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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설치와 권장사항 

NEXT-MTV200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아답터는 PC2TV/DLNA 기능을 

지원하여 PC, 노트북, 넷북, 스마트폰, 아이폰, 태블릿 PC 등의 화면을 TV, 

모니터, 프로젝터와 같은 디스플레이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C2TV(Personal Computer to Television)모드를 이용하면 PC 의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하여 실시간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TV 에서 무선으로 PC 화면을 확장/복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PC 사양이 

요구됩니다. 

 
Desktop/Workstation PC 

 CPU: Intel Core 2 Duo 2.0G 

 칩셋: Intel 965 시리즈 칩셋 or 이상 

 메모리: DDR2-800, 2GB or 이상 

 그래픽 카드: NVIDIA 지포스 8400GS / ATI 라데온 X300 or 이상 

 네트워크카드: 802.11 g/n Wi-Fi and 100M or 1000 Mbps 이더넷 이상 

 
Notebook/Laptop PC 

 CPU: Intel Core 2 Duo 2.0G or 이상 

 칩셋: Intel 965 시리즈 칩셋 or 이상 

 메모리: DDR2-800, 2GB or 이상 

 그래픽: 통합칩셋 (Intel X3100 그래픽) or NVIDIA 지포스 

8200M / ATI 라데온 Mobility X300 standalone 그래픽 칩셋 or 이상 

 네트워크카드: 802.11 g/n Wi-Fi and 100M or 1000 Mbps 이더넷 이상 

 

 PC 또는 노트북의 무선랜카드를 최신드라이버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인텔센트리노 무선랜의 경우 v15.8.0 

버전이상) 

 Windows 7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11 이상의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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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8 운영체제에서는 Win8 에서 기본지원 하는 

비디오플레이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H.264 encoder 는 인텔, 샌드브릿지 / HD 그래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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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NA(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모드를 이용하면 PC(Win 7/8), 스마트 

폰, 아이폰, 태블릿 PC 의 음악 또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와 동영상화면을 

NEXT-MTV200 의 DLNA-DMR(Digital Media Randerer)기능으로 TV 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플랫폼 사양이 요구됩니다. 

 

PC or Notebook 

 CPU: 1.6 GHz or 이상 

 메모리: 1.0 GB or 이상 

 네트워크: 802.11g/n Wi-Fi and 100M or 1000 Mbps 이더넷 

Smart phone 

 CPU: 800 MHz or 이상 

 메모리: 256 MB or 이상 

 네트워크: 802.11g/n Wi-Fi or 이상 

Tablet-PC 

 CPU: 600 MHz or 이상 

 메모리: 256 MB or 이상 

 네트워크: 802.11g/n Wi-Fi or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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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EXT-MTV200 의 구성 

 

 
 

 

 

 

 

 

1. 제품의 전원을 on/off 시킬 수 있습니다. 

2. PC2TV 모드 버튼입니다. 

3. NEXT-MTV200 의 듀얼밴드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4. 제품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답터를 연결하는 전원소켓입니다. 

5. 광 오디오를 지원하는 오디오 출력포트입니다. 

6. 스테레오 L/R(좌/우) RCA 포트입니다. 

7. HDMI 출력포트로 최대해상도 1080p(Full HD)를 지원합니다. 

8. VGA 출력포트로 최대해상도 720p 를 지원합니다. 

9. RJ-45 이더넷포트로써 내부네트워크 연결 및 외부(인터넷)연결을 

지원하는 포트입니다. 

10. USB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을 TV 를 보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블루투스를 이용하는 키보드, 마우스도 지원) 

11. 제품의 리셋버튼은 위의 구성에서 표기되지 않았으며, 제품의 밑 

바닥에 위치합니다. 리셋버튼을 약 10~15 초간 누르면 설정사항들이 

모두 제품의 공장출하 값으로 초기화 됩니다. 

전원 on/off 버튼 

2.4GHz/5GHz 

스위치 

PC2TV  

 
전원공급단자 

스테레오 L/R 

HDMI 출력단자 

RJ-45 이더넷포트 

VGA 출력단자 광오디오 

USB 키보드/마우스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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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EXT-MTV200 의 구성물 

 

제품의 구성물 

Item Quantity 

NEXT-MTV200 본체 1 EA 

HDMI 케이블 1 EA 

전원 아답터 1 EA 

PC2TV 유틸리티 CD 1 EA 

퀵 가이드 1 EA 

사용자 설명서 1 EA 

DLNA 설명서 1 EA 

 

 사용자 설명서의 문구 또는 설명을 위한 이미지는 제품의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바랍니다. 

 

 NEXT-MTV200 의 사용자 설명서는 Windows 7 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DVI 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NEXT-MTV200 의 HDMI 포트를 

사용하여 DVI 젠더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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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드웨어 설치 

1. NEXT-MTV200 제품에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2. TV/모니터/프로젝터의 HDMI 단자와 NEXT-MTV200 의 HDMI 단자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합니다.(유선연결과 WiFi 연결을 모두 지원합니다.) 

 

 
 
3. NEXT-MTV200 의 전원을 켭니다.(p.6 “NEXT-MTV200 구성”참조) 

4. NEXT-MTV200 이 부팅되는 동안에 NEXT 로고를 보시게 됩니다. 

 

 
5. 몇 초간의 시간이 지나면 PC2TV 모드로 동작하는 NEXT-MTV200 

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PC2TV 모드에서는 스마트폰, 아이폰, 

태블릿 PC 에서 주로 사용하는 DLNA 기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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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MTV200 의 PC2TV 모드 화면) 

 

6. PC2TV 모드의 메인화면에서는 PC2TV 모드로 접속하기 위한 

NEXT-MTV200 의 SSID, IP 주소, 채널, 펌웨어버전 등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XT-MTV200 의 장치이름은 “SmartStream”, SSID 는 

“SmartStream_AP-717” 그리고 IP 주소는 192.168.10.1 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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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C to TV 유틸리티 설치  

1. NEXT-MTV200 제품에 동봉된 유틸리티 설치 CD 를 실행하여 “PC2TV 

v4.5.2.0.exe”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2. “Next”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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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xt” 를 클릭합니다. 

 

 

4.  “Analysis” 를 클릭합니다.(진행순서 1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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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별(star)의 등급으로 나타낸 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PC의 지원사양을 평가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star) 등급 설명표 

1 star  

★ 

PC의 CPU와 그래픽의 기능은 최저수준으로, PC2TV 

응용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2 stars 

★★ 

사진, 음악, 웹 서핑 등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영상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stars 

★★★ 

사진, 음악, 웹 서핑 등의 서비스가 가끔씩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영상 재생 시에 느려지거나 멈추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stars 

★★★★ 

사진, 음악, 웹 서핑, 동영상 재생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 될 

수 있는 좋은 PC시스템(사양)입니다. 

 

5 stars 

★★★★★ 

PC2TV 응용프로그램이 최상의 기능으로 사진, 음악, 웹 서핑, 

고화질 동영상 재생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매우 좋은 

PC시스템(사양)입니다. 

 

 별의 등급은 PC시스템의 화면해상도 또는 바탕화면 테마설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에 따라서 

해당 설치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Finish” 를 클릭하여 PC2TV 유틸리티의 설치를 완료합니다. 

 

참고사항 : PC에 PC2TV 유틸리티의 설치가 끝나면 PC의 바탕화면에 

PC2TV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설치한 PC2TV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NEXT-NTV200에 PC를 무선 또는 유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15 페이지의 “2.1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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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Phone/IPAD DLNA Player 어플 설치 

다음 DMC 의 어플은 iPhone/Ipad 애플 스토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iMediaShare Lite  

- Dixim DMC (iPhone/Ipad 호환성이 우수함) 

- Twonkey  

- Media:connect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45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5. Part1. iPhone/IPAD Media Sharing” 를 참고해주세요 

 

 

이 어플을 설치한 후에 사진/음악/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3 단계가 

있습니다.  

1 단계: Dixim, iMediaShare 와 같은 미디어 어플을 선택(PC, 스마트폰, 

아이폰, 태블릿 PC 등에서..) 

2 단계: 실행할 대상으로 NEXT-MTV200 DMR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단계: 재생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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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ndroid Smartphone/Tablet DLNA Player 어플 설치 

다음 iMediaShare Lite 의 어플은 Smartphone/Tablet 용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iMediashare Lite(Smartphone/ Tablet 호환성이 우수함) 

-UPnPlay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47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6. Part2. Android Smartphone/Tablet Media Sharin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플을 설치한 후에 사진/음악/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3 단계가 

있습니다.  

1 단계: Dixim, iMediaShare 와 같은 미디어 어플을 선택(PC, 스마트폰, 

아이폰, 태블릿 PC 등에서..) 

2 단계: 실행할 대상으로 NEXT-MTV200 DMR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3 단계: 재생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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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2TV 유틸리티의 사용 

2.1 네트워크 연결 

(a) AP 모드 사용(디스플레이 확장/복제) 

NEXT-MTV200의 PC2TV는 AP모드로 동작하며, PC/노트북/넷북 등에 

설치되어 있는 WiFi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PC2TV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NEXT-MTV200을 TV/모니터 등에 연결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아래와 같은 대기화면이 나타나며, WiFi로 접속 할 

SSID(무선이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NEXT-MTV200의 PC2TV모드의 대기화면입니다. SSID와 보안, 

접속IP주소, 펌웨어 버전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TV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하고 대기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품의 전원이 on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작모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HDMI/DVI or V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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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노트북/넷북 등의 시스템에서 WiFi 무선랜을 검색한 모습입니다. 

제품의 초기값은 무선보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open) SSID는 

“SmartStream_AP-XXX” 으로 표기됩니다. 

 

 
 “SmartStream_AP-XXX” SSID를 검색하고, WiFi무선랜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7 또는 비스타 OS에서 나타나는 노란색 느낌표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표시입니다. 따라서 NEXT-MTV200과 

무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연결의 자동감지기능인 UPNP접속을 통해서 자동으로 

NEXT-MTV200의 설정메뉴 창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제어판->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보기) 

 NEXT-MTV200의 IP주소는 “192.168.10.1” 입니다. 

 “192.168.10.1” 주소를 웹 브라우저 URL주소 창에 입력하여 

NEXT-MTV200의 설정메뉴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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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P 모드의 사용(인터넷연결 + 디스플레이확장/복제) 

NEXT-MTV200의 PC2TV는 AP모드로 동작하며, 제품의 RJ-45 LAN포트에 

인터넷회선을 연결하면 같이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PC/노트북/넷북 등에 설치되어 있는 WiFi로 

무선인터넷과 TV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PC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회선 IP주소의 개수가 제한된 경우라면, PC 및 스마트 폰이 

무선으로 접속해도 제한된 개수만큼만 인터넷연결이 가능합니다.) 

 

PC2TV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NEXT-MTV200을 TV/모니터 등에 연결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아래와 같은 대기화면이 나타나며, WiFi로 접속 할 

SSID(무선이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회선에서 제공받는 IP주소도 나타나며 해당IP주소를 이용하여 

제품의 설정메뉴 창으로 접속도 가능합니다. 

 

 175.211.98.206의 공인IP주소를 할당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회선 IP주소의 종류 

1. 공인IP주소(인터넷서비스 사업자) : 1~126.xxx.xxx.xxx / 

129~191.xxx.xxx.xxx 등의 A,B클래스 주소대역 

2. 사설IP주소(인터넷공유기 또는 내부네트워크) : 192.168.xxx.xxx /  

172.10.xxx.xxx / 10.xxx.xxx.xxx 등의 C클래스 주소대역 

- 단, 사설IP주소대역의 경우 NEXT-MTV200의 기본IP주소인 

192.168.10.xxx와 같으면 IP충돌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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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노트북/넷북 등의 시스템에서 WiFi 무선랜을 검색한 모습입니다. 

제품의 초기값은 무선보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open) SSID는 

“SmartStream_AP-XXX” 으로 표기됩니다. 

 

 

 “SmartStream_AP-XXX” SSID를 검색하고, WiFi무선랜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XT-MTV200에 인터넷회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윈도우 7 

또는 비스타 OS에서 나타나는 노란색 느낌표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NEXT-MTV200의 IP주소는 인터넷회선이 할당한 IP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175.211.98.206) 

 네트워크연결의 자동감지기능인 UPNP접속을 통해서 자동으로 

NEXT-MTV200의 설정메뉴 창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제어판->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상태 및 

작업보기) 

 “175.211.98.206” 주소를 웹 브라우저 URL주소 창에 입력하여 

NEXT-MTV200의 설정메뉴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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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C2TV 유틸리티의 기본적인 사용방법 

1. NEXT-MTV200과 무선AP로 연결하였다면.. 이제 PC의 바탕화면에 

설치된 “PC2TV” 실행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2. 윈도우 OS에서 PC2TV 유틸리티의 실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으며,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차단” 할 경우 윈도우 OS의 

방화벽에서 차단해제 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PC2TV 유틸리티가 실행되었습니다. 서비스 연결을 위해서 자동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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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XT-MTV200과 WiFi무선랜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Play”를 클릭하세요. 

이제 TV등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PC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5. PC2TV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하여 PC의 화면을 TV에 화면복제 

하였습니다. NEXT-MTV200은 “화면확장”과 “화면복제”를 지원하며 PC의 

해상도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2인치의 스마트TV에 PC의 화면을 복제한 이미지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하여 약간의 회절이 발생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PC2TV 응용프로그램은 아래의 작업표시줄에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응용프로그램을 종료하면 화면복제서비스도 

끊어지게 됩니다.  

 화면복제를 중지하시려면 PC2TV 응용프로그램의 “중지”버튼을 

클릭하세요. 

 PC2TV 서비스는 이더넷 연결(유선)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더넷 연결 시에는 제품의 전원을 on/off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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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급설정 

2.3.1 NEXT-MTV200 설정메뉴 창으로 이동하기 

설정메뉴 창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PC가 제품에 이더넷 또는 WiFi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속경로는 NEXT-MTV200으로부터 할당 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 형식으로 접속하는 방식과 네트워크경로를 탐색(UPNP)하여 

내부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a) 할당 받은 IP주소를 이용하여 웹 브라우저로 접속 

NEXT-MTV200의 IP주소를 PC2TV모드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하거나, 

할당 받은 IP주소를 확인하여 웹 브라우저의 URL주소에 입력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이더넷 또는 WiFi로 연결 가능) 

 

1. NEXT-MTV200의 PC2TV모드 접속준비 화면입니다. 

 

 제품에 접속하는 방법은 이더넷과 WiFi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더넷을 통한 방법은 PC와 NEXT-MTV200을 RJ-45 랜선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iFi를 이용한 방법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랜카드로 

WiFi신호를 검색하고 NEXT-MTV200의 SSID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2.1 네트워크 연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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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의 WiFi로 NEXT-MTV200의 SSID(Smartstream_AP-717)로 

연결하여 IP주소를 할당 받은 화면입니다. 

 

 시작 –> 검색메뉴에서 “명령프롬프트”를 검색 -> 명령프롬프트 창을 

실행 -> “ipconfig”  

명령을 실행하였습니다. 

가 무선랜으로 할당 받은 IP주소, 서브넷마스크, 

기본게이트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3. 웹 브라우저로 NEXT-MTV200 설정메뉴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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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PNP 내부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접속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컴퓨터 및 

장치보기”로 이동하여 “Smartstream”을 선택하고 접속 할 수 있습니다. 

 

1. 시작 -> 제어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으로 이동합니다. 

 

 

2.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컴퓨터 및 장치 보기”를 

선택합니다. 

 

 

 

 

 

 



 
 
 

                                                   NEXT-MTV200 

24 
 

3. 기타장치에 NEXT-MTV200제품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였습니다.(SmartStream) 더블 클릭하시면 설정메뉴 창으로 

이동합니다. 

 

 

4. NEXT-MTV200제품의 설정메뉴 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설정메뉴 창에서는 IP주소의 변경, AP모드 설정, 무선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세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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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NEXT-MTV200의 이름변경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a) NEXT-MTV200 이름변경 

장치의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Device Name”을 변경한 후, “Set”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b) 펌웨어 업그레이드 

www.ez-net.co.kr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펌웨어 및 드라이버자료실에서 

NEXT-MTV200의 업데이트 된 펌웨어를 바탕화면 등에 다운로드 한 뒤에 

펌웨어 업그레이드항목에서 “Browser”를 클릭하여 

업그레이드파일(확장자.tgz)을 지정하고 “Start”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http://www.ez-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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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오버스캔 설정 

PC의 바탕화면 경계선이 TV와 맞지 않을 경우, 설정메뉴의 “Overscan” 

설정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사이즈에 대해서 “+” 또는 “-“를 클릭하여 TV에  

출력되는 PC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 후 “Save”를 

클릭하세요.  

2.3.4 AP모드 세부설정과 네트워크 설정 

NEXT-MTV200 설정메뉴의 “AP Mode”는 제품의 기본설정 값입니다. 

네트워크 설정과 AP모드의 세부설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a) 네트워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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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Address, Netmask, Gateway, DNS값의 정보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터넷회선과 IP주소가 같아서 

충돌이 날 경우에는 IP주소와 게이트웨이 주소의 변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92.168.11.1 등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DHCP 서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 AP모드 세부설정 

 

 SSID : 기본설정 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변경 시에는 

PC에서 WiFi 검색 시에 변경된 값으로 검색됩니다. – SSID 변경은 

해당 항목에 문자를 이어서 입력하며, 영문 또는 숫자로 구성) 

 SSID Broadcast : WiFi 검색 시에 나타나는 SSID의 표시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보안방법의 종류 중의 하나) 

 Frequency : WiFi 2.4GHz 주파수 또는 WiFi 5G 주파수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제품의 옆면에 위치한 주파수 변경 스위치의 조작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5GHz 주파수는 802.11n 듀얼밴드 

규격을 지원하는 무선랜에서 사용가능) 

 Channel : 국가 별 무선채널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ncryption Type(무선보안) : WEP/WPA-PSK/WPA2-PSK를 

지원합니다.(영문, 숫자의 조합으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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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스테이션 모드설정(클라이언트 모드) 

NEXT-MTV200은 WiFi로 접속하는 AP모드 외에도 스테이션 모드로 

설정하여 PC/노트북/넷북 등의 시스템에서 RJ-45 랜 케이블로 유선으로 

연결하여 TV등의 디스플레이장치에서 PC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a) 스테이션 모드로 설정하기 

 
1. NEXT-MTV200 설정메뉴의 “STA Mode”를 클릭합니다. 

2. “Enable Station Mode”를 체크합니다. 

3. “Save”를 클릭합니다. 

4. 설정저장이 약 30초가량 진행되며, STA모드 동작 시에는 PC와 

NEXT-MTV200을 RJ-45랜선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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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디스플레이 화면 확장/복제 

NEXT-MTV200 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확장 또는 복제모드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화면 확장 

듀얼모니터로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며, 확장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각각 다른 2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 제어판-> 모든 제어판 항목->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메뉴로 

이동한 경로입니다.(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클릭하여  

“화면 해상도”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2. PC 와 NEXT-MTV200 이 이더넷 또는 WiFi 로 연결되어 PC2TV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추가디스플레이 화면(2 번)이 생성됩니다. 

(1 번은 주모니터 입니다.) 

3. 다중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확장”과 “디스플레이 복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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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화면확장을 구현한 이미지) 

 

b) 화면 복제 

주모니터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2 개의 모니터로 같은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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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판-> 모든 제어판 항목-> 디스플레이 ->화면 해상도메뉴로 

이동한 경로입니다.(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클릭하여  

“화면 해상도”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2. PC 와 NEXT-MTV200 이 이더넷 또는 WiFi 로 연결되어 PC2TV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추가디스플레이 화면(2 번)이 생성됩니다. 

(1 번은 주모니터 입니다.) 

3. 다중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복제”와 “디스플레이 확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복제를 구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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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 7에서 DLNA 사용하기 

3.1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켜기 

윈도우 7에서 NEXT-MTV200의 DMR에 파일을 스트리밍 하기 전에, PC를 

WiFi로 NEXT-MTV200에 연결합니다.(PC2TV모드) 

그리고 윈도우 7에서 스트리밍 미디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중요 *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의 버전은 v11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트리밍 미디어의 실행은 PC가 연결될 때마다 윈도우 7에서 DMR에 

파일을 스트리밍 하기 전에 다시 이 부분을 반복 실행해야 합니다. 

 

1. “시작” 메뉴에서 제어판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공유센터 -> 

고급설정변경 -> 미디어 스트리밍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 이동경로의 표시입니다. 

 미디어 스트리밍 옵션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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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한 미디어 스트리밍 옵션메뉴에서 “미디어 스트리밍 켜기”를 

클릭합니다. 

 
 

3. ”WonderMedia Smartstream-DMR”을 “허용”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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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R 스트림 파일 

스트리밍 미디어를 켰으므로, 이제 DMR에 파일을 스트리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스트리밍 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대상 미디어 파일과 폴더를 엽니다 

 

 

(2) 스트리밍 할 대상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원격 재생” -> “WonderMedia SmartStream-DMR”을 선택하면 됩니다. 

   (WonderMedia SmartStream-DMR은 미디어 스트리밍 옵션에서 “허용” 

해줘야만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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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윈도우 7의 DMC(디지털 미디어 컨트롤러)가 실행되며, 이미지와 

영상파일 등이 실행됩니다. 

이것은 NEXT-MTV200을 통해서 TV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 재생이 

시작됩니다. 

 

 

 

 

 

 

 

 

 

 

 

 

(DMC가 실행된 화면)           (드래그하여 파일을 옮길 수 있음) 

 

 

 

 

 

 

 

 

 

 

 

 

 

 

 

 

(윈도우 7의 DMC를 통해서 실행시킨 4개의 이미지파일- 순차적재생) 

 

 이미지파일 뿐만 아니라 동영상파일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NEXT-MTV200이 지원하는 포맷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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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재생이 끝나면 TV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NEXT-MTV200의 

대기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2 NEXT-MTV200에서 DMR제어하기 

NEXT-MTV200의 전면부에 위치한 USB포트에 USB마우스를 연결하면, 

다음의 기능을 통해서 실행 중인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화면제어는 PC2TV에서도 사용가능) 

 일시 중지 및 계속 :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정지 또는 다음 :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가능한 

경우) 

 앞으로 건너 뛰기 : 앞으로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굴려서 동작합니다. 

 뒤로 건너 뛰기 : 뒤로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굴려서 동작합니다. 

 

. NEXT-MTV200의 전면부 USB포트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하여 

PC2TV모드에서도 TV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직접 화면을 제어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도 지원합니다. 

(단, 일부 소비전력이 큰 키보드의 경우 인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에서의 DLNA 기능사용은 윈도우 7/8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하며, 윈도우미디어 플레이어 버전 11이상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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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2TV모드에서의 문제해결 

4.1.1 윈도우 7/8과 Vista에서 관리자로 PC2TV 유틸리티 실행 

PC와 NEXT-MTV200이 이더넷 또는 WiFi로 잘 연결되어 있지만,  

PC2TV 유틸리티에서 NEXT-MTV200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관리자계정으로 PC를 다시 시작하세요. PC2TV유틸리티도 재시작 해야 

합니다. 그리고 PC2TV 유틸리티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한번 클릭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4.1.2 네트워크 발견 및 방화벽 검사 

PC와 NEXT-MTV200이 이더넷 또는 WiFi로 잘 연결되어 있지만,  

PC2TV 유틸리티가 NEXT-MTV200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각각 다음의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4.1.2.1과 4.1.2.2 그리고 

4.1.2.3) 

 

4.1.2.1 네트워크 검색 및 파일 공유 활성화 

 Windows 탐색기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검색 및 

파일 공유 켜기”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검색 및 파일 공유를 설정하려면 “예”를 클릭하세요. 

 

4.1.2.2 Windows 방화벽에서 PC2TV 응용프로그램이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 

제어판에서 Windows 방화벽을 열고, 해당 화면에서 PC2TV응용프로그램이 

“차단”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값을 “허용”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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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Windows 방화벽에서 SSDP와 UPNP가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 

제어판에서 Windows 방화벽을 열고, 해당 화면에서 

“고급설정”을 클릭하고, 인바운드 규칙에서 SSDP와 UPNP항목의 “개인”과 

“공용” 항목을 사용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제어판에서 Windows 방화벽을 열고, 해당 화면에서 

“고급설정”을 클릭하고, 아웃바운드 규칙에서 SSDP와 UPNP항목의 

“개인”과 “공용” 항목을 사용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해당 항목을 모두 활성화 하게 되면, Windows OS를 재시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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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오디오 재생 문제 

연결된 TV에서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는다면 각각 다음의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4.1.3.1과 4.1.3.2)  

 

4.1.3.1 재생 모드 문제 

오디오가 PC2TV응용프로그램 재생 한 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디어플레이어의 오디오 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에서 오디오장치 설정을 선택합니다. 

스피커설정은 “기본오디오 장치”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오디오 장치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오디오 장치로 설정을 

저장하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닫고 재시작 해야합니다. 

 

4.1.3.2 재생 중에 오디오가 끊긴 경우 

PC에 연결된 스피커의 선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보시거나, PC의 오디오 

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어판에서 사운드를 엽니다. 

“재생”탭에서 “기본장치”는 PC의 하드웨어 오디오 스피커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닫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바랍니다. 

 

4.1.4 디스플레이 오버스캔 문제 

PC의 바탕화면의 경계가 TV에 숨겨져 있는 경우, 조절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NEXT-MTV200의 설정메뉴로 이동합니다. 

“Overscan” 항목에서 가로 및 세로사이즈를 “+” 또는 “-“를 클릭하여 

화면의 경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080p의 해상도에서 영화/비디오 재생시의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Overscan” 항목은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4.1.5 Windows XP에서의 영화 및 동영상 재생문제 

PC2TV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영화 및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지만,  

영상은 나오지 않고 오디오만 나올 경우 다음단계를 참고해주세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합니다. 

“설정”탭을 선택하고 “고급”을 클릭하세요. 

“문제해결”탭을 선택하고 하드웨어 가속으로 이동합니다. 

MAX(또는 FULL)을 선택하고 설정을 적용 해주세요. 

 

4.1.6 PC2TV 응용프로그램의 나쁨 표시(별 등급)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PC/노트북/넷북 등)의 권장사양을 

충족하지만 PC2TV 응용프로그램의 별 등급이 낮을 경우 다음과 같이 

상태를 확인 및 개선해보시기 바랍니다.(4.1.6.1과 4.1.6.2 그리고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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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Windows 7/Vista의 바탕화면 테마설정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다음, “개인설정”을 

클릭합니다. 

만약, “에어로 테마”로 설정되어 있다면 “기본 및 고 대비 테마”로 테마를 

전환합니다. “에어로 테마”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그래픽성능을 많이 

차지합니다. 

 

4.1.6.2 CPU사용률 체크 

작업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다음 “작업 관리자 시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작업 관리자”창 아래의 “CPU 사용”을 확인합니다. 

점유된 CPU는 70%이하여야 하며, 사용률이 높다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을 종료해주세요. 

 
 

4.1.6.3 WiFi 링크속도의 확인 

작업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한 다음 “작업 관리자 시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네트워킹”탭을 클릭합니다. 

NEXT-MTV200과 WiFi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 속도는 평균값 : 36Mbps를 

넘은 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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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 시스템(PC/노트북/넷북 등)을 NEXT-MTV200과의 

거리를 가깝게 위치조정해주세요. 무선수신율이 향상될수록 링크속도 또한 

향상됩니다. 만약 사용하는 공간의 환경이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좋지 

않을 경우에는 NEXT-MTV200제품을 유선랜으로 시스템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2 DLNA-DMR 문제해결 

4.2.1 Windows 7/8에서 재생목록에 DMR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Windows 7/8에서 대상 미디어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에서 “재생”항목에 “DMR 스트리밍”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Windows 7/8의 DLNA에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토콜은 Windows에 의해서 

차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어판 ->네트워크 공유센터 

->고급설정변경 -> 미디어 스트리밍 켜기 -> DMR 스트리밍을 허용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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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미디어 파일을 DMR 스트리밍으로 실행 후 디스플레이 장치에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시스템(PC/노트북/넷북 등)과 NEXT-MTV200과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매우 

낮은 수준일 경우(WiFi의 경우 링크속도 평균값 : 36Mbps이상 유지필수)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과 NEXT-MTV200의 거리간격을 좁히거나, 

주변 장애물의 영향을 덜 받는 위치에 설치하여 WiFi 링크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넷(유선랜)으로 NEXT-MTV200과 연결하여 충분한 수준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4.2.3 DMR 서비스의 동작향상체크 

재생하는 이미지파일이나 동영상파일의 포맷은 NEXT-MTV200이 지원하는 

포맷이어야 합니다. PC/스마트 폰/태블릿PC 등의 시스템의 CPU사용률은 

70%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PC/스마트 폰/태블릿PC와 NEXT-MTV200을 WiFi로 연결하고, 

인터넷서비스와 DLNA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의 네트워크 

대역폭은 비디오나 영화파일을 정상적으로 스트리밍 하기 위한 무선대역폭 

평균치를 36Mbps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2.4 오디오의 재생문제 

DLNA로 NEXT-MTV200을 통해서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영화를 스트리밍 

하면서 오디오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NEXT-MTV200이 지원하는 

오디오 포맷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3 사소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확인사항 

다른 문제 해결방법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확인 사항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PC2TV 또는 DLNA(윈도우 : DMC) 유틸리티를 시작하기 전에 

Windows OS가 정상동작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PC2TV 또는 DLNA-DMR 응용프로그램을 “재생” 하기 전에 네트워크가 

올바르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상동작을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세요. 

PC2TV 또는 DLNA 유틸리티를 종료하고, Windows OS를 재부팅하고, 모든 

네트워크를 분리한 뒤에 네트워크를 재연결하여 PC2TV 또는 DLNA 

유틸리티를 실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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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NEXT-MTV200의 제한사항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그리고 PC2TV 및 DLNA-DMR 응용프로그램의 제한사항 등을 

아래의 내용을 통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1 PC2TV 제한 

PC2TV 응용프로그램은 Windows Media Center의 “전체 화면”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화면이 검게 나타납니다.) 

Windows Media Center 또는 Windows Media Play에서 PC2TV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 비디오를 재생하면 TV/모니터 디스플레이 

화면 중간부위에 가로지르는 선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Windows 화면 보호기를 암호설정 해놓은 경우, PC2TV 응용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ndows XP OS환경에서 PC2TV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 Windows Media 

Play로 DVD영화를 재생할 경우 제대로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4.2 DLNA-DMR 제한 

스마트 폰/태블릿PC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DLNA-DMR은 WiFi의 신호가 

약하거나 WiFi 무선주파수 채널간섭, WiFi 호환성 등의 이유로 다른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자동연결 되는 경우, DMR장치에서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무선주파수 채널간섭의 경우에는 PC시스템으로 

NEXT-MTV200 설정메뉴에 접속하여 무선주파수 채널 값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WiFi 호환성 등의 원인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4.3 일반적인 제한 

PC2TV 또는 DLNA-DMR 응용프로그램에 상관없이, WiFi를 이용한 

접속환경에서는 무선주파수간섭 등의 이유로 서비스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선주파수간섭을 일으키는 기기로는 무선랜카드, 블루투스, 

전자레인지, 플라즈마전구 등의 2.4GHz대역을 사용하는 주변기기가 

대표적입니다. 

NEXT-MTV200은 무선듀얼밴드(2.4GHz/5GHz)를 지원하기에 사용자의 

무선 클라이언트가 5GHz를 지원한다면 5GHz 주파수 대역으로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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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디스플레이 해상도 

4.4.4.1 최대해상도의 지원조건 

NEXT-MTV200은 1920 x 1080 (1080p의 HDTV)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1. PC는 2세대 인텔코어 i3/i5/i7 시리즈 CPU에서 제공합니다. 

2. 운영체제가 Windows 7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PC의 그래픽 드라이버는 최신 드라이버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4. PC에서의 작업 그래픽은 인텔의 그래픽이어야 하며, AMD/ATI 또는 

NVIDIA 그래픽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NEXT-MTV200의 지원해상도는  

와이드스크린에서 최대 1440 x 900 그리고 4:3스크린에서 최대 1280 x 

1024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4.4.4.2 PC2TV 응용프로그램의 해상도 구현 

PC2TV 응용프로그램이 구현하는 해상도는 아래의 3가지 원칙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 PC의 바탕화면의 해상도에 우선합니다. TV/모니터의 EDID(확장 

디스플레이 식별 데이터)를 통하여 지원되는 해상도지원표를 

확인하여 사용자의 바탕화면 해상도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PC2TV 응용프로그램은 “Auto-720P”의 

해상도를 출력합니다. 

 

2. NEXT-MTV200의 HDMI 출력포트의 경우 PC2TV 응용프로그램의 

지원되는 해상도는 1,920 x 1,080, 1,280 x 720, 1,024 x 768 및  

800 x 600 입니다. 1080p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에서는 1080p로 

해상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PC의 해상도가 1080p를 지원하지 

못하고, 나머지 중의 하나인 1,280 x 720 또는 1,024 x 768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PC2TV 응용프로그램이 파일을 “재생” 

후에 TV/모니터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로 자동으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NEXT-MTV200의 VGA 출력포트의 경우 720p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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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t1. iPhone/IPAD Media Sharing 

Step 1 : 

NEXT-MTV200을 TV 또는 모니터와 연결합니다. 약 1~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EXT-MTV200 의 모드는 PC2TV 로 설정합니다. 

Step 2: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음의 DLN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iMediaShare Lite  

- Dixim DMC (iPhone/Ipad 호환성이 우수함) 

- Twonkey  

http://itunes.apple.com/us/app/imediashare/id302026401?mt=8 

 

Step 3: 

WiFi 연결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NEXT-MTV200 의 SSID : 

“SmartStream_AP_XXX”에 연결합니다. 

   

http://itunes.apple.com/us/app/imediashare/id302026401?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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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프로그램 및 사진/비디오/음악/팟 캐스트/TV 채널을 공유하려면 DLNA 지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DLNA 지원 어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LNA 지원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할 대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Wonder Media SmartStream DMR”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Phone Guided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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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rt2. Android Smartphone/ 

Tablet Media Sharing 

 

Step 1 : 

NEXT-MTV200을 TV 또는 모니터와 연결합니다. 약 1~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EXT-MTV200 의 모드는 PC2TV 로 설정합니다. 

Step2 : 

DLNA DMC(디지털 미디어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경우” 4 단계로 이동하세요. 

“없을 경우”3 단계로 이동하세요.. 

 

 

 

 

 

 

 

 

 

      ASUS Tablet: MyNet                 HTC Connecte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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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AllShare                Motorola Media Share 

Step 3: 

안드로이드 OS 를 사용하는 스마트 폰/태블릿 PC 에 적합한 DLNA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DLNA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iMediashare Lite(Smartphone/ Tablet 호환성이 우수함) 

-UPnPlay 

 

 
 

Step 4: 

WiFi 연결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NEXT-MTV200 의 SSID : 

“SmartStream_AP_XXX”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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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연결 사용)               (NEXT-MTV200 에 연결) 

Step5: 

DLNA 지원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할 대상 디스플레이 장치의 선택은 

“Wonder Media SmartStream DMR”입니다. 

 

 

<부록> 

삼성 Allshare 

삼성 Allshare 를 시작하려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 폰의 WiFi 기능을 

활성화하고 TV/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NEXT-MTV200 에 무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1) WLAN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 

환경설정에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열고 “설정”을 선택합니다.      

“무선 및 네트워크”에서 “Wi-Fi 설정”의 WiFi 를 활성화합니다.     

(주의 :.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중인 WLAN 은 배터리 전원을 소비 할   

배터리 전원을 보존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WLAN 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2) WLAN 으로 무선에 연결 

1, 환경설정에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열고 “설정”을 선택합니다.      

“무선 및 네트워크”에서 “Wi-Fi 설정”에서 주변의 WiFi 신호를 검색합니다. 

(이 장치는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WLANs 를 검색합니다.) 

2 “Wi-Fi 네트워크”목록에서 검색 된 WiFi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NEXT-MTV200 의 SSID : SmartStream_AP_XXX) 

3 네트워크 (필요한 경우)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연결을 선택합니다. 

 

성공적으로 장치와 연결되었다면, “AllShare” 앱을 활성화하거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 폰에서 사용할 다른 DLNA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설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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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모드에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열고 “AllShare”를 선택합니다. 

2. 메뉴모음표시(      )를 클릭하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DLNA 기능을 확인 및 변경하려면 다음 설정을 조정합니다. 

. 장치 이름 - 미디어 서버와 같은 장치에 대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 동영상 공유 - 다른 DLNA 지원 기기로 비디오 공유를 켭니다. 

. 공유 사진 - 다른 DLNA 지원 장치와 이미지 공유를 켜십시오. 

. 공유 오디오 - 다른 DLNA 지원 기기로 음악 공유를 켜십시오. 

. 다른 기기에서 업로드 - 다른 장치에서 업로드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 기본 메모리 - 다운로드 미디어 파일을 저장할 때의 기본 메모리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 자막 - 자막을 표시 할 때의 설정합니다. 

 

 

 

 

 (3.1) 안내  : 다른 DLNA 기능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기에 

연결하여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대상장치와 WiFi 연결을 전제로 함) 

1.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열고 “AllShare”를 선택합니다. 

2. 내 장치를 선택합니다. 

3. 미디어 카테고리와 파일을 선택합니다. 

4.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는 플레이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 :          

Wondermedia NTV200 DMR) 

(재생은 선택한 플레이어에서 시작됩니다.) 



 
 
 

                                                   NEXT-MTV200 

51 
 

(3.2) 안내 :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치(PC 등)에서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다른 장치에는 DLNA 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열고 “AllShare”를 선택합니다. 

2. 원격 장치를 선택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DLNA 지원 장치를 검색합니다.) 

3. 미디어 파일이 포함된 하나의 서버로 장치를 선택합니다. 

4. 미디어 카테고리와 파일을 선택합니다. 

5.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는 플레이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 : 

Wondermedia NTV200 DMR) 

(재생은 선택한 플레이어에서 시작됩니다.) 

 

 

FAQ 

Q.1) 미디어 파일을 실행 할 장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A.1)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같은 네트워크에 포함된 PC 에서 

실행하는 경우, 무선인터넷 공유기가 UPnPlay 를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A.2) NEXT-MTV200 에 연결하는 경우, WiFi 수신률이 50%이상유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선링크속도가 36Mbps 이상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WiFi 연결을 끊은 다음 전원을 on/off 한 뒤에 재연결 해보시기 바랍니다. 

 

A.3)일부 미디어 파일이 누락되었거나,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서버가 특정 

미디어 형식에 대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로 이러한 

파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더 많은 코덱 팩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미디어 재생 시에 랜더러(renderer)가 하나의 트랙만 실행하고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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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밧데리의 잔량부족, Wi-Fi 신호의 약함 또는 결함일 수 있으며, 나의 

랜더러(renderer)장치에 대해서 ... 다음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생 목록이 비어있거나 플레이모드가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렌더러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봅니다. 

• Wi-Fi 연결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라우터, 서버, 랜더러, 스마트 폰)을 리부팅하고 

다시 연결해봅니다. 

Android Guided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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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LNA 지원포맷 표 

 

DLNA Support Video Format 

 

Format  File extension 

AVI avi 

MPEG-1 mpg, mpeg 

MPEG-2 mpg, mpeg 

MPEG-TS m2t, tts 

MPEG-4 mp4, mp4v, mpeg4, m4v 

3GP 3gp, 3gpp 

3GP2 3g2, 3gpp2 

MOV mov 

WMV wmv 

DVR-MS dvr, dvr-ms 

 

DLNA Support Audio Format 

Format  File extension 

MP3 mp3 

LPCM pcm, wav, l16 

WMA wma 

WAV wav 

MP4 mp4 

AAC aac 

OGG ogg, oga, ogv 

 

DLNA Support Photo Format 

Format  File extension 

GIF gif 

JPG jpg, jpeg 

BMP bmp 

PNG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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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의 품질보증서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PC2TV/DLNA 

멀티미디어 아답터 
모 델 명 

 

NEXT-MTV200 

 

구입일자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 

(수입원) 
(주)이지넷유비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제조자 

(수입원)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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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