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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기능

2XRT-0015GKVM over IP 접속 컨트롤 박스는 원격 IP 제어 

권한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는 컨트롤 버튼 제품입니

다. KE 시리즈 1송신기에 2XRT-0015G를 연결하여, 쉽고 빠르

게 수신기에서의 접속 및 제어 권한을 비활성화하여 로컬 콘솔

에 있는 사용자에게만 제어 권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2

2XRT-0015G는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XRT-0015G

의 내장 케이블을 KE 송신기 3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나 장치의 환경 구성 단계 없이 플러그앤플레이

로 설치 가능합니다. 또한 2 XRT-0015G의 케이블 길이는 5m

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어 더욱 유

연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림:
1. www.aten.co.kr을 방문하여 호환되는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2. KVM over IP 송신기의 후면에 있는 슬라이드 스위치는 RS-232Config 

/ Access Control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3. 2XRT-0015G의 RS-232 커넥터를 KE 송신기의 RS-232 포트에 연

결하고 USB 버스 전원 공급을 위해 2XRT-0015G의 USB 커넥터를 컴
퓨터에 연결하십시오.

• Tx 로컬 콘솔에 있는 사용자가 간단히 컨트롤 버튼을 눌러 Rx 제어 권한을 

활성화 / 비활성화

• 플러그 앤 플레이 - 송 / 수신 양단에 소프트웨어 설치 필요 없음

• USB 버스 전원 설계 - 외부 전원 아답터필요 없음

• 쉬운 동작

• 더욱 유연한 설치를 위한 5m 의 케이블 길이

제품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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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2XRT-0015G

커넥터　

연결 USB, PS/2, RJ-11, RS-232

LED　

상태
누름 : 빨간색

누름 해제 : 꺼짐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0.43 kg

크기 (L x W x H) 7.20 x 10.39 x 1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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