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T 사용설명서 (1)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INIT” (통합 네트워크 설치 도구) 프로그램은
제품 운영을 위한 원격 소프트웨어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제품에 접속하여 제품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연결 및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자의 PC에서 INIT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언어 옵션 / 소프트웨어 버전
INIT 프로그램의 제목표시줄 위 임의의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실 행
프로그램의 실행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PC 사양을
권장합니다.
®

®

 OS: Microsoft Windows XP 32-bit (Service Pack 3),
Microsoft® Windows® Vista 32-bit (Service Pack 1), Microsoft®
®
Windows 7 32-bit (Home Premium, Professional,

Ultimate), Microsoft® Windows® 8 (Pro, Enterprise)

 CPU: Intel Pentium IV (Celeron) 2.4GHz 이상
 RAM: 512MB 이상
 VGA: AGP, Video RAM 8MB 이상 (1024x768, 24bpp 이상)
1. INIT 프로그램 CD를 준비합니다.
2. “INIT” 폴더 내의 “INIT.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INIT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3. 언어 옵션창이 나타나면 언어 옵션을 선택합니다. “Select
language when starting”을 선택하면 프로그램 가동 시마다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Always start using the language
below”를 선택하고 리스트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면 항상
선택된 언어의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후 언어
옵션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4. 다음의 메인 화면이 나타나면 제품에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중 선택” 옵션을 선택하면 한 번에 여러 대의
제품을 선택하여 한꺼번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
모델에 한함).

INIT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언어를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 기
접속하고자 하는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찾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찾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기기 찾기 (LAN)
LAN을 통해 연결된 경우 목록에서 제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접속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수동 연결 (WAN)
WAN을 통해 연결된 경우 제품의 주소를 입력하여 찾습니다. 찾기
메뉴에서 “수동 연결 (WAN)”을 선택하면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INIT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PC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수동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품과 PC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는 Open SSL Toolkit에 사용될 목적으로 OpenSSL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openssl.org/).

검색 방법을 설정한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메인 화면에 나타납니다.
 IP 주소: 찾고자 하는 제품의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입력

합니다.
 도메인 네임: 제품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DNS

서버에 등록된 제품의 도메인 이름 및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FEN 사용: 제품이 FEN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FEN 서버에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다중 선택”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PC에 1개 이상의 네트워크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INIT 프로그램 실행 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품과
통신할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등록된 제품의 이름을 입력한 후 FEN 서버의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FEN 기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새로고침 LAN
LAN을 통해 연결된 장치의 목록을 새로고침 하여 메인 화면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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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
제품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할
제품을 선택한 후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설정 메뉴는 제품 목록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띄울 수도 있습니다.

웹가드
웹가드(WebGuard)는 인터넷상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제품에서 전송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일부 제품에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파일 적용
“.dat” 파일로 저장된 제품의 설정값을 하나 이상의 제품에 동일
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설정값을 적용할 제품을
선택한 후 설정 메뉴에서 “설정 파일 적용”을 선택합니다.
 설정 메뉴의 일부 기능의 경우 제품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P 주소 설정
제품의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할 제품을 선택한 후 설정 메뉴에서 “IP 주소 설정”을 선택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제품에 1개 이상의 네트워크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종류: “수동설정”, “DHCP”, “ADSL” 중 네트워크의 종류를 선택한

후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DSL” 접속의 경우 제품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NS 서버: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DNS 서버를 설정
하면 FEN 서버, 시간 서버 및 SMTP 서버 설정 시 서버의 IP
주소 대신에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DHCP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DHCP로부터 얻어
오기”를 선택하면 DHCP 서버로부터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아옵니다 (일부 제품에만 해당). 이 경우 갱신된
주소는 다음 접속 시에 표시됩니다.
 FEN 설정: FEN 기능을 사용하려면 선택합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완료” 버튼이 “다음” 버튼으로 바뀝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FEN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FEN 설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원격 설정
제품의 모든 시스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설정 포함: 설정 파일 적용 시 네트워크 설정 (FEN

설정 제외)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설정” – “네트워크”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한 후 적용하고자 하는 설정 파일을 선택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창 하단에 선택한 제품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설정 파일의 설정값을 목록에 있는 제품에 적용
합니다. 적용이 완료되면 “상태” 항목에 “성공” 또는 “실패”로 결과를
보여주며, 실패한 경우 “비고” 항목에 실패 원인을 보여줍니다.
 “설정 파일 적용”의 경우 제품 선택 시 “다중 선택” 옵션이 지원
되지만, 1개 이상의 제품을 선택한 경우 “네트워크 설정 포함”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설정 파일 적용 시 설정 파일의 네트워크 설정값이 다른 제품에서
사용 중인 경우 “네트워크 설정 포함” 항목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해당 제품에 접속 시 접속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 생성
여러 대의 제품의 현재 설정값을 “.dat” 파일로 생성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설정값을 저장할 제품을 선택한 후
설정 메뉴에서 “설정 파일 생성”을 선택하면 설정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장 폴더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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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창 하단에 선택한 제품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있는 제품의 현재 설정값을 지정한 경로에 “.dat”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명은 각 제품의 이름과 MAC 주소를 이용
하여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상태” 항목에 “성공”
또는 “실패”로 결과를 보여주며, 실패한 경우 “비고” 항목에 실패
원인을 보여줍니다.

테스트
제품에 연결된 알람 입/출력 장비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거나 설정한
조건에서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
에만 해당). 제품을 선택한 후 “테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테스트 메뉴가 나타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테스트: 테스트하고자 하는 전송 조건을 설정한

알람 인/아웃 테스트
먼저, 연결된 알람 입/출력 장비가 제품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알람 인: 알람 입력 장비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선택합니다. 연결된 알람 입력 장비의 알람 인 타입 및 입력
번호를 선택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5초 이내에 알람
입력 장비를 동작시킵니다. 알람 입력 검출 여부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를 남깁니다.
 알람 아웃: 알람 출력 장비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선택합니다.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3초 동안 알람 아웃 장비가 동작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테스트
현재의 네트워크 대역폭에서 원격지로 영상 전송 시 설정한 조건
으로 전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사를 수행하면서 버튼이 “정지”로
바뀝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충분함” 또는 “충분하지 않음”으로
“대역폭” 항목에 결과를 표시합니다.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검사를 중단합니다.
 실제 영상 전송 시 제품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프레임
속도(전송 속도)가 줄어들어 실제 영상 전송 결과가 테스트 결과와
다를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해당 제품으로의
다른 네트워크 접속은 해제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해당 PC에서 다른
네트워크 접속은 삼가기를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테스트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 셋
제품을 재시작하거나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리셋을 수행할 제품을 선택한 후 “리셋”
아이콘을 클릭하면
리셋 메뉴가 나타납니다.

소프트 리셋
제품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제품을 선택한 후
리셋 메뉴에서 “소프트 리셋”을 선택합니다.

설정창 하단에 선택한 제품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있는 제품의 시스템을 재시작 합니다. 리셋이
완료되면 “상태” 항목에 “성공” 또는 “실패”로 결과를 보여주며,
실패한 경우 “비고” 항목에 실패 원인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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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리셋
제품의 모든 설정값을 공장 출하시의 초기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제품을 선택한 후 리셋 메뉴에서 “팩토리
리셋”을 선택합니다.
설정창 하단에 선택한 제품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있는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상태” 항목에 “성공” 또는 “실패”로 결과를
보여주며, 실패한 경우 “비고” 항목에 실패 원인을 보여줍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제품이 재시작됩니다.
팩토리 리셋 수행 시 네트워크 설정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설정” – “네트워크”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USB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업그레이드 파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는 전원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정창 하단에 선택한 제품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있는 제품의 팩토리 리셋을 수행합니다. 리셋이
완료되면 “상태” 항목에 “성공” 또는 “실패”로 결과를 보여주며,
실패한 경우 “비고” 항목에 실패 원인을 보여줍니다. 팩토리 리셋
수행 후 시스템이 재시작됩니다.

시스템 로그 / 이벤트 로그
메인 화면에서 제품을 선택한 후 관리 메뉴에서 “시스템 로그”
또는 “이벤트 로그”를 선택합니다.

팩토리 리셋을 할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모든 설정값을
잃게 됩니다.

관 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시스템 로그 및 이벤트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관리할 제품을 선택한 후
“관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리 메뉴가 나타납니다.

 시작 시간 / 끝 시간: 검색 시작 및 끝 날짜와 시간을 설정

 “이벤트 로그” 기능의 경우 제품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메인 화면에서 제품을 선택한 후 관리 메뉴에서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합니다. “처음부터”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첫 로그부터, “끝까지”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마지막 로그까지 검색합니다.
 불러오기: 지정한 기간 내의 시스템 로그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한 페이지에 최대 100개의 로그를 보여줍니다.
 인쇄 / 저장: 화면에 있는 로그 정보를 출력하려면 인쇄를, “.txt”
파일로 저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로그의 경우
암호화된 HTML 파일(.html)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HTML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암호 입력이 요구됩니다.
 이동 버튼: 이전 페이지( ) 또는 다음 페이지(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 페이지 화면을 닫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한 후 업그레이드 파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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