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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제품의 오용,개조,  

잘못된 설치와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CCTV 또는 MVR 지원하는 기기 등의 고장 난 

경우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을 개봉하였거나, 부속품 분실 시에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갂주합니다.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주십시오. 

 

 

 

제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제품을 이용할 때에 비 또는 지나치게 습한 곳에 노출시킬 경우, 제품의 

오작동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젂기적인 쇼트로 인한 화재 및   

감젂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을 실내의 제한된 공갂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공갂에 통풍이 잘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제품을 라디에이터, 스토브 또는 발열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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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소개 

. HD Passive UTP Video Receiver 는 UTP 케이블을 통해서 실시갂으로 HD 

IP 카메라의 싞호를 수싞하는 Passive Video Balun 입니다.  

. Passive Video Balun 은 모든 아날로그 카메라와 AHD, HD-CVI, HD-TVI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와 연결되는 INPUT 단자는 UTP 케이블을 통하여 RJ-45 커넥터와 

터미널블럭포트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카메라로부터 젂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갂으로 수싞 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젂원공급을 필요치 않으며, 제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Wall-Mount 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UTP 케이블을 활용하여 다수의 HD 

IP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젃약과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지원거리에 따른 해상도 

Format Video: PAL, NTSC, SECAM Compatible 

Distance maximum: 

Color video max up to Hikvision TVI 720P: 190m 

Color video max up to Hikvision TVI 1080P: 190m 

Color video max up to HD-TVI 720P: 230m 

Color video max up to HD-TVI 1080P: 210m 

Color video max up to HD-CVI 720P: 440m 

Color video max up to HD-CVI 1080P: 220m 

Color video max up to AHD 720P: 300m 

Color video max up to AHD 960P: 240m 

Color video max up to AHD 1080P: 2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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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기능 

  Female BNC Connector 
  RJ-45 and detachable terminal blocks for UTP Cat5e/6/7 
  Built-in TVS(Transient Voltage Suppressors) for surge protection 
  Wave Filter Design, Anti-Static Design 
  Lightning protection design Grade : III. 
  60dB crosstalk and noise immunity 
  Exceptional interference rejection 
  Compact size and easy installation 
  19" Rack, wall mountable and desk installation with 4 rubber feet 
  Black galvanized housing 

 

 

제품의 구성물 

NEXT-4504HDP 

. 제품본체 

. 사용자설명서 

. Wall mount Kit 

. 소형 드라이버  

NEXT-4508HDP 

. 제품본체 

. 사용자설명서 

. Wall mount Kit 

. 소형 드라이버 

NEXT-4516HDP 

. 제품본체 

. 사용자설명서 

. 19" Rack mount Kit 

. 소형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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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연결포트 

                  DVR연결(BNC)                          IP카메라연결(RJ45 or 터미널블록) 

 

 . UTP케이블의 연선 2가닥으로 하나의 IP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UTP케이블의 1,2/3,6/4,5/7,8 배열의 RJ-45커넥터를 "IP카메라연결" 포트의 RJ-

45커넥터에 연결하거나, 4가닥 Twister 연선을 터미널블럭에 +/-표시대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 각각의 포트는 모두 1~4번(4Cannel), 1~4번/5~8번(8Cannal), 

1~4번/5~8번/9~12번/13~16번(16Channel)으로 매칭되어 있으므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블록) 

 

. 4쌍의 연선으로 연결할 경우, 터미널블럭이 제품과 분리가 가능하므로, 분리한 

터미널블럭에 연선을 결합한 후에 제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UTP케이블은 국내에서 제조된 케이블을 권장합니다. 일부 저가UTP케이블을 

이용하면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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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양 

Model NEXT-4504HDP NEXT-4508HDP NEXT-4516HDP 

Product Name 
4 Channel HD Passive 

Video Balun 
8 Channel HD Passive 

Video Balun 
16 Channel HD Passive 

Video Balun 

Applied Devices CCTV cameras, monitors, DVR, switchers, IP encoders, and other CCTV equipment 

Video 

Video Format PAL, NTSC, SECAM 

Operating Frequency DC to 42MHz 

Max Distance 

HD-TVI  720P: 190m HD-CVI  720P: 440m AHD  720P: 300m 

 HD-TVI  1080P: 190m  HD-CVI  1080P: 220m 
AHD  960P: 

240m    AHD  1080P: 220m 

Common-
mode/Differential-

mode rejection 
15KHz to 42MHz  60 dB typ 

Impedance 
  Coax, female BNC                  75Ω unbalanced 

UTP, screw terminal block or RJ45       100Ω balanced 

Attenuation 1.5 dB typ  Max 

Wire Type 

Network Wiring One Unshielded Twisted Pair (for each video signal) 24-16 AWG (0.5-1.31mm) 

Category Type 2 or better 

Impedance 100 ± 20 ohms 

DC Loop Resistance 52 ohms per 1,000ft (18 ohms per 100m) 

Differential 
Capacitance 

19 pF/ft max (62 pF/m max) 

            Power No external power required 

Connector 
Video input/output Female BNC connector 

Video output/input pluggable screw terminal block and RJ45 for UTP ( select one connection) 

Protection 

Surge Protection renewable solid state surge protection 

Antistatic YES 

Video Input 2KV(common mode), 10/700us IEC6100-4-5/1955(GB/T 1726, 5-1999) 

Video Output 2KV(different mode), 10/700us IEC6100-4-5/1955(GB/T 1726, 5-1999) 

Mechanical 

Dimensions(L*W*H) 
BNC connector & mounting bracket excluded 

180*85*32mm 180*85*44.5mm 430*85*44.5mm 

Housing Galvanized 

Body Color Black 

Net Weight 480g 580g 1250g 

Environmental 

Operating Temperature -20º ~ 70º C 

Relative Humidity 0~95% (non-condensing) 

Storage Temperature -40º ~ 150º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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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다이어그램 

NEXT-4504HDP 

 

 

 

NEXT-4508HDP 

 
 

 

NEXT-4516H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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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HD Passive UTP 

Video Receiver 
모 델 명 

NEXT-4504HDP 

NEXT-4508HDP 

NEXT-4516HDP 

구입일자  보증 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 

(수입원) 

(주)이지넷 

유비쿼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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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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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귄회

사에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