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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1508A/KH1516A KVM 스위치는 IT 관리자들이 하나의 PS/2 혹은 USB KVM 콘솔(키보드, 모니터, 마우스)을 통

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액세스 하고 제어하도록 하는 컨트롤 유닛입니다. 사용자는 최대 8대(KH1508A) 또는 최대 16대

(KH1516A)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 체인 연결을 통해 최대 31대의 스위치를 연결하여 최대 512대의 컴퓨

터를 기존 KVM 콘솔에서 제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위치들은 관리자가 전체 서버 룸과 데이터 센터 장치들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강력한 기능

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된 어댑터 ID 기능은 ID, 포트 이름, OS, 키보드 언어 설정 등 어댑터 케이블의 설정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 

기능은 관리자가 어댑터 정보를 다시 갱신하지 않고 다른 포트에 서버를 옮기도록 합니다. 이 스위치들의 또 다른 장점은 강

화된 비디오 화질입니다. 서버와의 거리가 최대 50m*에서 1280 x 1024의 해상도를 유지합니다.

* 호환 되지 않는 모듈: KA7120, KA7130, KA7920, KA7970, KA9140

** 1920 x 1080 @60Hz(30m)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 버전을 확인하세요. (www.aten.com / 제품페이지참조)

KH1508A / KH1516A 
8/16-포트 Cat 5 KVM 스위치 + 데이지 체인 포트

KH1508A KH15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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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KVM 콘솔로 최대 8대 또는 16대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
• RJ-45 커넥터와 Cat 5e/6 케이블링을 통한 공간 절약
• 최대 31대의 KH1508A/KH1516A 스위치를 추가로 데이지 체인 연결하여, 최대 512대의 컴퓨터를 기존 KVM 콘솔에서 제어
• 콘솔 전환 - 모든 타입의 KVM 콘솔이 모든 타입의 컴퓨터를 제어 가능하며, KVM 콘솔과 컴퓨터 양측에서 PS/2 & USB 조합을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최대 1920 x 1080@60Hz(30m), 1600x1200@60Hz(40m), 1280x1024@75Hz(50m)*의 비디오 해

상도를 지원합니다.
• 포트 별로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포트 액세스 권한 설정 가능
• 3가지 포트 선택 방식: 수동(앞면 선택 버튼), 핫키, 다국어 OSD(온스크린 디스플레이)
• 멀티플랫폼 지원 - PC, Mac, Sun, serial
• 멀티 사용자 계정 - 최대 10명의 사용자와 1명의 관리자 계정을 지원
• 2단계 암호 보안 - 1명의 관리자와 10명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제공하며, 강력한 암호 보호 설계로 권한이 없는 사용자의 액세스 차단
• 오토 스캔 모드 - 사용자가 선택한 컴퓨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
• 브로드 캐스트 모드 - 콘솔로부터 모든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 할 수 있어,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
  (소프트웨어 설치, 업그레이드, 중단 등)을 수행 가능
• 어댑터 ID
• 펌웨어 업그레이드

* 호환 되지 않는 모듈: KA7120, KA7130, KA7920, KA7970, KA9140

** 1920 x 1080 @60Hz(30m)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 버전을 확인하세요. (www.aten.com / 제품페이지참조)

장점

손쉬운 설치

3가지 포트 선택 방식: 수동(전면 패널 선택버튼), 핫키, 다국어 OSD (On screen 
display) US English, UK Enlgish, French, German, Swiss German, Hungarian,
Italian, Japanese, Korea, Russian, Spanish, Swedish, Traditional Chinese 를 포
함한 다국어키보드 지원

오토스캐닝과
브로드캐스트 모드

오토스캔으로 다양한 분할로 선택한 장치를 편리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브로드캐스드 모드는 콘솔로부터 모든 컴퓨터에 명령을 전달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업그레이드, 셧다운 등의 지속적인 운영 가능

우수한 비디오 품질
ATEN의 새로운 KVM 케이블 어댑터 KA7000 시리즈로 최대 1920 x 1080@60Hz(30m), 
1600 x 1200 @ 60Hz(40 m), 1280 x 1024 @ 75Hz(50 m)의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

다수의 사용자 계정 최대 10명의 사용자와 1명의 관리자 계정을 지원

RJ-45 연결과
Cat5e/6케이블링을 통한
공간 활용 최대화

KH1508A/KH1516A로 1U시스템 랙에 설치시 편리하게 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빌딩에서 내부 네트워크 와이어링에 장점을 살려 데이터 
센터의 깔끔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

제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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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ID

KH1508A/KH1516A 시리즈는 새로운 ATEN KVM 케이블 KA7000 시리즈로 자동 ID
인식을 지원합니다. ID와 새로운 케이블을 이라 함은, 포트에서 포트로 이동 시 새롭게 환
경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 ID와 속성이 어댑터 케이블에 저장되어 다시 구성할 필
요없이 핫 스왑으로 연결이 가능

KH1508A / KH1516A를 사용하기 위한 KVM 어댑터 케이블:

KH1516A

Cat 5e/6 cable

KVM Adapter Cable

KH1516A

Type: 

Interface: 

KA9130/KA7130

Serial

KA9140 KA7166 KA7168 KA7169KA7120/KA7520
KA9120/KA9520

USB

KA7170/KA7570
KA9170/KA9570

KA7920

PS/2 Sun Legacy

13W3 Male 

DIN 8 pin Male 

RS-232 DB-9 Female

PS/2

6-pin Mini-DIN Male

6-pin Mini-DIN Male 

HDB-15 Male 

HDB-15 Male 

USB Type A Male 6-pin Mini-DIN Male

6-pin Mini-DIN Male 

HDB-15 Male 

USB USB USB USB

HDB-15 Male 

USB Type A Male

KA7970

DisplayPort Male

USB Type A Male

USB Type A Male

HDMI Male

USB Type A Male

USB Type A Male

DVI-D Male
(Single Link)

USB Type A Male

USB Type A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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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기능 KH1508A KH1516A

컴퓨터 연결
직접 8 16 

최대 256 (데이지체인 연결시) 512 (데이지체인 연결시) 

포트 선택
OSD (On Screen Display); 

핫키, 푸시버튼

커넥터

콘솔 포트

키보드
1 x 6-pin Mini-DIN Female (Purple); 

1 x USB Type A Female (White) 

비디오 1 x HDB-15 Female (Blue) 

마우스
1 x 6-pin Mini-DIN Female (Green); 

1 x USB Type A Female (White) 

KVM 포트 8 x RJ-45 Female 16 x RJ-45 Female 

데이지
체인

입력 1 x DB-25 Female (Black) 

출력 1 x DB-25 Male (Black) 

FW 업그레이드 1 x RJ-11 Female (Black) 

전원 1 x 3-prong AC socket 

스위치

포트 선택 8 x 푸시버튼 16 x 푸시버튼

KVM 리셋 1 x Semi-recessed 푸시버튼

F/W 업그레이드 1 x Slide 

전원 1 x Rocker 

LED

포트
온라인 8 (Green) 16 (Green) 

선택 8 (Orange) 16 (Orange) 

전원 1 (Blue) 

스테이션 ID 1 x 2 Digit 7-segment (Orange) 

에뮬레이션
키보드 PS/2; USB 

마우스 PS/2; USB 

스캔 간격 1-255 seconds 

비디오
1920 x 1080 @ 60 Hz (30m)
1600 x 1200 @ 60 Hz (40m)
1280 x 1024 @ 75 Hz (50m)*

I/P 등급 100-240 V AC; 50/60 Hz; 1A 

소비 전력 120V/5.8W; 230V/6W 120V/5.9W; 230V/6.1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4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무게 2.74 kg 2.77 kg 

크기 (L x W x H) 43.30 x 16.00 x 4.40 cm 

* 호환 되지 않는 모듈: KA7120, KA7130, KA7920, KA7970, KA9140

** 1920 x 1080 @60Hz(30m)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 버전을 확인하세요. (www.aten.com / 제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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