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IP 데이터 센터 제어
통합 접속 및 모니터링 솔루션

여러 디바이스, 하나의 솔루션
최신 데이터센터 내에 IT디바이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IT관리자들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많은
인증과 별개의 포털 접속이 결합된 기하급수적인 IP 주소를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단일 플랫폼으로 데이터
센터와 사용자들의 요구를 중앙 집중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ATEN over IP 데이터 센터 제어 솔루션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합하고 IT 관리자의 간편한 제어와 모든 IT
장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툴은 언제 어디서나 단일IP, 단일 로그인,
그리고 단일포털 접속을 활용하여 현지와 전 세계의 서버룸을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Over IP 데이터 센터 컨트롤 필수요소
중앙집중 관리
하나의 스위칭 시스템으로 서버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한 멀티 플랫폼과 기기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여 위치와 상관없이 완벽한 IT 인프라를 중앙에서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 KVM over IP 스위치
원격 데이터 센터의 다양한 서버 플랫폼을 쉽게 접속하고 관리합니다
• 시리얼 콘솔 서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서버 룸 내의 모든 시리얼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원격접속
데이터 센터 내부 및 외부에서 IT인원 가용성을 극대화 하려는 끊임없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격
접속을 제공하여, 이동 수요를 줄이고 응답 시간을 향상시키며 필수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 에너지 인텔리젼스 PDU
전 세계 서버룸 내 IT디바이스의 전원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제품의 응용성과 품질 향상 및 접근성이 뛰어난 직관적인 관리 시스템은 아웃오브밴드 원격 접속이
포함된 상시 작업을 위한 필수 소프트웨어와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 에코 센서 관리 소프트웨어
모든 전력과 환경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 CC2000 중앙 집중 관리 소프트웨어

확장성

단일 포털을 통하여 ATEN over IP에 연결된 모든 IT 디바이스를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관리 솔루션입니다.

단일 서버에서 수천 대의 서버를 통합 설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배치가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투자 보호와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확정성을 제공합니다.

• CCVSR 비디오 세션 리코더
KVM Over IP 스위치에 연결된 서버의 모든 작업에 대하여 비디오로 기록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보안
멀티 레벨 사용자 접속 제어, 로그 콘솔 세션과 악성 공격으로 보호하는 등의 작업을 허용하는 업계
표준,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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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00은 IP KVM 스위치, 시리얼 디바이스, 전원 디바이스와
같은 IT 장비의 중앙 집중 관리 솔루션으로, 관리자는 단일 집중
플랫폼으로 데이터 센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설치된 장소와 상관없이 원격 데이터 센터와
지사에 분산된 물리적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2000을 사용하면 IT 관리자는 중앙에서 블레이드 서버와
가상 시스템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장점
센터의 완벽한 제어 – ATEN 디바이스 통합 관리
포탈, 단일 로그인, 단일 IP 주소로 설치된 모든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접속 가능
• 언제 어디서나 전세계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 접속, 운영과 관리를 위한 단일 트리 구조로 모든 디바이스를
통합 가능
• 데이터
• 단일

버추얼 미디어가
필요합니까?

원격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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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관리 소프트웨어
CC2000

주요 기능
• 시스템,

D
한 명의 관리자

구성 및 유지 보수 업무의 자동 스케줄링
DRAC 5, iDRAC 6, IBM RSA II, HP iLO 2, iLO 3, iLO 4, Dell CMC, IBM AMM, 및 HP OA.의 단일
로그인 지원
• Center Servers, ESX Servers, Virtual Machines 및 Citrix XenServer 포함하는 VMware 가상 인프라 지원
• Dell

KL /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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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Over IP 스위치 with 버추얼 미디어
KN 시리즈

ATEN의 KN KVM over IP 스위치 시리즈는 원격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센터 및 지사서버를 관리합니다.
이 솔루션은 IT 관리자에게 확장 및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엔터프라이즈급 KVM over IP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버추얼
미디어 모델은 다중 로컬 및 원격 사용자 구성을 지원하여
원격에서 표준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여러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ATEN KH Cat 5 고밀도 KVM over IP 스위치 시리즈는
편리한 랙 장착을 위한 1U 높이 하우징의 8/16 컴퓨터 포트
구성을 제공합니다. KH 시리즈는 로컬 및 원격 운영자가 웹
기반 브라우저를 사용, 인터넷을 통해 전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 및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쪽과
콘솔 쪽 모두 PS/2 USB 듀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노트북에 연결하여 콘솔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전용 USB
포트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

주요 기능

• 익스트림

• Laptop

버추얼 미디어는 사용자와 서버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프트웨어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USB 및 기타 저장 매체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격으로 원활하게 서버에 접속 가능합니다.
• 패널 어레이 모드는 관리자가 최대 40대 서버의 비디오 출력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고급 FPGA 그래픽 프로세서로 최대1920 X 1200의 HD 해상도를 지원
• 고급 보안 – FIPS 140-2 레벨 1 표준 보안 지원
• Center Servers, ESX Servers, Virtual Machines 및 Citrix XenServer 포함하는 VMware 가상
인프라 지원

Cat 5 듀얼 레일 LCD KVM Over IP 스위치
KL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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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5 고밀도 KVM Over IP 스위치
KH 시리즈

USB Console(LUC) 기능 - 노트북으로 콘솔을 직접 연결하여 운영 가능
어레이 모드를 통해 관리자는 최대 42대 서버의 비디오 출력을 동시 모니터링 가능
• L로컬 콘솔, 브라우저, AP GUI는 통합 다국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교육 시간을 최소화하며
생산성 향상 가능
• 메시지 보드 기능으로 원격 사용자간의 편리한 의사 소통 가능
• 패널

D

LCD KVM 스위치
KL / CL 시리즈

ATEN KL 듀얼 레일 LCD KVM over IP 스위치 시리즈는 1U
하우징의 수납식 LCD 모니터와 터치 패드를 통합하여 서버
룸의 랙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버추얼 미디어 지원, 데이지 체인 기능과 고급 보안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양한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델은 LAN, WAN 또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KVM over IP
접속을 위한 하나의 버스를 지원합니다.

ATEN KL / CL LCD KVM 스위치 시리즈는 설치가 쉽고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우징의 수납식 LCD 모니터와
터치 패드를 통합하여 서버 룸의 랙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PS/2와 USB 듀얼
인터페이스로 멀티 운영 체제 제어에 적합합니다. 또한 멀티
플랫폼 서버 환경에도 적합합니다.

주요 기능

주요 기능

• 고급

FPGA 그래픽 프로세서로 최대 1920 X 1200의 HD 해상도 지원
• 익스트림 버추얼 미디어는 빠른 전송 속도로 USB 및 기타 저장 미디어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격으로
원활하게 원격 서버에 빠르게 접속
• 관리자는 패널 어레이 모드를 통해 모든 포트 동시 모니터링 가능

• 세컨드

*모든 모델들이 이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모든 모델들이 이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콘솔 지원으로 관리자에게 표준 키보드/모니터/마우스 콘솔 사용의 편리성과 유연성을 제공
확장성과 멀티 플랫폼 지원 –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최대 256대의 컴퓨터 제어
• 전용 LED 조명으로 어두운 조명 환경에서도 키보드/터치패드 가시성 확보 가능
•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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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 / USB KVM 스위치
CS 시리즈

CS 시리즈는 PS/2 또는 USB 키보드 및 마우스의
컴퓨터/콘솔을 위한 듀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아날로그
KVM 스위치입니다. 윈도우를 포함한 여러 운영 시스템 Linux, Solaris, Mac -을 지원합니다. 이 모델 제품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편리한 사용자 관리 및 권한이
특징입니다.
주요 기능
• 멀티

플랫폼과 데이지 체인을 지원하는 높은 확장성
• USB 포트의 허브 기능으로 플래시 메모리, 터치 패널 등을 연결하여 서버 룸 환경 외부에서 사용 가능
• ATEN 고유의 비디오 다이나싱크 기술로 디스플레이 부팅 문제 해결

시리얼 콘솔 서버
ATEN Serial 콘솔 서버는 Telnet 및 SSH TCP/IP 연결을 통해 최대 48대 서버 또는 기타 시리얼
IT 디바이스(Hubs, routers, power management devices, etc.) 에 인밴드, 아웃오브밴드 원격
시리얼 접속하여 제어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시리얼 콘솔 서버는 산업 제어, 데이터 수집, 접속 제어, 환경 모니터링, 은행, 통신, 원격 사이트
관리 등의 다양한 상용 장비에 이더넷 연결을 통해 RS-232, RS-422 및 RS-485 데이트 전송을
지원하는 단일 포트 시리얼 디바이스 서버를 제공합니다.
ATEN 통합 시리얼 접속 솔루션은 레거시 디바이스의 기능을 전환하여 오늘날의 원격 접속 방법의
속도와 안정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리얼 디바이스 서버
SN3101

F

Cat 5 매트릭스 KVM 스위치 + 멀티 콘솔
KM 시리즈

KM 시리즈의 매트릭스 KVM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에서 최대
3단계의 캐스케이드 기능으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 제품은 32대의 서버를 독립적으로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최대 9개의 콘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오디오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아날로그 KVM 스위치입니다.
예비 전원 공급 기능을 통해 높은 신뢰도의 작동을 보장합니다.

주요 기능
파티 오디오 전송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같은 KVM 포트에 접속하여 오디오 재생 및 듣기 가능
미디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서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USB 및 기타 저장 미디어 등을 IT관리자들의 부담을 감소해주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원활하게 원격
서버에 연결 가능
• 자동 신호 보정(ASC)는 컴퓨터와 콘솔간에 최대 300m거리까지 최고의 비디오 해상도를 보장합니다.
- DIP 스위치 세팅은 필요 없음.

전면

후면

• 산업

시리얼 디바이스를 통한 Over IP 접속 제공
선택 가능한 RS-232/422/485 3-in-1 시리얼 포트 지원
• 네트워크가 불안할 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주는 64KB 포트 버퍼 지원
•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SNMP MIB II 및 RS-232 MIB 지원
• SMTP 및 SNMP 트랩 이벤트 알림 지원
• 전원 입력 선택: AC-DC 어댑터 또는 DC 직접 연결
• 소프트웨어

• 멀티

• 버추얼

8/16포트 시리얼 콘솔 서버 및 싱글 전원/LAN
SN9108 / SN9116
전면 (SN9116)

후면 (SN9116)

* 모든 모델들이 이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리얼

디바이스에 대한 인밴드 및 아웃오브밴드 네트워크 보안 접속 지원
또는 Talnet/ SSH 클라이언트를 통한 편리하고 간단한 접속 지원
• 종합적인 로그 및 이벤트 알림 지원
• 브라우저

7

8

8/16/32/48 포트 시리얼 콘솔 서버 + 듀얼 전원/LAN
SN0108A / SN0116A / SN0132 / SN0148
전면 (SN0148)

후면 (SN0148)

• 대체

작동 또는 듀얼 IP 주소 접속을 위한 듀얼 이더넷 포트 지원
이중화를 위한 듀얼 전원 공급 지원
• 시리얼 디바이스에 대한 인밴드 및 아웃오브밴드 네트워크 보안 접속 지원
• 브라우져 또는 Telnet/ SSH 클라이언트를 통한 편리하고 간단한 접근
• 종합적인 로그 및 이벤트 안내
• Laptop USB Console(LUC)과 USB 저장과 USB 기반 PC 카드를 위한 USB 포트 지원
• FIPS 140-2 암호화
• 전원

시리얼 콘솔 서버 비교
SN3101

SN9108 / SN9116

SN0108A / SN0116A
SN0132 / SN0148

장치 연결

1

8/16

8/16
32/48

동시접속

1

8/16

8/16
32/48

시리얼 (RS-232)

시리얼 (RS-232)

DB-9

RJ-45

RJ-45

•

•

•

RJ-45

RJ-45

RJ-45

•
•

•
•
•

•
•
•

AC, DC 전원

AC 전원

AC, DC 전원*

모델명

시리얼
(RS-232/RS-485/RS-422)

인터페이스

장치

커넥터
원격 액세스
LAN 연결
아웃 오브 밴드 접속 지원

N/A

PON 지원
Real COM 포트 지원
전원

Real COM, TCP Server
(RAW TCP), TCP Client, UDP Real COM, TCP Server, TCP Client, UDP, Serial Tunnel,
Server/Client, Modbus, Virtual
and Virtual Modem
Modem, and Serial Tunnel

통신 모드

참고 * 고객의 요구에 따라 DC 전원 사용 가능 (SN0108AD / SN0116AD).

에너지 & DCIM 관리 소프트웨어
에코 센서
에코센서 소프트웨어는 완벽하게 최적화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ATEN
의 최첨단 에코기술과 사용하기 쉬운 GUI가 결합된 최고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리(DCIM)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ATEN의 에코센서 소프트웨어는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접속, 진단 그리고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예측하는 방법 및 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PDU 비교
에너지 PDU
기본 0U 랙 PDU

PE1216
PE1324

PE5108
PE5208

PE6108
PE6208

PE7108
PE7208

PE8108
PE8208

랙 공간

0U

1U

1U

1U

1U

0U

0U

0U

0U

아울렛

16, 24

8

8

8

8

16, 21
24, 42

16, 24

16, 24

16, 24

모델

9

•

원격 전원 제어

커넥터

인터페이스

SA0141

RJ-45-F to DB9-F

DTE to DTE

SA0142

RJ-45-F to DB9-M

DTE to DCE

SA0143

RJ-45-F to DB25-F

DTE to DTE

SA0144

RJ-45-F to DB25-M

DTE to DCE

SA0145

RJ-45-F to DB9-M

DTE to DTE

SA0146

RJ-45-F to DB9-F

DTE to DCE

SA0147

RJ-45-F to DB25-M

DTE to DTE

SA0148

RJ-45-F to DB25-F

DTE to DCE

SA0150

RJ-45-F to DB9-F

SN to PN0108

에코 PDU
지능형 0U 랙 PDU
PE5216
PE5221T
PE5224T
PE5316
PE5324
PE5324T
PE5342T

RJ-45 to 시리얼 어댑터
모델

에코 PDU
지능형 1U 랙 PDU

•

PE6216
PE6324
PE6324L

PE7216
PE7324

•

PE8216
PE8324
PE8324T

•

계측 기능

Bank Level via
EC1000

환경
모니터링

Via EC1000

•

•

•

•

•

•

•

•

에코 센서
지원

Via EC1000

•

•

•

•

•

•

•

•

Bank Level Bank Level Outlet Level Outlet Level Bank Level Bank Level Outlet Level Outlet Level

사전 과부하
방지 기능
도어 센서 지원

•

•

•

•
•

•

참고: PE8T 시리즈는 2017 Q4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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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중앙 집중 관리 소프트웨어
Q1: ATEN CC2000을 위해 몇 개의 노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Q2: CC2000이 지원하는 블레이드 서버는 무엇입니까?

A1: 대상 디바이스(서버,네트워크 스위치 및 허브)의 수와 동일한 노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A2: CC2000은 IBM 블레이드 샤시, Dell 블레이드 샤시, HP 블레이드 샤시 및 기타 일반 블레이드 샤시
등 보편적인 블레이드 샤시를 지원합니다.

라이센스 옵션 with USB 라이센스 키
CC2000-TN

1 Primary, 32 Nodes

CC2000-XL

1 Primary, 64 Nodes

CC2000-LE

1 Primary, 128 Nodes

CC2000-LS

1 Primary, 256 Nodes

CC2000-SD

1 Primary, 1 Secondary, 512 Nodes

CC2000-PS

1 Primary, 5 Secondary, 2048 Nodes

CC2000-PM

1 Primary, 9 Secondary, 5120 Nodes

CC2000-PL

1 Primary, 15 Secondary, Unlimited Nodes

CC2000-MX

1 Primary, 31 Secondary, Unlimited Nodes

시스템 Add-On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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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1

Add-on 1 Secondary License

CCN1

Add-on 1 Node License

CCN10

Add-on 10 Nodes License

CCN50

Add-on 50 Nodes License

CCN100

Add-on 100 Nodes License

CCN500

Add-on 500 Nodes License

CCN1000

Add-on 1000 Nodes License

CCN10000

Add-on 10000 Nodes License

CCNU

Add-on unlimited Nodes License

Q3: CC2000가 지원하는 가상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A3: CC2000은 VMware, Citrix 및 Microsoft Hyper-V를 포함한 보편적인 가상시스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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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over IP 스위치

에너지 인텔리전트 PDU

Q1: KVM Over IP 스위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Q1: 언제 에너지 인텔리전트 PDU가 필요합니까?

A1: 먼저, 서버와 원격 접속 세션의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서버 수량이 총 KVM포트입니다.다음은 원격
접속 세션의 수를 고릅니다. 총 소유 비용에서,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KN2132VA(2:32),
KN1116V(1:16) 또는 KN4164V(4:64)와 같은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원활한 사양을
원한다면, KN2140VA(2:40) 또는 KN4140VA(4:40)을 추천합니다.

A1: 전원 안정화와 에너지효율성은 데이터 센터 관리에 중요합니다. ATEN 에너지 인텔리전트 PDU
시리즈는 원격 전원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과부하 보호 및 전원 분석 리포트의 특징을 가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Q2: 에코 PDU와 에너지 PDU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Q2: 올바른 KVM 어댑터 케이블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2: 서버 수량과 KVM 어댑터 케이블의 수량은 동일합니다. 대상 서버의 인터페이스에 따라 어댑터
케이블을 선택합니다. 또한, 사용자 요구에 따라 버추얼 미디어, 스마트 카드 리더 및 오디오 등과 같이 주요
기능에 맞게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VM 어댑터 케이블 호환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시리얼 콘솔 서버

A2: 에코 PDU는 네트워크를 통한 전력 분배를 측정하고 스위칭 하기 위한 네트워크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너지 PDU는 내장된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경제적인 솔루션입니다. 에너지 PDU에 Over IP
특징이 필요하다면, 에너지 박스를 추가하여 에너지 PDU에 Over IP 기능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Q3: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코 PDU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3: 에코 PDU는 AC 전원 공급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 용으로 계획된 모든 IT 랙, 전원 분배함 (PDC),
서버 랙, 핵심 네트워크 랙 및 스토리지 랙 등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A/B 유형의 전원 공급
디바이스를 필요로 한다면 각각의 랙에 두 개의 전원 스트랩이 필요합니다.

Q1: 데이터 센터의 시리얼 디바이스의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1: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UPS 및 VPN 서버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보편적인 시리얼
디바이스입니다. 이러한 시리얼 디바이스들을 기반으로 시리얼 콘솔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co 데이터 센터 멀티 계층 모델을 적용했다면 코어 레이어, 집합 레이어, 접속 레이어의 시리얼 디바이스
수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각 레이어에 필요한 각각의 시리얼 콘솔 포트 볼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Q2: ATEN Serial Console 서버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2: 시스템 안정성은 데이터 센터에 중요한 사항으로, 듀얼 전원과 듀얼 Etherent 포트를 지원하는
SN0108A, SN0116A, SN0132 및 SN0148 등의 제품을 선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직렬 디바이스(라우터, 스위치 등)가 데이터 센터에 있다면 SN0132 또는 SN0148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Q4: 에코 PDU 모델 선택 방법은 무엇입니까?
A4: 에코 PDU는 기본적으로 1U와 0U로 나눠집니다. 1U는 수평 설치를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8-outlet은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1U 에코 PDU의 중요한 사양입니다. 0U는 수직 설치를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0U의 주요사양은 24개의 콘센트입니다. 랙 캐비닛의 전체 전원 소비량이 10KW를 초과
한다면 랙 캐비닛 후면에 2개의 32A 에코 PDU를 배치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국가 표준에 따라, NEMA와 IEC 소켓 선택이 가능합니다. 우선, IT 랙의 전원(P)을 확인합니다;
에코 PDU의 현재 입력 전류(A) = P ÷ 220V. 다음으로 IT 랙 디바이스의 개수와 종류를 확인합니다.
블레이드 서버 또는 소형 기계와 같은 대용량 IT 디바이스(예를 들어,≧ 2000W)가 랙에 배치 되었다면
C19 출력 포트가 포함된 지능형 전원 스트랩을 선택 해야 합니다. 출력 포트 개 수는 랙에 설치 할 IT
디바이스의 개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ATEN 솔루션 부서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세요.

Q3: 다양한 장치를 위한 직렬 어댑터(RJ-45 및 DB9 / DB25)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3: ATEN은 다양한 연결 방식(DB9 또는 DB25)을 위한 직렬 디바이스를 직렬 콘솔에 연결하는 SA 시리즈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알맞은 어댑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의 직렬 디바이스가 시리얼 소통 방식으로
DTE 또는 DCE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SN 시리즈 직렬 콘솔 서버에 디바이스를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 다이렉트 케이블을 쓴다면 디바이스는 DCE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직렬
디바이스에 연결하기 위해 NULL 모뎀 케이블을 필요로 한다면 직렬 디바이스는 DTE 역할을 할 것입니다.
DTE/DCE 직렬 디바이스의 역할을 확인했다면, 직렬 디바이스의 연결 종류(9핀 또는 25핀, 암 또는 수)에
따라 알맞은 어댑터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Q4: SN 시리즈 직렬 콘솔 서버 대신 KA7140과 KN 시리즈 KVM Over IP Switches 사용이 가능합니까?

A4: 네. 직렬 디바이스가 6개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13

14

Simply Better Connections

에이텐코리아 주식회사
ATEN Korea Co., Ltd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 갑을그레이트밸리 B동 303호
Tel: 02-467-6789 Fax: 02-46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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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판매처:

ATEN에 대하여
ATEN International Co., Ltd.는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IT 연결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두 업체입니다. 통합된 KVM, 전문 A/V 및
인텔리전트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ATEN 제품은 기업, 정부, 산업, 교육 및 소매 환경에서 전자 장치를 연결, 관리 및 최적화합니다. ATEN은
500개 이상의 국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글로벌 R&D 팀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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