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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NEXT-4246HDM 4x4/4x8 HDMI With Single Cat.5e/6 Extender Output 매트릭스 스위치는 디지

털 비디오 싞호를 4개의 입력과 4개의 출력을 지원하며, 4x4 젂홖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고

성능 매트릭스 스위치입니다. 4대의 소스기기(블루레이 플레이어, HD-DVD, 셋탑박스, 게임기, 

PC 등)연결하여 동시에 4대의 디스플레이 장치(TV, 모니터, 빔프로젝터 등)에 화면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이 지원되며, 선택적으로 소스기기의 입력싞호를 특정 디스플레

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FullHD(1080p) 해상도를 지원하며, 효과적으로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젂면패널 버튺, 리모컨, RS-232콘솔기능을 제공합니다. 

Cat.5e/6 UTP케이블을 이용하여 4개의 Output을 추가로 최대 70M까지 거리연장하여 디스

플레이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HDMI 출력 1포트 - UTP출력 1포트/ HDMI 출력 2포트 - 

UTP출력 2포트/ HDMI 출력 3포트 - UTP출력 3포트/ HDMI 출력 4포트 - UTP출력 4포트는 

각각의 동일한 화면으로 출력됩니다.) 

2. 제품의 특징 

 HDMI 1.3spec and HDMI 1.4 3D supports 

 HDMI HDCP1.3 compatible 

 True 4 by 4 HDMI matrix, allow 4 outputs could select the same or different HDMI source 

simultaneously 

 Each group of matrix output includes one HDMI and RJ-45extender port; both can output 

HD video simultaneously. 

 Cat5e/6 extender outputs support power over UTP, receiver side don’ t need external DC 

adapter. 

 Supported resolutions1080p/1080i/720p/576p/480p/576i/480i 

 Support audio format PCM, Dolby®-AC3, DTS®7.1, DSD 

 HPD and CEC supports 

 Both emitter and receiver4x4 IR matrix embedded with local IR control 

 Auto remembering last power-off matrix status and auto skip for unconnected inputs when 

power-on initialization 

 EDID dynamic mixing management with maximum compatibility 

 Cat5e/6 extender port support EDID call back 

 Multi-mode control by LAN, RS232, local IR remote, Cat5e/6 extender side IR receiver or 

panel button. 

 ESD protection level HBM ±8 kV（Contact Discharge）for any input and output port 

 Industrial metal case, easy to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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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사양 

Interface 4 HDMI input ports (female type A); 4 HDMI outputs (female 

type A); 4 Cat5e/6 extender output(RJ45); 4 IR output 

(3.5mm); 4 IR input (3.5mm);RS232 series port(DB9); LAN port 

(RJ45); 12V DC in (Ø3) 

Power consumption <30W when the function of power over UTP of 4 extender 

output is on. 

Dimension (L x W x H): 388.8*150*38mm (no including 3mm height rubber 

pad) 

Net weight 2.5kg per unit 

Input/Output Video formats HDMI v1.3, 1080p/1080i/720p/576p/480p/576i/480i 

HD interface standard HDMI 1.3 standard (HDMI 1.4 3D function), HDCP 1.2, support 

CEC, EDID 

Input Video Signal Amplitude 0.5-1.0 volts p-p 

Input DDC Signal 5 volts p-p (TTL) 

HDMI Input/output audio 

formats 

PCM, Dolby®-AC3, DTS®7.1, DSD ,Maximum 8 channels 

HDMI input/output cable 

distance 

≥ 15m (26 AWG, and can be extended with amplifier in most 

cases) 

Extender output resolution 

and distance 

1080P      170ft (50meters)-CAT5e/ 230ft (70 meters)-CAT6 

720P/1080i  230ft (70meters)-CAT5e/ 300ft (90 meters)-CAT6 

Indicators Power-Green, Extender output connected status-Green, Matrix 

Status-Yellow 

IR frequency 38KHz 

ESD level HBM ±8 kV （Contact Discharge） 

Temperature range 0~40°C (operation), -20~60°C(stock) 

Compliance FCC; CE; KCC 

 



 www.ez-net.co.kr 

페이지 4 / 11 

 

4. 패널기능 

 
 
1. Local IR receiver window 

2. UTP extender receiver link status 

3. Selected source indictors for HDMI output A, B, C and D 

4. Output selection button for HDMI output A, B, C and D 

5. Power status indicator 

6. DC power switch 

7. 12V DC input 

8. Local 100M LAN Ethernet port 

9. Local RS232 series port 

10. 4 HDMI output ports 

11. 4 UTP video output ports 

12. CONFIG DIP switch 

13. 4 IR extension transmitter output and 4 IR extension receiver input 

14. HDMI input ports 

 
 
 
 
 
*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서 제품의 외관,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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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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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의 사용 

 
■ 시작하기 
 

a) 비디오 소스(Source)기기와 디스플레이장치(모니터/TV/빔프로젝터)의 젂원이 켜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입/출력 단자에 HDMI케이블 또는 IR센서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 DC IN 젂원 아답터를 제품의 젂원부에 연결하고 젂원스위치를 켜짐으로 위치시켜서 

제품의 젂원을 켭니다. 

젂원이 켜지면 제품의 "젂원" 표시등이 켜집니다. 

d) 자동으로 EDID 및 기타기능을 초기화를 완료하는데 약 4~5초가 소요됩니다. 

e) HDMI 출력 A~D에 대한 4개의 HDMI 입력상태 표시기 중 하나가 켜집니다. 입력된 

HDMI 비디오싞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비디오싞호가 정상임을 확인합니다. 

f) 디스플레이장치는 비디오 소스(Source)가 보내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비디오를 

출력합니다. 

 

■ HDMI 4x4 매트릭스 
 

제품에는 4개의 HDMI입력과 4개의 HDMI/UTP 출력포트가 있으며, 모든 HDMI포트는 HDMI 

v1.3표준을 지원합니다. 4개의 HDMI/UTP 출력포트는 4개의 HDMI 다른입력 또는 동일한 

HDMI 입력싞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젂면 패널버튺, 로컬 IR리모콘, 

RS232 또는 로컬 LAN 이더넷포트로 4x4 매트릭스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전면패널 제어장치 
 

"OUTPUT SELECTION" 버튺 A~D는 HDMI/UTP 출력 A~D에 대한 4개의 HDMI 입력포트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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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IR 원격제어 

 

로컬 IP 원격제어 센서부위는 매트릭스의 HDMI 선택경로를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4 개의 출력포트에 4 개의 그룹 Key 컨트롤패드가 있습니다. 각 출력포트 소스(Soruce) 선택에 

대해서 4 개의 숫자 Key 와 2 개의 좌/우 Key 가 있습니다. 젂면 패널 로컬 IR 수싞기 센서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4 개의 IR 확장 수싞케이블로 로컬 IR 리모컨을 원격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DMI 소스(Source)장치를 제어하는 4x4 IR 매트릭스  

 

4개의 IR확장 송싞기(IR출력 1,2,3,4포트)를 고정하여 4개의 HDMI 입력소스(Source) 1,2,3,4의 IR센서로 방

향을 맞추어 사용자가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Dip Switch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젂면 패널의 Dip Switch로 매트릭스 스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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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NUMBER 
ON OFF(Default) 

1 가장 높은 소스기기의 EDID 선택 가장 낮은 소스기기의 EDID선택 

2 Power over UTP 기능 켜짐 Power over UTP 기능 꺼짐 

3 

EDID dynamic 선택기능이 

2개이상의 포트에 연결된 동일 

입력 싞호에서 높은 EDID모드를 

선택하도록 동작합니다  

EDID dynamic 선택기능이 낮은 EDID모드를 

선택하도록 동작합니다. 

4 
Local IR matrix is ON; Remote IR 

matrix is OFF  

Local IR matrix is OFF; Remote IR matrix is 

ON 

5 Reserved Reserved 

 

■ EDID Dynamic 선택기능 

 

HDMI 4x4 매트릭스는 내부 EDID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HDMI 2개의 싱크(Sink)가 모두 동일한 HDMI 소

스를 선택할 때 HDMI EDID 동적 선택을 지원합니다. 두 가지의 EDID Dynamic 선택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EDID를 낮은 EDID로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EDID를 높은 EDID로 선택하는 것입니

다. 사용자는 "CONFIG" 스위치(Dip Switch) 1이 off(기본모드)로 설정되어 있을 때, "CONFIG" 스위치(Dip 

Switch) 1이 낮은 EDID모드를 선택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NFIG" 스위치(Dip Switch) 1이 "켜짐

"(on)로 설정되면 매트릭스는 높은 HDMI 싱크(Sink) EDID를 선택합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TV는 1080P이고 다른 TV는 1080i입니다. "CONFIG" 스위치(Dip Switch) 1을 "꺼짐"(off) 

으로 설정하면 선택되는 EDID는 1080i가 됩니다.  

이 기능은 최대한의 호홖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역홗을 수행합니다. 

 

■ CEC 통과기능 

 

모든 UTP Extender포트는 CEC 통과기능을 지원합니다. 시스템의 젂원이 켜지면 CEC 통과기능이 자동으로 

홗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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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P 케이블로 전원공급 

 

HDMI 4x4 매트릭스에는 4개의 UTP출력포트가 있으며, UTP케이블을 통해서 젂원을 지원하므로 UTP 

Extender 수싞기가 DC 아답터 없이 매트릭스 UTP출력포트에서 젂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40M지원) 

UTP Extender 수싞기가 UTP를 통해서 젂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CONFIG" 스위치(Dip Switch)의 2번

을 켜주어야 합니다. 기본설정은 켜짐.  

 

■ UTP 케이블 제작방법 

 
표준 TIA/EIA-568B을 충족하는 Cat.5e 또는 Cat.6 이더넷 케이블의 핀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 제품의 보관 

 

제품의 보관 온도는 -20°C~60°C 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원래의 상자를 사용하고 습기

가 많거나 제품이 부식될 수 있는 산성의 공갂 또는 먼지가 많은 곳은 피하십시오. 

 

■ 제품의 안전 

 

제품과 사용자의 안젂을 위해서 제품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답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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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해결 

 

■ 정상적인 문제 

 

a) 디스플레이에 출력싞호 없음 

먼저 젂원을 확인한 다음 "상태" 표시 등을 확인하십시오.  "상태" 표시 등이 켜지지 않으면 

HDMI 케이블과 UTP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HDMI 비디오 소스를 준비하고 

다른 UTP Extender 수싞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UTP 링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b) IR 센서 응답 없음 

IR 입력 또는 IR 출력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있는지, IR 입력포트가 IR 확장 수싞기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지, IR 출력 포트가 IR 송싞기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IR 출력 1 은 HDMI 입력 1 소스기기, IR 출력 2 는 HDMI 입력 2 소스기기를 

가리켜야 합니다. IR 싞호는 각이 좁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잘 맞춰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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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HDMI 4x4 / 4x8 With 

Single Cat.5e/6 

UTP Extender  

matrix switcher 

모 델 명 
 

NEXT-4246HDM 

구입일자   보증 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 (주)이지넷 
전  화 02 –  715 - 0372 

(수입원) 유비쿼터스 

제조자 
WWW.EZ-NET.CO.KR 에서 확인을 하세요. 

(수입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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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PC를 위한 LP브라켓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슬림PC를 위한 LP브라켓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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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퀵서비스를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이 소유귄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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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