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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1005GH IGMP 

(5포트 IGMP 기가비트 스위치허브) 

 

 

 

사용자 설명서 

 

 

 

 

제품소개 

▒ NEXT-1005GH IGMP는 IGMP스누핑을 지원하여,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IPTV로 제한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 망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EXT-1005GH IGMP는 10Mbps/100Mbps/1000Mbps의 속도를 동시에 지원하며  

네트워크 속도를 자동감지 변환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가비트 스위치허브입니다. 

▒ NEXT-1005GH IGMP는 케이블 자동감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다이렉트와  

크로스케이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업링크(Up-Link) 포트  

없이 모든 포트를 업링크(Up-Link)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EXT-1005GH IGMP는 Plug & Play를 지원하여 설치 및 관리가 간단하므로  

초보자라도 쉽게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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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샤양표 

 

Standard  

  

IEEE 802.3 10Base-T Ethernet  

IEEE 802.3u 100Base-TX Fast Ethernet 

IEEE 802.3ab 1000Base-T Gigabit Ethernet 

ANSI/IEEE standard 802.3 N-Way auto-negotiation 

IGMP Snooping 

 Protocol CSMA/CD 

 Connector 5 Port RJ-45 for 10/100/1000Mbps 

 Switch Architecture Store and Forward Switch Technology 

 Network Cables Cat.5 UTP/STP 

 MAC Address 4K MAC with Auto Learning 

 LED 
Per Port LNK /1000M 

Per Unit-Power 

 Operate 

Temperature 
Operating 0~45℃ 

 Storage -20~70℃ 

Capacity 10G 

 Humidity 10% to 90%(non-condensing) 

 Size 142 x 92 x 32 (uni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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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5포트) 

▒ 전면부 

 

 

ⓛ : 전원표시 LED 

1~5 : LAN포트 1 /2 /3 /4 /5 상태표시 LED 

 

※ 컴퓨터, 공유기, 허브등에 연결하면 해당 1~5번포트에 LED가 

들어옵니다. (컴퓨터의 경우 WOL기능과 같이 메인보드가 대기전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컴퓨터를 끄더라도 LED가 점등됩니다.)   

  

▒ 후면부 

 

 

전원소켓과 RJ-45 커넥터규격의 랜선을 꽂는 5포트가 있습니다.  

※ 기가비트 스위치허브는 인터넷공유기가 아니므로 WAN포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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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연결(5포트) 

▒ 컴퓨터, 공유기, 허브등과 특정포트의 구분 없이 연결 가능합니다. 

                                                  ISP (KT외) 

컴퓨터 

 

 

               인터넷공유기 

 

 

 

 

 

 

기가스위치허브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확장용으로 배치도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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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기가비트 

스위치허브 
모 델 명 NEXT-1005GH IGMP 

구입일자  보증 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 
(수입원) 

(주)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제조자 

(수입원)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을 하세요. 

주 의 사 항  

A.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C.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E.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F.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 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H. 우편(택배)을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이 소유귄 회사에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