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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KVM 스위치의 진화
KVM (키보드 비디오 모니터 - 마우스) 스위치는 현대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이미 오래된 기술이고 현재는 

SOHO (소규모 사무실/가정 사무실) 데스크탑 환경에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원래 비디오 모니터 (KV) 스위치로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되었으며, 1990 년대 중반에 마우스로 제어되는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께

그래픽 운영 체제가 인기를 얻으면서 마우스가 추가되었습니다. KVM 스위치는 지속적으로 공간 및 전력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에 각각 1개의 모니터, 1개의 키보드 및 1개의 마우스를 필요로 하는 대신,

이러한 주변 기기들의 단일 세트가 사무실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몇 대 혹은 수 천대의 컴퓨터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절약된 바닥 공간 및 Rack 공간, 그리고 절약된 전력(줄어든 모니터 에너지 및 방열을 위한 냉방 

에너지)은 상당합니다. 현대 KVM 스위치는 또한 Cat 5 케이블을 통해 1000피트 떨어진 곳에서, 혹은 TCP/IP를

통해 최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용자에게 원격 액세스를 제공하여 많은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바쁘고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이 자리를 떠나 멀리 떨어진 서버 및 다른 컴퓨터를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세

KVM 스위치는 거의 20여년 동안 진화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컴퓨터 업계에서 모니터 자체와 

비디오 전자 환경이 크게 변했습니다. “수수한” VGA 비디오 출력 및 간단한 멀티싱크 모니터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LCCD 모니터 및 VGA 뿐만 아니라 QXGA 등과 같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다양한 비디오 상호

연결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또한 우리는 VGA 출력의 DDC(Display Data Channel) 신호와 함께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및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비디오는 각각의 서로 다른 커넥터, 

논리적 신호체계 및 비디오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디오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컴퓨터 사이를 빠르고 쉽게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경우, 비디오 신호의 

이러한 이동에 대한 여러 측면들은 KVM 스위칭을 보다 덜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LCD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CRT 비디오모니터와 달리, 하나의 "이상적인"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있습니다. 

주어진 LCD는 다른 해상도를 표시할 수 있지만, 최적의 해상도만큼 선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최적의 

해상도로 연결된 모니터를 드라이브 하기 위해 컴퓨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EDID(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라고 알려진 데이터 구조는 적절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가 직접 연결되고 컴퓨터가 켜질 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최적화된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컴퓨터 및 디지털 주변 장치의 증가는 

컴퓨터 혹은 주변 장치의 디스플레이 포트와 모니터 사이에 신호 교환 체계를 포함하는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프로그래밍 자료의 무단 복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KVM 스위치가 HDCP가 장착된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경우 컴퓨터 간 디스플레이가 스위칭 될 때 

신호 교환은 실패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시스템의 합법적인 사용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