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ual of Bluetooth Car Charger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제품사용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제품소개 

이 제품은 블루투스 스마트 미디어 플레이어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과 MP3 디코딩 칩을 채택하여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FM 라디오 송신기를 통해서 자동차의 

오디오로 음악파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핸즈프리 통화상태 및 음악 

재생상태로의 자동전환을 지원하여 자동차 주행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2. 제품의 특징 

1. FM 주파수 범위 : 87.5~108.0MHz 

2. 대형디지털 LED 디스플레이 

3. 한국어 안내음성지원 

4. AUX 포트지원 

5. MP3,WMA 음악파일 포맷지원 

6. 응답/전화끊기/거부/재다이얼 

7. A2DP 프로토콜지원  

8. EQ 모드지원  

9. 듀얼 USB 충전포트; 총 출력 값 2.1A  

(* 데이터/충전겸용지원 1 포트제공) 

10. 자동전원차단 
 

3. 제품의 사용 

3.1 Bluetooth 모드 

3.1.1.자동차의 시거잭에 제품을 삽입하고 전원을 

켭니다.LED 디스플레이에 주파수가 표시됩니다. 

3.1.2. 자동차의 오디오(FM)주파수와 제품의 FM 주파수를 

서로 동일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3.1.3.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뒤에 

“NEXT-2422BTC” 장치를 검색하십시오. 

3.1.4. “NEXT-2422BTC”를 선택하고 페어링을 진행하면,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1.5. 전화걸기  

블루투스 연결상태에서 전화를 걸 때, Car 스테레오에서 

신호음이 나옵니다. 통화를 취소하려면  버튼을 짧게 

눌러줍니다. 

3.1.6. 전화받기 

블루투스 연결상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화를 받게 됩니다. 

3.1.7 재다이얼링  

블루투스 연결상태에서 버튼을 두번누르면(더블클릭) 

최근에 통화한 전화번호로 다시 걸 수 있습니다. 

3.1.8. 전화거절 

걸려오는 전화를 거부하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3.1.9.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재생 

블루투스 연결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FM 주파수전송을 통해서 

Car 스테레오에서 출력되며, A2DP 프로파일을 지원하므로 

높은 수준의 음향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짧게 

눌러서 재생/일시정지 또는 다음곡/이전곡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OS 버전이 낮은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USB 메모리 음악재생 

3.2.1. 제품의 USB 데이터 슬롯에 메모리를 삽입하여 

메모리에 담겨진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짧게 눌러서 재생/일시정지 할 수 있으며, 길게 

눌러서 FM 주파수 설정모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FM주파수는 깜박거리게 되며, 버튼을 짧게 눌러서 FM주파수 

값을 (-) 또는 (+) 할 수 있습니다.  

 

3.2.2 Car 스테레오를 켜고, FM 주파수 값을 제품의 FM 주파수 

값과 동일한 값으로 조정하여 Car 스테레오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3.2.3 FM 주파수 조정 : FM 주파수 범위는 

87.5~108.0MHz 이며, 해당범위 안에서 버튼을 길게 

눌러서 FM 주파수 설정모드로 변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참고, 라디오방송으로 설정된 FM 주파수 값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2.4. USB 듀얼 충전포트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USB 충전포트는 5V/2.1A 의 충전용량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5V/2.1A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참고, 동시 

충전시 총 5V/2.1A 충전용량으로 나눠서 충전됩니다.) 
 

 

 

 

4. 사용메모리의 변경 

제품의 전원을 끌 때마다 제품의 시스템은 FM 주파수 및 

재생중인 노래의 정보를 기억합니다. 다음에 사용하면 노래가 

계속 재생되지만 메모리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면 시스템이  

상태를 감지하여 첫 번째 노래를 재생합니다. 

 

5．Technical Parameters 

USB output 5V/2.1A 

Working temperature 0-50℃ 

Charging identification Support 

Play format MP3.WMA   

Battery voltage display accuracy Error±1V 

Load current Error±0.1A 

SNR >60dB 

Degree of distortion <0．1% 

Frequency response 20Hz-15Khz 

Resolution of right and left 
channel 

〉60dB 

Bluetooth version Version 3.0+EDR 

Bluetooth sound processing A2DP (Advance 
Audio 
Distribution 
Profile) function 
supported 

Bluetooth transmission distance ＜10M 

Effective distance of Bluetooth 
microphone 

0.5-2M 

FM frequency 87．5-108.0Mhz 

FM Mode Stereo digital PLL 
frequency 
locking 

 
6. 주의 

1.이 제품은 2 개의 USB 충전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 5V/2.1A 의 충전용량을 제공하며, 동시에 2 개의 

장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Car 스테레오의 FM 전송이 작동 중일 때,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사운드가 왜곡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오디오를 통해서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3．FM 방송주파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신호간섭으로 혼선, 

서비스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블루투스 작동 방법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5. 새로 전원이 켜지면 일부 스마트폰은 자동연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블루투스 연결을 새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95% 이상의 스마트폰과 

호환됩니다. 하지만 일부 구형 스마트폰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볼륨은 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8. 고온, 먼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고장, 감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제품의 손상, 깨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품의 기능, 내용물, 외관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구성물 

1.제품본체   2.사용자설명서  

 

주의사항 

A.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 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 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 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C. USB 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터) 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USB 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터) 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가능 합니다. 

E.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F.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 본 제품의 A/S 는 소비자가 A/S 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H. 우편(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A/S 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8. 제품보증서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6 IN 1 블루투스 

오디오 카팩 

 

모델명 

 

NEXT-2422BTC 

 

구입일자 

  

보증기간 

 
1 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매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수입원) 

 

(주)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715-0372 

 

제조자(수입원) 

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