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VCC--AA5500PP 빠빠른른  설설치치  가가이이드드  
1.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1.1 설치 중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준비합니다 
박스에 포함된 카메라 액세서리 (브라켓 A, B, M3 나사 은색 x 8, 검정색 x 2) 
천장 장착 고리의 잠금 나사 4 개 
드릴 기계, 드라이버, 사다리 

1.2 설치 순서 
1. 사용할 해상도를 DIP 스위치로 설정합니다. (2. DIP 
스위치 설정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2. 카메라 바닥면에 브라켓 A 를 4 개의 M3 은색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3. 브라켓 B 를 천장행거에 고정합니다 
※주의사항: 
＊UL 안전 승인을 받은 규격품의 고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4. 브라켓 A 와 브라켓 B 를 조립합니다 
브라켓 A 를 위로 붙인 후, 브라켓 B 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조립합니다. 

2 개의 M3 은색 나사와 1 개의 M3 검정색 
나사로 고정합니다. 

1.3 네트워크 연결 
1. 네트워크 케이블을 VC-A50P 의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여 

VC-A50P 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1.4 시작 
1.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VC-A50P 의 주소를 주소줄에 입력합니다. 예 

http://192.168.100.150 (기본 IP 주소) 
2. 관리자 계정과 암호를 입력하여 카메라 사용을 시작합니다  
계정: 관리자 
암호: 9999 
＊Lumens VMS, VLC, Quicktime,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umens VMS 를 사용하시려면 Lumens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2. DIP 스위치 설정 안내 

2.1 출력 스위치 2.2 IR 선택 
꺼짐 
켜기 

출력 모드 설정 
ID 설정 

2.3 카메라 주소 선택기 

설정 기능 설명 

예비 

2.4 시스템 스위치 
켜기 
꺼짐 

 

설정 기능 설명 

RS-232C/RS-422 셀렉터 
터끔: RS-232C / 켜기: RS-422 

적외선 신호 출력 스위치 셀렉터 
터끔: Off / 켜기: On 
통신 보 레이트 셀렉터 
터끔: 9600 / 켜기: 38400 

예비 

검정색 
나사 



 

 

3. 단일 카메라 연결 

장치 목록 
 Lumens VC-A50P x 1 
 VS-K20 키보드 컨트롤러 (옵션) x 1 
 VC-AC06 컨트롤 신호 확장기 (옵션) x 1 

이더넷 케이블 

카메라 

4. 멀티 카메라 연결 

장치 목록 
 Lumens VC-A50P x 1-7 
 라우터 (옵션) x 1 
 IP 컨트롤러 (옵션) 또는 컴퓨터 x 1 

카메라 

이더넷 케이블 

CAT5 

이더넷 케이블 
카메라 카메라 

이더넷 케이블 

라우터 

IP 컨트롤러    또는    컴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