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A FRAME IN COMPLY WIHT FZP1 

Page 1/44 통합한글매뉴얼버전121026 /  All rights reserved                           

 

 

 

 

 

 

         

 

 

 

 

 

 

 

 

 

 

 

 

 

 

 

 

 

 



MEDIA FRAME IN COMPLY WIHT FZP1 

Page 2/44 통합한글매뉴얼버전121026 /  All rights reserved                           

 

목차====================================================================== 

 

스펙   3 Page 

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4 페이지 

메뉴기능 사용해보기    5 페이지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Network설정하기    5 페이지 

고정IP 설정하기 / 리모트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하기    8 페이지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FTP설정하기    9 페이지 

공개 프로그램인 알FTP 와 FileZilla  사용해 보기    11 페이지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  데이터 전송 사용하기    13  페이지 

DDNS 기능을 활용해 공유기의 가상IP 가지고  원격지에서  데이터 전송 사용하기  14 페이지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FTP Auto Download   21  페이지 

NTP서버 설정 및 현재시간 설정 하기     22 페이지  

미디어 파일 다운로드 / 업로드 사용하기    23페이지 

HTTP 명령어 사용하기    24 페이지 

Window Media Player 버전11 사용하기    27 페이지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VIDEO설정하기   28 페이지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Auto Play설정하기 28 페이지 

RS-232 사용하기        30 페이지 

플레이 리스트 스캐쥴 기능 사용하기    37 페이지 

 

 

 

 

 

 

 

 

 

 

 

 

 

 

 

 

 

 

 

 



MEDIA FRAME IN COMPLY WIHT FZP1 

Page 3/44 통합한글매뉴얼버전121026 /  All rights reserved                           

플래쉬 메모리카드 지원 컴팩트플래쉬카드 (CFC), 최대 16GB 까지 지원 

자동재생기능 

자동 재생기능(Auto Play) 내장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사진파일 및 동영상을 파일 순으로 

파일을 찾아 재생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파일 재생 순서는 파일의 

ABC 순으로 정열 된 순으로 재생 

그래픽 파일 지원  JPEG 그래픽 파일크기 (최대 지원 8000x8000 pixels) Full HD 급 파일 재생 지원 

그래픽 재생 모드 
오토 슬라이드 쇼, 화면 확대 및 축소,파일정보 표시, 재생 간격 설정 (10/15/30/60 초), 

재생/정지/중지 기능, 와이드(16:10)/Normal(4:3) 사진비율 전환 지원 

동영상 파일 지원 
파일 변환없이 다이렉트 재생, MPEG-1/2,MPEG4,DivX3.11/4.X/5.X.XviD,AVI, 

VOB,WMV9(Max bit rate 12Mbps) Full HD 급 파일 재생지원 

동영상 재생 모드 재생/정지/중지 기능, 볼륨조절, 묵음기능, 화면 확대, 파일정보 표시 기능 

오디오 파일지원 MPEG1/2/2.5 layer3(ISO 대응) MP3, WMA 

오디오 재생 모드 재생/정지/중지 기능, 볼륨조절, 묵음기능, 반복 재생 기능, 파일정보 표시 기능 

네트웍 모드 

RJ45 LAN(100Mbps)포트 지원, FTP Local 네트웍, FTP 오토 다운로드,FTP 

Remote 네크웍지원, Universal Plug and Play(UPnP) /DHCP 지원, WindowsXP 의 Windows 

Media Player11 네트웍 연동 지원, HTTP 원격 메뉴 콘트롤 지원   

스캐쥴 기능 지원 메모리카드에 생성된 스캐쥴 파일을 같이 넣어 원하는 요일 및  시간에 파일 재생 가능 

언어 지원 영어 

스피커 스테레오 내장 스피커 지원 3W x2 

콘트롤 
리모트 콘트롤러 사용(최대 3M 이내 사용 및 45 도 범위 이내 각도 동작) 및 패널 버튼 

콘트롤(본체의 OSD 버튼으로 색상변경 및 화면조정, 음량조정 가능) 

 

* 본 제품은 수출전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본 한글 매뉴얼은 한글 사용자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사용시 주의 사항] 

[주의] 시스템의 설정을 바꾸시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설정에서 TV시스템의 방식을 PAL로 바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체의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1. 직사 광선이 들거나 전열기구와 같은 열이 발생되는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LCD 표면에  

손상이나 검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에 설치하시고 좁은 장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전원 코드를 빼시고 구입 회사에  

문의 하십시오. 

        4. 제품 청소 시 물을 뿌리거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닦지 마시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5. 모니터 통풍구로 이물질이나 금속성 물체를 넣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6. 전원 플러그 연결 시 흔들리지 않게 연결 하시고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제품의  사용] 

스탠드는 옵션 선택 사항입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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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는 제품 본체의 카드 슬롯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보호 커버가 닫혀 있습니다. 나사를 풀은 후 메

모리 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영상재생을 위하여 본 제품은 CF(Compact Flash)메모리카드를 사용합니다. 

제품의 전원을 전원 단자에 연결하신 후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구성품] 

 

1. 본체 1대  2. 전원케이블 1.5M  1개  3. 리모콘 1개  4. 한글 사용자 설명서 1개(온라인 다운로드)  

[제품 설치 하기] 

1. 제공되는 전원 케이블을 제품의  전원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제품의 전원

을 연결하기 전에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꼽거나 빼기 전에는 항상 전원 스위치를 끈 상

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장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리모콘의 TV MODE버튼을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TV모드 방식이 바뀌면서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실수로 눌렀을 경우에는 화면이 제대로 나올 때까

지 계속해서 누르시기 바랍니다. VGA설정으로 바뀌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주의] 리모콘은 제품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모콘 센서에서50Cm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POWER:전원스위치]: 본체의 셋탑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2.TV MODE:모드설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연결 설정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는 VGA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Numeric Key:숫자 버튼] :숫자나 영문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4.Clear:삭제]: 마지막 목록을 삭제합니다. 

[5.Select:선택]:기능을 선택하거나 선택된 파일을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6.Setup:설정버튼]:설정메뉴를 열 때나 설정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7.OSD:정보표시]: OSD기능을 사용 할 때 사용합니다. 

[8.AUTO PLAY:자동재생]: 자동재생 기능을 키거나 끕니다. 

[9.MUTE:사운드묵음]: 사운드를 일시적으로 묵음으로 합니다. 

[10.Volume Up/Down:볼륨조절]:소리를 키우거나 줄입니다. 

[11.Move the cursor:방향키 버튼 ▶ / ◀ / ▼ / ▲] 방향키의 방향 선택 버튼 입니다. 

[12.ENTER:확인]: 방향키의 재생 버튼으로 각 모드의 재생으로 들어 갑니다 

[13.Return:이전버튼]:이전 메뉴로 돌아 갑니다. 

[14.NTSC/PAL:주파수설정]: 한국은 NTSC를 사용합니다. PAL로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Shuffle]: shuffle기능을 키거나 끕니다 

[16.Play:재생]: 선택된 파일을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17. ▶▶I, I◀◀:이전 및 다음 버튼]: 동영상이나 사진 재생 시 앞으로 또는 뒤로 탐색 할 때 사용합니다 

[18.Repeat:반복]:파일 재생을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19.▶▶, ◀◀: 뒤로 감기 및 앞으로 감기 ]:재생을 앞으로 빨리 진행하거나 뒤로 감기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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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Stop: 중지 ] : 재생을 중지 할 때 사용합니다. 

[21.Info: 정보 ]: 선택된 파일의 정보를 화면상에 표시해 줍니다 

[22.Search: 탐색 ]: 비디오 영상의 프레임을 시간별로 탐색 합니다. 

[23.Zoom: 확대 ]: 비디오나 사진의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봅니다. 

[24.Pause/Step: 일시중지 및 Step ]: 영상의 재생을 일시 중지하거나 영상 프레임 한 개 한 개를 볼 때 사용합

니다.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메뉴설정에 Autoplay(자동재생기능)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원을 키면 자

동으로 메모리카드에 들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메뉴설정에 Autoplay(자동재생기능)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의 메

인 메뉴가 보여 집니다. 

화면에는 /mmt/CF 와 SETUP메뉴가 보입니다. 

mmt/CF는 CF메모리 카드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메뉴이고 SETUP은 

환경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잠시 후 네트웍이 연결되어 있고 네트웍 설정상의 DHCP모드가 On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옆의 사진과 같은 팝업창이 뜨면서 현재 네트웍으로 

연결되어있는 어드레스를 화면에 보여 줍니다.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Setup들어가기] 

환경설정메뉴로 들어가기 위해서 

위의 mmt/CF 와 SETUP메뉴 화면에서 방향키를 이용

해 setup메뉴로 가서 Enter을 누릅니다. 또는 직접 리

모콘의 SETUP버튼을 눌러 메뉴설정으로 들어 갈수 있

습니다 이때 영상이 재생 중일 때는 STOP(정지)버튼을 

눌러 일단 영상의 재생을 중지 후 SETUP버튼을 누르시

기 바랍니다. 

설정을 변경 후에는 반드시 SETUP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Network설정하기]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인터넷 유무선 공유기 : 사무실이나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에 연결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컴퓨터 등에서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기기를 말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과정: 각 가정의 컴퓨터에서 나온 인터넷은 해당 지역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즉 한

국통신이나 LG파워콤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인터넷 연결이 총 집결되는 최상위(도메

인)서버를 거쳐 국내 또는 국외 사이트로 연결 됩니다.  도메인은 (DNS, Domain Name Service)로 숫자인 IP주

소를 영문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 입니다.  

IP(Internet protocol)주소: 우편물을 목적지에 보내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한 것처럼 웹사이트나 인터넷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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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컴퓨터는 모두 고요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신규약(protocol)에 따른 주소를 말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P주소를 가져야 하며 이는 ISP업체가 할당해 줍니다. IP주

소는 일반적으로 3자리 숫자가 4마디씩 연결된 형태로 이를 IPv4 라 합니다. 예를 들어 111.222.333.444와 같

은 형태며 각 마디는 256(2의8승)을 넘지 못합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어떤 IP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하려면 

윈도우의 시작>실행>cmd입력/엔터>ipconfig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한 가구당 한 개의 IP가 

기본이지만 여러대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IP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  인터넷 

유무선 공유기는 하나의 IP주소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공유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

다. 

TCP/IP : 인터넷 접속을 위한 통신규약으로 TCP라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을 합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HTTP: 인터넷 익스폴로러등의 웹 브라우져로 웹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인터넷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데 인

터넷 웹 페이지는 하이퍼 텍스트(Hyper-text)라는 글자로 구성됩니다. 이 하이퍼 텍스트를 전ㅅ송, 제어하는 구

약이 HTTP입니다. 그리고 웹 페이지를 작성하는 언어가 HTML입니다. 따라서 http:// 라고 입력하는 건 이제 하

이퍼 텍스트로 작성된 웹 페이지에 접속한다는 뜻입니다. 

FTP(File Transfer Protocol):파일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규약으로 원격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파일을 빠르

게 업로드/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합니다.   웹브라우져의 주소창에 ftp://.. 의 형태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알

FTP같은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 하기도 합니다.  

 

리모컨으로 IP어드레스 및 글자 입력하기: 리모콘의 키패드 버튼은 버튼 한 개로 숫자 및 영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콘의 2가 써져 있는 버튼을 두번 누르면 a라는 글자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IP어드레스를 입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92.168.100.100”을 입력해야 한다면 리모콘의 버튼 1을 누르면 1이 

입력됩니다. 이 때 숫자 1의 색깔은 오렌지 색입니다. 잠시 후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면 9를 누릅니다. 그러면 9

가 입력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숫자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Network With:  Disable/RJ45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J45을 선택합니다. 

IP Assigned by DHCP : 만약에 공유기를 사용해서 DHCP(유동IP)를 사용하고 있다면 On을 선택 하십시오 그러

면 본체에서 자동으로 IP를 할당해 재 부팅 시 화면에 IP어드레스를 보여줍니다. 단 IP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

는 경우에는 Off로 설정하시기 바라며. Assign IP address 메뉴에서 수작업으로 DHCP로 자동 부여된 IP 어드레

스를 입력 하실 수 있으며 , 고정IP가 있는 고객은 직접 고정 IP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Assign IP Address: DHCP을 사용하지 않고 IP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본 제품에서 네트워크로 FTP나 HTTP명령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IP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FZP1모델을 가진 본체가 공유기 단에 로컬 네트웍으로 설치 되어 있다면  설정된 IP는 

192.168.xxx.xxx의 형태로 될 것입니다. 공유기의 IP 어드레스를 192.168.0.34 로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Ip address 192.168.0.34 

Mask 255.255.255.0 

Gate way 192.168.0.1 을 입력 합니다  

DNS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 간혹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고정 IP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FZP1모델의 본체가 직접 고정 IP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직접 고정IP 

및 마스크 , 게이트웨이 를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고정IP을 설정하면 같은 건물내의 로컬네트워크의 연결을 벗

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서도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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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그림은 같은 공유기에 PC와 디스플레이 제품이 연

결되어 있는 로칼 네트워크(같은 건물안 공간)에서의 가

상 IP주소 설정 그림입니다. 고정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옆의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면 안됩니다. 

설정 변경 후 enter를 먼저 누르고 setup버튼을 눌러야 

설정 변경이 완료됩니다.  

위의 입력한 것처럼 본인이 사용하려는 네트워크의 IP 

address 나 Mask, Gateway 등은 네트워크가 연결된 PC

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 보려면 본인이 사

용하는 PC의 WindowsXP에서 시작을 눌러 실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 가능하면 DNS을 넣어주기 바랍니다. 

  

command(또는cmd)을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MS-DOS창이 뜨면은 ipconfig을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의 그림과 같은 네트워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참조하여 IP Address, Mask 

(Subnet Mask) Gateway (Default Gateway)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실행창에서 Ping 사이트주소 를 치시면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 연결 유무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예 ping yahoo.co.kr]  

windows7에선 처음엔 실행창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행 메뉴 창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버튼을 누른 

후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속성에 들어 갑니다. 작업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에서 사

용자 지성 버튼을 누릅니다. 마우스로 아래로 내려보면 위와 같은 그림처럼  “실행” 이라는 메뉴를 발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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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수 있습니다. 실행에 클릭 하신 후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엔 실행 메뉴가 보입니다 또는 키보

드의 Windows 마크가 있는 버튼+R키 을 동시에 누르면 실행창이 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 주소로 접속하 

면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ipTime공유기의 경우 공유기의 설정 창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익스플로러 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192.168.0.1 이나 http://192.168.10.1 또는 http://192.168.10.100 을 

입력하시면 설정 창에 접속 가능합니다.각 제조사별 공유기마다 게이트웨이가 다르니 확인하고 접속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건 공유기 해당 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은 ipTime의 공유기 설정 창 예제입니다. (각 공유기의 제품 종류에 따라 아래의 그림은 달라 집

니다) 

 

렉스코스사의 FZP모델명을 가진 본체에서 DHCP(유동IP)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자동으로 IP를 설정합니다. 

전원을 키면 첫 화면에 DHCP로 설정된 IP를 보여 줍니다. 또는 공유기 설정 창에서 아래와 같이 할당된 IP

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IP 설정하기 / 리모트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하기] 

위에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은 로컬 네트워크 

환경인 같은 공유기에 PC와 디스플레이 장비가 같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원격지

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디스플레이 장비에는 고정

IP가 설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정IP는 

192.168.0.2등과 같이 192.168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유기에서 발행하는 가상IP(사설IP)는 전부 

192.168로 시작합니다. 

옆의 그림은  고정IP을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Assign 

IP Address 메뉴를 열어 고정IP 설정한 한가지 사례 

입니다. 고정IP는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전부 틀립

니다. 고정IP는 네트워크 관리자에 문의하셔서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http://192.168.0.1/
http://192.168.10.1/
http://192.168.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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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FTP설정하기] 

Local FTP Server: Local FTP Server 을 사

용하기 위해 On으로 한경우 DHCP을 

Disable(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IP나 가상IP를 사용하

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Assign IP address 

메뉴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

니다. 본 Local FTP Server를 On으로 설정

해야 비로소 FTP기능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 하시기 위해

서는 반드시 On 으로 설정 해야 합니다.  

 

Local FTP Server Setup: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FTP접속을 위해 Port와 User ID 및 

Password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Port는 21번이며 User ID는 root, Password는 admin입

니다. 향후 사용하시다가 보안상의 이유로 User ID와 Password변경 시에는 ID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

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로컬 네트워크인 경우에 FTP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PC의  윈도우 익스플로러 브라우져를 열고 예를 들어 주

소창에 ftp://192.168.0.14 를 입력합니다. (IP어드레스는 각 사용자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연

결하기 위한 고정IP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ftp://210.216.209.243 처럼 고정IP을 주소 창에 입력합니다. 아

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다른 이름으로 로그온 창에서 공장 출하 시 이미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ID인 “root”와 패스워드 “admin”

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 로그온을 하면 아래와 같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FZP1모듈을 탑재한 제품 본체의 CF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목록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PC창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그림처럼 디스플레이 장비의 CF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탐색기에

서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보기메뉴에서 “Windows탐색기에서 FTP사이트 열기”을 선택합니다. 익스플로어 버전에 따라서는 페이지 메

뉴에 있을 수 있습니다.  

ftp://192.168.0.14/
ftp://210.216.2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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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우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파일을 지우거나 다른 디렉터리에서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 넣기 등으로 

본체의 CF메모리에 데이터를 전송 하실 수 있습니다.  

- Windows 7 에서 사용하기 - 

Windows7에서는 Windows 탐색기 창이 열리면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세요 아래와 같이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도구등의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서 보기메뉴를 누르시고 Windows탐색기에서 FTP사이트 열기 서

브메뉴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은 고정IP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로그온이라는 창이 뜨면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은 root 암호는 admin을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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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프로그램인 알FTP 와 FileZilla  사용해 보기] 

웹 브라우져 창에 ftp:// 라고 입력하는 대신에 공개 프로그램인 알FTP같은 프로그램을 사용 하실 수도 있습

니다. 인터넷에서 알FTP로 검색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신 후 설치하시고 사이트맵 메뉴를 클릭 후 사이트 

추가 메뉴클릭 후 사이트정보 창에 자신의 본체에 설정 한 고정 IP주소 와 초기 사용자 ID는root 비밀번호는 

admin을 입력 하십시오 , 아래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접속이 완료되면 상단의 영역에는 본체의 CF메모

리 영역이 보이며 하단에는 자신의 컴퓨터 로컬 하드디스크 영역이 보입니다. 마우스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의 형태로 옮기시면 파일이 전송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로컬네트웍인 공유기을 사용할 때의 가상IP을 입

력 할 경우입니다.  

  

고정IP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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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Mode에 체킹 하지 않으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FTP프로그램을 이용 하실 수 도 있습니다. FileZilla 라는 FTP프로그램을 설명 하겠습니다. 

www.rexcos.co.kr 에 가셔서 다운로드 유틸리티에 가면 FileZilla 라는 FTP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후 PC에 인스톨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빠른 실

행을 원하시면 호스트라는 창에 고정IP을 입력하시고 사용자명에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root 비밀번호에 

admin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포트에는 21을 입력한 후 빠른 연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관리자에 등록해서 사용하려면 파일/사이트관리자 메뉴를 열고 창에 위와 같이 새 사이트 아이콘을 

http://www.rex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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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 새 사이트 이름을 입력 후 호스트 창에 고정IP을 입력하고 포트에 21번 사용자와 비밀번호를 위와 같

이 입력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  데이터 전송 사용하기] 

 

제품이 고정IP에 연결되어 있어 리모트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

거나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드로이드 OS을 사용하는 제품 중 AndFTP라는 앱을 이용한 데

이터 전송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AndFTP라는 웹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왼쪽의 두번 째 화면에서 서버라는 창에 아래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 FTP서버설정 창이 열리면 접

속주소 란에 사용하시는 고정IP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210.216.209.243 과 같은 IP어드레스를 넣습니다. 

서버타입은 FTP에 그대로 놓으시고 포트는 기본 21로 놓습니다. 이름에 root 비밀번호에 admin을 입력합니

다. 기본 경로 및 지정 결로는 필요한 경우 바꾸실 수 있습니다. 고급을 눌러 재전송 기능 활성화에 클릭합

니다. 문자방식은 한글이 깨지지 않게 EUC-KR(한국어)로 바꾸시고 기본 메뉴로 돌아와 저장 버튼을 누르시

고 메인화면에서 연결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장치브라우저 버튼이 있는 창의 파일은 제품의 CF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목록 입니다. 장치브라우져 버튼을 누르면 FTP브라우져 버튼으로 바뀌고 스마트폰의 

/sdcard 아래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 줍니다. 파일목록에서 DCIM폴더로 이동 후 Camera폴더로 이동해서 

사진 파일 한 개를 클릭합니다. 아래의 왼쪽 메뉴버튼을 누르면 열기 메뉴를 통해 사진을 열어 볼 수 있습

니다.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제품의 CF카드로 전송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장치브라우져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마찬가지로 파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스마트폰의 /sdcard/DCIM 폴더로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파일이 본체로 전송되는  동안에는 본체의 화면이 일시적으로 스크린 세이버 화면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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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NS 기능을 활용해 공유기의 가상 IP 가지고  원격지에서  데이터 전송 사용하기] 

DDNS 기능은 유동 IP 주소를 고정 IP 처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웹브라우져 주소 창에 입력하는 문자 주소(예: http://www.rexcos.co.kr)가 있고 

211.43.212.53 처럼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IP 주소가 있습니다. 문자 주소는 DNS 서버에서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즉 웹브라우져에 http://www.rexcos.co.kr 을 입력하면  DNS 서버로 접속하여 이 주소가 가르키는 IP 주소 

211.43.212.53 를 받아옵니다. 이 IP 주소로 웹브라우저는 접속을 합니다.  

DDNS 는 이 일반 문자주소에 IP 를 저장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대부분 유동 IP 

(가상 IP) 입니다. 유동 IP 는 고정 IP 와 달리 주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P 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속하고자 할 때 이 IP 주소가 바뀐다면 접속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DDNS 기능을 이용해서 IP 주소를 

문자주소로 바꾼다면 IP 주소의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DDNS 기능이 있는 공유기는 자동으로 IP 주소가 

바뀌면 바로 문자주소에 IP 주소를 갱신시킵니다.  

보통 DDNS는 dyndns.org를 이용하지만 iptime 의 공유기에서는 별도의 등록없이 ID.iptime.org 도메인을 사용

하며 쉽게 사용 할 수 있어 여기서는 ipTime의 N604M 모델의 공유기를 가지고 설명 하겠습니다.(참고로 Zio사

의 공유기도 DDNS을 지원합니다.) 

공유기의 관리자 모드에 접속합니다.  대부분은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http://192.168.0.1 을 입력하면 관리자 메

뉴가 뜹니다. ID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면 입력 후 관리도구 메뉴를 누릅니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DDNS설정 메뉴에서 서비스 공급자는 ipTime DDNS으로 놓습니다. 호스트이름은 원하는 이름을 넣습니다. 여기

서는 photorek으로 넣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에는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사용자 암호는 원하는 

암호를 만들어 넣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위의 그림과 같이 photorek.iptime.org 라는 계정이 만들어 집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웹브라우져 창에 http://192.168.0.1 대신에 http:// photorek.iptime.org 

을 입력해 봅니다. 공유기 관리자 창이 뜬다면 정삭적으로 동작 하는 겁니다. 

원격지에서 이 공유기로 접근해서 플레이어에 접속하려면 포트포워딩(가상서버설정)하고 DMZ 을 설정해줘야 합

http://www.rexcos.co.kr/
http://192.168.0.1/
http://192.1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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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포트포워딩 설정- 

포트포워딩은 가상서버설정이라고도 하는데 공유기가 한 개의 공인 IP를 여러 개의 사설IP(192.168.X.X)로 나누

어 사용하다 보니 외부에서 볼때는 1개의 공인 IP만을 인식하고 그 IP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포트포워딩이란 이와 같이 어디

로 가야 할지 모르는 패킷을 지정 컴퓨터로 안내하는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정의된 리스트에 사용자정의로 놓고 규칙이름에는 임으로 이름을 

정해서 넣습니다. 여기서는 FZP1으로 넣겠습니다. 

내부IP주소에 디스플레이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 IP주소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디스플레이 장비의 IP어드

레스 설정이 192.168.0.34라면 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프로토콜에는 TCP로 놓고 외부포트에 21~21 로 입력하고 내부 포트에도 21~21로 입력 후 추가 버튼을 누릅니

다. 위의 그림과 같이 하단 1번으로 포트포워딩이 등록 됩니다. 

다음으로 DMZ설정을 해야 합니다. 

 

 

- DMZ 설정 - 

공유기는 하나의 IP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공유기 밑

(안,속 과 같은 말임)에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네이버,야후등 외부인터넷으로 나

갈때 NAT기술이 이용됨) 이상이 없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유기 밑 여

러 대의 컴퓨터 중 어느 곳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DMZ이라고 부르

며, 따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DMZ설정은 안으로 들어오는 신호(Inbound Packet)를 

특정컴퓨터로 연결시켜달라고 공유기에게 요청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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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과 같이 DMZ / TimeIP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우측에 DMZ에 체킹하고 아래의 내부 IP주소

에 포트포워딩에서 등록한 IP어드레스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192.168.0.34 을 입력하겠습니

다. 입력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원격으로 장비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같은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의 PC에서 디스플레이 장비로 접속 해 보겠습니다. 

PC의 웹브라우져를 실행 후 주소창에 아래와 같이 DDNS에서 등록된 문자주소 http://photorek.iptime.org를 입

력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그림이 나오는 사용하는 PC는 windows7 64bit 환경입니다. 

 

위와 같이 ID와 password을 묻은 창이 뜹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root 을 사용자 이름에 넣고 암호에 

admin을 넣습니다.  

아래와 같은 HTTP서버의 메뉴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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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서버로 연결하기 위해 아래의 Connect FTP Server 의 ftp://photorek.iptime.org:21 을 마우스로 클릭해 봅

니다.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 본체의 CF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목록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Windows 7 을 사용하는 PC에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Windows7에서는 Windows 탐색기 창이 열리면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세요 아래와 같이 파일/ 

편집/ 보기/즐겨찾기/ 도구등의 메뉴가 열립니

다. 여기서 보기메뉴를 누르시고 Windows탐색

기에서 FTP사이트 열기 서브메뉴를 클릭 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 이름으로 로그온이란느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똑같이 사용자 이름에 root, 

암호에 admin을 입력하면 탐색기에서 사용하는 

것 과 똑같이 파일을 삭제 복사 이동 등을 하실 

ftp://photorek.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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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PC의 OS환경이 WindowsXP라면  보기메뉴에서 “Windows탐색기에서 FTP사이트 열기”을 선택합니

다. 익스플로어 버전에 따라서는 페이지 메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FTP 서버로 접속하실려면 웹브라우져 주소 창에 의 ftp://photorek.iptime.org 을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웹브라우져에 주소를 입력해서 디스플레이 장비의 CF메모리카드의 파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FTP접속 프로그램인 알 FTP 나 FileZilla 프로그램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사용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FileZilla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ww.rexcos.co.kr 에 접속해서 

다운로드/유틸리티에 가면 [파일] FileZilla 버젼 3.5- 파일전송 프로그램 버전 을 클릭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FileZilla 사용해 보기 ========= 

 

프로그램을 실행 후 파일에서 사이트관리자를 클릭해 사이트관리자 창을 띄웁니다.  

ftp://photorek.iptime.org/
http://www.rex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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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칸에 photorek.iptime.org 을 입력하고 protocol과 암호는 그대로 나두고 로그온 유형은 일반으로 

놓습니다. 사용자에 root 비밀번호에 admin을 입력합니다. 아래의 연결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원격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의 CF 메모리카드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 

해보십시요 디스플레이 장비에 그대로 재생 될 것입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전송 사용해 보기 ========= 

여기서는 AndFTP라는 플로그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AndFTP라는 프로램을 다운받아  

실행합니다.  

 

왼쪽의 첫번째 화면은 AndFTP 를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폰에 설치한 화면입니다. 추가로 FTP 서버를 등록하기 

위해 두번째 화면에서 추가버튼을 누릅니다. FTP 서버설정에서 접속주소는  photorek.iptime.org 을 입력합니다. 

ftp://photorek.iptime.org/
ftp://photorek.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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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타입과 포트는 변경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으로 이름에 root 비밀번호는 admin 을 

입력합니다. 

 

 

 

 

 

 

 

 

 

 

 

 

 

 

왼쪽의 화면과 같이 FTP 서버설정에서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문자방식은 EUC-KR 을 선택하고 재전송기능  

활성화에 클릭 후 기본설정으로 돌아가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장치브라우져 화면은 디스플레이 본체의 CF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 줍니다. 

FTP 브라우져 화면은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sdcard/ 파일 목록을 보여 줍니다. 

Sdcard/DCIM/camera 로 이동해서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 사진파일 전송을 시작합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HTTP 서버 사용해 보기 ========= 

스마트폰의 일반 인터넷 브라우져를 활용해 접속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아래와 같이 인터넷을 엽니다. 

 

두번쨰 그림의 주소록에 http://photorek.iptime.org 입력합니다. ID와 비밀번호 를 입력하면 HTTP서버가 

열립니다.  

 

ftp://photorek.ipti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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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FTP Auto Download] 

FTP Auto Download : 본 기능은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별도의 외부에 있는 웹 호스팅 서버을 통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입니다.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IP를 가지는 호스팅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 IP address나 도메인(예를 들어 www.rexcos.co.kr 을 운영)을 가지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면 

서버의 공간에 특정 디렉토리(예를 들면  demo등 기타 원하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를 만든 후 본체의 Server 

IP에 IP address나 도메인을 입력하고 설정해 놓은 UserID와 패스워드를 입력 후 FTP path에 서버에 만들어 놓

은 같은 디렉토리(예 demo)을 지정해 놓으면 특정 디렉토리(예 demo)에 있는 데이터를 미리 정해 논 시간에 자

동으로 다운로드 해서 본체의 CF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합니다. CF메모리에 있는 이전 데이터는 삭제 

됩니다.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Remote FTP Download Setup 사용하기/ 서버에서 네트워크로 파일 다운로드 하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메뉴에서 FTP Auto download가 On으로 설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Remote FTP Download Setup : 본 기능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의 별도의 FTP서버에서 네트워크로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입니다.  

- Server IP : 웹 호스팅 제공업체의 FTP의 IP어드레

스나 도메인 네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이 www.rexcos.co.kr 을 사  

      용 중이면 www.rexcos.co.kr을 입력하거나 아 

      니면 직접 IP어드레스인 211.43.212.53을 입력 

     하셔도 됩니다. 

- Port: 포트는 21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번호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FTP사이트에서 다른 Port(포트)을 사용한다면 정확

한 포트 번호를 입력 하십시오 

- User ID: 운영중인 FTP 서버의 User ID을 입력합니

다. 

- Password : 운영중인 FPT서버의 패스워드를 입력

합니다. 

- FTP Path: 데이터를 공유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디렉터리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웹 호스팅 서버에 demo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 후 자동으로 

.demo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FTP Path에 demo라고 입력 합니다. 그러면 특정 지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서버의 demo라는 폴더안의 파일이 자동으로 플레이어의 CF메모리 카드로 데이터

가 다운로드 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아래의 수동과 자동 다운로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http://www.rexcos.co.kr/
http://www.rexcos.co.kr/
http://www.rex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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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다운로드 기능] 

FTP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CF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지워집니다. 

- 수동으로 다운로드 기능 사용 하기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FTP서버에서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시간에는 화면보호기가 나타나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파일을 재생합니다. 

[FTP Auto download 자동으로 다운로드 기능 사용 하기] 

- 위에서 설명한 Remote FTP Download Setup 사용하기 를 참조하여 정확히 입력합니다. 

네트웍이 끊겼을 경우에는 왼쪽의 화면이 나탑니다, 2분 후 다운로드을 재시도합니다. 리모콘의 Return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FTP서버에서 다운로드 하시려면 뒤에 설명하는 웹

브라우져에서 http://아이피주소 로 입력하여 HTTP 커맨

드 창에서 Autodownload 메뉴에서  AutoDownload 

immediately
전송

  버튼을 누르면 바로 FTP서버에서 다

운로드가 실행됩니다. 

 

[주의]서버의 특정 디렉터리에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파일명은 파일명 중간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됩니다. 

[NTP서버 설정 및 현재시간 설정 하기] 

NTP Server : NTP서버를 사용하려면 Enable을 입력합니다. 

Timer Setup : NTP 서버 설정과 로컬 타임 Auto Download Time을 설정합니다. 

     NTP 서버의 IP어드레스는 204.152.184.72 

입력을 권장합니다. 

Time Zone설정은 Auto-Download(자동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Note) NTP서버와 Local Time이 설정되었을 경우

에는 NTP서버가 우선 합니다. 

Local time은 한국의 현재 시간을 의미 합니다. 리

모컨의 방향버튼으로 현재시간과 일치하게 맞춥니

다. 

{주의}올바른 설정을 위해 뒷 페이지의 Note:GMT 

and Applied regions를 참조 바랍니다. 

Note) : 모든 설정이 끝나면 반드시 리모컨의 Enter버튼을 누른 후 Setup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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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니다. 설정은 자동으로 저장되며 본체는 재 부팅하게 됩니다. 

 

[미디어 파일 다운로드 / 업로드 사용하기] 

 

스텝1) I  

 

Assigned by DHCP메뉴는 disabled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Eyezone Network setup에서 IP어드레

스를 입력합니다.(예 192.168.1.100) Mask와 Gateway등을 입력합니다. 

스텝2) Local FTP Server 메뉴가 Enabled에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스텝3)사용하고 있는 라우터(공유기)의 설정을 확인하여 본체을 위해 포트21번이 열려 있는지 확인 합니다. 

아래는 사용 예입니다.  

 

스텝4) PC에서 인테넷 익스플로어를 실행합니다. 로컬(Local)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약 플레이어가 

192.168.0.34로 설정 설정되어 있다면 주소창에 ftp://192.168.0.34 을 입력하고 원격(Remote)으로 연결되

어 있는 경우에는 ftp://210.216.209.243 처럼 고정IP을 

입력합니다.  

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 ftp://210.216.209.243:21 로 시

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텝5) Log on 화면 창에 user name과 password를 입력

합니다.(디폴트로 입력되어 있는 User name은 root 이며 

Password는 admin입니다.) 

FTP로 연결되면 화면 창에 본체의 CF메모리 카드에 있

는 파일이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윈도우의 탐색기의 사용 

방법과 같이 파일을 지우거나 복사해서 옮기실 수 있습니

다. 

ftp://210.216.2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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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명령어 사용하기] 

Local HTTP server : 하나의 공유기에 본체와 PC가 같은 네트워크선상에 있을 때  HTTP command 기능을 사용

해서 기본적인 동작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On을 선택합니다 Local HTTP Server 을 사용

하기 위해 On으로 한경우 DHCP을 Disable(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IP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Assign IP address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Local HTTP Server Setup : 기본적인 Port(포트)는 80입니다. User ID는 root, Password는 admi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User ID와 패스워드 변경 시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본체가 네트워크상에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 바랍니다. 설정 메뉴상에 Local HTTP Server메뉴가 

On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그리고 Local HTTP Server Setup에서 설정을 완료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공유기)에서 포트80을 열어 줍니다. 아래는 공유기 설정 예 입니다. 

 

 

PC에서 인테넷 익스플로어를 실행합니다. 로컬(Local)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소창에 

http://192.168.0.34 을 입력하고 원격(Remote)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http:// 210.216.209.243 을 입

력합니다.  

Log on 화면 창에 user name과 password를 입력합니다.(디폴트로 입력되어 있는 User name은 root 이며 

Password는 adm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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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연결이 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상에 세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Check State: 본체의 현재 상태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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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back Control:파일 재생을 멈추거나 중지/다음파일 재생/앞으로 감기/되감기 등의 명령을 실행 할 수 있습니

다.  

Play File: 재생할 파일을 선택 후 Send을 클릭하면 파일을 전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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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 file:파일의 반복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Auto Download: Send을 클릭하면 외부 FTP 호스팅 서버에서 특정 디렉토리에(예 demo로 디렉토리를 만든 경

우) demo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그 즉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실행 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본체의 메뉴상

에 FTP Auto Download기능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설정은 앞의 11페이지의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Remote 

FTP Download Setup 사용하기]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Stop Auto Download: Send을 클릭 해 auto download기능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Connect FTP server : 앞에서 설명한 FTP연결로 파일을 복사 하거나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 

 

Volume Control: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0-30) 

 

Auto Play: 자동 재생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Reboot system: send을 클릭하면 본체를 재 부팅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셋업] 

앞장의 네트워크 설정과 동일 합니다 

 

[타이머 셋업] 

NTP Server: NTP 서버를 설정합니다. 

Auto Download: auto download시간을 설정합니다. 

Reboot system : 시스템을 재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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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Media Player 버전11 사용하기] 

Window Media Player 11 Server : WindowsXP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11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트

웍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Enable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지 않으려면 Disable을 선택 

하십시오.  

 

WindowsXP/Vista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windows 

media player 버전11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스텝1) windows media player 버전

11을 PC에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스텝2)프로그램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을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추가”을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미디어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

택합니다. 선택된 폴더는 파일을 네트워크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스텝3)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미디어공유 메뉴를 클

릭합니다. 

“내 미디어 공유”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미디어 공유 박스 다이얼로그에서 내 미디어 공유

를 선택합니다. 

 

리스트상에서 (Eyezone B1080P)를 선택합니다. (주

의)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되

어 있어야 하고 본체와 PC가 네트워크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본체의 화면상에 공유 폴더가 나타

납니다. 리모콘으로 공유폴더를 클릭 하면 

Video/Audio/Picture 메뉴가 나타나며 원하는 파일

을 선택 후 재생합니다.  

(주의) 만약 화면에 공유된 파일이 나타나지 않는

다면 PC을 재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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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VIDEO설정하기] 

TV Standard: NTSC을 선택합니다.PAL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TSC Active Output: VGA을 선택합니다. 또는 리모

콘의 output을 누르면 차례대로 바뀝니다. 

Aspect-ratio : 화면 비율을 4:3이나 16:9/16:10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동영상이 와이드 비

율이 아닌 경우 화면이 꽉 차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럴 경우 화면비율을 4:3으로 선택하면 강제로 화면을 

꽉 차게 보실 수 있습니다. 

HDMI: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SD video: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VGA 60Hz: 화면 해상도를 설정하는 메뉴로 여기서는 

와이드 비율인 1360x768을 선택합니다. 이하로 선택하실수록 화면의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HD Y.Pb.Pr 60Hz: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뉴 기능 사용 해보기- Auto Play설정하기] 

Play OSD display:화면상에 메뉴정보를 보여 줍니다. 

Auto Play(자동재생): Movies: 전원을 키면 동영상파일을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Pictures: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사진 파일을 재생합니다. 

All: 전원을 키면 메모리 카드에 있는 모든 파일을 알파벳순으로 자동 재생합니다. 

Off: 자동 재생 메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lideShow Interval: 사진파일 재생 간격 시간을 설정합니다. 10/15/30/60초 간격으로 설정합니다. 

SPDIF Out: 아날로그 모드와 DPCM디지털 오디오 모드를 지원합니다. 

Speakers Out: 2채널 오디오 모드를 지원합니다. 

Lock Remote Controller: 리모콘에 1분이상의 버튼 조작이 없으면 리모콘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Lock Password Setup: 본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된 패스워드는 123입니다. 

Export Setting File: 본체의 CF메모리 카드에 HDPlayerSetting.txt로 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합니다. 본 파일

에는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워드패드 프

로그램을 이

용해서 

HDPlayerSet

ting.txt라는 

텍스트 파일

을 만듭니다.  

본 텍스트 파일에 메뉴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문장으로 메뉴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utoPlay]OFF Optios:Movies,Pictures,Off 라고 쓰여있는 경우 Auto Play(자동 재생) 기능은 꺼지고 직접 

Movie모드와 Picture(사진)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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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사용 해보기- 파일을 재생하는 중 일때] 

 

SETUP(설정): 사진이나 비디오를 재생하고 있을 때 리모콘의 볼륨버튼을 누릅니다. 

-한번 누를 때 : Brightness(밝기)를 조정 합니다. 

-두번 누를 때 : Contrast(채도)를 조정 합니다. 

-세번 누를 때 :Satuation(농도)를 조정 합니다. 

MUTE : 비디오나 뮤직이 재생 중일 때 일시적으로 소리를 묵음으로 만듭니다. 

+VOLUME- : 비디오나 뮤직이 재생 중일 때  소리를 키우거나 줄입니다. 

SHUFFLE :  shuffle 기능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PREV /NEXT : 이전 파일이나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PEPEAT : 반복 모드를 선택합니다. 

REV /FWD : 비디오 나 뮤직파이를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돌립니다. 

STOP : 재생을 중지하고 이전 메뉴로 이동합니다. 

INFO : 파일 정보를 보여 줍니다. 

SEARCH : 비디오의 프레임을 시간으로 입력해 특정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PAUSE/STEP: 재생을 일시 중지하며 프레임을 한장 한장 씩 볼 때 사용합니다. 

ZOOM: 비디오나 사진 재생 시 3단계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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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 사용하기 ] 

RS-232케이블은 선택사항입니다. 기본 제품 구성 품목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퍼터미날 프로그램이나 

ASCII커맨드를 이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Note: Baud rate 는 38400입니다. Reaction time은 약 3초 입니다. 

  

 

[OSD 버튼 사용하기] 

본체에는 OSD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얇은 핀 같은 걸로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조정하

시기 바랍니다.  

LED POWER UP DOWN SELECT MENU AUTO
 

Power: LED패널의 전원을 끄거나 킵니다. 

Up:메뉴에서는 방향키로 작동하며 위로 이동합니다. 메뉴가 아닌 상태에서는 한번 누르면 사운드 볼륨을 키울 

수 있습니다. 

Down: 메뉴에서는 방향키로 작동하며 아래로 이동합니다. 메뉴가 아닌 상태에서는 한번 누르면 사운드 을 일시 

묵음으로 합니다. 한번 더 누르면 묵음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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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VGA와 DVI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VGA를 사용하기 때문에 DVI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enu: OSD메뉴를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화면의 색상이나 화면의 위치 등을 조정 가능합니다. 

Auto; 화면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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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PIR센서 사용하기] 

옵션으로 구매 가능한 PIR센서를 활용해서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 되면 영상이 재생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

다. 

[작동방법]PIR센서는 사람이 센서 근처에 다가서면 동작을 감지해 정해진 파일(Demo 파일)을 재생합니다.  

CF메모리 카드에 파일을 2개 저장합니다. 파일 한 개는 Default(지정)파일이고 나머지 한 개는 Demo(데모)파

일입니다. 파일명은 00_xxx.mpg, 01_xxx.mpg  또는 AXX.mpg, BXXX.mpg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00_xxx.mpg나 AXXX.mpg가 Default파일이 되고 01_xxx.mpg나 BXXX.mpg가 Demo파일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default파일이 재생되다가 PIR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Demo파일을 재생합니다. Demo파일의 재생이 끝나면 다

시 default파일을 재생합니다.  파일은 2개만 저장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종류는 AVI/MPG/WMV 등의 

영상파일뿐만 아니라 JPG등의 그래픽파일도 지원 합니다. JPG파일인 경우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파일 사

이즈에 따라 재생 시 까지 3-5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셋업 메뉴/Play Button(플레이 버튼)에서 설정을 Repeat Default/PIR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 Repeat Default: PIR센서가 감지되지 않으면 Default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재생 중 PIR센서 가 감지되면 

Demo 파일을 재생합니다. Demo파일의 재생이 종료되면 Default파일 재생반복으로 돌아 갑니다. Demo 파일 

재생 중 PIR센서가 동작 되어도 Demo파일의 재생은 재생이 끝날 때 까지 다시 시작 하지 않습니다. 

- PIR센서는 3M~4M거리에서도 인식되며 가까울수록 인식률이 높습니다. PIR센서의 케이블은 최대 10M~20M

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Play-Button Box 센서 사용하기] 

Play-Button Box(재생용 버튼박스) : 무선 방식의 버튼박스에 최대 12 개의 버튼을 연결해 각 

버튼에  동영상/사진 파일을 링크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지정된 영상 파일이 재생되며 재생이 끝나면 

기본파일(Default)을 반복 재생합니다. 

버튼박스에 있는 전원포트 에 DC12V 전원을 연결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전원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플레이어 

본체로 들어가는 전원에서 12V을 연장해 사용합니다. 플레이어 IR센서와 버튼박스 IR센서를 서로 마주보게 

방향으로 일치 시켜야 합니다. 방향이 마주보는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으로 별도 IR 센서 

연장 케이블을 구매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작동방법] 메모리 CF 카드에 Default 파일 1 개와 Demo 파일을 버튼의 숫자 만큼 저장합니다. 파일은 동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5 개의 버튼을 사용한다면 한 개의 Default 파일과 5 개의 

Demo 파일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합니다. 파일명은 Default 파일은 00_xxx.mpg 로 넣고 Demo 파일은 

01_xxx.mpg 부터 12_xxx.mpg 로 저장합니다.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Default 파일이 반복 재생됩니다. 버튼을 

느르면 누른 버튼에 해당하는 Demo 파일이 재생됩니다. Demo 파일이 재생되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셋업메뉴/Play Button(플레이 버튼)에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 Repeat Default : Demo 파일의 재생이 끝나면 자동으로 Default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 Repeat All : Demo 파일의 재생이 끝나면 모든 Demo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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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박스 크기 : 11.7x8.1x2.4Cm 

-버튼 스위치 케이블 길이 150Cm - 전원 연장 케이블 길이 : 45Cm - IR 센서 케이블 길이: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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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모듈 Wi-Fi 사용해 보기] 

사용 하는 제품에 무선 모듈이 장착된 제품이라면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셋팅을 해야 합니다. 

앞의 설명을 참조해서 설정메뉴로 들어 갑니다. 

 

위의 SETUP화면에서 Network With 을 WI-FI로 변경합니다. 

IP Assigned by DHCP에서 만약 공유기에서 DHCP서버를 사용 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면 On으로 설정해서 가상 IP를 자

동으로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IP 을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ssign IP Address를 열어 IP를 직접입력 바랍니다. 여

기서는 DHCP을 On으로 설정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위의 화면처럼 WiFI SSID에 가면 현재 무선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유기가 자동으로 보여 집니다. SSID는 Service Set 

Identified의 약자로 무선 공유기 또는 AP장비의 고유한 식별자 입니다. Iptime, anygate, dlink 등의 공유기 제조사 장비별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고객이 임의로 이름을 변경 가능합니다. 이 SSID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무선 공

유기나 AP등에 접속 할 수 없게 됩니다.SSID를 공유기 설정에서 Hidden으로 해 놓은 경우에는 설정 창에서 보이지 않게 됩

니다.  사용하는 SSID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iptimerexcos를 선택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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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 Mode는 패스워드 암호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약 공유기에 WEB방식으로 패스워드를 설정 해 놓았다면 

WEB을 선택하면 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Open/None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는 IPtime을 사용시에 사용한 패

스워드 설정 창입니다. 

  

여기서는 패스워드를 설정했다고 가정하고 WEP을 선택 하겠습니다. 

다음을 패스워드를 공유기에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치의 설정 창에서도 패스워드를 입력 해야 합니다. 아래

의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WiFi Encryption Setup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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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D함목에 사용자가 설정한 SSID이름을 넣습니다. 패스워드에 사용자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리모컨으로 입력하

는 방법은 앞의 해당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입력 후 반드시 리모컨의 Enter버튼을 누르세요.  이와 같이 입력을 완료한 후 

리모컨의 setup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고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FTP서버로 정상적으로 접속 되는지 웹 브라우져에서 ftp://192.168.0.42 을 입력해 봅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에 나타나면 정

상적으로 ftp서버에 연결되는 것 입니다.ㅁ 

 

그 외 사용 방법은 앞의 설명을 참조 바랍니다.  

 

 

ftp://192.16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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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리스트 스캐쥴 기능 사용하기] 

스캐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는 본사 웹사이트 다운로드 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압추된 파일을 풀면 Direct_Run / install 이라는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Install 디렉토리에서 Setup.exe파일을 클릭해 실행합니

다. 

 

  

FJ Display Schedule Generator Setup이라는 창이 뜹니다. 

OK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인스톨합니다. 

인스톨할 디렉터리를 변경하지 않고 바로 설치하려면 아이콘 버

튼을 눌러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Continue 버튼을 눌러 설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위의 창이 뜨면은 성공적으로 설치는 완료된것입니다. 확인을 

눌러 설치를 종료합니다. 

  

사용하는 윈도우 PC에서 시작-> 모든프로그램 -> FJ Display -> FJ schedule generator 순으로 프로그램을 찾아 클릭해 프

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스캐쥴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 구성으로 구분됩니

다. 하나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Basic Schedule 

(베이식 스캐쥴) 이라는 기본적인 간단한 스캐쥴을 

구성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

는  Advance Schedule이라는 좀더 많은 기능을 제

공하는 어드밴스 스캐쥴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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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chedule 기능 사용해 보기 =====================================================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2페이지의 NTP서버 설정 및 현재시간 설정 하기를 참조하여 현재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베이식 스케줄 기능은 시간에 상관없이 각 파일의 재생 횟수와 재생 순서, 볼륨의 크기를 미리 정해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베이식 스케줄 모드는 아래와 같이 사용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먼저 CF메모리카드를 준비해 PC의 USB포토로 연결합니다. 

 

  

Add버튼을 눌러 메모리카드에 있는 파일을 불러 옵니다. 이때 

파일명은 공백이 없어야 하며 영문자로만 이름이 만들어져 있

어야 합니다. Schedule file Editor창에서 Browse버튼을 눌러 파

일을 불러옵니다. Play Times버튼의 숫자를 조정해 재생 횟수를 

정할 수 있으며 Volume버튼을 이용해 파일 재생 시 음량을 정

할 수 있습니다. Move Up/Move Down버튼을 이용해 파일의 순

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dd버튼을 눌러 다른 파일도 Schedule 창

에 올릴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 시에는 Remove버튼을 

눌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Modify버튼을 눌러 재생 횟수나 

볼륨 값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File Editor창에 

있는 Copy to 버튼은 파일을 메모리카드에서 불러오지 않

고 PC의 로컬 하드 드라이브에서 불러온 경우 Copy to 버

튼을 이용해 메모리카드로 파일을 복사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이 다 끝나면 SAVE버튼을 눌러 생성된 

schedule.ini파일을 CF 메모리 카드에 저장 합니다. 이 때 파일

명은 절대 바꾸시면 안됩니다. 

 

 

[Note] Play times(재생 횟수 는 저장되어 있는 도영상을 재생 시 몇 번 반복해서 재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laytimes 을 3으로 하면 동영상이 3번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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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Schedule 기능 사용해 보기 ===================================================== 

 

어드밴스 스케줄 기능은 베이식 스캐쥴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 시간을 정해 정해진 시간에 각 파일을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어드밴스 스캐쥴에 시간 설정을 하기 위해 하단의 Add버튼을 

누릅니다. 

Advance schedule editor창이 뜹니다. Date Setup에서 Start 

Day에 시작 년/월/일을 입력합니다. Stop Day에 종료 년/월/

일을 입력합니다. Week Day에는 All Day(하루종일) 및 

Monday(월요일)~Sunday(일요일)까지 요일을 지정 할 수 있

습니다. 같은 요일에 겹치는 시간을 설정 시 error (에러) 메

시가 표출됩니다. 시간이 겹쳐지지 않게 설정 바랍니다. 

 
 

Time Setup에는 파일 재생이 시작되는 시작시간과 종

료되는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날짜를 지정하면 파란색으로 바탕화면이 보입니다. 해

당하는 날짜와 시간에 재생하려는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 

Detail of Advance Schedule창에 파일을 등록합니다. 등록 방

법은 Basic Schedule에서 하는 방법과 동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및 점심/저녁에 각기 다른 파일을 재생하고 싶다면  아침 09:00~11:59 All day로 등록한 후 각각의 재생파일

을 등록하고 12:00~17:59 All day로 등록해 점심에 재생 할  파일을 등록합니다. 저녁에는 18:00~23:59 All day로 등록하고 

재생파일을 등록합니다.  등록 시 시간을 달리해 시작 및 종료 날짜를 등록하고 각 시간대 별로 파일을 등록하면 원하는 시

간에 파일을 재생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등록 시에는 반드시 같은 날짜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 바랍니다.   

 

본 스캐쥴 기능은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전원을 끄거나 키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타이머 기능으로 자동으로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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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모드(SETUP)에서  Auto Power On/OFF 을 On으로 설정 후 Auto Power setting에서 키는 

시간과 끄는 시간을 입력하면 본체의 전원을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CMYK형식으로된 JPG파일 디스플레이 하기] 

JPG파일중 간혹 CMYK형식으로 저장된 JPG파일이 있는데 CMYK는 탁상출판(DTP)을 포함한 인쇄시스템에서 사

용하는 색표시 형식의 하나로 사이안(C)-마젠타(M)-황색(Yellow)-흑색(Black)의 4가지색을 조합해서 정의한 색

입니다. 컴퓨터 화면상의 가색혼합방법은 RGB(적.녹.청)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서는 RGB포맷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Adobe photoshop CS2) 프로그램을 이용해 RGB형식으로 바꾸는 방법

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을 열면 열린 창 상단 왼쪽에 보면 파일명 옆에 

(CMYK/8)이라는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CMYK형식의 

8bit로 만들어진 파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Image메뉴에서 Mode로 이동해 CMYK color에 선택되

어 있는 것을 변경하기 위하여 RGB color를 선택합니

다. 

 

  

파일메뉴에서 Save(저장)나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

장)를 선택해 파일을 저장합니다. 

JPEG Options라는 창이 뜨는데 Image Options에서 적

당히 사진의 품질수준을 정하고 Format Options칸에서 

Base line(Standard)에 선택된 항목을 변경하지 마세요 

Progressive을 선택하면 재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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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JPG 이미지 만들기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본사에서는 JPG이미지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SW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사 웹사이트 www.rexcos.co.kr에서 상단 우측의 다운로드 메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시면 POP PAINT소프트웨

어와 기타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S사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JPG파일 만들기 

- 우선 이미지의 캔버스 사이즈를 만듭니다. 파일메뉴에서 페이지설정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크기에서 

LCD화면 비율인 4:3의 비율로 사이즈를 정합니다. 8인치~15인치 제품은 가로 20Cm 세로 15Cm 로 정

하시면 되고 17인치~21인치의 제품은 가로 40cm 세로 30cm 로 정하시기 바라며 슬라이드 방향은 가

로로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 만들어진 캔버스에 원하시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JPG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메뉴에서 다른 이름 저장을 클릭 후 파일형식 메뉴에서 JPG을 지정합

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슬라이드만을 저장 할 것인지 전체 슬라이드를 JPG파일로 저장 할 것

인지 묻습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POP PAINT을 이용한 JPG파일 만들기 

- 우선 소프트웨어를 본사 다운로드 창에서 다운 받아 설치 합니다. 

- 작업을 할 캔버스를 만듭니다. 파일메뉴에서 새로만들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화면에서 가로x세로의 픽섹을 지정합니다.  8인치에서 10.4인치 제품은 가로 800x600으로 설정 하시고 

12인치에서 15인치 제품은 1024x768로 설정합니다.  17인치~19인치 제품은 1280x1024,   20인치~21

인치 제품은 1600x1200으로 설정합니다. 

- 해상도의 설정은 높을 수록 이미지의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인쇄용의 작업은 해상도가 200정도 필요하

며 그외 일반 전자액자용은 120정도면 충분합니다. 

- 모니터의 화면에서 캔버스의 보이기 배율 비율은 메

뉴 이이콘 중 돋보기 모양의 +와 – 아이콘을 이용

해 조정 할 수 있으며 옆의 메뉴에서 직접 숫자를 

넣어 조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좌측의 Tool박스에서 원하는  pop버튼을 누르시면 

수백 가지의 클립아트가 보입니다. 원하는 클립아트

를 좌/우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 찾아서 누르면 하단

에 추가 클립아트가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클립아트

를 클릭 후 마우스를  캔버스에 가져다 놓고 클릭하면 클립아트 그림이 캔버스에 그려집니다.  마우스를 

캔버스에서 클릭 후 끌면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클립아트가 그려집니다.  좌측의 크기조절버튼을 이용해 

클립아트의 크기 및 기타 여려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글자입력은 상단의 “가” 라고 쓰여 있는 글자입력 버튼을 이용해 글자를 입력하세요 

- 작업이 끝나면 파일메뉴의 다른 이름저장에서 JPG파일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화면 캡처 프로그램 -Snagit 

- 우선 소프트웨어를 본사 다운로드 창에서 다운 받아 설치 합니다. 

- Basic capture profiles에서 Regin을 선택하면 화면의 일정 선택하는 부분만 잘라서 JPG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Window을 선택하시면 모니터 화면의 열려져 있는 윈도우 화면을 캡쳐 할 수 있습니다. 

- Full screen을 선택하시면 모니터 전체 화면을 캡쳐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rex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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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olling windows는 capture버튼을 누른 후 캡쳐할려는 윈도우 중간 정도에 마우스를 대고 왼쪽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자동적으로 스크롤링을 해서 윈도우 전체를 캡쳐합니다. 

- Web page(keep links)는  위의 Scrolling windows와 같은 방법으로 캡쳐하는 것이지만 웹사이트등의 링

크구조로 되어 있는 페이지를 캡쳐 할 때 링크까지 같이 갭쳐하는 것입니다. 단 jpg로 저장하면 링크는 

없어 집니다. 

화면 사이즈 조절 프로그램 –Photoscape 사용해서 와이드 하면 만들어 보기 

- 본사 다운로드 메뉴에서 photoscape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프로그램을 설치 후 사진편집 메뉴를 선택합니다. 왼쪽 화면창에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선

택합니다. 오른쪽 창의 하단의 자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르기비율/크기지정을 선택합니다.비율지정 

메뉴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을 16:10 이나 16:9로 지정해서 와이드 비율로 만듭니다. 오른쪽 화면의 사

진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와이드 화면 비율로 자동으로 사진이 잘려질 부분이 선택됩니다.하단의 자

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잘리면 저장메뉴를 눌러 사진을 저장합니다. 

 

본 매뉴얼은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www.rexcos.com Q&A 질문 게시판

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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