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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소개 

NEXT-4404SLS 4x4(입력x출력) 매트릭스 스위치는 끊김 없는 연속적인

(Seamless) 출력영상과 혼합된(Mixed) 출력영상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비디오 신호 및 아날로그 영상신호, 그리고 연속적인 스위칭기능

(Seamless-Switching)과 원홗한 4x4 전홖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매

트릭스 스위치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스위칭기능(Seamless-Switching)을 

보다 빠르게 짂행하기 위한 적외선센서를 제공하며, 고급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매트릭스 스위치의 스케일러(Scaler)기능과 통합화된 관리기능을 

위한 블라인드 페이드 아웃, 전면패널 버튼, 리모컨, RS-232콘솔, TCP/IP

제어기능, 임베디드 오디오기능을 제공합니다. 

 

2. 제품의 특징 

Compliant HDMI1.3, HDCP1.3 and DVI1.0 
Input video supports HDMI, VGA and C-video 
Supports input resolutions : HDMI: 480i to 1080p  

VGA:1920 x 1080P@60Hz, 1360 x 768P@60Hz, 1280 x 
1024P@60Hz, 1024 x 768P@60Hz, 1280 x 
720P@60Hz,1280 x 768P@60Hz, 800 x 600@60Hz, 
640 x 480P@60Hz  

CV: Supports PAL, NTSC3.58, NTSC4.43, SECAM,  
PAL/M, PAL/N standard TV formats  

Supports output resolutions :1920x1080P@60Hz  
Supports seamless switching output,optional seamless 
switching mode:fast switching,fade in/fade out,blinds and so on 
The RS-232 for the firmware update  
Supports RS-232, remote control, on-panel control and 
TCP/IP Control  
Supports smart EDID management  
Picture Adjustment Settings / Supports power-off memory 
Automatically adjust the VGA input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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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품의 구성물 

   4x4 seamless matrix switcher 
12V/2.5A DC power adaptor 
Operation Manual 

1pcs 
1pcs 
1pcs 

   Wideband IR Tx cable  4pcs  
   Wideband IR Rx cable  5pcs  
   Mixed Matrix IR Remote  1pcs  
   Mounting ears  2pcs  
   RS232 cable  1pcs  

4.제품의 사양 
 

Input 
4×HDMI, 4xVGA, 4xRCA, 1×RS232 

1xRJ-45(Control), 5×IR INPUT, 4xAudio  

Output 4×HDMI, 4xIR OUTPUT  

Input Resolutions  Up to 1920x1080P@60Hz  

Output Resolutions  Up to 1920x1080P@60Hz  

Control IR, RS-232, TCP/IP, Select Buttons 

ESD Protection  

Human-body Model: 

± 8kV (Air-gap discharge) 

± 4kV (Contact discharge) 

Power Supply  
DC 12V/2.5A 

(US/EU standards, CE/FCC/UL certified) 

Dimensions 440mm (W)×200mm (D)×44.5mm 

Weight / Chassis Material 2380g / Metal 

Operating Temperature 0ºC~40 ºC/32 ºF~104 ºF 

Storage Temperature  20 ºC~60 ºC/ 4 ºF~140 º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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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Consumption 13.5 W(Max)/1.2W(Standby)  



 www.ez-net.co.kr 

페이지 4 / 18 

 

5. 패널기능 

5.1 전면패널 

 
Part 1. LCM: 각각의 입력/출력설정 및 EDID관리의 정보를 표시. 

Part 2. IR: IR신호를 받아들이는 센서의 위치 

           (매트릭스 스위치 전용리모컨 신호감지부) 

         POWER: 전원 ON/OFF버튼으로 장치에 전원을 공급. 

           (대기모드: 녹색 / 전원ON : 빨강).  

         LOCK: 패널의 모든 버튼을 잠금 

           (버튼을 누르면 잠금, 다시 누르면 잠금해제) 

Part 3. OUTPUT/INPUT: 출력부(OUTPUT)와 입력부(INPUT)을 선택.  

          해당버튼을 누름(ex,출력부의 ALL버튼누름/입력부의 1번누름 :   

          입력부 1번에 연결된 장치가 출력부 A,B,C,D로 출력됩니다.) 

Part 4. Picture adjust: 출력화면을 조정합니다.  

          (ex, 출력부 A 누름. 출력한 비디오 스케일러가 조정됩니다. 

          Note : 1. 스케일러는 여섯 단계에 걸쳐서 조정 2. 자동조정 

          버튼은 VGA입력부에만 적용) 

Part 5. Sources input select: 소스입력을 선택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릅니다.(ex,HDMI버튼을 누르면 HDMI입력 선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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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EDID: 스마트 EDID관리기능은 LCM가 EDID동작을 표시합니다.  

         메뉴버튼을 눌러서 소스입력 기기가 구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확인하고 UP 또는 DOWN버튼을 눌러서 선택하고, ENTER버튼  

         을 눌러서 적용. 

EDID Mode  EDID Description  

1  1080i, 2CH AUDIO  

2  1080p, 2CH AUDIO  

3  DVI 1920X1080  

 

EDID. EDID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나요?  

소스입력장치(디지털 및 아날로그)의 해상도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디스플레

이 장치에서는 EDID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EDID정보를 통해서 출력하

기 위한 해상도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DID: "확장 디스플레이 정보 데이터") 

 

HDMI매트릭스 스위치에 EDID는 왜 중요하나요? 

매트릭스 스위치는 다중입력과 다중출력 신호를 전홖하는 기술이 매우 중

요한 제품입니다. 매트릭스 스위치에 연결되는 소스입력 장치의 EDID값

은 신속한 신호전홖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EDID를 관리해야하나요? 

다수의 장치와 다수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같은 해상도와 기능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화면비율과 

해상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HDMI매트릭스 스위치에서 출력이 가능한 

EDID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www.ez-net.co.kr 

페이지 6 / 18 

 

5.2 후면 패널  

 
Part1: IR Channel IR EXT: 전면패널의 IR센서가 차단되거나 장치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폐쇄구역에 설치되면, IR RX수신기를 IR센 

       서의 범위확장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 

       IR IN/OUT: Super IR Control 인터페이스를 제공. 자세한 내용은   

       "Super IR Control" 소개를 참조. 

Part2: VGA CV AND AUDIO INPUT  

       DVD 플레이어, 셋탑박스 등의 입력기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VGA  

       케이블, RCA동축케이블, 3.5mm스테레오 오디오케이블 등을 연결. 

Part 3: PC CONTROL TCP/IP: TCP/IP 컨트롤에 대한 RJ-45링크. 

      RS232: RS-232 컨트롤에 대한 D-Sub 9pin링크. 

Part4: OUTPUT  

       HDMI출력부 1~4번 포트는 TV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 

Part5: HDMI INPUT  

       HDMI입력부 1~4번 포트는 DVD플레이어, PC, 셋탑박스 등의 소 

       스기기 입력. 

Part6: DC POWER INPUT  

       DC 12V 전원으로 12V / 2.5A 전원아답터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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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mote Control  

(1). 전원버튼 또는 대기모드로 동작하는 버튼. 

 

 

(2). 매트릭스에 출력 

(3). 매트릭스에 입력 

(4). 소스입력을 선택하기 위한 버튼(HDMI/VGA/CV) 

(5). 화면조정과 스케일러기능 실행버튼 

Note: 화면조정기능은 VGA입력에서만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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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R Control system  

 
 

제품후면에 위치한 3.5mm 소켓단자의 IR INPUT x 4, IR OUTPUT x 4를 제

공하여, 편리하게 원격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IR INPUT단자에는 IR-RX센

서를 사용하고 IR OUTPUT단자에는 IR-TX센서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INPUT과 OUTPUT에 연결된 장치와 1:1로 매칭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주

의하여 IR Control을 하시기 바랍니다. 

 

IR센서는 입사각이 비교적 좁으므로 센서위치를 잘 잡아야 하며, 장애물

로 가려지게 되면 동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R센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영역에 센서를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해당 매뉴얼의 내용과 실제제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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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ez-net.co.kr 

페이지 10 / 18 

 

9. PC controller user guide  
Installation  

아래의 이미지는 매트릭스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입니다. SETUP.EXE 파일

형태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RS232 COM포트 또는 TCP/IP프로토콜

로 매트릭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Preparation  

RS232 케이블로 매트릭스와 PC를 연결(DB9 Female-Female) 또는 RJ-45 

UTP케이블로 연결(로컬영역 네트워크) 

 

 매트릭스 스위치의 전원을 켭니다.  

 MatrixController.exe 아이콘을 더블클릭 

 “General” page  

 
1. RS232컨트롤 COM모드 또는 TCP컨트롤 모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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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S232 COM포트번호(COM1/COM2만 사용가능) 

3. "Connect" 버튼을 클릭하여 PC와 매트릭스를 연결하거나 분리 

4. 매트릭스 IP 

5. "Connect" 버튼을 클릭하여 PC와 매트릭스를 연결하거나 분리 

6. 매트릭스 IP 검색 

7. 매트릭스 IP 및 MAC구성 

8. 공장초기 값으로 설정을 리셋 

9. 디스플레이 단일화면 모드 

10. 디스플레이 화면분할 모드이며, "Mode : 1/2/3/4 화면분할설정", 

"Audio : 1/2/3/4 화면분할 중에 오디오 출력할 소스선택)", "Main : 1/2/3/4 

화면분할 중에 메인화면 선택" 

A. X/Y(1~32)화면위치 설정 

B. Input 1/2/3/4 중에서 출력할 화면 소스기기 선택 

C. 경고음을 사용 또는 해제(사용안함) 

D. 분할된 화면의 테두리 ON/OFF 

 

위의 7번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납니다. 

 
1. 유동IP 또는 고정IP선택 

2. 매트릭스 IP입력(설정PC와 매트릭스 IP는 동일하게 세팅) 

3. MAC주소(고정IP로 선택할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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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예제 

 
 

화면분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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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D control” page  

 
1.입력포트에 필요한 EDI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값으로 1~3개의 리스트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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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rix” page  

 
1. 출력되는 디스플레이 화면(A/B/C/D)에 출력되고 있는 입력소스기기  

번호가 LED로 보여집니다.  

2. 번호(1/2/3/4)를 눌러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화살표를 눌러서 순차적으로 이동가능 합니다. 

4. 입력 소스기기의 화면전홖 효과설정 

5. 화면전홖 시갂설정(0.5s/1s/1.5s/2s/2.5s/3s/3.5s/4s) 

6. SCALER(화면자동맞춤 : 6단계)기능 / Auto(자동)  

7. 3가지 입력소스기기 선택(HDMI/VGA/AV) 

 

Note: 6번 SCALER기능은 VGA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TCP/IP모드에

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제품본체의 SCALER버튼을 이용하거나 RS232

모드로 접속하셔서 SCALER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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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4번 입력 소스기기의 화면전홖 효과설정 값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Fsst switching  아무 효과 없이 기본 값으로 빠르게 전홖  

Fade in/Fade out  천천히 사라졌다 천천히 나타나면서 전홖  

Split Horizontal Out 가로로 화면 나누어 지면서 전홖  

Split Vertical Out 세로로 화면 나누어 지면서 전홖  

Wipe Right 이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전홖  

Wipe Down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수평 이동하면서 전환  

Wheel Clockwise 1 시계방향으로 한개로 분할 돌면서 전홖  

Wheel Clockwise 4  시계방향으로 4 개로 분할 돌면서 전홖  

Box Out  사각형 모양 안에서 밖으로 커지면서 전홖  

Box In 사각형 모양 밖에서 안으로 작아지면서 전홖  

Circle Out 원모양 안에서 밖으로 커지면서 전홖  

Circle In  원모양 밖에서 안으로 작아지면서 전홖  

Blinds Horizontal 가로 커튼 모양으로 전홖  

Blinds Vertical  세로 커튼 모양으로 전홖  

Checkerboard Across 체크무늬 모양 좌에서 우로 전홖  

Checkerboard Down 체크무늬 모양 위에서 아래로 전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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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W upgrade” page  

 
1. 클릭하여 펌웨어가 위치한 폴더를 지정(파일 확장자는 .fw) 

2. 지정한 펌웨어 파일경로가 표시 

3. 펌웨어 업그레이드의 짂행상태가 표시됨 

4. 매트릭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클릭 

5.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메세지가 표시됨 

6. 클리어 

 

Note: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매트릭스의 전원을 껏다가 

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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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의 연결 및 설치 

 

 
1. 매트릭스의 입력소스 단자의 HDMI, VGA, CV포트에 블루레이 플레이어, 

게임콘솔, PC, 셋탑박스 등의 기기를 연결 

(케이블을 장치에 삽입하거나, 장치에서 케이블을 분리할 때에는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짂행하시기 바랍니다.) 

2. 출력 디스플레이포트에 4개의 TV, 모니터, 빔프로젝터 등의 디스플레

이 장치를 연결 

3. 필요에 따라서 IR-EXT에 센서를 연결하여 매트릭스 리모컨으로 제어

하거나, IR센서(입력:RX센서사용 / 출력:TX센서사용)를 연결  

3. TCP/IP콘솔 또는 RS232콘솔로 연결하여 장치를 컨트롤 할 경우에 연

결 

4. 매트릭스 스위치의 전원 콘센트에 DC 12V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5. 사용가능한 전기 콘센트에 아답터소켓을 연결하여 장치에 전원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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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HDMI 4x4 mixed 

input seamless 

matrix switcher 

모 델 명  

NEXT-4404S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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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