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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340PL 

USB2.0 to RS232 1.8M 
 

 

사용전 주의 사항 
1. 정전기, 사용미숙, 제품불량 등으로 연결되는 장비가 손상된 경우 본

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또한 이 기기 및  연결된 메체에 저장된 DATA는 본사에서는 배상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3.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항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제품의 특징 및 시스템요구사항 

- USB2.0 및 USB1.1을 지원 

- RS232 serial interface지원(DB9pin) 

- USB포트 사용 

- Windows 2000 SP4/2003/2008 

Server/2012R2/XP/Vista/Win7/8/8.1/10,MAC OS 9.0이상/Android 

3.2이상 지원 

 

 

 

2.Windows 에서의 설치방법(XP~ Win8) 

* Windows 7에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1 제품과 동봉된 설치CD를 PC의 CD롬에 삽입하고,  

     “내컴퓨터” 에서 CD롬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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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D롬이 없거나 슬림PC의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펌웨어 및 설치드라이버에서 해당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www.ez-net.co.kr) 

 

 

2-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면, 

    “PL2303_Prolific_DriverInstaller_v1.12.0”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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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L2303_Prolific_DriverInstaller_v1.12.0” 파일은 

Windows 통합버전의 드라이버입니다.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2-4 제품을 연결하고 “장치관리자”에서 USB Serial 

COM포트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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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indows 2000에서의 설치방법 

주의 : 적어도 서비스팩 3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1 제품을 컴퓨터의 USB포트에 연결한 후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 창이 열리시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4-2 “장치에 적절한 드라이버 검색(권장)(S)”을 체크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3 “위치 지정(S)”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3 “찾아보기(B)”을 클릭합니다.  

4-4 드라이버 CD를 CD-ROM에 넣고, 다음과 같이 CD-ROM에서 

“PC Driver” 선택합니다. 

4-5 다시 “Prolific"을 선택 후에 ”열기“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6 드라이버의 위치가 올바르게 되었으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4-7 파일이 복사되고 잠시 후에 ”새 하드웨어 검색마법사 완료”가 

나오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4-8 다시 잠시후에 “새 하드웨어 검색 마법사” 창이 열리시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4-9 “장치에 적절한 드라이버 검색(권장)(S)”을 체크하신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10 “위치 지정(S)”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4-11 “찾아보기(B)”을 클릭합니다.  

4-12 드라이버 CD를 CD-ROM에 넣고, 다음과 같이 CD-

ROM에서 “PC Driver” 선택합니다. 

4-13 다시 “Prolific "을 선택 후에 ”열기“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14 드라이버의 위치가 올바르게 되었으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4-15 파일이 복사되고 잠시 후에 ”새 하드웨어 검색마법사 

완료”가 나오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4-15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4-16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에 있는 XP의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포트설정에 관한 것은 XP의 포트설정부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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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품질 보증서 

 

주 의 사 항  
1. 소비자는 품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4.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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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편(퀵)을 통한 A/S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품 질 보 증 서 
제 품 명 USB2.0 to RS232 모 델 명 NEXT-340PL 

구입일자  보증 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수 입 원 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수입원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ez-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