

지원되는 OS와

웹 브라우저

Windows   8(32-bit/64-bit)®  
Internet Explorer   10.0®

Windows   7 Professional SP1(32-bit/64-bit)*® 1

Internet Explorer   10.0®

Internet Explorer   9.0®

Internet Explorer   8.0(32-bit)®

Mac OS X 10.8  Safari 6.0

Mac OS X 10.7  Safari 6.0

Mac OS X 10.6  Safari 5.1.7

기타 마우스 혹은 마우스와 동일한 포인팅 디바이스

*1 Windows   XP 호환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 조>

• 제품의 소프트웨어 버젼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데스크탑 버젼을 사용합니다.

(Windows UI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호환 OS와 웹 브라우저에 대한 최근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지원 데스크를 방문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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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기간의 면책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제품의 교체나

적절한 유지 보수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 Panasonic

Corporation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①  제품으로부터 혹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계없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고 특별하고 필연적 혹은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손상이나 손실

②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나 사용자의 소홀한 작동으로 인한 인사 사고

혹은 어떠한 손상

③  사용자에 의한 공인되지 않은 제품의 분해, 수리, 개조

④  제품의 결함이나 문제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나 원인에 의해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됮 않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어떠한 손실

⑤  기타 업체의 장비와의 시스템 통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

필연적 불편함이나 손실이나 손상

⑥ 이미지(레코딩물 포함)가 사용자에 의해 이용 가능하고 어떤 이유

혹은 기타 이유로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미지가

위에 설명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범으로 발생된 사용자에게 이미지가 촬영된 개인 혹은 조직에

의한 어떠한 보상 요구, 클레임 등

⑦ 어떠한 에러로 인한 등록된 데이터의 손실

네트워크 보안

제품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보안 위험이

존재합니다.

① 제품을 통한 정보의 누설 혹은 도난

②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한 제품의 공인되지 않은 작동

③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한 제품 사용의 방해 혹은 정지  

상기 네트워크 보안 위험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에

설명과 같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방화벽 등으로 보호되는 네트워크에서 제품을 사용합니다.

• 제품이 컴퓨터를 포함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컴퓨터 바이러스 혹은 기타

나쁜 프로그램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등을 사용합니다.)

• 인증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사용자들을 제한하여 비인증

접속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 관리자로 제품에 액세스한 후, 반드시 모든 웹 브라우저를 닫도록 합니다.

• 관리자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사용자 인증으로 제품에 액세스를 제한하여,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제품에 

저장된 설정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 카메라, 케이블 기타 부품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용 라인을 이용하는 연결을 피합니다.

<참 조>

사용자 인증에 관한 참조

• 제품은 기본 사용자 인증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용 인증 디바이스와

기본 인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HD 통합 카메라에서 호스트 인증 사용

• 호스트 인증 기능이 장착된 카메라에서 호스트 인증을 통해 연결하려면,

연결되는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고 적절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액세스 레벨을 반드시 “Administrator”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사용 제한

• 제품, 콘트롤러, 컴퓨터를 동일한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 고유 설정에 근거한 이벤트가 다른 세그먼트를 포함한

연결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9

사용하기 전에(계속) 



액세서리

아래의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포장 박스에서 제품을 제거한 후, 파워 케이블 캡과 포장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합니다.

• AC 어댑터에 포함된 리플렛은 해외 판매 모델용입니다.

AC 어댑터 (1) 전원 케이블
● AW-HEA10WPJ/AW-HEA10KPJ 

(1)

● AW-HEA10WEJ/AW-HEA10KEJ  
(2가지 타입)

(U.K. 이외 지역용)

낙하 방지 와이어 (1) 낙하 방지 와이어

장착 나사 M4x8 mm (1)

장착 브라켓 A

(제품 장착용) (1)

장착 브라켓 B

(제품 보호용, AW-HE130용)(2)

장착 브라켓 C

(AW-HE40용) (1)

브라켓 장착 나사 A

M4×10 mm (8)

브라켓 장착 나사 B 

M3×6 mm (4)

옵션 액세서리

● HD 통합 카메라 AW-HE130 / AW-HE40

●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러 AW-RP50

● 다이렉트 천정 장착 브라켓 WV-Q105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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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조명 조건에서 촬영합니다.
눈이 편안한 색의 사진을 만들려면, 적절한 조명 조건하에서  촬영

합니다.

형광등 조명에서 촬영할 때 사진이 적절한색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적절한 조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려면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부품의

열화의 원인이 되고 서비스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권장 온도 : 최대 35°C)

설치 장소에 냉난방기의 어떠한 바람이라도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 강한 빛에 카메라를 조준하지 않도록
합니다.
MOS 센서의 부품이 스폿 라이트 혹은

다른 강한 조명에 노출되면, 블루밍

(강한 빛의 가장 자리가 흐릿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밝은 피사체

블루밍

■ 높은 밝기의 피사체에서 발생하는 것
매우 밝은 광원이 렌즈에 조준되면 플레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도를 교체하고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 작동 온도 범위
온도는 사진의 퀄리티를 낮추고 내부 부품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온도가 0°C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장소 혹은 온도가 40°C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장소에서 제품의 사용은 피하도록 합니다.

게다가, 제품이 낮은 온도에서 사용될 때 이미지를 안정화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따뜻해지도록 잠시 전원을 켜 둘 것을 권장합니다.

■ PoE 파워 서플라이에 관하여
제품은 IEEE802.3af 표준에  따릅니다. PoE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기 위해 호환 이더넷 허브와 PoE 인젝터를 사용합니다.

작동이 검증된 이더넷 허브와 PoE 인젝터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에 제품을
끕니다.
반드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에 장비의 전원을 끕니다.

■ 제품을 조심해서 다룹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이나 진동을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의 전원을 끕니다.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그냥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합니다.

■ 옵티컬 시스템 부품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옵티컬 시스템 부품은 카메라의 작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만질 수 있는 환경은 안됩니다. 옵티컬 부품에 먼지가 끼는  
흔치않은 경우에, 카메라 블로우어를 사용하거나 렌즈 청소용 종이로  
부드럽게 닦아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 전원이 켜짐 상태와 상관없이 카메라를 태양이나 
레이저 광선에 직접 조준하지 않도록 합니다.
태양, 레이저 광선, 혹은 강하게 빛나는 피사체의 이미지를 장시간

찍으면 MOS 센서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시간 사용은 제품 내부에 열이 쌓여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컴퓨터
동일한 이미지가 PC 모니터에 장시간 디스플레이되면, 모니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 IP 어드레스 설정에 관하여
한 대의 카메라에 대한 IP 어드레스 설정에 동시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설정된 IP 어드레스를 더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 제품이 물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물과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은 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유지 보수
유지 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제품의 전원을 끕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벤젠, 페인트 신너와 기타

휘발성 물질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고, 이들 물질의 사용도 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습기와 먼지가 있는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합니다.
내부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습기와 먼지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제품의 사용을 피합니다.

■ 제품의 폐기
제품의 서비스 수명이 끝나서 폐기할 때, 환경 보호를 위해 제품의

적절히 폐기하는 공인된 계약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동시 주의 사항

■ 이 제품과 같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
이 제품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와 GNU General Public License(LGPL)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코드를 입수, 수정, 재분배할 자격을 가집니다.

소스 코드의 입수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하지만, 입수한 소스 코드에 관한 질문으로 Panasonic에 문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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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과 그 기능

1

INIT

LINK/

ACT100BT

USB 2.0 5.0V IN

DEVICE

10BASE  -T/
100BASE-  TX

7 982 3 5 10

6 10

4

1. 렌즈
수직으로 30°, 수평으로 45°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제품의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켜집니다.

주황색 켜짐 : 대기 모드일 때

녹색 켜짐 : 전원이 켜질 때

3. 전원 버튼 [         ] 
제품이 대기 모드에 있거나 꺼져 있을 때 누르면 제품을 켭니다.

제품이 대기 모드에 있거나 켜져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제품이 꺼집니다.

4. microSD 카드 슬롯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됩니다.

(보통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5. INIT 버튼
제품이 켜져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관리 설정과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1) 카메라 메뉴와 웹 설정 스크린을 닫습니다.

2) INIT 버튼을 누릅니다.

3) 전원 버튼으로 전원을 끄고 나서 다시 켭니다.

6. LAN 커넥터
카테고리 5 이상의 LAN 케이블을 최대 100m 길이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이 커넥터에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7. HDMI 커넥터
HDMI 비디오 출력 커넥터입니다.

반드시 이 커넥터에는 더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8. USB 커넥터
이 커넥터는 유지 보수 용입니다.

USB 디바이스를 연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9. DC 입력 커넥터 [DC IN]
제품과 같이 제공된 AC 어댑터를 이 커넥터에 연결하여 제품에 5V DC를

공급합니다.

10. 케이블 클램프
DC IN 커넥터에 연결된 케이블을 고정하여 분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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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품 설정
구성

제품의 네트워크 설정은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만)

• 여러 대의 제품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때, 각 카메라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로 구성을 할 수 없거나 Mac을 사용한다면, 

웹 설정 메뉴의 네트워크 스크린에서 제품과 컴퓨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정을 구성합니다.  
(→ 24 페이지)

• 필요한 컴퓨터 요구 사양에 대한 상세 내용은 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네트워크 설정이 구성된 후, 동일한 네트워크의 다른 디바이스가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다면, 네트워크 작동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기존 IP 어드레스와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 하나의 카메라에 여러 개의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AW-RP50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러의 “Auto IP

setting” 작동을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설정된 IP 어드레스를 더이상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연결된 컴퓨터에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이 제품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Panasonic HD 통합 카메라(AW-HE40)에

제공된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 (EasyIPSetup.exe)
제품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섹션을 

참조합니다.

<참조>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는 라우터를 통한 다른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구성

1.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2.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설정할 카메라의 MAC address/IPv4 address를 클릭하고,

[Network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 DHCP 서버를 사용할 때, 제품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는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의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되는 카메라에 동일한 IP 어드레스가 사용되면, 추가된 카메라의

번호가 해당 카메라의 “IPv4 overlap” 칼럼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Access Camera] 버튼이 클릭되면, 선택된 카메라의 라이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4. 네트워크 아이템을 입력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조>

• DHCP 서버를 사용할 때,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의 [DNS]가

[Auto]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Save] 버튼을 클릭한 후, 제품에서 설정이 완료되는 데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설정이 완료되기 전에 AC 어댑터 혹은 LAN 케이블이 

분리되면, 설정을 취소됩니다. 이 경우, 설정을 구성하는 스텝을 

반복합니다.

• 방화벽(소프트웨어 필요)이 도입되면, 모든 UDP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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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Z Cntrl 설치

iPad용 PTZ Cntrl 앱은 Panasonic Corporation이 제공합니다. 이 앱은 

제품의 비디오와 제품에 장착된 HD 통합 카메라의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하고

iPad 스크린을 터치하는 것으로 HD 통합 카메라의 패닝과 틸팅 그리고 

렌즈의 부드러운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PTZ Cntrl 호환 디바이스와 작동 시스템

아래의 iPad는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디바이스 : iPad

지원되는 OS : iOS

<참 조>

• 사용하는 iPad에 따라 정확한 작동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TZ Cntrl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지원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1. iPad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iPad는 인터넷에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2.          [App Store]를 탭합니다.

3. 검색 필드에 "Panasonic PTZ Cntrl"를 입력합니다.

4. [PTZ Cntrl]를 탭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아이콘이 iPad 메뉴에 추가됩니다.

iPad와 연결

제품과 제품*  에 장착된 HD 통합 카메라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고

각각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1

IP 어드레스 설정에 대하여, “네트워크 설정”(→1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1 HD 통합 카메라가 대기 모드일 때 연결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1. [PTZ Cntrl]을 시작합니다.

2. [PTZ Cntrl] 스크린에서           을 탭하여 설정 스크린을

엽니다.

3. [Camera Setting]을 탭합니다.
• [Camera Group] 스크린을 엽니다.

4. [Add Group]을 탭하고 [Camera Group] 아이템의 [Add 

Camera]를 탭합니다.

5. 연결된 HD 통합 카메라의 모델 이름을 탭하고 [PTZ Camera]와

[Sub Camera](본 제품)용 IP 어드레스를 구성합니다.

6. [Close]를 탭하여 설정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            (카메라 선택) 버튼을 탭하고, [Camera Group]과 [Camera]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선택한 후에 [Connect]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HD 통합 카메라의 비디오는 상단 영역에 디스플레이되고 제품의 

비디오는 하단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비디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연결과 카메라 통신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LAN 케이블, Wi-Fi 설정, IP 어드레스 설정 등을 확인합니다.

상세한 설정 과정에 대해, PTZ Cntrl의 Help 스크린을 참조합니다.

PTZ Cntrl의 초기 설정 구성

제품 뷰의 촬영 각도와 HD 통합 카메라의 작동 위치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비디오에서의 위치 관계와 HD 통합 카메라의 팬과 틸트 작동 위치

사이의 차이는 이 정정 작동을 실행하여 최소화됩니다.

1. [PTZ Cntrl] 스크린에서         를 탭하여 설정을 엽니다.

2. 설정 스크린의 하단부에서 [General]을 탭합니다.

• 스크린은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전환됩니다.

3. 스크린의 상단 영역을 탭하거나 [   /   /   /   ] 키를 사용하여 
스크린 상단 영역의 [+] 마커 이미지 위치를 스크린 하단 영역의

가운데 [+] 마커에 디스플레이되는 영역에 일치시킵니다.

PTZ Cntrl 앱으로 카메라 콘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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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firm]을 탭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합니다.
• 마커가 청색으로 변합니다.

• 캘리브레이션을 더 실행하려면 주변의 [+] 마커를 탭하고 위치를

설정합니다.

상세한 캘리브레이션 콘트롤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PTZ Cntrl의

Help 스크린을 참조합니다.

5. 캘리브레이션을 끝내면, [Update]를 탭하여 캘리브레이션 

모드에서 나옵니다.

PTZ Cntrl로 카메라 콘트롤

한번 연결 설정과 초기 설정이 완료되면, PTZ Cntrl 홈 스크린의 하단 

영역에서 카메라 비디오를 터치하는 것은 상단 영역의 HD 통합 카메라를

그 촬영 중심이 터치된 위치가 되도록 작동합니다.

줌 위치를 조정하려면, 스크린의 가운데의 슬라이더 혹은 스크린의 상단

영역의 핀치*  를 사용합니다.1

스크린의 상단 영역의 카메라 이미지를 탭하여 이미지의 중심을 탭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거나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레코드된 이미지를 더욱 콘트롤하는

카메라 움직임을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1 핀치 : 두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제스처

게다가, 상단 영역의 카메라 비디오를 터치하여 터치된 위치가 중심이 되도록

카메라 위치를 변경하여 촬영 뷰 각도로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의 하단 영역에서 [    ]을 탭하면 프리셋 버튼이 나타납니다.
숫자 번호를 탭하여 저장된 카메라 위치를 빨리 리콜합니다.

숫자 버튼을 탭하고 눌러 최대 9개의 프리셋 위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홈 스크린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PTZ Cntrl의 Help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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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제품에 연결된 컴퓨터로, 라이브 스크린 [Live]으로 카메라의 IP 비디오를 볼

수 있고 웹 브라우저에서 웹 설정 스크린 [Setup]의 다양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요구 사양에 관한 상세 내용은 8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웹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기 전에 아래의 설정을 구성합니다.

 •컴퓨터를 제품에 연결

 •컴퓨터 설정

제품의 어드레스와 다른 것이 확실한 개인 어드레스 범위 내에서 컴퓨터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제품과 동일한 어드레스의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제품의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초기 설정)

IP 어드레스 : 192.168.0.10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개인 어드레스의 범위 : 192.168.0.0 - 192.168.0.255

<참 조>

• AW-HE130과 AW-HE40의 IP 어드레스는 초기 설정 조건에서 

제품(192.168.0.10)과 동일합니다. 

AW-HE130과 AW-HE40를 제품과 연결하여 사용할 때, 반드시 IP  
어드레스를 변경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Windows 스크린(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과정을 설명하지만, 
Mac(Safari)*  스크린도 동일합니다.1

*1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일부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주소 바에서 "http://Unit's IP address/”

를 입력합니다.
• 제품의 IP 어드레스가 “192.168.0.10”의 초기값에서 변경되면,

새로운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 HTTP 포트 번호가 “80”의 초기값에서 변경되면, “http://Unit’s IP

address:Port number/.”를 입력합니다.

• 웹 스크린(라이브 스크린 [Live])가 시작됩니다.

• 라이브 스크린 [Live]에 대한 상세 내용은 “라이브 스크린 [Live]”

(→ 1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웹 설정 스크린 [Setup]의 디스플레이에 대해, 스텝 2 - 3을 참조합니다.

2. 라이브 스크린 [Live]에서 [Setup]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 인증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3.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합니다.
•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한 초기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 admin

 
패스워드 : 12345

•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되면 [OK]를 클릭합니다.

• 웹 설정 스크린 [Setup]이 나타납니다.

• 웹 설정 스크린 [Setup]에 대한 상세 내용은, “웹 설정 스크린 [Setup]”

(→ 19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카메라 작동과 설정은 대기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보안 수단으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사용자 관리 스크린”((→ 23

페이지)에서 변경합니다.

• 콘트롤러와 웹 브라우저가 동시에 사용되면,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구성된

설정이 웹 설정 스크린 [Setup]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트롤러와 웹 브라우저 모두 사용할 때, 반드시 콘트롤러 혹은 카메라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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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 작동

라이브 스크린 [Live]

이 스크린은 제품의 카메라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패닝, 틸팅, 줌잉, 이미지 밝기 조정같은 카메라를 콘트롤하는 작동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2

3

4 5 6 12

11 8 7 910

13

1. 라이브 버튼 [Live]
라이브 스크린 [Live]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설정 버튼 [Setup]
웹 설정 스크린 [Setup]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 파워 ON 버튼 [Power ON]/대기 버튼 [Standby]
제품을 켜거나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 AC 어댑터가 연결되었을 때, 제품은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되고,

제품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오렌지색으로 켜집니다.

• 제품이 켜지면,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녹색으로 켜집니다.

[Power ON]

제품을 켭니다.

[Standby]

제품을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참 조>

• 제품을 켜기 전에,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를 켭니다.

• 제품을 대기 모드로 전환하고 나서,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를 끕니다.

4. 메인 영역 (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
Tally on 시그널이 수신되면 카메라 이미지에 적색 프레임이 

디스플레이됩니다.

5. 줌 [Zoom]
줌 작동을 실행합니다.

iA 줌*  으로 약 2x까지 줌잉이 가능하고 디지털 줌으로 최대 4x까지1

가능합니다.

• iPad용 PTZ Cntrl 앱 사용시, 1.0x로 설정됩니다.

• 디지털 줌 가능 혹은 불가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디지털 줌”(→ 2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PinP가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콘트롤 모드  
[Control]를 [Main]으로 전환합니다.(→ 18 페이지)

*1 iA 줌 : HD 이미지 퀄리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줌 모드

[‒]

와이드 방향으로 줌(확대)을 

조정합니다.

[×1.0]

줌(확대)을 1.0x으로 조정합니다.

[+]

망원 방향으로 줌(확대)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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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트롤 패드와 그 버튼
팬/틸트 작동을 실행합니다.

카메라 이미지는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패닝과 틸팅은 줌 레벨이 1x일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 17 페이지)

• PinP가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콘트롤 모드 

[Control]을 [Main]으로 전환합니다.(→ 18 페이지)

콘트롤 패드

콘트롤 버튼 콘트롤 버튼 :
클릭하여 팬/틸트 작동을 실행합니다.

콘트롤 패드 :
클릭 혹은 드래그하여 팬/틸트 작동을

실행합니다.

가장자리에 더 가깝게 클릭 혹은 드래그하면, 

팬/틸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참 조>

• 콘트롤 패드 영역에서 이 영역 외부 위치까지 드래그 앤 드롭에 마우스가

사용될 때, 팬닝, 틸팅, 다른 작동은 정지합니다.

이런 경우, 콘트롤 패드 영역을 클릭하여 이 작동들을 정지합니다.

7. 밝기 [Brightness]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uto]

자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밝기는 씬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Manual]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어두운(밝은) 장소에서 촬영할 때,

수동으로 밝기를 조정합니다.

[‒]

수동 모드에서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동 모드에서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듭니다.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 조>

• [Contrast Level]과 [Back Light COMP.]는 수동 모드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이미지 해상도 리스트 박스 [Image Resolution]
라이브 이미지의 해상도를 변경합니다.

640×360 640 x 360의 해상도에서 디스플레이합니다.

320×180 320 x 180의 해상도에서 디스플레이합니다.

9. PinP 디스플레이 [PinP Display]
카메라 이미지의 추출 부분과 메인 스크린의 작은 PinP(Picture in Picture)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기능을 켜고 끕니다.

Off PinP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On PinP 디스플레이를 켭니다.

10. PinP 디스플레이 위치 [PinP Position]
PinP 디스플레이 위치를 전환합니다.

Upper Right
메인 스크린의 우측 상단에 PinP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Lower Right
메인 스크린의 좌측 상단에 PinP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pper Left
메인 스크린의 우측 하단에 PinP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Lower Left
메인 스크린의 좌측 하단에 PinP 스크린을 

screen.

11. 콘트롤 모드 [Control]
PinP 디스플레이 도중 메인 스크린 혹은 PinP로 콘트롤 모드를

전환합니다.

Main 콘트롤 모드를 메인 스크린으로 설정합니다.

PinP 콘트롤 모드를 PinP로 설정합니다.

12. 프리셋 [Preset]
선호하는 설정 조건을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하고, 등록된 설정(최대 9개 

프리셋)을 로드합니다.

프리셋 메모리로의 등록과 로딩에 관한 상세 내용은 “프리셋 메모리 사용”

(→ 26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20 페이지)

13. 카메라 타이틀 디스플레이 영역
기본 스크린에 설정된 제품에 대한 명칭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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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 구성

웹 설정 스크린 [Setup]

이 스크린은 제품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 조>

• 설정 메뉴 작동은 액세스 레벨이 “1. Administrator”인 사용자에 의해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레벨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은 23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1 2

3

10

4

5

6

7

8

9

1. 라이브 버튼 [Live]
라이브 스크린 [Live]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설정 버튼 [Setup]
웹 설정 스크린 [Setup]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 기본 버튼 [Basic]
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영역에 [Basic]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기본 스크린”(→ 20 페이지)

4. 이미지 버튼 [Image]
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영역에 [Imag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이미지 스크린”(→ 20 페이지)

5. 사용자 관리 버튼 [User mng.]
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영역에 [User mng.]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사용자 관리 스크린”(→ 23 페이지)

6. 네트워크 버튼 [Network]
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영역에 [Network]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네트워크 스크린”(→ 24 페이지)

7. 유지 보수 버튼 [Maintenance]
이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영역에 [Maintenanc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유지 보수 스크린”(→ 25 페이지)

8. 파워 ON 버튼 [Power ON] / 대기 버튼 [Standby]
제품을 켜거나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 AC 어댑터가 연결될 때, 제품은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되고  
제품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 제품이 켜지면,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녹색으로 켜집니다.

[Power ON] 
제품을 켭니다.

[Standby]

제품을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참 조>

• 제품을 켜기 저에,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를 켭니다.

• 제품을 대기 모드로 전환하기 전에, 모든 연결된 디바이스를 

끕니다.

9. 메인 영역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10. 카메라 타이틀 디스플레이 영역
기본 슼릔에 설정된 제품의 이름이 디스플레이됩니다.(→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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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스크린

Camera title
카메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0에서 20 반각 글자 사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글자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반각  
글자

0123456789

반각  
알파벳  
글자

(대문자)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심볼 . @ _

• [Set] 버튼이 클릭되면, 입력된 이름이 웹 설정 스크린 상단의 카메라 

타이틀 디스플레이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초기 설정 : AW-HEA10

이미지 스크린

이 스크린은 이미지 퀄리티, 등록 프리셋 메모리, 구성 시스템 설정과  
기타 설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린은 [Image]와 [System]의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미지 스크린
이미지 퀄리티 조정 스크린 혹은 프리셋 위치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Imag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Image] 스크린에서 [Image] 탭을

클릭합니다.

Image adjust
[Setup >>]  버튼을 클릭했을 때, [Image adjust]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 20 페이지)

Preset position
[Setup >>]  버튼을 클릭했을 때, [Preset position]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 21 페이지)

● 이미지 조정 스크린
이미지 퀄리티를 조정합니다.

[Image adjust]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Image adjust]의 [Setup >>]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페이지)

[Image adjust] 스크린을 닫으려면, [Close] 버튼을 클릭합니다.

Contrast Level
노출을 조정합니다.

설정 범위 : -5 - +5

초기 설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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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 Level
컬러 농도를 조정합니다.

설정 범위 : -5 - +5

초기 설정 : 0

AWB/AWB Mode
흰 색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세가지 기본 컬러(RGB) 사이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흰 색이 부실하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 스크린의 컬러 톤도 그레이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 최초로 제품을 사용할 때 혹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명 조건 혹은 밝기가 변경될 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값 :

ATW 자동

 
(Sunny)

맑은 날 야외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조건의

실내 애플리케이션

 
(Cloudy)

흐린 날 야외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조건의

실내 애플리케이션

 
(Indoor 1)

스튜디오 등의 백열 조명, 비디오 조명

 
(Indoor 2)

체육관 등의 따뜻한 흰색 형광 조명, 나트륨 램프

AWB 
AWB 
(Set)

촬영 씬에 적합한 설정(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등록하고, 등록된 설정을 로드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의

“화이트 밸런스 설정 등록 방법”을 참조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등록할 수 없습니다.

초기 설정 : ATW

화이트 밸런스 설정 등록 방법
1) [AWB Mode]를 [AWB A] 혹은 [AWB B]로 설정합니다.

2) 흰 색 피사체로 스크린을 채웁니다.

• 반짝이거나 매우 밝은 물체를 촬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3) [AWB]의 [Execute]를 클릭합니다.

• [OSD Status]가 [On]으로 설정되면, [AWB OK]가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고 조정이 완료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등록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 [AWB NG]가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모드를 사용합니다.

Flesh Tone Mode
이 기능은 사람의 피부가 이미지에서 부드럽고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합니다.

설정 값 : Off

초기 설정 : Off

DRS
표준 레코딩으로 씻겨 나가는 매우 밝은 영역의 비디오 시그널 레벨을

압축하여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설정 값 : Off

초기 설정 : Off

<참 조>

• 매우 어둡거나 밝은 부분이 있거나 밝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ack Light COMP.
후광이 비친 피사체가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를 더 

밝게 합니다.

설정 값 : Off

초기 설정 : Off

● 프리셋 위치 스크린
작동을 실행하고 프리셋 위치와 관련된 조정을 합니다.

[Preset position]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Preset position]의  
[Setup >>]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페이지)

[Preset position] 스크린을 닫으려면, [Close] 버튼을 누릅니다.

 
Preset

선호하는 설정 조건을 프리셋 메모리를 등록하고, 등록된 설정(최대 9개 

프리셋)을로드합니다.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과 로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프리셋 메모리 사용”

(→ 26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Zoom

 

 

[‒]

[×1.0]

[+]

 
Control

PinP 디스플레이 도중 콘트롤 모드를 메인 스크린 혹은 PinP로  
전환합니다.

Main 콘트롤 모드를 메인 스크린으로 설정합니다.

PinP 콘트롤 모드를 PinP로 설정합니다.

PinP Display

Off PinP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On PinP 디스플레이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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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작동을 실행합니다.

iA 줌*  으로 약 2x까지 줌잉이 가능하고 디지털 줌으로 최대 4x까지1

가능합니다.

• iPad용 PTZ Cntrl 앱 사용시, 1.0x로 설정됩니다.

• 디지털 줌 가능 혹은 불가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디지털 줌”(→ 2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PinP가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콘트롤 모드 

[Control]를 [Main]으로 전환합니다.(→ 21 페이지)

*1 iA 줌 : HD 이미지 퀄리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줌 모드

와이드 방향으로 줌(확대)을 

조정합니다.

줌(확대)을 1.0x으로 조정합니다.

망원 방향으로 줌(확대)을

조정합니다.

카메라 이미지의 추출 부분과 메인 스크린의 작은 PinP(Picture in Picture)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기능을 켜고 끕니다.



PinP Position

Upper Right

Lower Right

Upper Left
 

디스플레이합니다.

Lower Left

콘트롤 패드와 그 버튼

•  

콘트롤 패드 

콘트롤 버튼 

 

<참 조>

• 

Brightness

[Auto]

 

[Manual]

 

[‒]

[+]

<참 조>

• 

■ 시스템 스크린
이 메뉴는 카메라의 출력 이미지 설정에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System]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Image] 스크린에서 [System] 탭을 
클릭합니다.

● Output
설정은 [Set] 버튼이 클릭될 때 반영됩니다.

Format
HDMI 출력 비디오 포맷을 전환합니다.

설정 값 :

1080p / 1080i / 720p / 480p(576p)*1

*1 [System Frequency]가 [59.94Hz(NTSC)]일 때, [480p]는 선택될

수 있고 [50Hz(PAL0]일 때, [576p]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 1080P

Down CONV. Mode
다운 컨버젼 모드를 선택합니다.

[Format]이 [480p(576p)]*  일 때만 가능합니다.2

*2 [System Frequency]가 [59.94Hz(NTSC)]일 때, [480p]는 선택될

수 있고 [50Hz(PAL0]일 때, [576p]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설정 값 :

Squeeze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16:9일 때 사용합니다.

모니터 스크린에 대해 4:3 화면 비율이 설정되었을 때,  
이미지는 수평으로 줄어들고 수직으로 확대되어 뷰 각도를

변경합니다.

SideCut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4:3일 때 사용합니다. 레퍼런스로  
수직 높이가 채택되어, 양쪽에서 이 레퍼런스를 초과하는

부분은 잘려 뷰 각도를 변경합니다.  

LetterBox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4:3일 때 사용합니다. 레퍼런스로

수평 폭이 채택되어, 상단과 하단에 검은 밴드가 추가되어  
뷰 각도를 변경합니다.

초기 설정 : Squ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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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P 디스플레이 위치를 전환합니다.

메인 스크린의 우측 상단에 PinP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메인 스크린의 좌측 상단에 PinP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메인 스크린의 우측 하단에 PinP 스크린을 

메인 스크린의 좌측 하단에 PinP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팬/틸트 작동을 실행합니다.

카메라 이미지는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PinP가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콘트롤 모드 

[Control]을 [Main]으로 전환합니다.(→ 18 페이지)

콘트롤 버튼 :
클릭하여 팬/틸트 작동을 실행합니다.

콘트롤 패드 :
클릭 혹은 드래그하여 팬/틸트 작동을

실행합니다.

가장자리에 더 가깝게 클릭 혹은 드래그하면, 

팬/틸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 콘트롤 패드 영역에서 이 영역 외부 위치까지 드래그 앤 드롭에 마우스가

사용될 때, 팬닝, 틸팅, 다른 작동은 정지합니다.

이런 경우, 콘트롤 패드 영역을 클릭하여 이 작동들을 정지합니다.

패닝과 틸팅은 줌 레벨이 1x일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 21 페이지)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밝기는 씬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어두운(밝은) 장소에서 촬영할 때,

수동으로 밝기를 조정합니다.

수동 모드에서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동 모드에서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듭니다.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rast Level]과 [Back Light COMP.]는 수동 모드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System Frequency
시스템 주파수를 전환합니다.

이를 설정한 후 [Set]이 클릭되면 재시작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OK]를 클릭하여 제품을 재시작합니다.

설정 값 :

59.94Hz(NTSC) / 50Hz(PAL)

초기 설정 :

AW-HEA10WPJ / AW-HEA10KPJ : 59.94Hz(NTSC)

AW-HEA10WEJ / AW-HEA10KEJ : 50Hz(PAL)

● Other
[Set] 버튼이 클릭되면 설정이 반영됩니다.

Digital Zoom
디지털 줌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최대 4x)

• iPad용 PTZ Cntrl 앱을 사용할 때, 반드시 [Off]로 설정합니다.

설정 값 : Off

초기 설정 : Off

<참 조>

• 디지털 줌에서, 줌 레벨이 높을 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더욱 

떨어집니다.

Tally Enable
Tally 콘트롤 시그널이 수신되었을 때 tally 램프를 켜거나 끄는 것에 

대한 기능을 가능(On) 혹은 불가능(Off)하게 합니다.

이 기능은 이 제품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OSD Status
화이트 밸런스 설정(”AWB A”/”AWB B”)을 등록할 때 “AWB OK”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숨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설정 값 : Off

초기 설정 : Off

IR ID
카메라의 리모트 콘트롤 ID를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이 제품이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IR Control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가능(On) 혹은 불가능(Off)하게 합니다.

이 기능은 이 제품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관리 스크린

컴퓨터에서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해 인증 설정을 등록합니다.

[User name], [Password], [Retype password], [Access level]의 모든

것을 등록/설정하고 나서 [Set]을 클릭합니다.

User auth.
웹 스크린이 열릴 때 사용자 인증의 실행 여부를 설정합니다.

[Set]을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설정 값 :

On 사용자 인증을 실행합니다.

Off 사용자 인증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참 조>

• [User auth.]가 [On]으로 설정되면, 콘트롤은 AW-RP50에서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User name
사용자 이름을 등록합니다.

• 최대 9개의 사용자 이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반각 알파벳과 숫자 글자와 반각 심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2 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 admin

Password / Retype password
웹 설정 스크린 혹은 설정 스크린이 나타날 때 인증 패스워드를 

등록합니다.

[Password]에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Retype password]에서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여 입력 에러를 방지합니다.

• 반각 알파벳과 숫자 글자와 반각 심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4 - 32 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 12345

<참 조>

• 보안 수단으로, 알파벳과 숫자 글자와 심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패스워드를 등록하고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Access level
사용자 액세스 레벨을 설정합니다.

설정 값 :

1. Administrator
사용자가 모든 제품의 작동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2. Camera control 사용자가 라이브 스크린 [Live] 작동만 실행하도록

합니다.

초기 설정 : 2. Camera control

User check
등록된 사용자 이름과 액세스 레벨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예 : admin [1]일 때

admin : User name

[1] : Access level

• [Delete]를 클릭하여 디스플레이된 사용자 등록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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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스크린 

이 스크린은 제품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DHCP
DHCP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컴퓨터가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네트워크 카메라가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할당받지 않도록 DHCP 서버를 구성합니다.

서버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값 : Off

초기 설정 : Off

IP address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컴퓨터 혹은 다른 네트워크 카메라에 설정된 기존의 IP 어드레스와

중복되지 않는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192.168.0.10

<참 조>

• AW-HE130과 AW-HE40의 IP 어드레스는 초기 설정 조건에서 제품

(192.168.0.10)과 동일합니다.

제품에 AW-HE130과 AW-HE40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반드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HCP 서버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bnet mask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255.255.255.0

Default gateway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192.168.0.1

<참 조>

•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 개의 IP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HCP 서버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NS
DNS 서버 어드레스를 자동으로(Auto) 입수할지 혹은 수동으로 입력할지

(Manual) 설정합니다.

[Manual]이 설정되면, DNS 설정은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DHCP 기능을 사용할 때 [Auto]가 설정되면, DNS 서버 어드레스는 

자동으로 입수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값 : Auto / Manual

초기 설정 :  Manual

Primary server address

Secondary server address
[DNS]에 대해 [Manual] 설정이 선택되면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 port
포트 번호는 별도로 할당됩니다.

설정 범위 : 1 - 65535

아래의 포트 번호는 제품에서 사용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21, 23, 35, 42, 53, 67, 68, 69, 110, 123, 161, 162, 554, 995,

10669, 10670, 59999, 60000 - 61000

초기 설정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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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스크린

이 스크린은 제품 정보 보기 혹은 설정 초기화 같은 작동과 관련된 유지  
보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린은 [Information]과 [Other]의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Information 스크린
제품의 모델 번호([Model no.]), MAC 어드레스([Mac address]),

소프트웨어 버젼([Firmware version])과 설정 스크린에 로그인한 마지막

사용자([Access log])를 디스플레이합니다.

[Information]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Maintenance] 스크린에서

[Information] 탭을 클릭합니다.

Model no.
제품의 모델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AC address
제품의 Mac 어드레스를 디스플레이합니다.

Firmware version
제품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Access log
설정 스크린에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Other 스크린
제품의 설정 데이터를 초기화하거나 디스플레이 설정을 구성합니다.

[Other]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Maintenance] 스크린의 [Other]  
탭을 클릭합니다.

Reset to the default (Except the network settings)
제품 설정을 초기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CAM/BAR
HDMI 출력 데스티네이션의 모니터 혹은 웹 설정 스크린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한 후, [Execute]를 클릭하비다.

설정 값 :

Camera 카메라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olorbar 컬러 바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초기 설정 :  Camera

<참 조>

• 콘트롤러로 카메라 이미지 디스플레이와 컬러바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되는 컬러 바는 시스템 주파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Guideline
가이드라인 디스플레이를 보여줄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한 후, [Execute]를 클릭합니다.

설정 값 : Off

초기 설정 : Off

Operation time
제품의 작동 시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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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설정 조건을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하고, 등록된 설정(최대 9개

프리셋)을 로드합니다.

프리셋 메모리는 라이브 스크린 [Live]와 웹 설정 스크린 양쪽에서 모두

등록하고 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정이 등록됩니다.

• 줌 레벨

• 노출

• PinP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안함

• PinP 검색 위치

• PinP 디스플레이 줌 레벨

• PinP 디스플레이 위치

• 팬/틸트 위치

• 화이트 밸런스

• 콘트롤 모드

• 디지털 줌 가능/불가능

• 밝기 조정에 대한 자동 모드/수동 모드

• 밝기 조정 레벨

프리셋 메모리에 설정 등록

아래의 과정은 라이브 스크린 [Live]에서 작동을 실행하는 예 입니다.

1. 아래의 설명처럼 라이브 스크린(→ 16 페이지)을 열거나 [Preset

position] 스크린을 엽니다.
1) 웹 설정 스크린 [Setup](→ 16 페이지)을 엽니다.

2) [Image] 버튼을 클릭하여 [Image] 스크린(→ 19 페이지)을 엽니다.

3) [Image] 탭을 클릭하고 [Preset position]의 [Setup >>] 버튼을 

클릭하여 [Preset position]을 엽니다.

2. [Preset]의 풀 다운 메뉴에서 [1] - [9]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Set]을 클릭합니다.

• 현재 설정 조건은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되었습니다.

(선택된 번호에 이미 등록된 설정 조건이 있으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프리셋 메모리 액세스

아래의 과정은 라이브 스크린 [Live]에서 작동을 식행하는 예입니다.

1. 아래의 설명처럼 라이브 스크린(→ 16 페이지)을 열거나 [Preset

position] 스크린을 엽니다.
1) 웹 설정 스크린 [Setup](→ 16 페이지)을 엽니다.

2) [Image] 버튼을 클릭하여 [Image] 스크린(→ 19 페이지)을 엽니다.

3) [Image] 탭을 클릭하고 [Preset position]의 [Setup >>] 버튼을 

클릭하여 [Preset position]을 엽니다.

2. [Preset]의 풀 다운 메뉴에서 [1] - [9]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Move]를 클릭합니다.

• 콘트롤 모드가 메인 스크린일 때 [Home]이 선택되고 [Move]가 

클릭되면, 줌 레벨이 1x이 됩니다.

• 콘트롤 모드가 PinP일 때 [Home]이 선택되고 [Move]가 클릭되면,

PinP 검색 위치가 스크린의 가운데로 되고 PinP 디스플레이에 대한

줌 레벨이 1x이 됩니다.

프리셋 메모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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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 다음은 정상이며 어떠한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사체가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 카메라 앞에서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는 제품의 이미지 센서에 MOS가 사용되기 때문에 약간 왜곡될 수 있지만,  

이는 어떠한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도중 플래시가 터지면, 스크린의

상단 혹은 하단만 밝아집니다.

• MOS 이미지 센서로, 스크린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 사이의 촬영 타이밍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플래쉬가 터질 때, 해당 필드에서는 스크린의 하단이 더 밝아지고 다음 필드에서는 상단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상이며 어떠한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전원

증상 원인과 조치 참조 페이지

전원 없음

• 상태 디스플레이가 꺼졌을 때,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제품이 

꺼져 있습니다.

제품의 파워 버튼을 누릅니다.

AC 어댑터와 파워 코드를 제대로 연결합니다.
– – –

• 제품의 파워 버튼으로 제품을 끄면, 웹 스크린에서 제품을 켤 수 없습니다.

파워 버튼을 눌러 제품을 켭니다.
– – –

• LAN 케이블은 IP 콘트롤 LAN 커넥터에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설치 설명서 

• PoE(Ieeee802.af) 호환 파워 서플라이 디바이스용 네트워크 케이블과 제품이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설치 설명서 

• 전체 전원 한계가 여러 개의 PoE 터미널로 연결을 허용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초과하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E 파워 서플라이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설치 설명서

■ 웹 스크린

증상 원인과 조치 참조 페이지

웹 스크린에 액세스되지 않습니다.

• 웹 스크린의 시스템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8 페이지 

• 카테고리 5 이상의 LAN 케이블이 연결되었습니까? 12 페이지 

• IP 콘트롤에 대한 LAN 커넥터의  <LINK/ACT> LED가 꺼지면, LAN으로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연결 데스티네이션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결 실패한 LAN 케이블을 확인하고 와이어링을 확인합니다.

12 페이지 

• 전원이 켜져 있습니까?

제품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꺼지거나 주황색으로 켜지면 제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12 페이지 

• 제품에 유효한 IP 어드레스가 설정되었습니까? 24 페이지 

• 제품의 IP 어드레스를 변경한 후, 웹 브라우저의 어드레스 바에 "http://New IP address/" 를

입력합니다.
16 페이지 

• 틀린 IP 어드레스가 액세스되었습니까?

→ 아래의 스텝에 따라 연결을 확인합니다.

Windows용 :

Windows 커맨드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 ping [IP address which has been set in the  
camera]를 실행합니다. 

제품의 회신은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신이 수신되지 않으면, 아래의 작동을 시도합니다.

1. <INIT> 버튼을 눌러 제품의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2. 웹 설정 스크린을 시작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구성합니다.

Mac 용 :

OS X 터미널을 사용하여, > ping -c 10 [IP address which has been set in the camera]

를 실행합니다.

제품의 회신은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신이 수신되지 않으면, 아래의 작동을 시도합니다.

1. <INIT> 버튼을 눌러 제품의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2. 웹 설정 스크린을 시작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구성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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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원인과 조치 레퍼런스 페이지

웹 스크린에 액세스되지 않습니다.

• HTTP 포트 번호로 554가 설정되었습니까?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HTTP 포트 번호에 대해 “HTTP 포트”(→ 2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24 페이지

• 동일한 IP 어드레스 설정이 다른 디바이스에 설정되었습니까?

[제품과 컴퓨터가 동일한 서브넷에서 연결되었을 때]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제품과 컴퓨터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또한, 웹 브라우저에서 “User proxy server” 설정은 이용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서브넷에서 
액세스할 때, [Remove from proxy] 어드레스로 제품의 어드레스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과 컴퓨터가 다른 서브넷에서 연결되었을 때]

제품에 대한 디폴트 게이트웨이 값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24 페이지

웹 설정 스크린 혹은 카메라 이미지의  

설정이 업데이트되거나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안티 바이러스의 방화벽 기능 등의  HTTP 리퍼러 송신 기능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의 설명을 참조합니다. 
– – –

Windows 용 :

• 컴퓨터 키보드의 [F5] 키를 눌러 입수된 설정을 요구합니다.

Mac 용:

• 컴퓨터 키보드의 [Command] + [R] 키를 눌러 입수된 설정을 요구합니다.

– – –

• 아래 사항을 실행하여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합니다.

Windows 용 :

1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를 선택합니다.

2 [General] 탭을 클릭하고 [Browsing history]의 [Delete] 버튼을 클릭합니다.

3 [Delete Browsig History] 다이어로그 박스에서, [Temporary Internet Files]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Delete] 박스를 클릭합니다.

4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Mac 용 :

1 사파리에서 [Safari] - [Empty Cache]를 선택합니다.

2 [Are you sure you want to empty the cache?] 팝업 스크린에서 [Empty]를 선택합니다.

– – –

• [Check for newer versions of stored pages]가 템포러리 인터넷 파일 설정에서 

[Every time I visit the webpage]로 설정되지 않으면, IP 이미지는 웹 설정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ndows 용 :

 아래 사항을 실행합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를 선택합니다.

2 [General] 탭을 클릭하고 [Browsing history]에서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3 [Temporary InternetFiles and History Settings] 다이어로그 박스에서, [Check  
for newer versions of stored pages]의 [Every time I visit the webpage]를 

4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 –

그림이 디스플레이되지 않거나

그림에 장애가 있습니다.

• 제품이 다른 디바이스에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설치 설명서

• 유닛이 작동되도록 선택되었을 때 그림이 전환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이  

구성되면, 올바른 제품이 선택되었습니까?
– – –

• [Format], [Down CONV. Mode], [System Frequency]은 제대로 설정되었습니까? 22 페이지

여러 개의 컬러 밴드(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카메라 그림으로 전환합니다. 25 페이지

그림의 컬러링이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를 ATW(auto)로 설정합니다. ATW로 컬러가 정확하지 않다면,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설정합니다.
21페이지

미세한 선이나 반복적인 패턴이 쵤영될 때

깜빡임이 보이거나 컬러링이 추가됩니다.

• 이 현상은 각 이미지 센서에 픽셀이 조직적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사체의 공간 주파수와 픽셀 피치가 가까워지면 눈에 띄게 되어 카메라 앵글을 변경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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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시 주의 사항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아래에 설명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설명을 따릅니다.

(이 섹션은 관리자 계정에서 실행되는 솔루션을 설명합니다.)

<참 조>

• 다음의 정보는 Panasonic에서 실행한 작동 확인 테스트의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과 OS 업데이트 상태와 같은 요인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Windows 사용시

설명의 작동 과정과 스크린은 Windows 7과 Internet Explorer 9.0에  
대한 것입니다.

■ 웹 브라우저로 액세스를 시도할 때 팝업이 나타나고

로그인 하지 못했습니다.

아래의 과정 A와 B를 실행합니다.

A)  인포메이션 바에서, 팝업을 [Always allow]로 설정합니다.

1) 인포메이션 바에서 [Options for this site]를 클릭합니다.

2) [Always allow]를 클릭합니다.

B)  신뢰 사이트로 등록하고 보안 설정을 추가합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을 클릭합니다.

2) [Security] 탭을 클릭하고 [Trusted sites]를 선택합니다.

3) [Security level for this zone]를 [Low]로 설정합니다.

• 컴퓨터의 보안 레벨은 이 설정으로 축소됩니다.

4) [Sites]를 클릭합니다.

5)  [Add this website to the zone]에  [http://Unit's IP address/]를

입력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 [Require server verification(http:) for all sites in this zone] 체크

박스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6) [Close]를 클릭합니다.

■ 필요없는 상태 바 혹은 스크롤 바가 팝업 창에 

디스플레이됩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을 클릭합니다.

2)  [Security] 탭을 클릭하고 [Internet]을 선택합니다.

3)  [Custom level]을 클릭합니다.

4)  [Allow script-initiated windows without size or position  

constraints]에 대해 [Enable]을 선택합니다.

5)  [OK]를 클릭합니다.

6) 경고 창이 나타나면, [Ye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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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브라우저 스크린이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음

[Personalize]의 [Display]에서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1) 바탕 화면을 우클릭합니다.

2) [Personalize]을 클릭합니다.

3) [Display]을 클릭합니다.

4)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의 크기를 [Smaller - 100%

(default)]으로 설정하고, [Apply]를 클릭하고 컴퓨터를 재시작합니다.

제한

• 두 개의 브라우저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시작되고 서로 겹쳐지면,

뒷면과 앞의 웹 브라우저 스크린은 마우스 포인터가 웹 브라우저 스크린

에서 뒷면의 웹 브라우저 스크린으로 이동하면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웹 브라우저에서 액세스되면, 다른 창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고,

다른 팝업 창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스크린 레이아웃이 이상하고, 스크린의 일부가 

Compatibility View를 실행할 때 나타나지 않거나 

스크린을 다시 디스플레이하지 못하는데 대한 팝업 

[Compatibility View Settings]에서 [Display all websites in Compatibility

View]를 가능하게 합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를 클릭합니다.

2) [Compatibility View Settings]을 클릭합니다.

3)  [Display all websites in Compatibility View]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Close]를 클릭합니다.

■ 컴퓨터가 슬립 모드로 들어갈 때 네트워크가

분리됩니다.

슬립 모드에서 나온 후 필요시 스크린을 다시 로드합니다.

Mac 사용시

■ 웹 설정 스크린이 IP 어드레스 입력하고 사파리에서

제품으로 액세스한 후 설정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사파리에서 [Safari] → [Block Pop-Up Windows]를 선택하여 체크 마크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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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요구 전원 : 5.0 V DC(AC 어댑터 사용시)

44 - 57V DC(PoE 파워 서플라이)

전류 소비 : 0.86 A(AC 어댑터 사용시)

0.14A(PoE 파워 서플라이)

는 안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 콘트롤 어시스트 카메라
이미지 센서 :

1/2.33-inch MOS solid-state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의 효과적인 크기 : 1/4.37-inch)

Total pixels :  약 15.3 million 

효과적인 픽셀

비디오 : 약 3.91 million(16:9)

렌즈 :

F2.0(f = 2.15 mm)

35 mm equivalent : 약 18.0 mm(16:9)

Field of view : 95° (수평), 56° (수직) [줌이 1x일 때]

최소 포커스 거리 : 약 80 cm(3-1/8 inches)

셔터 스피드 :

1/60 - 1/12000

화이트 밸런스 :

ATW, Sunny, Cloudy, Indoor1, Indoor2, AWB A, AWB B

표준 밝기 :

1,400 lx

최소 밝기 :

약 20 lx(1/60 in auto mode)

비디오 출력

HDMI :

HDMI 커넥터

• HDCP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Viera Link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

10BASE-T/100BASE-TX,

RJ-45 커넥터,

스트레이트/크로스오버 케이블의 자동 인식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

USB :

Mini-B 포트 

크기 (W x H x D) :

183 mm x 65 mm x 225 mm

(7-3/16 inches x 2-9/16 inches x 8-7/8 inches)

제품 무게 :

약 0.9 kg(1.98 lb)(장착 브라켓 제외)

허용 가능한 작동 온도

0°C - 40°C (32°F - 104°F)

허용 가능한 관련 습도

10% - 80%

■ AC 어댑터

입력 : 100 - 240V AC, 50/60 Hz, 12W
출력 : 5.0 V DC 1.6A

 는 안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Inrush current, measured according to European standard 

EN55103-1 : 3.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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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장비의 폐기

유럽 연합과 리사이클 시스템이 있는 국가용
제품, 패키지, 동봉된 서류상의 이 심볼은 사용한 전기와 전자 제품은 일반 가정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처리, 구형 제품의 복구와 재활용을 위해, 사용자의 국가 규제에 맞는 해당 수집 포인트로 가져 갑니다.

구형 가전의 올바른 폐기로, 가치있는 자원의 절약과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해 잠재저긴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수집과 재생에 관한 추가 정보는 지역 당국의 딜러 혹은 공급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에 대한 처벌은 국가별 법령에 따릅니다.

파나소닉 코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퓨런스 빌딩 17층 
전화 : 02-533-5452 팩스 : 02-533-8766
고객상담실 : 1588-8452 홈페이지 : www.panason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