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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하기 

EZStation은 UNV에서 제공하는 CMS프로그램 입니다. 내부망으로 연결 된 PC에 설치 하여 

카메라 또는 NVR을 사용자가 라이브 뷰, 녹화, 재생 등 여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ZStation은 시스템 사양에 충족 되는 PC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설치, 업데이트, 삭제  

2.1. 시스템 사양 



2.2. 설치하기 

EZStation 설치 방법 : 

1) Setup 파일을 더블클릭 후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2) 모든 구성요소는 기본적으로 설치 됩니다. 사용자 지정 설치 하려면 를 클릭 후 

구성요소를 확인 후 설치 진행 합니다. 

3) EZStation은 기본적으로 C:\Program Files\Video Management Software 경로에 설치가 진

행 됩니다. 설치 완료 후 바탕화면에 이렇게 2개의 아이콘이 생성 됩니다. 

2.3. 업데이트 

EZStation의 새로운 버전을 재설치 하는 것이라면 위 [2.2. 설치하기]를 참조 하십시오. 

2.4. 삭제하기 

EZStation은 프로그램 설치 관리자에서 손쉽게 EZStation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선택 

2) EZStation 클릭 후 삭제 

3) 삭제 후 완료 클릭 

 

 

 

 

 

 

 

 

 

 

 



3 시작 전 구성요소 

3.1.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EZStation은 중앙 집중식 관리 플랫폼으로서, NVR에 대한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NVR의 설정을 수정하고, 녹화 영상을 저장 할 수 있으며 다른 기본 감시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1)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클릭 

2) EZStation은 기본 ID는 admin이며 비밀번호는 123456입니다. 

로그인 후 EZStation에 보여지는 아이콘의 기능 입니다. 

3.2. 비디오 저장 소프트웨어 

저장 서버로서, IPC카메라와 NVR의 녹화 된 영상들의 데이터를 EZStation을 통해서 받습니다. 

1) 설치 완료 후 바탕화면에 생성 된 아이콘을 클릭, 아이콘 클릭 시 PC 오른쪽 하

단 작업관리자에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2) 아이콘을 마우스 우 클릭 하고 Auto Run을 클릭 합니다. 

- Auto Run을 선택 하였다면 PC를 재부팅 하여도 자동으로 EZRecorder가 실행 됩니다. 

- Auto Login을 선택 하였다면 윈도우를 재시작 하면 자동으로 EZStation이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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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edia Switch Software 

Media Switch Software는 스트림 미디어 서버로 네트워크 대역의 불충분하거나 카메라의 비

디오 스트림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 카메라의 라이브 영상을 가져와 보여주는 SW 입니다. 

1) EZStation 설치가 완료 후 바탕화면에 있 는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2) 실행 시 나타나는 아래 팝업 창에서 Config를 클릭 합니다. 

 

 

 

 

 

 

 

 

 

3) Config 설정 창에서 윈도우를 껐다 켰을 경우 자동 실행이 되기 위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

이는 Auto Run과 Auto Login to Windows를 체크합니다. Username과 password는 윈도우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입니다. 

 

 

 

 

 

 

 

 

4) 설정이 완료 되면 OK를 클릭 합니다. 



4 라이브 뷰 

EZStation으로 NVR 또는 IPC카메라 라이브 영상을 보기 전 EZStation에서 장치를 등록 해야 

라이브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치를 등록합니다. 

4.1. 디바이스 등록 

1) 온라인 디바이스 등록 

메인화면에서 [장치 관리]를 선택 후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EZCloud가 설

치 된 PC와 NVR 또는 IPC카메라가 내부망에 같이 있을 경우 온라인 장치 탭에 자동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 지 않을 경우 버튼을 클릭 하여 IP 대역을 설정 후 검색 합

니다. 

버튼을 클릭 하고 온라인 장치에 검색 된 장치들을 선택하여 추가를 누르면 장치가 추

가 되며 그룹으로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장치들의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네트워크 주소 편집을 누르고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네트워크 주소 편집 해당 장치 IP 주소를 변경 

웹 페이지 보기 해당 장치를 익스플로러를 통해 연결 



 

2) 단독 디바이스 등록 

메인 화면에서 [장치 관리]를 선택 후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장치 정보 팝업 창이 뜨면 장치 이름과 IP 등 기본 정보들을 기입하여 추가를 합니다. 장치

를 그룹에 추가 하려면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그룹에 추가 합니다. 

3) 다수 디바이스 등록 

메인 화면에서 [장치 관리]를 선택 후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장치 정보 팝업 창이 뜨면 장치 이름과 IP 등 기본 정보들을 기입하여 추가를 합니다. 장치

를 그룹에 추가 하려면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그룹에 추가 합니다. 

 

 



4.2. 디바이스 그룹 

1) 그룹 생성 

메인 화면에서 [장치 관리]를 선택 후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그룹 탭에서 

버튼 클릭 후 그룹을 생성 합니다. 

 

2) 카메라 업로드 

메인 화면에서 [장치 관리]를 선택 후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그룹 탭에서  

버튼 클릭 후 카메라 업로드를 진행 합니다. 

 

 

 



4.3. 라이브 뷰 

EZStation을 사용하여 PC에서 실시간 비디오 영상과 오디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EZStation에서 제공 되는 툴바를 통해 영상을 조작 및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1) 라이브 화면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 보기]를 선택 후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카메라 리스트 옆 아이콘 클릭 시 해당 카메라의 스트림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 라이브 화면 툴바 



3) 라이브 분할 화면 

라이브 분할 화면은 기본 뷰와 사용자 뷰로 나뉘어 집니다. 분할 화면은 실시간 보기를 선택 

후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화면은 라이브 뷰 하단 툴바에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뷰 

- 사용자 뷰 

 



4.4. PTZ 

EZStation에서 PTZ카메라를 직접 조작 할 수 있으며 프리셋 지정, 순찰 지정 등 사용자가 원

하는 방향 및 영역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간 보기]를 선택 후 라이브 화면에서 해당 PTZ 카메라를 선택 하면 영상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PTZ 동작을 합니다. 

2) PTZ 조작 툴바 

 

 

 

 

 

 

 

 

 

 

 

 

 

 

 

 

 

 

 

 



5 녹화 및 재생 

녹화 된 비디오 영상은 EZStation을 통해 검색과 다운을 하려면 EZStation에서 저장 장치를 

등록 및 설정을 하고 녹화를 진행 합니다. 

5.1. 녹화 저장 장치 

1) 저장 장치 추가 

메인 화면에서 [장치 관리] 탭에 들어가 아래와 같이 저장 장치를 추가 합니다. 

2) 저장 장치 수정 

- 디바이스 탭 접속 

- 장치 > 저장 장치 접속 

- 수정 할 장치를 체크 후 저장 장치 리스트 상단 툴바의 클릭 

- 장치 정보 팝업 창이 뜨면 저장 장치의 정보를 수정 합니다. 

3) 저장 장치 삭제 

- 디바이스 탭 접속 

- 장치 > 저장 장치 접속 

- 삭제 할 장치를 체크 후 저장 장치 리스트 상단 툴바의 클릭 

- 삭제 관련한 팝업 창이 뜨면 확인 후 삭제 합니다. 

 

 

 



4) 저장 장치 설정 

- 메인 화면에서 [장치관리] 탭에 들어가 아래와 같이 저장 장치를 추가 합니다. 저장 장치 

설정을 하지 않고 진행 시 저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저장 장치 구성 > 스토리지 > 디스크 에서 사용자의 PC 용량을 확인 후 직접 할당 하여 

녹화 저장 장치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5.2. 녹화 설정 

사용자가 직접 녹화 스케쥴을 정해 서버가 자동적으로 스케쥴에 따라 녹화 영상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녹화 설정 방법은 PC와 직접 연결 된 카메라와 NVR에 연결 카메라가 

각 각 다르게 설정 됩니다. 

1) 스케쥴 녹화 설정 

- 메인 화면에서 [녹화 스케줄]로 들어간 후 아래와 같이 스케줄 녹화 설정을 진행 합니다. 

아래 녹화 방법은 PC와 연결 되어 있는 카메라 녹화 설정 방법 입니다. 

 

- 메인 화면에서 [녹화 스케줄]로 들어간 후 아래와 같이 스케줄 녹화 설정을 진행 합니다. 

아래 녹화 방법은 NVR과 연결 되어 있는 카메라 녹화 설정 방법 입니다. 



- 다음 표는 녹화 스케줄 설정 기능 설명 입니다. 

 

2) 수동 녹화 설정 

사용자가 수동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녹화 되는 영상은 클라이언트 PC 또는 로컬 PC에 저

장 됩니다. 저장 경로는 [시스템 구성] 메뉴에서 경로를 확인 및 변경 가능 합니다. 

- 라이브 뷰 화면에서 녹화 하고자 하는 영상 클릭 

- 영상 클릭 시 하단 툴바에서  클릭 

- 녹화를 중지하려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녹화가 중지 됩니다. 

 

 



5.3. 재생 

사용자 PC 또는 로컬 PC에 저장 되어 있는 녹화 영상을 재생 할 수 있습니다. 재생 방법은 

검색을 통한 검색과 타임라인을 통해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EZStation의 툴바 및 

컨트롤 바를 통해 재생을 조작 할 수 있습니다. 

1) 장치 재생 

- 메인화면에서 [재생] 탭을 눌러 들어 갑니다. 

- 왼쪽 상단의 카메라 리스트의 그룹 또는 그룹 하위의 카메라를 선택 합니다. 

- 카메라 리스트 아래 달력에서 재생 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 합니다. 

- 아래 타임라인 또는 파일을 선택 합니다. 

- 타임라인 : 타임라인 바를 이용하여 시간대를 조정 하여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일 : 녹화 저장 된 파일을 불러 들여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재생을 진행 합니다. 

 

 

 



2) 로컬 재생 

- 메인화면에서 [재생] 탭을 눌러 들어 갑니다. 

- 왼쪽 상단에 있는 [로컬]탭을 클릭 후 카메라를 선택 합니다. 

- [검색 시간]에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선택 후 [질의]를 클릭 합니다. 

- 리스트에 파일이 나오면 버튼을 눌러 재생 시킵니다. 

 

 

 

 

 

 

 

 

 

 

 



- 재생 툴바에 관한 기능과 설명 입니다. 

 

 

 

 

 

 

 

 

 

 

 

 

 

 

 

 

 

 

 

 

 

 

 

 

 



5.4. 다운로드 

사용자는 EZStation에서 녹화 장치 설정 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메인 화면에서 [재생]을 클릭 하여 들어갑니다. 

2) 왼쪽 상단의 장치를 선택 합니다. 

3) 다운로드 할 영상을 생성 합니다. 

 - 비디오 클립 다운로드 

 재생 툴바에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비디오 클립이 시작 됩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비디오 클립이 종료가 됩니다. 

 - 파일 다운로드 

 왼쪽 상단의 장치 리스트 중 카메라를 마우스에 갖다 댄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 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