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y Better Connections

CS1642A/CS1644A
2/4포트 USB DVI 듀얼 뷰 KVMP™ 스위치
CS1642A/CS1644A 2/4포트 USB DVI 듀얼 뷰 KVMP™스위치는 멀티
어플리케이션 장치로 2포트 USB 허브가 있는 2/4포트 KVM 스위치와 통합
가능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두 개의 듀얼 뷰 KVM 스위치가 연결되는 쿼드
뷰(Quad-view) 기능을 지원합니다.

Win, Mac, Linux,
SUN
USB 2.0
Peripherals

새로운 CS1642A/CS1644A 기능은 멀티 뷰가 가능하여 두 개의 스위치가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 디스플레이까지 데이지 체인 하여 멀티 모니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CS1642A/CS1644A는 개선된 nVidia 3D Vision 120Hz
3D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여 다양한 3D 시각 효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콘솔로 연결된 컴퓨터를 조종하여 리소스 및 작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각 컴퓨터가 연결된 주변기기들에 한 번에
하나씩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다수의 컴퓨터에서 멀티 태스킹과
시각 효과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합니다. CS1642A/CS1644A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완벽한 제품이며, 은행이나 재정 컨설턴트, 게이머와 의료
종사자 등 최상의 색상 및 깨끗하고 기능적인 고품질 스위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합합니다.

2 Port

DynaSync
VDS Video

CS1644A(Rear)

제품 사양
기능
컴퓨터 연결
포트 선택

기능
• 하나의 듀얼 스크린 USB 콘솔로 두 개/네 개의 듀얼 스크린 컴퓨터를
제어하고 두 개의 추가 USB 장치를 제어
• 멀티 뷰 디스플레이 – 단 하나의 연결로 두 번째 듀얼 스크린 설치 제어
를 위해 두 개의 CS1642A/CS1644A의 장치를 쉽게 연결 가능
• 우수한 비디오 품질 – 60Hz에서 2560x1600 (DVI 듀얼 링크)와
3D 디스플레이 최대 120Hz에서 1920x1200 (DVI 싱글 링크)
• 와이드 스크린 해상도 지원
• KVM, USB, 오디오 포커스의 독립적인 스위칭
• DVI 디지털과 아날로그 모니터 지원–DVI 사양과 완벽 호환, HDCP 호환
• 멀티플랫폼 지원 – Windows 2000/XP/Vista, Linux*, Mac, Sun,
FreeBSD
• Sun/Mac 키보드 지원과 에뮬레이션**
• 독보적인 ATEN 기술인 Video DynaSync로 부팅 디스플레이 문제를
해소하고 포트 간 전환 시 해상도를 극대화
* Linux Kernel 2.6 또는 더 높은 사양을 지원합니다. CS1462A/CS1644A는
USB 2.0 허브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USB 2.0을 지원하지 않는 PC 또는
O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PC 키보드와 Mac 키보드 에뮬레이션
** Mac 키보드는 Mac 컴퓨터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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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스위치
에뮬레이션
비디오
스캔 간격
소비 전력
사용 환경

제품 외관

CS1642A
CS1644A
2
4
전면 패널, 선택 버튼, 핫키
키보드
1 x USB Type A F (White, 후면 패널)
비디오
2 x DVI-I F (White)
콘솔
마우스
1 x USB Type A F (White, 후면 패널)
포트
스피커
1 x Mini Stereo Jack F (Green)
마이크로폰
1 x Mini Stereo Jack F (Pink)
2 x USB Type B F 4 x USB Type B F
키보드/마우스
(White)
(White)
비디오
4 x DVI-F (White)
8 x DVI-I F (White)
KVM
2 x Mini Stereo
4 x Mini Stereo Jack
포트
스피커
Jack F (Green)
F (Green)
2 x Mini Stereo
4 x Mini Stereo Jack
마이크로폰
Jack F (Pink)
F (Pink)
DCC 포트
1 x RJ-45 female 커넥터 (후면 패널)
전원
1 x DC Jack
2 x USB Type A F (Black: 1 x 전면 패널,
USB 2.0 허브
1 x 후면 패널)
선택
3 x 선택 버튼
5 x 선택 버튼
DCC 모드
1 x 슬라이드 스위치 1 x 슬라이드 스위치
키보드/마우스
USB
DVI 듀얼 링크: 2560 x 1600 @60Hz,
1920 x 1200 @120Hz (3D 디스플레이)
1–99초 (5초. default)
DC 5.3V, 10.6W
DC 5.3 V, 12.19 W
사용 온도
0–50℃
보관 온도
-20–60℃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재질
플라스틱, 금속
무게
0.56 kg
2.32 kg
크기 (L x W x H)

26.23 x 7.68 x 4.56
cm

43.24 x 15.41 x 4.4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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