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 기능 설명

앱을 다우로드

앱스토어/앱 마켓에서 'iCoral' 앱을 검색해 보시고 밑에 QR코드를 

스캔하고 다운로드하십시오.

iCoral

설비 정보 보기: 설비 ID, Wi-Fi 신호 강도, IP 주소, Mac 주소, 

설비의 타임 존.

Echo-amazon alexa Use Echo- amazon alexa (그림 10).

운동 검진-운동검진 스위치와 운동검진 경보 감응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설정一 스위치.

부가 가치 서비스 구매--비디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

버전 정보 - OTA 원격 업그레이드 허용(업데이트 중에는 연결을 

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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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Step 1 

Step 2 

Step 3

QR 만들기QR 만들기연결 하기

Step 2 합법적이고 유효한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하십시오.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앱에 로그인합니다.

Step 1 iCoral 앱을 열고 "등록"을 클릭한 후 "새 계정 만들기"을 

읽고     "동의"를클릭하십시오.

iCoral 앱을 열고 "나 > 홈 관리 > 홈 추가"를 클릭하면 가족 

이름 및 관련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구 IPC > 스마트 카메라"를 클릭한 다음 "기기 

추가"또는 "+"를 선택하면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ep 4 

설정하기QR 만들기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카메라의 등이 켜지고 작동이 완료되면 

카메라로 휴대폰의 QR 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스캔 후 약 30 

초 안에 구성이 완료됩니다.

"스카트 카메라" 인터페이스 우측 "   "버튼을 클릭하면 카메라 공통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가이드
이 인터페이스의 "장치 추가"에서 "다음"를 클릭 한 다음 

WiFi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Note:

1) 카메라는 2.4GHz WiFi 네트워크 만 지원합니다.

2) 라우터의 ssid 및 암호의 자릿수는 24 자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낮 밤

기능FAQ

Q: 카메라의 미리보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A: 네트워크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카메라를 라우터 가까이에 

배치해 보십시오.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 카메라를 재설정하고 

다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설정 후에도 여전히 장치가 목록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재설정 된 카메라는 카메라의 네트워크 구성만 재설정함으로 

앱에서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정에서 카메라를 제거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Q: 카메라 네트워크를 다른 라우터에서 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먼저 앱 계정에서 카메라를 제거하고 재설정 한 다음 앱에서 

카메라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Q: 카메라가 SD 카드를 식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SD 카드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SD 

카드를 정상적으로사용할 수 있고 포맷이 FAT32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으면 TF 카드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Q: 내 휴대폰 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앱이 휴대폰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설정에서 알림 기능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폰 설정 시스템에서 메시지 알림 및 

권한 확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비디오 플립

모션 감지

녹화

낮에도 밤에도

비디오 스트림을 수직으로 접을 수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내장 모션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카메라가 푸시 알림과 앱 알림을 

보냅니다.

대용량 SD 스토리지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24 시간 연속 녹화를 

지원합니다.

강력한 야간 투시 기술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Step 5 연결할 때 라우터, 모바일 및 카메라가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Camera" 우측 "   " 버튼을 클릭하여 카메라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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