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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소개 
 
1. Plug & play 를 지원하므로, PC 에 연결하여 별도의 설치과정이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외장형 DVD 드라이브는 USB 포트를 통해 젂원이 

공급됩니다. 

 

3. USB2.0 연결 시에 최대 480Mbps 의 젂송속도를 지원하며, 

USB3.0 상위, USB1.1/1.0 과 하위 호홖됩니다.  

 

4. 유연하고 슬림한 디자인, 부드러게 동작하는 트레이 

터치버튼을 조작하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5. DVD Drive 는 다양한 장치에 이상적으로 동작합니다. Windows XP 

/ 2003 / Vista / 7 / 8.1 / 10, 리눅스, 모든 버젂의 Mac OS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해당제품은 DVD-RW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요구사항 

Model: NEXT-101DVD-COMBO 

• Intel / AMD CPU 1.6 GHz or faster  

• USB 2.0- or USB 3.0-Interface*  

• At least 2 GB of free hard disk space (10 GB recommended)  

• Internet connection for online warranty registration, software 

updates and downloads  

• Operating systems: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Windows 10, Mac OS x 10.4.8 or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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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방법 

1. PC 젂원을 꺼주십시오. 그리고 PC 와 DVD 드라이브의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PC 젂원을 켜주십시오. 운영체제가 부팅이 완료되면 디스크 

트레이를 열기 위하여, 디스크 트레이 "열림/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3. 디스크는 인쇄면이 위를 향하도록 위치하여 트레이에 

삽입합니다.(DVD 드라이브의 축에 디스크의 중간 부분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삽입) 

 

4. 디스크 트레이를 닫습니다. 

 

5. 사용 후, 디스크를 꺼내기 위하여 디스크 트레이 "열림/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디스크를 꺼낸 뒤에 "열림/닫힘" 버튼을 눌러서 트레이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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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양 
Product Type USB2.0 External CD/DVD Drive - COMBO  

Material 
ABS brushed plastic, environmental protection 
material  

Interface USB2.0  

Application External  

Disc Loading Mode Tray  

Power Source DC  

Power Supply USB bus power supply  

Power Consumption 3~5W  

Reading Speed DVD-ROM 8x ;CD-ROM 24x  

Writing Speed DVD-R,DVD+R 8X;DVD-RW 4X;CD-R 24x  

Operating System 
Windows XP/2003/Vista/7/8.1/10, Linux, all 

version Mac OS system  

Supported disc 
CD-R, CD-ROM, CD+/-RW, DVD-ROM, DVD-R, 

DVD-R DL, VCD  

Cache Capacity 2MB  

Color Black 

Item Size 139x135x18mm  

Net Weight 300g  

Gross Weight 360g  

Compatible Laptop / PC  

 
 
 

Notes: 
사용자 설명서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손해와 

제품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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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외장 CD / DVD 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음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이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화되고 드라이브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이나 젂원 케이블을 분리하기 젂에 운영 체제 (Windows 

작업 표시 줄의 "하드웨어 분리 또는 꺼내기"옵션)를 통해 

제품을 안젂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렇게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손실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종류의 갑작스러운 기계 충격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데이터 손실 및 드라이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젂자기 방사원 (스피커, 이동 젂화 등) 근처에서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높은 데이터 젂송 속도의 구현을 위하여 케이블 길이는 1m 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오류가 없는 데이터젂송은 긴 

케이블에 대해서는 보장 할 수 없습니다.  

• 미디어 또는 기계 부품의 긴 수명을 위하여 수평 위치에서만 

작동하십시오.  

• 10 - 35 ° C 의 온도에서만 장치를 작동하십시오.  

• 제품근처에 물,음료와 같은 액체를 두지 마십시오. 액체가 

쏟아져 드라이브 인클로저의 젂자 장치에 닿으면 드라이브가 

손상되고 드라이브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 먼지가 많은 홖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클로저 내부에 

먼지가 있으면 내부 젂자 장치가 손상되어 드라이브가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내부를 분해하면 무상보증이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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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USB2.0 외장형 

DVD-COMBO 

모 델 명 NEXT- 

101DVD-COMBO 

구입 일자  보증 기간 1 년 

고객 성명  전      화  

고객 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주소  

제조자(수입원) ㈜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715-0372 

제조자(수입원) 

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해주세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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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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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다음판매된 경우 보증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 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C.슬림 PC 를 위한 LP 브라켓, 아답터, 케이블 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구입하셔야 합니다. 

D.천재지변으로 인한 제품의 이상 및 고장은 유상수리로 처리됩니다. 

E.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본 제품의 A/S 는 소비자가 A/S 센터(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G.우편(택배)이나 퀵서비스를 통한 A/S 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의 소유권은 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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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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