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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제품 기능

DisplayPort USB 가상 미디어 KVM 어댑터 케이블 스마트 카드 리더 

(CPU 모듈) KA7169 KVM 어댑터 케이블은 KVM 스위치를 지정 컴퓨터의 

DisplayPort 비디오와 USB 포트에 연결 합니다. KA7169는 DisplayPort 

연결을 지원 하고 스마트 카드 / CAC 지원*을 위해 지정 컴퓨터에 USB 연

결을 제공합니다. 가볍고 작은 경량의 디자인으로 KVM 어댑터 케이블의 차

세대를 대표하는 KA7169는 탁월한 비디오 화질을 위한 우수한 신호 보상 

및 지연 Skew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음 제품들은 가상 미디어와 CAC 리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KH1508A, KH1516A, KH1508Ai, KH1516Ai, KL1508A, KL1516A, 

KL1508Ai, KL1516Ai, KH2508A, KH2516A, KN2116A, KN4116, 

KN2132, or KN4132.

● 자동 신호 보상(ASC), 각기 다른 거리에 따른 DIP 스위치 설정이 필요 없음

● 키보드와 마우스 에뮬레이션 - 스위치를 KVM 포트에서 분리 하거나 

다른 KVM 포트로 재배치할 때 서버가 원활하게 작동 하도록 유지 함

●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우수한 안정성 및 호환성을 위해 ASIC 내장됨

● 유연한 인터페이스 조합 (PS/2, USB) 으로 모든 컴퓨터 종류 (PC, 

Mac, Sun) 를 제어하는 자동 전환 가능한 CPU 모듈

● 컴팩트 사이즈

● 가상 미디어 지원*

● 스마트 카드 / CAC 리더 지원*

USB DisplayPort 가상 미디어 KVM 어댑터 + 스마트 카드 지원
KA7169

기능 KA7169

커넥터　

Link 1 x RJ-45 Female

컴퓨터
2 x USB Type A Male
1 x DisplayPort Male

LED

Link 1 (Green)

전원 1 (Orange)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0.11 kg ( 0.24 lb )

크기 (L x W x H)
9.10 x 5.60 x 2.12 cm 
(3.58 x 2.2 x 0.83 in.)

*알림: 일부 랙 마운트 제품의 경우 WxDxH의 표준 물리적 치수는 LxWxH 형식을 사

용하여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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