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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게임 플레이시 효과적으로 에임 정확성을 향상시켜 최고의 FPS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게임 콘솔에서 FPS 게임이 잘 되지 않나요? 조준 및 사격 속도가 충분하지 않거
나 정확성이 떨어지나요? PHANTOM-S는 어설프고 느린 컨트롤러의 단점에 
질린 플레이어를 위한 솔루션 입니다.

PHANTOM-S는콘솔 FPS 게임플레이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콘솔 게임용 게임패드 대신 1인칭 슈팅 게임용 PC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
용하여 더욱 부드러운 조작,정확해진 에임 조준 및 빨라진 연사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PHANTOM-S는 ATEN이 개발한 ACT (Agile Control Translator) 신호변환기
술을 채택했습니다. 이 기술은 부드러운 마우스 움직임, 연사 시 에임 정확성 향
상, 즉각적인 감도 조절, 간단한 매크로 설정, 노트북 사용 및 게임플레이를 향상
시키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PHANTOM-S는 전문 PC 게이머와 콘솔 게이머 모두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
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뛰어난 FPS 플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 FPS 게임 플레이 시 PC와 같은 빠르고 정확한 에임
PHANTOM-S의 독창적인 변환 기술로 유무선 키보드/마우스로 PS4, PS3, 
Xbox 360, X box One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게임패드와 
버튼 세트에 비해 더욱 완벽한 키커 스터 마이징을 지원하며 보다 편리하고 부드
러운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PHANTOM-S를 통해빨라진 조준과 정확한 슈
팅 등 만족스러운 게임 경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PHANTOM-S의 최적화된 연
사 타이밍 보정 기술은 더욱 높은 연사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 주기적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
PHANTOM-S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키보드/마우스와 기존 게임패드 간 빠
른 맵핑 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매크로를 설정할 수 있어 일반적
으로 여러 개의 키 조합을 사용하는 특정 명령을 키 하나로 수행합니다. ATEN은 
주기적인 PHANTO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여 새로운 특징과 기술
로 게임 플레이를 향상시키고 PS4와 X box One과 같은 차세대 게임 콘솔을 지
원합니다.

• 전용 플레이 모드
PHANTOM-S는 USB 키보드와 마우스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S4, PS3, Xbox 360, X box One 게임을 위한 전용 노트북 키보드를 지원하
여 전에 없던 게임 경험과 부드러운 게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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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기본 설정

게임패드 에뮬레이터 PS4 / PS3 / Xbox 360 / Xbox One
PHANTOM-S™

제품명 PHANTOM-S

스위치

리셋 1 x Semi-recessed 푸쉬 버튼

LED

터보 / KB 모드 1 (Orange)

설정 1 (Blue)

전원 1 (Blue)

에뮬레이션

키보드 USB, 에뮬레이션

마우스 USB, 에뮬레이션

게임패드 USB, Bypass

소비전력 5 V, 1.95 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 to 50° C

보관 온도 -20° to 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커넥터

앞면 3 x USB Type A Female (White)

뒷면
3 x Mini USB Type A Female (Black)

제품외관

재질 금속

무게 0.20 kg

크기 (L x W x H) 10.6 x 7.9 x 2.4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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