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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1164
4포트 USB DVI-D KVMP 제어 센터  

CM1164 Front view CM1164 Rear view

인텐시브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신속하게 응답하고, 

동시에 더 많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CM1164 4포트 USB 

DVI-D KVMP 제어 센터는 2포트 USB 허브와 함께 4포트 DVI-D 스위치를 결합하여 KVM 스위치 기능에 

혁신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CM1164는 하나의 화면에 4개의 디지털 컴퓨터/비디오 소스를 표시하는 

쿼드 뷰(Quad View) 모드 뿐만 아니라 PIP 모드(듀얼, 트리플, 쿼드)와 전체 화면 모드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CM1164는 데이지 체인 제어(DDC) 기능을 제공합니다. DDC 포트는 사용자가 하나의 콘솔을 통해 최대 

4대의 CM1164 장치에 연결하고 제어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부 컴퓨터 혹은 또 다른 CM1164를 통해 

하나의 키보드/마우스만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증가에 편리합니다. - 데이지 체인은 최대 16대 컴퓨터 사이에 최대 4대의 장치와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CM1164 4포트 USB DVI-D KVMP 제어 센터는 제어실, 모니터링 

시스템, 교통 제어 센터 등의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 CM1164는 4

개의 DVI를 사용할 수 있는 PC 간에 원활하게 전환하고, 듀얼 디스플레이 콘솔에서 USB 주변기기와 고품질 

오디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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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USB 콘솔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4대의 DVI-D 컴퓨터와 두 대의 추가 USB 장치를 제어 

• 멀티 뷰 콘솔로 하나의 화면에 최대 4개의 비디어 소스를 제어

• OSD 메뉴를 통한 기능 제어 - 디스플레이 모드, 포트 선택, 데이지 체인 등 

• 하드웨어 커서 – 콘솔 마우스를 통한 OSD 내비게이션 

• DDC (데이지 체인 관리) 포트를 사용하여 총 4대의 CM1164 장치를 묶어 하나의 CM1164와 연결된 키보드/
           마우스만으로 최대 16대의 컴퓨터를 관리 

• Video DynaSync™ - 독보적인 ATEN 기술로 부팅 시 디스플레이 문제를 해결하고 포트 간 전환 시 해상도를 최적화 

• 2포트 USB 2.0 허브 내장, USB 2.0 사양과 완벽한 호환

• 전면 패널 선택버튼, 핫키, IR 리모컨, OSD (마우스* 기능 사용 가능)을 통한 컴퓨터 선택

• 콘솔 마우스 포트 에뮬레이션/바이패스 기능으로 대부분의 마우스 드라이버 및 멀티기능 마우스 지원

• 콘솔 키보드 에뮬레이션/바이패스 기능으로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키보드 지원

• USB 주변기기 포트, 오디오 기능, KVM 스위치 권한을 독립적으로 전환

• 전원 감지

• 오토 스캔 기능

• 멀티 플랫폼 지원 – Windows, Linux, Mac, Sun

• 키보드와 마우스 에뮬레이션 및 바이패스 지원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최대 1920 x 1200 해상도

• 다국어 키보드 맵핑 -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키보드 지원

• 완벽한 저음 응답의 2.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제공

• Mac/Sun 키보드 지원 및 에뮬레이션**

• 컴퓨터의 USB 포트를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 3버튼 USB 휠 마우스 전용    

**PC 키보드 조합으로 Mac/Sun 키보드 에뮬레이트    

**Mac/Sun 키보드는 해당 컴퓨터에서만 사용 가능      

유연한 디스플레이 모드 

콘솔 마우스를 통한
OSD 내비게이션 

확장성

비디오 DynaSync

제품 특징

장점

쿼드 뷰 모드(4분할 모드), 픽쳐 인 픽쳐(PIP) 모드-듀얼 (2분할), 트리플 (3분할), 쿼드 (4
분할), 풀 스크린 모드 지원
사용자는 PC에서 하드웨어 커서 기능으로 손쉽게 클릭하여 각 비디오 소스의 사이즈와 
장소 변경이 가능

콘솔에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를 이용해 OSD 메뉴를 제어하고, 스크린 상의각 비디오 
소스의 스크린 디스플레이 사이즈나 장소를 변경 가능

RS-232 명령 라인을 통해 PC 또는 다른 CM1164에서 키보드/마우스를 제어할 사용자 
데이지 체인 제어 모드를 지원
사용자는 RJ-45케이블을 이용하여 세 대의 CM1164를 쉽게 연결 및 제어할 수 있음

ATEN의 독점적인 비디오 DynaSync 기술로 각 컴퓨터 가로, 세로 오프 셋 가치를 자동으로 
감지
설정 및 동기화를 하여 작업하는 모니터에 맞춰 포트를 스위칭 할 때 마다 최적의 해상도를 
자동으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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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View Mode Picture in Picture mode

Quad View mode

• Dual

• Triple

• Quad

디스플레이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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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CM1164 
컴퓨터 연결  4 
포트 선택  전면 패널 선택 버튼, 핫키, IR 리모컨,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OSD)     

커넥터  

콘솔  
포트  

키보드 1 x USB Type A Female (Black; rear panel) 
비디오 1 x Single Link DVI-D Female (White) 
마우스  1 x USB Type A Female (Black; rear panel) 
스피커  2 x Mini Stereo Jack Female (Green; 1 x front panel,1 x rear panel)
마이크로폰 2 x Mini Stereo Jack Female (Pink; 1 x front, 1 x rear) 
DC 제어  2 x RJ-45

KVM 포트  

키보드  /
마우스  

4 x USB Type B Female (White) 

비디오 4 x Single Link DVI-D Female (White) 
스피커  4 x Mini Stereo Jack Female (Green) 
마이크로폰 4 x Mini Stereo Jack Female (Pink)  

전원  1 x IEC320 Jack 
USB 2.0 허브 2 x USB Type A Female (White; 1 x front panel; 1 x rear panel) 

스위치 선택  11 x 선택버튼  

LED  
KVM 4 (Orange) 
오디오 4 (Green) 
USB 4 (Green) 

에뮬레이션 키보드  /  마우스  USB 
비디오 1920 x 1200 @ 60 Hz (DVI-D) 
스캔 간격  1–99 초 (초기값:  5 초)  
소비 전력  100V/ 6.7 W; 240V/ 13.6 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40ºC 
보관 온도  -10–60º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무게 2.50 kg  
크기 (L x W x H)     43.24 x 15.41 x 4.40 cm

제품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