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C 주변 장치 스위치 

사용자 설명서 

US221A / US421A 

…………………………………………………………………………………………… 



 

 

 

 

 

 

 

 

 

 

 

 

 

 

 

 

 

 

 

FCC 정보 
연방 통신위원회 간섭 성명서: 이 장치는 Class B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FCC 규정 제 15 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 설치 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하

면 사용자가 장비를 작동 할 수 있는 권한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방출합니다. 지시 사항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은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비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한 경우, (이 장치를 껐다가 켜면

서 확인 가능)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하여 간섭을 해결하도록 시도할 것

을 권장합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히십시오.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도움을 받으려면 판매 업체 / 숙련 된 라디오 / TV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RoHS 
이 제품은 RoHS를 준수합니다. 

 

SJ/T 11364-2006 
다음은 중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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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21A / US421A  

사용자 설명서 

온라인 등록 

제품을 온라인 지원 센터에 등록하십시오. 

국제 지역 http://support.aten.com 

북미 지역 http://www.aten-usa.com/product_registration 

 

온라인 지원 

국제 지역 

E- 메일 지원 support@aten-usa.com 

온라인 지원 

기술 지원 http://support.aten.com 

문제 해결 

문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http://www.aten.com 

전화 지원 886-2-8692-6959 

 

북미 지역 

E- 메일 지원 
ATEN TECH support@aten-usa.com 

ATEN NJ sales@aten.com 

온라인 

지원 

기술 지원 
ATEN TECH http://www.aten-usa.com/support 

ATEN NJ http://support.aten.com 

문제 해결 

문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ATEN TECH http://www.aten-usa.com 

ATEN NJ http://www.aten.com 

전화 지원 
ATEN TECH 1-888-999-ATEN 

ATEN NJ 1-732-35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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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품 

US221A / US421A USB 2.0 주변 장치 스위치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x 2 포트 (US221A) 혹은 4 포트 (US421A) USB 2.0 주변 장치 스위치 

 1 x USB A 타입 to USB B 타입 케이블 (1.8 m) 

 1 x 설치 디스크 

 1 x 사용자 설명서* 

 1 x 간단 사용 설명서 

 

 

 

 

패키지 내에 모든 구성품이 있는지, 구성품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빠진 물품이 있거나 

배송 중 파손된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설명서를 읽으신 후 설치 중에 연결된 다른 장비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서 설치 및 동작 

순서에 맞게 설치하십시오. 

 

 

 

 

* 본 설명서가 인쇄된 후에 US221A / US421A의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최신 버전의 설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9 ATEN® International Co., Ltd. 

Manual Part No. PAPE-1245-110G 

Manual Date: 2009-05-20 

ATEN and the ATEN logo are trademarks of ATEN International Co., Ltd. All rights 

reserved.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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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US221A / US421A는 2/4 포트 USB 2.0 주변 장치 스위치로 최대 2/4대의 컴퓨터가 단일 USB 

주변 장치 (예: 프린터, 스캐너, 대용량 저장 장치 드라이브 등)의 사용을 한 번에 하나씩 공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장치 사용 권한은 스위치의 누름 버튼을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기반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컴퓨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221A / US421A에는 USB 주변 장치로 

보낸 명령을 선착순으로 처리하여 저장하는 새로운 자동 전환 기능이 있어 프린트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Windows 및 Mac과 호환되며 다기능 프린터를 지원하는 US221A / US421A는 멀티미디어 소호 

(SOHO) 환경에서 최신 USB 2.0 주변기기를 공유하는데 적합한 장치입니다. 

 

노트: US221A / US421A는 USB 허브 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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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2대 (US221A) 또는 4대의 (US421A) 컴퓨터가 단일 USB 주변 장치를 공유 

 푸시버튼 또는 사용하기 쉬운 환경 구성 유틸리티를 통한 간편한 포트 선택 

 자동 전환 기능 - 별도의 프린트 서버 불필요 

 USB 2.0 호환 

 최대 480Mbps의 전송 속도 지원 

 멀티 플랫폼 지원 - Windows 및 Mac 

 포트 사용을 나타내는 LED 표시기 

 과전류 보호 

 USB 버스 전원 

 핫 플러그 가능 

 컴퓨터 간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음 

 다기능 프린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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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양 

컴퓨터 

다음 장비는 시스템에 연결될 각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USB 호스트 컨트롤러 

 

케이블 

 컴퓨터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USB to USB 케이블 

 

노트:  US221A / US421A 패키지에는 오직 하나의 USB A 타입 - USB B 타입 케이블만 제공됩니다. 

US221A / US421A에 연결하려는 각 컴퓨터에 USB A 타입 - USB B 타입 케이블을 추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운영 체제 

지원되는 운영 체제는 아래 테이블에 있습니다. 

OS 버전 

Windows 2000, XP, 2003, 2008, Vista 

Mac OS X 10.4.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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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윗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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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번호 구성 설명 

1 Lock LED 주황색으로 켜지면 US221A / US421A가 잠겨 있음을 나타냅니다. 

2 포트 선택 푸시버튼 
포트 선택 푸시버튼을 누르면 해당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 수동 동작 - 푸시버튼을 참조하십시오. 

3 포트 선택 LED 
녹색으로 켜지면 해당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가 제어 상태임을 나타냅니

다. 

4 
신호음 켜기/끄기 

스위치 

약간 들어가 있는 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US221A / US421A의 신호음 켜

거나 끕니다. 

5 
USB B 타입 컴퓨터 

포트 

사용자의 컴퓨터를 이 포트에 연결합니다. 세부 사항은 10페이지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6 
USB A 타입 컴퓨터 

포트 
USB 2.0 주변 장치를 이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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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1. 설비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장치가 

적절하게 접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US221A / US421A USB 2.0 주변 장치 스위치는 컴퓨터에 연결할 2/4개의 USB B 타입 포트와 컴

퓨터가 공유할 주변 장치 (다기능 프린터, 스캐너, 대용량 저장 장치 등)를 위한 USB A 타입 포트 

1개를 제공합니다. 

 

US221A / US421A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USB 장치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US221A / US421A USB A 타입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2. US221A / US421A 패키지와 함께 제공된 USB A 타입 - USB B 타입 케이블의 USB B 타입 커

넥터를 US221A / US421A의 사용 가능한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USB A 타입 커넥터를 컴퓨터의 USB 호스트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각 컴퓨터마다 2, 3번을 반

복하십시오. 

 

노트:  US221A / US421A 패키지에는 오직 하나의 USB A 타입 - USB B 타입 케이블만 제공됩니다. 

US221A / US421A에 연결하려는 각 컴퓨터에 USB A 타입 - USB B 타입 케이블을 추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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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동작 – 푸시버튼 

 

노트:  수동 동작 및 소프트웨어 기반 환경 구성 유틸리티는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한쪽에서 나온 

명령은 다른 쪽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US221A 

2대의 컴퓨터 사이에 USB 주변 장치 사용 권한을 전환하려면, 포트 선택 푸시버튼 (장치 상단에 

있음)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포트 LED가 깜박이고 신호음이 울립니다. 깜박임이 멈추고 LED가 

깜박이지 않고 켜져 있으면 (약 4초 후) 해당 포트가 주변 장치 사용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US421A 

주변 장치 사용 권한을 다른 포트로 전환하려면, 포트와 일치하는 푸시버튼을 누르십시오. 포트 

선택 푸시버튼 (장치 상단에 있음)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포트 LED가 깜박이고 신호음이 울립니다. 

깜박임이 멈추고 LED가 깜박이지 않고 켜져 있으면 (약 4초 후) 해당 포트가 주변 장치 사용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 장치 사용 권한 잠금 / 잠금 해제  

특정 컴퓨터에서 주변 장치 사용 권한을 잠그려면, 해당 포트에 연결된 푸시버튼을 2초 동안 

누르거나 주황색 LED가 켜질 때까지 누르십시오. 

주변 장치 사용 권한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해당 포트에 연결된 푸시버튼을 1초 동안 누르거나 

주황색 LED가 꺼질 때까지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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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동작 

환경 구성 유틸리티 설치 

US221A / US421A에는 자동 전환 기능, 수동 전환 및 해제 알리미, 음향 효과와 같은 US221A / 

US421A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환경 구성 유틸리티가 있습

니다. 또한 이 유틸리티는 US221A / US421A의 제어의 잠금 및 잠금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노트:  Microsoft Windows 사용자는 US221A / US421A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해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환경 구성 유틸리티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US221A / US421A 패키지와 함께 제공된 설치 디스크를 삽입하고 Setup.exe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2. 화면상의 설치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3.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 화면에 USB 2.0 Peripheral Switch Utility 라는 아이콘이 

표시되고 알림 영역에 다른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알림 영역의 아이콘은 다음 표와 같이 US221A / US421A의 상태를 나타내는 네 가지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색상 상태 

녹색 로컬 컴퓨터 상 잠김 

노란색 로컬 컴퓨터에 연결 

빨간색 주변 장치 연결되지 않음 

회색 연결 끊어짐 혹은 사용 중 

 



 

 - 14 -  

기본 동작 

알림 영역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가기 메뉴 막대가 나타납니다. 메뉴 상단의 첫 번째 항목은 

US221A / US421A의 현재 상태에 따라 4개의 바로 가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가기 옵션은 연결 

잠금, 연결 잠금 해제, 로컬 컴퓨터 전환 및 전환 요청 취소입니다. 

 

 

연결 잠금 / 잠금 해제 

컴퓨터에서 USB 주변 장치로의 연결을 잠그려면 알림 영역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결 잠금을 선

택하십시오. 

 

 

 

이 방식은 잠금 및 잠금 해제 사이를 토글합니다. 연결 잠금을 해제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Unlock 

Connection (연결 잠금 해제)을 클릭하십시오. 

 

로컬 컴퓨터로 전환 

USB 주변 장치의 제어를 컴퓨터로 가져 오려면 알림 영역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Switch to Local 

Computer (로컬 컴퓨터로 전환)을 선택하십시오. 

 

전환 요청 취소 

USB 주변 장치에 요청을 보내고 USB 주변 장치가 사용 중이면 요청이 대기합니다. 보낸 요청을 

취소하려면 알림 영역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Cancel Switch Request (전환 요청 취소)를 선택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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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동작 및 설정 

환경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US221A / US421A의 설정을 보고 변경하려면 알림 영역의 아이

콘을 클릭하고 Settings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동 전환 및 해제 

이 버튼을 사용하여 프린터 또는 다른 장치에 대한 US221A / US421A의 자동 전환 기능을 활성

화합니다. 

자동 전환 및 해제가 활성화되면 USB 주변 장치로 전송된 명령이 저장되어 선착순으로 처리됩니

다. US221A / US421A 및 USB 주변 장치의 제어는 현재 작업을 수행중인 컴퓨터에서 잠긴 다음 

작업 완료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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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USB 장치가 프린터 또는 MFP (다기능 프린터)이고 인쇄 기능을 사용하려면, Print Function Only 

(인쇄 기능 전용) 버튼을 활성화하고 드롭 다운 메뉴에서 프린터를 선택하십시오. 

 

노트:  1. USB 주변 장치가 프린터인 경우 별도의 프린트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드롭 다운 메뉴에서 프린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프린터를 다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3. 프린터가 다기능 프린터이고 스캔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러한 기능에 대한 전용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기타 장치 /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의 다기능 프린터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장치 

다른 장치 (예: 스캐너)를 추가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 전환 기능과 연결하려면, 기타 장치 /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활성화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Browse를 클릭하

여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십시오. * (Microsoft Windows에 한해서 쉽게 참조 할 수 있도록 장치 

이름을 입력 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  전체 응용 프로그램 경로에 대한 검색을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바탕 화면 

바로 가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치와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 전환 기능과 연결되면, US221A / US421A는 응용 프로그램이 열릴 

때 연결된 USB 2.0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닫히면 제어가 해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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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프린터 

USB 2.0 주변 장치가 다기능 프린터이고 스캔 기능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

습니다. 

 다기능 프린터의 스캔 기능에 전용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Print Function Only (인쇄 기

능 전용) 및 기타 장치 / 응용 프로그램 (Other Devices / Applications) 버튼을 모두 활성화하

고 Add를 클릭하십시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Browse를 클릭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합

니다. (Microsoft Windows에서만 쉽게 참조 할 수 있도록 장치 이름을 입력 할 수도 있습니

다.)  

 US221A / US421A를 수동으로 동작 하십시오. 12페이지 수동 동작 – 푸시버튼을 참조하십시

오. 

 알림 영역에 있는 바로 가기를 사용하십시오. 14페이지 기본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다기능 프린터의 팩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US221A / US421A를 수동으로 동작하십시오. 12페이지 

수동 동작 – 푸시버튼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가 다기능 프린터이고 인쇄 및 스캔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기능에 전용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Print Function Only (인쇄 기능 전용) 및 기타 장치 / 응용 프로

그램 (Other Devices / Applications) 버튼을 모두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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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전환 및 해제 

US221A / US421A가 수동 제어 (예: 저장 장치와 같은 USB 2.0 주변 장치)로 작동하는 경우 이 버

튼을 사용하여 미리 알림으로 US221A / US421A의 제어를 해제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미리 알

림은 현재 US221A / US421A를 제어하는 PC의 화면에 대화 상자로 나타납니다. 

 

일반 

US221A / US421A의 환경 구성 유틸리티 신호음을 켜려면 이 버튼을 활성화하십시오. 

 

노트:  1. 이 버튼을 활성화하면 소프트웨어 신호음이 울립니다. 하드웨어 신호음을 활성화 / 

비활성화 하려면 US221A / US421A 장치 측면에 있는 켜짐 / 꺼짐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2. 기본 설정은 Enabled (활성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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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먼저 모든 케이블이 소켓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 가능성 있는 원인 조치 

장치가 불규칙하게 작동

하는 경우 

정전기로 인해 장치가 비정상적

으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US221A / US421A 포트에서 해당 USB 케

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프린터가 환경 구성 유

틸리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프린터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

았습니다. 

프린터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환경 구성 

유틸리티가 프린터를 찾게 됩니다. 

프린터의 모니터 프로그

램이 응답하지 않거나 / 

프린트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 

프린터의 USB 포트는 PC 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221A / 

US421A는 자동 전환 모드입니다. 

자동 전환 기능을 해제하고 US221A / 

US421A를 수동으로 조작하십시오. 

잠금 / 잠금 해제 기능

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너무 빠르게 또는 지속적으로 

USB 커넥터를 잠긴 포트에서 연

결 / 분리하면 잠금 상태가 잘못 

읽힐 수 있습니다. 

US221A / US421A에서 모든 USB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자동 전환 프린트 기능

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OS 프린터 설정이 전송되지 않거

나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습니

다. 

PC를 재부팅하여 다시 설정하거나 환경 

구성 유틸리티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13 

페이지 소프트웨어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장치의 자동 전환 

기능이 응용 프로그램이 

닫힌 후에도 해제되지 

않는 경우 

OS가 응용 프로그램을 닫지 못했

습니다. 

OS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닫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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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기능 US221A US421A 

컴퓨터 연결 2 4 

컴퓨터 선택 푸시버튼, 소프트웨어, 자동 전환 

커넥터 컴퓨터 2 x USB B 타입 4 x USB B 타입 

장치 1 x USB A 타입 

LED 장치 1 (오렌지색) 

선택 2 (녹색) 4 (녹색) 

스위치 2 x 푸시버튼 4 x 푸시버튼 

전원 USB Bus 전원 

소비 전력 DC5V, 2.5W 

환경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보관 온도 -20–60°C 

사용 온도 5–40°C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54 g 97 g 

크기 (L x W x H) 7.20 x 6.60 x 2.50 cm 10.20 x 7.60 x 2.30 cm 

 

 

 

보증 제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특별한, 우연한 혹은 이 제품이나 디스크, 문서를 사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직영 판매자는 제품의 가격을 초과하는 책임을 질 수 없

습니다.  

직영 판매자는 보증이나 본사의 제품, 내용, 이 문서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혹은 법과 관련

된 보증이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품의 품질, 성능, 시장성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직영 판매자는 또한 제품 및 문서를 개정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관련된 내용 전체를 개인에게 

공지 해야 할 의무 없이 개정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증에 추가된 내용에 

관해서는 본사의 직영 판매자에게 연락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