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치 소개

내용물

간편 설치 가이드

네트워크 연결 및 설정
설치
1. 카메라 바닥의 원형 고정 플레이트를
회전시켜 분리합니다.

부분별 명칭
PIR
마이크
카메라 렌즈
Induction IC
IR LED 램프

Full HD 무선 IP카메라

IP 카메라

USB 전원케이블
1. m2c1608P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AC 어댑터

CD
네트워크 포트

Model: m2c1608P

EZLink 무선 연결

WPS

2. 고정 플레이트를 벽이나 천정 등, 설치하려는
위치에 제공된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3. 아래의 그림처럼 고정 플레이트의 a포인트와
카메라의 b포인트가 나란히 되도록 위치 시킨후,
카메라를 회전시켜가며 고정 플레이트에서
카메라가 탈착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a

WPS/리셋
상태 표시등
전원
Micro SD 카드 삽입구

b

Quick Installation Guide

진행을 계속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a.무선 연결을 진행하려면, 카메라와 공유기를
LAN케이블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요
b. 스마트폰이 카메라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c. 스마트폰이 무선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m2c1608P에 전원을 연결합니다.
2. ‘ready for Wi-Fi connection’음성이 나오면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 뒷변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3. ‘Wireless connection succeed’음성이 나오면 연결
완료
유선 연결(권장)

Indoor Wireless HD IP Camera

문의사항 및 기술 지원
TEL : 02-6339-9617
www.m2cloud.co.kr

a

V1.0

간편 설치 가이드

b

1. m2c1608P와 공유기를 LAN케이블로 연결합니다.
2. ‘Wired connection succeed’음성이 나오면 연결 완료
3. 앱의 설정 화면에서 무선 연결 설정을 진행합니다.

2 카메라 추가 하기

네트워크 상태 표시등
네트워크 상태 표시등

동작 상태

녹색 점등

유선 연결

0.2 초 간격으로 깜박임

EZLink 모드 (기본값)

0.4 초 간격으로 깜박임

WPS 연결 중

1.0 초 간격으로 깜박임

Wi-Fi 연결 완료

스마트폰에서 IP Camera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M2C Viewer ” 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합니다.

3 카메라에 접속하기
카메라 추가가 완료되었으면, 인터넷 브라우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카메라에 접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웹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함께 동봉된 CD의 “ Equipment Search Tool” 을

기자재의 명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델명: m2c1608P
인증 번호:MSIP-CMI-mTC-m2c1608P
상호명: 엠투클라우드(주)
제조자: 엠투클라우드(주)
제조국가: 중국

앱이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다음과 같은

컴퓨터에 복사합니다.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M2C Viewer

2. 카메라 추가 하기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3. 카메라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기본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처음으로 카메라에 접속하여 로그인 할경우,
액티브 엑스 또는 애드온(add-on)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5. 웹 브라우저에 로그인 후, 카메라 설정을 진행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분실했다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Reset" 버튼을
약 10초간 누룹니다.
2. 버튼에서 손을 뗀 후 약 30초 간 기다리면,
카메라는 공장 초기화 상태로 재시작되고,
사용자 이름(username) : ‘admin’ 과
비밀번호(password) : ‘123456’
로 복원됩니다.
확인 사항:

확인 사항:

공장 초기화 상태로 복원되면, Wi-Fi 연결 및 기타

카메라와 PC 가 동일한 네트워크(LAN) 상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정들도 모두 초기화 됩니다.

제조년월: 2016.05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FAQ

앱을 실행 후 화면의 "+" 버튼을 클릭하여.
카메라 추가를 진행합니다.

2. "Equipment Search Tool "을 실행합니다.

설치 마법사를 통해서 재 설정 바랍니다.
만약 Wi-Fi 연결이 계속 실패할 경우,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여 WPS 연결을 진행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