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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검색

달력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날짜로 이동됩니다.

tip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 날짜 하단에 밑줄이 표시됩니다.

이벤트 검색

선택한 날짜의 이벤트 정보가 로그뷰어에 보여집니다.

날짜입력 검색

날짜 설정바에 검색하고자 하는 날짜(월/연/일)와 시간(시:분:초)을 직접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날짜로 이동됩니다.

1. 녹화 영상 검색 및 재생

북마크 북마크 해놓은 특정시간대로 이동

역방향 배속 재생  1, 2, 4, 8, 16, 32, 64 배속 지원 (정지상태에서 클릭시 1프레임씩 역방향 이동)

역방향 일반 재생  1 배속 지원

일시정지

정방향 일반 재생  1 배속 지원

정방향 배속 재생  1, 2, 4, 8, 16, 32, 64 배속 지원 (정지상태에서 클릭시 1프레임씩 정방향 이동)

정방향 저속 재생  1/2 배속 지원

움직임 재생  버튼 클릭 후 재생하면 움직임(이벤트) 부분만 재생

타임라인 검색

선택한 시간대의 이벤트 발생 내역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해당 시간으로 이동되며, 일시정지 상태로 보여줍니다.

tip [간격]을 설정하면,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시간을 10분, 1시간, 6시간, 하루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tip 녹화 및 이벤트 정보에 따라 타임라인의 색상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한 영상을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복사 방법은“녹화 영상 복사”참고)

녹화없음 녹화 프리알람-포스트알람 녹화 움직임 센서 텍스트

      라이브 영상 화면 하단의 메뉴바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화면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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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정보 확인

     라이브 영상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정보] - [시스템]을 선택
합니다.

     해당 DVR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ip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된 화면정보, 영상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녹화 영상 복사

사전에 저장장치를 미리 연결해 주세요.

     반드시 백업 완료 메세지가 표시되기 전까지
저장장치 연결을 해제하지 마세요.

     라이브 영상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복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사할 영상의 포맷(AVI, EXE) 종류를 선택
합니다.

     복사할 영상의 채널을 선택합니다. 

     복사할 영상의 시작과 끝시간을 지정합니다.

     [예상파일크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영상의 
파일 크기를 확인합니다.

tip 저장장치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포맷] 버튼을
클릭하여 포맷을 한 후 저장공간을 확보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를 
시작합니다.

2. 녹화 설정

tip 영상 포맷의 종류

저장 장치 저장 채널수 재생 플레이어

USB메모리 또는 외장하드

포맷

AVI

EXE

단일 채널

다중 선택가능

범용 Media Player

Mini Player, Control Center Pl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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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효율적인 HDD 사용을 위해 이벤트 영상만
저장하여 저장기간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권장설정
- 일반 영상 : FPS (1) 화질(Q7)
- 이벤트 영상 : FPS(15) 화질(Q7)

tip FPS는 1초당 녹화 장수, 화질은 숫자가 높을
수록 고화질로 녹화됩니다.

tip 일반적으로 일반 영상은“움직임이 없는 영상”
이벤트 영상은“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1

     프로그램 편집 메뉴에서 일반 영상과 이벤트
영상의 FPS와 화질을 설정합니다. 

     설정 값에 따른 저장 성능 사용량 및 최소 
저장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채널 동일 값으로 설정할 경우 빠른 설정에
해당 값을 설정한 후 [전 채널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브 영상 화면 하단의 메뉴바에서 
[설정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녹화 모드에서 [프로그램 편집] 버튼을 클릭
합니다.

     설정 메뉴 상단의 녹화 아이콘 [       ]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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