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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 & SMB Solutions

CL6708MW는 ATEN LCD KVM 스위치의 추가 라인으로, 기존의 DVI 호환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

공해 드립니다. CL6708MW는 ATEN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LCD 패널, 확장 키보드, 간소화된 터치패드와 

1U 하우징을 통합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며, 8포트 KVM 스위치인 CS1768을 8대까지 캐스케이드

하여 최대 64대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성이 뛰어난 LCD KVM 스위치입니다.

통합된 17.3" LED 백라이트 LCD 패널은 전형적인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보다 더욱 더 선명한 Full HD 

1080p 비디오를 지원합니다. CL6708MW는 고화질 신호(예: NVR 소스)와의 높은 호환성을 위한 YUV 비

디오 포맷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CL6708MW는 HDCP를 호환하여 기업, 교육 및 상업용 환경에서 보

호된 컨텐츠 미디어와 함께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ATEN의 LED 조명은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시성을 보장하여, 어두운 조명 상태에서도 사

용이 가능합니다.

싱글 레일 8포트 DVI FHD LCD KVM 스위치 
CL6708MW 

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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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의 와이드 스크린 DVI Full HD LCD 모니터와 통합된 KVM 스위치

• 싱글 레일 및 슬라이딩 하우징의 상하 간격으로 1U 랙에서 부드러운 조작 가능 

• 8대의 싱글 링크 DVI 컴퓨터를 제어

• DVI 비디오 포트를 내장하여 외부 콘솔 지원 가능

• 전용 LED 조명 - ATEN이 설계한 전용 LED 조명으로, 어두운 조명 상태에서도 키보드와 터치패드의 가시성을 보장

• 1단계 캐스케이드를 통한 KVM 포트 확장 (8포트 KVM 스위치 CS1768을 최대 8대까지 추가 가능)

• 전면 패널 푸시버튼, 핫키, 다국어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OSD)를 통한 컴퓨터 선택

• 브로드캐스트 모드 -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콘솔에서 명령 전달 가능

•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우수한 호환성을 위한 YUV 비디오 포맷 지원

• DVI 모니터 지원 - DVI 사양과 완벽 호환

• Video DynaSync™ - ATEN의 독점 기술로, 부팅 시 디스플레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포트 간 전환 시 응답을 극대화

  *알림: Video DynaSync™는 디지털 비디오 소스에만 작동합니다.

• HDCP 호환 - 보호된 컨텐츠 미디어를 번거로움 없이 재생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1920 X 1080 @60Hz, DDC2B

• 랙에 알맞게 깊이 조절 가능

• 연결된 스피커를 위한 오디오 지원

• 모든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토 스캔 모드 지원

• 멀티플랫폼 지원 - Windows, Linux, Mac, Sun

• 콘솔 잠금 - 미사용 시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콘솔 서랍 잠금 가능

제품 기능

CL6708MW 후면

DVI-I

DVI

오디오

USB

비디오/키보드/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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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기능 CL6708MW
컴퓨터 연결

직접 연결 8
최대 연결 64

포트 선택 OSD, 핫키, 푸시버튼
커넥터

외부 콘솔 포트 1 x DVI-I Female, 2 x USB Type A Female, 1 x Mini Stereo Jack Female
외부 마우스 포트 1 x USB Type-A Female
KVM 포트 8 x DVI-I Female, 8 x USB Type A Female, 8 x Mini Stereo Jack Female
펌웨어 업그레이드 1 x RJ-11 Female
전원 1 x IEC60320 / C14

스위치
리셋 1 x 누름버튼
전원 1 x 락커 스위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1 x 슬라이드 스위치
LCD 조정 4 x 푸시버튼
LCD On / Off 1 x 푸시버튼
포트 선택 8 x 푸시버튼

LED
온라인 8 (Orange)
선택 8 (Green)

전원
1 x KVM Power (Dark Green)

1 x LCD Power (Orange)
잠금 1 x Num Lock (Green); 1 x Caps Lock (Green); 1 x Scroll Lock (Green)

패널 스펙
스크린 크기 17.3"
픽셀 피치 0.1989 mm x 0.1989 mm
색상 지원 262144 색상 지원
명암 대비율 650 : 01 : 00
밝기 300 cd/m²
응답 속도 8 ms
최대 각도 140° (H), 120° (V)

에뮬레이션
키보드 / 마우스 USB

비디오 1920 x 1080 @ 60 Hz; DDC2B
스캔 간격 1 - 255 초
I/P 레이팅 100 - 240 VAC, 50 / 60 Hz, 1 A
소비 전력 110 V, 29.26 W; 220 V, 28.82 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 - 40 ° C
보관 온도 -20 - 60 °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 - 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 플라스틱
무게 12.70 kg
크기 (L x W x H) 48.00 x 68.92 x 4.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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