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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e, Anywhere

40년의 꾸준한 기술혁신과 경험

시장 변화의 빠른 대처 능력

ATEN의 기술 지원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문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공합니다.

40년의 기술혁신과 경험을 가진 업계 선두 주자로서 기술 지원 서비스도 ATEN 기술 교육 인증을 통과한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TEN은 캐나다, 대만, 중국에 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IT 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02 467 6789
이메일   support@aten.co.kr
온라인 서비스(eService)   https://eservice.aten.com/eServiceCx/Common/FAQ/list.do?lang=ko_KR
카카오 플러스

AnytimeI nnovation

ServiceP rofessionalKnow-how

IT Technology

Anywhere

신뢰 할 수 있는 ,
ATEN 기술 지원 서비스



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01 Intel 통합�칩셋이�번들로�제공되는�일부 PC에�연결하면 Windows에서 1680X1050 화면�해상도를
찾을�수�없습니다. 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특정 인텔(Intel) 통합 칩셋이 디스플레이 장치의 EDID를 제대로 읽을 수 없으므로 일부 해상도
(1920x1080, 1680x1050 및 1440x900)가 그래픽 속성 메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텔(Intel)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텔(Intel) 통합 칩셋의 그래픽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제안합니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한 후에도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바탕화면 > 디스플레이�설정 > 고급 > 모니터 > 이�모니터가�표시�할�수�없는�모드�숨기기�항목을
비활성화하고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인텔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위의 설정을 비활성화하면 Windows에서 1680X1050 및 기타 화면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62S / CS62A / CS64A / CV211 / CS22U / CS22D / CS22DP /
CS52 / CS5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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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02

03

현재�사용하고�있는�모니터에는 DisplayPort를�지원하지�않기�때문에DP to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연결하였더니�화면�출력이�되지�않습니다. DP포트를�지원하는�모니터는�잘�동작합니다.
HDMI로�연결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문의드립니다.

PC에 CE100을�이용하여 10M 떨어져�있는�곳에�키보드�마우스�모니터를�설치하였습니다.
PC의�전원을�켜면�처음에는�화면이�출력�되다가�윈도우�진입�후�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Display 포트에서 HDMI 로 변환 시 전원 공급이 가능한 MST 허브를 사용 하시면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CE100R 과 모니터 사이의 RGB 케이블 문제로 비디오 카드와 모니터의 DDC 통신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PC 에 모니터를 직접 연결하여 PC 의 장치 관리자의 모니터를 확인해보면
일반�비 PNP 모니터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DDC 통신 라인이 불량인 케이블 이므로 
일반 PNP 모니터로 설정되는 케이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22DP / CS782DP / CS1912 / CS1914

CS62US / CS64US / CS22U / CS62S / CS62A / CS64A / CS52 / CS52A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9134 / CS9138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E100 / CE250A / CE350 / CE370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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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Q.

A.

A.

04

05

ATEN KVM Extender 사용�중 Monitor Display가�정상적으로�동작하지�않는�것을�확인하였습니다.
(1초�켜짐 10초�꺼짐) 본사�다른�현장에서도�해당�제품을�많이�쓰고�있어�다른�현장 Remote Unit
으로�교체�시�동일�증상으로�조치할�수�있는�방법에�대해�문의드립니다.

화면에�물결�무늬의�노이즈가�생기고�화면이�깜박이는�증상이�발생합니다. 
AC 전원�모니터가 DC 어댑터를�사용하는�모니터에서�더�심하게�발생합니다.
설치�환경은�공장이며， STP 케이블 30M로 Local과 Remote가�연결되어�있습니다.
RJ-45 Jack가 UTP 케이블용으로�제작되었는데�이것이�원인인지�문의드립니다.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전자�방해�잡음) 전자기기에서�발생하는 Noise 에�의해�다른�전자 
기기를�방해하는�상태로�이 Noise 에�의해�오작동을�일으켜�중대한�장애가�발생합니다.
설치�환경이 EMI 혹은�전원�접지�문제일�것으로�확인됩니다.
이러한�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일반 UTP 케이블�보다는 Shield 케이블�사용을�권장합니다.

EMI(전자기�방해)를�방지하기�위해�쉴드�트위스트�페어�케이블을�사용하셨다면�금속 RJ-45 Jack을 
사용해야�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E100 /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CE610A / CE611 
/ CE620 / CE624 / CE820 / CE920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 VE800A / VE803 / VE810 / 
VE602 / VE600A / VE901 / VE812 / VE1812 / VE811 / VE813A / VE801 / VE802 / VE1830 / VE814A / VE601

CE100 /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CE610A / CE611 
/ CE620 / CE624 / CE820 / CE920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 VE800A / VE803 / VE810 / 
VE602 / VE600A / VE901 / VE812 / VE1812 / VE811 / VE813A / VE801 / VE802 / VE1830 / VE814A / VE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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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Q.

A.

A.

06

07

CE600 전원, 링크�버튼 1초�간격�점멸하며, 리모트�쪽�키보드/마우스/모니터가�작동하지�않습니다.
해결�방안�문의드립니다.

CE600 설치�후�원격�화면이�출력�되지�않고�있습니다. 
간헐적으로�출력되기도�하지만�일정하지않습니다. 참고로�접지는�정상�연결되어�있습니다.

CE600R F/W Upgrade 버튼이 ON 으로 설정 되어 있어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로 되어 있어야 하며, CE600 F/W 업그레이드 작업시에만 O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E600 제품은 수동 EQ 기능을 지원합니다. EQ는 특정 거리에서 원격 비디오 품질을 보상하여 
주기 때문에 원격�이미지가�깜박�거리거나  비디오�화소의�불균형이�있는�문제 , 원격�이미지가 
색이�바래거나�너무�밝고�색상이�퇴색되어�나타나는�문제 등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Q 조절은 총 7단계로 나뉘어 있어 쉽게 조절하여 최적의 화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E600 / CE611

CE600 / CE602 / CE604 / CE350 / CE370 / CE100 / CE750A / CE770 / CE774 / CE775 / VE800A / VE803 / 
VE810 / VE602 / VE600A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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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08

09

CE604를�사용�중이며�모니터 EDID를�사용하면�화면�출력이�되지�않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CE750A를�이용하여�키보드�마우스�및�모니터를�원격에서�제어하는�구성입니다.
키보드�및�마우스는�정상�동작하는데�원하는�해상도 1920x1080을�설정�할�수가�없습니다.

CE604 는 모니터 EDID 를 사용하는 Bypass 기능과 ATEN EDID의 2 가지 EDID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Bypass 기능으로 화면이 출력되지 않는다면, ATEN EDI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❶ [Ctrl]를 누른 상태에서   
❷ [F12]를 눌렀다 떼고    
❸ [Ctrl]를 뗍니다.
❹[F6]을 클릭하면 ATEN DVI EDID로 변경 됩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❶ 우선 CE750A 의 경우 1920x1080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거리가 30M 로 줄여야 합니다.
     50M 에서 지원 해상도는 1600x1200 입니다.

❷ CE750AL 에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PC 의 그래픽 카드는 CE750A 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로부터 EDID(모니터 정보)를 받아 모니터에 알맞은 해상도로 설정 하는데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하는 해상도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연결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모니터 역할을 하는 VGA EDID 에뮬레이터(2A-130G)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E604

CE750A / VE170 / VE500 / VE300 / VE200 / VE150A / CE775 / CE774 / CE350 / CE370 / CE700A /
CE770 / CE800B / CE250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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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10

11

CS820 6Set를�설치하였는데�모두�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제품�전체가�문제일리는�없을�텐데�무엇이�문제인지�문의드립니다.

CL1008M(2L-5202U)에�연결된�서버 5대�중 1대는�화면은�출력되는데�키보드와�마우스가�동작하지
않고�나머지 4대는�화면조차�출력되지�않습니다. 4대의�서버는�같은�모델(HP DL380 Gen10)입니다.

ATEN CE820 USB HDMI HDBaseT™ 2.0 KVM 연장기는 최신 HDBaseT™ 2.0 기술과 통합하여 싱글
Cat.6 케이블을 이용하여 4K HDMI 비디오, 스테레오 오디오, USB, 이더넷, RS-232 신호를 전송합니다.
UTP 케이블이 이더넷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데 HDBaseT Port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가 동작하지 않는 원인은 사용 중인 KVM 케이블 (2L-5202U)이 CL1008M에 부적합한
케이블이기 때문입니다. CL1008M 이 PS/2 전용 LCD KVM 스위치이기 때문에 2L-5202P를 사용해야
하는데, 서버에 PS/2 Port 가 없으므로 2L-5202UP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P는 최근 새로운 VGA Port Detect Override 옵션과 함께 iLO F/W v1.3.5 의 새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KVM 스위치의 디스플레이 문제는 단순히 HP Gen10 서버를 새로운 iLO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VGA Port Detect Override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E820 / CE920 / VE814A

CS1308 / CS1316 / CL1000 / CL1008 / CL1016 / CL1308 / CL1316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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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12

13

귀사의 CL5708N(ATEN) 제품을�사용하고�있습니다. 특정 Application 구동을�위해 1920X1080 
해상도�지원이�필요한데�가능한�방법이�있는지�문의드립니다.
또한�모델�변경이�필요한지도�문의드립니다.

2K가�지원되는�모니터를�쓰다가 4K UHD가�지원되는 32인치 TV로�바꿔�연결했습니다.
그런데 PC에서 EDID가�여전히 2K 모니터로�잡히고， 해상도도�최대 2K로�밖에�출력되지�않습니다.

CL5708N 의 지원 해상도는 1280x1024 입니다. 모델을 변경해야 합니다.
Full HD 지원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CL6708MW
・ CL3800NW + Rack KVM
・ CL3700NW + HDMI Rack KVM

CM1284 EDID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OSD  >  고급 >  EDID  >  4K UHD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L6708MW / CL3800NW / CL3700NW

CM1284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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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14

15

CS1216A， CS1716A 이�두가지 KVM Switch와 HDMI to VGA Converter 간�호환성�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그래픽카드�교체하였으며�교체된�그래픽카드에 VGA 포트가�없어�시중에서 
HDMI to VGA Converter를�구매하였습니다.
해당�컨버터가 KVM Switch 와�호환이�안되는것인지�모니터�화면이�나오지�않는�상태입니다. 
ATEN에서�판매하는 VC925와�위�모델들은�호환�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CS1216A 설치�후�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설치된�장비의�후면�사진을�첨부하여�보냅니다.
설치상에�문제가�있는�것�인지�확인�요청�드립니다.

ATEN 컨버터 VC925 는 DP 를 RGB 로 변경하는 컨버터로 사용 불가합니다.
HDMI to VGA 컨버터 VC810은 CS1216A / CS1716A 모두 화면 정상 출력 됩니다.

사진 확인 결과 KVM 케이블 문제 입니다. 설치된 케이블은 타사 제품으로 CS1216A에 호환되지
않습니다. 전용 KVM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케이블 : 2L-520xP， 2L-520xUP

관련�제품

관련�제품

CS1216A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CS1208A / CS1216A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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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16

17

CS1308과 CCTV를 8대�연결해서�모니터링�용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최근 3，8번�포트에�연결되는 CCTV를�다른�기기로�교체하였는데�화면�출력이�되지�않습니다.
참고로 3，8번에는 DVI to VGA 젠더를�사용했습니다.

CS1308 에�연결된�모든 PC 의�화면�출력이�모니터�사이즈를�벗어나�맞지�않습니다.
모니터�해상도는 1920x1080 를�지원하며, 모니터는 RGB 케이블 10M 를�사용했고�키보드와 
마우스는 USB Extender 로�연장하여�정상�동작합니다.

새롭게 교체한 CCTV 장비는 DVI-D 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DVI to VGA 젠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VI-I 인터페이스가 아닌 DVI-D는 디지털 신호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젠더가 아닌 컨버터를 사용
해야합니다. ATEN은 DVI to VGA 컨버터는 없으며 시중 DA 컨버터 사용을 추천합니다.

KVM 과 VGA 케이블 지원 길이 문제입니다. KVM 과 모니터와의 거리는 KVM 전용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5M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5M를 초과하게 되면 DDC 통신에 문제가 생겨 낮은 
해상도 및 비정상적인 화면이 출력 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연장하려면 CS1308과 호환되는 비디오 
연장기 및 KVM 연장기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호환�가능�연장기�제품

CS1208A / CS1216A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

CS1208A / CS1216A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70 / CE800B

Q.

A.

12



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18 NVR(XRN2010) 11대를 CS1316에�설치�중입니다.
특정 3，4，5，6，9，10，11번 Port의�화면이�출력되지�않고�있습니다. 호환성�문제인지�문의드립니다.

RGB 케이블 길이가 5M 가 넘을 경우 CS1316 과 모니터 사이의 DDC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여
해상도가 맞지 않거나 화면이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구성도와 같이 ATEN VC010(VGA EDID Emulator)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208A / CS1216A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13



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19

20

KVM 스위치에�연결된 PC들을�모두�껐을�때， 특정�포트의�전면�버튼에는�주황색이�들어오고
어떤�포트는�안�들어옵니다. 이유가�무엇인지�문의드립니다.

워크스테이션�장비에 DVI 단자밖에�없어서 DVI to VGA 젠더를�사용해 CS1716A에�연결해서�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새로�구매한�워크스테이션�장비는�동일한�젠더를�사용해도�화면이�출력
되지�않습니다.

PC 가 꺼진 후에도 PC 의 USB 포트에 전원이 흐르고 있으면(USB 상시 전원) 주황색 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PC 의 USB 상시 전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워크스테이션의 DVI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워크스테이션의 DVI 는 DVI-D 
인터페이스로 기존 젠더(DVI to VGA)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디오 컨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ATEN은 DVI to VGA 컨버터는 없으며 시중 DA 컨버터 사용을 추천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CS1208A / CS1216A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Q.

A.

14



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Q.

A.

A.

21

22

PC와�서버를 KVM 포트에�연결�후， PC와�서버를�동시에�부팅하면�선택되지�않았던�포트의
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사용하는�모니터에 RGB 단자밖에�없어서 CS1762A 출력�포트에 DVI-VGA 젠더를�사용해�연결
했는데�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CS1734A 가 비디오 DynaSync™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EDID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므로 DDC2B
통신이 동시에 2 대의 PC 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먼저 1대의 PC를 부팅 후 Port를 
전환해 다른 PC를 부팅해주십시오.

CS1762A 동봉 케이블은 DVI-D 케이블이기 때문에 PC 로부터 디지털 신호만 KVM 에 전송되기 때문에
CS1762A 출력 포트 또한 DVI-D 신호만 출력 됩니다. 모니터 연결 시 일반 젠더가 아닌 DA 컨버터를 
사용해야합니다.

관련�제품

CS22U / CS22D / CS22DP / CS52 / CS52A / CS62S / CS62A / CS64A / CS782DP / CS1912 / CS1922 /
CS1942DP / CS1944DP / CS1914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82A / CS84A / CS72E / CS74E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54 / CS1758 / CS9134 / CS9138 / CS1216A

관련�제품

CS1762A / CS1764A

15



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23

24

CS1762A 사용�중 QHD(2560x1440) 해상도�지원�모니터로�교체할�경우 QHD 해상도를�출력�가능
한지�문의드립니다.

CS1762A 콘솔에 10m DVI 케이블로�모니터와�연결했는데�화면이�깜빡이다가�출력되지�않습니다.
(연결된 PC2대�모두�화면�없음)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CS1762A 의 최대 해상도는 1920x1200 입니다. 
QHD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KVM 스위치 CS1782A 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DVI KVM 의 케이블 연장 거리는 최대 5M 입니다.
5M 이상의 거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ATEN DVI 연장기를 사용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1762A / CS1764A

CS22D / CS682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164A / 
CS1768 / CS1788

Q.

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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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25

26

CS1794 2번 Port 화면이�변색되어�일반 HDMI 케이블로�교체하니�정상�출력합니다.
KVM 케이블�불량으로�판단되는데�수리�가능합니까?

ATEN CS1844스위치를�사용�중입니다. 환경�구성은�해당�모델에�듀얼�모니터를�사용�중이며，
1，2번에�데스크탑을�각각�물려 2개에�대한�스위칭�환경을�적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화면�전환�시�기존의�화면�배열�구성�등이�저장되지�않아， 매번�전환시에�다시�인식하고  
화면을�띄우는�현상이�있습니다. 기존에�듀얼을�사용하여 1번에서�모니터1과�모니터2에�배치하여 
사용하던�프로그램들이 2번�데스크탑을�사용하다가�다시 1번으로�전환할�경우에는�그�배치�등이 
전부�모니터1로�변경되어�있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KVM 보증 기간은 3 년을 제공하나, 케이블 및 액세서리는 보증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케이블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별도 구매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에 해결 방법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ATEN KOREA 기술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ATEN 모든 KVM 스위치

Q.

A.

관련�제품

CS1842 / CS184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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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27

28

CS1924M에�연결된�두�대의�모니터�화면이 Port를�전환�할�때마다�화면이�깜박이다가�확장�화면에
사용�중이던�창은�물론�아이콘들이�모두�메인�화면으로�이동합니다.

PC 2대 / 모니터 3대를�사용하여 CS22D를�통해�확장�화면을�구현하려고�합니다.
화면은�모두�정상적으로�출력�되지만, 포트�변경�시�각각�확장�화면에�폴더와�프로그램이 
메인�화면으로�이동되는�증상이�발생합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현재 DP 제품인 CS1924M 제품에 있어 DP 에서 지원되는 고유기능인 MST 기능으로 인하여
두제품에 포트 스위칭을 할 경우 화면 깜빡임의 증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증상은 당사 제품뿐 만이 
아닌 DP 인터페이스에서 MST 기능을 가진 타사 제품도 동일하게 증상이 발생합니다.
윈도우 창 크기와 위치를 고정하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기를 제안드립니다.

CS22D 제품은 비디오 DynaSync™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EDID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므로 DDC2B
통신이 동시에 2 대의 PC 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당 구성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비디오 DynaSync™ 기능을 지원하는 CS682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922M / CS1924M

참고 사이트 : https://rootblog.tistory.com/54

Q.

A.

관련�제품

CS22U / CS22D / CS22DP / CS52 / CS52A / CS62S / CS62A / CS64A / CS782DP / CS1912 / CS1922 /
CS1942DP / CS1944DP / CS1914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82A / CS84A / CS72E / CS74E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54 / CS1758 / CS9134 / CS9138 / CS1216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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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29

30

CS22U 연결�후�화면�깜빡임�증상이�발생합니다.
장치관리자�확인�결과�모니터에�비 PnP 모니터라고�표시됩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CS22U에�연결된�두�대의 PC를�동시에�전원을 On 하면�선택되지�않은 PC의 Bios Password
화면이�출력되지�않고�있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장치관리자에 비 PnP 모니터로 표시되는 증상은 모니터와 PC 간의 EDID 통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증상으로 VGA 케이블 불량일 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CS22U와 모니터에 연결된 
VGA 케이블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Video DynaSync™ 기능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Video DynaSync™ 기능은 KVM 에 연결된 PC 가 
선택되지 않아도 KVM 이 모니터 기능을 대신해서 PC 와 EDID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EDID 신호를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없는 KVM 스위치(CS22U)는 컴퓨터가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자동으로 설정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이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KVM 을 통해 선택 된 PC 를 부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Video DynaSync™ 기능을 지원하는 KVM 스위치(CS62US)으로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Q.

A.

관련�제품

CS22U / CS22D / CS22DP / CS52 / CS52A / CS62S / CS62A / CS64A / CS782DP / CS1912 / CS1922 /
CS1942DP / CS1944DP / CS1914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82A / CS84A / CS72E / CS74E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54 / CS1758 / CS9134 / CS9138 / CS1216A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22U / CS62S / CS62A / CS64A / CS52 / CS52A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9134 / CS9138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E100 /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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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31

32

모니터가 VGA를�지원하지�않아 DVI to VGA 젠더를�사용했는데�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데스크�탑 BIOS 패스워드�설정�후�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BIOS 패스워드�설정을�안�하면�정상�부팅이�가능합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는 DVI-I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VGA to DVI 케이블을 사용 시 화면이
출력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VGA to DVI 컨버터를 사용해야 하며 ATEN VC160A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결 방법은 아래 2 가지 입니다.
❶  메인보드 칩셋 확인
       장치관리자에서 시스템장치 목록을 펼쳐， Intel® 칩셋이 몇 시리즈인지 확인해주십시오. 만약 8 시  
       리즈라면， CMOS 화면에서 XHCI 기능(보통 고급 or 전원 설정에 있음)을 비활성화 하시기 바랍니다.

❷ KVM 스위치의 전원을 항시 ON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PC 의 USB Port 의 전원을 항시

      ON 상태 설정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설정 방법은 PC 마다 상이하므로， PC 제조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22U / CS62S / CS62A / CS64A / CS52 / CS52A / CS682 / CS692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22U / CS62S / CS62A / CS64A / CS52 / CS52A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9134 / CS9138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E100 /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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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33 LG 24" 모니터의�지원�해상도는 FHD 입니다. 그런데 FHD 해상도를�설정�할�수가�없으며,
특이점은�장치�관리자의�모니터가 '일반�비 PNP 모니터'로�표시됩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비디오 카드와 모니터 간의 통신 불량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비디오 카드는 모니터로부터 EDID(모니터 정보)를 제공받아 모니터의 최적 해상도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DDC 통신 불량으로 EDID를 제공받지 못하면 임의적으로 해상도를 설정하므로 모니터에
맞지 않은 해상도로 설정됩니다.

DDC 통신이 정상적인 케이블 선별 방법은 첨부된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22U / CS62S / CS62A / CS64A / CS52 / CS52A / CS682 / CS692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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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34 보안�정책상 Bios Password 설정되어�있습니다. 
PC 전원을�켜면 Bios Password 화면이�출력되지�않아�로그인�할�수가�없습니다. 
CS62US를�다른�제품으로�교체해�보았으나�동일�증상입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친환경 제품 설계의무 지침)}에 의거
기본적으로 PC 의 전원을 Off   할 경우 PC 의 USB Port 의 전원이 차단됩니다.
PC 의 전원 Off  상태에서는 KVM Switch 의 전원 또한 Off  상태입니다. PC 의 전원을 On 하는 순간 KVM 
Switch 도 전원이 공급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PC 가 Booting 과정에서 비디오카드에 접속되어 있는 
모니터를 검색하는데 이 순간 KVM Switch 가 Booting 전이라면 비디오 카드는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비디오 카드의 아날로그 Port 보다 디지털 Port 가 우선 순위일 때에 발생합니다.

해결�방안
EuP 설정을 Disable 하여 PC 의 전원 Off  상태에서도 PC 의 USB Port 의 전원 공급되면
PC 부팅 전에 KVM 스위치는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두 대의 PC 중 1 대의 PC 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PC 모델에 따라 메인보드 점퍼로 설정 변경)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22U / CS62S / CS62A / CS64A / CS52 / CS52A / CS682 / CS692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42 / CS1744 / CS1732A / CS17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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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35

36

CS82U에�사용중인�모니터�고장으로�새로운�모니터로�교체하였더니�지원되지�않는�해상도
문구만�나오고�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KH1508Ai의�콘솔�모니터가�계속�깜빡입니다. 모니터와�콘솔간�케이블�길이는 1.5m 내외이며，
PC들도 KVM 스위치�바로�밑에�설치되어�있습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KVM 스위치에는 모니터의 EDID(모니터 정보) 읽고 저장하는 Video DynaSync 기능이 있습니다.
이전 EDID 가 저장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변경할 때 두 모니터의 지원 해상도가 서로 다른 경우 이러한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EDID 는 CS84U 의 전원을 Reset 하여 새로운 모니터의 EDID 를 저장해야 합니다.
CS84U 에 전원 아답터가 없으므로 연결된 모든 PC 에서 USB 를 제거 후 다시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전자 방해 잡음)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 에 의해 다른 
전자 기기를 방해하는 상태로 이 Noise 에 의해 오작동을 일으켜 중 대한 장해가 발생합니다.
설치 환경이 EMI 혹은 전원 접지 문제일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비 접지를 연결하시면 해당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Q.

A.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 KH1508Ai / KH1516Ai / KM0532 / KM0932 /
CE100 /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CE610A / CE611 
/ CE620 / CE624 / CE820 / CE920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 VE800A / VE803 / VE810 / 
VE602 / VE600A / VE901 / VE812 / VE1812 / VE811 / VE813A / VE801 / VE802 / VE1830 / VE814A / VE601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32B / CS1734B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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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37 KH1516Ai 설치하여�원격에서�접속�후 Client PC 해상도가 1280*720 / 1280*1024 으로만
디스플레이가�되는�문제가�발생합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KH1516Ai 설정으로 해결 가능하며,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KH1516Ai 로컬에 FHD 모니터 연결
❷ OSD > F3 SET > PREFERRED RESOLUTION > MONITOR DEFAULT SETTING 변경
❸ 원격에서 FHD 출력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1508Ai / KH1516Ai / KL1508Ai / KL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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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38 KH2508A 제품을�사용�중이며, 한쪽�콘솔에는�화면이�정상�출력되는데�다른�콘솔에는
'PORT IS EXCLUSIVE' 메시지�뜨며�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다른�제품으로�바꾸어도�동일합니다.
PC 한�대로 test 중이며�두�콘솔�모두�같은 Port를�선택하였습니다.

두개의 콘솔을 지원하는 제품에는 포트 접속 모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의 콘솔에서 동일 포트를 접속했을 때 접속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입니다.
접속 모드를 접속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OSD 메뉴에서 F4 : ADMIN 을 선택한 후 SET OPERATION MODE 를 변경 하시면 됩니다.

❶ E(Exclusive) - 첫 번째 사용자가 포트를 통해 독점제어로 포트 전환 합니다.
                                    다른 사용자는 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기능은 이 설정이 되어 있는 포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❷ O(Occupy)  -  첫 번째 사용자는 포트를 통해 제어 전환합니다.
                                   추가 사용자는 포트의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포트를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는 타임아웃 박스에 시간 설정한 것보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포트 제어는 다음 사용자에게 넘어가기 위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칩니다.
❸ S(Share)    -    사용자 입력이 대기열에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관련�제품

KH2508A / KH25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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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39

40

KH2508A + KA7169 4EA 설치�하였습니다. Vision PC 부팅�시�바이오스�화면�출력�후�윈도우�진입�시 
화면�출력이�되지�않습니다. KA7169를�교체�해도�동일 PC 화면�출력�안되는�것으로�보아�호환성�문제
로�보여�집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KVM 스위치 1번�콘솔에만�모니터/키보드/마우스를�연결하고 PC도 1대만�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계속해서�물결�노이즈가�발생합니다. 모니터-KVM 스위치간�거리는�약 7m， PC-KVM 스위치 
간�거리도�약 7m입니다. Cat 6 케이블을�사용해 KVM 스위치와 KVM 어댑터를�연결했습니다.

DisplayPort 는 EDID 통신 프로토콜이 HDMI 및 DVI 와 달리 조금 더 복잡합니다. 때문에 모종의 원인
으로 EDID 통신이 원활하지 못해, PC 가 모니터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수신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KH2508A 설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❶ HSM 모드 진입(Numlock + -) ▶  EC ▶  Enter

❷ HSM 모드 진입(Numlock + -) ▶  EA ▶  Enter

해당 물결 노이즈 문제는 모니터에 전원이 어댑터 방식으로 전원 접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발생
하는 문제입니다. 모니터에 추가적으로 전원 접지를 연결하면 노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A.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 KH1508Ai / KH1516Ai / KM0532 / KM0932 /
CE100 /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CE610A / CE611 
/ CE620 / CE624 / CE820 / CE920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 VE800A / VE803 / VE810 / 
VE602 / VE600A / VE901 / VE812 / VE1812 / VE811 / VE813A / VE801 / VE802 / VE1830 / VE814A / VE601

관련�제품

KH2508A / KH25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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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41

42

KL1516i 제품�외부�콘솔�포트의�모니터를�연장하고나서 Port 1~13번�중 3개의�서버�화면이�출력되지
않습니다. 제품 LCD 모니터에서는�정상�출력합니다.

UC3020을�이용해서 Nikon 미러리스�카메라 Z6화면을�노트북에�캡쳐�할�때�화면�출력되지�않습니다. 
기타�다른�카메라는�정상적으로�화면�출력이�되고�있습니다.

EDID 통신 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KL1516Ai 설정으로 해결 가능하며,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OSD  >  F3 SET  >  PREFERRED RESOLUTION  >  MONITOR DEFAULT SETTING 변경

UC3020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라이버 설치 후에도 동일 증상이라면, 카메라에 프레임을 60으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1508Ai / KH1516Ai / KL1508Ai / KL1516Ai

UC3020

Q.

A.

https://www.aten.com/global/en/products/usb-&-thunderbolt/content-creation/uc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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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43

44

카메라에서�미러�모드로�설정하였으나 UC3020과의�연결�시 PC쪽에만�저해상도의�화면으로�출력되며 
카메라�액정�화면에�표시�안되는�증상이�발생합니다. 

사용환경 Canon 5D Mark4-PC (맥북)/(S/W:OBS 스튜디오)

소스�장치  >  UC3020  >  휴대폰�연결�후�휴대폰에서�저희가�자체�개발한�카메라�앱을�구동했는데
화면이�나오지�않습니다.

카메라 액정 화면 미 출력 문제는 캐논 펌웨어로 해결 가능하며, 저해상도 출력 문제는 카메라 외부
HDMI 출력 설정을 자동에서 고정 해상도 출력을 변경하면 됩니다.

모바일용(안드로이드) 드라이버 업그레이드하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UC3020 제품은 2 가지 버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PC 연결 (에이텐 홈페이지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연결 (에이텐 홈페이지에서 안드로이드 드라이버 다운로드)

관련�제품

관련�제품

UC3020

UC3020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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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45

46

Sony 카메라�다수  > VS481B  > VE811  > UC9020으로�연결해�사용하려�합니다. 
그런데 VE811이 UC9020의 HDMI 2의�입력으로�연결하면�정상인데, HDMI 1의�입력으로�연결되면 
화면�출력이�안됩니다.

4K 입력과 1080p 입력 A에�소스�장치를�연결하면 iPad에서�화면이�나오는데 1080p 입력 B에�소스
장치를�연결하면 iPad에서�화면�출력이�안됩니다.

카메라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비디오 송출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UC9020 및 UC3020 제품은 모두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소니 카메라
는 인터레이스(Interlaced)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프로그레시브로 변경하면 정상 출력합니다.

1080p 입력 A 와 B 중 하나만 iPad 에서 미리보기 화면을 표시합니다. 스트리밍 송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PGM 포트에 모니터를 연결하시면 입력 A 와 B 모두 출력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C9020 / UC9040

UC9020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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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47

48

CS1792에�연결할 PC 중�한�대의 PC에�비디오 Port가 RGB 밖에�없어 VC810을�사용하여�연결
하였으나�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VE150A 설치�후�화면이�지속적으로�깜박이고�있습니다.
VE150A의�전원을 Reset 하면�일정�시간�문제가�없다가�다시�깜박입니다.

VC810 은 HDMI 를 VGA 로 변환하는 컨버터 입니다.
반대로 변환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VGA to HDMI 컨버터(VC182)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Local 및 Remote 에 연결된 PC 및 모니터의 전원 접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VE150A 의 전원을 Reset 하고 일정 시간 지난 후 제품에 전류가 축적되면 전류가 VE150A 를 통과해
흐리며 발생하는 증상 입니다. VE150AT 와 VE150AR 에 전원 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Q.

A.

관련�제품

CE100 / CE250A / CE350 / CE370 / CE700A / CE75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 CE610A /
CE611 / CE620 / CE624 / CE820 / CE920 / VE170 / VE200 / VE150A / VE022 / VE156 / VE800A /
VE803 / VE810 / VE602 / VE600A / VE901 / VE812 / VE1812 / VE811 / VE813A / VE801 / VE802 /
VE1830 / VE814A / VE601

관련�제품

VC180 / VC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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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화면 문제

Q.

A.

49

50

특정 PC에 VE801을�연결하면 HDMI Out LED가�깜빡이지�않고�계속�들어와�있습니다.
HDMI Out LED 상태에�차이는�무엇입니까?

VE829 설치�진행�중에�페어링이�되지�않아�프로젝터에서�화면�출력이�되지�않습니다.
소스�장치는�노트북이며, 페어링�방법�안내�부탁�드립니다.

HDMI Out LED 가 계속 들어와 있으면 소스 장치에서 HDCP Key 가 전송되는 것이고, 깜빡이면 소스
장치에서 전송되는 HDCP Key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어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VE829T 와 VE829R 의 전원을 분리합니다.
❷  VE829T 의 전원 버튼을 누른채로 전원을 연결하고， LED 가 오렌지 색으로 깜빡이면
       전원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❸  VE829R 도 같은 방식대로 합니다.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스크린에 진행 바가 보여집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E801 / VE901 / VE1812 / VE811 / VE802

VE829 / VE849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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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51

52

PDP와�프로젝터를 VM0404HA에�연결�후�프로젝터�출력이�안됩니다. 프로젝터는 Output 2번�포트
에�연결， 1024x768 해상도까지�지원하고, PDP는 Output 1번�포트에�연결， 1280x768 해상도까지 
지원합니다. (PDP는�정상�출력)

DID 6대와 PC 3대가 VM0808HA 입/출력으로�연결되어�있으며, 증상은 6번�모니터에 PC 1번의
화면을�띄우면 PC 우측�하단만�출력됩니다. 다른�모니터에 PC 1번의�화면을�띄워도�동일하고，
PC 2，3번의�화면을�개별�모니터에�각각�띄워도�동일하게�출력됩니다.

ATEN VM 매트릭스는 4 가지 EDID 를 제공합니다.

❶ ATEN EDID               ❷ PORT 1 EDID               ❷ Remix EDID               ❹ Auto EDID

사용 환경에 따라 EDID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각기 다른 사이즈(지원 해상도 상이)에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Remix 또는 Auto EDID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DID 에서 지원하는 타일 기능(비디오 월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DID 설정에서 타일 기능을 비활성화 하면 해결됩니다.

Q.

A.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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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53

54

VM0808HA 입력단자에�카메라 3대를�연결하고, Cisco Room Kit Pro 코덱�장비를�연결하여�설치
되어�있습니다. 2번포트의�카메라는�정상적으로�출력되며， 1，3번에�연결�되어있는�카메라는�코덱 
장비를�거치면�색상이�다르게�출력이�되고�있습니다. 1, 3번�카메라를�다른�포트로�연결하면�정상적
으로�출력이�되고�있습니다.

VM3200에 VM7808 및 VM8804 모듈을�사용하였으며， AOC 케이블을�통해 PC와�카메라의�입력
소스를 6x3 비디오월과�제어실의 PC 모니터의�출력�장치에�출력하는�구성입니다. 
VM3200을�전원이�꺼지고 1시간�이상이�지난�후에�부팅�시， 불특정 DID에서�화면이�출력되지�않는
문제가�간헐적으로�발생합니다.

Cisco Room Kit Pro 코덱 장비는 HDCP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VM 매트릭스 설정에서 매트릭스 입/출력 
HDCP를 비활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HDCP 비활성화 후에도 동일 증상이 발생하면, VM 매트
릭스 EDID 모드를 Customized로 변경 후, Cisco Room Kit Pro 코덱이 연결된 VM0808HA의 Output 의 
EDID로 모든 출력 포트가 통신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매트릭스를 통해 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때 신호를 감쇠 되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매트릭스 설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매트릭스 스케일러 해상도를 720P로 설정하여 전송 대역폭을 
낮추면 해결가능합니다.

Q.

A.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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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55

56

모니터 4개를 VM51616H 비디오�매트릭스�스위치에 Output에�연결하고 Avaya社의 CU360
코덱(카메라와�화상회의�기기가�결합된�제품)을�비디오�매트릭스�스위치 Input에�연결�구성으로
설치�한�후�코덱�화면�출력이�되지않는�증상이�발생합니다.

노트북  >  VM5404H  >  VC881  >  프로젝터�순으로�연결되어�있습니다. 
프로젝터를�먼저�켜고 VM5404H를�켜면�잘�나오는데， VM5404H를�먼저�켜고�프로젝터를�켜면
화면�출력이�되지�않는�증상이�발생합니다.

Avaya 社에서 CU360 코덱의 스케일링 기능을 수정하여 해당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해당 증상은 VC881 과 VM5404H 호환성 문제로 VC881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 가능합니다.

Q.

A.

관련�제품

VM5404H / VM5808H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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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57

58

VM5808H로�비디오�월을�구성하였는데， 설정한�프로파일로�적용하면�화면이�잘려진�것처럼�출력
되는�증상�및 1:1로�출력을�했을�경우에도�화면이�월�구성이�된�것처럼�잘린�화면으로�출력되는�증상
이�발생합니다.

VM5808H 설치�후 Port 1 ~ Port 6 까지�화면�출력이�되지�않습니다.
케이블은 2L-7D20H 케이블을�사용�중입니다.

이 문제는 DID 에서 지원하는 타일 기능(비디오 월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DID 설정에서 타일 기능을 비활성화 하면 해결됩니다.

15M 이상 HDMI 케이블은 입력/출력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설치 시 입/출력 단자를
확인 하시고 연결해야 합니다.

Q.

A.

관련�제품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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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59

60

KT의 IC1000이라는�셋탑�박스를�새로�연결했는데�모니터에서�깜빡임�증상이�나타납니다.
VM5808H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문의드립니다.

VS182A와�시스코 DX80 모니터�연결�시�화면�미�출력�증상이�발생합니다.
해결�할�수�있는�방법�문의드립니다.

IC1000 셋탑 박스는 HDCP 2.2 를 지원하며, VM5808H 는 HDCP 1.4 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해당 셋탑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HDCP 2.2 지원하는 VM6809H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VS182A 와 시스코 DX80 모니터 HDCP 호환 문제로 발생한 증상입니다.
VS182A HDCP 버전은 1.4 이며, 시스코 DX80 모니터는 HDCP 버전 2.2 를 지원합니다.
HDCP 2.2를 지원하는 VS182B를 사용하시면 정상 출력 됩니다.

Q.

A.

관련�제품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6404H / VM6909H / VM6404HB / VM0404HB / VM0808HB

VS182B / VS1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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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61

62

VS184A 출력�단에�모니터 3대를�연결하였는데�모든�모니터에�화면�테두리가�까맣게�나오고
중앙에�조그맣게�출력됩니다.

VS184B를�이용해서 4K 해상도를�사용하려고�합니다.
입/출력 HDMI 케이블�몇 m까지�연결�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Port 1 EDID 설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VS184A EDID 설정 방법은 ATEN KOREA 기술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  :  HDMI 2.05M
・ 출력  :  HDMI 2.05M

Q.

A.

관련�제품

관련�제품

VS182A / VS182B / VS184A / VS184B

VS182B / VS1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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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63

64

CL3108 구입�후�처음�설치한�제품인데�화면이�번짐으로�선명한�화면을�볼�수가�없습니다. 
초기�불량인가요? 연결된 PC 들의�해상도는 1280x1024x75H입니다.

두�대의 PC에�키보드와�마우스는�각각�연결하고�모니터 1대를�공유하는�구성으로�사용하고자�합니다.
 CS62US의 VGA 커넥터만 PC에�연결하고�콘솔 Port에는�모니터를�연결하였는데�화면이�출력되지 
않습니다. CS62US에도 LED가�꺼져�있은데�혹시�오래된�제품이라�불량인가요? (10년 전 구입 제품)

해당 제품은 주파수가 60Hz일 때에 최적 해상도를 출력합니다. PC의 해상도를 1280x1024x60Hz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CS62US는 전원 아답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PC의 USB Port로부터 DC 5V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하는데 VGA Port에만 연결하였으니 당연히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USB를 두 PC 중 한 대만이라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이므로 USB 
전원이 공급된 후에도 동일 증상이면 A/S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A.

관련�제품

관련�제품

CL3108 / CL3116 / CL3884NW / CL5708 / CL5716 / CL5708I / CL5716I / CL5808 / CL5816 / CL6708MW / 
KL1108V / KL1116V / KL1508A / KL1516A / KL1508AI / KL1516AI

CS62US / CS64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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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65 CS1308에�연결된�모든 PC의�해상도가�연결된�모니터�지원�해상도와�다르게�설정됩니다.
(PC와 KVM 사이 2L-5205U, 모니터�케이블 3M)

Video DynaSync™ 는 특허 받은 ATEN 기술이며 ATEN KVM 스위치에서 매우 유일무이한 기능으로 
최적의 비디오 해상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 cation Data)로 알려
진 데이터 구조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에서 사용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KVM 스위치가 EDID 지원 모니터에 연결되고 켜지면 KVM 스위치는 모니터의 EDID
를 읽고 이를 비 휘발성 기억장치에 저장합니다. 이 메모리는 Video DynaSync가 장착된 KVM 스위치
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는 DDC 감지를 사용하여 KVM 스위
치의 저장된 EDID를 즉시 읽을 수 있는데， RGB 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면 모니터로부터 EDID를 읽어  
기억장치에 저장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KVM 스위치 자체의 EDID를 사용하게 되므로 모니터에 맞지 
않은 해상도로 설정되어 발생하는 증상 입니다.  OS가 Windows인 PC에서 VGA 케이블 정상 확인 방법 
PC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모니터를 PC에 직접 연결(동일 VGA 케이블 사용)한 후 PC의 전원을 켜시기 
바랍니다. 장치관리자에서 모니터가 일반 PNP 모니터인지 일반 비 PNP 모니터 인지 확인하십시오.  
일반 PNP 모니터 인경우 VGA 케이블은 정상입니다.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CS1768 / CS1788 / CS1732B / CS1734B
/ CS82U/CS8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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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화면�번짐�증상이�나타나 UTP 케이블�및 VGA 케이블을�교체하였으나�동일�증상이�발생합니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화질은 거리에 따라 저하될 수 있으므로 CE770RQ의 전면 패널에 있는 푸시 버튼
으로 리모트 콘솔의 비디오 화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 버튼과 선택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자동 감지 기능이 실행되어 정상 출력 됩니다.

Q.

A.

관련�제품

CE770 / CE370 / CE775

Q.

A.

66 CL3800NW 제품에 HDMI / DVI / RGB를�지원하는데 3개를�모두�연결하고�핫키를�통해서�모니터 
신호를�선택할�수�있는�건가요?

지원하지 않습니다. 3개의 인터페이스 중 1개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L380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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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대의 pc를�동시에�부팅�할�경우�처음�선택된 pc 외의�나머지 3대의�화면이�출력�되지�않거나�원하는 
해상도로�출력되지�않습니다.

Video DynaSync™ 는 특허 받은 ATEN 기술이며 ATEN KVM 스위치에서 매우 유일무이 한 기능으로 최적의 
비디오 해상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로 알려진 데이터 
구조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에서 사용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KVM 스위치가 EDID 지원 모니터에 연결되고 켜지면 KVM 스위치는 모니터의 EDID를 읽고 이를 비 휘발성 
기억장치에 저장합니다. 
이 메모리는 Video DynaSync가 장착된 KVM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는 DDC 감지를 사용하여 KVM 스위치의 저장된 EDID를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EDID 신호를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없는 KVM 스위치(CS74U)는 컴퓨터가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자동으로 
설정 할 수 없게 합니다. 이런 KVM 스위치는 느린 화면전환과 모니터의 최적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거나 
화면이 흐리거나 화면이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결된 모든 PC를 Port가 선택된 상태에서 부팅하시기 
바랍니다.

Q.

A.

관련�제품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M1164A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284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842 / CS1844 / CS1964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CS1768 / CS1788 / CS1798/ CS17916

Q.

A.

68 내장�그래픽카드를�사용하고�있다가�외장�그래픽카드를�설치하였는데�화면이�출력이�안됩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에 연결된 KVM 스위치의 VGA커넥터를 외장 그래픽카드로 옮겨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추가 할 경우 사용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하려면 PC의 C-Mos 
Setup에서 설정 변경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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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두�대의 CE600 모두�화면이�깜박거립니다. 두�대�모두�같은�증상이므로�제품�문제보다�호환성 
문제로�판단되는데�해결�방안이�있을까요? 해당�모니터�모델명은�삼성전자 LS27R35AFHKX-
KR입니다. 다른�모델의 Extender로�변경�가능하니�확인�부탁드립니다.

당사 Test 룸에서 다른 모델의 모니터는 정상 출력되는데 동일 모델의 모니터로 Test한 결과 동일 증상이 
발생합니다. 호환성 문제로 판단되며 동급 사양의 CE611로 Test 하였는데 정상 동작합니다. 
CE611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Q.

A.

관련�제품

CE600 / CE611

Q.

A.

70 최근 CS782DP 제품을�사용하려고�구매했습니다. 그런데�삼성C49RG9 모니터에서�화면이�출력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는 5120 x 1440 이고�해당 KVM은 4096 x 2160 해상도를�지원하니�되지�않을까 
했는데�안되네요. 펌웨어로�해결�가능한지�만약�호환이�안�된다면�제�모니터에서�사용�할�수�있는 KVM 
제품이�있는지�궁금합니다.

아직 ATEN KVM 스위치 중 5120 x 1440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관련�제품

CS78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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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2 CS82U를�사용�중인데�모니터�화면이�지속적으로�깜박여�사용이�불가합니다. 
다른 CS82U로�교체해�보았으나�동일�증상�발생합니다.

Video DynaSync™ 는 특허 받은 ATEN 기술이며 ATEN KVM 스위치에서 매우 유일무이한 기능으로 
최적의 비디오 해상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 cation Data)로 알려진 데이터 구조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에서 사용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KVM 스위치가 EDID 지원 
모니터에 연결되고 켜지면 KVM 스위치는 모니터의 EDID를 읽고 이를 비 휘발성 기억장치에 저장합니다. 
이 메모리는 Video DynaSync가 장착된 KVM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는 DDC 감지를 사용하여 KVM 스위치의 저장된 EDID를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S82U와 모니터 사이의 VGA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경우 DDC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여 CS82U
는 EDID를 받을 수가 없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에 EDID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에 모니터가 
깜박거리게 됩니다. 다른 VGA 케이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PC에 모니터를 직접 연결하여 장치관리자의 모니터를 확인하여 일반 PNP 모니터로 표시되면 정상
 케이블입니다.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CS1768 / CS1788 / CS1732B / CS1734B
/ CS82U/CS8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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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두�대의 PC 중�한�대를�새 PC로�교체�후�해상도�문재가�발생하였습니다. PC를 Reboot 하였는데도 
동일�증상입니다. 장치관리자의�모니터는�일반 PNP 모니터를�사용하고�있으며�디스플레이�설정에서 
디스플레이가 KVM 모니터입니다.

KVM 스위치가 모니터로부터 EDID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KVM 스위치의 자체 EDID를 사용하여 발생
한 문제입니다. PC의 전원이 모니터의 전원 보다 먼저 인가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모니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두 대의 컴퓨터에서 USB를 모두 제거하여 KVM 스위치의 전원을 Off 한 후 USB를 
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KVM 스위치는 모니터로부터 EDID를 제공받아 메모리에 기억하고 KVM 스위치
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는 DDC 감지를 사용하여 KVM 스위치의 
저장된 EDID를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EDID 신호를 올바르게 처리한 컴퓨터는 최적의 비디오 해상도로 
설정됩니다. PC에 따라서는 Reboot해야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A.

관련�제품

CS62A / CS64A / CS62S / CS22U / CS62US / CS64US / CS22D / CS682 / CS22H / CS692 / CS22DP / 
CS62KM / CV211

Q.

A.

73 CS1844에 2대의 PC를�연결하여 Test 중입니다. 
설치된�두�대의�모니터�중에 A 포트의�모니터만�출력됩니다.

CS1844는 4-포트 USB 3.0 4K HDMI 듀얼 Display KVMP™ 스위치입니다. 두 개의 HDMI 입력이 있어야 
두 대의 모니터에 화면이 모두 출력 됩니다. 각 KVM Port의 A HDMI 커넥터로 입력된 비디오 소스는 콘솔 
포트 A로 출력되고， B HDMI 커넥터로 입력된 비디오 소스는 콘솔의 B로 출력 됩니다.

관련�제품

CS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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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5 CS1708의�콘솔을 CE700A를�이용하여 20M 연장한�구성입니다. 모니터는 CE700AL에는�연결하지 
않았고 CE700AR에만�연결한�상태입니다. PC를 Reboot 하였고 CS1708과 CE700A의�전원을�모두 
재인가�해보았으나�모니터의�최적�해상도로�설정되지�않습니다.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 cation Data)로 알려진 데이터 구조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에서 사용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KVM 스위치가 EDID 지원 모니터에 연결되고 켜지면 KVM 스위치는 모니터의 EDID를 읽고 이를 
비 휘발성 기억장치에 저장하는데 이 메모리는 Video DynaSync가 장착된 KVM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는 DDC 감지를 사용하여 KVM 스위치의 
저장된 EDID를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해상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KVM 스위치가 모니터로부터 EDID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KVM 
스위치의 자체 EDID를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CE700A를 사용할 경우 CE700AL에 연결된 모니터로부터 EDID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CE700AL에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EDID를 제공받을 수 없는 구성입니다. CE700AL에 모니터를 연결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VGA EDID 에뮬레이터(2A-130G) 사용을 권장합니다.

관련�제품

CS1708 / CE7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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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6 모니터의�지원�최대�해상도는 1920X1080인데 KVM 스위치�콘솔에�연결하면�최대�해상도가 
1024X768 입니다. 호환성�문제�인가요?

VGA 케이블 문제로 판단됩니다. 
Video DynaSync™는 특허 받은 ATEN 기술이며 ATEN KVM 스위치에서 매우 유일무이 한 기능으로 
최적의 비디오 해상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 cation Data)로 알려진 
데이터 구조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에서 사용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KVM 스위치가 EDID 지원 모니터에 연결되고 켜지면 KVM 스위치는 모니터의 EDID를 읽고 
이를 비 휘발성 기억장치에 저장합니다. 
이 메모리는 Video DynaSync가 장착된 KVM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는 DDC 감지를 사용하여 KVM 스위치의 저장된 EDID를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EDID 신호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는 VGA 케이블 사용 시 KVM 스위치는 모니터의 EDID를 
읽어 올 수 없으므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할 수 없게 합니다. 

OS가 Windows인 PC에서 VGA 케이블�정상�확인�방법 
PC 전원을 끈 상태에서 모니터를 PC에 직접 연결(동일 VGA 케이블 사용)한 후 PC의 전원을 켭니다. 
장치관리자에서 모니터가 일반 PNP 모니터인지 일반�비 PNP 모니터인지 확인하십시요. 
일반 PNP 모니터인 경우 VGA 케이블은 정상입니다.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CS1768 / CS1788 / CS1732B / CS1734B
/ CS82U/CS8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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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산업용 PC (Windows10 Pro) 비디오카드 : Geforce 6800, 모니터 : LS19E45K, 
구성 : PC  >  CS1734B  >  RGB 7m Cable, 모니터�특이사항 : PC에 RGB포트가�없어 DP to VGA 
Converter를�사용하고�있는데�화면이�깨집니다.

해당 산업용 PC의 디스플레이 아답터(Geforce 6800)와의 호환성 문제로 판단되어 CS1734A로 
교체한 결과, 정상 동작하였습니다.

Q.

A.

관련�제품

CS1914 / CS1912 /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1942DP / CS1944DP / CS1953 / CS1964 
/ CS782DP

Q.

A.

77 CS1914에�연결된�모든 PC의�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모니터는 HDMI Port만�존재하므로 
DP to HDMI 컨버터(DPH2001-D5)를�사용했습니다.

CS1914의 콘솔 DP Port에 DP to HDMI 컨버터를 사용할 경우 전원 부족으로 인해 화면이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원 공급 가능하다면 확인 바랍니다. 전원 공급으로도 동일 증상이 발생한다면 
호환성 문제 이므로 당사 제품 DP to HDMI Active 컨버터(VC986)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7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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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9 NVR(XRN1610， 1610X)， 해상도 1280X 1024X60Hz 설치�전�두�대의 NVR을�연결하여 Test 중입니다. 
오토�스캔�시�검정�화면 2회 3초간�발생�후�정상�화면�출력됩니다. 설정�변경으로�조정�가능�한가요?

Auto scan을 통해 port 전환 시， Push button과 Hotkey에 비해 느린 이유는 펌웨어 code 상에 정해진
Port ID Display 표시 시간 설정이 Push button/Hotkey와 상이하며， Port ID Display 표시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환하는 데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❶ Push button 또는 Hotkey 로 port 전환 시： 
     검정화면 출력 → Port ID Display 대략 3초간 표시 (펌웨어 code 상으로 대략 3초를 정해 놓았으나，
     OSD를 통해 Port ID Display 표시해제 가능) → 검정화면 출력 → PC2 화면 출력 

❷ Auto scan으로 port 전환 시 (PC1 > PC2)： 
검정화면 출력 → Port ID Display 대략 5초간 표시 (펌웨어 code 상으로 대략 5초로 정해 놓았으며，
이 정해진 수는 조정이 불가하며， OSD를 통해 Port ID Display 해제 불가) → 검정화면 출력 → PC2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CS1754 / CS1758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S19208 / CS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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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80 화면이�지속적으로�깜박거려�사용할�수가�없네요. 모니터는 LG 24BK550Y인데�호환성�문제인가요?

VGA 케이블 문제로 판단됩니다. 
Video DynaSync™는 특허 받은 ATEN 기술이며 ATEN KVM 스위치에서 매우 유일무이 한 기능으로 
최적의 비디오 해상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 cation Data)로 알려진 
데이터 구조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에서 사용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KVM 스위치가 EDID 지원 모니터에 연결되고 켜지면 KVM 스위치는 모니터의 EDID를 읽고 
이를 비 휘발성 기억장치에 저장합니다. 이 메모리는 Video DynaSync가 장착된 KVM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는 DDC 감지를 사용하여 KVM 스위치의 저장된 
EDID를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단방향 DDC통신) VGA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모니터로부터 
EDID를 받지 못하게 되어 수시로 모니터에 재 전송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때에 화면이 깜박거리게 
됩니다. 

* OS가 Windows인 PC에서 VGA 케이블�정상�확인�방법 
PC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모니터를 PC에 직접 연결(동일 VGA 케이블 사용)한 후 PC의 전원을 켭니다. 
장치관리자에서 모니터가 일반 PNP 모니터인지 일반�비 PNP 모니터인지 확인하십시요. 
일반 PNP 모니터 인 경우 VGA 케이블은 정상입니다.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CS1768 / CS1788 / CS1732B / CS1734B
/ CS82U/CS8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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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e, Anywhere

40년의 꾸준한 기술혁신과 경험

시장 변화의 빠른 대처 능력

ATEN의 기술 지원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문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공합니다.

40년의 기술혁신과 경험을 가진 업계 선두 주자로서 기술 지원 서비스도 ATEN 기술 교육 인증을 통과한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TEN은 캐나다, 대만, 중국에 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IT 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02 467 6789
이메일   support@aten.co.kr
온라인 서비스(eService)   https://eservice.aten.com/eServiceCx/Common/FAQ/list.do?lang=ko_KR
카카오 플러스

AnytimeI nnovation

ServiceP rofessionalKnow-how

IT Technology

Anywhere

신뢰 할 수 있는 ,
ATEN 기술 지원 서비스



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01

02

CS62US 제품은 USB 허브를�지원하는지�문의드립니다.

CS64US 키보드의 ScrLk / Num LED가�점멸되며�키보드가�동작하지�않습니다.

마우스 에뮬레이션을 비활성화 하면 USB 허브를 지원합니다.

❶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❷ [-]를 눌렀다 뗍니다.
❸ [Num Lock]을 뗍니다. (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됩니다.)
❹ [M]을 클릭한 후 [Enter]을 클릭합니다.
USB 허브 사용시 외부 전원이 인가되는 허브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현 상태는 포트 전환을 위해 대기중인 상태라서 원래 키보드/마우스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트 전환을 하시려면 포트 넘버+Enter 키를 입력하시고， 원치 않으신다면 Esc 키를 눌러
빠져나가 주십시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22U / CS22D / CS22DP / CS52 / CS52A
(*핫키 사용 없이 USB 마우스 포트에 연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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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A.

03 CS692 제품에 'Topre Realforce R2' 키보드�연결�시�인식이�되지�않거나�오동작이�일어납니다.
'Realforce R1' 키보드는�정상적으로�인식하여�사용하였습니다.
CS692 제품이 'Realforce R2'를�지원할�수�있도록�지원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ATEN KVM 스위치 키보드 / 마우스 포트에는 에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포트 전환 시 키보드 마우스 인식을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며 이 기능으로 인하여
기계식 키보드 또는 Gaming 키보드 연결 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해당기능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일반 키보드 연결
❷ [NumLK] 키를 누른 상태에서
❸ [-] 키를 누르고, [-] 키를 떼고,
❹ [NumLK] 키를 뗍니다.
❺ [N] 키를 누르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참고�사항
에뮬레이션이 OFF 되면 포트 선택 시 CS692 키보드 포트를 통해 키보드 신호는 PC 에 직접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PC 는 키보드를 재 인식하기 때문에 2 초에서 길게는 5 초까지 USB 를 인식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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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A.

04 기존에�사용하던�무선�마우스가�고장이�나서(MICROSOFT WIRELESS MOUSE 5000) 새로 
마우스를�구매하였습니다.(Logitech G304) 하지만 usb를�꽂아도�마우스가�작동하질�않습니다.

ATEN KVM 스위치 키보드 / 마우스 포트에는 에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포트 전환 시 키보드 마우스 인식을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며 이 기능으로 인하여
특정 다기능 마우스 또는 Gaming 마우스 연결 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해당기능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일반 키보드 연결
❷ [NumLK] 키를 누른 상태에서
❸ [-] 키를 누르고, [-] 키를 떼고,
❹ [NumLK] 키를 뗍니다.
❺ [M] 키를 누르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참고�사항
에뮬레이션이 OFF 되면 포트 선택 시 CS692 키보드 포트를 통해 키보드 신호는 PC 에 직접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PC 는 키보드를 재인식하기 때문에 2 초에서 길게는 5 초까지 USB 를 인식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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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05

06

타사 KVM 스위치에�기계식�키보드가�동작하지�않아 ATEN CS692 KVM 스위치로�교체해야�할지�검토 
중�입니다. 타사 KVM의 USB 버전이 1.1이라고�하던데 USB 버전�때문에�발생하는�문제�같습니다.

CS62US의�키보드�마우스를�연결하여�사용하는데, 키보드�마우스�작동은�정상�작동하지만�포트�변경 
핫키가�작동되지�않습니다.

USB 버젼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수 기능이 포함된 기계식 키보드와 KVM 스위치의 
에뮬레이션 기능과의 호환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호환성 문제를 없애려면 키보드 에뮬레이션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키보드 핫키를 이용해 Port 전환을 할 수가 없으니 원격 
포트 선택기 혹은 마우스 휠을 이용해 Port 전환할 수 있습니다.

CS6SUS 제품의 키보드 마우스 USB 포트는 전용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보면 키보드 마우스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42 /
CS1744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308 / CS1316 / CS1754 / CS1758 / CS1708A CS1716A

관련�제품

CS692 / CS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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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07

08

CS22D 설치�후 Port를�전환할�경우�키보드와�마우스가 5분�정도�지나야�동작합니다.
제품이�불량인지�문의드립니다.

모니터�화면과�키보드는�정상�동작�하는데�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참고로�마우스는 USB Type이고 PS/2 to USB 젠더를�사용합니다.

CS22D 의 경우 키보드 및 마우스 에뮬레이션 기능이 없어 매번 Port 를 전환 할 때마다 키보드와 마우스
드라이버가 새로 설치 하는데，PC 에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 할 경우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 시간이 5 분정도 소요 된다면 PC 환경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❶ 시작  >  장치 및 프린터   >  장치 중 PC 아이콘에 우측 마우스 클릭   >  장치 설치 설정  >  아니오， 
      작업을 직접 선택합니다.
     (Windows Update 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선택 후 변경 내용 저장
❷ 키보드 관련 보안 프로그램 삭제

PS/2 to USB 젠더 사용 시 신호 변환 시 키보드 마우스 시그널 데이터 누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ATEN PS/2 제품에는 PS/2 to USB 젠더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62S / CS62A / CS64A / CS82U / CS84U / CS82A / CS84A / CS9134 / CS9138 / CS1308 / CS1316 / 
CE250A / CE350 / CE370

CS22U / CS22D / CS22H / CS2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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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09

10

내부망 / 외부망�분리를�위해 CS82U KVM스위치를�사용�중입니다. 기존에�연결하여�사용하던�로지텍 
키보드， 마우스에서�키보드만 Leopold기계식�키보드로�변경하여�키보드USB 꽂는�곳에�연결하였는데
① 내부망에서는�새로�연결한�키보드와�기본�마우스가�잘�작동
② 외부망도�윈도우계정�로그인�화면이�켜지기�전�회사�네트워크�로그인�시�키보드가�인식됨
③ 그런데�외부망�윈도우가�켜지면�키보드�뿐만�아니라�마우스도�같이�인식이�되지�않습니다.
내부망으로�들어가면�둘�다�다시�잘�됩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CS22U 설치�후�사용�중 CMOS에서는�키보드 / 마우스가�동작하는데�윈도우로�진입하면 
키보드 / 마우스가�안됩니다.

해당 PC 의 Intel Chipset이 100 Series 입니다.
USB 3.0 드라이버와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KVM 이 설치된 PC 의 USB Port 가 3.0 일 경우 2.0 Port 로 재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❶ CMOS 설정에서 XHCI 를 비활성화
❷ 장치관리자에서 USB 3.0 컨트롤러를 삭제

관련�제품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82U / CS84U

CS22U / CS22D /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82U / CS8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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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11

12

CS62US 망분리�설치�후�사용�중�키보드�및�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설치 2주�정도�지났는데�여러�자리에서�문제가�산발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PC  >  10m USB 케이블  >  CS62US  >  키보드(로지텍 K120) + 마우스�구성입니다.
위�구성으로�설치�후�키보드 / 마우스�동작이�안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❶ PC Win 7 (Intel 100 series : 컴트리 CSG-5654B8， Redstone VITORSS-565s2PE)
      - Intel(R)_USB_3.0_eXtensible_Host_Controller_Driver Upgrade Ver. 4.0.3.49(2015-11-20)
     > Ver. 5.0.4.43(2017-05-11)
❷ PC Win 7 (Intel 8 Series : Redstone VITO RSH-546PE， 삼보 DG345)
      - C-Mos Setup 설정 변경 : xHCI Disable
      - XHCI 설정 항목 없는 PC : Intel USB3.0 확장 가능한 호스트 컨트롤러 드라이버 삭제
❸ 장치 설치 설정을 Windows 에서�장치에�대한�드라이버�소프트웨어�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설정

ATEN KVM 연결 시 일반 USB 케이블은 최대 5M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S22U / CS22D / CS22DP /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308 / CS1316 / CS1754 / CS1758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관련�제품

CS22U / CS22D /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82U / CS8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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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13

14

무선�키보드를�사용�중인데�핫키 Scroll Lock 키가�없어 Port 전환을�할�수가�없습니다.
다른�키로�변경�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CS724KM 사용�중�윈도우7에서는�포트�전환�시�폴더가�다�내려가는�증상이�나타나며, 
윈도우 XP에서는�마우스가�갑자기�사라지는�증상이�나타나는�문제가�발생합니다.

Ctrl 키로 변경 가능 합니다. 모든 핫키 동작은 핫키 설정 모드를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핫키 설정 모드(HSM)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❶ Num Lock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❷ [-] 키를 눌렀다 떼십시오.          ❸ Num Lock 를 떼십시오.  
[Num Lock] + [-]; HSM 이 활성화되었을 때 Caps Lock 과 Scroll Lock LED 는 HSM 이 실행중임을 
가리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깜박입니다.          ❹ [T] 키를 누르십시오.

CS724KM 포트 전환 후 폴더창 사라지는 문제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미리보기�기능을�비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  >  성능 정보 및 도구  >  시각 효과 조정  >  바탕 화면 구성 사용 체크 해제
또한 윈도우 xp 에서 마우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증상은 
제어판   >  마우스 속성에서 포인터 옵션   >  포인터 속도를 빠름으로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X]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308 / CS1316 / 
CS1754 / CS1758 / CS1708A / CS1716A

관련�제품

CS724KM

11



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15

16

CS231에�일반�키보드, 마우스를�연결하면�정상�동작하는데�트랙�볼�키보드만�연결하면�동작이 
되지�않습니다. CS231에서�정상�동작하는�트랙�볼�키보드가�있는지�문의드립니다.

CS82U USB 콘솔을 UCE60을�이용하여�연장했습니다.
간헐적으로�키보드�마우스가�작동하지�않습니다.

ZIO사의 TMK300U를 사용하면 CS231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장치의 신호가 끊기는 증상은 제품의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전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UCE60 의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308 / CS1316 / 
CS1754 / CS1758 / CS1708A / CS1716A

관련�제품

CS231 / C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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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A.

18 CS1308 사용�중이며, 특정 PC 1대만�키보드 / 마우스가�동작되지�않습니다.
CS1308 콘솔에는 PS/2 키보드 / 마우스�사용하고�있습니다.

특정 포트만 불량인 경우 부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❶ 키보드 / 마우스를 PC 에 직접 연결하여 확인
❷ 문제 발생 PC 와 케이블을 정상인 포트로 연결하여 확인
❸ KVM 케이블 교체하여 확인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82DP /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782DP / CS1732B / CS1734B / CS82U / CS84U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9134 / CS9138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Q.

A.

17 CS1794의�콘솔�키보드와�마우스를 30M 떨어진�곳에서�사용하기�위해 USB 연장�케이블(30M)을
사용했는데�키보드와�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USB 연장�케이블은�타사�제품이며�전원�어댑터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후면 USB 2.0 Port에�연결하면�정상�동작�하는데 Port 전환을�할�수가�없습니다.

USB 연장케이블(30M)는 일반 USB 케이블이 아닙니다. 일종의 USB 장치인데， CS1794 콘솔 Port의 
키보드 마우스 Port 는 전용 Port 로 키보드 및 마우스와의 USB 장치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키보드 연장은 당사 제품 중 UCE60 을 사용하여 키보드 Port 를 이용하고 마우스는 기존 USB 연장 
케이블을 이용하여 CS1794 의 USB 2.0 Port 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CS1912 / CS1922/ CS1914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732B / 
CS1734B / CS1792/ CS1794 / CS1822/ CS1844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308 / CS1316 / CS1754 / CS1758 / CS1708A / CS1716A

13



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19

20

CS1308 CCTV용으로�사용중인데�키보드�마우스가�작동이�안됩니다. 이전에는�전면�버튼을�누르면 
소리가�한번�나오면서�포트가�변경되었는데�지금은�소리가�두번�나면서�변경도�안되고�키보드�마우스
도�안됩니다.  사용환경 -  녹화장비 3대에 모니터를 다이렉트로 연결 후 CS1308을 usb로만 사용

CS1798 설치�후�사용�중�키보드만�작동되고�마우스는�작동이�안되고, 키보드로�입력하면�연결되어
있는 PC에�동일하게�입력되는�증상이�발생합니다.

CS1308 제품은 전원이 재부팅이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S1308 로컬에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로그인 비활성화 기능 사용  ⇨  OSD   >  F4(ADM)   >  Set Login mode 비활성화
❷ 제품 재부팅 후 enter * 2 번 클릭(계정이 없는 경우 가능)

현재 제품이 브로드 캐스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우스는 작동이 안되고
키보드는 입력이 되는 증상입니다.
OSD에 들어가서 F6번을 눌러 브로드 캐스트 모드를 비활성화 시키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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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21

22

CS1754 구매해서�설치했는데�키보드�마우스가�작동이�안되는�증상이�발생합니다.

CS1308에 PC 및 NVR등을�설치�중�입니다. 그�중에�하이크비젼 NVR(DS-7716)만�키보드는
동작하는데�마우스는�동작하지�않습니다. Stand alone NVR의 OS는 Linux로�알고�있습니다.

ATEN KVM 스위치를 사용하여 PC/서버와 연결 할 때 ATEN KVM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KVM 마다 호환되는 케이블이 있으니 구매 시 ATEN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C에 CS1308을 연결하면 관련된 USB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이 드라이버는 OS에서 호환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스탠드 얼론 NVR의 OS Linux에서 일부 지원하지 않아 키보드 혹은 마우스가 동작
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 합니다. 기존 KVM 케이블(2L-520xU)을 2L-520xUP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72U / CS74U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1216A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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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23

24

PC 기반의 NVR 4대�모두�키보드와�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OS는 Windows10이고�장치관리자에�알�수�없는�장치가�나타납니다.

한화테크윈 NVR을 CS1316에�연결할�경우�마우스가�동작하지�않는�증상이�발생합니다.

아래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CS1308 OSD 메뉴에서 F4 ADM   >  SET OPERATING SYSTEM 을 선택하여
각 Port의 운영체제를 SUN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한화테크윈 고객서비스센터에 NVR 대한 USB 정보를 확인한 결과 후면의 USB Port 는 3.0 이고
전면의 USB Port는 2.0 입니다. CS1316 제품 연결 시 NVR 전면 USB에 연결하시면 정상 작동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CS1308 / CS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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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25

26

연결할�서버가 USB 밖에�없어서 2L-5202U 케이블을 CL1008과�서버�사이에�연결했는데
키보드 / 마우스가�작동이�안됩니다.

CE700A LED가�로컬�쪽에�고정�되어있고， 리모트�쪽에서�키보드/마우스�동작이�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CL1008 은 PS/2 인터페이스만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❶ 2L-5202P + UC10KM(PS2 to USB) 연결
❷ 2L-5202UP 연결
위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E700AL(송신기)에 AUTO/Local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로컬과 리모트 우선권을 선택할 수 있고, 로컬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L1008 / CL1016

CE250A / CE700A

17



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A.

27 넷메이트 社의 PS/2 to USB 컨버터를�사용해 CE250A를 PC에�연결�후�키보드 / 마우스�동작이
안됩니다. 어떻게�하면�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 ATEN에서도 PS/2 to USB 컨버터를�판매한다면
제품�모델명�문의드립니다.

ATEN UC10KMA(PS/2 to USB 컨버터)를 사용하면 해결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S62S / CS62A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S9134 / CS9138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L1000 / CL1008 / CL1016 / CL3000 / CL5800 / CL3108NX / CL3116NX / 
CL1308 / CL1316 / CL5708 / CL5716 / CL5808 / CL5816

Q.

A.

28 CS1784A 콘솔에�로컬�및�리모트에서�키보드�마우스�제어�가능한�연장기�문의와�키보드/마우스 
권한�제어�가능한�제품이�궁금합니다.

요구 사항과 구성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❶ 요구사항  -  PC 그래픽 카드 DVI-I 지원

                          -  CS1784A 패키지 케이블은 DVI-D이기 때문에 DVI-I 케이블로 교체 연결

                          -  CS1784A 콘솔 DVI to VGA 젠더 사용
❷ 구성  -  PC(DVI-I) DVI-I 케이블 CS1784A(DVI-I 젠더) CE700A/CE750A
                 -  CS1784A의 CE700A/CE750A 연결 시 USB 마우스 포트에 연결

관련�제품

CE700A / CE750A / KE6922R / KE6922T / KE6920R / KE6920T / KE6940AR / KE6940AT / KE6900AT / 
KE6900AR / KE6910R / KE6910T / KE6912R / KE6912T / KE6910 / KE6900ST / CE602 / KE6900 / KE6900R 
/ KE6900T / KE6940 / KE6940R / KE694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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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29

30

CS82U 제품을�사용하고�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는 USB제품이고 PC1，PC2의 USB에�연결에서 
사용하려고�하는데�인식이�되다가�불규칙적으로�인식이�풀렸다가 1~2초후에�다시�인식되는�현상이 
있습니다. PC1，PC2가�동시에�인식이�풀렸다가�작동합니다.

새로�구입한�무선�마우스(로지텍 B175)로�교체하였는데�마우스�커서가�상하로만�움직입니다. 
호환성�문제로�판단되는데�펌웨어�업그레이드�등으로�해결�가능�한가요?

CS82U는 PC USB Port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하는 제품으로 PC에따라 전원이 불완전 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증상 입니다. 전원 아답터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모델명은 0AD8-7005-26M1 입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 에뮬레이션은 ATEN KVM 스위치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KVM 스위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컴퓨터도 키보드 및 마우스를 계속해서 인식하여 포트 
전환 시 키보드/마우스 장치 인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 전환된 컴퓨터가 USB 키보드와 
마우스를 인식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 에뮬레이션 기능으로 인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에뮬레이션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에뮬레이션�비활성화�방법
[Scroll Lk] [Scroll Lk] [M] [ENTER]

관련�제품

CS82U / CS84U / CS72U / CS74U / CS1732A / CS1734A

관련�제품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72U / CS74U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M1164A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284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842 / CS184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1942DP / CS1944DP / CS1953 / CS1964 / CS78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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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31

32

사용�중인 NVR을�모두�교체하고�있습니다. NVR에 PS/2 Port가�없어 USB to PS/2 젠더를�사용하여 
연결했습니다. 화면은�정상�출력하는데�키보드�마우스가�모두�동작하지�않습니다.
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윈도우10에서 CS522 제품�사용이�가능한가요? 그리고�무선�동글 1개로�작동하는�키보드와�마우스 
콤보는�사용할�수�없는지， 사용가능�하다면�무선�동글을�키보드/마우스�어느�쪽에�꼽아야�하나요?

USB 젠더는 PC에 PS/2지원 단자가 없는 경우 PS/2를 USB단자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USB 연결을 지원하는 PS/2 마우스나 키보드를 USB 젠더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USB 연결
을 지원하지 않는 PS/2 마우스나 키보드를 USB 젠더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CS9134도 PS/2 전용 KVM 스위치이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젠더는 PS/2 장치의 신호를 USB 
신호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S/2 장치의 신호를 USB 신호로 변환하는 컨버터(UC-10KM)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0 PC에 CS533 연결 후 키보드(K235) + 마우스(M170) 를 연결해 테스트한 결과 나머지는 
다 동작되지만 한/영키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품 호환성 문제로 보이며 Tap +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키보드/마우스 USB 동글을 PC에 직접 연결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ap + 소프트웨어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9134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UC-10KM

CS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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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33 CS692를�사용하고�있는데�키보드�마우스는�정상�동작하는데�핫키로�포트�전환이�안됩니다. 
어떻게�해결할�수�있나요?

기본 [Scroll Lk] + [Scroll Lk] + [ENTER}에서 [Ctrl] + [Ctrl] + [ENTER]로 변경 되었을 수 있습니다. 
[Ctrl] + [Ctrl] + [ENTER]로 포트 전환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동일 증상이라면 키보드 마우스 설치 
위치가 바뀐 경우입니다.  CS692에 키보드 마우스 포트 표시대로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 바랍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2D / CS782DP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642A / CS1644A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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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34 CS1742 제품에�사용하고�있는데�기계식�키보드가�호환성�문제로�키보드�포트가�아닌 USB HUB 포트에
연결하여�사용하려고�합니다. 그런데�전면�패널�푸시�버튼을�누르면�화면과�마우스는�전환되는데 
키보드는�동작하지�않습니다. (오렌지색 LED는�전환되는데�초록색 LED는�그대로�남아�있습니다.

포트 선택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면 대응하는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에 KVM 포커스만 가져오지만 USB， 
오디오 포커스는 변경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곳에 그대로 머물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포트 선택 푸시버튼을 2초이상 누르고 있어야 KVM 포커스와 USB， 오디오 포커스를 대응하는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눌렀다 떼면 동작하도록 설정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핫키�설정�모드�실행 (HSM) 
모든 핫키 동작은 핫키 설정 모드를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핫키 설정 모드(HSM)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❶ Num Lock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❷ [-] 키를 눌렀다 떼십시오. 
❸ Num Lock를 떼십시오. HSM이 활성화되었을 때 Caps Lock과 Scroll Lock LED는 HSM이 
     실행중임을 가리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깜박입니다.
❹ [S] 키를 누르십시오.

관련�제품

CS72D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642A / CS1644A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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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리얼포스 R2 키보드를�이용하고�있는데�무한�동시입력�기능이�있어서�그런지 KVM 스위치에�마우스
를�연결하여도�전혀�동작을�하지�않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신규�업데이트�등)， 또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 KVM 스위치의�다른�버전이�있는지�궁금합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 에뮬레이션은 ATEN KVM 스위치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KVM 스위치
에서 선택되지 않은 컴퓨터도 키보드 및 마우스를 계속해서 인식하여 포트 전환 시 키보드/마우스 장치 
인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 전환된 컴퓨터가 USB 키보드와 마우스를 인식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특수 기능의 키보드 등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키보드 마우스를 반드시 사용 하셔야 한다면 USB HUB가 내장된 KVMP™ 스위치 사용을 
권장합니다. KVMP™ 스위치의 USB HUB Port에는 어떠한 USB 장치를 연결해도 문제없습니다.
 (CS1732A， CS1732B 등등) 그러나 핫키로 Port 전환을 할 수 없으며 전면 버튼으로만 가능합니다.

Q.

A.

Q.

A.

35 CE700A를�샀는데�키보드 / 마우스가 PS/2입니다. CE700A에 PS/2 키보드�마우스를�연결할�수 
있는�방안이�있나요?

PS/2 to USB 어댑터 (UC10KM)를 사용하여 연결 가능합니다. UC10KM은 CE700A의 키보드 포트에 연결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E700A / UC10KM

관련�제품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72U / CS74U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M1164A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284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842 / CS184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1942DP / CS1944DP / CS1953 / CS1964 / CS78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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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컴스 DX756 마우스�사용�중인데�좌우로만�움직이고�상하로는�움직이지�않습니다. 
어떻게�해결할�수�있나요?

Q.

A.

Q.

A.

37 HP DL380 Gen10 서버�두�대를�연결하였는데�두�대�모두�키보드�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구입하여�처음�설치한�것인데�초기�불량인가요?

KVM 케이블 설치를 잘 못 하셨습니다. KVM 케이블의 연두색 커넥터(SPHD Male)를 CL1308N에 연결하고 
청색 커넥터(HDB-15 Male)를 서버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L1308N

관련�제품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72U / CS74U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M1164A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284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842 / CS184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1942DP / CS1944DP / CS1953 / CS1964 / CS782DP

에뮬레이션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입니다. 
마우스 에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하여 호환성 문제가 해결됩니다.

핫키�설정�모드�실행 (HSM) 
모든 핫키 동작은 핫키 설정 모드를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핫키 설정 모드(HSM)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❶ Num Lock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❷ [-] 키를 눌렀다 떼십시오. 
❸ Num Lock를 떼십시오. HSM이 활성화되었을 때 Caps Lock과 Scroll Lock LED는 HSM이 
     실행중임을 가리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깜박입니다.
❹ [M] 키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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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A.

A.

39

40

CS22U을�사용하고�있는데 Port 전환�시�매번�키보드와�마우스가�바로�인식되지�않고�몇�초�후�동작
하는�문제와�핫키를�이용하여 Port 전환하는�방법�문의드립니다.

CS1758 + USB to PS/2 컨버터(NEXT-KVMPS2) + 2L-1010P + 키보드�마우스�구성에서�키보드 
및�마우스가�모두�동작하지�않습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 에뮬레이션은 ATEN KVM 스위치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KVM 스위치
에서 선택되지 않은 컴퓨터도 키보드 및 마우스를 계속해서 인식하여 포트 전환 시 키보드 / 마우스 
장치 인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 전환된 컴퓨터가 USB 키보드와 마우스를 인식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CS22U에는 이 에뮬레이션 기능이 없으므로 Port 전환 시 
키보드 및 마우스 인식 지연 증상이 발생하며 핫키를 이용한 Port 전환이 불가 합니다.

타사 제품 USB to PS/2 컨버터(NEXT-KVMPS2)의 호환성 문제 입니다. 
ATEN 제품 UC10KM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72U / CS74U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M1164A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284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842 / CS184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1942DP / CS1944DP / CS1953 / CS1964 / CS782DP

UC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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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41 CS74E 제품�두개를�쓰고�있습니다. 똑같은�장비�두대에�동일하게�세팅하였고�키보드 & 마우스가 
USB 타입이라서 PS/2 to USB 변환�젠더를�사용했습니다. 한�장비�세트에서는�아무�문제없이 
키보드 & 마우스가�사용하고�있는데�나머지�한�세트에서는�마우스 & 키보드가�작동되지�않습니다. 
케이블, 젠더�문제인가�싶어서�교차�세팅을�했지만�아무�문제가�없고�되는�장비에서�계속�잘되고 
어떤�케이블과�젠더를�쓰던지�안되는�장비는�뭘�해도�안됩니다. 장비�문제일까요?

CS74E는 PS/2 KVM 스위치로 USB 키보드 마우스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PS/2 to USB 젠더를 사용하여 
정상 동작 한다면 키보드 마우스가 USB 혹은 PS/2 모두 지원하는 모델일 것이고 동작하지 않는다면 USB 
전용입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7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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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42 CS1942D를�사용하고�있는데�마우스, 키보드는�인식이�되긴�하는데�로지텍사에서�제공하는�로지텍 
옵션�프로그램을�이용한�마우스의�단축키�기능이�활성화가�안됩니다. 로지텍�마우스인 MX MASTER 
3는�버튼마다�사용자가�원하는�단축키를�설정할�수�있어서�유용하게�사용하고�있는데 ATEN 모델에 
마우스�수신기를�연결하고�사용하니�로지텍�옵션�프로그램에서�마우스의�단축키�설정�자체가�안됩니다. 
로지텍�옵션을�쓸�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KVM 스위치의 마우스 에뮬레이션으로 인해 기본적인 기능만을 지원하므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마우스 에뮬레이션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USB HUB 포트에 마우스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Port 전환 시 약간의 동작 지연 증상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우스 에뮬레이션 비활성화 방법

핫키�설정�모드�실행 (HSM) 
모든 핫키 동작은 핫키 설정 모드를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핫키 설정 모드(HSM)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❶ Num Lock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❷ [-] 키를 눌렀다 떼십시오. 
❸ Num Lock를 떼십시오. HSM이 활성화되었을 때 Caps Lock과 Scroll Lock LED는 
     HSM이 실행중임을 가리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깜박입니다.
❹ [M] 키를 누르십시오.

관련�제품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72U / CS74U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M1164A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284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842 / CS184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1942DP / CS1944DP / CS1953 / CS1964 / CS78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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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43 CS1798 + CL3700 구성입니다. 로그인�창에서�키보드�입력이�안돼�사용할�수가�없습니다. 
어떻게�함께�사용할�수�있나요?

CL3700과 CS1798과의 USB 케이블 설치 위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키보드 Port에 연결해야 
하는데 USB HUB Port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S1798 콘솔의 키보드 Port에 연결해야 
로그인 가능하며 핫키 등등 KVM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S1798 / CS17916 / CS1768 / CS1788 / CS19208 / CS19216 / CL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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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44 다른 Port로�전환했다가�돌아오면�간헐적으로�키보드�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이�경우 PC를 Reboot 해야�키보드�마우스가�다시�동작�합니다. 이�경우�작업�중이던�모든�데이터를 
잃게�됩니다. 해결�방안이�있을까요?

KVM 스위치가 아닌 PC를 Reboot 하여 키보드 마우스가 정상 동작 하였다면 KVM 스위치 불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키보드 및 마우스 에뮬레이션은 ATEN KVM 스위치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KVM 스위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컴퓨터도 키보드 및 마우스를 계속해서 인식하여 포트 
전환 시 키보드/마우스 장치 인식이 실패하지 않고 새로 전환된 컴퓨터가 USB 키보드와 마우스를 인식
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CS22U에는 이 기능이 없어 Port 전환 시 매번 키보드 마우스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다른 Port 로 전환될 경우 PC는 키보드 마우스 드라이버를 메모리에서 삭제하고 다시 선택
되면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게 되는데 메모리의 드라이버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USB 보안 프로그램에서 Port 전환 시 새로운 USB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키보드 및 마우스의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러한 PC 환경이라면 에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된 KVM 스위치 사용을 권장합니다.

관련�제품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72U / CS74U / CS82A / CS84A / 
CS82U / CS84U / CM1164A / CS1642A / CS1644A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72D / 
CM1284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842 / CS184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 CS1942DP / CS1944DP / CS1953 / CS1964 / CS782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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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키보드, 마우스 문제

Q.

Q.

A.

A.

45

46

무선�콤보�키보드�마우스�사용�중입니다. 연결되어�있는 NVR은�정상�동작하는데�산업용 PC
(Windows)에서�키보드�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원격�뷰어에서�마우스�커서를�싱글�모드로�바꾸고�뷰어�상단�툴바가�없어졌습니다.

NVR에서는 정상 동작한다면 KVM 스위치와 무선 키보드/마우스와의 호환성 문제가 아니라 KVM 스위치
와 PC와의 호환성 문제로 판단 됩니다. 해당 Port의 OS를 Win에서 SUN으로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USB KVM 케이블 with PS/2 to USB 컨버터 내장 케이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뷰어에 표시되는 2개의 마우스 커서는 각각 PC 및 뷰어의 커서입니다. 그런데 싱글 마우스 모드를 
쓰시면 2개의 마우스 커서가 PC의 커서로 합쳐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로 툴바를 
불러올 수 없으며 F4와 F5를 차례대로 눌렀다 떼서 싱글 마우스 모드를 해제하셔야 툴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S1754 / CS1798 / CS17916 / CS1768 / CS1788 / CS19208 / CS19216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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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e, Anywhere

40년의 꾸준한 기술혁신과 경험

시장 변화의 빠른 대처 능력

ATEN의 기술 지원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문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공합니다.

40년의 기술혁신과 경험을 가진 업계 선두 주자로서 기술 지원 서비스도 ATEN 기술 교육 인증을 통과한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TEN은 캐나다, 대만, 중국에 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IT 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02 467 6789
이메일   support@aten.co.kr
온라인 서비스(eService)   https://eservice.aten.com/eServiceCx/Common/FAQ/list.do?lang=ko_KR
카카오 플러스

AnytimeI nnovation

ServiceP rofessionalKnow-how

IT Technology

Anywhere

신뢰 할 수 있는 ,
ATEN 기술 지원 서비스



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01

02

KA8280과 KN8132V를�연동시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마우스�감도(속도)가�로컬에서�사용하는
것보다�약 0.5초가량�늦는�것�같은�느낌이�듭니다. 마우스�속도를�빠르게�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CN8000A를�통해�원격으로 PC를�제어하려고�합니다. 원격으로�화면을�제어할�때, 로컬�마우스와 
원격�마우스가�동기화�되지�않습니다. CN8000A와 PC 연결을 PS/2 케이블로�연결하였습니다.

우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 시， 로컬에서의 조작보다 마우스 감도/속도 면에서 약간의 지연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A8280에서 서버에 접속한 화면에서 마우스 커서를 화면 위로 올려주세요.
Toolbar 가 뜨고 가장 좌측에 Video Setting 메뉴를 클릭합니다.
Video Quality 와 Performance 를 조금씩 조절하시면， 사용되는 네트워크 대역이 감소하면서 마우스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만 대역이 손실되는 만큼 화질이 떨어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PS/2 케이블 연결시에는 마우스 Auto Sync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PC 설정에서 마우스 정확도 향상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제어판  >  마우스 설정  >  포인터 옵션  >  포인터 정확도 향상 해제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CN8000A / CN9600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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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A.

03 KN8164V을�서버에�연결하고�원격에서�제어하고자�합니다. 사용�모듈은 USB 타입과 PS/2 타입 
2종류를�사용하는데�원격에서�마우스�동기화�방법이�다른�것�같아�문의�드립니다.

ATEN Over IP KVM 원격 마우스 동기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USB 모듈 및 USB 케이블 : 자동으로 마우스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원격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툴바에서 마우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설정됩니다.

❷ PS/2 모듈 및 USB 케이블 : PS/2 케이블 연결시에는 마우스 Auto Sync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PC 설정에서 마우스 정확도 향상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제어판  >  마우스 설정  >  포인터 옵션  >  포인터 정확도 향상 해제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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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04

05

KN8164V를�회사�내부�네트워크에�연결하였는데�원격�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ATEN 장비가�사용하는�네트워크�서비스�포트�문의드립니다.

원격�제어 PC와 UTP 케이블로 CN8000A에�연결하고， CN8000A와 CS1316을�연결했습니다.
그런데�원격�뷰어에서�화면이�모자이크가�생기며�번집니다.
그리고�마우스는�싱글�커서로�설정했는데�커서�이동�속도�및�반응이�느립니다.

ATEN Over IP KVM 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Program(원격 화면) : 9000          ❷ HTTP : 80          ❸ HTTPS: 443
❹ Telnet : 23          ❺ SSH : 22          ❻ CC2000 : 8000

원격 화면에서 나타나는 모자이크, 화면 번짐, 마우스 이동 속도 느림 같은 증상은 네트워크 대역폭과
관련 있습니다. 원격 뷰어의 툴바에서 비디오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Video Quality의 슬라이드 바를 
조정해 비디오 품질을 조정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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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06

07

KE8952 화면�출력은�문제가�없으나�장시간�미�사용시 OSD가�로그아웃�되는�문제로�문의드립니다.

내부�네트워크�문제로 CN8000A 브로드�패킷�보내는�기능을�비활성화�하는�방법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KE8952 제품은 기본 설정으로 타임 아웃 설정이 걸려 있습니다.
KE8952R OSD  >  User Preferences  >  OSD 로그아웃 타임아웃 비활성화로 설정하면 됩니다.

ATEN Over IP KVM 브로드 패킷 보내는 기능 비활성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Network 탭 - IP Installer 기능 : 비활성화
❷ Customization 탭 ‒ Working mode
      a. Enable ICMP : 비활성화
      b. Enable Device List : 비활성화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KE6900 / KE6900A / KE6940 / KE6940A / KE6910 / KE6920 / KE6912 / KE6922 / KE8950 / KE8952 /
KE9950 / KE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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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A.

08 KE8952 제품을�구매�설치하려고�합니다. 해당�장비를�사용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스위치에서 
지원해야하는�기능이�있다고�하던데�어떤�기능을�지원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KE 장비를 여러 대를 사용하실 경우 네트워크 스위치에 기능이 중요 합니다. (KE 단독망 사용 권장)
KE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Gigabit (or faster) Ethernet port
・ Multicast forwarding or fi ltering
・ Flow Control Functions
・ IGMP Snooping Fast Leave
・ IGMP v2 or v3 Snooping (multicast)
・ IGMP Querier (on the L3 Switch)
・ High bandwidth connection between switches (preferably 10GB fi ber)
・ Throughput of at least 1GB per port

관련�제품

KE6900 / KE6900A / KE6940 / KE6940A / KE6910 / KE6920 / KE6912 / KE6922 / KE8950 / KE8952 /
KE9950 / KE9952 / KE8900S / KE6900ST / KE9900ST

Q.

A.

09 VM5808H IP 확인�할�수�있는�방법�문의�드립니다.

VM8508H 전면 메뉴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상태에서 IP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3404H / VM3909H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VM5404H / VM5808H / VM5404D / VM5808D / VM6404H / VM6404HB / VM6809H / VM51616H

8



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10

11

CN8000을�사용하다�고장으로�인해 CN8000A를�구입하여�설치를�했습니다.
기존에�사용했던 Winclient CN8000으로 CN8000A가�접속이�되지�않아�문의�드립니다.

CN8600 원격�사용�시�윈도우�특수�키가�원격�제어 PC에서만�사용할�수�있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N8000A 를 CN8000 Win Client / Java Client 로�접속할�수�없습니다.
CN8000A 전용 Win Client / Java Client 를�다운로드해�사용해야�합니다. 
CN8000A 원격�접속하여 Web GUI 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원격�화면�상단에�있는�툴바에서
Customize Control Panel에서 Keyboard Pass Through를 Enable 하시면�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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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12

13

CN8000 사용�시, IP 인스톨러로 IP를�변경할�수�있었는데, CN8000A는 IP 인스톨러에 IP 조회만
되고�수정�버튼이�비활성화�되어�있습니다. IP 변경�가능하게�설정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SN0132CO에�정보를 SNMP를�통해�전송하고자�합니다.
SN 장비에서�해당�기능을�지원하는지�문의�드립니다.

CN8000A 기본 설정은 View Only 로 되어 있습니다.
CN8000A 웹 GUI 좌측 탭의 네트워크에서 IP 인스톨러 설정을 Enable 설정하기 바랍니다.

ATEN 홈페이지에서 SN 모델명 검색 후 MIB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관련�제품

SN9108CO / SN0108CO / SN9116CO / SN0116CO / SN0132CO / SN0148CO

10



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A.

14 CC2000 과 CCVSR 프로그램에서�사용하는�네트워크�서비스�포트�문의드립니다.

CC2000 과 CCVSR 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CC2000(V3.1 기준)
      ・ HTTP : 8080
      ・ HTTPS : 8443
      ・ Dcvice(ATEN 연동 장비) : 8000
      ・ CC2000(Secondary) : 8001
      ・ CC2000 Viewer : 8003
❶ CCVSR
      ・ HTTP : 9080
      ・ HTTPS : 9443
      ・ Device(연동 장비) : 9001 / 9002

관련�제품

CC2000 / CCVSR

관련�제품

CCKM

Q.

A.

15 CCKM 프로그램에서�사용하는�네트워크�서비스�포트�문의드립니다.

CCKM 이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❶ CCKM
      ・ HTTP : 8080
      ・ HTTPS : 8443
      ・ Device(장비 연동) : 9110

11



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16

17

CC2000을�통해 KN에�접속�후 PC및�서버를�제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CCVSR 재생�목록에�녹화된 
파일�목록이�보이지�않습니다. CCVSR 폴더에는�저장�파일들이�정상적으로�저장되어�있습니다.
CCVSR과 KN은�올바르게�연동�되었습니다. (IP 및�서비스포트， 방화벽�설정�등)

Win7에서는 Viewer(뷰어)를�통해�원격�접속�제어를�하고�있었는데, 최근 Win10으로�바꾸고�나서 
웹 GUI 접속은�되는데 IE에서 Viewer(뷰어)가�열리지�않습니다.

CCVSR 서버 와 KN 과의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CCVSR 서버 시간과 KN 시간을 
동기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의 NTP 서버가 있으면 연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E(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안 정책에 의해 KN WinClient Active X 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E 을 열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한후 KN 및 ATEN Over IP KVM 접속을 하면 Active X 저장/설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장/설치 순서에 따라 실행하면 됩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IE 를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 C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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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18

19

CN8000A를�설치하고�크롬(Chrome)을�통해서�접속�후�뷰어가�열리지�않습니다.

CC2000 서버에 LAN이 2개�연결됩니다. 하나는�내부망 IP로서 KN8132V와�연결되고， 나머지�하나는 
외부망 IP로서�관리자가 CC2000에�접속하는데�사용됩니다. 그런데 CC2000에서 KN8132V의�포트에 
접속하면�뷰어에 'Device KN8132V lost connection' 이라는�오류�메시지가�뜨며�접속이�안됩니다.

크롬(Chrome)을 통해 접속 시 Java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롬(Chrome)을 브라우저로 사용할 경우 JavaClient가 실행하게 됩니다.

CC2000 의 기본 기능은 인증 서버로의 역할만 하고 클라이언트 PC 가 KN 으로 직접 접속합니다.
하지만 고객 사용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 PC 의 네트워크와 KN 의 네트워크가 다르므로 반드시 프록시 
서버로서 CC2000 을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CC2000 에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주고， 
방화벽에서 프록시 서버의 서비스포트 8002 와 CC 뷰어 서비스포트 8003 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 CC2000

관련�제품

CC2000

13



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A.

20 현장에서 PC들로 KVM으로�직접�접속하고�있습니다. 기존�프로그램으로�인해 JAVA 7점대�버전에서 
접속�실패하고�있는 PC를�포함해서�몇몇 PC들에서�접속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어서�정확한�기준이 
필요한�상황입니다. CC2000 없이 KN2132VA와 SN0132CO에�각각�접속할�때�필요한 PC나�서버의 
필수�조건(아래�항목�등)에�대해�문의�드립니다.
JAVA 버전, 윈도우 버전, 웹 브라우저 버전 (Internet Explorer， Chorme 등),
기타 설정 (호환성 보기 설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

 JAVA 버전  >  Java8 Update 271 사용 권장
윈도우 버전 >  Window 2000 이상
웹 브라우저 버전 (Internet Explorer， Chorme 등)  >  IE 11 이상 
기타 설정 (호환성 보기 설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
>  각 PC 에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KL1508Ai / KL1516Ai / C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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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21

22

PC 1대를�콘솔 2대에서�제어하려�합니다. 거리가�멀다�보니 over IP 제품을�생각하고�있는데
KA8288로�구성이�가능한가요?

SNxxxxCO 장비의�경우�시스코�스위치�콘솔�포트에�연결할�때 Cat 5 다이렉트�케이블로�바로�연결
하면�되나요?

1 PC + 2 콘솔(듀얼 모니터) 구성은 아래 2가지 제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KE6940T 1대+KE6940R 2대 (단독 망 사용 권장)
・ KA8288+KN 시리즈+KA 모듈

네 맞습니다. 기존 SN 장비와는 달리 롤오버케이블 없이 다이렉트 케이블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KE6900A / KE6900ST / KE6900AiT / KE6940AiT / KE6910 / KE6912 / KE6940A / KE8900SR / KE8900ST /
KE8950 / KE8952 / KE9900ST / KE9950 / KE9952 / KA8270 / KA8278 / KA8280 / KA8288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 CC2000

관련�제품

SN9116CO / SN9108CO / SN0148CO / SN0132CO / SN0116CO / SN0108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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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A.

23 광�미디어�컨버터�사용이�가능한�연장기�모델을�알려주세요.

광 미디어 컨버터 사용이 가능 하려면 TCP/IP 방식의 KVM 연장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KVM 연장기로는 아래 모델이 있습니다.

❶ KE6900 (DVI - USB 연장기， 1080p 해상도 지원)
❷ KE8950 (HDMI - USB 연장기， 4K 해상도 지원)
❸ KE9950 (DP - USB 연장기， 4K 해상도 지원)
❹ VE8900 (HDMI - USB 연장기， 1080p 해상도 지원)
❺ VE8950 (HDMI - USB 연장기， 4K 해상도 지원)

KE 제품과 VE 제품의 차이는 KE가 보다 더 높은 비디오 품질을 지원하는 대신， 더 높은 대역폭을 필요
로 합니다. 따라서 KE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1G 이상의 대역을 지원하는 광 미디어 컨버터를 
써 주셔야 합니다. VE의 경우도 광 미디어 컨버터의 지원 대역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관련�제품

KE6900 / KE8950 / KE9950 / VE8900 / VE8950

관련�제품

KA8280 / KA8270 / KA8278 / KA8288

Q.

A.

24 KA8280에 Over IP KVM 스위치+서버 3대를�연동하려�합니다. 
KA8280에서는�어떻게�포트�전환이�이뤄지나요?

KA8280에 Over IP KVM 스위치가 연동되면， 모니터에 분할 화면이 생깁니다. 그 분할 화면에 서버의 
화면을 띄워 놓고 모니터링 하다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서버로 접속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화면 상단으로 올리면 툴바가 나옵니다. 
툴바에서 다음 포트를 선택해서 전환하시거나，다시 기존 분할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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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25

26

CC2000 v2.8에�추가되어�있는�장치�리스트를�엑셀�등으로�다운받을�수�있나요?

CC2000에�연동된�다수 PDU를�클릭�한번으로�모두�전원 OFF 하고�싶습니다. 
현재는 PDU를�하나씩�선택해서�꺼줘야�하는데�클릭�한번으로�모두�꺼버릴�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해당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동된 장치를 특정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 
즐겨찾기/부서/위치 설정 등의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통합 제어 솔루션(VK)을 사용하셔야 말씀하신 시나리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C2000 / VK6000 / VK2100 / VK1100 / VK108US / VK112EU / VK0100 / VK0200

관련�제품

C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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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27

28

7번�포트에�접속하면 '다른�유저에�의해�점유되고�있다' 라는�메시지가�뜨면서�화면이�까맣게�나옵니다. 
6번�포트는�안�그렇습니다.

Java 버전 : Version 8 update 291을�사용하고�있는데�프라이머리-세컨더리�동기화가�불가능 
합니다. 해결책이�있나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7번 포트 접속 모드 확인 후 둘 다 독점 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Session 탭에서 모든 Session 종료 후 재 접속 하시면 정상적으로 화면 표출될 겁니다.

Version 8 update 291에서 보안 관련 코딩이 추가되어 이 부분이 CCKM-KE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단계 낮은 버전의 Java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제품

CCKM

관련�제품

KL1508AIN / KL1508Ai / KL1508A / KL1516A / KL1108V / KL1116V /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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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29

30

KH1516A 2대를 Daisy Chain으로�연결하는�구성입니다. Slave KH1516A의 Console-2에서 Master 
KH1516A에�연결된 PC를�제어할�수�있나요?

KH2508A과 KH2516A를�데이지체인으로�구성하고 KH2516A의�두�콘솔은 CE700A를�이용하여 
연장하려�합니다. 그�중�콘솔 1에�연결된 CE700AL의�로컬�콘솔에는 CL1000N을�이용하여 Rack 
내에서도�모든�서버를�제어할�수�있어야�합니다.

Daisy Chain 구성에서 Slave KH1516A의 콘솔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콘솔 16-포트 Cat 5 KVM 
스위치 KH2516A를 Daisy Chain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단, CL1000N의 최대 지원 해상도가 1280x1024 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 KH1508AI / KH1516AI / CE700A / CE700AL / 
CL1000N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 KH1508AI / KH1516AI

19



FAQ 가이드 북     네트워크 및 원격제어 문제

Q.

Q.

A.

A.

31

32

KH1508AI 제품�사용�중인데�초기 IP(192.168.0.60)로�접속하여�사용할 IP로�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변경한 IP로�접속되지�않습니다. 로그인�화면도�안�나옵니다.

KH2508A 사용하고�있는데�작업중인 PC에서�실행한�명령어가�다른 Port의�모든 PC에�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전에�이러한�증상이�한번도�없었는데�제품�고장�인가요?

IP 변경 후 Reboot해야 변경한 IP가 적용됩니다.

제품은 정상 입니다. 관리자 전용 기능 중 하나인 BRC 모드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이 기능이 실행 중이면， 콘솔에서 보낸 명령어가 설비 내에 모든 이용 가능한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이 기능은 특별히 시스템 전원 끄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동작에 유용합니다. BRC 모드가 사용 중일 때， 포트 ID가 현재 콘솔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포트를 표시하기 전에 스피커 심볼이 나타납니다. BRC 모드가 사용 중 일 때， 마우스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마우스 제어권을 다시 획득하려면 반드시 BRC 모드를 빠져나오십시오.
BRC 모드를 빠져나오려면， OSD를 실행하고(OSD 핫키를 사용)， F6 필드를 클릭하거나 [F6]을 누르십시오.

관련�제품

KH2508A /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 KH1508AI / KH1516AI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 KH1508AI / KH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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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ime, Anywhere

40년의 꾸준한 기술혁신과 경험

시장 변화의 빠른 대처 능력

ATEN의 기술 지원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문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공합니다.

40년의 기술혁신과 경험을 가진 업계 선두 주자로서 기술 지원 서비스도 ATEN 기술 교육 인증을 통과한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TEN은 캐나다, 대만, 중국에 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IT 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02 467 6789
이메일   support@aten.co.kr
온라인 서비스(eService)   https://eservice.aten.com/eServiceCx/Common/FAQ/list.do?lang=ko_KR
카카오 플러스

AnytimeI nnovation

ServiceP rofessionalKnow-how

IT Technology

Anywhere

신뢰 할 수 있는 ,
ATEN 기술 지원 서비스



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01

02

CS62US 핫키�설정�초기화(공장�초기화) 방법�문의드립니다.

CS692 매뉴얼에�마우스�에뮬레이션�기능을 Disable 하면 USB 장치를�사용할�수�있다하여�설정�변경
후�터치�모니터를�연결하였는데�인식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정상�동작하던�마우스를�연결해도 
동작하지�않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공장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❶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❷ [-]를 눌렀다 뗍니다.
❸ [Num Lock]을 뗍니다.(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 됩니다.)
❹ [R]을 클릭합니다.

CS692 KVM 케이블에는 2 개의 USB 커넥터(보라색, 검은색)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키보드와 마우스용
이고 검정색은 USB 장치 용입니다. 마우스 에뮬레이션 기능을 Disable 하면 마우스 Port 가 일반 USB 
Port 로 변하여 USB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검정색 USB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증상이 
발생합니다. 검정색 USB 커넥터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682 / CS692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2D / CS782DP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 CS1732B 
CS1734B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642A / CS1644A / CS1792 
CS1794 / CS1822 / CS182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CS1924M / CS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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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03

04

CS62KM 설치�후�바운드리스�스위칭�시�마우스�커서가�화면을�다�넘어가지도�않았는데�전환이�됩니다.

CS724KM과�모니터 2개를�사용하고�있습니다. 바운드리스�스위칭을�이용하기�위해�설정을�완료하여 
테스트하여�정상�작동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왼쪽�모니터�화면�끝으로�마우스를�이동해서�넘어가면 
다시�오른쪽�모니터�오른쪽�끝으로�순환되어�오는데�이�기능을�막는�방법을�문의�드립니다. 
즉, 듀얼�모니터�사용할�때처럼�왼쪽�모니터�끝과�오른쪽�모니터�끝은�마우스�커서가�순환�안되게
설정하고�싶습니다.

아래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❶ HSM 모드 >  L 을 눌러 스크린 사이즈를 재조정합니다.
      a.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b. [-]를 눌렀다 뗍니다.
      c. [Num Lock]을 뗍니다.(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 됩니다.)
      d. [L]을 클릭합니다.
❷ 마우스 정확도 향상 항목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아래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❶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❷ [-]를 눌렀다 뗍니다.
❸ [Num Lock]을 뗍니다.(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 됩니다.)
❹ [C]를 클릭합니다.

관련�제품

CS724KM

관련�제품

CS6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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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05

06

PC 1의�모니터는 2048x1536 해상도， PC 2의�모니터는 1920x1080 해상도로�출력합니다.
그런데�마우스�커서가 PC 1의�모니터�중간을�넘어서면�바로 PC 2로�전환됩니다.

바운드리스�유틸리티에서�설정을�완료하고 Save to Device를�눌렀는데�연결된�장치가�없다는 
오류�메시지가�뜨면서�적용이�안됩니다.

아래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❶ 바운드리스 스위치 유틸리티에서 P1의 해상도와 P2의 해상도를 사용 중인 해상도와 맞게 
     설정해 주십시오.
❷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❸ [-]를 눌렀다 뗍니다.
❹ [Num Lock]을 뗍니다.(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 됩니다.)
❺ [C]를 클릭합니다.

CS724KM 의 1 번 포트에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PC 를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제품

CS724KM

관련�제품

CS72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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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07

08

PC 3대를 CS724KM에�연결하고, 바운드리스�스위칭을�쓰고�싶지�않아�키보드/마우스�동글은 USB
허브�포트에�연결해서�사용�중입니다. 그런데�퇴근할�때 PC 1대를�먼저�끄면 PC가�종료되고�비프음이 
삐빅- 하고�나옵니다. 소리를�비활성화�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PC 3대가�있습니다. 그�중에�모니터 2，3번을 PC 2번에�연결해�듀얼�모니터로�쓰고�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4번�모니터로�가기�위해�마우스를�빠르게�이동하면 3번�모니터�중간쯤에서�커서가
사라지고�바로 4번�모니터로�갑니다. 마우스를�천천히�움직이면�괜찮습니다.

PC 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다른 포트로 전환되면서 비프음이 발생합니다. 
아래 설정으로 비프음 비활성화 가능합니다.

❶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❷ [-]를 눌렀다 뗍니다.
❸ [Num Lock]을 뗍니다.(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 됩니다.)
❹ [B]를 클릭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CS724KM 전용 드라이버 AP 를 연결 된 모두 PC 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724KM

관련�제품

CS72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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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09

10

CS72U 포트�변경�핫키�및�포트�변경�방법�문의�드립니다.

CS84U에 2L-5202UP 케이블�호환�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CS74U 제품 포트 변경 방법은 전면 버튼을 눌러 변경하는 방법만 지원합니다.
별도의 핫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CS84U 에 2L-5202UP 케이블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제품

CS82U / CS84U

관련�제품

CS72U / CS7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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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11

12

CS82U 사용�시�마우스는 USB, 키보드는 PS/2로�사용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듀얼�모니터를�사용하기�위해 CS1642A를�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대의 PC는 DVI HDMI Port가 
각각 1개�있고， 다른 PC는 DVI RGB Port가 1개씩�있습니다. 첫�번째 PC는 HDMI to DVI 젠더를 
사용하고�두�번째 PC는 RGB to DVI 젠더를�사용하여�설치�하려고�하는데�문제가�없을까요?

CS82U KVM 은 Dual 인터페이스 제품으로 USB 와 PS/2 키보드 마우스를 혼용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C 는 HDMI to DVI 젠더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PC 의 경우 젠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젠더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할 수 없고 단지 Pin 배열만 바꾸기 때문입니다.
VGB 신호를 DVI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VGB to DVI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ATEN VC160A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642A / CS1644A

관련�제품

CS82U / CS84U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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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13

14

KVM 비프�음�비활성화�방법�문의드립니다.

CS1924 제품과 CS1924M제품의�차이점에는�무엇이�있는지�문의�드립니다.

아래 설정으로 비프음 비활성화 가능합니다.

❶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❷ [-]를 눌렀다 뗍니다.
❸ [Num Lock]을 뗍니다.(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 됩니다.)
❹ [B]을 클릭합니다.

CS1924M 은 MST 허브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허브 없이 KVM 스위치에 바로 HDMI 와 DisplayPort
모니터를 하나씩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1924 는 콘솔 모니터 포트에 MST 허브를 
연결해야만 모니터 2 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ST 모드 사용 시 해상도는 모니터 1 개당 
4K@30Hz， SST 혹은 단일 모드 사용 시 해상도는 4K@60Hz 를 지원합니다.

관련�제품

CS1922 / CS1924 / CS1922M / CS1924M

관련�제품

CS82U / CS84U / CS1642A / CS1644A / CS1732A/ CS1734A / CS1732B(OSD 설정) / CS1734B(OSD 설정)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724KM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964 
/ CM1164A / CM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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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5 CS1942DP 쿼드�디스플레이를�구현하고�싶어서�문의�남깁니다.
1. CS1942DP모델을 2개�사용해서�쿼드�디스플레이를�구현하고�싶은데�어떻게�구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쿼드�디스플레이를�하나의�키보드�마우스로�조작하고�싶은데 KVM이 2개면�마우스�키보드가
     각 KVM에�어떻게�연결�되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3. 데이지체인�스위치�포트는�어떻게�사용하는지�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CS1942DP 쿼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❶ 쿼드 디스플레이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하기바랍니다.

❷ 키보드 마우스는 프라이머리 KVM에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❸ 제품 후면에 DCC(Daisy Chain Control) 포트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KVM과 세컨더리 KVM를 UTP(RJ-45) 케이블로 연결해 주시고 아래 P.S 스위치를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 맞게 설정하기바랍니다.

관련�제품

CS1942DP / CS1944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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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16

17

CS9134를�사용하고�있는데�콘솔을 HDMI 모니터에�연결하려�합니다.
이때�사용할�수�있는 ATEN 컨버터�제품이�있는지�문의�드립니다.

CS1216 2대를�확장하는�방법에�대해�문의�드립니다.

ATEN VGA to HDMI 컨버터로는 VC180 과 VC182(스케일러 기능)가 있습니다.
이 컨버터를 CS9134 의 콘솔과 HDMI 모니터 사이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CS1216A 포트 확장 방식은 데이지 체인(Daisy chain) 방식을 사용합니다.
데이지 체인 전용 케이블을 이용하여 2대를 연결하면 됩니다.
2L-1701(1.8M), 2L-1703(3M), 2L-1705(5M)

관련�제품

CS1216A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1508AI /
KH1516AI / CL1008 / CL1016 / CL5808 / CL5816 / CL5708 / CL5716 / CL5708I / CL5716I / KL1508A /
KL1516A / KL1508AI / KL1516AI

관련�제품

VC180 / VC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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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18

19

CS1308 2대를�캐스캐이드(Cascade) 방식으로�확장하려고�합니다.
구입한 KVM 케이블이 2L-5303P인데�연결�후�슬레이브 Port가�보이지�않습니다.

CS1316에�연결된 Dell 서버 R230을 Win7 에서 Win10으로�업그레이드�했는데�그�후로�해당 
서버에서 USB인식을�못하는�증상이�발생합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CS1308 제품을 캐스캐이드(Cascade) 연결 하시려면 PS/2 케이블이 아닌 USB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2L-5201U(1.2M), 2L-5202U(1.8M), 2L-5203U(3M), 2L-5205U(5M)

USB 속도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❶ [Num Lock]을 누른 상태에서
❷ [-]를 눌렀다 뗍니다.
❸ [Num Lock]을 뗍니다.(이때 Scroll Lock and Caps Lock LED가 점멸 됩니다.)
❹ [F11]을 클릭합니다.
❺ [F] 또는 [L] 을 클릭합니다.  ( [F] : Full speed / [L] : Low speed )

관련�제품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관련�제품

CS1308 / CS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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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20

21

OSD를�실행하면 '지원하지�않는�모드입니다， 최적모드 1920x1080 60Hz'라는�메시지만�표시되고 
OSD 화면이�나오지�않습니다.

구매�후�처음�설치하였는데�키보드와�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제가�설치한�것이�문제가�있는�것인지�제품이�문제인지�확인�요청�드립니다.

연결 모니터에 지원 해상도가 OSD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OSD 실행 후 , F10 을 클릭하기 바랍니다.

설치가 잘못 되어 키보드와 마우스가 동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2L-5202U의 녹색 커넥터는 SPHD(비디오/키보드/마우스)커넥터 입니다.
SPHD를 CS1754의 CPU Port에 연결하고 파란색 커넥터(비디오)를 PC에 연결해야 합니다.

관련�제품

CS1308 / CS1316

관련�제품

CS72U / CS74U / CS1732A / CS1734A / CS1732B / CS1734B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54 / CS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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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22

23

NVR과�연결된�포트�전면�버튼 LED가�깜빡입니다. 화면은�정상�출력�되나�키보드�마우스가 
작동하지�않습니다.

PC의 VGA Port에 VGA to DVI 젠더를�사용하여�연결하였고, VGA 모니터를�연결한�구성입니다.
Computer Video Input 및 Console Video Output 설정을�매뉴얼대로�변경하였는데도�화면이 
출력되지�않습니다.

해당 증상은 PS/2 케이블로 연결된 NVR 장비에서 키보드 마우스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발생한
증상입니다. NVR 장비를 재 부팅해 PS/2 를 다시 인식시켜 주기 바랍니다.

VGA to DVI 젠더를 사용하려면 DVI-I Type 의 KVM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패키지에 들어있는 케이블은 DVI-D Type 이므로. 케이블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2L-7D02UI 또는 2L-7D03UI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768 / CS1788

관련�제품

CS9134 / CS9138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E250A / CE350 / CE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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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24

25

CS1788 OSD 메뉴�화면을�띄우는�핫키를�다른�키로�변경하고자�합니다.
변경�방법과�변경�가능한 Key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CS1798과 CS17916 두�대를�사용�중인데�이�두�대의 KVM 스위치를�하나의�콘솔로�통합하기�위해
캐스케이드(Cascade)를�하려고�합니다. 가능�여부�확인�요청드립니다.

OSD 메뉴 화면을 불러온 후, F3:SET 를 선택하여 OSD HOTKEY 를 선택 합니다.
[Scroll Lock][Scroll Lock] 또는 [Ctrl][Ctrl]을 택일합니다.

CS1798 은 3단계, CS17916 은 2 단계 까지 캐스캐이드(Cascade) 가능합니다.
CS1798 은 동일한 CS1798 만 캐스캐이드(Cascade)가 가능하며, CS17916 은 CS1798 과 CS17916
모두 캐스캐이드(Cascade) 가능합니다.
즉, Master 를 CS17916 으로 CS1798 을 Slave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S1798 / CS17916

관련�제품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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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26

27

CS17916 2대를�캐스캐이드(Cascade) 연결하여�사용하려고�하는데�별도의�케이블이�필요한지
문의합니다.

CM1284에�시리얼�포트가�없는데�홈페이지에는 RS-232통신이�가능하다고�나와있습니다.
CM1284에 RS-232통신은�어떻게�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캐스캐이드(Cascade)는 기존에 KVM 스위치와 PC 를 연결하던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스터 스위치의 CPU 포트와 슬레이브 스위치의 콘솔 포트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블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M1284 후면에 Chain IN RJ-45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에 연결하시면 RS-232 시리얼 통신이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M1284 /CM1164

관련�제품

CS9134 / CS9138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98 / CS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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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28

29

PbP 듀얼�화면에서�상하로�검정색�화면이�뜹니다. 이걸�없애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제품�사용�중�하드웨어�커서�마우스�사용을�하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UC232A와 UC232A1의�차이점�문의드립니다.

CM1284 에서 각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나，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이 조정되므로 PbP 모드에서는
검정 공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CM1284 의 하드웨어 커서를 없애고 윈도우 화면에서
만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OSD  >  일반  >  하드웨어 커서  >  Disable

UC232A 와 UC232A1 의 차이점은 케이블 길이입니다.
❶ UC232A - 35CM
❷ UC232A1 - 1M

관련�제품

UC232A / UC232A1

관련�제품

CM1284 /CM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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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30

31

안드로이드�장비에 UC232A 연결�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US224와 US234가�어떤�차이점이�있는지， 전원이�별도로�필요�없는지�문의드립니다.

UC232A 를�안드로이드 OS 에서�사용하기�위해서는�안드로이드용�드라이버를�설치해야�합니다.
아래�링크를�확인하기�바랍니다.
설치파일 : https://www.aten.com/global/en/products/usb-&-thunderbolt/usb-converters/uc232a/

US224 는 USB 2.0 을 지원하고 Windows， Linux， Mac， Sun OS 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US234 는 USB 3.1 Gen1 을 지원하고 Windows， Linux， Mac OS 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모델 모두 별도의 전원 어댑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제품

US224 / US424 / US234 / US434

관련�제품

UC232A / UC23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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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32

33

CL5708 OSD 초기 ID/PW 문의�드립니다.

Windows 및 Lunix PC를 CL1016M에�설치�중입니다.(연결�케이블 2L-5202U) 모든 PC의�키보드와
마우스가�동작하지�않고 Windows PC는�화면은�출력되는데 Lunix PC(1920*1080)는�지원하지 
않는�모드�메세지만�출력되고�화면은�출력되지�않습니다.

CL5708M 의 초기 OSD ID/PW 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ENTER] 두 번 클릭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만약 계정 생성이 이루어지면 위의 방법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CL1016M 은 PS/2 LCD KVM 스위치입니다. USB TYpe 의 KVM 케이블로 설치 하셨으니 키보드와 
마우스가 동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PS/2 to USB 컨버터가 내장된 KVM 케이블(2L-5202UP)로 
교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L1016M 의 최대 해상도가 1280x1024 입니다. Lunix PC 의 해상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L1008 / CL1016

관련�제품

CS1216A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L1008 / CL1016 / CL1308 / CL1316 / CL3108NX / CS3116NX / CL5708 / CL5716 / CL5808 / 
CL5816 / CL6708MW / KH1508A / KH1516A / KL1508A / KL1516A

20



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34 각 Port의 Server 이름을�설정하려고�하는데�저장되지�않습니다. F1 : GOTO  >  Port번호를�선택하고 
Name을�선택하여�서버이름�입력하면 List에�입력된�서버이름이�사라져�버립니다.

GOTO 는 포트 이름 또는 포트 ID 를 입력해서 특정 포트에 접속하는 기능입니다. 각각의 컴퓨터가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각 포트에 포트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SD  >  F4  >  ADM(관리자)  >  EDIT PORT NAMES

이 과정에 따라 포트 이름을 생성，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자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 가능한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파벳 문자: A-Z
・ 0-9 사이의 모든 숫자
・ (+)， (-)， (/)， (.)， (빈칸)

OSD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가 입력되어도 OSD 화면에는 대문자로 출력됩니다.
수정을 완료하면， [Enter]키를 눌러서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Esc]키를 눌러 종료합니다.

관련�제품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L1008 / CL1016 / CL3000 / CL5800 / CL3108NX / CL3116NX / CL1308 / CL1316 / CL5708 / CL5716 /
CL5808 / CL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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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A.

A.

35

36

CL3800 과 KH1532A을�연결하려고�하는데 CL3800 VGA 모양과 KH1532A의 VGA 모양이�다릅니다.
전용케이블이�따로�있는지�문의드립니다.

저희�파주IDC에�특정�서버들을 ATEN KVM (CL1308N / CL15716M)을�연결해�사용�중입니다.
해당�모델들은 default로�브로드�캐스트�기능 (동시에�여러�서버에�명령어�수행기능)이 enable
되어�있는�것�같습니다. disable이�가능한지�가능하다면�조작법을�가이드�부탁드립니다.

ATEN 2L-5003U 케이블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래 방법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OSD  >  F6  >  Enable / Disable

관련�제품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관련�제품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L1008 / CL1016 / CL3000 / CL5800 / CL3108NX / CL3116NX / CL1308 / CL1316 / CL5708 / CL5716 /
CL5808 / CL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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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A.

A.

37

38

LCD KVM 전면에�있는�키보드 LED조명�끄는�방법�문의�드립니다.

지문�인식�모듈을 LCD KVM에�설치하고�프로그램을 LCD KVM에�연결되는�서버들에�모두�설치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최대�몇�개의�지문을�인식�시킬�수�있는�지�추가�확인�바랍니다.

LCD 아래 버튼 중 EXIT / LIGHT 버튼을 3 초 이상 누르면 LED 가 꺼집니다.
반대로 다시 3 초 이상 누르면 LED 가 켜집니다.

지문 인식 모듈은 LCD KVM 스위치 PCB 에 설치하는 것이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지문 데이터 파일의 크기에 따라 스위치에 최대 20 개의 지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계정 당 최대 10 개의 지문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ex ) 관리자 계정 1 개， 사용자 계정 4 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계정당 4 개씩 저장 가능

관련�제품

CL1008 / CL1016 / CL3000 / CL5800 / CL3108NX / CL3116NX / CL1308 / CL1316 / CL5708 / CL5716 /
CL5808 / CL5816

관련�제품

CL5708 / CL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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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A.

A.

39

40

CL6708MW와 KVM 케이블(2L-7D02U)를�구입하여�설치하려고�하는데 Server 비디오�카드에 VGA 
port 밖에�없습니다. DVI to VGA 젠더를�이용하여�설치하려고�하는데�문제�없는지�문의드립니다.

CE770 케이블을�광�케이블로�변환해�사용하면�스펙보다�더�긴�거리�연장�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2L-7D02U 는 DVI-D 케이블이기 때문에 DVI to VGA 젠더를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KVM 케이블을 DVI-I Type(2L-7D02UI)으로 교체한 후 젠더를 이용하면 설치 가능 합니다.

CE770 제품은 아날로그 KVM 연장기이기 때문에 광 컨버터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TEN 광 연장기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E250A / CE100 / CE350 / CE370 / CE700A / CE770 / CE800B / CE774 / CE775

CS1768 / CS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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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A.

A.

41

42

CE604의 Main과 Sub 2개의 RJ-45 포트의�기능에�대해�문의�드립니다.

CE600 / CE602의 Main과 Sub 2개의 RJ-45 포트의�기능에�대해�문의�드립니다.

2개의 RJ-45 포트는 각각 다른 신호를 전달하므로 고객의 환경에 맞게 UTP 케이블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❶ MAIN : Input 1(DVI Main) 신호와 키보드 마우스 신호를 전송
❷ SUB : Input 2(DVI Sub) 신호와 RS-232, 마이크로폰 신호를 전송

2 개의 RJ-45 포트는 각각 다른 신호를 전달하므로 고객의 환경에 맞게 UTP 케이블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❶ MAIN : Single Link DVI 신호 및 키보드 마우스 신호 전송
❷ SUB : Dual Link DVI 신호(CE602 만 적용) 및 HDCP, RS-232, 마이크로폰 신호 전송

관련�제품

관련�제품

CE600 / CE602

CE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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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A.

A.

43

44

PC와�모니터/키보드/마우스�간�거리가 100m 이상이며�이미�광�케이블이�포설되어�있습니다.
광�케이블�커넥터는 SC 타입인데 CE680을�사용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CE680R의 USB Port에�지문인식장치�및�프린터를�사용하고자�하는데�동작하지�않습니다.
설정�변경으로�가능한지�아니면�추가�장비가�필요한지�확인�요청�바랍니다.
CE680L과 CE680R간의�거리는 50M 내외입니다.

ATEN 에서 나오는 광 연장기 제품은 모두 싱글 모드 / LC 타입입니다. SC 타입 커넥터는 연결할 수 
없으므로, LC 타입 커넥터로 교체하시거나 변환 젠더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CE680R 의 USB Port 는 USB 터치 스크린 패널 장치용으로 그 밖의 USB 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USB Extender 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제품은 UCE60， UEH4002A 등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UEH4002A 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E680 / CE690

CE680 / CE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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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45

46

텔넷으로 KE8952에�접속하면 KE 설정�내용만�나오는데, CLI 모드(제어�모드)로�접속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KE9950 Tx 16대 + Rx 2대를 4K 해상도로�사용�시�대역폭이�얼마나�사용되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ES0152 1대만�사용해도�가능한지�확인�바랍니다.

Telnet 접속 모드는 2 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❶ KE 장비 설정 모드 : Port 23
❷ CLI 모드(제어 모드) : Port 9130
각 모드를 접속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포트를 구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KE9950 Tx 16 대+Rx 2 대 구성은 ES0152 1 대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KE9950 4K 사용 시 사용되는 대역폭입니다. (Rx 1 대 기준)

❶ 정지화면 시: 528Mbps
❷ 키보드/마우스 사용 시: 536Mbps
❸ 웹 브라우저 사용 시: 544Mbps
❹ Full Video: 1000Mbps

관련�제품

KE8950 / KE8952 / KE9950 / KE9952

관련�제품

KE6900 / KE6900A / KE6940 / KE6940A / KE6910 / KE6920 / KE6912 / KE6922 / KE8950 / KE8952 /
KE9950 / KE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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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47

48

GUI 계정�아이디와�비밀번호를�분실했습니다. 전면�리셋�버튼을�눌러도�초기화가�되지�안습니다.
계정�초기화�방법이�궁금합니다.

CN8000A 로그�관련�문의�드립니다.
CN8000A에�연결�된�장비의�사용�이력(키보드 / 마우스) 내용도�로그에�남는지�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초기화 가능합니다.

❶ KVM장비의 전원을 끄고 나사를 풀러 상판을 뜯어 냅니다.
❷ PCB판에 DEFAULT PASSWORD 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핀 2개가 있습니다.
❸ 핀 2개를 쇼트(Short) 시킨 후, KVM장비의 전원을 켭니다.
❹ 약 5초 후 다시 KVM장비의 전원을 끄고 쇼트(Short)를 해제합니다.
❺ KVM장비의 전원을 켜면 초기화된 ID&PW(administrator / password)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CN8000A 연결된 설비에 이벤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CN8000A 의 접속 로그아웃 등 시스템에 
관련된 기록만 로그에 저장 됩니다. 만약, 연결 서버 장비의 이벤트를 기록하고 싶다면 ATEN CCVSR
(비디오 녹화)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000A /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SN9108CO / SN9116CO / SN0108CO / SN0116CO / SN0132CO / SN0148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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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50 원격으로 2명의�사용자가 1대의 PC를�동시에�제어할�때�점유�모드로�동작이�되는지 
공유로�동작되는지�문의드립니다.

ATEN Over IP 장비는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PC 를 동시에 제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기위해 
접속 모드를 지원 합니다.

❶ 공유(Share) 모드  :  접속자 모두 동일하게 화면, 키보드, 마우스를 제어 합니다.
❷ 점유(Occupy) 모드  : 
처음 접속자만 키보드, 마우스 권한을 가지며, 이후 접속자는 화면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자가 나가면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키보드, 마우스 권한이 다음 사용자에게 넘어감)
❸ 독점(Exclusive) 모드  : 
처음 접속자만 화면, 키보드, 마우스 권한을 가지면 이후 접속자는 검은 화면 으로 보여집니다.

・ 고객 사용 환경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Q.

A.

49 CN8000A 제품을�구매했는데�로컬 PC 및�원격 PC에�어떻게�연결하고�설정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설치�방법에�대해�문의드립니다.

설치 및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콘솔 케이블(VGA, PS/2, USB가 모두 달려있는 짧은 케이블)을 콘솔이라고 적혀 있는 노란색 포트에
      연결합니다.
❷ PC/KVM 포트에 나머지 케이블의 노란색/초록색 커넥터를 연결하고， 반대쪽의 파란색 커넥터 +       
      USB 케이블을 PC에 연결합니다.
❸ CN8000A의 LAN 포트에 Cat 5 선을 연결해서 공유기나 네트워크 스위치 등에 연결합니다.
      IP는 IP 인스톨러나 웹GUI  >  Network 설정 탭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N8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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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51

52

KA8280을 KN 장비의 LAN 포트에�연결하면 Plug in Play로�바로�동작되는�건지�아니면�어떻게
설정해야�연동되는지�문의드립니다.

KH1516Ai Winclient를�다운받아�실행하려고�하니�시리얼�넘버를�입력하라고�나옵니다.
시리얼�넘버를�어디서�구하는지�문의드립니다.

KN 과 연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KA8280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❷ KA8280의 IP를 KN 장비와 같은 대역， 다른 IP로 설정하고 저장 및 재시작 합니다.
❸ KA8280 재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시스템 관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❹ 연동시킬 KN 장비의 IP와 ID， PW 등을 입력하고 추가합니다.

제품에 동봉된 메뉴얼에 붙어 있는 시리얼 넘버 조합(영문/숫자 혼합 5 자리 x4 번)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N8000A / CN9600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관련�제품

KH1508Ai / KH1516Ai / KL1508Ai / KL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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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53 KH1516AI에�원격으로�접속할�수�있는 IP를�설정하는�방법과， 포트별로 ID를�추가할�수�있는�방법을
문의드립니다.

KH1516AI 장비는 로컬과 원격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❶ 로컬 
 ・ IP 설정  : KH1516AI 의 OSD 진입 > F4 ADM > SET IP ADDRESS 에서 원하시는 IP 를 설정해 
    원격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포트명  :  KH1516AI 의 OSD 진입 > F4 ADM > EDIT PORT NAMES 에서 원하시는 포트 별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❷ 원격
 ・ IP 설정  :  UTP 케이블을 노트북 또는 PC 와 KH1516AI 연결하고, 노트북을 통해 웹 브라우저로
    KH1516AI 에 접속하여 GUI > Device management > Network 에서 IP 설정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H1516AI 기본 IP : 192.168.060)
 ・ 포트명  :  웹 GUI 접속하면 좌측 트리 구조로 포트가 표시되며, 포트 선택 후 포트 명 설정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CL5708i / CL5716i / KL1508Ai / KL1516Ai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2508A / KH2516A

Q.

A.

54 KH2508A를�프라이머리로�하고 KH1508A를�세컨더리로�해서�데이지체인�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두 장비를 데이지 체인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콘솔 장비(KH2508A / KH2516A), 1 콘솔 장비(KH1508A / KH1516A)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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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55 KH1516Ai 제품의 KA7520 / KA7970 각각 4대씩�운용�중이며, 원격에서 KA7520으로�장착된
포트�접속�시 1명의�사용자를�제외한�다른�사용자들의�화면공유�자체가�되지않아�문의드립니다.

해당 포트 접속모드가 독점으로 설정 되어 있어 처음 접속 사용자 외에 다른 사용자는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KH1516Ai Web GUI 에서 각 포트 접속모드를 고객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❶ E(Exclusive) : 첫 번째 사용자가 포트를 통해 독점제어로 포트 전환 합니다.
      다른 사용자는 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기능은 이 설정이 되어 있는 포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❷ O(Occupy) : 첫 번째 사용자는 포트를 통해 제어 전환합니다.
      추가 사용자는 포트의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포트를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는 타임아웃 박스에 시간 설정한 것보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포트 제어는 다음 사용자에게 넘어가기 위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칩니다.
❸ S(Share) : 사용자 입력이 대기열에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관련�제품

CN8000A / CN9600 / CS1708i / CS1716i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KH1508Ai / KH1516A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 CL5708i / CL571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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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56

57

KH1516Ai 윈�클라이언트(Winclient)를�홈페이지에서�최신�버전으로�다운�받아서�실행시켰더니
정상적으로�연동되지�않아�문의드립니다.

ATEN Over IP 장비를�통해�원격에서 PC OS(운영체제)를�설치�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윈 클라이언트(Winclient)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KH1516Ai 펌웨어 버전과 윈 클라이언트
(Winclient) 버전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선 KH1516Ai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ATEN 홈페이지 또는 
KH1516Ai Web GUI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해 사용하기 바랍니다.

ATEN Over IP 장비는 버추얼 미디어(Virtual media)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격에서 ISO 이미지를
이용해서 ATEN Over IP 장비에 연결 된 PC 에 편리하게 OS 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미디어(Virtual media)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결 방식 및 특정 모듈을 사용해야
합니다. (ATEN 기술부 및 영업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9600 / CS1708i / CS1716i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KH1508Ai / KH1516A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 CL5708i / CL5716i

CN8000A / CN9600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KH1508Ai / KH1516Ai / KL1108V / KL111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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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58

59

KL1516AIM_KL1116VN 두�모델의�지원�브라우저의�버전�확인�요청드립니다. 매뉴얼상 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Safari， Opera， Mozilla， Netscape 지원으로�되어�있습니다.
각�브라우저의�지원�버전�확인�부탁�합니다. 예) Explorer 10이상�지원�등

KN1108VA 3*3 패널�어레이(화면�분할) 모드�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최신 펌웨어 기준으로

❶ Internet Explorer 11 - 11.0.165 버전
❷ Chrome - 83.0.4103.61(공식 빌드) (64 비트)
❸ Firefox- 77.0 (64 비트)

패널 어레이(화면 분할) 모드 지원 가능합니다.
로컬 및 원격에서도 패널 어레이(화면 분할) 모드가 지원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9600 / CS1708i / CS1716i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KH1508Ai / KH1516A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 CL5708i / CL5716i

CS1708i / CS1716i / KH1508Ai / KH1516Ai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CL5708i / CL5716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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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60

61

KN2116VA의�프로그램�서비스포트�사용�범위가�어느�정도인지�문의�드립니다.

KN2116VA 장비에서 Telnet 및 SSH 서비스를�차단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ATEN KVM Over IP 장비의 모든 서비스 포트에 대한 유효 범위는 1~65535 입니다.

KN GUI(Web GUI 및 로컬 GUI) 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관리  >  보안  >  보안 레벨 에서 해당 항목 설정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9600 / CS1708i / CS1716i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KH1508Ai / KH1516Ai / KL1108V / KL1116V / KL1508Ai / KL1516Ai / CL5708i / CL5716i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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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62

63

KN 2시리즈는�버스가 2개라고�들었습니다. 버스가 2개라는게�어떤�의미인지�문의드립니다.

KN2124VA사용중입니다. 포트�하나를�감시카메라�관리 PC에�연결해�놓았는데, 아무런�움직임�없이
일정�시간이�지나면�자동�로그�아웃으로�불편함을�겪고�있습니다. 해결방안�문의드립니다.

원격으로 접속 시 2 명의 사용자 동시에 다른 포트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❶ KN1 시리즈 : 1 명의 사용자 동시에 다른 포트 제어
❷ KN2 시리즈 : 2 명의 사용자 동시에 다른 포트 제어
❸ KN4 시리즈 : 4 명의 사용자 동시에 다른 포트 제어
❹ KN8 시리즈 : 8 명의 사용자 동시에 다른 포트 제어

아래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PORT ACCESS  >  사용자 설정 > 로그아웃 타임아웃 시간을 0으로 설정

관련�제품

관련�제품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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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64 iPad를�통해 KN 제품�제어�방법에�대해�문의합니다.

ATEN KVM over IP 스위치를 Pad Client 소프트웨어를 통해 iPad에서 제어 가능합니다.
ex) iPad 화면에서 KVM over IP 스위치에 연결된 서버의 화면을 보고,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는 등의 제어
KVM over IP 스위치에서 별도 설정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iPad에 Pad Cli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KVM over IP 스위치 장비와 동일한 네트워크의 Wifi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Q.

A.

65 KN8164V에�원격으로�접속할�수�있는 IP를�설정하는�방법과， 포트별로 ID를�추가할�수�있는�방법을
문의�드립니다.

KN8164V 장비는 로컬과 원격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❶ 로컬 
・ IP 설정 :  KN8164V 의 OSD 진입 > Device management > Network 에서 IP 설정 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포트명 :  KN8164V 의 OSD 진입하여 좌측 트리 구조로 포트가 표시되며, 포트 선택 후 포트 명
   설정 가능 합니다.
❷ 원격 
・ IP 설정 :  UTP 케이블을 노트북 또는 PC 와 KN8164V 연결하고, 노트북을 통해 웹 브라우저로
    KN8164V에 접속하여 GUI > Device management > Network 에서 IP 설정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N8164V기본 IP : 192.168.060)
・ 포트명 :  웹 GUI 접속하면 좌측 트리 구조로 포트가 표시되며, 포트 선택 후 포트 명 설정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KL1108V / KL111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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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66 SN0116A 콘솔을�접속하여�명령어를�치면�잘�쳐지는데 Enter를�치게�되면 2번�쳐지는�현상이
발생합니다.
SWITCH_> enable
SWITCH_#
SWITCH_#

SN0116A 의 웹 GUI 에 접속하여 아래 설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포트접속 >  속성  >  문제가 발생하는 포트 선택  >  실행모드  >  Out CRLF Translation 체크

관련�제품

SN9108CO / SN9116CO / SN0108CO / SN0116CO / SN0132CO / SN0148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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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Q.

A.

A.

67

68

SN0116CO를�통해�포트에�접속해서�명령어를�전송하면， 해당�포트에�접속해서�전송한�명령어에
대한�로그를�확인�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CC2000 설치�시�메뉴얼에 Java 최신버전�설치�시 32bit만�설치하라고�나오고 64bit 사용�시�일부 
기능�지원�안될�수�있다고�나오는데�꼭 32bit만�사용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SN 장비는 각 포트단위로 접속 명령어의 대한 히스토리 내역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방법은 USB 메모리, NFS 에 저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ATEN CCVSR(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각 포트에 접속한 사용자(IP 포함), 명령어 등을 녹화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전 CC2000 에서는 Java 최신 버전과의 호환성 때문에 32bit 설치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CC2000 최신 버전에서는 이러한 호환성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Java 64bit 를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SN9108CO / SN9116CO / SN0108CO / SN0116CO / SN0132CO / SN0148CO

CC2000 / CCVSR / CC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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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69 CC2000에�총�노드를 700여개�사용하려�합니다. 
그런데�라이센스�키(USB)를 512 노드 + 100 노드 + 100 노드 + 50 노드로�나눠�구매한�후�업데이트 
해도�가능한지, 아니면 700 노드를�구매하여�한번에�올려야�되는지�문의�드립니다.

구매 전이라면 아래 표를 참고 하시고 700노드를 구매하시면 하나의 USB Key에 등록되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매 후 추가 노드 구매 예정이라면 CC2000 Add-ons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온라인으로 기존 
USB Key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CC2000

License

Basic (Free) 1 Primary / 16 Nodes

USB License Options

CC2000TN (Tiny Pack : 1 Primary / 32 Nodes)
CC2000XL (Extra Lite Pack : 1 Primary / 64 Nodes)
CC2000LE (Lite Pack : 1 Primary / 128 Nodes)
CC2000LS (Lite Plus Pack : 1 Primary / 256 Nodes)
CC2000SD (Standard Pack : 1 Primary / 1 Secondary, 512 Nodes)
CC2000PS (Plus Pack : 1 Primary / 5 Secondary, 2048 Nodes)
CC2000PM (Premium Pack : 1 Primary / 9 Secondary, 5120 Nodes)
CC2000PL (Platinum Pack : 1 Primary / 15 Secondary, Unlimited Nodes)
CC2000MX (Maximum Pack : 1 Primary / 31 Secondary, Unlimited Nodes)

System Add-ons

CCS1 (Add-on 1 Secondary Server License)
CCN1 (Add-on 1 Node License)
CCN10 (Add-on 10 Node License)
CCN50 (Add-on 50 Node License)
CCN100 (Add-on 100 Node License)
CCN500 (Add-on 500 Node License)
CCN1000 (Add-on 1000 Node License)
CCN10000 (Add-on 10000 Node License)
CCNU (Add-on Unlimited Nod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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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70 CC2000의�지원�운영�시스템�요구�사항�확인�요청�드립니다.

아래 표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C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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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1 기존�설치�된 CCKM S/W의 Upgrade을�위해 CCKM Latest version을�신규�설치�후�기존
CCKM License key로�인식�및�구동�되는지�문의�드립니다.

CCKM License key 로 인식 및 구동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CKM

Q.

A.

72 CCKM latest 버전을�다운로드할�수�있는�방법�문의�드립니다.
ATEN web site에서는�다운로드�되지�않습니다.

ATEN E-service 로그인 후 제품 등록 항목에 KE 장비 등록하시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C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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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3 기�사용 CCKM License 키�분실�시 (usb memory stick) 새로이�구매�해야�하는지�또는�동일
 License를�재발행�해주는지�문의�드립니다.

CCKM License 키 분실 시는 재 구매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TEN KOREA 영업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CKM

Q.

A.

74 CCVSR 설치�시 JAVA 를�설치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CCVSR 설치 시 JAVA 를 꼭 설치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JAVA 최신 버전을 다운 및 설치 하시고 CCVSR 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C2000 / CCVSR / CC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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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5 ATEN 시리얼�장비도�녹화�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KN 장비 외에 SN(시리얼 장비) 도 CCVSR 를 통해서 녹화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SN9108CO / SN9116CO / SN0108CO / SN0116CO / SN0132CO / SN0148CO

Q.

A.

76 CCVSR 최대�몇�개의 KVM 세션을�녹화�할�수�있습니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최대 20 개의 KVM 세션을 동시에 녹화 /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 = 1920x1080, 텍스트 모드 = 켜짐, 대역폭 = 1G, 시나리오 = 감시)
또한, 하나의 CCVSR에서 최대 64 개의 KVM 장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SN9108CO / SN9116CO / SN0108CO / SN0116CO / SN0132CO / SN0148CO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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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7 UC3020 CAMLive 제품과�안드로이드�스마트폰 (삼성 NOTE10，9 / S9)에�카메라�파이라이브 APP
사용시�소스�입력�되지�않아�문의�드립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펌웨어를 스마트폰 용으로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ATEN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업데이트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UC3020

UC3020 / UC3021

Q.

A.

78 UC3020 연결�후�카메라�소스�장치 PC로의�오디오�입력(영상만�입력됨)이�되지�않습니다.
네이버 PRISM Live Studio 소프트웨어�사용하고�있습니다.

OBS 스튜디오(스트리밍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  Open Broadcaster Software (OBS), CameraFi, Xsplit, Twitch, YouTube, Facebook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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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79 소니 cx450 캠코더와�캐논 EOS 600D를 UC3020을�통해�스마트폰에�연결해서�쓰고�싶습니다.
어떻게�구성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❶ UC3020 을 모바일용 드라이버로 업데이트 합니다.
❷ 스마트폰에 카메라파이�라이브 앱을 설치 합니다.
❸ 만약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10 이상이면， 카메라파이 다운그레이드 API 를 다운받아

실행하셔야 합니다. 
❹ 위의 준비가 완료되면 스마트폰->UC3020->카메라/캠코더를 연결하고 카메라파이�라이브 앱을

실행합니다.
❺ 유튜브 계정에 로그인하고 스트림키를 설정하고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관련�제품

UC3020 / UC3021

관련�제품

UC3020 / UC3021

Q.

A.

80 UC3020이�카메라로�촬영한�영상을�캡처해 PC로�보내서�스트리밍�등을�할�수�있게�해주는�제품이
맞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달린�웹�캠처럼�사용도�가능한지�확인�부탁�드립니다.
(영상�통화에�사용)

C3020 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해 PC 로 보내서 스트리밍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스카이프에 연동해 말씀하신 영상 통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파이�라이브�앱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vaultmicro.camerafi .live&hl=ko
다운그레이드 API :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camerafi live/articles/2327?useCafeId=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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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81 UC3022 연결�후 OBS에서�비디오�캡처�장치�추가를�눌러도�노트북�또는�웹�캠�밖에�잡히지�않고,
USB Video Device(UC3022)가�잡히지�않습니다.

HDCP 가 ON 으로 되어 있으면 UC3022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HDCP 스위치를 OFF 로 설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UC3022

UC3022

Q.

A.

82 크로마키�기능과�자막�기능을�모두�지원하는지�문의드립니다.
실시간이�아닌�교육용�영상을�녹화하는데�쓰려�합니다.

크로마키 기능은 지원합니다. 하지만 자막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별도 자막 기기를 사용하거나 
녹화된 영상에 영상 편집 툴 등을 이용해 별도로 자막을 입히셔야 합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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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83 OnAir Lite 앱으로 UC3022 화면을�전환합니다. 그런데 1초�미만의�시간동안�그�찰나의�순간에 
검은색�화면이�떴다�사라집니다. 설정으로�이걸�없앨�수�있는�방법이�있는지�문의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펌웨어로 수정 가능합니다. ATEN KOREA 기술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UC3022

UC9020

Q.

A.

84 UC9020 HDMI Input 2번에 Input A와 B가�있습니다.
그런데�아이패드 OnAir App 화면에서 A만�나옵니다.

UC9020 의 실질적인 입력은 2 개입니다.
 A 와 B 는 하나의 입력이며 UC9020 내에서 일종의 스위칭을 통해 소스 화면을 송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적인 이유로 인해 아이패드 OnAir App 상에서는 A 와 B 중 하나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PGM(송출 화면)에서는 A 와 B 모두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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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85 UC9020이�녹화기능을�지원하는지�문의드립니다.

UC9020 제품은 녹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USB 녹화 기능 사용시 안정적인 녹화를 위해 USB HDD/SSD 연결을 권장합니다.

관련�제품

UC9020 / UC9040

관련�제품

UC9020 / UC9040

Q.

A.

86 UC9020에�카메라 1080i 영상을�입력으로�연결하였더니�화면�출력이�되지�않는�상태입니다.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UC 9020 은 I 방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P 방식으로 1080P 또는 720P 로 설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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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87 HDMI 2번의 Input A와 B에�소스�장치를�연결했는데， OnAir App 미리보기�화면에서
Input A가�회색으로만�나옵니다. 검정색도�아니고�회색인데�무슨�문제가�있는지�문의드립니다.

리소스 제한 때문에 HDMI 2A 와 2B 를 동시에 사용할 때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2A 와 2B 중 하나가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기존 OnAir 앱에서는 이를 검은색으로 표시했으나， 업데이트 된 OnAir 앱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2A 와 2B 중 미리보기 표시가 되지 않는 화면에 대해 회색으로 표시되게 바뀌었습니다.

관련�제품

UC9020

UC9020 / UC9040

Q.

A.

88 스트림�키 / URL을�입력하고 IP는 DHCP 설정으로�연결했습니다. 그런데 OnAir App에서�라이브 
스트리밍�시간은�계속�지나가는데�유튜브�채널로�들어가보면�스트리밍�대기중�이라고만�뜹니다.

iPad 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있으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시작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iPad 는 UC9020 과 연결되면 Wifi  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스트리밍 가능 상태가 돼도 업데이트가 안돼
스트리밍 시작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노트북으로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작업을 하기바랍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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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89 UC9020과 iPad, 데스크톱 PC가�있는데�어떻게�연결하고, 유튜브는�어떻게�연동하는지�문의드립니다.

❶ 데스크톱 PC 와 UC9020 모두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❷ iPad 에서 OnAir 앱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합니다.
❸ UC9020 에 iPad， 카메라 등을 연결합니다.
❹ 데스크톱 PC 에서 유튜브에 접속한 뒤， 스트리밍 채널을 만듭니다.
❺ 스트리밍 채널에서 표시되는 스트림 키와 서버 URL 을 OnAir 앱에 입력합니다.
❻ UC9020 의 GoLive 버튼을 누르면 스트리밍 채널에서 시작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 이를 클릭하면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관련�제품

UC9020 / UC9040

UC9020 / UC9040

Q.

A.

90 iPad mini 5에 USB-C가�없고�라이트닝만�있는데�온라인에서�판매하는 USB to 라이트닝�젠더를 
파는�것�같은데�그걸로�연결해도�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정품 USB to 라이트닝 어댑터를 구매해 연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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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91 UC9020 스트리밍�없이�녹화만�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UC9020 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행하지 않아도, UC9020 PGM 포트에서 출력되는 영상대로 후면에
연결한 USB 에 저장됩니다. USB 저장장치를 연결하시고 iPad 의 OnAir 앱에서 설정  >  외부저장장치 
활성화 한 다음, Go Live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종료합니다.
녹화가 시작되면 아이패드 우측 하단의 외부디스크 : 해당 없음이 외부디스크 : 녹화로 바뀝니다.

관련�제품

UC9020 / UC9040

관련�제품

UC9020 / UC9040

Q.

A.

92 UC9040에서�송출되는�영상을 Zoom 소프트웨어로�전송해�사용하려고�캡처�보드를�구매하였습니다.
어느�부분에�연결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연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UC9040 의 PGM 포트  >  HDMI 케이블  >  캡처보드  >  USB  >  노트북 순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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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93 노트북에 UH3232를�연결하고 VGA와 HDMI 모니터를 UH3232에�연결해�총 3개의�화면을�확장으로
연결하여�볼�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VGA 와 HDMI 중 하나만 선택해 모니터를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둘 중 하나만 연결하여 노트북과 함께 확장화면을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UH3232 / UH3236

UH3233 / UH3234 / UH3237

Q.

A.

94 LG 그램�노트북  >  UH3233  >  프로젝터 2대를�연결하고, 노트북�화면과�각각의�프로젝터가�서로 
다른�화면을�출력하도록�설정하고�싶습니다. 그러려면�윈도우에서�확장�모니터로�설정했을�때, 
3개의�디스플레이�장치가�잡혀야�할�텐데 UH3233은�무조건�복제만�되는건지�문의드립니다.

UH3233은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를 확장으로 설정하면 모니터가 3 대가 뜨면서 각각 다른 화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연결하려는 노트북 그래픽 카드가 MST 기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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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95 UH3237 도킹으로�노트북�전원을�함께�사용하여�합니다.
이때�사용할�전원공급장치 (아답터)를�구매하려�하기�위해�문의드립니다.

PD(Power Delivery) 어댑터를 구입하여 사용해주시면 되며 UH3237 의경우 멀티포트*에서 사용하는 
15W 를 차감 후 최대 60W 의 파워 패스-쓰루 제공함으로 75W 출력사양 이하로 PD 어댑터를 구매해
주셔야합니다 *단，출력 사양이 낮을수록 충전속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시는 노트북 혹은 전자기기의 전력량을 고려하여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 권장 사항
❶ USB-C Power Delivery 규격 상, 도킹스테이션, Target Device, USB-C 케이블 등 모든 연결되는 
      제품이 PD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❷ PD 미지원 Device에 충전을 하는 경우 장비의 손상이나, 심각한 경우 장비의 파손 및 사용자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UH3234 / UH3235 / UH3236 / UH3237

관련�제품

UH3236

Q.

A.

96 UH3236 제품으로�스마트폰을�연결하여 FPS게임을�플레이하는�영상을�봤습니다. 해당�광고를�보고
UH3236 제품을�구매하여�페이탈레이드라는 FPS게임에�테스트�했으나�마우스�이동�시�화살표만�이동
하고�게임상�왼쪽， 오른쪽�보기가�안되고�있습니다. 클릭해서�이동은�가능하나�그럼�총을�쏠�수가�없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에�대해�문의드립니다.

UH3236 은 모바일 장치의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확장 하여 주는 장비이며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키 맵핑을 하는 별도 앱이 필요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에서 Octopus 키 맵핑 앱을 다운로드 후 키 설정 하시면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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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97 UH3237 HDMI 1，2번에�각각�모니터를�연결했는데�확장�모니터로�설정이�안되고�계속�복제�화면으로
만�출력됩니다.

맥북은 MST 를 지원하지 않아 확장 모니터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제품

UH3233 / UH3234 / UH3237

US3342

Q.

A.

98 노트북 2대�중에 1대는 USB-A 밖에�없습니다. USB-C to USB-A 컨버터를�사용하면�바운드리스 
스위칭과�클립보드�복사�등을�정상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US3342 USB-C to USB-A 컨버터를 사용하면 바운드리스 스위칭과 클립보드 복사, USB 허브 사용,
전원 인가 등이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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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99 US3342 장비�파일�공유�기능이�하드웨어적으로�지원하는지�소프트웨어�적으로�지원되는지
문의드립니다.

BEZELX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ATEN 홈페이지에서 Win / Mac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US3342

US3344I

Q.

A.

100 US3344i의�시리얼�포트를�통해서�포트�스위칭이�가능한지�와 USB포트가 3.1포트로�되어있는데 
PC의 2.0포트에�꽂아도�문제없는지�문의드립니다.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포트 스위칭이 가능하며 PC 의 2.0 포트에 꽂아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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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01 어댑터가�동봉되어�있지�않아서 USB 케이블로 PC와�연결하면�전원을�공급받는�줄�알았습니다.
전원�연결�방법�문의드립니다.

US3344I 는 USB 를 통한 전원 공급이 불가합니다. US3344I 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 후면 전원 터미널 블럭에 전원선(+，-)를 연결하여 전원 인가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US3344I

VC810

Q.

A.

102 CS1754를�쓰다가 PC 그래픽카드를�바꿨는데 HDMI 밖에�없습니다.
비디오�컨버터�제품을�써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ATEN HDMI to VGA 컨버터인 VC810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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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03 VE800A설치�할�때 TMDS랑 DDC에 Cat 5 케이블을�모두�연결해서�사용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VE800A 제품은 TMDS 와 DDC 2 개의 포트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TMDS 만 연결하여도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되며, ATEN EDID 로 통신합니다. 만약, EDID Bypass(모니터 EDID) 와 HDCP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DDC 까지 연결 하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E600A(HDCP 미지원) / VE606 / VE800A / VE803 / VE806 / VE810

VE819

Q.

A.

104 VE819 페어링�방법�문의드립니다.

VE819T : 송신기
❶ 송신기가 컴퓨터 또는 소스 플레이어에 연결되고 전원이 켜지면 페어링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❷ 전원 상태 LED 가 천천히 깜박이면 송신기는 페어링 모드에 있습니다 (1 플래시/초)
VE819R : 수신기
❶ 수신기가 HDTV 또는 HD 프로젝터에 연결되고 전원이 켜지면 리모콘의 송신기 번호
      (Transmitter No) 버튼을 누릅니다.
❷ OSD (On-Screen Display)가 HDTV / HD 프로젝터에 나타납니다. UP 또는 DOWN 버튼을 사용하여       
      SETUP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❸ 새 송신기 추가 (Add New Transmitter)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송신기를 검색합니다.
❹ OSD 에 검색 중(Searching…)이 표시됩니다.
❺ 수신기의 전원 LED 가 페어링 모드에 있을 때 깜박입니다.
❻ 검색 모드를 종료하려면 리모콘의 송신기 번호(Transmitter No. ) 버튼을 누릅니다.
❼ 송신기와 수신기가 페어링 모드일때 서로 검색하여 자동으로 페어링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모두 재부팅되고 5 초 이내에 자동으로 링크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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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05 VE811 롱리치모드를�쓰면�신호�감쇠가�발생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롱리치모드는 기존 VE811 제품이 4K 해상도로 최대 100m 까지 연장하던 것을 1080p 해상도로
150m 까지 연장하는 기능으로 신호 감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련�제품

VE811 / VE1812 / VE814A / VE816R / VE2812R / VE2812AT

VE801 / VE802 / VE811 / VE812 / VE813A / VE814A / VE901 / VE1812 / VE1830 / VE2812AT / VE1801UST 
/ VE601

Q.

A.

106 HDBaseT 송신기와 HDBaseT를�지원하는�장비를�연결하면�정상�작동하는지�문의�드립니다.

HDBaseT 송신기를 HDBaseT 지원 장비에 직접 연결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HDBaseT 버전은 꼭 확인 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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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07 VE8900을�설치�시�네트워크�스위치는 IGMP 기능이�있으면�아무�스위치나�상관없는지�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VE8900 / VE8950 설치에 배치 된 네트워크 스위치는 다음을 지원해야합니다.
•  기가비트(혹은 그 이상) 이더넷 포트
•  멀티캐스트 포워딩 / 필터링
•  IGMP v2 Snooping(멀티캐스트)
•  최대 9216 바이트 크기의 점보 프레임 (패킷) 지원
•  IGMP Snooping
•  IGMP Querier
•  IGMP Snooping Fast-Leave
•  스위치와의 사이에 높은 고대역폭 연결

관련�제품

VE8900 / VE8950

관련�제품

VK2100 / VK1100 / VK0200 / VK0100

Q.

A.

108 VK0200 스위치박스�타입의�컨트롤�장비를�보고�있는데�스크린제어가�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보통�전동스크린�접점�구조가 UP/Stop/Down. 인데�위�장비의�릴레이�접점이 2개라서�어떻게�구성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VK0200 으로 스크린 릴레이 연결 시 VK0200 은 2 개의 릴레이를 지원하므로, UP/DOWN 만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STOP 까지 연결 해야 한다면 VK248 확장 박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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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09 VK2100에 VM6809H를�연동시키고, VM6809H의�프로파일들을�주기적으로�순환하며�재생되게
설정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VK6000 디자인 단계에서 라이브러리 실행 > 스케줄 클릭  >  스케줄 이벤트를 추가하고 발생 빈도와 
시간 설정 및 VM6809H 의 Load Profile 명령을 삽입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K2100 / VK1100 / VK0200 / VK0100

VK2100 / VK1100 / VK0200 / VK0100

Q.

A.

110 VK를�통해 PC 전원을�원격으로 on/off  하려면�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해당 PC 에 컨트롤 어시스트를 설치하고 VK6000 장치 단계에서 이더넷에 컨트롤 어시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PC의 IP 및 설치된 컨트롤 어시스트의 ID와 PW를 입력합니다. 그 후 VK6000 디자인 단계에서
버튼을 만들고 명령을 입력합니다.
・ 전원 ON: VK2100->Wake on LAN  >  PC의 MAC 주소 추가
・ 전원 OFF: Control Assist  >  Shutdown PC
* PC에서 Wake on LAN 기능을 지원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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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11 VM0404HB로�비디오월을�구성해서�사용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VM0404HB 제품으로는 비디오 월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VM0404HB 제품은 1:1 / 多:多형태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M0202H / VM0404 / VM0404HA / VM0404HB / VM0808 / VM0808HA / VM0808HB

VM0202H / VM0404 / VM0404HA / VM0404HB / VM0808 / VM0808HA / VM0808HB

Q.

A.

112 PC 1대의�그래픽카드에서 2개의�출력을 VM0808HA의 Input 1，2번�포트에�각각�연결하면�서로�다른
소스�장치를�연결한�것처럼�사용할�수�있는지�문의합니다.

PC 의 그래픽카드에서 2 개 이상의 비디오 출력 단자를 제공하면 각각 매트릭스 스위치의 입력에 
연결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VM0808HA 의 경우 비디오월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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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13 VM0404HA의�포트�전환을�위해�전면�버튼을�누르면�버튼 LED 색깔별로�나타나던데�어떤�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포트에 Input : 주황색 Output :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M0404HA / VM0808HA

VM3404H / VM3909H

Q.

A.

114 VM3404H를 HDMI 케이블�연결로�모니터 2X2 비디오�월�구성으로�하려고�합니다.
구성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VM3404H 출력을 2 가지 구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❶ HDMI 출력
❷ HDBaseT 출력
비디오 월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HDBaseT 출력 포트에 전용 수신기를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HDBaseT 수신기 : VE805R / VE81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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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15 VM51616H RS-232로�비디오월�배열을�설정하려고�메뉴얼에�있는 '배열�명령어'를�보니，
'다음�명령어를�사용하여�로컬�디스플레이의�뷰�모드 (1x1， 1x2， 2x2， 4x4)를�설정합니다' 라는
문구가�있습니다. 그럼 RS-232로는 3x3 같은�비디오월�구성이�불가한�것인지�문의드립니다.

메뉴얼의 배열 명령어는 출력 포트 모니터링을 위한 Array 전용 모니터에 관한 설정이며， 비디오월
관련 설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디오월 배열 구성은 웹 GUI 를 통해 구성해서 프로파일로 저장하시고， 
RS-232 명령어로 프로파일 불러오기+소스 전환 명령어를 보내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VM51616H

Q.

A.

116 VM5404H를�설치하고�있는데, 연결하는�모니터�지원�해상도가�전부�다르고�일부�모니터에서�화면이
나오지�않는�문제가�있습니다. 해결방안�문의드립니다.

ATEN 매트릭스 스위치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의 EDID 기능이 내장 되어 있습니다.
ATEN VM 매트릭스는 5가지 EDID를 제공합니다.
❶ ATEN EDID
❷ PORT 1 EDID
❸ Remix EDID
❹ Auto EDID
사용 환경에 따라 EDID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각기 다른 사이즈(지원 해상도 상이)에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Remix 또는 Auto EDID 를 사용해야 합니다.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A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 VM5808H / VM6809H / VM51616H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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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17 웹 GUI나�텔넷�등의�방법이�아닌�전면�버튼으로�간단히�프로파일을�불러오는�방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❶ 제품 전면 Profile 버튼을 누릅니다.
❷ 프로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버튼이 점멸합니다.
❸ 원하는 번호의 프로파일 번호를 누르면 프로파일이 적용됩니다.
      ・ Input 1，2，3，4 = 프로파일 1，2，3，4 번
      ・ Output 1，2，3，4 = 프로파일 5，6，7，8 번
      ・ 프로파일은 웹 GUI 를 통해 구성하시거나， 전면 버튼으로 원하는 레이아웃 구성 후 전면
          버튼에서 프로파일 저장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상세 내용은 메뉴얼 참고)

관련�제품

VM1600A / VM3200 / VM3250 / VM0404HB / VM0808HA / VM0808HB / VM6404H / VM6404HB / VM5404H 
VM5808H / VM6809H / VM51616H

관련�제품

VP2120

Q.

A.

118 VP2120 최대�몇�명이�무선으로�접속할�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VP2120 제품은 최대 4 명까지 무선으로 접속해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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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19 VS1804T Cat 5 케이블을�반드시 2개�다�써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VS1804T 제품은 TMDS 와 DDC 2 개의 포트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TMDS 만 연결하여도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되며, ATEN EDID 로 통신합니다.만약, EDID Bypass(모니터 EDID) 와 
HDCP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DDC 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 TMDS 만 연결할 경우 제품 후면 EDID 모드 스위치를 3 번 Single Cat 5 모드로 설정해주십시오
・ 호환 연장기 : VE800AR

관련�제품

관련�제품

VM1804T / VM1808T

VS481C

Q.

A.

120 VS481C HDMI 입력�케이블을�모두�꽂은�상태에서�소스�장치만�뺐다�꼈다�하며�쓰고�있습니다.
그런데 Auto Switch기능이�안돼서�새로�입력된�소스로�자동�전환되지�않습니다.

VS481C 제품은 후면에 있는 Auto Switch ON/OFF 스위치로 설정 가능합니다.
Auto Switch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N으로 설정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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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21 VS481C Auto Switch를 ON하고， 노트북이나�플레이스테이션�장비를 VS481C에�연결하면�자동으로
소스가�연결된�포트로�전환됩니다. 그런데 XBOX는�자동�전환이�안됩니다.

XBOX 경우에는 HDMI 연결 후 XBOX 에 전원을 ON 시켜야만 Auto Switch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VS481C

관련�제품

CS1764A

Q.

A.

122 CS1764A 사용�중�갑자기�전면 LED 모두�깜박이고�동작하지�않습니다.

전면 LED가 모두 깜박이고 동작하지 않는다면 제품 이상 일 수도 있지만 전원 아답터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동일 아답터로 교체 가능하시면 Test 요청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 서비스센터에 A/S 
요청 시 반드시 전원 아답터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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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23 CS692를�사용�중인데�보안�정책에�따라서 Bios Password 설정되어�있습니다. 
이�화면이�먼저�부팅한 PC에서만�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친환경 제품 설계의무 지침)에 의거 
기본적으로 PC의 전원을 Off 할 경우 PC의 USB Port의 전원이 차단됩니다. 
두 대의 PC 전원이 모두 Off 상태에서는 KVM Switch의 전원 또한 Off 상태입니다.
 (CS692에는 전원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고 PC의 USB Port에서 전원을 공급받음) PC의 전원을 On
하는 순간 KVM Switch도 전원이 공급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PC가 Booting 과정에서 비디오카드에 
접속되어 있는 모니터를 검색하는데 이 순간 KVM Switch가 Booting 완료 전이라면 비디오 카드는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은 비디오 카드의 HDMI 
Port 보다 VGA Port가 우선 순위일 때에 발생합니다. 

해결 방안 
EuP 설정을 Disable 하여 PC의 전원 Off 상태에서도 PC의 USB Port의 전원 공급되면 PC 부팅 전에 
KVM 스위치는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두 대의 PC 중 1대의 PC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PC 모델에 따라 메인보드 점퍼로 설정 변경) 두 PC 
모두 이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password 화면이 출력되지 않더라도 Password를 입력하면 Windows
부팅 과정부터 화면이 출력 될 것입니다.

관련�제품

CS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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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24 CS72U 사용�중인데�두�대의 PC 중�한�대의 PC에 VGA Port 가�없습니다. 
DVI Port가�있는데 DVI to VGA 젠더를�사용하면�되나요?

PC의 DVI Port가 DVI-I인지 DVI-D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VI-I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
하지만 DVI-D는 디지털 신호만 출력하므로 DVI-I 인 경우에만 DVI to VGA 젠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DVI-D 인 경우에는 DVI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하는 컨버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제품

CS72U

관련�제품

CS1764A / CS1794 / CE620 / CE820 / CM1164A / CS1644A / CS1784A / CM1284 / CS1824 / CS1844

Q.

A.

125 PC 4대를 KVM 스위치로�제어해야�하는데�제어해야�하는�공간은 PC로부터 100m 떨어져�있습니다. 
어떤�제품으로�구성해야�하나요? 비디오�단자는 DVI 및 HDMI를�사용할�수�있습니다.

DVI 사용 시，4대의 PC는 CS1764에 연결하고 CS1764A의 콘솔을 CE620으로 연장합니다. 
HDMI 사용 시, 4대의 PC는 CS1794에 연결하고 CS1794A의 콘솔을 CE820으로 연장합니다. 
이 경우 CE820L의 USB 케이블을 CS1794의 콘솔 마우스 포트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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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26 1대의 PC를 CE750A로�연장하여�사용�중 PC가 1대�추가되어�중간에 KVM 스위치를�설치하려�합니다. 
오디오까지�지원되는�모델로�안내�부탁드립니다.

테스트 결과， 2 대의 PC를 CS1732A 연결하여 CE750A로 연장한 구성에서 정상 동작 합니다.

관련�제품

CE750A / CS1732A / CS1732B / CS82A / CS82U

Q.

A.

127 CS1794 사용�중인데�포트 1，2에는�데스크탑 PC， 포트 3에는�노트북을�연결했습니다. 
그리고�콘솔�포트에는�스피커를�달았습니다. 그런데�포트 1，2를�선택하면�사운드가�나오는데， 
포트 3을�선택하면�사운드가�안�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트북 화면 우측 하단의 스피커 아이콘에서 
소리를 클릭하여 재생 장치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844 / CS1842 / CS1824 / CS1822 / CS1953 / CS1964 / CM1164A / CS1944DP / CS1942DP / CM1284 / 
CS724KM / CS1924M / CS1922M / CS1914 / CS1912 / CS1922 / CS1924 / CS782DP / CS1642A / CS1644A 
/ CS72U / CS74U / CS1782A / CS1784A / CS1762A / CS1764A / CS1792 / CS1794 / CS1732B / CS1734B / 
CS1742 / CM1164 / CS1744 / CS1732A / CS17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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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28 8대의 PC를�연결할�수�있어야�하며�지원�해상도 1920x1080를�만족하는 LCD KVM 스위치로 
CL6708MW를�제안하려고�합니다. 해당 PC의�비디오�포트가 VGA 일�경우�사용�가능�한지 DVI 또는 
VGA가�혼재되어�있을�경우에도�사용�가능�한지�확인�부탁드립니다.

OSD 메뉴에서 F4: ADM의 SET COMPUTER VIDEO INPUT 설정을 DVI  >  VGA로 변경하고 KVM 
케이블은 2L-7D02UI + DVI-I to VGA 젠더를 사용하시 바랍니다. 이 설정은 각 포트별로 변경 가능
하므로 DVI-D 혹은 VGA 로 혼용 가능 합니다. 단 혼용할 경우 포트 전환 시 화면 출력 지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L6708MW

Q.

A.

129 CS1764A 사용�중인데�전면 LED 모두�깜박거리고�아무런�동작도�되지�않습니다.

전면 LED가 모두 깜박이고 동작하지 않는다면 전원 관련 불량 증상입니다. 제품 이상일 수도 있지만 
전원 아답터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동일 아답터가 있다면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 서비스센터에 A/S 요청 시 반드시 전원 아답터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S18208 / CS18216 / CS19208 / CS19216/ CS1732B / CS1734B / CS1762A / CS1764A / CS1782A/ 
CS1784A / CS1642A / CS1644A / CS1792 / CS1794 / CS1822/ CS1824 / CS1842 / CS1844/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22M /CS1924M / CS1942DP / CS1944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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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30 삐익�소리�나며�동작하지�않아�전원�아답터를�교체했는데�삐익�소리는�나지�않지만�여전히�동작하지 
않습니다. CS1316에�연결된�장비는 NVR로�모니터는�각각�연결되어�있고�키보드와�마우스만�공유
하는�구성입니다.

CS1316이 reboot되면 로그인 창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CS1316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Password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User Name과 Password가 
blank입니다. Enter 키를 두 번 입력하면 로그인 되고 동작하게 됩니다.

관련�제품

CE920

Q.

A.

131 노트북에�이어폰+마이크�겸용�단자가 1개�있고， 이어폰도�마이크+이어폰�겸용�핀이 1개�있습니다. 
그런데 CE920은�마이크와�오디오�단자가�따로�있어서�어떻게�연결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어폰+마이크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오디오 핀/단자는 4극입니다. 둘 중 하나만 쓰는 것은 3극
입니다. 사용하시는 PC와 이어폰은 모두 4극이지만， CE920의 마이크/오디오 단자는 3극입니다. 때문에 
CE920L에는 3극 암 > 4극 수 Y젠더를 CE920R에는 3극 암 > 4극 암 Y 젠더를 연결해주셔야 합니다.

관련�제품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S18208 / CS18216 / CS19208 / CS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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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32 CS84U 화면�전환�관련�문의�사항이�있습니다. 미니�키보드를�사용하고�있는데�화면�전환시 Fn를 
누르고 Scroll Lock 두�번�누르고 enter키를�누르고�전환을�하는데�이걸 ctrl 키�두번으로�전환을 
하고�싶습니다. 매뉴얼�상보면 HSM을�실행�후 T를�누르면�된다고�하는데�계속�시도를�해도�변경이 
되지�않습니다.

핫키 설정 모드 실행 (HSM) 
모든 핫키 동작은 핫키 설정 모드를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핫키 설정 모드(HSM)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❶ Num Lock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❷ [-] 키를 눌렀다 떼십시오. 
❸ Num Lock 를 떼십시오. [Num Lock] + [-]; 
      HSM이 활성화 되었을 때 Caps Lock과 Scroll Lock LED는 HSM이 실행중임을 
      가리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깜박입니다. 
❹ [T] 키를 누르십시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미니키보드 호환성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키보드로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2D / CS782DP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642A CS1644A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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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33 Next-7208KVM 스위치에�다수의 PC에서�동시에�입력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없다면, 
판매�모델�중에�가능한 ATEN 제품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요청하신 제품은 당사 제품이 아니어서 확인 불가 합니다. 당사 제품 CS1798의 BRC 기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C는 관리자 전용 기능으로 콘솔에서 보낸 명령어가 설비 내에 모든 이용 가능한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이 기능은 특별히 시스템 전원 끄기나 소프트웨어설치 및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는 동작에 유용합니다.

관련�제품

CS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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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34 CS682에 PC 2대�모니터 1대로�사용�중이며 PC 2대가�모두�꺼져�있을�때는�선택�버튼에�불이 
들어오지�않다가 PC의�전원을�켜면�선택�버튼에�불이�들어옵니다. 불편한�것은�처음 PC 1번을�켜면 
모니터에�로그인�화면이�출력되지�않고�선택버튼에�불이�들어와서 PC 2번를�선택�후�전원을�켜면 
로그인�화면이�나타납니다. PC 1번은�다시�껐다�켜야�로그인�화면이�나타나는�증상입니다.

EuP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친환경 제품 설계의무 지침)에 의거 
기본적으로 PC의 전원을 Off 할 경우 PC의 USB Port의 전원이 차단됩니다. 
두 대의 PC 전원이 모두 Off 상태에서는 KVM Switch의 전원 또한 Off 상태입니다. 
(CS682에는 전원 아답터를 사용하지 않고 PC의 USB Port에서 전원을 공급받음) PC의 전원을 On 
하는 순간 KVM Switch도 전원이 공급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PC가 Booting 과정에서 비디오카드에 
접속되어 있는 모니터를 검색하는데 이 순간 KVM Switch가 Booting 완료 전이라면 비디오 카드는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증상은 비디오 카드의 HDMI 
Port 보다 VGA Port가 우선 순위일 때에 발생합니다. 

해결 방안 
EuP 설정을 Disable 하여 PC의 전원 Off 상태에서도 PC의 USB Port의 전원 공급되면 PC 부팅 전에 
KVM 스위치는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두 대의 PC 중 1대의 PC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PC 모델에 따라 메인보드 점퍼로 설정 변경) 
두 PC 모두 이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password 화면이 출력되지 않더라도 Password를 입력하면 
Windows 부팅 과정부터 화면이 출력 될 것입니다.

관련�제품

CS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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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35 CL5716M에 16포트 KVM 스위치를�추가해�확장하고�싶습니다. 어떤�제품을�쓸�수�있나요?

CL5716M과 호환되는 16포트 KVM CS1716A를 데이지체인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데이지체인 케이블
(2L-1700, 2L-1701, 2L-1703, 2L-1705)은 동봉되지 않으니 별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1216A / CS1708A / CS1716A / CS1708I / CS1716I /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1508AI / KH1516AI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Q.

A.

136 다량의 CS1798을�납품하여�설치�중인데�많은�제품에서 Cascade 문제가�발생합니다. 
Master CS1798의 1~4번 Port를 Cascade 구성에서�주로 1번 Port에�연결된 Slave CS1798만 
인식�안되는�증상이�발생하여 1번 Port를�건너�띄워�설치�중입니다.

CS1798 케스케이드 및 일부 Port에서 키보드 마우스가 동작하지 않는 문제는 CS1798 제품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USB Port의 속도를 Low Speed로 변경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핫키�설정�모드�실행 (HSM) 
❶ Num Lock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❷ [-] 키를 눌렀다 떼십시오. 
❸ Num Lock를 떼십시오. HSM이 활성화되었을 때 Caps Lock과 Scroll Lock LED는 HSM이 
     실행중임을 가리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깜박임
❹ 화면에 Hotkey 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❺ [F11] + [L] [A] +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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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37 4 Port HDMI KVM 스위치 CS1794를�검토�중입니다. CS1794의�콘솔을 10M 연장해야�하는데 
10M HDMI 케이블과 USB Extender로�사용�가능�한지�확인�바랍니다. 가능하다면�호환�가능한 
USB Extender 모델명도�확인�부탁드립니다.

USB 케이블은 5M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USB Extender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CE60， UCE260， UE2120로 Test 한 결과 모두 정상 동작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성 면에서 KVM 
Extender 사용을 권장합니다.

관련�제품

CE770

Q.

A.

138 현재�라인에서�사용�중인�생산관리 PC 한�대를 3군데서�사용하려고�합니다. (1:3 사용) 각각 Monitor 
간의�거리는 100미터�미만입니다. 기존 KVM Extender의�경우， PC 한�대를 2군데서�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알고�있는데 3군데서�사용하기�위한�제품은�검색이�쉽지�않아�문의드립니다. 
PC의�비디오 Port는 VGA Type이고�해상도는 FHD입니다.

CE770 두 세트를 이용하여 구성 가능 합니다. 공장 같은 환경에 설치할 경우 주변의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UTP 케이블 보다는 STP 혹은 FTP 케이블로 설치하시면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S1794 / UCE260 / UCE60 / UCE3250 / UCE32100 / UE2120 / UE2120H / UE250 / UE350A / UE3310 / 
UE3315A / UEH4002A / UEH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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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39 DELL 워크스테이션을 CE700A으로 30M 떨어진�콘솔�룸에서�제어하려고�합니다. 70대를�설치했는
데�모두�화면이�출력되지�않습니다. UTP 케이블 Cat'6로�포설하였으며 CE700AL에 Local 콘솔은 
사용하지�않습니다. 70대�모두�화면이�안�나온다는�것은�제품�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호환성�문제인가요?

EDID (Extended Display Identification Data)로 알려진 데이터 구조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및 
모니터에서 사용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비디오 설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는 모니터로부터 
이 EDID를 제공받아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CE700A를 사용할 경우 CE700AL에 연결된 모니터로부터 
EDID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CE700AL에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EDID를 제공받을 수 없는 
구성입니다. 이 경우 모니터의 최적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거나 화면이 흐리거나 화면이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E700AL에 모니터를 연결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VGA EDID 에뮬레이터(2A-130G) 사용
을 권장합니다.

관련�제품

CE7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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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40 UPS 점검으로 CS1316의�전원을�재부팅했는데�동작하지�않습니다. CS1316에�모니터가�연결되어 
있지�않고�키보드와�마우스만�공유하는�구성으로 CS1316의�오류�메세지�등은�확인할�수가�없습니다.
모니터를�연결해야�하나요?

CS1316을 Reboot 하였다면 현재 Login 대기 상태이므로 동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쉽게 확인되었을 것 입니다. Password 설정 변경을 하지 않으셨다면 [Enter] 키만 2번 입력
하여 Login 하시면 정상 동작 할 것입니다. CS1316이 Reboot되면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CS1316에 모니터를 연결하여 설정 변경하세요. OSD 메뉴에서 F4:ADM 선택, SET LOGIN MODE를 
비활성화 하시면 CS1316이 Reboot 되었을 때에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S1732A / CS1732B / CE770

Q.

A.

141 하기�제품간�호환성�확인�부탁드립니다. PC-CE770L-CE770R-CS1732A또는 CS1732B 50m정도 
떨어진�곳에 KVM Switch를�두고 FHD 사용을�원하는�상태입니다.

테스트 결과, CS1732A의 경우 키보드는 정상 동작하는데 마우스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CS1732B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E770L에 모니터 연결 유무 반드시 확인하여 2A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316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S18208 / CS18216 / CS19208 / CS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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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42 CS1744 사용�중인데 PC를�전환할�때마다�들리는�비프음이�거슬려서�끄고�싶습니다. 
어떻게�설정해야�하나요?

핫키 설정 모드 실행 (HSM) 모든 핫키 동작은 핫키 설정 모드를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핫키 설정 모드(HSM)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❶ Num Lock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❷ [-] 키를 눌렀다 떼십시오. 
❸ Num Lock를 떼십시오.  HSM이 활성화되었을 때 Caps Lock과 Scroll Lock LED는 HSM이 
      실행중임을  가리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깜박입니다. 
❹ [B] 키를 누르십시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2D / CS782DP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642A / CS1644A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964

관련�제품

CS1844 / CS1798 / CS18208 / CS1942DP / CS1744 / CS1644A

Q.

A.

143 PC 6대와 Dual Video Output으로�사용하고�싶은데 CS1844 두�대를�데이지체인으로�구성하여 
사용�가능여부를�알고�싶습니다.

요청하신 구성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두 대의 KVM의 핫키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하고 Secondary 
KVM 스위치의 PC를 선택하려면 먼저 Primary의 4번 Port를 선택한 후 다시 Secondary KVM 스위치
의 Port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원 해상도에 따라 CS1798 혹은 CS18208을 이용하여 
멀티 디스플레이 구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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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44 CS1716i 제품하고�연결된�노트북�크롬�브라우저에서�원격접속�하려고�합니다. 로그인�후�각 Port를 
접속하려고�하면 'Java 애플리케이션�차단' 메시지가�나타나면서 View 창이�열리지�않습니다. 
그런데 Explorer로는�정상�접속됩니다. 어떻게�조치해야�하는지요?

Java 보안 설정 문제입니다. 제어판에서 Java 보안 설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예외 사이트 목록에 
CS1716i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CS1716I의 IP 주소가 192.168.0.60이라면 예외사항 사이트 
목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Q.

A.

145 에이텐�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한�최신�버젼�드라이버를�설치했는데�동작하지�않습니다. 
해당 PC의 OS는 Windows10이고， 장치관리자를�확인해보니 '기타장치'에�있습니다. 
다운로드한�드라이버에�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당사 홈페이지의 드라이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운로드한 드라이버 실행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를 
삭제합니다. PC를 Reboot하여 다시 한번 더 다운로드한 드라이버 실행 파일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하여 드라이버를 설치 후 PC를 Reboot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1708i / CS1716i / CN8000A / CN9000 / CN9600 / CN9950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24VA / KN2132VA / KN2140VA / KN4116VA / KN4124VA/ KN4132VA / 
KN4140VA/ KN4164V / KN8132V / KN8164V / KE8900SR / KE8900ST / KE8950 / KE8952 / KE9900ST / 
KE9952 / KH1508AI / KH1516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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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46 CS261을�사용�중입니다. 그런데 PC 2대를 KVM 스위치에�연결하고， KVM 스위치�콘솔을�다시 CS261
을�통해 2명의�사용자가�사용하려�하는데, KVM 스위치를�썼더니�동작이�안되더군요. CS261과�호환
되는 ATEN KVM 스위치�문의드립니다.

당사 제품 중 호환 가능한 제품은 CS72D， CS1642A， CS1782A입니다. 각 제품의 사양을 확인 후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CS261 / CS72D / CS1642A / CS1782A / CS1644A / CS1764A / CS1784A / CS1792 / CS1794

Q.

A.

147 정전�혹은 KVM reboot 시�매번�로그인�하는�것이�불편�합니다. 로그인�과정�생략하고�바로�동작하는 
설정이�있나요?

해당 제품의 경우 로그인 모드 설정 불가 제품입니다.

관련�제품

CS1316 / CS1754 / CS1758 / CS1308 / CS1316 / CS1708A / CS1716A / CS1768 / CS1788 / CS1798 / 
CS17916 / CS18208 / CS18216 / CS19208 / CS1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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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48 PC는�총 4대입니다. PC 본체와�모니터까지의�거리는�최대 20m입니다. 현재�모니터는�무선공유기로 
연결이�되어�있는�상태이며， 구성하고자�하는�것은�마우스&키보드 1대로 4대의 PC를�제어하려고 
합니다. KVM 혹은 USB 스위치�제품을�고려�중인데 USB 스위치의�경우�케이블�거리가 1~2m 정도
밖에�되지�않는�것으로�보이네요， KVM에서는 USB만�사용할�것인데�너무�오버�스펙이�아닌가�싶기도 
합니다. 어떤 Device 와�케이블을�사용해야�되는지�문의�드립니다.

마우스&키보드 1대로 4대의 PC를 제어하려면 USB 공유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에뮬레이션 
기능이 없어 Port 전환 시 매번 키보드 마우스 인식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키보드 핫 키로 
Port 전환이 불가하여 원격 Port 선택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길이가 약 1M이므로 20M 지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VM 스위치 사용을 권장합니다.
USB 키보드&마우스를 5M 이상 거리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USB 리시버를 사용해야 하는데 호환성 
문제 또는 간헐적으로 동작 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KVM Extender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래 두 가지 구성은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Test 하여 정상 동작한 구성입니다.
1. CS1734A + CE100  2. CS84U + CE100 

에뮬레이션 
키보드 및 마우스 에뮬레이션은 ATEN KVM 스위치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KVM 스위치에서 선택되지 않은 컴퓨터도 키보드 및 마우스를 계속해서 인식하여 포트
전환 시 키보드/마우스 장치 인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 전환된 컴퓨터가 USB 키보드와 
마우스를 인식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관련�제품

CS1734A / CS1734B / CS1744 / CS74U / CS84U / CE100 / CE700A / CE750A / CE770 / CE775 / CE8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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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49 CS1316 사용�중인데�키보드에 [Scroll Lock]키가�없어�핫키를�사용할�수가�없습니다. 
다른�키로�변경�가능�한가요?

[Ctrl] 키로 변경 가능합니다. KVM 스위치를 Reboot하여 로그인하면 OSD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OSD 메뉴에서 F3:SET  >  OSD HOTKEY [Scroll Lock] [Scroll Lock] 에서 [Ctrl] [Ctrl] 변경

Q.

A.

150 CS62US 사용�중인데�두�대의 PC 중�한�대의 PC를�시스템�종료하면 Port 전환이�안되는�증상이�발생
하고�다시�부팅하면�정상적으로�포트�전환�됩니다.

CS62US 사용 중 한 대의 PC(Windows8 이상)를 종료하면 Port 전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2D / CS782DP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642A / CS1644A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964

관련�제품

CS62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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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51 기존에�포설되어�있는�광�케이블에�미디어�컨버터를�이용하여�설치하였는데�동작하지�않습니다. 
광�케이블은�멀티모드이고�길이는 100m입니다. 규격에�맞지�않은�구성인가요?

CE700A 은 IP 기반의 제품이 아니므로 광케이블 및 미디어 컨버터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기존 광케이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 두 가지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❶ CE680 : DVI Type 연장기로 최대 해상도 1920x1200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PC 및 모니터에 DVI    
      Port가 존재한다면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광케이블은 싱글모드， LC 커넥터로 600M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멀티 모드 광케이블의 경우 파이버가 OM3 이상이면 300M까지 가능하므로 멀티       
      모드 파이버가 OM3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❷ KE6900 : Over IP 연장기로 기존 광케이블에 멀티 모드용 미디어 컨버터를 이용하여 설치 가능한 
      제품입니다. 비디오 Type인 DVI-I로 DVI 혹은 VGA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

A.

152 PC 종료�후�멀티콘센트�스위치를 'Off ' 하고 'On' 하고 PC의�전원을�켭니다. 이때�간헐적으로 Bios 
Password 화면이�출력되지�않거나�화면은�출력되는데 Password 입력이�안되는�증상이�발생합니다.

두 대의 PC 전원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CS62US 전원도 꺼져 있음)에서 PC의 전원을 켜는 순간 
CS62US에도 전원이 공급되어 부팅하기 시작합니다. PC는 부팅 과정에서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의 주변 
기기 들의 접속 여부를 Check 하는데 이 순간에 CS62US의 부팅이 완료되지 않은 순간이라면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PC 중 C-MOS Setup에서 PC의 전원을 꺼도 USB Port의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정 변경하면 CS62US의 전원이 PC보다 먼저 인가되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설정변경 방법은 PC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S62US

CE700A / CE680 / KE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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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53 CL5716M이�메인이며�이와 CS1716A를�데이지�체인으로�연결하여�사용할�예정인데 CL5716M의 
모니터와�키보드를�통하여， CS1716A에�연결된�서버들�접속도�가능한�것인지요? 현재�귀사의 
쇼핑몰에는 CL5716M 모델이�검색되지�않는데， 모델명이�잘못된�것�인지�아니면�단종되었는지요?

CL5716M은 단종된 제품이 아닙니다. 당사 홈쇼핑에서 CL5716을 선택한 후 상품 옵션에서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7인치는 CL5716M이고 19인치는 CL5716N입니다. 
CL5716M과 CS1716A를 데이지체인으로 연결하면 당연히 CL5716M의 콘솔로 CS1716A에 연결된 
서버들도 접속 가능 합니다.

Q.

A.

154 LG 65SK9500PVA TV를 VC880에 HDMI IN으로�연결하고， 스테레오�오디오(RCA)로�오디오를 
디임베딩�하려고�하는데�소리가�안�나옵니다.

VC880은 DTS/Dolby 5.1의 경우 토스링크 및 코엑시얼만 지원하고， DTS/Dolby 7.1은 오디오 출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TV의 오디오 코덱은 DTS/Dolby를 지원하므로 스테레오 오디오 사용이 불가
합니다. 토스링크 혹은 코엑시얼 오디오 출력 장치를 연결해 사용해주세요.

관련�제품

관련�제품

VC880

CL5716M / CL5716N / CS1716A / CL5716

86



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55 라이트닝 iPad를�연결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USB-C to 라이트닝�케이블로�연결했더니 iPad
에서�인터넷�통신이�안됩니다.

일반적인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로 연결하면 충전만 되고 UC9040과의 연동 및 네트워크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플스토어에서 Lightning-USB 카메라 어댑터(iPad 충전 불가) 또는 Lightning
-USB 3 카메라 어댑터(iPad 충전 가능)를 구매하고， UC9040에 동봉된 USB-A to C 케이블과 함께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nAir Pro에서 인터넷 공유 설정을 활성화하고， iPad 설정에서 연결된 
네트워크 장치에 UC9040이 뜨는지 확인이 완료되면， 라이트닝 iPad에서도 정상적으로 UC9040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Q.

A.

156 UH7230 제품의�사양에 O/S WINDOWS 지원이�명기되어�있습니다. Thunderbolt 3 (USB-C) 
포트에�일반 Notebook 연결�사용이�가능한지�확인�부탁드립니다.

Thunderbolt 3를 지원하는 단자가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Thunderbolt가 있는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H7230

UC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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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57 자동�전환�소프트웨어�설치�후， PC 2대에서�거의�동시에�인쇄를�실행하면�충돌이�발생할�것�같은데 
어떻게�방지할�수�있나요?

다수 PC에서 동시에 인쇄 실행 시 PC의 프린터 설정에서 프린터 풀링(인쇄의 우선순위 설정 시 사용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시면 충돌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A.

158 OnAir 앱에서 Scene 배경에�이미지�및�텍스트는�삽입할�수�있습니다. 그런데 BGM 같은�음악이나 
동영상도�삽입이�가능한가요?

현재 정지된 이미지와 텍스트만 삽입 가능합니다. 오디오 및 동영상은 삽입이 불가합니다. BGM 재생이 
꼭 필요하시다면 HDMI 1 Input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노트북에서 BGM 재생 후 HDMI 1의 AFV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AFV를 끈 소스의 사운드는 다른 소스를 선택해도 계속 출력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C9020 / UC9040

US2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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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59 IOS VM App과 VK Control App 의�차이점이�무엇인가요?

2가지 App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IOS VM App : VM Web GUI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모바일로 편하게 접속하여 프로파일을 
      실행하는 단순 제어 App
❷ VK Control App : VK6000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입/출력 포트를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App

관련�제품

UC9020 / UC9040

Q.

A.

160 iPad 10.5인치�모델을�샀는데 OnAir앱에서 UC9020을�인식하지�못합니다.

iPad 10.5인치 모델은 모두 라이트닝 단자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일반 USB-A to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
을 연결하셨기 때문에 연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애플스토어에서 USB 카메라 어댑터를 구매해 연결
하시기 바랍니다.

VK1100 / VK2100 / VM0808HA / VM0404HB / VM0808HB / VM3404H / VM3909H / VM5404D / VM5808D / 
VM5404H / VM5808H / VM51616H / VM6404H / VM6404HB / VM6809H / VM1600A / VM3200 / VM3250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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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61 OBS에서 UC3022를�인식하지�못합니다.

UC3022의 HDCP 스위치가 ON으로 되어 있으면 OBS에서 UC3022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HDCP 스위치를 OFF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Q.

A.

162 USB에�영상을�녹화하는�기능은�어떻게�켜나요?

❶ OnAir Pro 앱에서 설정 탭 선택
❷ 좌측에서 스트림 탭 선택
❸ 하단의 External Storage를 활성화
❺ Apply 버튼 터치

관련�제품

관련�제품

UC9040

UC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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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63 갤럭시�탭으로 UC9040을�사용하려�하는데�어느�기종부터�지원이�되나요?

ATEN OnAir Pro 앱은 갤럭시탭 S5e이상 모델을 지원합니다. UC9040과 갤럭시 탭은 동일한 네트워크 
공유기(AP)에 연결되어 있어야 QR코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Q.

A.

164 동봉되어�있던 USB-A to A 케이블을�분실하여�새로�구매해야�합니다. 어디서�사야�하나요?

에이텐코리아 대리점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점 정보는 에이텐코리아 영업부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C9020

UC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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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65 UC9040 사용하고�있는데 OnAir Pro 앱->설정->스트림�탭에서 USB 저장�활성화를�켜면�스트림 
서버가�비활성화�되고， 스트림�서버를�활성화하면 USB 저장이�비활성화�됩니다. 
USB 저장과�라이브�송출이�동시에�안되나요?

UC9040 v1.1.109 버전 이후 USB 저장과 라이브 송출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Q.

A.

166 Port 전환�시�매번�발생하는�비프음을�없앨�수�없을까요?

제품 측면에 약간 들어가 있는 신호음 켜기/끄기 스위치로 US221A의 신호음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UC9040 / UC9020

관련�제품

CS62US / CS64US / CS682 / CS692 / CS72D / CS782DP / CS82U / CS84U / CS1732A / CS1734A CS1732B 
/ CS1734B / CS1742 / CS1744 / CS1762A / CS1764A / CS1782A / CS1784A / CS1642A / CS1644A / CS1792 
/ CS1794 / CS1822 / CS1824 / CS1912 / CS1914 / CS1922 / CS1924 / CS1942DP / CS1944DP / CS1922M / 
CS1924M / CS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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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67 PC 1대에 HDMI 케이블 2개를�연결해�각각�매트릭스�스위치의�입력 1，2번으로�연결해서�듀얼�모니터 
방식으로�보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2x2 비디오월에�입력 1번을�띄웠을�때， 2번�포트의�화면
(PC의�확장�화면)도�같이�출력이�될까요?

PC 1대에 HDMI 케이블 2개를 연결해 각각 매트릭스 스위치의 입력 1，2번으로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2x2 비디오월에 입력 1번을 띄웠을 때， 2번 포트의 화면(PC의 확장 화면)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입력 1，2번을 비디오 월에서 한 번에 보고 싶으시면 프로파일 설정 시， 입력 1，2번이 모두 출력되도록 
비디오 월을 만들어야 합니다.

VM3404H / VM3909H / VM5404H / VM5808H / VM51616H / VM6404HB / VM6809H / VM1600A / VM3200 / 
VM3250

VM3404H / VM3909H / VM5404H / VM5808H / VM51616H / VM6404HB / VM6809H / VM1600A / VM3200 / 
VM3250

관련�제품

관련�제품

Q.

A.

168 비디오�매트릭스에 VM 제어앱으로�접속하려�하는데, 설치�및�사용�시�주의해야할�점이�있나요?

모바일 기기에 VM 제어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비디오 매트릭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디오 
매트릭스와 모바일 기기가 잡고 있는 와이파이 기기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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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69 UC9020 또는 UC9040과�호환�가능한�무선�마이크�모델은�무엇이�있나요?

Sony URX-P03， URX-B03이 UC9020 및 UC9040과 호환됩니다.

Q.

A.

170 VE814AR에 2개의 HDMI 모니터를�연결할�수�있는데, 확장�화면으로�출력되는지�복제�화면
(2대의�모니터가�동일한�화면�출력)으로�출력되는지�궁금합니다.

VE814AR의 모니터 2대는 복제 화면(동일한 화면)을 출력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E814A

UC9020 / UC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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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71 RTMP 방식이�아닌 HTTP 방식의�스트림�서버도�연동이�가능한가요?

UC9020은 RTMP 방식의 스트림 서버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 하시려면 UC9020을 AV 믹서로만 사용하고， UC3020 등의 캡처 보드를 통해 PC로 연결해서
PC에서 별도 소프트웨어로 스트리밍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Q.

A.

172 UC3022가 Zoom과�호환되나요?

호환 가능합니다. Zoom 소프트웨어에서 정상적으로 UC3022 (USB Video Device 및 USB Audio 
Device) 인식함을 확인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C3020 / UC3021 / UC3022

UC9020 / UC9040 / UC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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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73 UC3022가�받는 AV 신호를�모바일�기기로�보내려�하는데, 아이폰으로도�송출이�가능한가요?

Q.

A.

174 VK330에�일정�시간�동안�사용을�안�하면�화면이�저절로�꺼지는�설정이�있나요?

VK330 외관의 설정 버튼 누름  >  Display  >  Advanced  >  Sleep  >  시간 설정 위와 같이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 동안 터치가 없었을 때 화면이 꺼지고 터치를 하면 다시 화면이 나옵니다. 시간은 최소 15초， 
최대 30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K330

UC3020 / UC3021 / UC3022

UC3022에서 보내는 AV 신호를 받는 모바일 기기는 UVC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UVC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UVC를 지원하는 앱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10인 사용자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아래 경로에서 별도 apk를 다운 받은 후 
설치해야 비디오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VC를 지원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비디오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UVC 지원 Android App Camerafi  호환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기 목록 및 버전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amerafi  호환�가능�안드로이드�기기�목록�및�버전 :  https://www.camerafi .com/supported-devices/
APK 다운로드 :  https://cafe.naver.com/camerafi live/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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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75 모니터에 432x268 해상도를�출력해줘야�해서， EDID Wizard를�통해 432x268 해상도의 EDID를 
만들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EDID Wizard에서는 432x268 해상도 옵션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EDID/해상도 구현이 불가
합니다.

Q.

A.

176 VS0108HB에 4K 모니터와 1080p 모니터를�연결하고, 4K 모니터에는 4K 해상도로, 1080p 모니터에
는 1080p 해상도로�출력되게�설정할�수�있나요?

불가합니다. 연결된 디스플레이들을 모두 1080p로 출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PC에서는 
VS0108HB에 연결된 모니터들을 하나의 모니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상도를 바꿔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VS0108HB

VC010 / VC060 / VC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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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77 갤럭시탭을 UC9040에�연결해서�쓰려�합니다. 그냥 USB 케이블을�바로�연결하면�되나요?

UC9040을 갤럭시탭용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하고 PGM 포트에 뜨는 QR 코드를 통해 연동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에이텐코리아 유튜브의 가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Youtube 가이드�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CGBASBbzPww

Q.

A.

178 Zoom H6이라는�마이크를 UC9020에�연결해야�하는데�어떻게�연결해야�하나요?

Zoom H6 측면부를 보시면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헤드폰 단자와 UC9020의 마이크 입력 단자를 
XLR 5.5 to 3.5핀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C9020 / UC9040

UC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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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이드 북     설치, 설정 및 운영 관련 문제

Q.

A.

179 고프로�히어로9 미디어를�소스�장치로서 UC9040에 USB-C to HDMI 어댑터로�연결하였는데 
화면이�안나옵니다.

고프로 히어로 시리즈의 화면을 UC9040으로 송출하려면, 미디어 모듈이라는 장비를 고프로 기기와
ATEN 장비 사이에 추가로 연결해주셔야 가능합니다.

Q.

A.

180 M1 맥북부터는 App Store에서 iPad 용�앱을�다운받을�수�있게�됐습니다. iPad 대신 M1 맥북을 
UC9040에�연결해서�사용할�수�있나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연동/제어/충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맥북-UC9040 연동 후, 계속해서 맥북과 
UC9040을 연결한 USB-C 케이블을 재연결 하거나 맥북을 재부팅 하면 OnAir Pro 앱에서 UC9040 인식
을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C9020 / UC9040

UC3022 / UC9020 / UC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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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81 VE2812R에 VE1801UST를�연결하려�하는데�호환�가능한가요? 홈페이지에는 VE1801AUST에서만 
VE2812R이�호환된다고�나와서�문의드립니다.

HDBaseT 송/수신기 간에는 기본적으로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본사에도 확인한 결과， VE2812R과 
VE1801UST는 호환됩니다.

Q.

A.

182 차량용 AVM 시스템에서 1920x720 해상도로�영상을�송출하면 UC3020에서�화면이�표시되지 
않습니다. 1920x1080, 1280x720 해상도로�송출하면�정상적으로�표시됩니다.

UC3020은 1080p @60, 720p @60, 480p @60 해상도를 지원하므로, 송출 해상도를 장비 사양에 맞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C3020

VE601 / VE1801UST / VE1812 / VE1830 / VE2812AT / VE2812R / VE2812AUST / VE801 / VE802 / VE805R 
/ VE811 / VE812 / VE813A / VE814A / VE816R / VE39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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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83 UC9020과 iPad 연결�후, OnAir Pro 앱을�실행했는데 UC9020을�인식하지�못합니다.

OnAir Pro 앱은 UC9040 전용 앱 입니다. UC9020을 사용하시는 경우, OnAir 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Q.

A.

184 85W 혹은 156W PD 충전기를 US3342에�연결한�상태에서 1번�포트에�노트북을�연결하면 
해당�포트로�전환해도�키보드/마우스가�동작하지�않습니다.

US3342는 최대 80W까지만 USB-PD를 지원합니다. 60~65W의 PD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가장 안정적
으로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US3342

UC9020 / UC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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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85 KN2124VA를�사용하고�있는데�화면�테두리가�까맣게�잘려서�나옵니다.

먼저 일부 포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포트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상 포트와 문제 포트의 KA 어댑터 모델명과 펌웨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KN 웹 GUI에서 
업그레이드 어댑터 설정을 통해 모니터 EDID 밀어 기 설정하시면 화면 문제 해결됩니다.

Q.

A.

186 현재 KN1108VA 모델을�사용�중에�있으며�구성은 PC 1대， 반도체�모듈�테스트용�장비 6대�총 7대를 
연결하여�사용�중에�있으며 Aten 홉페이지�상에�각각의�화면을�녹화할�수�있는�기능을�가진 SW를 
지원한다는�내용을�발견하고�문의�드립니다. 현재 CCVSR 이란 SW를�사용하면�각각�별도로�연결된
7개의�제품�화면�모두를�개별로�레코딩을�할�수�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

말씀하신 CCVSR은 최대 20개의 포트까지 동시 녹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7개의 제품 화면 모두를 
개별로 동시에 녹화도 가능합니다.

관련�제품

CCVSR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24VA/ KN2132VA / KN2140VA 
/ KN4116VA / KN4124VA / KN4132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KN2124VA / KN1000A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132VA / KN2140VA / 
KN4116VA / KN4124VA / KN4132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 KA7120 / KA7170 / 
KA7166 / KA7168 / KA7169 / KA9140 / KA7171 / KA7175 / KA7176 / KA7178 / KA7188 / KA7189 / KA7140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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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87 PE8324 웹�접속�후 1분정도�지나�자동로그아웃�현상이�발생합니다. 이�기능을�끄고�싶습니다.

로그아웃타임아웃 설정이 1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
웹접속  >  설치  >  보안  >  세션 타임아웃 에서 원하는 시간 설정

Q.

A.

188 KH2516A에�콘솔은�하나만�연결하여�사용�중입니다. 전원�껐다�켠�후�로그인하여 OSD에서 Port를 
선택하면�화면�정상�출력하고�키보드�마우스는�정상�동작하나�선택된 Port의 LED에�녹색만�점등되고 
주황색 LED가�점등되지�않습니다. 또한�전면의�선택�버튼이�동작하지�않습니다.

KH2516A의 Console2만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면의 Console-2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Port의
주황색 LED가 점등되고 Port 전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매번 KH2516A가 꺼졌다가 켜지면 동일 증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Console1 사용을 권장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KH1508A / KH1516A / KH1532A / KH2508A / KH2516A / KH1508AI / KH1516AI

PE6108 / PE6208 / PE6216 / PE8108 / PE8216 / 에코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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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89 서버실의�서버 3대를�약 120m 떨어진�관리실에서�제어합니다. *서버 1，2는�콘솔 1에서， 서버 3은 
콘솔 2에서�제어하고�싶은데�어떤�제품과�구성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3가지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1안 : KVM 스위치와 KVM 연장기를 사용한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구성
2안 : KVM over IP 스위치를 활용한 원격 제어 솔루션
           > KA8280에서 서버 3대에 자유롭게 접속/모니터링 가능
3안 : KVM over IP 연장기를 사용한 솔루션
           > KE8950R에서 서버 3대에 자유롭게 접속/모니터링 가능， 다만 소요되는 네트워크 대역이 커서 
               네트워크 스위치 사양에 대한 권장 사항이 높음.

3안 채택 시， 사용하는 L2 스위치의 권장 설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❶ Flow Control 활성화 
❷ KE 장비들이 직접 연결된 모든 스위치들의 IGMP Fast-Leave 활성화 
❸ 모든 스위치의 STP (Spanning Tree Protocol) 활성화 그리고 KE 장치가 연결된 스위치 포트의     
      Portfast 활성화 
❹ 모든 스위치의 전송모드는 가급적 Cut-through 또는 Store and Foward 사용
❺ Green of energy Saving 기능: 비활성화
❻ Multicast forwarding/filtering 기능: 활성화
❼ IGMP Snooping 기능: 활성화
❽ IGMP Querier 기능: 활성화
❾ IGMP Snooping fast leave 기능: 활성화

KH1508A / KH2508A / KH1508AI /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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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90 KN1108VA를�사용하고�있는데 CCVSR 연동�시�로컬�녹화�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KN1108VA 제품은 CCVSR 연동 후 로컬 녹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KN1 시리즈는 로컬 녹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KN1108VA / KN1000A / KN1116VA / KN1132V

KE6900 / VM6809H / KA8280 / KA7170 / KA8288 / CCKM

Q.

A.

191 서버 8대 + 모니터 8대�구성입니다. 모니터는�비디오�월， 개별�분배�화면�등으로�사용될�수�있습니다. 
그리고�서버 8대를�바운드리스�스위칭�하며�쓸�수�있어야�합니다. VM6809H와 KA8280으로�어떻게 
구성될�수�있나요? KE6900으로도�구성이�가능한가요?

1번�구성
❶ 서버 8대의 그래픽 카드에 VM6809H와 KA7170을 연결하고， 복제 화면으로 설정합니다.
❷ VM6809H에 모니터를 연결하고 비디오월/프로파일 등의 설정을 해줍니다.
❸ KA7170은 KN1108VA로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KA8288 2대와 연동합니다.
    *KA82xx 시리즈는 최대 4대의 모니터까지 바운드리스 스위칭 가능

2번�구성
서버 8대에 KE6900T를 각각 연결하고， 모니터 8대에도 KE6900R을 각각 연결합니다.
CCKM을 통해 KE6900들을 연동/설정하고， KE6900R에 연결한 마우스로 바운드리스 스위칭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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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92 상황실�구축�구성�문의�드립니다. 연결 PC(HDMI) 6대, 상황실�콘솔 2개, 20M 연장하여 
사무실 1개에서�사용하고�싶습니다.

KH2508A로 해당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❶ 상황실에 KH2508A + KA7178(HDMI 모듈)을 연결하여 PC와 연결
❷ KH2508A에서 지원하는 2개의 콘솔을 사용하여 상황실에서 제어
❸ KH2508A에서 지원하는 2개의 콘솔 중 하나의 VGA 연장기를 연동하여 20M 떨어진 사무실에 
      콘솔 추가
*주의 : 고객에게 상황실과 사무실 제어권 관련 상황 확인 필요

Q.

A.

193 WinClient 아이콘�한번�클릭으로�로그인�절차�없이�곧바로�접속할�수�있는�방안이�있나요?

WinClient를 이용한 CN8000A 자동 접속 방법입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신 후 
WinClient 바로 가기 우 클릭  >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대상 란의 내용 뒤에 
‒a ip(CN8000A IP) ‒n 9000 ‒u id(CN8000A ID) ‒p pw(CN8000A 패스워드)
상기 내용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 누르시게 되면 해당 바로 가기 실행 시 로그인 절차 없이 곧바로 
CN8000A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제품

KH2508A / KA7120 / KA7520 / KA7920 / KA7170 / KA7570 / KA7970 / KA7171 / KA7175 / KA7176 / KA7178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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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94 LAN 포트와 Internet 포트는�각각�어떻게�어디로�연결되는�건가요? KE6940AiT Remote View 
(GUI)로�접속했는데�아이디랑�비밀번호는�뭘로�입력하나요?

LAN 포트는 CCKM 및 다른 KE 장비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Internet 포트는 CCVSR 서버 및 
원격 접속할 PC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KE6940AiT가 CCKM에 연동된 상태라면 CCKM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연동이 안된 상태이면 비밀
번호만 password를 입력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A.

195 A 사무실(노트북)  >  네트워크  >  CN8600  >  B 사무실(PC) 구성에서 PC에�있는�파일을�노트북으로 
옮기고�싶습니다.

버추얼 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를 노트북에 인식시키고， CN8600 원격 뷰어의 
툴바에서 버추얼 미디어(USB 모양 아이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Add를 눌러 USB 메모리를 선택하고， 
Mount를 눌러 B 사무실에 있는 PC에 USB 메모리를 인식시킵니다. 정상적으로 마운트가 되면 B 사무실에 
있는 PC의 파일을 노트북에 연결된 USB 메모리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관련�제품

관련�제품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KE6900A / KE6900AiT / KE6940AiT / KE6910 / KE6912 / KE6940A / KE8900SR / KE8900ST / KE8950 / 
KE8952 / KE9900ST / KE9950 / KE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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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96 KA8280과 KN 장비를�연동하려�합니다. 따로�네트워크�스위치에서�해줘야�하는�설정이나�호환성 
문제가�있는�모델이�있나요? KA8280에�호환되는�무선�키보드/마우스가�있나요?

KA8280 + KN의 경우에는 별도 호환되는 스위치나 해줘야 하는 설정이 없습니다. 
로지텍 MK235 무선 키보드/마우스로 테스트 해본 결과， KA8280에서 정상 동작됩니다.

Q.

A.

197 KM0532 관리자�계정�패스워드�분실로�인해�초기화�방법�문의드립니다.

KM0532 관리자 계정 초기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KM0532의 전원을 끕니다.
❷ KM0532 커버를 해체합니다.
❸ KM0532 PCB에서 J3 핀을 쇼트 시킵니다.
❹ KM0532 전원을 연결하고 5~10초 정도 대기합니다.
❺ 전원을 끄고， 쇼트를 해제합니다.
❻ 커버를 닫고 재연결합니다.

관련�제품

KA8280 / CN8000A / CN8600 / CN9600 / KN1108VA / KN1116VA / KN1132V / KN2116VA / KN2312VA / 
KN2124VA / KN2140VA / KN4116VA / KN4132VA / KN4124VA / KN4140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관련�제품

KM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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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198 KE6940과 KE6940A를�혼용해서�사용할�수�있나요?

KE6900-KE6900A처럼 KE6940과 KE6940A도 혼용이 가능합니다.

Q.

A.

199 KA8280 6대와 KN 장비 1대를�연동했습니다. 그런데 KA8280 1번에서 KN 장비에�연결된 PC에�접속
했다가， KA8280 2번에서�해당 PC로�접속하면 KA8280 1번이�튕기고�모니터링�화면으로�돌아갑니다.

KA8280들의 IP를 다 다르게 설정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KA8280 6대의 IP를 다 다르게 설정하시면 해결됩니다.

관련�제품

KE6900A / KE6900AiT / KE6940AiT / KE6910 / KE6912 / KE6940A / KE8900SR / KE8900ST / KE8950 / 
KE8952 / KE9900ST / KE9950 / KE9952

관련�제품

KA8280 / KA8270 / KA8278 / KA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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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200 기존에 KN4132V를�사용�중입니다. 펌웨어�업그레이드하면 KA8270이�호환되는지�확인�요청�드립니다.

KN4132V 펌웨어 업그레이드하더라도 호환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호환 가능한 제품 리스트입니다.

CN9600 / KN1116VA / KN1108VA / KN1132V / KN4140VA / KN4124VA / KN2140VA / KN2124VA / 
KN4132VA / KN4116VA / KN2132VA / KN2116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Q.

A.

201 CN9950을�사용하기�위해�별도�소프트웨어�설치가�필요한가요? 그리고 CN9950 안에�내장�메모리가 
있어서�특정�파일�등을�저장할�수�있나요?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로 장비에 파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제품

CN9600 / KN1116VA / KN1108VA / KN1132V / KN4140VA / KN4124VA / KN2140VA / KN2124VA / 
KN4132VA / KN4116VA / KN2132VA / KN2116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관련�제품

CN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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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202 KH1508A와 CE750을�같이�쓰기�위해서�어떻게�해야�하나요? KH1508A의 CONSOL에 CE750L을 
연결하기�위해서는�어떤 CABLE을�사용하면�되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CE750제품�구매�시�같이�들어있는 KVM CABLE을�연결하면�되나요?

동봉된 KVM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제품

KH1508A / CE750 / 2L -5202U

Q.

A.

203 NEXT-JUC500 대체품으로�사용할�제품이�있는지�알려주세요. 
Dl 제품은�키보드/마우스만�연결해�마우스로 PC 2대를�전환하며�제어할�수�있는�장비입니다. 
ATEN 제품으로�대체할�수�있는�제품을�알려주세요.

CS62KM을 사용하면 바운드리스 스위칭을 통해 PC 2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JUC500처럼 파일/클립보드 복사 붙여넣기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은 US3342라는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데 연결되는 PC에 USB-C 단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관련�제품

US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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