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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를 읽기 전에 

 

사용자 주의사항 

‘사용자 주의 사항’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

로 반드시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ITGuard®-Manager’ 설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설정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

정을 진행하십시오. 

◼ 본 설명서는 프리미엄 라이선스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설정 가능 기능에 제약이 있습니다. 장비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고 설정

을 진행하십시오. 

 

 

 

아이콘 표기 의미 

 
주의 기능 동작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참고 기능 동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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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버전 날짜 개정 내용 

v4.0 2018.12.28 IT-guard v4.0 첫 매뉴얼 

v4.1 2019.01.17 레이아웃 개선, 오탈자 교정 

v4.11 2019.05.10 통신 인터페이스, 장비연동 추가, FAQ 수정 

v4.2 2019.08.22 위젯 대폭 추가 및 설정 개편 

v4.3 2019.12.16 대시보드 탭 추가 

v4.31  설비 위젯 추가, 그래프 위젯 개선, 아이콘 변경, 

배치도 설정 개선 

v4.32 2020.05.13 관리자 계정 itguard 로 변경 

v4.33 2020.09.07 전국지도 위젯 추가, 연동장비목록 위젯 수정, 그 외 

일부 설명 수정 

v4.34 2020.12.23 라이선스 내용 추가 

v4.35 2021.01.05 대시보드 가져오기, 내보내기, 장치관리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 추가 

v4.3.6 2021.03.30 PUE, STS, 정류기, 인버터 설비 위젯 추가, 배치도 

사용자정의 목록 추가 

V4.3.7 2021.04.01 파일관리(설정 내보내기/가져오기)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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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Guard®-Manager 시작하기 

ITGuard®-Manager 알아보기 

 

Web 기반의 관리기능 제공 

Web 기반의 모니터링 및 설정관리, 이력관리, 제어기능을 제공하여 인터넷이 가

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로그인 한 번으로 수월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성을 고려한 UI(User Interface) 제공 

연결된 센서 및 제어기기들의 실시간 상태를 다양한 위젯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 이상 감지 시 저장된 영상, 출입

자 영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들의 경보 설정과 제어기기들의 제어 설정을 연계하여 설정하면 센싱 이상 감지 

시 제어기기 자동 작동설정이 가능하여,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보·제어설정에 편의성을 부여하기 위해 ‘One-line setting(한 줄로 해당 센서 또는 

기기의 기본적인 설정 완료)’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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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Guard®-Manager 접속하기 

 

‘ITGuard®-Manager’ 로그인 

해당 장비의 IP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 창에 입력하 면 ‘ITGuard®-Manager’ 화

면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 되면, ‘Viewer ’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출하 초기 IP 주소는 192.168.0.10 입니다.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초기 로그인 계정은 ‘itguard’, 비밀번호는 ‘IT!admin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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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I 살펴보기 

일반 정보 

공통 버튼 

UI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버튼 종류입니다. 

 

 이전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이전단계가 없으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위젯에 따라 다음 버튼이 안뜰 수 있습니다. 

 작업한 위젯을 해당 셀에 적용시킵니다. 

 수행 중이던 작업을 취소하고 위젯 편집 창을 닫습니다. 

 

등록되어 있던 위젯을 삭제합니다.  

해당 셀에 등록된 위젯이 없으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출력할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하는 창을 엽니다. 

 화면을 갱신합니다.  

 새로운 행을 추가합니다. 표 형태의 설정에서 사용됩니다. 

 선택된 행을 삭제합니다. 표 형태의 설정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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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화면 구성 

 

 

ITGuard®-Manager 기본 화면 구성 

① 메뉴 바 장비 위치와 날짜, 설정 및 로그아웃을 출력합니다. 

② 사이드 바 메인 스테이지에 출력할 내용을 종류별로 묶어놓은 아이콘을 출력합니

다. 

③ 메인 스테이지 선택한 사이드 바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②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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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바(menu bar) 

 

 

메뉴 바 구성 

① 설정 클릭하여 사이드 바와 메인 스테이지를 ‘뷰어→설정’ 으로 전환합니다. 

② 탭 바 메인 스테이지에 띄울 탭을 표시합니다. 

③ 장비위치 ‘설정-장비-장비위치’의 내용과 접속 주소를 출력합니다. 연동된 장비가 있을 경우 

클릭하여 서버 선택 창에서 연동 장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④ 시간 ‘설정-장비-시간 동기화 서버주소’를 통해 설정된 시간을 출력합니다. 

⑤ 로그아웃 IT-Guard를 로그아웃 합니다. 

 

장비 위치를 클릭했을 경우> 

 

 연동된 장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동방법은 4. 설정하기-장비연동을 참조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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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바(side bar)  

 

사이드 바 구성 

① 대시보드 사용자에 맞는 위젯을 배치하여 데이터 모니터링 및 경보 이력, 영상 감시 

등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② 그래프 데이터 추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아날로그 데이터의 평균, 최소, 최대 값과 

실시간 데이터의 상태를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장치 등록된 장치의 설치 상태 및 실시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④ 카메라 연동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 및 저장된 과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⑤ 이벤트 발생 내역 경보가 발생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⑥ 통계 아날로그 데이터의 누적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⑦ 레시피 레시피를 설정합니다. 레시피로 경보를 설정하고 자동 제어의 조건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⑧ 대시보드 편집 대시보드에 위젯을 추가/편집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페이지에서만 나타

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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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바 구성 

① 일반 상태 경보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② 경보상태 

수준: 정상 

설정한 경보 수준이 ‘정상’인 경보가 발생했을 때 사이드 바가 녹색으로 변

합니다. 

③ 경보상태 

수준: 관심 이상 

설정한 경보 수준이 ‘관심’ 이상인 경보가 발생했을 때 사이드 바가 적색으

로 변합니다. 

④ 경보음 경보음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 경보음을 계속 발생시킵니다. 

 : 경보음을 끕니다. 새로운 경보가 발생해도 경보음은 발생하지 않

습니다. 

 : 현재 발생중인 경보음을 끄지만 새롭게 경보가 발생하면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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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원하는 대로 모니터링 하십시오. 

ITGuard®-Manager 는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 UI 로, 연결된 장치(센서, 계측기, 

제어기기 등)들의 상태뿐 아니라 ITGuard®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상황을 다양한 위

젯을 통해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젯의 크기와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같은 장치를 다양하게 확인하십시오. 

다양한 위젯에서 같은 장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를 선택하면 장치가 포

함된 위젯에서 그 장치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특정 장치에 대해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치도와 표, 그래프 위젯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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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탭 기능 

메뉴바의 대시보드 탭을 활용하여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대시보드 탭 추가하기 

1.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0p 참조) 

2. 대시보드 편집화면에서는 탭 추가 아이콘이 출력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탭 이름을 설정합니다. 

 

4. 대시보드 탭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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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 탭 편집/삭제하기 

1. 사이드바의 대시보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10p 참조) 

2. 대시보드 탭 옆의 연필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대시보드 편집 

 

 

대시보드 탭 편집 구성 

① 적용 대시보드 탭 이름을 적용합니다. 

② 취소 수정한 내용을 취소하고 기존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③ 삭제 해당 대시보드 탭을 삭제합니다.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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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 로테이션 기능 

대시보드 로테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설정한 시간마다 탭을 이동하여 화면을 

바꿉니다. 

◼ 대시보드 로테이션 설정하기 

1. 로테이션 아이콘 위치를 클릭합니다. 

 

2. 로테이션 주기에 원하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단위: 초) 

 

3. 로테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4. 로테이션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비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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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 탭 복사 기능 

이미 구성된 대시보드 탭의 위젯 배치를 복사하여 신규 장비에 적용시킵니

다. 

◼ 대시보드 내보내기 

1. 사이드바에서 대시보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메뉴 바에서 대시보드 탭 오른쪽의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시보드 설정 다운로드 확인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 경로에 대시보드 설정 파일이 저장됩니다. 

◼ 대시보드 가져오기 

1. 사이드바에서 대시보드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메뉴 바에서 대시보드 탭 오른쪽의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4.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한 대시보드 설정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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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을 클릭합니다. 

 

6. 적용이 완료되면 적용 완료 팝업창이 뜹니다. 

  

◼ 주의사항 

1. 설비 위젯의 경우 해당 설비가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대시보드에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2. 배치도 위젯의 경우 배치도 이미지까지 복사됩니다. 새로 적용한 장비

의 배치도가 다를 경우 새로운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3. 대시보드 내보내기/가져오기 기능은 해당 장비의 모든 대시보드 탭이 

복사됩니다. 불필요한 탭은 삭제를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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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편집 기본 화면 구성 

 

대시보드 편집 기본 화면 구성 

① 대시보드 편집 대시보드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이드 바의 대시보드 편집 버튼은 대시보드 상태에서만 표시되고 대시보

드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음영 처리되며 위젯 편집 버튼을 드러냅니다. 

② 셀 셀은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시보드는 4x5 20개의 셀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각각의 셀마

다 위젯을 추가할 수도, 커다란 하나의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③ 위젯 편집 대시보드 편집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 우측 상단의 파란색 연필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편집할 수 있습니

다. 아이콘이 위치한 셀에 위젯이 생성되며 해당 위치에서 우 하단으로 확

장할 수 있습니다.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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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화면 

  

위젯 기본 편집 구성 

① 위젯 크기 위젯의 크기를 정합니다.  파란색 칸이 위젯이 차지할 공간입니다. 

선택한 셀 기준으로 우하단으로 클릭하여 크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② 위젯 제목 위젯 상단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③ 대 분류 위젯의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④ 소 분류 대 분류에서 선택한 항목의 하위 항목을 선택합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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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위젯 

평균 

 

 

평균 그래프 위젯은 다양한 장치로부터 수집한 같은 종류의 아날로그 데이터들의 평

균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온도측정기와 B항온항습기로부터 수집한 온도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

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해당 x축 시간의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축은 2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분:초)을 의미하며 30초마다 갱신됩니다. 

 y축은 측정중인 데이터의 상한, 하한 값에 맞춰 자동으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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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편집 

 

그래프-평균 편집 구성 

① 데이터 종류 평균값을 낼 아날로그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등록된 장치의 데이터 

종류에 따라 셀렉트박스가 생성됩니다. 

② 데이터 선택 평균값을 낼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추적하며 하

나만 선택했을 경우 해당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표기합니다. 

③ 장치 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명을 출력합니다. 

④ 데이터 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데이터명을 출력합니다. 

⑤ 장비 위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당 장비의 ‘장비 위치’ 값을 IP와 함께 출

력합니다. 연동한 장비가 없는 경우 장비위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① 

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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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비교 그래프 위젯은 같은 종류의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가로그래프로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평균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종류가 같다면 다른 장치여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x축은 데이터 값의 크기입니다. 

 y축은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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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편집 

 

그래프-평균 편집 구성 

① 데이터 종류 비교할 아날로그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등록된 장치의 데이터 종류

에 따라 셀렉트박스가 생성됩니다. 

② 장비 위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당 장비의 ‘장비 위치’ 값을 IP와 함께 출

력합니다. 

③ 데이터 선택 비교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④ 장치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명을 출력합니다. 

⑤ 데이터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데이터명을 출력합니다. 

 

  

① 

③ 

②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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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차트(전체) 

 

 

파이차트(전체) 위젯은 등록한 레시피의 발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동한 장비가 있다면 연동 장비에 등록한 레시피를 포함하여 표기합니다. 

 

파이차트(전체)-편집 

파이차트(전체) 위젯은 추가설정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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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차트(경보수준) 

  

 

파이차트(경보수준) 위젯은 등록한 발생한 레시피의 경보수준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레시피에 대해 발생한 레시피의 백분율을 3시 방향을 기준으로 경보수준에 따

라 파이차트로 표현합니다. 

표기되는 경보수준의 순서는 정상-관심-주의-경계-위험 순이며 상단 이미지와 같이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합니다. 

연동한 장비가 있다면 연동 장비에 등록한 레시피를 포함하여 표기합니다. 

 

파이차트(경보수준)-편집 

파이차트(경보수준) 위젯은 추가설정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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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일간 그래프 위젯은 선택한 아날로그 데이터에 대한 하루치 최소, 최대, 평균 값을 1

시간 간격으로 표시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x축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최소, 최대, 평균 값을 출력

합니다. 

 

 

 x축은 2시간 간격으로 표시되며 1시간마다 갱신됩니다. 

 y축은 측정중인 데이터의 상한, 하한 값에 맞춰 자동으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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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편집 

 

그래프-평균 편집 구성 

① 데이터 종류 비교할 아날로그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등록된 장치의 데이터 종류

에 따라 셀렉트박스가 생성됩니다. 

② 장비 위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당 장비의 ‘장비 위치’ 값을 IP와 함께 출

력합니다. 

③ 데이터 선택 비교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④ 장치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명을 출력합니다. 

⑤ 데이터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데이터명을 출력합니다. 

 

  

① 

③ 

②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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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젯 

측정 값(목록) 

 

 

측정값(목록) 위젯은 수집중인 데이터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

다. 설정한 장치의 이름과 데이터의 이름으로 그 데이터의 값을 확인하며 배치도와

의 연계로 해당 장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어 장치의 경우 해당 위젯의 ON/OFF 스위치로 수동 조작할 수 있습니다. 
 

 

  



2. UI 살펴보기  

 

  30 

측정 값(목록)-편집 

 

표-측정값(목록) 편집 구성 

① 장비 위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당 장비의 ‘장비 위치’ 값을 IP와 함께 출

력합니다. 연동한 장비가 없다면 해당 부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② 데이터 선택 실시간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최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전체선택/전체해제 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장치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명을 출력합니다. 

④ 데이터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데이터명을 출력합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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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값(격자) 

 

 

측정값(격자) 위젯은 수집중인 데이터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

다. 설정한 장치의 이름과 데이터의 이름으로 그 데이터의 값을 확인하며 배치도와

의 연계로 해당 장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젯은 측정값(목록) 위젯에 비해 많은 데이터를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한 셀 

당 최대 9개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제어 장치의 경우 해당 위젯의 ON/OFF 스위치로 수동 조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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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값(격자)-편집 

 

표-측정값(격자) 편집 구성 

① 장비 위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해당 장비의 ‘장비 위치’ 값을 IP와 함께 출

력합니다. 

② 데이터 선택 실시간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최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전체선택/전체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장치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명을 출력합니다. 

④ 데이터명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데이터명을 출력합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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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위젯 

레시피 

 

 

레시피 위젯은 설정한 레시피의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보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레시피가 빨갛게 변하며 상태가 발생으로 바뀝니다. 

 
  

 

레시피-편집 

레시피 위젯은 추가 설정 없이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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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위젯 

이벤트 내역 

 

 

이벤트 내역 위젯은 경보 발생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내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해당하는 장치/데이터가 포함된 다른 위젯도 함

게 표시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제되기 전까지 빨갛게 음영처리 됩니다. 

 

 

참고: 

 이벤트 내역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사이드 바에서 이벤트 발생내역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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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내역-편집 

 

이벤트-이벤트 내역 편집 구성 

① 데이터 종류 출력할 이벤트의 데이터 종류를 선택합니다. 

전체: 모든 이벤트를 출력합니다. 

제어: 릴레이 등 제어와 관련된 이벤트만 출력합니다. 

② 이벤트 수준 레시피에서 설정하는 경보 수준에 따라 출력할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③ 발생중인 

이벤트만 출력 

현재 발생중인 이벤트만 출력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이벤트가 종료되면 해당 이벤트를 없앱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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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위젯 

배치도 

 

 

배치도 위젯은 장치가 설치된 장소의 실제 위치와 장치가 수집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배치도 위젯의 각 데이터들은 비교그래프, 측정값 표, 레시피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렸을 때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파랗게 하이라이트 

됩니다. 



2. UI 살펴보기  

 

  37 

배치도-편집 

 

대시보드 편집 구성 

① 도면 업데이트 

 

배치도 화면에 출력할 배경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jpg, png 포맷을 지원합니다. 

파일선택 : 윈도우 탐색기에서 적용시킬 이미지파일을 선택  

적용     : 찾아보기에서 선택한 이미지를 배치도 화면에 적용 

② 아이콘 가져오기 

 

다른 배치도에서 배치한 아이콘 위치 정보를 가져옵니다. 

③ 선택된 아이콘 

 

배치 화면에 배치한 아이콘/설비를 선택했을 때 해당 아이콘/설비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선택된 아이콘에 올라온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배치 화면에서 선택된 아이콘

을 클릭 혹은 드래그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장치 목록, 데이터 목록, 설비 정보 목록의 아이콘은 함께 선택할 수 있으나 

설비 목록의 설비는 같은 종류의 설비만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④ 

 

③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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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이콘 편집 선택한 아이콘의 편집 방법을 설정합니다.  

아이콘과 설비는 아이콘 편집 항목이 다릅니다. 

아이콘 선택 시 아이콘 편집항목 

점 장치를 점으로 표시합니다.    
 →  

이미지 장치를 이미지로 표시합니다. 
 →  

이름 등록된 장치 이름을 표시합니다. 
 →  

배경 가시성을 위해 배경을 추가합니다. 
 →  

굵은글씨 텍스트를 굵게 표시합니다. 
 →  

값 장치/데이터의 값을 표시합니다. 
 →  

크기 
이미지와 텍스트 크기를 조절합니다. 

조절 범위: 50~200%  

 

설비 선택 시 아이콘 편집 항목 

이름 설비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방향 설비의 방향을 배치화면에 

맞게 설정합니다.   

크기 설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조절범위: 10~100%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한 설비를 하나 앞으로 가져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

기 

선택한 설비를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뒤로 보내기 선택한 설비를 하나 뒤로 보냅니다.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한 설비를 맨 뒤로 보냅니다. 
 

⑤ 목록 각각의 탭을 클릭하면 해당 탭의 정보가 펼쳐집니다. 

장치/설비의 종류에 따라 아이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목록의 아이콘은 드래그하여 배치 화면에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장치 목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목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의 데이터 목록을 제공합니다. 

설비 정보 목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 중 자체 알람기능이 있는 설

비(항온항습기, UPS 등)의 알람 목록을 제공합니다. 

설비 목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 중 설비에 해당하는 목록을 제공

합니다. 

사용자정의 목록: 본 장비 및 연동한 IT시리즈 장비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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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그하여 배치 시 ‘설정-장비-장비위치’ 에 입력한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⑥ 배치 화면 위젯에 표시될 화면을 꾸밉니다. 배치에 도움을 주는 모눈이 제공됩니다. 

도면 업데이트를 통해 배경을 깔고 실제 설치된 위치에 해당 장비 아이콘을 

배치합니다. 

배치도에 배치한 아이콘들은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드래그를 통해 여러 

아이콘을 한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는 드래그해도 동시에 선

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목록에서 가져온 설비들은 배치한 순서대로 이미지가 쌓입니다. 

이미지가 쌓인 순서는 아이콘 편집 항목의 가져오기 와 보내기 설정으로 바

꿀 수 있습니다. 

누수 배치 설정 

 

누수 배치의 경우 설비 목록에서 드래그로 놓은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여 꺾을 

지점을 클릭하여 다음 지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꺾을 지점을 잘못 지정했

다면 ESC키를 눌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수 센서 배치가 끝나면 ENTER키

를 눌러 누수 배치 설정을 완료합니다. 완성된 누수 센서는 꼭지점을 드래그

하여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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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도 

 

 

전국 지도 위젯은 전국 지도 상에서 연동한 장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동장비에 마우스포인터를 올리면 해당 장비의 경보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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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도-편집 

 

이벤트-이벤트 내역 편집 구성 

① 시/도 선택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시/도 지역이 음영처리됩니다. 

② 편집 시/도 이름 표시여부, 연동장비의 이름 표시여부, 연동장비 아이콘의 크기

를 설정합니다. 

③ 연동장비목록 현재 등록된 연동장비 목록을 출력합니다. 

④ 배치 화면 연동장비목록에 있는 장비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① ②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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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젯 

실시간 

 

 

연동한 CCTV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위젯 크기에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IDIS제품의 경우 영상을 더블클릭하여 다른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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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편집 

 

영상 실시간 편집 구성 

① 카메라 선택 ‘설정-장비 연동’ 에 등록된 카메라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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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위젯 

연동 장비 목록 

 

연동한 IoT edge gateway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장비의 경보상태 나타납니다. 

아이콘 클릭 시 연동한 장비의 대시보드 화면을 새창으로 엽니다. 

연동 장비 목록 아이콘 설명 

 

 
연동 장비의 기본 상태입니다. 

 

 
연동 장비에 ‘정상’ 경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연동 장비에 ‘관심’ 이상의 경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연동 장비의 IP, 또는 계정 정보의 입력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설정>장비연동’ 에서 해당 입력정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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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장비 목록-편집 

 

연동 장비 목록 편집 구성 

① 연동장비 선택 ‘설정-장비 연동’ 에 등록된 장비를 체크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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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위젯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풍량, 댐퍼, 설정온도, 작동 상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성 

① 현재 온도 항온항습기에서 측정한 현재 온도가 표시됩니다. 

② 설정 온도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③ 외부 온도 항온항습기에서 측정한 외부 온도가 표시됩니다. 외부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의 경우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④ 현재습도 항온항습기에서 측정한 현재 습도가 표시됩니다. 

⑤ 설정 습도 원하는 습도를 설정합니다. 

⑥ 외부 습도 항온항습기에서 측정한 외부 습도가 표시됩니다. 외부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의 경우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⑦ 풍량 풍량을 제어합니다. 

풍량 목록 [정지, 미풍, 약풍, 중풍, 강풍, 파워풍, 자동] 

1x1 위젯 2x1 위젯 

① 
② 

③ 

⑦ 

④ 
⑤ 

⑥ 

⑧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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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원 항온항습기의 풍량 작동 상태를 제어합니다. 

⑨ 동작 항온항습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합니다. 

운영 상태 목록[송풍, 냉방, 난방, 가습, 제습, 급수, 배수, 항온항습, 자동냉방, 

자동난방, 외기] 

⑩ 경보 항온항습기의 자체 경보를 표시합니다. 

경보 목록[온도, 습도, 센서(물, 전원, 온습도, 기타), 필텀가힘, 과전류, 저전류, 

고압, 저압, 압축기, 히터, 제습기, 가습기, 메인팬, 실외기팬, 배기팬, 급수, 배수, 

공기흐름, 밸브, 소방, 누수, 냉각수, 기타, 통합] 

⑪ 외기댐퍼 댐퍼를 제어합니다. 댐퍼가 없는 모델의 경우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항온항습기-편집 

  

항온항습기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항온항습기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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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UPS 구성 

① 입력전원 정보 UPS로 들어오는 입력 전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3상의 전압, 전류, 주파수를 출

력하며 단상의 경우 첫 번째 열에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1x1 위젯의 경우 3상 

정보를 로테이션으로 보여줍니다. 

② 출력전원 정보 UPS로 들어오는 출력 전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3상의 전압, 전류, 주파수 및 로

드를 출력하며 단상의 경우 첫 번째 열에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1x1 위젯의 경

우 3상 정보를 로테이션으로 보여줍니다. 

③ 배터리 정보 배터리의 전압, 남은 비율, 남은 시간 정보를 출력합니다. 

④ 경보 UPS의 자체 경보를 출력합니다. 

경보 목록: [통신, 온도, 습도, 센서(기타), 고전압, 저전압, 팬, 입력, 출력, 과부

하, 인버터, 정류기, 배터리, 충전, DC버스, 단선, 하드웨어 모듈, 바이패스, 배터

리 모드, 기타, 통합] 

⑤ UPS 흐름도 UPS 전원 상태 흐름도입니다. 

 

 

 

이상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1x1 위젯 2x1 위젯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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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UPS 흐름도 바이패스 모드 

 

배터리 모드 

 

⑥ 유효전력 배터리의 유효전력을 출력합니다. 

 

UPS-편집 

 

UPS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UPS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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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BMS 구성 

① 전체 전압 모든 셀의 전압의 총 합을 출력합니다. 

② 전류 정전 발생으로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때 사용중인 전류를 출력합니다. 

③ 셀 전압 셀(cell) 전압을 출력합니다. 

④ 셀 저항 셀 저항을 출력합니다. 

⑤ 셀 온도 셀 온도를 출력합니다. 셀 온도는 일부 표본의 셀을 측정하여 출력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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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편집 

 

BMS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BMS BANK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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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 구성 

① 선간전압 삼상 전원의 선간 전압을 출력합니다. 1x1 위젯에서는 상전압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합니다. 

② 상전압 삼상 전원의 상 전압을 출력합니다. 1x1 위젯에서는 선간전압과 번갈아 가면서 

출력합니다. 

③ 전류 상 별 전류를 출력합니다. 

④ 역률 상 별 역률을 출력합니다. 

⑤ 주파수 주파수 정보를 출력합니다. 

⑥ 전력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출력합니다.  

단위: [유효전력 kW, 무효전력 kVar] 

⑦ 전력량 유효전력량과 무효전력량을 출력합니다. 

단위: [유효전력량 kWh, 무효전력 kVarh] 

1x1 위젯 2x1 위젯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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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멀티미터-편집 

 

디지털 멀티미터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디지털 멀티미터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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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분배장치(PDU) 

  

 

전원분배장치 구성 

① 전압 PDU의 전압을 출력합니다. 

② 전류 PDU의 전류를 출력합니다. 

③ 유효전력 PDU의 유효전력을 출력합니다. 

④ 무효전력 PDU의 무효전력을 출력합니다. 

⑤ 역률 PDU의 역률을 출력합니다. 

⑥ 유효전력량 PDU의 유효전력량을 출력합니다. 

⑦ 무효전력량 PDU의 무효전력량을 출력합니다. 

1x1 위젯만 지원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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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분배장치-편집 

 

전원분배장치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전원분배장치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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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지 

 

 

누수감지 구성 

① 발생여부 누수의 발생 여부를 출력합니다. 

② 발생위치 누수가 센서케이블의 시작시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후에 발생했는지 출력합니

다. 

③ 경보 누수감지모듈의 경보 종류를 출력합니다. 

경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선, 케이블오염, 케이블불균형, 모듈이상] 

 

  

1x1 위젯만 지원합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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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지-편집 

 

누수감지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누수감지모듈을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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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E 

  

 

PUE 구성 

① 전체설비 전체 설비의 전력량을 나타냅니다. 게이지타입의 경우 전체설비 글자에 마우스

를 호버하면 해당하는 장비의 목록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IT설비 IT설비의 전력량을 나타냅니다. 게이지타입의 경우 IT설비 글자에 마우스를 호

버하면 해당하는 장비의 목록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PUE 값 PUE값을 나타냅니다. PUE값은 전체 설비에서 IT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

는 값으로서 분자에 전체설비, 분모에 IT설비를 두고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PUE 등급 PUE값에 따른 등급을 나타냅니다. 등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이하: 매우 효율적 

1.2~1.5: 효율적 

1.5~2.0: 평균 

2.0~2.5: 비효율적 

2.5 이상: 매우 비효율적 

 

  

1x1 위젯만 지원합니다. 

① 

② 

③ 
① 

④ 

③

④ <표 타입> <게이지 타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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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E-편집 

 

PUE 편집 구성 

① 타입 선택 대시보드에 나타낼 위젯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② 전체설비 선택 전력을 측정하는 모든 설비를 목록에 출력합니다. 해당 목록에서 PUE계산

에 사용할 전체 설비에 해당하는 설비를 선택합니다. 

③ 전체선택/해제 ‘전체설비 선택’목록에 있는 설비들을 전체 선택/해제 합니다. 

④ IT설비 선택 ‘전체설비 선택’에서 선택된 설비를 목록에 출력합니다. 해당 목록에서 IT설

비에 해당하는 설비를 선택합니다. 

  

① 

②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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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STS 구성 

① 입력  

주파수/전압 
입력1/입력2 주파수 및 전압 값을 교대로 나타냅니다. 

② 경보(입력) STS 입력 부분의 경보 종류를 나타냅니다. 

경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러, 주파수, 전압, 상결선 확장, 트립, 과열, 과전류, 

과부하, SCR열림, SCR단락, 바이패스 닫힘] 

③ 출력 주파수 출력 주파수 값을 출력합니다. 

④ 출력  

전류/전압 
출력부분의 전류/전압 값을 교대로 나타냅니다. 

⑤ 유효전력,  

위상오차,  

온도 

출력부분의 유효전력을 나타냅니다. 

위상차를 나타냅니다. 

설비내부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⑥ 동작(출력) STS 출력 부분의 동작 상태를 나타냅니다. 

동작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레커 열림, 예비 라인 모드, 수동 모드, 제어무시, 비

상파워테스트] 

⑦ 경보(출력) STS 출력 부분의 경보 종류를 나타냅니다. 

경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하 무공급, 과부하, 이상 소스 로드, E.P.O 유효, 소스 

비동기, 선호과전류억제, 예약과전류억제, 확장 소스선택스위치, 확장 선호소스실패, 확장 

예약소스실패, 확장 전송억제, 확장 명령충돌, 과전류, 전송억제, 데이터설정손실, 외부파워

실패] 

⑧ STS 흐름도 현재 STS의 입출력 상태를 나타냅니다. 

2x1 위젯만 지원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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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편집 

 

STS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STS 장비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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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정류기 구성 

① 입력 정류기의 입력 주파수 및 전압을 나타냅니다. 

② 출력 정류기의 출력 주파수, 전압, 전류, 전력 값을 나타냅니다. 

③ 경보 정류기의 경보 종류를 출력합니다. 

경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온도, 습도, 센서(기타), 고전압, 저전압, 팬, 

정전, 출력, 과부하, 인버터, 정류기, 배터리, 충전, DC버스, 단선, 하드웨어모듈, 

바이패스, 배터리 모드, 기타] 

④ 배터리 정류기 배터리의 전압, 남은 양(퍼센트),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1x1 위젯만 지원합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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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편집 

 

정류기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정류기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2. UI 살펴보기  

 

  64 

인버터 

 

 

인버터 구성 

① 입력 인버터의 입력 전압, 주파수, 전류을 나타냅니다. 

② 출력 인버터의 출력 주파수, 전압, 전류, 역률, 전력 값을 나타냅니다. 

③ 경보 인버터의 경보 종류를 출력합니다. 

경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온도, 습도, 센서(기타), 고전압, 저전압, 팬, 

정전, 출력, 과부하, 인버터, 배터리, 충전, DC버스, 단선, 하드웨어모듈, 바이패

스, 배터리 모드, 기타] 

 

  

1x1 위젯만 지원합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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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편집 

 

인버터 편집 구성 

① 설비 선택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인버터를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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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기본 화면 구성  

 

그래프 화면 구성 

① 편집 그래프에 들어갈 내용을 편집합니다. 

② 실시간/통계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볼 것인지 정해진 기간 동안 볼 것인지 선택합니다. 

③ 날짜 선택 통계를 선택한 경우 날짜 선택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④ 꺾은선 그래프 선택한 데이터에 대한 꺾은선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의 경우 30초마

다 갱신되며 갱신 시간부터 2분 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선택한 경우 

선택한 날짜 기간 동안의 꺾은선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해당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⑤ 막대 그래프 아날로그 데이터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값들(예

를 들어 온도)을 막대그래프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선택한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값의 최대, 최소, 평균 값을 막대그래프로 

표현합니다. 막대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해당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① 

⑤ 

③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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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꺾은선 그래프는 하나의 그래프 당 10개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색깔로 2시간 동안의 값을 표시합니다. 

 

막대 그래프는 아날로그 데이터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데이터의 종류만 선택하는데 표기하는 데이터의 개수에 제한은 없습

니다. 데이터가 늘어나서 하단에 데이터 이름을 표기할 충분한 공간이 없어지면 이

름을 생략합니다. 

막대그래프는 실시간 화면에서 해당 데이터의 실시간 값을 막대 형식으로 표기하며 

30초마다 갱신됩니다. 막대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상단의 이미지와 같이 ‘통신방식, 

모델명, 장치명, 데이터명, 측정 값’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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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통계 화면에서 꺾은 선 그래프는 선택한 기간 동안의 값을 출력합니다. 

기간은 하루 단위로 선택합니다. 

 

통계 화면에서 막대 그래프는 음영의 진하기로 최대, 평균, 최소 값을 출력합니다. 

막대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해당 데이터의 통신방식, 모델명, 장치명, 데이터명

과 선택한 기간동안의 최대 값, 평균 값, 최소 값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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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그래프 화면 구성 

① 상한 꺾은선 그래프의 y축 상한 값을 설정합니다. 하한보다 커야 합니다. 

DI 데이터의 경우 y축에 선택한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② 하한 꺾은선 그래프의 y축 하한 값을 설정합니다. 상한보다 작아야 합니다. 

③ 분류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분류에서 선택한 종류에 따라 데이터 목록이 결

정됩니다. 

④ 데이터 목록 분류에서 선택한 종류의 데이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⑤ 상한 막대 그래프의 y축 상한 값을 설정합니다. 하한보다 커야 합니다. 

⑥ 하한 막대 그래프의 y축 하한 값을 설정합니다. 상한보다 작아야 합니다. 

⑦ 분류 막대그래프로 표시할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⑧ 추가(꺾은선) 설정 항목을 추가합니다. 최대 10개의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⑨ 추가(막대) 설정 항목을 추가합니다. 최대 10개의 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① ③ ④ ②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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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기본 화면 구성 

 

그래프 화면 구성 

① 통신방식 장치를 통신방식으로 묶어 배열합니다. 

② 장치설명 연결된 장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장비 ID, 이름, 장비 아이콘, 데이

터 이름 및 데이터 값 등 

③ 미설치 ‘’설정-장치관리’’ 에서 장치를 등록했으나 실제 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다음과 같이 미설치로 표기됩니다. 

 

  

①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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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설명 

 

그래프 화면 구성 

① 장치 번호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번호를 출력합니다. 

② 모델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모델 명을 출력합니다. 

③ 장치 이름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장치 이름을 출력합니다. 

④ 아이콘 해당 장치를 나타낼 수 있는 아이콘을 출력합니다. 

⑤ 데이터 이름 ‘설정-장치관리’ 에 등록된 데이터 이름을 출력합니다. 

⑥ 측정 값 현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⑦ 레시피 레시피에 사용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진 장치의 경우 각 

데이터가 사용된 횟수를 합산하여 표기합니다. 어떤 레시피에서도 사용되지 않

았다면 공백으로 출력됩니다. 

 

  

① 

③ 

④ ②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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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록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뿐만 아니라 기록된 영상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VR을 연결해야 합니다. 

실시간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화면을 더블클릭하여 동시에 볼 수 있고 다시 더블

클릭으로 보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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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이벤트 발생 내역 화면 구성 

① 컨트롤러 처음으로: 0시 00분으로 돌아갑니다. 

되감기: 영상을 1초단위로 역재생 합니다. 

재생: 영상을 재생합니다. 

정지: 영상을 멈춥니다. 정지상태에서 나머지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리감기: 영상을 1프레임으로 2배 빠르게 재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영상을 재생합니다.  

② 새로고침 재생될 영상을 새로 불러옵니다. 

③ 달력 선택 재생할 영상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NVR의 스펙을 참조하십시오. 

 

④ 시간 선택 재생할 영상의 ‘시’를 선택합니다. 

⑤ 분/초 선택 재생할 영상의 ‘분/초’를 선택합니다. 

  

① 
③ ④ 

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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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발생 내역 

기본 화면 구성 

 

이벤트 발생 내역 화면 구성 

① 경보/제어 탭 경보내역과 제어내역을 보여주는 탭을 선택합니다. 

②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창을 엽니다. 

③ .xls 저장 현재 페이지를 엑셀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Explorer, Edge 브라우저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csv 저장 현재 페이지를 csv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Explorer, Edge 브라우저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페이지 페이지를 이동해 과거 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경보는 최대 150개 입니다. 

⑥ 조회 기간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경보를 볼 수 있습니다. 

⑦ 형태 어떤 장치의 데이터에서 경보가 발생했는지 나타냅니다. 클릭할 경우 ABC순으

로 내림차순/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⑧ 등급 발생한 경보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클릭할 경우 등급 레벨 별로 내림차순/오름

차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⑨ 발생시각 경보가 발생한 시각을 나타냅니다. 클릭할 경우 시각에 따라 내림차순/오름차

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⑩ 해제시각 경보가 해제된 시각을 나타냅니다. 클릭할 경우 시각에 따라 내림차순/오름차

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⑪ 지속기간 경보가 지속된 시각을 나타내며 해제시각에서 발생시각을 뺀 값과 같습니다. 

클릭할 경우 지속기간에 따라 내림차순/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② 

 

⑥ 

⑦ 

⑤ 

⑧ ⑨ ⑩ ⑪ ⑫ ⑬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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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영상 영상을 연동했을 때 해당 내역이 발생한 당시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⑬ 비고 어떤 통신방식에서 어느 장비가 경보를 발생시켰는지 나타내며 아날로그 데이

터의 경우 발생 조건을 나타냅니다. 

편집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화면 구성 

① 데이터 종류 이벤트 발생내역에서 살펴볼 데이터의 종류를 출력합니다. 등록한 데이터만 출

력됩니다. 

② 체크 박스 이벤트 발생내역에서 살펴볼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적용 선택한 데이터의 종류를 메인 스테이지에 적용합니다. 

④ 취소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데이터 선택창을 닫습니다. 

 

조회 기간 

 

 년, 월 선택 후 달력에서 일을 선택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① 

③ ④ 

② 



2. UI 살펴보기  

 

  76 

통계 

기본 화면 구성 

 

통계 기본 화면 구성 

① 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창을 엽니다. 

② .xls 저장 현재 페이지를 엑셀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Explorer, Edge 브라우저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csv 저장 현재 페이지를 csv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Explorer, Edge 브라우저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조회 기간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⑤ 단위 시간 단위 시간을 설정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단위 시간은 [5분, 10분, 15분, 30분, 1

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1일]입니다. 

⑥ 일시 선택한 조회 기간과 단위 시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⑦ 통계 데이터 데이터 선택 창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장치 이름, 데이터 이름, 통

계 값의 단위를 출력합니다.  

  

① ⑤ 

⑥ 

④ 

⑦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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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선택 

 

데이터 선택 화면 구성 

① 최소 클릭하여 파란색이 된 상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 범위 동안 측정된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합니다. 

② 평균 클릭하여 파란이 된 상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 범위 동안 측정된 

평균 값을 출력합니다. 

③ 최대 클릭하여 파란색이 된 상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해당 기간 범위 동안 측정된 

가장 큰 값을 출력합니다. 

④ 차이 클릭하여 짙은 회색이 된 상태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⑤ 장치명 ‘설정-장치관리’에 등록된 장치 명을 나타냅니다. 

⑥ 데이터명 ‘설정-장치관리’에 등록된 데이터 명을 나타냅니다. 

⑦ 체크박스 해당하는 장치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데이터는 메인 스테이지에 출력

됩니다. 최대 10개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③ ④ ②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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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기본 화면 

 

 

데이터 선택 화면 구성 

① 단일/리뷰 단일/리뷰 탭으로 전환합니다. 

② 적용 레시피의 추가, 수정, 삭제를 적용합니다. 

③ 취소 추가, 수정, 삭제한 레시피를 취소합니다. 

④ 고급 연계 레시피, 감지시간 항목을 추가합니다. 

⑤ 복제 선택한 레시피를 복제합니다. 

⑥ 삭제 선택한 레시피를 삭제합니다. 

⑦ 추가 레시피를 추가합니다. 

 

  

① 

③ ④ ②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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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항목 1 

 

레시피 표 항목 화면 구성 1 

① 선택 레시피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레시피는 복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용 해당 레시피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OFF로 설정할 경우 레시피 조건을 만

족하더라도 경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레시피명 레시피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최대 30자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④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특성에 표기되는 종류는 등록된 장치의 

데이터에 따라 정해집니다.  

⑤ 데이터 목록 선택한 데이터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체크박스로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조건  

⑥ 연계 레시피 연계 레시피에 선택된 레시피가 해당 레시피가 작동하는 선행조건이 됩니다.  

⑦ 상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는 [NOT, AND]입니다. 

NOT은 연계레시피가 발동하지 않은 경우 해당 레시피의 조건이 만족되면 경보

를 발생시킵니다. 

AND는 연계레시피가 발동한 경우 해당 레시피의 조건이 만족될 때 경보를 발

생시킵니다. 

⑧ 값 아날로그 데이터의 레시피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데이터의 경보 

발생 조건을 설정합니다.  

⑨ 유지 측정 값이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를 얼마나 유지한 뒤에 경보를 발생시키는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⑩ 조건 아날로그 데이터: 값이 [이상/이하]일 때 경보 발생 

DI 데이터: DI의 상태가 [Open/Close]일 때 경보 발생 

 해제 조건  

⑪ 값│유지 아날로그 데이터: 경보해제 값을 설정합니다. 

DI데이터: 얼마나 유지했을 때 해제될 것인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⑫ 조건 자동으로 발생조건의 조건의 반대 조건이 설정됩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발생조건이 ‘이상’일 때 ‘이하’, ‘이하’일 때 ‘이상’ 

DI 데이터: 발생조건이 ‘Open’일 때 ‘Close’, ‘Close’일 때 ‘Open’ 

① ③ ④ ② ⑤ 

⑥ ⑦ ⑧ ⑨ ⑪ ⑫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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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항목 2 

 

레시피 표 항목 화면 구성 2 

 감지 시간  

① 상시/요일 레시피 조건을 만족했을 때 경보를 발생시킬 요일을 선택합니다. 상시를 선택

할 경우 항상 레시피를 발동시키며 요일은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시작 레시피를 언제부터 사용할 지 시작시간을 설정합니다. 시작과 종료시간이 같은 

경우 선택한 요일 언제나 레시피를 발동합니다. 

③ 종료 레시피를 언제까지 사용할 지 종료시간은 설정합니다. 

 통보  

④ 통합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진 레시피의 경우 경보 발생과 해제를 통합하여 통보합

니다.  

⑤ 관리자 통보할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경보를 통보할 관리자는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

다. 

⑥ 반복 경보가 해제되지 않으면 설정한 시간마다 반복해서 경보발생을 통보합니다. 시

간 단위는 분입니다. 

⑦ 경보 수준 레시피의 경보 수준을 설정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위험] 입니다. 

⑧ 제어 목록 레시피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 경보발생과 함께 제어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① ③ ④ ②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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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데이터 입장에서 자신이 포함된 레시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레시피 만들기  

 

  82 

3. 레시피 만들기 

레시피가 무엇인가요? 

레시피는 수집하는 데이터에 조건을 걸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도구입니다. 

발생시킬 수 있는 이벤트에는 경보 발생과 스위치 제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시피를 활용하여 편리한 경보/제어 환경을 구축해보세요. 

 

레시피 만들기 항목이 왜 필요한가요? 

기본적인 레시피를 만드는 것은 2. UI 살펴보기 의 레시피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본 항목에서는 연계 레시피와 통합 통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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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레시피 

연계 레시피를 통해 연계 된 레시피의 발동여부를 연계한 레시피의 선행조건으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도어 레시피는 온도 레시피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AND이므로 온도 레시피가 발동 된 상태에서만 도어 레시피가 발동됩니다. 

도어 레시피가 경보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ㅏ다. 

1. Te/Hu 장치의 Temperature1 데이터가 30도이상으로 온도레시피를 발동 

2. Door1장치의 Exit1 데이터가 Open 조건을 만족 

Door1장치의 Exit1 데이터가 Open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Temperature1의 값이 30도 

미만이라면 도어 레시피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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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통보 

 

하나의 레시피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모두 같은 종류)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은 각각 레시피의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경보 발생을 통보하며 

각자 해제될 때마다 경보 해제를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레시피에 A, B, C 데이터가 있는데 A데이터가 조건을 만족하고 C 데

이터가 조건을 만족했다가 C가 해제되고 A가 해제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총 4번의 

통보(A의 발생, C의 발생, C의 해제, A의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레시피를 처음 작동시켰을 때와 마지막으로 해제

했을 때 두 번만 통보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합에 체크가 되어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처음 A가 조건을 만

족해서 레시피가 작동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A가 해제되어 레시피 상의 모든 데이터

가 해제되었을 때 총 두 번의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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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하기 

기본 정보 

설정에서는 네트워크 설정 및 장치 추가,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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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① 초기화면 ‘장비’에서 설정한 초기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② 라이선스 장비의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사이드메뉴 각종 설정을 위한 메뉴들입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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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값 변경 중에 적용하지 않은 채로 페이지를 이동하려 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출력됩니다. 

 

 ‘확인’ 클릭 시 변경된 모든 값을 적용하지 않고 선택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취소’ 클릭 시 기존 페이지에 머무릅니다. 

설정을 마치고 좌측 상단의 적용 버튼을 클릭해 완료 메시지가 출력되어야 해당 내

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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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 

① 장비 MAC 정보 접속 중인 장비의 MAC 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네트워크 정보 장비의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DHCP DHCP로 설정합니다.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anual 초기 접속 시 기본 값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IP값을 설정합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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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백업 설정 

① 백업  

FTP  

서버 

파일이 백업 될 FTP 서버를 설정합니다. 

 

② 펌웨어  

업그레이드 

FTP서버에 펌웨어를 올리면 버전을 체크하여 현재 버전보다 상위 버전인 경우 자

동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③ 백업 설정  

 기록 경보 발생 기록을 백업합니다. 

 통계 아날로그 데이터의 통계를 백업합니다. 

④ 백업 주기 파일을 FTP 서버로 옮길 주기를 설정합니다.  

[1일, 7일, 30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통계 주기 백업할 통계 데이터의 간격을 설정합니다. [5분, 10분, 15분, 30분, 1시간, 3시간 6시

간, 12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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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통보 설정 

① SNMP 설정 SNMP 하위항목을 참조하십시오. 

② Trap 서버 Trap 서버의 주소와 포트를 입력 합니다. 

 경보∙제어의 발생∙해제 시, 설정된 주소로 Trap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메일과 달리, ‘4.1 장치 설정’의 설정 항목 없이 항상 전송됩니다. 

③ 메일 서버 정보 알림 메일을 보내줄 서버 설정을 입력합니다. 

메일 서버 : 메일 서버 이름 

메일 주소 : 보내는 메일 주소 

비밀번호 : 보내는 메일의 비밀번호 

인증, TLS : 보안 프로토콜 사용 유무 

④ 푸시알림서비스키 모바일앱에서 장비를 등록했을 때 사용자의 푸시 키를 확인합니다. 

⑤ SMS설정 정보 SMS를 전송하는데 사용할 통신 방식을 선택합니다. 

 CDMA 

(KERNEL-i) 

공유키  : SMS Proxy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인증 키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키가 일치해야 정상 동작합니다. 

발신자 번호 :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CDMA 사용시, 기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dev/ttyS0’ 으로 설정되

어 있습니다. 이미 해당 포트가 다른 설비에 의해 사용중인 경우 

CDMA 사용이 불가능 하며, USB포트에 USB to Serial 케이블을 채결

하여 추가적인 포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추가된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console 혹은 telnet을 이용하여 

‘/etc/itguard/conf/cdma_device.conf’ 파일의 내용을 ‘/dev/ttyUSB0’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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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SMS Proxy 

(Innotube) 

공유키  : SMS Proxy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인증 키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키가 일치해야 정상 동작합니다. 

프록시 주소 : SMS Proxy 서버가 될 장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Internet SMS 

(iCODE) 

 Internet SMS 사용 시, http://www.icodekorea.com에 미리 ID를 등록

해야만 해당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번호 : 원하는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아이디  : http://www.icodekorea.com에 등록한 아이디를 입력 

비밀번호 : http://www.icodekorea.com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 

충전방식 :[충전식, 정액제] 선택 

 Internet SMS 

(LEETU) 

공유키  : SMS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인증 키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키가 일치해야 정상 동작합니다. 

서버 주소  : SMS Proxy 서버가 될 장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발신자 번호 : 원하는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Internet SMS 

(Naviworks) 

공유키  : SMS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인증 키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키가 일치해야 정상 동작합니다. 

서버 주소  : SM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번호  : SMS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발신자 번호 : 원하는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Internet SMS 

(YeungjinMobiles) 

공유키  : SMS 서버/클라이언트 간의 인증 키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키가 일치해야 정상 동작합니다. 

서버 주소  : SM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포트 번호  : SMS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발신자 번호 : 원하는 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⑥ 메시지 형식 경보 발생 시 통보 메시지를 SMS, 이메일 또는 모바일 푸시메세지로 전송할 

때 어떤 형식으로 발송할지 설정합니다. 

  

http://www.icodekorea.com/
http://www.icodekorea.com/
http://www.icod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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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MP 

   

통보 설정 

① SNMP 버전 SNMP v1,v2 / SNMP v3 을 선택합니다. 

② 사용자(읽기) 읽기에 접근할 사용자 인증을 관리할 커뮤니티 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사용자(쓰기) 쓰기에 접근할 사용자 인증을 관리할 커뮤니티 정보를 등록합니다. 

④ 보안 수준 SNMP v3의 보안 수준을 설정합니다. 

None : 인증 및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uth only : 인증 알고리즘만 사용합니다. 

Auth / Priv : 인증 알고리즘과 암호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합니다. 

⑤ 인증 알고리즘 사용할 인증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SHA, MD5] 

⑥ 암호 알고리즘 사용할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AES, DES] 

  

①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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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 설정 

① 서비스 설정 포트 접근을 허용 할 프로토콜 및 사용할 포트를 설정합니다. 

② RADIUS 인증 Telnet, SSH, HTTP, HTTPS 에서 수행하는 사용자 인증을 RADIUS (Remote 

Authentication Dial In User Service)로 대체합니다. 

③ IPSec 보안 프로토콜 IPSec을 사용합니다. 

④ 접근 허용 IP IP 개별설정 선택 시 설정한 IP만 현재 장비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자동 로그인 IP 일부 IP에서 ‘ITGuard®-Manager ’에 접속 시, ID∙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여 바

로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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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설정 

    

사용할 서비스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해당 프로토콜이 사용할 포트를 설정합니다. 

각 프로토콜이 사용할 포트의 기본값을 제공합니다. 포트 변경 시 수정하십시오. 

설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 종류 

 TCP FTP, SSH, Telnet, HTTP, HTTPS, IoT Makers, Modbus-TCP, Rancidity, IDIS Video, 

IDIS HTTP 

 UDP BOOTPC, SNMP, GW Initialize, SMS Porxy, ISAKMP, Trap, SerialNo,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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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IoT 설정 

① KT IoTMakers KT의 IoTMakers와 연동할 때 사용합니다.  

IoTMakers의 IP와, 계정정보, 인증코드를 입력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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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장비 설정 

① 장비 리부팅 장비를 원격으로 리부팅 합니다. 클릭하면 장비의 재시동 여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확인 시 장비를 리부팅하며 리부팅이 끝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 

②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를 업데이트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③ 표준 시간대 장비의 표준 시간대를 선택된 GMT로 사용합니다. 

④ 시간 동기화 장비의 시간을 입력한 시간 서버와 동기화 합니다. 

체크 해제 시, 장비의 시간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장비 위치 장비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장비 위치는 로그인화면과 상단 메뉴바에 출력됩니다. 

⑥ 언어 선택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한국어, English]  

⑦ 초기 화면 로그인 후 최초로 보여지는 화면을 선택합니다.  

[대시보드, 그래프, 장치목록, 영상, 경보내역, 통계] 

⑧ 온도 표기 방식 데이터의 표기 방식을 변경 합니다. [섭씨, 화씨] 

① 

③ 

④ 

②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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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Web UI 를 이용한 펌웨어 업데이트 

1. 장비 설정의 ‘펌웨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 할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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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4. 업데이트 진행 화면이 차례로 보여집니다. 

   

 

5.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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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인터페이스 

 

장비 설정 

① 통신방식 지원하는 통신방식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② 최대 장치 개수 해당 통신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장치 개수를 나타냅니다. 

③ 경로 통신 방식이 사용할 내부 경로를 설정합니다.  

해당 경로를 수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④ 통신 속도 시리얼 통신의 통신속도를 설정합니다. 

장비에 맞게 [2400, 4800, 9600, 19200, 38400, 115200]중에서 설정합니다. 

⑤ 데이터 비트 데이터 전송에 사용할 비트의 수를 설정합니다.  

장비와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5, 6, 7, 8] 중에서 설정합니다. 

⑥ 정지 비트 비동기식 전송에서 문자의 종료를 표시하기 위해 마크 신호를 설정합니다. 

[1, 2] 중에서 설정합니다. 

⑦ 패리티 비트 패리티 비트를 설정합니다. [NONE, ODD, EVEN] 중에서 설정합니다. 

 NONE: 패리티 비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ODD: 홀수 패리티 비트를 사용합니다. 

 EVEN: 짝수 패리티 비트를 사용합니다. 

 

  

① ③ ④ ②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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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관리 

장치관리의 첫 화면은 All 탭 입니다. 등록된 모든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All 탭에서 장치 정보의 편집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장치의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려면 해당 장치의 통신방식에 해당하는 탭으로 들어가서 추가

해야 합니다. 

 

장치∙관리 설정 

① 통신방식 통신방식별로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장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의 통신방식 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② 명령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③ 추가 새로운 장치를 추가합니다.  

추가버튼은 RS485-1, RS485-2, RS232, Ethernet 항목에서만 나타납니다. 

④ 삭제 선택한 장치를 삭제합니다. 

⑤ 등록 장치 수 현재 등록된 장치의 수를 출력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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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관리 항목 #1 

 

장치관리 항목 내용 

① 선택 해당 장치를 선택합니다. 

② 사용 해당 장치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③ 장치 ID 같은 통신방식 내에서 장치를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서로 다른 통신방식의 장치 ID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④ 모델 해당 장치의 모델명입니다. 

모델은 장치 추가 시 셀렉트 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장치 이름 장치 이름을 설정합니다. 최대 30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⑥ 통신 주소 특정 제품에서 제품간 통신을 위한 주소를 나타냅니다. 

⑦ 채널 특정 제품에서 제품간 통신을 위한 채널을 나타냅니다. 

⑧ 세부 모델 특정 제품에서 제품의 세부 모델을 나타냅니다. 

⑨ IP 주소 이더넷 장치의 IP주소를 나타냅니다. 

⑩ 포트 번호 이더넷 장치의 포트 번호를 나타냅니다. 

⑪ 커뮤니티(읽기) 이더넷 장치의 읽기에 대한 커뮤니티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public입니다. 

⑫ 커뮤니티(쓰기) 이더넷 장치의 쓰기에 대한 커뮤니티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public입니다. 

⑬ SNMP 버전 이더넷 장치의 SNMP 버전을 나타냅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⑬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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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관리 항목 #2 

 

장치관리 항목 내용 

① 데이터 번호 하나의 장치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서로 다른 장치의 데이터 번호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② 사용 해당 장치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③ 데이터 이름 데이터 이름을 설정합니다. 최대 30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위 아날로그 데이터의 단위를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종류에 맞는 

단위를 제공합니다. 

⑤ 전원 제어 경보 발생 후, DI 포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경보 발생 상태를 지속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화재 센서의 비화재보 방지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⑥ H/W 연결 DI, 제어 장치의 기본 접점 연결 상태를 설정합니다. [NO, NC] 

– NO: 기본 접점 상태는 Open입니다. 접점이 연결되면(Close) 경

보가 발생합니다. 

– NC: 기본 접점 상태는 Close입니다. 접점이 떨어지면(Open) 경보

가 발생합니다. 

⑦ 제어 종류 제어 장치의 종류를 설정합니다. 

⑧ 동작 시간 제어 기기의 동작 지속 시간입니다. 값을 설정하면 제어기기가 동작했을 때 

설정한 시간이 지난 뒤 기본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0으로 설정 시 수동 조작 또는 레시피를 통한 자동 조작이 이루어질 때까

지 동작상태를 지속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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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추가 

장치 추가 버튼은 RS485-1, RS485-2, RS232, Ethernet 항목에서 나타납니다. 

  

 

장치 추가 

① 장치명 장치 이름을 설정합니다.  

장치명은 중복될 수 있으나 설정 및 모니터링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고유

의 장치명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② 통신 방식 현재 추가중인 장치의 통신 방식을 나타냅니다. 

③ 모델 모델을 셀렉트박스에서 선택합니다. 

④ IP 주소 이더넷 장치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⑤ 커뮤니티 이더넷 장치의 커뮤니티를 입력합니다. 

⑥ 제조 업체 제조업체를 나타냅니다. 제조업체는 모델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⑦ 장치 번호 몇 번째에서 추가할 지 설정합니다. 

⑧ 장치 수량 몇 개의 장치를 추가할 지 설정합니다. 같은 장치를 여러 개 추가할 때 사

용합니다. 이더넷 장치는 64개, RS232-1, RS485-1, RS485-2는 각각 32개의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RS485-1, RS485-2, RS232-1> <Ethernet>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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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연동 

외부연동 

외부연동은 다른 IT시리즈(IT250, IT350) 장비를 연동할 때 사용합니다. 

  

외부 연동 설정 

① IP 주소 연동할 장비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포트 번호 연동할 장비의 포트를 입력합니다. 

③ ID 연동할 장비의 관리자 ID를 입력합니다. 

④ 비밀번호 연동할 장비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추가 연동할 장비를 추가합니다. 

 

 연동할 장비는 해당 장비와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연동된 경우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장비 이름과 IP가 출력됩니다. 

 

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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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경우 장비 이름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IP주소, ID, 비밀번호를 틀린 경우 인증실패 팝업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해당 메시지가 출력된 경우 IP주소, ID,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포트 번호를 틀린 경우 네트워크 오류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해당 메시지가 출력된 경우 포트번호 및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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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정 

 

카메라 설정 

① 이름 등록할 카메라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② 종류 [IPCAM, DVR-IDIS, DVR-WESP] 중에서 설치한 종류에 맞게 선택합니다. 

③ IP 주소 연결된 DVR 또는 IPCAM의 네트워크 상 IP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포트 번호 연결된 DVR 또는 IPCAM의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IDIS 제품의 경우 기본

적인 포트 번호는 8016입니다. 

⑤ ID 카메라 접속 ID를 입력합니다. 

⑥ 비밀번호 카메라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⑦ 카메라 수 종류에서 DVR-IDIS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DVR에 연결된 카메라 수와 동일한 수를 입력하십시오. 

⑧ 검색 종류에서 DVR-IDIS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연결된 DVR의 IP, 포트, 

ID,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⑨ 목록 검색된 카메라 목록을 불러옵니다. 카메라 수에 설정한 숫자만큼의 카메라

를 목록으로 불러옵니다. 

⑩ 추가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IDIS사의 제품 연동을 지원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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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설정 

① 추가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사용자는 최대 10명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 선택한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③ 편집 선택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합니다.  

편집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④ 사용자 목록 사용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 사용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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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추가 

  

사용자 추가 설정 

① 계정 권한 해당 계정의 권한을 설정합니다. 새로 추가하는 계정은 ‘뷰어’ 권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뷰어는 설정 및 추가/삭제/편집이 불가능합니다. 

② ID 해당 계정의 ID를 설정합니다.  

기존에 있는 동일한 ID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③ 사용자명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④ 비밀번호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6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 비밀번호 확인 상단의 비밀번호를 재확인합니다. 

⑥ 메일 수신 여부 메일 수신 여부를 설정합니다. 메일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에서 메

일서버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⑦ 수신메일 주소 알람을 수신할 메일 주소를 설정합니다. 

⑧ SMS 수신여부 SMS 수신 여부를 설정합니다. SMS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에서 

SMS 설정 정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⑨ SMS 수신번호 SMS를 통해 알람을 수신할 핸드폰 번호를 설정합니다. 

⑩ PUSH 수신여부 PUSH 메시지의 수신여부를 설정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푸시메세지를 수신하

기 위해서는 ITGuard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야 하며 그 앱에 해당 장비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⑪ PUSH KEY PUSH 메시지를 보낼 스마트폰의 키를 등록합니다.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마다 고유의 키를 생성하는데 생성된 고유키를 등록하면 알람이 

발생했을 때 푸시메세지로 알람을 전송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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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관리 

 

설정 및 대시보드를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된 설정파일을 불러와 적용시킬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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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 내보내기 

1. ‘설정-파일관리’ 항목에서 저장하고자 하는 설정의 내보내기 버튼을 클

릭합니다. 

 

2.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폴더에 장치등록 설정파일로 저장됩니다. 

파일 이름 

대시보드: dashboard.tar.gz 

백업: backup.tar.gz 

통보: notification.tar.gz 

장비: edgegateway.tar.gz 

통신 인터페이스+장치관리+레시피: sensord.tar.gz 

장비 연동: server.tar.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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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기 

1. ‘설정-파일관리’ 항목에서 불러오고자 하는 설정의 가져오기 버튼을 클

릭합니다. 

 

 

2.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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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한 설정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적용이 완료되면 적용 완료 팝업창이 뜹니다. 

  

◼ 주의사항 

1. 통신 인터페이스 + 장치관리 + 레시피 설정의 경우 가져오기를 통해 

장치 목록을 가져올 장비의 라이선스 개수가 장치등록설정파일보다 적

다면 라이선스가 모자란 만큼 등록 장치가 사용중지 됩니다. 라이선스 

개수를 늘리려면 본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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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설정파일 가져오기는 기존 설정을 덮어쓰는 형식입니다. 기존 설

정이 날아가기 때문에 설정 수정은 가져오기가 끝난 후에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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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SNMP OID 

 

사용자 추가 설정 

① 장치 정보 장치관리에서 등록한 장치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② OID 해당 데이터의 OID를 출력합니다. 

③ 현재 값 현재 측정중인 데이터의 값입니다. 해당 값은 보정되지 않은 값입니다. 

④ 값 설명 측정중인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⑤ R/W 해당 데이터의 Read/Write 여부를 출력합니다. 

⑥ Scale 해당 데이터의 보정 값을 출력합니다. 

⑦ 단위 온도, 습도와 같이 단위를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 종류를 출력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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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BUS-TCP 

 

사용자 추가 설정 

① 장치 정보 장치관리에서 등록한 장치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② 주소 해당 데이터의 Modbus 주소를 출력합니다. 

③ 길이 Modbus 데이터의 길이입니다. 

④ 현재 값 현재 측정중인 데이터의 값입니다. 해당 값은 보정되지 않은 값입니다. 

⑤ 값 설명 측정중인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⑥ R/W 해당 데이터의 Read/Write 여부를 출력합니다. 

⑦ Scale 해당 데이터의 보정 값을 출력합니다. 

⑧ 단위 온도, 습도와 같이 단위를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 종류를 출력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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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시스템 정보 

① 새로 고침 시스템 정보를 현재 값으로 갱신합니다. 

② 펌웨어 정보 펌웨어의 버전과 만든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정보 시스템 소스 별 사용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가용 공간 : 성능 향상을 위해 커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타 항목에서 필요로 할 경우 대체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④ 주요 프로세스 ‘ITGuard®’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 입니다. 

※ 이상 프로세스가 발생한 경우,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③ 

④ 

① 

남은 공간 사용 공간 가용 공간 



4. 설정하기 

 

  117 

시스템 기록 

설정 

 

‘시스템 기록 – 설정’ 에서는 누가 어떤 설정을 했는지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기록 – 설정 

① 일시 해당 로그가 남을 당시의 월, 일, 시간 을 출력합니다. 

② 사용자 ID 누가 해당 로그를 남겼는지 그 당시의 사용자 ID를 출력합니다. 

③ 종류 어느 설정을 수정했는지 출력합니다. 

④ 비고 설정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수정한 내역을 출력합니다. 

②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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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시스템 기록 – 설정 

① 일시 해당 로그가 남을 당시의 월, 일, 시간 을 출력합니다. 

② 사용자 ID 로그인을 시도한 사용자 ID를 출력합니다. 

③ 종류 로그인 성공 여부를 출력합니다. 

④ 비고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 해당 계정의 권한을 출력합니다. 

로그인에 실패한 경우: 왜 실패했는지 출력합니다. 

②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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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기본정보 

 

라이선스 

① 시리얼 번호 해당 장비의 시리얼 번호를 나타냅니다. 

② 라이선스 적용된 라이선스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라이선스의 종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과 모니터링 기능에 제약이 있는 ‘스마트’가 있

습니다. 

③ 라이선스 발급일 적용된 라이선스의 발급일을 나타냅니다. 

④ 라이선스 업데이트 라이선스를 ‘스마트’ 에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설비 라이선

스 개수를 늘리기 위해 제조사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업데이트합니다. 

‘라이선스 업데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⑤ 라이선스 출력 적용된 라이선스의 증서를 출력합니다.  

‘라이선스 출력’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⑥ 설비 라이선스 개수 발급된 라이선스를 통해 연동할 수 있는 설비의 전체 개수 및 사용량, 잔

여량을 나타냅니다.  

⑦ 현재 연동 장비표 현재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연동 설비의 목록을 나타냅니다. 

  

② 

① 

③ 

④ 

⑤ 

⑦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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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Q . UI 화면이 설명서의 첨부 사진과 상이합니다. 

A . 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따라 UI가 미세하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서는 Windows® Internet Explorer 11.523.17134.0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Q . 실시간 영상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A . 특정 웹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이 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TGuard®-Manager는 Windows® Internet Explorer 9, 10, 11 버전에서 검증 되었습니다.) 

 

Q . 검증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시간 영상 및 그래프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A . 인터넷 옵션의 보안 탭을 클릭하여 인터넷 보안 수준이 ‘약간 높음’ 이하인지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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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이콘 혹은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거나,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A . 인터넷 옵션의 고급 탭을 클릭하여 다음 체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Q . 네트워크 혹은 보안 설정을 변경 한 후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A .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설정한 포트 번호가 

80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 

 ‘http://IP주소:포트번호/’ 

  예) http://192.168.0.10:9999/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 

 ‘https://IP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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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글 UI의 글자가 깨져 보입니다. 

A . 웹 브라우저의 인코딩 방식이 ‘유니코드(UTF-8)’로 설정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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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내 

 본 제품의 보증 기간은 구매 후 1년 입니다. 

 보증기간 내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수리할 수 

있습니다. 

 

 ‘ITGuard®’ 장비에 부착된 제품 고유의 일련번호를 손상 및 훼손 할 시에는 유무상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함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오류의 경우는 유상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용상의 부주의의 경우 

◼ 설명서 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 사용자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설명서의 내용 및 제품의 기능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el.  031)741-5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