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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및 권장 사용 방법



Hik-Connect
오프라인

(0x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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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연결

status

Hik-Connect를 연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태

플랫폼 연결에서 온라인으로
표시 되어야 하지만, 오프라인
으로 Hik-Connect를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Offline (0x2002)



해결 방법

장치의 IP 주소를 확인하세요! 

사용중인 IP주소가 충돌 또는

IP주소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DHCP DNS

네트워크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장치 또는 웹페이지에서 수정 가능) 
DHCP 를 활성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를 찾습니다.

DNS 서버를 수동으로 변경합니다. 
기본 DNS 서버:8.8.8.8 
보조 보조 DNS 서버: 8.8.4.4
DNS 서버 주소는 구글 DNS 서버

IP주소 점검



확인 코드 / Verification code 네트워크

확인 코드 또는 Verification 
code에서 인증 코드를 변경합니다. 
변경 후 플랫폼 연결을 비활성화 후
다시 활성화 필요.

모뎀 또는 공유기를 통해 네트워크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케이블이
헐거워지거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 코드 변경



그 외 방법

휴대폰을 이용한 Hik-Connect 연결: 

● 한 개의 계정으로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여 시스템에 연결하려고 할 때 현상 발생.

● 충돌이 발생하여 장치가 현재 온라인 상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두 명 이상의 사용자 사용시 Hik-Connect를 공유하여 사용

펌웨어 업그레이드: 

● www.hikvisionkorea.co.kr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크비전온라인서비스”검색 후 자료실에서
펌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을 이용을 하여도 문제 발생시 최신 펌웨어로 업그레이드

● 펌웨어는 USB로 녹화기에 연결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업그레이드 가능

먼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전에 잘못된 파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 장치가 벽돌
증상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웹페이지로 통해 업그레이드 한다면
네트워크 상태를 꼭 확인 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역시 펌웨어 업그레이드 도중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hikvisionkorea.co.kr/


Hik-Connect
비디오 재생 실패

Error Code: 2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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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실시간

어플 재생에서 IP카메라 또는
녹화기에 재생 실패라고 나오며
75% 또는 90%과 같은 높은
비율로 버퍼링 되면서 오류가
나옵니다.

실시간 보기에서도 실시간 보기
실패 또는 버퍼링 되면서 오류가
나옵니다.

Error Code 260015



인코딩

기본적으로 서버의 모든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실시간 또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여러 장치의 카메라가 고해상도로
설정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영상/오디오 설정에서 변경합니다.
(H.264로 전환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상 인코딩



그 외 방법

비트레이트: 

● 비트레이트를 낮춰주며 Hik-Connect에서 확인합니다.

● 비트레이트를 변경을 하여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프레임 속도를 변경합니다. 15프레임 미만으로
낮추지 마세요. 영상이 고르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상도 변경: 

● 장치의 스펙 또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스트림 전송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가 4mp인 경우 2mp 설정을 하여 Hik-Connect에서 확인합니다.

Hik-Connect 장치 재등록: 

● 어플 재설치가 아닌, 등록된 장치를 삭제 후 장치를 재부팅 후 장치를 “등록”합니다.

먼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전에 잘못된 파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 장치가 벽돌
증상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웹페이지로 통해 업그레이드 한다면
네트워크 상태를 꼭 확인 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역시 펌웨어 업그레이드 도중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영상 설정

영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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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 하이크비전 카메라 설정입니다. 최상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성능과 효율성을 높여주세요.
● 메인 스트림: 하드 디스크에서 녹화되는 스트림
● 서브 스트림: 어플에서 카메라를 연결 사용. 녹화는 안됩니다.
● 메인 스트림(이벤트): 이벤트 기반으로 녹화시 사용

권장 영상
설정



균형

시작전에 비디오
설정은 중요합니다. 
설정값이 높을수록

내부 하드디스크 또는
시스템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돈



메인 스트림
영상을 최고의 품질로 설정하며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저장할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적절하게 수정하여 고화질과

저장용량을 최적화합니다.

메인 스트림

해상도, 프레임(fps), 비트 레이트, 

비트 레이트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낮을수록

녹화일이 낮아지고, 이미지의

품질이 낮아집니다.



가변 모드



고정 모드



메인 스트림

프레임은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미지 수를

나타냅니다. 15프레임은 1초당

15장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프레임 (fps)

사용 프레임 FPS

번호 인식 60 이상

금융 기관 최소 30

상업 15~24

주거 15 이상



메인 스트림
비트 레이트는 영상을 만들고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대역폭의

양입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전송되는 정보가 많아 지지만

영상의 품질이 상승합니다.

비트레이트

해상도 제안



서브 스트림
서브 스트림의 비트 레이트를

조절하여 전송 된 영상의 품질을

최적화합니다.

비트레이트

해상도 제안



녹화되는 영상에서 이벤트 발생 시

메인 스트림에 대한 이벤트 비트

레이트를 변경합니다. 녹화되는

순간 실시간 화면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메인스트림의

비트 레이트 값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트레이트메인 스트림 (이벤트)

해상도 제안



결론

영상 설정은 일반적인
상황에 권장드립니다. 
비트 레이트를 높여도
이미지 품질이 향상되지
않고 리소스만 낭비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미지 품질

프레임 속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세요!
영상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는
15프레임 이하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프레임

압축 코덱을 활용하고
더 많은 대역폭을
절약하는 코덱을

사용하고, 
양방향(녹화기+카메라) 

모두 지원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코덱



“하이크비전코리아"

콜센터
1811-599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