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O & SMB솔루션

4-포트 USB 바운드리스 KM 스위치

CS724KM
CS724KM은 4포트 USB KM 스위치로 사용자가 단일 키보드 및 마우스를 이용해 최대 4대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스위치는 데이지체인 연결되어 최대 8 대의 컴퓨터를 단일 콘솔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CS724KM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포트 선택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사용자는 전면 패널 푸시버튼, 키보드 핫키, 마우스 커서, 마우스 휠, RS-232
명령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간 전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EN 독점 바운드리스 스위칭 기술을 채택하여 간단히 마우스 커서를
스크린 가장자리로 움직이는 것으로 또다른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옮겨갈 수 있는 직관적인 스위치 컨트롤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아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제한 없이 컨트롤 포커스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S724KM의 바운드리스 스위칭 기능은 최대 네 대의 모니터 (컴퓨터 한 대 당)및 두 개의 스위치가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되며,
원활하고 번거로움 없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 컴퓨터 간 전환 프로세스를 처리하며 최대 8대의 모니터의 확장된 데스크탑을
지원합니다. 다수의 디스플레이 간 멀티태스킹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컴퓨터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 유용합니다.
또한 직관적인 GUI 기반 구성 유틸리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데스크탑이나 단말기에서 특정 모니터 레이아웃에 따라 마우스 커서
움직임 경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성 툴은 설정이 용이하며 Windows 운영 체제와 호환 가능합니다.
추가 고급 기능으로는 버스 전원 모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 전원 아답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한
핫키를 통해 키보드/마우스,USB 주변장치 및 오디오 포커스의 독립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풍부한 기능을 갖춘 CS724KM은
다중 모니터 확장 데스크탑 환경에서 관리 작업 간소화, 공간 절약,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특히 모든 산업분야의
제어실에서 복잡한 멀티태스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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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단일 USB 키보드 및 마우스가 최대 4대의 컴퓨터 제어
• 두 대의 CS724KM 장치를 데이지체인으로 연결하여 단일 키보드 및 마우스로 최대 8 대의 컴퓨터 제어
• 바운드리스 스위칭–간단히 마우스 커서를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너머로 움직여 한 컴퓨터에서 다음 컴퓨터로 키보드/마우스 작동
•
•
•
•
•
•
•

전환
바운드리스 스위칭 구성 유틸리티*–직관적인 GUI 툴로 모니터 레이아웃 사용자 정의 가능
전면 패널 푸시버튼, 키보드 핫키, 마우스 커서, 마우스 휠**, RS-232 명령을 통한 포트 선택
핫키를 통한 독립 스위치 키보드 / 마우스, USB 주변장치 및 오디오 포커스
RS-232시리얼 명령 지원
Windows 운영 체제 지원
소프트웨어 불필요
버스 전원 -외부 전원 아답타 불필요***

주의:
*유틸리티는 별도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마우스 포트 전환은 USB 3-버튼 마우스 휠이 있는 마우스 에뮬레이션 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 USB 버스-전원 디자인은 스위치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전원을 공급받도록 합니다. 이 디자인은 충분한 전원 공급을 받기 위해 적어도
두 대의 컴퓨터 연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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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기능

CS724KM

컴퓨터 연결

4

포트 선택

핫키,푸시버튼,마우스 휠,마우스 커서, RS-232 명령

커넥터
2 x USB Type A Female
콘솔 포트

2 x 3.5mm Audio Jack Female (Green; 1 x전면, 1 x 후면)
1 x RJ-45
4 x USB Type B Female

KVM (컴퓨터) 포트

4 x 3.5mm Audio Jack Female (Green)

전원
USB 허브

1 x DC Jack
2 x USB 2.0 Type A Female (1 x 전면 패널; 1 x 후면 패널)

스위치
포트 선택
스테이션 선택

4 x 푸시버튼
1 x 슬라이드 스위치

LED
선택

4 (Green)

에뮬레이션
키보드 / 마우스

USB

스캔 간격

1-99 초 (기본값: 5초)

전력 소비

DC5V:1.69W

환경
사용 온도

0° - 50° C

보관 온도

-20° - 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제품 외관
제질

금속,플라스틱

무게

0.5 kg

크기 (L x W x H)

20.00 x 8.06 x 2.50 cm

제품 정보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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