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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를 목록에 추가하기 
토브넷캠을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PC 프로그램으로 카메라를 등록해야 합니다. 

토브넷 홈페이지(www.tovnet.co.kr)의 하단에 있는 PC뷰어를 다운로드&설치해주세요. 

① ‘WAN’ 을 클릭합니다. 

② 제품에 붙어있는 제품ID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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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를 목록에 추가하기 

① 마우스를 우클릭 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② ‘카메라추가’를 클릭합니다. 



1. 카메라를 목록에 추가하기 

① Type your IP address and select details 

③ 카메라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카메라 이름을 설정합니다. 

② 제품에 있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2. SD카드 설정하기 

SD카드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특성들을 순서대로 설정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토브넷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신 후, 하단에 있는 LAN 을 누릅니다. 

2) 사용하고자 하는 토브넷캠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SD카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4) 음성녹음 외에 다른 설정은 만지지 마십시오. 

① 메뉴 하단의         를 누릅니다. 

②      을 터치합니다. 

③ ‘SD카드 설정’을 누릅니다. 

LAN 



2. SD카드 설정하기 

2-1) 음성녹화 켜기 

① 음성 녹화를 켭니다. 

②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음성녹화가 켜집니다. 

① 음성 녹화를 끕니다. 

2-2) 음성녹화 끄기 

②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음성녹화가 꺼집니다. 



3. 움직임 감지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① 메뉴 하단의         를 누릅니다. 
LAN 

② 사용하고자 하는 토브넷캠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③ 알람을 선택합니다. 

④ 움직임 감지를 켭니다. 

⑤ 알람 감도는 낮음을 선택합니다. 

⑥ 완료를 누르면 적용됩니다. 



3. 움직임 감지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① 메뉴 하단의         를 누릅니다. 
LAN 

② 사용하고자 하는 토브넷캠의       을 선택

합니다. 

③ ‘Light with Alarm’을 켭니다. 

3-1) 경고조명 작동 (센서등 기능) 

경고조명은 움직임이 감지 되었을 때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는 기능입니다. 

위의 ‘알람설정’을 하신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해주세요. 



4. 라이트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⑤ 시작시간을 입력합니다. 

⑥ 종료시간을 입력합니다. 

⑦ 완료를 누르면 설정이 완료 됩니다. 

① 메뉴 하단의         를 누릅니다. 
LAN 

② 사용하고자 하는 토브넷캠의       을 선택

합니다. 

③ ‘Light Timer’를 터치합니다. 

④ Power을 켭니다. 



5. 원격으로 LED 점등하기 

① 전등 아이콘을 터치하면 아이콘이  

노란빛으로 변하면서 점등됩니다. 

② 노란빛이 나는 전등 아이콘을 터치하면  

아이콘이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꺼집니다. 



6.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 사용하기 

무전기처럼 버튼을 누르고 말하고 듣는 형식으로 구동되며, 일반전화와 같이 동시에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① 토브넷캠이 설치된 장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② 터치 후 말을 하면 토브넷캠이  

설치된 현장으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7. 화면 저장하기 

① 가운데 카메라를 터치하여 화면을 

촬영합니다. 

② 촬영 후 영상보기 화면을 나오신 후, 

가운데의 ‘파일’ 버튼을 터치하시면 폴더

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동영상 저장하기 

① 영사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② 영사기 아이콘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 

왼쪽 상단에 REC상태가 떠 있는 동안 

녹화가 진행됩니다. 



10. 동영상 저장하기 

① 녹화를 마치고 난 후 가운데에 있는 

‘파일’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③ 폴더에서 녹화된 파일들을 보실 수 있

습니다. 

② 일자별 폴더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