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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고화질의 HDMI 신호를 완벽하게 구현하여, 최대 400M 의 거리까지 무선으로 전송합니다. 

TX(송신기)와 RX(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 연결 또는 1:N 연결을 지원합니다. 

 

제품외형 

 

 

<인터페이스> 

Device 인터페이스 설명 

Sender 

DC DC 전원소켓 

HDMI IN HDMI 입력포트 

HDMI OUT HDMI 출력포트(loop-through interface) 

Receiver 

DC DC 전원소켓 

HDMI OUT HDMI 출력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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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설명> 

Device LED 색상 상태 상태설명 

Sender 

(송신기) 

Power Red 점등 전원이 켜졌습니다. 

Link Green 천천히 

깜박거림 

송신기와 수신기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깜박거림 

송신기와 수신기 

가 연결되었습니다. 

Receiver 

(수신기) 

Power Red 점등 전원이 켜졌습니다. 

Link Green 천천히 

깜박거림 

송신기와 수신기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깜벅거림 

송신기와 수신기 

가 연결되었습니다. 

 

 

제품의 특징 

1. 1080P Full HD 해상도지원 

2. HDCP 지원 

3.  무선으로 최대 400M 거리연장하여, 편리하고 별도의 배선설치가 필요치 않음 

4.  HDMI loop-through 추가전송 지원 

5.  1:1 무선연결과 1:N 무선연결지원 

6.  S anti-interference, 다른 WIFI 장비와의 간섭을 최소화 

7.  강한 신호세기를 적용하여 원거리까지 무선신호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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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양 

Function 

Input signal Sender：one CH HDMI 

Output signal 
Sender：one CH HDMI 

Receiver：one CH HDMI 

Transmission distance Open range transmission：0-500 Meter 

Video 

transmission 

performance 

and interface 

part 

Video input/output interface HDMI 

Support HDMI version HDMI1.3 

Support HDCP version HDCP1.2 

HDMI Resolution 
1080p/1080i/720p/720i/576p/576i/480p/48

0i        

Support video color format 24 bits/dark 30 bits/dark 36 bits 

Support audio format 
DTS/HD/Dolby-tureHD/LPCM7.1/DTS/Dolb

y-AC3/DSD 

Input and output TMDS 

signal 
0.5-1.5Vp-p(TTL) 

Input and output DDC signal 5Vp-p(TTL) 

Wireless 
Frequency 5.8GHZ 

Sending/Receiver antenna Outer 

Property 

Size(lengh*width*height) 
Sender: 165 mm×105 mm×30 mm 

Receiver: 165 mm×105 mm×30 mm 

Case Iron 

Color Black 

Power Supply 

Adaptive voltage range DC12V 

Sender consumption 7W 

Receiver consumption 6W 

Operating 

environment 

Working Temperature -15℃-55℃ 

Storage temperature -40-80℃ 

Relative humidity 0-95% (No condensation) 

 

제품의 구성물 

1. One sender 

2. One receiver 

3. Two pieces of power adapter 

4. A user manual 

5. RX/TX I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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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연결 

Sender: HDMI 소스기기를 연결합니다. 전원아답터로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Receiver: HDMI 디스플레이장치(TV/모니터/빔프로젝터)와 연결합니다. 전원아답터로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Note: 신호 암호화 및 암호확인 작업으로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통신연결을 설정하는데 약 

3~5 분이 소요됩니다. 

 

1:1 연결 다이어그램 

 

 

1:N 연결 다이어그램 

 

 

Note: 1:N 연결을 위한 리시버전용 제품을 별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명은 

NEXT-400HDW-R 이며, 리시버만 제공되는 상품입니다.(최대 1:4 연결지원)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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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HDMI Wireless Extender 모 델 명 NEXT-400H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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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USB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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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