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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NEXT-4288UHDM 8x8 HDMI2.0 매트릭스 스위치는 디지털 비디오 신호를 

8개의 입력과 8개의 출력을 지원하며, 8x8 젂홖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고

성능 매트릭스 스위치입니다.  

8대의 소스기기(블루레이 플레이어, HD-DVD, 셋탑박스, 게임기, PC 등)연

결하여 동시에 8대의 디스플레이 장치(TV, 모니터, 빔프로젝터 등)에 화면

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이 지원되며, 선택적으로 소스기기의 

입력신호를 특정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4K@60Hz(Ultra HD 4:4:4) 해상도를 지원하며, 효과적으로 장치를 제어하

기 위한 젂면패널 버튺, 리모컨, RS-232콘솔기능을 제공합니다. 

 

2. 제품의 특징 

. HDMI 2.0 version (Support 4K@60Hz YUV4:4:4)   

. Support 3D   

. Bandwidth upto 18Gbps   

. HDCP2.2 input ,HDCP2.2 output   

. HDCP1.4 input, HDCP1.4 output   

. Support HDR10   

. 8xHDMI Input, 8xHDMI output with 8xSPDIF Audio   

. Any one of the 8 Ultra HD sources to any one of the 8 Ultra HD displays  

Support Panel Button, Local IR, RS232 Control with command, IP Control, 

Web GUI Control   

. Support Dolby True HD and DTS-HD master audio   

. 1U rack design, easy installment   

. Unit size: L440XW220XH4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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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품의 구성물 

  HDMI matrix  
12V DC power adaptor 
Operation Manual 

1pcs 
1pcs 
1pcs 

  Matrix IR Remote  1pcs  

  IR Ext Cable  1pcs  

 Mounting ears 2pcs  

 
  

 

4. 제품의 사양 

Frequency Bandwidth 594MHZ[18Gbps] 

Support Video Resolution 

480p@60hz,576P@50hz,720P@60hz, 
1080P@24hz,1080P@50hz,1080P@60hz, 
4K@24hz,4K@30hz, 4K@60hzYUV4:2:0, 
4K@ 60hzYUV4:4:4 

Input Ports 
8 x HDMI,1 x IR Receiver, 1 x RS-232, 1x 
RJ-45(Control) 

Output Ports 8 x HDMI, 8 x SPDIF, 1 x L/R 

Power Supply DC 12V 

Dimensions (mm)  440(W) X 220 (D) X 44.5 (H) 

Weight (g)                    2800g 

Operating Temperature -20°C ~ 60°C / 32°F ~ 104°F 

Storage Temperature -40°C ~ 70°C / -4°F ~ 140°F 

Relative Humidity          20 ~ 90% RH (Non-condensing) 

Power Consumption 
(Max)  

19W(max) / 0.5W(Stan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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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널기능 

5-1 젂면패널 

 
① IR receive window 

② Input button IN1~8: 1~8.  

③ Output button OUT1~8: choose the desired output port from ports 1~8. 

 

. 

5-2 후면패널 

 
 
① IPControl 

② RS232 for control.  

③ For IR external receiver cable.  

④ SPDIF Audio output.  

⑤ DC power input.  

⑥ HDMI input port.  

⑦ HDMI output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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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패널 EDID정보 확인버튺 

“Input 4”번을 3초 동안 누른다음, “Input1”번 또는 “Output1”번을 눌러서 

각 HDMI입력에 대한 EDID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put 5”번을 3초 동안 누른다음, “Input1”번 또는 “Output1”번을 눌러서 

장치이름/IP주소 및 DHCP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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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모컨 컨트롤 

 
 
 
                                     1 : 리모컨 젂원on/off  

                            2 : Output 1~8번 선택버튺 / Input 1~8 

선택버튺 

                            3 : Input 1~8번 중에서 선택한 포트를 

Output의 모든 포트에 출력  

                            4 : 스위칭 취소버튺  

                            5 : PTP버튺으로 입력과 출력포트를 1:1로 

미러링(ex,입력1-출력1/입력2-출력2 등) 

 
8. RS232 핀배열 

Band Rate : 115200 bps / DataBits : 8bit Parity / Flow Control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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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S232 컨트롤 

9-1 소프트웨어 컨트롤 
 

연결하고 PC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COM 설정 세션에서 PC에 

따라 COM 포트를 선택하고 연결을 클릭하여 연결하십시오. 

이 COM 설정 세션에서 장치 이름, 장치 이름 지원을 최대 16 자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튺을 클릭하여 상태를 저장하거나 편집하십시오. 

포트 설정 세션으로 이동하여 각 출력에 대한 입력 소스를 선택하거나 

젂홖하십시오. "상태"버튺을 클릭하여 현재 상태를 읽거나 "지우기" 버튺을 

클릭하여 과거 운영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빈칸은 작동 내역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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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D 세션은 HDR, 3D, 데이터 속도 및 오디오 채널과 같은 EDID 

foreach 입력을 읽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IP 구성 세션은 매트릭스의 IP 주소와 MAC을 읽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라우터가 Matrix에 자동 IP를 할당하도록 하려면 DHCP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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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Config 세션을 사용하면 IP 주소와 연결로 동일한 LAN에있는 PC와 

Matrix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Net config"→ "Connect"→ "Search Device"→ "Sel Device Number"→ 

"Connect"를 클릭하면 장치 이름을 볼 수 있고, 성공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IE"메뉴를 클릭하여 쉽게 웹에 입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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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션은 System Config (시스템 구성)이며, 젂원 켜기 / 끄기 또는 

재설정을 허용하며 Matrix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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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eb 컨트롤 

1) HDMI 매트릭스와 PC를 LAN에 연결하십시오. 

 

2) PC 도구 (CD에 포함)를 엽니다.(CD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www.ez-net.c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3) HDMI 매트릭스의 IP 주소를 검색하려면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웹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한 IP 주소를 입력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기

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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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ez-net.co.kr 

페이지 14 / 16 

 

 

 

 
 
 
 



 www.ez-net.co.kr 

페이지 15 / 16 

 

 

11.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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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HDMI2.0 8x8 Matrix 

Switch With audio 

4:4:4 Support 

모 델 명  

NEXT-4288UH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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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