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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 카드 용량 확인 및 포맷하기 

 
1. NP40K는 SD 카드를 위해 아래의 세가지 파일시스템을 지원합니다. 

• FAT32 
• exFAT 
• NTFS 

2. SD 카드의 용량은 최대 128GB까지 지원하며, FAT32는 32GB까지만 
지원하므로, 32GB 이상의 SD 카드는 exFAT 또는 NTFS 파일시스템으로 
포맷해야 합니다. 

3. NP40K에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D 카드에 저장되는 파일 또는 폴더 
이름은 영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약 한글 이름을 가진 파일이나 폴더가 있을 경우, SD 카드의 
파일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4. SD 카드의 제조사 및 종류에 따라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SD 카드 
인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아래의 세 제조사의 SD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SanDisk 
• SamSung 
• Trans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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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 카드 장착하기 

 
매뉴얼의 “5장 마이크로 SD 카드 장작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SD 카드를 장착하거나 제거할 때는 배터리를 반드시 먼저 제거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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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에서 NP40K 연결 

 
NP40K 뒷면 라벨에 표시된, SSID, KEY를 확인하여 스마트폰을 연결합니다. 

 

            

   아이폰에 NP40K가 정상적으로    안드로이드폰에 정상적으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연결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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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폰에서 FTP로 SD 파일 관리 

 
NP40K가 연결된 아이폰에서 FTP 서비스를 지원하는 파일 관리용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 FTP를 지원하는 파일 관리용 앱을 검색하여,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예제로 FTPManager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앱 오른쪽 상단의 “+” 를 클릭하여, FTP 
메뉴를 선택합니다. 

                          

Display Name은 임의로 지정하고, Host에 192.168.1.1을 
설정한 상태에서 오른 쪽 상단의 “Save” 버턴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NP40K를 클릭하여, User: user, Password: 
KEY 8자리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성공하면, SD 카드의 파일과 
폴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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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관리용 앱에서는 파일 및 폴더의 이름 변경, 삭제 및 이동 그리고 스마트폰으로의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MP4같은 동영상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아이폰의 동영상 재생 앱을 통해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동영상 파일을 실행하려면, NP40K가 연결된 아이폰에서 FTP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스트리밍용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제로 AVPlayer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두번째 메뉴 “Wi-Fi TRANSFER”를 선택하여, FTP 
Client를 선택하고 “4. 아이폰에서 FTP로 SD 파일 관리”에서와 같이 설정하고, 
로그인하면, 파일 및 폴더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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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목록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한 MP4 파일을 클릭하면, 앱에서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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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드로이드폰에서 FTP로 SD 파일 관리 

 
NP40K가 연결된 안드로이드폰에서 FTP 서비스를 지원하는 파일 관리용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Play 스토어를 통해 FTP를 지원하는 파일 관리용 
앱을 검색하여,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예제로 ES 파일 탐색기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앱 왼쪽 상단의 붉은색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네트워크 -> FTP 메뉴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의 “새로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만들기 창에서 “ftp”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FTP 서버 창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서버: 192.168.1.1 
포트: 21 
Mode: 수동 
사용자 이름: user 
비밀번호: 라벨 뒷면의 KEY값 숫자 8자리 

위와 같이 설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192.168.1.1”로 설정된 FTP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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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FTP 아이콘을 클릭하면, SD 카드 내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관리용 앱에서는 파일 및 폴더의 이름 변경, 삭제 및 이동 할 수 있으며, 파일을 
클릭하여, 파일을 실행 또는 재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