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C3.0 고속충전 블루투스 무선카팩 

 

I. 제품소개 

이 제품은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USB 충전기, 

MP3 음악재생 플레이어가 통합된 제품입니다. 전문가용 고성능 

블루투스 칩셋에 MP3/WMA 디코더, 고품질 오디오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A2DP 와 USB 메모리를 통한 음악재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 모드변환 스위치는 음악재생중 전화가 

오면 간편하게 통화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 안전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2 개의 USB 포트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고, 

차량의 배터리 전압을 감지한 후 액정에 표시하여 스마트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II. 제품외관 

  

 

(1) LED 정보 표시 창 

(2) 다기능 버튼 : 음악재생/일시중지, 통화응답/중지,  

2 초간 길게 누를시 통화거부, 더블클릭시 재다이얼, 

8 초간 길게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 기록 삭제 

(3) 마이크 

(4) USB1 : USB 음악재생 및 5V/1A 충전포트 

(5) USB2 : QC3.0 충전포트(3.6V-6.5V/3A,6.5-9V/1.5A,9V-12V/1A) 

(6) 짧게 누르면 FM 주파수(+), 길게 누르면 볼륨(+) 

(7) 짧게 누르면 블루투스 모드 / USB 음악재생 모드 전환,  

   길게 누르면 FM 주파수 설정 모드 

(8) 짧게 누르면 FM 주파수(-), 길게 누르면 볼륨(+) 

(9) 시거잭 전원 연결부 

 

III. 제품사양 

1．공명 방지 및 잡음 제거 기술 (CVC)적용. 

2．블루투스 전화응답, 거부, 끊기, 재 다이얼 지원 

3．블루투스 스테레오 음악 재생 지원 

4．디지털 정보 표시 창 지원 

5．자동차 전압 표시 지원 

6．USB 메모리 음악재생(1G - 최대 32GB) 

7．MP3/WMA 오디오 포맷 지원 

8．광대역 라디오 주파수 87.5-108MHz 지원  

9．자동 전원차단 기능 탑재 

10．USB1 : USB 메모리 음악재생 및 5V/1A 스마트폰 충전 

11．USB2 : QC3.0 고속 충전 

12．자동차 오디오를 통한 한국어 음성안내 지원 

 

IV. 사용방법 

1 라디오 주파수 설정 

측면에 있는 FM 버튼을 길게 누르면 LED 액정에 현재의  

주파수가 표시됩니다. 측면에 < , > 버튼을 길게 또는  

짧게 눌러서 원하는 주파수로 변경합니다. 

 

2. 블루투스 모드 

1. 무선카팩을 시거잭에 꽂으면 LED 창에 자동차 전압과  

FM주파수가 표시됩니다. 차량의 라디오 주파수와 동일하게  

무선 카팩의 주파수를 맞추세요. 

2.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설정을 활성화 후 기기검색을 누르면 

NEXT-3422BTC 가 검색됩니다. 검색된 NEXT-3422BTC 를 

눌러 페어링을 진행 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성공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3. 스마트폰의 음악 플레이어를 실행하여 음악을 재생하면  

A2DP 를 통해 블루투스로 음악이 재생 됩니다. 음악재생 중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눌러 재생/중지를 할 수 있으며, <,>  

버튼을 짧게 눌러 이전/다음곡 재생, 길게 누르면 볼륨 증가  

및 감소로 작동됩니다. 

4. 음악 재생중 전화가 올때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누르면 통화응답  

또는 통화 끊기, 2 초간 길게 누르면 통화 거절, 더블 클릭시  

재다이얼, 8 초간 길게 누르면 페어링 기록이 삭제 됩니다. 

  ※ 마지막에 통화한 번호만 재다이얼이 가능합니다.  

 

3 USB 메모리 사용 

USB DATA / 5V 포트에 MP3/WMA 포맷으로된 USB 메모리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되며, 다기능 버튼을 짧게 눌러  

재생/일시정지, <,> 버튼을 짧게 눌러 이전/다음곡 재생, 길게  

누르면 볼륨 증가 및 감소로 작동됩니다. 

 

4 모드 변환 

USB 메모리/블루투스 모드를 동시에 사용중일때에  

FM 버튼을 짧게 누르면 모드 전환이 됩니다. 

※ 처음 USB 메모리 삽입하면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자동차 배터리 전압 감지:  

무선카팩을 연결한 후 시동을 켜면 자동차의 배터리 전압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LED 창에 표시합니다. 전압표시 범위는  

11V-27V 이며, 전압이 범위±1 을 초과하면 HHH 문구를  

표시합니다. 자동차의 시동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HHH 문구가  

표시되면 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점검 하세요. 

 

충전 인식:  

스마트폰을 QC3.0 USB 포트에 연결하고, 스마트폰이 QC3.0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QC3.0 을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이면 일반충전으로 작동됩니다. 



 

NEXT-3422BTC 무선카팩은 QC3.0 / QC2.0 / FCP / PE / PE2.0 /  

애플 / 삼성 / BC1.2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V. 기술 사양 

사용전압 12V - 24V 

작동전압 제한 8 - 32V 

USB1 출력 5V/1A 충전 및 USB-Disk 

USB2 출력 QC3.0 고속충전 

음악 포맷 MP3/WMA 

USB 메모리용량 1G - 32G 

작동온도 <60℃ 

배터리전압 표시 정확도 Error ±1V 

신호대잡음비 >60dB 

왜곡도 <0.1% 

주파수 응답 20Hz - 15Khz 

좌우채널 >60dB 

블루투스 버전 Version 4.2+EDR 

블루투스 프로파일 A2DP function 

최대 수신거리 약 10M 

마이크 지원 거리 0.5 - 2M 

사용 가능 주파수 87.5 - 108MHz 

FM 주파수 거리 2M 

 

참고사항. 

1 . 이 장치에는 휴대폰 충전을 위한 2 개의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2. 이 제품의 송신 전력은 비교적 강한편이지만 좀더 좋은  

음질로 듣고자 하신다면 공중파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파하는게 좋습니다. 

(권장 주파수 : 88.1 / 88.3 / 88.8) 

    (공중파 주파수 : 89.1 / 91.9 / 95.9 / 107.7 등) 

3. 스마트폰마다 다양한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루투스 연결 시간은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시동을 껏다 켰을 때 블루투스 자동연결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수동으로 블루투스를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5. 이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95% 이상의 스마트폰과  

호환되지만, 일부에서는 호환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라디오 볼륨을 지나치게 크게 할 경우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당한 볼륨을 유지하세요. 

7. 고온다습하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8. 제품에 충격을 가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9. USB 메모리 음악재생중 또는 A2DP 블루투스 음악  

스트리밍중에 전화가오면, 블루투스 전화모드로 자동전환  

됩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직전에 진행하던  

USB 음악재생 모드 또는 블루투스 A2DP 재생모드로  

복귀됩니다. 

 

VI. 구성품 

1. NEXT-3422BTC 제품본체  2.사용자 설명서 

                                 

VII. 주의사항 

1.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 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 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 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3. USB 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터) 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4. USB 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터) 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가능 합니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6.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본 제품의 A/S 는 소비자가 A/S 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우편(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A/S 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VIII. 제품 보증서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QC3.0 고속충전 

블루투스 무선카팩 
모델명 NEXT-3422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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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