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XT-2421HVC HDMI to VGA+R/L Audio 컨버터 사용자 설명서 

<구성도> 

 

 

<연결순서> 

1. NEXT-2421HVC의 HDMI 소켓에 DVD 또는 노트북, PC의 HDMI 소켓과 HDMI 케이블을 연결 

2. NEXT-2421HVC의 VGA 소켓에 모니터 또는 TV의 VGA 소켓에 VGA 케이블을 연결 

3. 모니터 또는 TV 오디오(R/L) 잭과 NEXT-2421HVC의 오디오(R/L) 잭을 RCA케이블을 연결 

4. NEXT-2421HVC 제품에 DC5V 전원 아답터를 연결하여 전원공급 

 

<제품의 기능> 

 1. 제품에 설치해야 할 별도의 드라이버가 없어, 설치가 편리함. 

 2. 변환 : HDMI를 VGA비디오 및 R / L 오디오 출력으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3. HDCP v1.3 지원 

 4. HDMI 입력 채널 (6.75gbps, 모든 채널) 대역폭 당 225MHz/2.25Gbps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스펙> 

Input 1 x HDMI 

Output 1 x VGA, Audio L/R 

Input Video Signal 0.5-1.0 volts p-p 

Input DDC Signal 5 volts p-p 

HDMI Video input format 480i/576i/480p/576p/720p/1080i/1080p 

VGA Video output format 480i/576i/480p/576p/720p/1080i/1080p 

Input Video Amplifier Bandwidth 2.25Gbps/225MHz 

Size 96(W) x 69(D) x 22(H)mm 

Operating Temperature 0℃ to 60℃ 

Operating Humidity 10% to 80% RH(no-condensation) 

Power Supply 5V DC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HDMI to VGA 컨버터 모 델 명 NEXT-2421H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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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을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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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