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Installation Guide 
 

 

 

 
 

 

 

 

 

 

 

 

 

 

 

 

 

 

 

 

 

 

 

 

 

 

 

 

 

 

 

 

 

 

본 가이드는 카메라를 처음 설치할 경우 도움을 주기위한 것 입니

다. 일단 설치가 되고 카메라와 앱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Operation Manual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Maxogram" 앱을 설치후 카메라 박스의 측면에 있는 이미지를 

스캔하면 비디오 설치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acrocam.ca 

www.macrocamusa.com 
 



앱설치 및 어카운트 등록하기 

 

1. V380 Pro 앱을 Google Play Store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2.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몇가지 사진 화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화면 밑에 있는 "Try Now"를 누

르면 (그림 1)이 나타납니다. 

3. 여기서 어카운트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시험용으로 바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카운

트를 등록하면 (이메일 주소 이용) 등록된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치된 카메라는 다른 스마트폰

이나 테블렛에서도 모두 볼 수 가 있습니다. 등록을 안하고 설치하여 우선 동작을 확인하려면 

"Try without account"를 누르시면 다음장 "와이파이 라우터에 카메라 연결하기"로 이동합니다. 

이 모드는 미래에 지원이 안됩니다. 아래 4, 5 및 6은 어카운트 등록방법을 설명합니다. 등록

을 하시려면 (그림 1)에서 "Register"를 누르고 "Region selection" (그림 2)를 누릅니다. 그리고

"North America" (그림 3)을 선택한 후 (그림 2)로 돌아갑니다. 

4.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gmail이나 yahoo를 추천합니다)를 입력 (이것이 어카운트 아이디

가 됩니다) 하고 "Verify Code" (그림2 및 그림 4)를 누르세요. 

5. 이메일 주소로 6자리 코드를 보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여 6자리 코드를 넣고 "Next"를 누릅

니다 (서버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전송이 안되었거나 60

초 이내에 코드를 입력하지 못하였으면 다시 "Verify Code"를 누르세요). 코드가 맞으면 (그림 

4A)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패스워드 (숫자와 문자의 조합)를 넣고 "Submit"를 누르십시요. 

6. (그림 5)가 나타나면 "Login"을 누르세요. (그림 1)이 다시 나타납니다.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패

스워드를 입력하시고 "Login"을 누르세요. 

이제 어카운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4A                                         그림 5                                 

 

 

 

 



와이파이 라우터에 카메라 연결하기 

 

1.  (그림 6)를 누르고 카메라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그림 7. iOS에는 ADD MANUALLY 및 

DEVICE(S) NEARBY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구형태 카메라의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카메라를 전구 소켓에 설치후 전원스위치를 켜주세요). "Next"를 누르세요. 

2. "Access-Point established"나 "Access-Point ready"라는 음성이 들릴때 까지 기다렸다가 화살표

를 눌러주세요 (그림 8). 

3. Android (안드로이드):  

 (그림 9)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MVxxxxxxxxx 형태의 코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Refresh"를 

누르세요). Access-Point 번호 MVxxxxxxxx를 누르세요. 만약에 (그림 17)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전화기의 Settings에서 MVxxxxxxxx를 선택하시고 앱으로 돌아오세요.  

 (그림 10)이 나타납니다. 2.4GHz 와이파이 라우터를 선택하시고 라우터의 패스워드를 입

력후 "Confirm"을 누르세요. "Confirm"은 키보드 밑에 있어 안보일 수 있습니다. 

iOS (iPhone이나 iPad): 

 (그림 11)이 나타납니다. 아이폰의 Settings로 가서 WiFi를 선택하고 MVxxxxxxxx를 선택

하여 연결한후 다시 앱으로 돌아오세요. 전화기의 상단 좌측 상태표시란에  표시가 

나타날때 까지 기다리세요 (약 40초 가량 걸립니다).  표시가 나타나면 "Next"를 누

르세요. 

 (그림 12)가 나타납니다. 2.4GHz 라우터를 선택하고 라우터의 패스워드 입력후 "Start"를 

누르세요 (작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4. (그림 13)과 (그림 13A)가 나타납니다. 디바이스 이름을 선택하거나 입력하고 "Finish"를 누르

거나 "Skip"을 눌러주세요. "WiFi connected"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림 14)가 나타날때까지 기

다리세요. 

5. (그림 14)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Set password" (그림 15)를 누른후 패스워드 (숫자와 문자

의 조합)를 입력후 "Confirm" (그림 16)을 누르세요.  

 

이제 카메라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앱 및 카메라의 모든 동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웹사이트에서 Operation Manual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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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3A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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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시 설정된 상태로 되돌리기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메라의 "Reset" 버튼을 5초 이상 계속 누르고 있으면 "Restore factory's default setting" → 

"Access Point establishing" → "Access Point established"라는 음성메시지가 들리면 된것 입니다. 

 

와이파이 신호의 접속 문제 

 

와이파이 신호는 벽, 천정, 기둥, 가구 같은 장애물을 통과하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는 실내나 실외에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라우터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와 장애물들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 집니다.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카메라에서 2Mbps 이상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요구

됩니다. 속도를 측정할려면 Google Play Store나 Apple App Store에서 speedtest 앱을 설치하셔서 

카메라 가까이에서 와이파이 신호 속도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도가 라우터와 카메라 사이의 완활한 통신을 위해 충분치 않으면 카메라 부근에 와이파이 

영역 확장기 (WiFi range extender)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 

There are many factors related to unsatisfied operations of the camera such as different wired/wireless network 

environments, different network companies, different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connected network and 

Micro SD cards, etc. So this camera is subject to errors and omissions and does not guarantee the consistency 

or accuracy of videos, photos and recordings acquired from the cam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