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reless Video Monitoring

세심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SEW-3030

사용 지침 및 보증 조항
본 장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작동합니다. (1) 본 장비는 유해한 전파
장애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본 장비는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전파 장애를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전파 장애를 허용합니다.
제조사는 본 장비의 무단 개조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무선 또는 TV 전파 장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개조는 본 장비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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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반드시 성인에 의해 설치 또는 조립되어야 합니다.
• 본 제품은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부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또는 소형 부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하세요.
• 본 제품은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관찰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어린이의 돌발적 행동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장치가 없으므로 보호자는
반드시 어린이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보호 관찰해야 합니다.
•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사용 지침을 읽고 준수하며
제품에 표시된 모든 지침과 경고 사항을 읽고 준수해야 합니다.
• 전원선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선을 유아용 침대나 기타 테두리가 있는
아동용 가구 근처에 두지 마세요. 본 제품 또는 전원선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세요.
• 송신기, 무선 수신기 및 전원선은 반드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송신기나 무선 수신기는 욕조, 싱크대, 세탁조, 젖은 지하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본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하세요.
• 본 제품은 의료용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반드시 성인의 보호 관찰이
필요합니다.
•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사용 전 및 무선 카메라 위치를 변경한 후에는
모니터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댑터와 전원선을 콘센트에서 분리해 두세요.
• 제품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본 제품과 어댑터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방열기, 라디에이터, 조리 기기(예: 전기 스토브나 오븐) 및 기타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예: 앰프, TV 등) 등 발열 기기 근처에 설치 또는 사용하지 마세요.
콘크리트벽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 무선영상 전송거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중 통풍이 잘 되도록 주의하세요.
통풍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기둥이나 가구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세요.
• 제공된 정품 어댑터만 사용하세요. 타사 제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댑터는 일반 가정용 전원에만 연결하세요.
• 어댑터 연결선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끝이 뾰족한 물체 근처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어댑터를 전원에 연결할 때는 어댑터 연결선 중 노출된 부분은 절대로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 선이 꼬일 수 있으므로 연장선을 이용하여 어댑터 전원선을 연결하지 마세요.
• 본 제품은 삼성 서비스 센터의 숙련된 서비스 기사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서 공중파를 통해 전송한 영상과 음성 신호는 다른 무선 기기에 의해 포착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 관찰할 경우 무선 카메라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도중 배터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 영상이나 음성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댑터를 연결한 후 새 배터리로 교체하세요.

배터리 사용 시 주의 사항
제품을 휴대하여 사용할 경우, 배터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배터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 모니터를 휴대용 모드에서 작동하지 마세요.
•
•
•
•
•
•
•

소모된 배터리는 해당 지역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 또는 재활용을 하세요.
배터리는 극성에 주의하여 삽입하세요.
기존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다 쓴 배터리는 본체에서 분리해 두세요.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규격 이외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액 또는 변형된 흔적이 있는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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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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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카메라 특징
무선 수신기 기능
제품 및 부속품 확인

기본 정보
무선 수신기
무선 카메라
전원 연결하기
충전 상태 확인하기
배터리 모드를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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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삼성 디지털 무선 기술은 뛰어난 영상 재생 기술을 제공하며 선명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 보안 설정된 신호를 통해 전파 장애를 사실상 제거
• 잡음 없이 또렷한 음질 구현
• 무선 카메라가 신호 전송 범위를 벗어날 경우 모니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전 경고 기능
• 최대 4개의 무선 카메라 연결 가능 (무선 카메라 별매)
• 양방향 음성 신호 통신
• 무선 카메라 온도 표시
• 4가지 음조를 재현하는 뮤직 플레이어 내장

무선 카메라 특징
• VGA급 해상도 지원
• 저조도 환경에서도 까지 감시 가능한 나이트 비전
제품 성능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장형 마이크와 스피커
• 휴대 시에도 무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모드 지원
• 온도 센서
• 야간 조명

무선 수신기 기능
•
•
•
•
•

우수한 화질의 LCD 모니터/무선 수신기
TV/모니터로 영상/음성 출력 또는 VCR/DVD 레코더에서 녹화 가능
휴대성을 위한 충전용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음량 및 알람 표시
실내 온도 표시

제품 및 부속품 확인
시스템 구성 요소

01
무선 수신기

어댑터(무선 카메라)

어댑터(무선 수신기)

USB 케이블

RCA 케이블

CD

제품 사용 설명서

나사와 플라스틱 앵커

선 정리용 클립

사용 설명서

무선 카메라 1대

제품 구입 시 제품 패키지에 위의 모든 구성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본 정보
무선 수신기
제품 박스를 열고 모니터를 완충시킨 후 사용하세요. 최초 충전 후, 사용 상태에 따라 재충전하세요.

전면 버튼
무선 수신기 안테나

무선 카메라로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합니다.

3.5형 LCD 화면

무선 카메라로부터 수신한 영상 재생

마이크

워키토키처럼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무선 카메라에
음성 신호를 전송합니다.

 탐색 버튼 /

버튼

화면 보기 모드 : 무선 카메라로부터 수신한 라이브 영상을 재생할 때 아래의 조작 버튼을 사용하세요.
• 볼륨을 높이거나 줄일 때 [+] 또는 [–] 버튼을 누르세요.
• 자동 전환 모드에서 카메라 영상을 보려면 [A] 버튼을 누르세요.
• 무선 카메라를 수동으로 전환할 경우 [M] 버튼을 누르세요.
메뉴 모드 : [+/–/A/M] 버튼을 이용하여 메뉴 모드에서 원하는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 ] 버튼을 눌러 선택한 메뉴를 확인하세요.

 · 한국어

MENU 버튼

무선 수신기 메뉴로 진입합니다.
메뉴를 종료하려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탐색 버튼 /

버튼

화면 보기 모드 및 메뉴 모드에서 메뉴 항목을
이동하거나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SLEEP 버튼

화면 보호 모드를 실행할때 사용합니다.
[A/M] 또는 [SLEEP] 버튼을 눌러 화면보호 모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후면 버튼

알람 +/– 버튼

안테나 잠금 스위치

알람의 음량을 높이거나 줄일 때 사용합니다.

이 스위치를 잠금 해제 위치로 밀면, 무선 수신기 안테나가
펴집니다.
최적의 수신 위치로 안테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 버튼

현재 화면에 그 영상이 출력되고 있는 무선 카메라의
야간 조명을 원격으로 켜거나 끌 때 사용합니다.
야간 조명이 켜지면, 해당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스피커

무선 카메라로부터 수신된 음성 신호를 출력합니다.

무선 수신기를 허리 벨트에 고정시켜 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레버

무선 수신기를 테이블에 고정시킬 때 사용합니다.

n

`

사용 설명서

벨트 행거

1대 이상의 무선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는 시스템에도 1대 이상의 무선 카메라를 등록해야합니다.

측면 버튼

USB 포트(선택 사양)

+/@ 버튼

제공된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무선 수신기의 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신호음을 출력 또는 중지할 때 누르세요.

P 버튼

전원상태 표시 LED

다음 신호음을 재생할 때 누르세요.

전원이 들어오면, LED가 녹색으로 고정됩니다.

말하기 버튼

5V
DC
IN
AV
OU
T

적색 LED가 켜지면 충전이 진행 중입니다.
녹색 LED가 켜지면 충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ON

충전 상태 표시등

DC 5V 전원 입력

제공된 어댑터를 전원에 연결한 후
무선 수신기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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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야기 하면 현재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무선 카메라에 음성을 보낼 수 있습니다.

Power Slide 스위치

이 스위치를 ON 또는 OFF 위치로 밀어 무선 수신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AV 출력 포트(옵션)

제공된 AV 케이블을 연결하여 TV나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전송된 신호를 DVD 레코더/VCR을 통해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AV 케이블을 연결하여 TV나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전송된 신호를 DVD 레코더/VCR을 통해 녹화할 수 있습니다.



무선 카메라
전면 및 후면 버튼
무선 카메라 안테나

무선 수신기의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렌즈/적외선 LED 커버

적외선 LED를 내장하여 저조도 환경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야간 조명 스위치

야간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무선 수신기의 조명 버튼을 눌러도 무선 카메라의
조명을 원격으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온도 센서

무선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대기 온도를 감지합니다.

마이크

무선 카메라가 설치된 현장 주의에서 포착되는 음성을
수신하여 이를 무선 수신기로 전송합니다.

등록 버튼

등록 버튼은 무선 카메라 후면부에 위치합니다.

DC 5V 전원 입력

어댑터를 무선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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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카메라는 내부에 위치한 배터리 칸에 AA 크기의 배터리 3개(별매)를 삽입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선 카메라를 어댑터를 통해 전원에 연결할 경우, 배터리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휴대 시 무선 카메라의 단기적 사용을 위한 부품입니다.

`
`

야간 조명 기능은 무선 카메라가 무선 수신기에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표시등은 저조도 환경에서 켜지며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므로 온도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측면 버튼
무선 카메라 ON/OFF 스위치

음성 알람 작동부

감도 레버를 조정하여 음성 알람 감도를 설정합니다.
무선 수신기는 음성이 미리 설정된 음량 이상이 될
경우 경고음을 출력합니다.
감도 수준을 높이거나 줄일 때 사용합니다.

01

무선 카메라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무선 카메라 켜짐 및 배터리 부족 표시등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나이트 비전 센서

무선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조명 수준을 감지합니다.

전원 연결하기

LED 표시등을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V
IN
AV
OU
T

DC

AV
OU
T

DC

IN

AV
T
OU

5V

DC

IN

5V

ON

ON

ON

어댑터를 전원 입력 포트에 연결하세요.

충전 상태 확인하기

n

`

무선 카메라는 내부에 위치한 배터리 칸에 AA 크기의 배터리 3개(별매)를
삽입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선 카메라를 어댑터를 통해 전원에 연결할
경우, 배터리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휴대 시 무선 카메라의 단기적 사용을 위한 부품입니다.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이면 녹색등이 켜집니다.
충전 중일 경우 적색등이 커집니다.



사용 설명서

무선 카메라의 전원을 켜면, 녹색등이 한 번 깜박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표시등이 계속 깜박입니다.
무선 카메라가 켜지면, 녹색등이 켜집니다. 켜진 후
2초 후에 다시 꺼집니다.

볼륨

배터리 모드를 사용하려면
전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선 카메라를 휴대하여 이동하고 싶을 경우
배터리만으로 무선 카메라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n

`

본 무선 카메라에는 적외선 LED가 내장되어 있어 야간/저조도 환경에서도 영상을
전송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장시간 무선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제공된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내장된 적외선 LED 때문에 일상적인 주간 사용
시보다 배터리가 훨씬 빨리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1.

무선 카메라 본체에서 배터리 커버를
분리합니다.

2.

배터리 팩에 AA 크기의 배터리(별매) 3개를
삽입합니다. 배터리의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배터리 커버를 다시 씌웁니다.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여 교체가
필요할 경우, LED가 간헐적으로
깜박입니다.

10 · 한국어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도중 배터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 영상이나 음성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댑터를 연결한 후 새 배터리로 교체하세요.

배터리 사용 시 주의 사항
제품을 휴대하여 사용할 경우, 배터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배터리 용량이 부족할 경우 모니터를 휴대용 모드에서 작동하지 마세요.
•
•
•
•
•
•
•

소모된 배터리는 해당 지역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 또는 재활용을 하세요.
배터리는 극성에 주의하여 삽입하세요.
기존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다 쓴 배터리는 본체에서 분리해 두세요.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규격 이외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액 또는 변형된 흔적이 있는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세요.

설치 방법

02

무선 수신기
무선 카메라
촬영 모드 살펴보기

촬영 모드 화면
무선 수신기

본 제품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 관찰할 경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무선 수신기
1.

무선 수신기는 무선 카메라와 통신이 원활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2.

스탠드 레버를 잡아 당깁니다.

n

`

02
설치

설치

설치 방법

스탠드 레버를 무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무리하게 잡아 당기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1

11
11
12

13

13

무선 카메라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장소와 방법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세요.
또한, 무선 카메라와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는 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고정하기에 앞서, 무선 카메라를 미리 고정될 위치에 가설치하고
무선 수신기도 주로 사용할 곳에 설치한 후 무선 수신기의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11

설치 시 주의 사항
무선 카메라는 영상 신호를 최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치시킵니다.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잘 보이며, 먼지가 없고 직사광선이나 강한 불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 설치하세요.
두터운 벽이나 무선 카메라와 무선 수신기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곳에는
무선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세요.

1.

무선 카메라 패키지의 포장을 푸세요.
무선 카메라를 추가 등록하려면 “등록” 부분을
참조하세요. (17쪽)

2.

무선 카메라를 벽면에 장착하세요.
벽면에 나사 홈의 위치를 표시하고 드릴로
2개의 홈을 파서 그곳에 나사를 삽입한 후,
삽입된 나사 위에 스탠드를 거치시키고
본체를 아래쪽으로 밀면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촬영 모드 살펴보기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TV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이 큰 화면으로 시청하려면,
제공된 AV 케이블로 무선 수신기와 TV를 연결하세요.

흰색: 음성선

n
3.

`

테이블이나 장식대처럼 표면이 평평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거치를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는 필요치 않습니다.

노란색: 영상선

n

`

무선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절하세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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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카메라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최대 4개).
원 제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무선 카메라를 추가할 경우, 먼저 추가할
무선 카메라를 무선 수신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무선 카메라를 추가 등록하려면 “등록” 부분을 참조하세요. (17쪽)

`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할 경우, 화면 해상도가 VGA급으로 제한되기에 영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고장이 아닙니다.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TV/모니터의 PIP 기능을 이용하세요.
TV/모니터의 PIP 기능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TV나 모니터에 연결되면 무선 수신기 화면에 “A/V Monitoring”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트리거 경보
무선 카메라의 음성알람 레버에서 설정한 음량 이상의 소리가 감지될 경우
경보음과 함께 표시됩니다.

촬영 모드 화면

말하기
왼쪽에 있는 [

무선 수신기

]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야간 조명
무선 수신기나 무선 카메라에서 [ ] 버튼을 누르면, 무선 카메라의 야간 조명이
켜지며 해당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노이즈 제거
노이즈 제거를 <YES>로 설정하면, 화면에 해당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신호 강도

표시

매우 높음
높음
양호
낮음
신호 없음

무선 카메라 번호
현재 화면에 나타나는 무선 카메라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무선 수신기의 [M] 버튼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무선 카메라로 전환됩니다.

n

`
`

채널을 자동으로 전환하려면, [A] 버튼(AUTO)을 누르세요.
무선 카메라를 추가 등록하려면 “등록” 부분을 참조하세요. (17쪽)

설치

신호 상태표시
신호 상태는 무선 카메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를 알려 줍니다.
신호 표시의 막대 수는 신호 강도를
의미합니다. 막대가 1개 또는 나타나지
않으면 신호가 약한 것이고, 4개가
나타나면 세기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볼륨 조절
무선 카메라 영상 재생 시 볼륨은 [+]와 [–]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줄어들고, [+]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증가합니다. 볼륨 막대가
1칸(최저 볼륨)이면,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어
음성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볼륨이 변경되는 동안 볼륨 조절 아이콘이
나타나며 설정한 후 10초 후에 사라집니다.
알람 조절
경고음 트리거 볼륨은 해당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줄어들고, [+]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증가합니다.
시간
현재 무선 수신기에 설정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신호 없음 경고
무선 카메라가 수신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OUT OF RANGE” 메시지는 무선 수신기와
무선 카메라의 연결이 끊김을 의미합니다.
무선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전원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02

OUT OF RANGE

온도
무선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대기 온도를 보여 줍니다.

13

메뉴 설명
메뉴 설명

03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방법
밝기
확대/축소
화면 보호 기능
화면 보호기
노이즈 제거
경보 설정
온도 표시 장치
온도 관련 경보
경보 작동
날짜 설정
날짜 표기법
시간 설정
AV 출력 형식
등록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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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무선 수신기의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A/M] 버튼으로 원하는 메뉴로 이동한 다음 [ ]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설정이
적용됩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방법

14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16
17
17
17

►
메뉴 설정 진입

►
메뉴로 이동

►
메뉴 선택

►
레벨 조정

수정 사항 저장

1.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설정 화면으로 진입하거나 메뉴 설정을 종료합니다.

2.

[A] 또는 [M] 버튼을 눌러 다른 메뉴로 이동하세요.

3.

옵션 선택 모드로 전환하려면 [

4.

[+] 또는 [–] 버튼으로 옵션 레벨을 조정하세요.

5.

[

] 버튼을 누르세요.

]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세요.

밝기
영상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확대/축소

화면 보호 기능
무선 수신기를 화면 보호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선 카메라의 버튼 조작이 없을
경우)
화면 보호 메뉴에서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화면을 일정 시간 동안 끕니다.

화면 보호 동작시 표시되는 화면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화면없음 또는 그림화면 선택해 주세요.

03

노이즈 제거
<YES>를 설정하면, 무선카메라 주변의
잡음노이즈를 제거하여 깨끗한 소리로
들을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메뉴 설명

비디오 영상을 1배 또는 2배로 확대합니다.
2배 확대 모드에서, 탐색 버튼을 이용하여
상하좌우 무선 카메라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화면 선택

경보 설정
무선 카메라에 소리가 감지될 경우 출력할
경보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무선 카메라에서 어떤 물체를 감지하게 되면
경보가 트리거되는 방식으로서 진동 또는
신호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온도 표시 장치
온도 표기 단위를 ˚C 또는 ˚F 중에서
선택하세요.

온도 관련 경보
온도 경보 범위를 설정하세요.
무선 카메라의 온도가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화면에서 경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경보 작동
시간 표시 단위를 HH, MM으로 설정하고
알람 통지 여부를 ON 또는 OFF로
설정하세요.

16 · 한국어

날짜 설정
모니터 화면에 표시될 날짜 정보 즉 연도,
월 및 일을 설정하세요.

날짜 표기법
모니터 화면에 표시될 날짜 표기방식을
선택하세요.

시간 설정
모니터 화면에 표시될 시간을 시, 분 단위로
설정하세요.

AV 출력 형식
영상/음성 신호를 TV, DVR/VCR 또는 다른
촬영/녹화 장비로 출력할 경우 TV 출력
방식을 선택하세요.

등록

n

`

무선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전에 무선 수신기에 미리 등록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 별매 카메라 모델명 : SEB-1014RW

무선 카메라 등록하기
1.

무선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세요.
무선 카메라의 전원 LED가 켜집니다.

무선 수신기의 전원을 켜세요.

3.

무선 수신기의 [MENU] 버튼을 누르세요.

4.

[A] 또는 [M] 버튼을 눌러 등록 메뉴를 선택하세요.
[ ] 버튼을 눌러 등록 메뉴로 진입하세요.

5.

[+] 또는 [–] 버튼으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무선 수신기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무선 수신기에서 30초를 세는 동안, 등록 버튼을 눌러야만 무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6.

무선 카메라의 뒷면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무선 수신기는 다시 영상 재생 화면으로만
바뀌며, 무선 카메라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무선 카메라가 등록되면 즉시 무선 수신기 모니터에 영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03
메뉴 설명

등록메뉴를 사용하여 무선카메라를 수신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무선카메라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무선 카메라는 이미 무선 수신기
유닛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 기능은 무선 카메라를 무선 수신기의
특정 채널에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최대
4개의 무선 카메라(무선 카메라 별매)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각각은 고유 채널에
할당됩니다.
무선 카메라를 추가로 등록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초기화
무선 수신기를 공장 설정 값으로 복귀하려면
<YES>를 선택하세요.
모든 메뉴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PLEASE PRESS
PAIR KEY
ON CAMERA SIDE
2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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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카메라 등록 설정은 초기화 후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무선 수신기와의 등록 설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17

04

별첨

하드웨어 및 CD 드라이버 설치
문제 해결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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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CD 드라이버 설치
1.

2.

설치 CD를 CD ROM에 넣고
USB 드라이버 설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Next >>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3.

“I accept the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를 선택한
후 <Next >>를 클릭하세요.

6.

설치가 완료되면, 장치
관리자에서 “Wireless Monitoring
System”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n

4.

`

이 장치는 MSN 메신저와
스카이프 사용을 위한 무선
웹캠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Browse...> 버튼을 누르고
저장할 폴더를 선택한 후
<Next >>을 클릭하세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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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nish>를 클릭하여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하세요.

19

문제 해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문제
무선 카메라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계속
내려갑니다.

조치
1. 무선 카메라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무선 카메라와 무선 수신기 모두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무선 카메라가 신호 수신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배터리 모드로 구동 시, 배터리를 교체해 보세요.
5. 무선 카메라와 모니터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 무선 카메라를 무선 수신기에 가깝게 이동시킵니다.
2. 무선 카메라나 무선 수신기 또는 두 장치의 위치를 모두 조정하여
수신율을 향상시킵니다.
3. 모니터 안테나를 수직으로 펼쳐지도록 조정합니다.

음성 문제

1. TV의 볼륨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무선 카메라의 마이크 송신 범위 내에서 음성이 포착되는지 확인합니다.
3. 기기에서 크고 날카로운 음(피드백 신호)이 발생하면, 무선 카메라나
무선 수신기를 보다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영상이 깨져
보입니다.

프레임률이 낮을 경우(예: 초당 10 프레임 또는 초당 20 프레임) 영상이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1. 무선 카메라를 무선 수신기에 가깝게 이동시켜 봅니다.
2. 무선 카메라와 무선 수신기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제거하세요.
3. 모니터 안테나를 수직으로 펼쳐지도록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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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조치

TV나 모니터와
같이 큰 화면으로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 AV 출력
기능을 사용하면
영상이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AV 출력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일 뿐입니다.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할 경우, 화면 해상도가 VGA급으로 제한되기에 영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n

`

이는 제품 고장이 아닙니다.
1.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TV/모니터의 PIP 기능을 이용하세요.
TV/모니터의 PIP 기능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2. 보다 작은 크기의 TV나 모니터를 이용하여 시청하세요.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면 공급 전류가 불안정해져서 영상/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하려면 먼저 배터리를 완충하거나 새 배터리로
교체하세요.

제품 사양
항목

세부 설명

항목

세부 설명

무선 카메라

무선 수신기

송신 주파수 범위

2.400GHz~2.4835GHz

수신 주파수 범위

전송률

2.0 Mbps

2.400GHz~2.4835GHz

모니터

14dBm (TYP)

3.5형 컬러 LCD

전송 출력

전송률

GFSK with FHSS

2.0 Mbps

동조 방식

수신 감도

100m (장애물이 없을 경우)

-81dBm

송신 거리

복조 방식

GFSK with FHSS

영상 센서 종류

1/4” 컬러 CMOS 영상 센서

해상도

H: 640 V: 480

320 (RGB) x 240

유효 픽셀

유효각

Motion JPEG

H: 120° V: 100°

영상 처리

AV 출력 / 해상도

VGA 640x480 / 10FPS

전원 요구 사항

5V DC ±5%

영상 해상도/프레임률

H: 640 V: 480 / 30FPS 최대 (적외선 LED는 저조도 환경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므로 영상 전송을 위한 프레임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자동

소비 전력

렌즈

4.9mm / F2.8

동작 온도

유효각 (대각선)

50°

-10°C ~ 40°C

동작 습도

0 LUX (IR On)

0% ~ 85% RH

최저 조도

중량

적외선 LED / 나이트 비전 범위

8 LEDs / 940nm 3m (적외선 LED 사용 시)

175g

5V DC ±5%

사이즈(W x H x D)

128 x 75 x 25mm

전원 요구 사항

등록 카메라

최대 4대

동작 온도

-10°C ~ 40°C

동작 습도

0% ~ 85% RH

중량

143g

사이즈(W x H x D)

94 x 148 x 94mm

미충전 시 최대 400mA
충전 시 800mA

별첨

소비 전력

360mA 최대 (야간 조명 사용 시)
300mA (야간 조명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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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 두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요청시 유상서비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고객 주의사항
●

●

●

●

●

보안 시스템 및 제품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매일) 점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감시 보조장비로 도난(재산피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책임지지 않습
니다.
A/S는 당사 해당 제품(단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설치문제로 인한 불량은 설치 전문 업체 및 유지 보수업체를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품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기능이나, 타사 쇼핑몰 등에서
제
잘못 기재된 기능은 당사에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서비스 요청시 제품에 저장된 중요한 데이터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손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백업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리과정에서 손실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2] 제품 사용설명으로 서비스 요청한 경우
●

●

사용환경에 따른 신호 점검, 전원 점검, 네트워크 환경 문제 등의
서비스 요청시
제품과 관련된 타기기의 설치, 설명 요청시

[3] 단순 분해조립, 간단조정, S/W Upgrade 등으로 서비스 요청한 경우
●

제품 안에 이물이 투입되어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요청시

●

제품 간단조정이나 분해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

제품고장 요인이 아닌 S/W 업그레이드 요청시

[4] 그 밖의 경우
●

●

●

제품에서 사용되는 소모품(기록매체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용설명 서비스 요청시 (소모품 문제에 대한 사용설명 및 서비스
요청은 해당업체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질이 좋지 않은 기록매체 사용에 따른 고장이나 사용설명 서비스
품
요청시
제품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설치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상기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전 전문상담원(☎1588-5772)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품질보증서
제

품

명

모

델

명

Wirless Video Monitoring
SEW-3030

구 입 후
1년

구

입

일

자

년

월

일

보

증

기

간

년

월

일 까지

고객주소

보증기간

성 명

판매점주소
(상호)

연락처

성 명
연락처

※ 제품 판매시 공란의 내용을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 서비스를 받으실 때 ▶
사용설명서를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고장이라 생각되면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한번 더
읽어 주십시오.
사용미숙 등으로 인한 고장현상이 있으므로 사용설명서의 취급법과 주의사항
등을 보시면 고객여러분의 손으로도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방법은?
요청하실 때는 고장상태를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이때 보증서를 함께 제시하시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유상, 무상수리의
구분이 됩니다.
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서비스 요청시 삼성테크윈(주)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 이 보증서는 한국에서만 적용되며, 해외 에서는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삼성테크윈(주) Security Solution 사업부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번지 삼성테크윈 판교 R&D 센터
영 업 TEL: 070-7147-8771~8/ FAX: 031-8018-3715 A/S TEL: 1588-5772
대구영업소 TEL: 053-742-3098
부산영업소 TEL: 051-640-8233
아래 사항에 따른 고장은 유상 처리됩니다.
1)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
2) 정격전원외의 전원 연결시

3) 사용자 임의로 분해, 수리한 경우
4) 자연재해에 의한 고장 (화재, 홍수, 해일 등)
5) 소모품 교체시

삼성테크윈주식회사

67mm [2.6 inch]

고정판

무선 카메라 설치용 나사 홈

이 고정판은 무선 카메라를 벽면에
직접 장착할 때 사용합니다.

무선 카메라 전면부

삼성테크윈(주) Security Solution 사업부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번지 삼성테크윈 판교 R&D 센터
영
업 TEL: 070-7147-8771~8/ FAX: 031-8018-3715 A/S TEL: 1588-5772
대구영업소 TEL: 053-742-3098
부산영업소 TEL: 051-640-8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