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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1U 마운팅 키트
2K-0001 / 2K-0002

ATEN 2-in-1U 마운팅 키트를 사용하면 CL3800/CL3700/CL3100 LCD KVM 콘솔을 1U 공간에 랙 KVM 스위치와 
결합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연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TEN 2-in-1U 마운팅 키트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표준 설치인 2K-0001 과 2K-0001 표준 랙 장착시 최소 2 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을 한 사람만으로 충분히 장착할 수 있게 
간편한 프로세스로 만든 2K-0002 입니다 .

LCD KVM 콘솔 , 랙 KVM 스위치와  2-in-1U 마운팅 키트를 결합하면 뛰어난 작업 공간 효율성으로 이상적인 워크스테이션을 
즐길 수 있으며 제한된 공간으로 생기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

표준 설치
2K-0001

간소화 설치
2K-0002

1

2-in-1U 마운팅 키트를 사용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한 공간에 LCD KVM 과  KVM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작 가이드를 참조 하십시오 .

1. 레일 오른쪽 (LCD KVM 전면 ) 에 있는 LCD KVM 의 케이블을 잡고 케이블 주위에 있는 케이블 스트랩의 좁은 면을 감싸주십시오 .



LCD KVM 콘솔과 KVM 스위치 간 호환성
                                               

LCD KVM Console
  Compatible KVM Model

CL3800 CL3700 CL3100 Depth of KVM 
Switch (mm) Applicable Rack Depth (mm)

CS1768 ● N/A N/A

155 785-1050

CS1754/CS1758, 
CS1308/CS1316,  
CS1708A/CS1716A, 
CS1708i/CS1716i,   
KH1508A/KH1516A/KH1532A, 
KH1508Ai/KH1516Ai

● N/A ●

CS1798/CS17916 ● ● N/A 254 88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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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 가능한 KVM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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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은 KVM 스위치와 레일 사이에 두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

참고 : A 는 적용 가능한 랙 깊이를 나타냄

465 165

A

KV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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