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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버추얼 서버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물리적 서버의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래된 장비 교체 및 클

라우드 컴퓨터의 중요성 때문에 서버 시장이 반등하여 이전보다 정교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ATEN 

CC2000 관리 소프트웨어는 VMWare 지원과 같은 새롭고 강력한 기능들을 업데이트하여 IT 관리자들이 데이터 센터 환경

에 퍼져 있는 모든 서버들을 손쉽게 접속하고 제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IT 장치들의 편리성과 경제성 및 중앙 관리 방

식을 제안하여 CC2000 관리 소프트웨어는 관리자들이 전세계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원격 데이터 센터와 지점에서도 완벽

한 제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KVM over IP 스위치, 시리얼 콘솔 서버 및 Power Over the Net™ 장치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CC2000 관리 소프트웨

어는 IT 관리자가 블레이드 서버 및 가상 기기를 비롯한 설치된 모든 장비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CC2000 메인/

세컨더리 구조는 내장된 이중화 요인을 통하여 데이터 전송을 보호하여, 메인 서버, 세컨더리 서버 및 장치의 자동 데이터베

이스 백업을 포함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중화 기능으로 CC2000 서버 중 어떤 서버가 다운되

면 CC2000 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지속하여, 이중화 세컨더리 장치가 메인 장치 회복될 때까지 요구 사항을 수행합니다. 더

블 이중화 기능으로 세컨더리 서버는 자체적으로 이중화 세컨더리 서버를 가지고 있어 모든 장치를 효율적이게 관리할 수 있

습니다.

CC2000의 특허인 Panel DynaArray™ 모드는 관리자가 같은 화면의 개별 패널에서 다중 포트 출력을 볼 수 있게 해 줍니

다. 이 모드로 각각 선택된 장치의 디스플레이 비디오 출력은 스크린의 개별 패널에 보여집니다. 장치에 접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마우스 포인터로 패널을 움직여 클릭하면 됩니다.

중앙 관리 솔루션은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 하나의 포트를 통해 설치된 장비를 전 세계 언제, 

   어느 곳에서도 빠르고 부드럽게 제어 가능합니다.

• 데이터 센터의 긴급 상황에서 빠른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서버 룸 관리에서 거리 제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CC2000
관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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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능

중앙 집중식 관리
• 엔터프라이즈급 완벽한 제어 - 모든 ATEN 장비 관리 강화

• 싱글 포털, 싱글 사인 온, 싱글 IP 주소로 설치된 모든 장치에서 안전하게 접속 가능

• 모든 장치는 싱글 트리 뷰 방식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통합 가능하며, 관리자는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관리가 가능

• 메인/세컨더리 토폴로지 이중화 제공 -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더블 이중화 기능 - CC2000은 메인 서버를 위한 이중 세컨더리 서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세컨더리 서버 또한 이중화 세컨더  

리 서버를 보유할 수 있음

• 통합 장비 - IT 관리자가 단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IT 장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같은 웹 페이지에서 IT 장비의 KVM 포트, 

시리얼 포트 및 전원 출력은 연결되며 보여짐

• 멀티플랫폼 설치 지원 : Windows / Linux

• 멀티플랫폼 클라이언트 지원 (Windows, Mac OS X, Linux, Sun)

• 멀티 브라우저 지원 : 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Safari, Opera Mozila, Netscape

• 특정 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이메일 알림

• 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작업의 자동 스케줄링

• CC2000과 관리 장치를 위한 시스템 로깅 및 감시 이벤트

• 시리얼 장비의 키 입력 기록의 세션 로그 제공

• 장비 유효 상태 및 알림과 함께 ATEN 장비 자동 감지 기능

• 실시간으로 활성화된 사용자 세션 관리, 보기 및 종료

• 사용자 레벨 관리 및 확인

• 유연한 로깅 및 보고 옵션

• 블레이드 서버 통합으로 서비스 프로세서 관리를 위한 서버 전원 On/Off, 센서 및 로그 리딩과 같은 중앙 집중식 서버 제어 및 전원 

관리를 지원

• APC PDU (AP79xx, AP89xx, AP86xx) 지원

• Dell DRAC 5, iDRAC 6, IBM RSAⅡ, HP iLO 2, Dell CMC, IBM AMM, HP OA를 위한 싱글 사이온 지원

• 모든 접속 권한 통합 - 웹, SSH/Telnet, VNC/RDP, SPM, KVM, 시리얼, 장비의 전원

• Panel DynaArray™ - 관리자가 같은 화면의 개별 패널 속 다중 포트 출력을 볼 수 있음

• ATEN PDU와 전원 연결로 스위치 인터페이스에서 서버의 원격 전원 운영을 위해 스위치의 KVM 포트를 PDU의 전원 아울렛에  

연결 가능

• 웹 기반 마법사로 빠르게 장치를 설치

• 메인 서버는 세컨더리 서버에서 장비 포트 이름을 가져오거나 세컨더리 서버로 내보내기 가능

• 로그 등록을 위한 고급 검색 기능

• 우수한 세션 관리/멀티 세션 통합(ATEN iKVM 블레이드 서버, VMware, PDU 등)

• 라이센스 절약 - 통합 장비를 사용하여 싱글 노드 라이센스 다수 포트를 통합 관리

• 원격 서버 또는 로컬 서버에 실시간으로 또는 스케줄에 따라 데이터 내보내기/가져오기, AES/DES 암호로 데이터 내보내기 지원

• OOBC, PAP 및 CHAP 인증

• IPv6 지원

• NTS 지원 -  장치가 관리자가 할당하는 서버에서 정확한 시간을 얻을 수 있음

• SNMP Manager V1, V2 & V3 지원

강력한 보안
• 강력한 보안 기능에는 내부 및 외부 인증이 모두 포함됨 - LDAP, LDAPS, Kerberos, Active Directory, RADIUS, TACACS+ 및 

NT 도메인을 포함하여 외부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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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를 통해 인증된 CC 운영 장비의 사용자 보안 강화 - 사용자는 장비에 직접적으로 로그인 할 수 없음

• X.509 디지털 인증 규격 준수

• 브라우저에서의 사용자 로그인 보호를 위한 TLS 1.2 데이터 암호화 및 RSA 1024-bit 인증 지원

• 유연한 세션 타임 아웃

• 서버 접속 및 제어를 위한 사용자 및 그룹 권한 환경설정

• 로그인 실패 횟수 및 사용자 ID 잠금 파라미터 설정을 위한 비밀번호 보호, SAS 70 호환 지원

• 장비는 브라우저에서 이름, Mac 주소 또는 IP로 자체 식별 가능

• IP 및 Mac 필터링

• 전용 CA 지원

• OTP 인증 지원 - OTP 기능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는 (http://www.aten.com/ext_data/kr_ko/microsite/CC2000-

OTP/?utm_source=Product%20page&utm_medium=hyperlink&utm_content=CC2000%2BOTP%20microsite&utm_

campaign=CC2000%2BOTP%20campaign) 확인 가능합니다. NEW! 

서버 관리 기능
• BIOS 레벨 지원

• 유연한 암호화 설계로 사용자는 독립적인 KB/MS, 비디오 및 버추얼 미디어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56-bit DES, 168-bit DES, 256-

bit AES, 128-bit RC4 또는 랜덤의 조합을 선택 가능

• 버추얼 미디어

• Exit Macro 지원

• Mouse DynaSync™ - 로컬과 원격 마우스 동작 자동 동기화

• Panel Array Mode™ - 설치된 서버의 비디오 출력을 동시에 모니터링

• 사용자와 관리자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메시지 박스

• 스케일러 가능한 비디오 디스플레이

CC2000 메인 서버

CC2000 세컨더리 서버

CC2000 이중화 세컨더리 서버

KN4140v

KN2132/ SN0116

KN4132/ PN9108

CC2000 메인

KN41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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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화

가상 현실화를 통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서버가 줄어들 수 있게 서버 룸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비용 및 전원 소비 전력 저장뿐만 아니라, 효율성 향상 및 

기업의 네트워크 공공기반 시설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블레이드 서버 지원
IBM 블레이드 섀시, Dell 블레이드 섀시, HB 블레이드 섀시 및 다른 일반적인 블레이드 섀시를 

포함하여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블레이드 섀시를 지원합니다.

Panel DynaArray™  

동시 같은 화면에서 독립적인 패널에 있는 다수의 포트의 출력을 확인 가능합니다. 패널은 열

고, 움직이고, 재배치 등 가까운 디스플레이에 용이합니다. 이 기능으로 우선 순위인 장치나 캐

스케이드 패널을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 제어 및 관리
Power Over the Net™, 시리얼 콘솔 서버 및 KVM over IP 스위치 같은 모든 ATEN IP 장치

들을 포함합니다.

메인 / 세컨더리 구조

CC2000 관리 소프트웨어는 메인/세컨더리 구조를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서비스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으로 세컨더리 서버는 메인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

동으로 메인 서버를 대체합니다. 또한 어떤 장비에서 CC2000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세컨더리 

장치가 문제가 생긴 장비가 회복될 때까지 요구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및 정보를 보관

합니다. 게다가 더블 이중화는 원활한 시스템 관리를 보장하며, 만약 원격 사이트의 세컨더리 서

버가 다운되면 이중화 세컨더리 서버는 요구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인터페이스

CC2000 글로벌 데이터 센터 및 원격 사무소에서 IT 장비에 대한 간편한 접속을 위해 사용

자 친화적이며, 직관적인 브라우저 기반의 GUI는 다국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간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제공합니다.

관리 장비

CC2000 Over the Net 장비에서 선택한 포트 구성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우

터, 서버, 이더넷 스위치 등과 같은 장치는 다수의 포트 즉 관리 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리 장비 접속에 의해 접속 및 관리 간소화, 사용자는 개별적인 

포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 스케줄링

설치를 통해 수행되는 정규 업무, 업데이트, 환경설정 및 파일 로딩 등의 시간 및 데이터 스

케줄링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스템 자동 스케줄링 및 유지 작업은 이벤트 로그, 전원 제어 

장치, 선택된 장치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장치의 설정 및 계정 정보 백업 등을 포함합니다.

로깅, 오디트 및 알림

CC2000은 문제 진단과 추적을 위해 오디트 추적으로 유연한 로깅 및 리포팅 옵션의 와이

드 어레이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검색 기능과 광범위한 검색 기능 및 로그 카테고리 필터 

기능은 사용자가 찾고 있는 이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전체 로그뿐만 아니라 

로그 검색 결과는 오디트와 분석을 위해 내보내기 가능합니다.

제품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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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요구 사항
CC2000 서버에 설치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요구 사항
• CPU: Pentium 4, 2.60 GHz 또는 그 이상

• 메모리: 최소 512MB (1GB 또는 높은 사양 추천)

• 하드 드라이브: 500MB 또는 더 많은 공간

• 이더넷: 최소 1개의 이더넷 어댑터 (100Mbps 또는 높은 사양) - Giga LAN 추천

운영 시스템 요구 사항
• Windows: 2000, XP, 2000 Server, Server 2003, Server 2008 또는 자바 런타임 환경 (Java Runtime Environment) 

   6와 Windows Vistam Update 11, 또는 높은 사양 (최신 서비스 패키지) 

• Linux (자바 런타임 환경(JRE) 6, Updated 11 또는 높은 사양)

•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V4 및 5

• Novell SUSE 엔터프라이즈 서버 9와 10

CC2000 호환 제품
• KL9108 / KL9116, KL1508Ai / KL1516Ai, KN1000, KN1108v / KN1116v, KH1508Ai / KH1516Ai, KN2116A / 

KN2132 / KN4116 / KN4132, KN2116v / KN2132v / KN4116v / KN4132v, KN2124v / KN2140v / KN4124v / 
KN4140v, KN2116VA / KN2132VA / KN4116VA / KN4132VA / KN4164V / KN8132V / KN8164V, CN8000, 
CN8600, CS1708i / CS1716i, IP80000

•  SN3101, SN0108 / SN0116 / SN0108A / SN0116A / SN0132 / SN0148 , SN9108 / SN9116

• PN0108, PN9108, EC1000, EC2004, PE5220s, PE5340s, PE5108, PE5208, PE6108, PE6208, PE6216, PE6324, 
PE7108, PE7208, PE7214, PE7328, PE8108, PE8208, PE8216, PE8324, PE9222, PE9330, PE7216r, PE7324r, 
PE8216r, PE8324r, PE9216r, PE9324r

브라우저
CC2000에 로그하기 위해 지원되는 브라우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USB 라이센스 키 제품 사양

제품 사양

브라우저 버전

IE  6 및 높은 사양 

Firefox  1.5 및 높은 사양  

Mozilla  1.7 및 높은 사양  

Netscape 8.1 및 높은 사양 

기능 키

사용 환경

동작 온도 0 – 40℃

보관 온도 -20 – 60℃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및 플라스틱

무게 14 g 

크기 8.36 x 2.77 x 1.3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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