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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I  Extender – 50m 

DVI 50M 거리연장기는 Cat5/5e/6/7 케이블을 이용하여 최대 50M 의 원거리에 신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 설치되는 SENDER 와 원거리에 설치되는 RECEIVER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 건설 현장, CCTV, IP 카메라 등의 기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별도의 설치프로그램이 없으며, Hot Plugging 을 지원하여 제품의 손쉬운 설치가 

가능하며 철제 하우징을 적용하여 제품의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고정형 

마운트를 채택하여 어떠한 장소, 위치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Uses Cat 5/5e/6/7 cable to connect the local and remote units 
 Supports a local and a remote display. 
 Uses economical, reliable Category 5 Ethernet cable to connect the local and 

remote units. 
 Long distance transmission - up to 50m. 
 Support Video input : 24/50/60fs/1080p/1080i/720p/576p/576i/480p/480i 
 Support Video output : 24/50/60fs/1080p/1080i/720p/576p/576i/480p/480i 
 Supports DDC for the local monitor. 
 DVI Input/Output Port : Standard DVI-I head, only supports Digital Video 
Signal    

 Easy installation 
 High video resolution - up to 1920 x 1080 at 50m 
 OS Compatibility:WIN98、WIN ME、WIN 2K、WIN 2003、WIN XP、WIN7 、

WIN8 、LINUX、Mac OS 8.6/9/10 and SUN Solaris 8/9. 
 
 

Package 

제품본체(SENDER + RECEIVER) 
DC5V 아답터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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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Specification 

Function SENDER RECEIVER 

Connector 

Computer Video 1 x DVI-I(Female) N/A 

Console Video N/A 1 x DVI-I(Female) 

Unit to Unit 1 x RJ-45 Female 

Power 1 x DC Jack (Black)  

Switch Video Gain N/A  

LED Power / STATUS 1 / 1 

Video 1920 x 1080 @ 60Hz 

Cable Length 50m  

Power Consumption DC5V 

Environment Operating 
Temperature  

0 ~50˚C  

Storage 
Temperature  

-20 ~60˚C  

Humidity 0~80% RH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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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DVI EXTENDER  

50M 

모 델 명 NEXT-DVI050TR 

구입일자  보증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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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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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

다. 

 본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