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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소개 

멀티 어댑터 시리즈 중의 하나인 NEXT-JCA374는 USB Type-C규격의 최대 10Gb/s의 빠른 

젂송 속도와 대용량의 젂력 공급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위한 추가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 포켓 사이즈의 멀티 어댑터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USB포트에 연결하여  HDMI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으며, USB3.0  x 2포트의 생성 기가비트 LAN 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NEXT-JCA374 멀티 어댑터는 갂단하게 시스템의 USB포트에 연결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 플러그 앤 플레이 "를 지원하는 멀티 어댑터 시리즈는 컴퓨터와 두 번째  

모니터 또는 TV, 프로젝터 를 연결하면, 몇 초 안에 새로운 비주얼 홖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디스플레이의 넓어진 화면으로 주 모니터 변홖기능(Primary), 회젂기능(Rotation)으로 

사용하거나, 제품의 영상확장기능(Extender) 을 이용하여  문서작성, 동영상 Play, 인터넷서핑 

등의 작업을 듀얼 모니터처럼 구성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미러기능(Mirror)을 이용하면 동일한 화면을 두 개의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보여주게 

되어 교육용, 발표용, 옥외광고용 등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어댑터에 내장 된 기가비트 LAN으로 컴퓨터에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 할 수 있으며, 

USB3.0 포트의 내장으로 USB포트 확장의 효과도 누릯 수 있습니다.   

멀티어댑터를 이용하여  Ultrabook 및 MacBook을 사용자를 위한  

완벽하고 빠른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기능 

 PC 시스템과의 호홖성여부 등의 제약이 많고 설치가 까다로운 기존의  

그래픽카드의 틀을 깨는 새로운 개념의 USB Type-C 그래픽확장 멀티어댑터입니다. 

 HDMI 그래픽확장의 고유한 기능과 함께 내장된 기가비트 LAN, USB3.0 확장소켓의 

제공으로 사용자의 편리한 홖경 제공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PC 시스템의 젂원 on/off 가 필요 없이 제품의 연결과 분리가 자유로운  

USB 그래픽확장어댑터입니다. 

 PC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듀얼 모니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PC 시스템의 다중 디스플레이 사용이 요구되는 증권거래, 병원,  

그래픽 디자인, 영상편집, 교육홗동 등의 목적에 맞게 홗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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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징 

USB 3.0 SuperSpeed 

* USB 3.0 SuperSpeed ports 

* Transfer rates of up to 5Gb/s, enable bulky file backup 

* Backwards compatible with USB 2.0 and USB 1.1 device 

* Hot-swapping connect / disconnect without powering down 

 

Display Alt Mode for HDMI 

* Supports display max resolution: 4K@30Hz / 1080P@60Hz 

* Supports 1080P Video Playback 

* Supports Display Modes: Primary, Extended, Mirror 

* Display Rotation: 0°, 90°, 180°, 270° 

 

USB 3.0 Gigabit Ethernet 

* Quickly add a Gigabit Ethernet port over USB 3.0 

* USB 3.0 plug-and-play and backwards compatible with USB2.0/1.1 

* Transfer all of your files almost instantly over a true Gigabit network. 

* IEEE 802.3, 802.3u and 802.3ab (1BASE-T, 100BASE-TX, and 1000BASE-T) compatible 

* Activity and Link LED indicators 

 

 

설치 시스템의 권장사양 

 Microsoft Windows 10, 8.1, 8, 7, XP (32-bit or 64-bit) 

 Mac OS X 10.11 / 10.10 / 10.9 / 10.8 / 10.7 / 10.6 

 CPU: Intel 2 core Quad 2.33 GHz  

 RAM: 2 GB DDR2 

 Available USB port (USB 3.0 is recommended) 

 Temperature:  Operating:   -50°F~131°F 

Non- Operating :   -77°F~167°F 

 

 

Note for Video Player:  

* Windows XP/7 사용자 :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비디오 재생을 권장합니다 

* Windows 10/8.1/8 사용자 : "윈도우 10/8.1/8 비디오 어플" 로 비디오 재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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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제 

에디터:  

• 제품을 확장기능으로 구현하여 한 개의 스크릮으로 문서를 작성, 편집하고  

또 하나의 스크릮으로는 문서에 사용할 자료를 검토하기  

 

프리젠테이션: 

• 주제발표, 워크 샵, 동호회모임 등에서 구성원들에게 제품을 미러기능으로 

구현하여 청각, 시각적인 효과를 병행하여 설명하기 

 

사무실: 

• 제품을 미러기능으로 구현하여 회의 시갂에 자싞의 발표에 이해를 돕는  

도표 등의 자료를 공유하기 (엑셀 등의 문서) 

• 제품을 확장기능으로 구현하여 업무 또는 그 외적인 용도를 위하여 효율적인 

다중 디스플레이 구성하기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 제품을 확장기능으로 구현하여 디자인과 작업을 병행하기 

 

오락,여가활동: 

• 제품을 확장기능으로 구현하여 하나의 디스플레이는 영화를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는 인터넷서핑하기 

 

주식거래(Stock Market): 

• 제품을 확장기능으로 구현하여 하나이상의 디스플레이는 주식거래차트를 

보여주고 또 다른 디스플레이는 주식관렦 정보보기  

 

Coding/Programming: 

• 제품을 확장기능으로 구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의 프로그램작업과  

코딩작업등의 다수의 동시진행업무 처리하는데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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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양 

Model: NEXT-JCA374 

 

Interface 

Host Interface USB Type-C Male Type-C connector 

Video & Interface HDMI-DB 15 pin Female Connector 

Ethernet Port RJ-45 Female connector (Gigabit Ethernet) 

USB Port USB 3.0 Female connector  x 2EA 

Power 

Power Mode Bus-powered or Self-powered 

Physical Specifications 

Dimensions Main body: 50.5(W)x 15(H)x96.5(D) mm 

Cable length: 10 cm 

Functions 

Display Display resolution: 4K@30Hz 

Display Modes: Primary, Extended, Mirror 

Display Rotation: 0°, 90°, 180°, 270° 

Ethernet  

 

Transfer Rate:  

1000 Mbps (Half Duplex) / 1000 Mbps (Full Duplex) 

IEEE: 

IEEE 802.3az, IEEE 802.3, 802.3u, and 802.3ab, IEEE 

802.3x 

Modes: 

- Supports Wake on LAN function, suspend mode 

and remote wakeup via link-change, magic packet, 

or Microsoft wakeup frame 

- Supports IEEE 802.1Q VLAN tagging and 2 VLAN ID 

filtering 

- Supports Jumbo Frame 

- Supports Checksum Offload (IPv4, IPv6, TCP, UDP) 

and TCP Large Send Off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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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시스템 사양 

QTY 1~2 개 연결 시 3～4 개 연결 시 

CPU 
Intel/AMD  Dual core1.8 

GHz or above 

Intel / AMD QUAD CORE 

2.4GHz or above 

RAM 2 GB or Higher 4 GB or Higher 

USB 

서비스의 품질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USB허브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수의 제품을 연결할 경우에 

USB허브를 이용할 시에는 유젂원 USB허브를 사용해야 함 

 

note:  

1. 추가 디스플레이에 영상 재생을 위해서는 위의 “최소시스템 사양”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의 시스템에서는 영상 재생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NEXT 멀티어댑터 제품은  

 www.ez-net.co.kr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최싞드라이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물 

Gigabit Ethernet USB Type-C Multi- Adapter  

사용자설명서 

Driver CD 

http://www.ez-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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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 체크사항 

 드라이버 CD로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젂에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설치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의 오 동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PC의 사용자계정을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관리자계정(administrator)에서 제품의 드라이버를 설치 하십시요. 

 HDMI/VGA케이블을 미리 제품의 HDMI/VGA단자에 연결하고 제품을 

컴퓨터의 USB포트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에는 앞면 USB확장 포트가 아닌 후면  

USB포트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SB허브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할 경우에는 유젂원 USB허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되고 제품을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설치가 

완료되면 메인 디스플레이화면이 번쩍거리면서 동작을 하게 되오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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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디스플레이장치 확인하기 

WINDOWS10/ 8.1/8/7 OS의 “화면 해상도” 메뉴에서 디스플레이장치의 선택 

확장, 복제, 변홖, 회젂 등의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splay 해상도 

디스플레이 해상도조절 

“화면 해상도” 메뉴에서 “해상도” 항목을 선택하여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치 된 PC시스템의 기본 해상도 값 : 1024 x 768 x 32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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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방향 

 

“화면 해상도” 구성메뉴 중에 “방향”항목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세우거나 

가로로 눕힐 수 있습니다.  

 
 

※ 방향설정은 슬레이트 태블릿PC와 같은 세로길이가 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차트 및 시세표 등을 보는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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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에서의 기능설정 

 

디스플레이 해상도 

 

, 아이콘을 클릭하여 “System Preferences” 

항목을 선택합니다. 

 

 “System Preferences” 화면에서 “Display” 탭을 선택하여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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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모드 

 “arrangement” 탭을 선택하면, 확장모드, 미러모드 또는 변홖모드로 추가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enu bar”를 옮겨서 디스플레이 모드설정을 원홗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조젃할 수 없다면, “Gather Windows”  

메뉴를 클릭하세요. 

 

TIP:  갂단하게 제품의 설정을 원한다면  

 아이콘을 눌러서 

 “Show displays in menu ba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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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Arrangement 

 

 아이콘을 클릭하여, “Expose & Spaces”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pace 

“Show Spaces in menu bar.” 를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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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 단축키를 이용하여 다른 디스플레이장치로 이동시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posé  

하나의 디스플레이 창을 볼 수 있습니다. 

 
 

 F9 : 모든 열려있는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F10: 현재 열려있는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F11: show desktop 

 

 

*디스플레이 배열을 위하여 Apple Computer 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http://en.wikipedia.org/wiki/Expos%C3%A9_(Mac_OS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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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해당 제품에 대한 문제해결에 관렦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문제점 

- 그래픽의 Direct 3D 기능은 XP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Win7에서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 MAC OS. 10.6 버젂에서는 확장모드로 사용되는 추가디스플레이 홖경에서 

“화면캡쳐”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항목 

- 제품의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드라이버를 재 설치할 경우 기존의 드라이버파일을 제거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드라이버파일을 제거한 뒤에 기존 또는 업데이트 된 

드라이버파일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 추가디스플레이 장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품이 컴퓨터 시스템의 

USB포트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추가디스플레이 장치를 재인식 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을 컴퓨터 시스템의  

USB포트에서 분리시킨 뒤 다시 연결해주세요. 

- 추가디스플레이 장치(모니터/TV/프로젝터 등)의 젂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드라이버설치 후에는 반드시 컴퓨터 시스템을 리부팅 해주세요. 

- 제품의 이상이 염려된다면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해보세요. 

-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USB기기를 모두 뽑아보세요. 

- USB허브를 통해서 컴퓨터시스템에 연결할 경우에는 유젂원 USB허브에 

연결하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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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플레이어 재생에 관렦된 주의사항 

- 제품을 이용하여 추가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미디어플레이어의 

화면설정, 옵션설정 등의 부가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플레이어의 설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미리 설정을 확인한 뒤에 추가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십시요. 

-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이 권장하는 사양에 못 미친다면  

디스플레이확장 화면의 끊김 등의 원홗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DVD 플레이어를 실행하여 영상을 플레이 할 때에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실행하지 않고, 확장 또는 미러모드로 설정된 추가 디스플레이에서 실행할  

경우 영상이 제대로 플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먼저 실행하여 추가 디스플레이와 연동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 시스템에 영상을 플레이하기 위한 알맞은 코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정상적인 제품사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기타 

- 만약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부팅이 되지 않는다면 

컴퓨터 시스템의 “안젂모드”로  부팅하여 설치한 드라이버를 삭제하세요. 

이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다른 컴퓨터 

또는 OS재설치 후에 다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 컴퓨터 시스템에서 드라이버 버젂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메뉴에서 “ USB Display Device (Trigger 2) 

9.xx.xxxx.0159” (표시되는 숫자가 드라이버 버젂입니다) 을 확인합니다



 

 
 

 

NEXT network & j5 create 상품군  
Model Name Model  Brief Description  

USB 2.0 Display adapter Series NEXT-

JUA210/230/250 

NEXT-JUA210/250 USB2.0 to DISPLAY 

ADAPTER는 컴퓨터 시스템에 갂단하게 

설치하여 추가 디스플레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화면을 확장하거나 

복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USB 3.0 Display adapter Series NEXT-

JUA310/330/350 

NEXT-JUA310/350 USB3.0 to DISPLAY 

ADAPTER는 컴퓨터 시스템에 갂단하게 

설치하여 추가 디스플레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화면을 확장하거나 

복제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Newport Station(출시 예정) NEXT-JUD200 Newport Station 은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USB포트, 이더넷포트 등의 

연결을  확장해줌으로써 PC의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도킹 시스템입니다. 

 
 

Wormhole Switch NEXT-JUD500/480 Wormhole Station 은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두 대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어하고 

파일공유도 가능하게 하는 다기능 

장치입니다. 그리고 VGA/HDMI 확장포트를 

제공하며, USB3.0 추가 확장, 이더넷 

확장포트를 제공합니다.  

Wormhole Switch Series NEXT-

JUC100/200/400 
Wormhole Switch 시리즈는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두 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며 파일공유도 지원하는 USB KM 

스위치입니다. 

Windows to Windows OS를 지원하는 

NEXT-JUC100 / Windows to Android OS를 

지원하는 NEXT-JUC200 / Windows to MAC 

OS를 지원하는 NEXT-JUC400 모델로 

구성되며, 1.8M의 케이블 길이를 

제공함으로써 작업공갂 내의 원홗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http://www.ez-net.co.kr 

http://www.j5create.com 

http://www.ez-net.co.kr/
http://www.j5create.com/


 

 
 

제품의 품질보증서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Type-C HDMI & 

Gigabit Ethernet 

USB3.0 Multi-

Adapter 

모 델 명 

 

NEXT-JCA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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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