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mply Better Connections SOHO and SMB Solutions 

 
 

 

2포트 USB 바운드리스 케이블 KM 스위치 

CS62KM 
 

CS62KM은 키보드와 마우스 하나로 최대 2대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2포트 USB 케이블 KM 스위치입니다. CS62KM은 원격 포트 선택기, 키보드 

핫키, 마우스 커서, 마우스 휠 등 컴퓨터를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원격 포트 선택기를 눌러 직관적으로 컴퓨터 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멀티태스킹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며 모니터링하고 즉시 제어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또다른 고급 기능으로 버스 전원 모드가 있어 외부 전원 아답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S62KM은 다양한 분야의 컨트롤룸에서의 복잡한 멀티태스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공간을 절약하며 업무 생산성을 

높입니다.  

 

 
Computer A 

 
 

 

제품 특징 

• 하나의 USB 키보드와 마우스로 최대 2대 컴퓨터 제어 

• 원격 포트 선택기, 핫키, 마우스 커서, 마우스 휠1 을 통한 

컴퓨터 선택 

• 소프트웨어 필요 없음 

•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 USB 핫 플러깅 지원 

• 버스 전원 공급 - 외부 전원 아답터 필요 없음2 

• Windows, iOS, Android, macOS, Linux 운영 체제에서 작동 

참고: 

1. 마우스 포트 전환은 USB 3버튼 마우스 휠이 있는 마우스 에뮬레이션 

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2. USB 버스 전원 설계로 스위치가 연결된 컴퓨터로부터 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전원을 공급 받으려면 2 대의 컴퓨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제품 사양  

 
 

연결 

 
 
 

 
LEDs 

 

케이블 길이 

 
 
 

 

에뮬레이션

 
Computer B

키보드 / 마우스 USB 

전력 소모량 DC 5 V : 0.74 W 

사용 환경 

작동 온도 0 – 40 °C 

보관 온도 -20 – 60 °C 

습도 비 응축 상태에서 0 – 80%  

제품 외관 

재질 Plastic 

무게 0.12 kg 

치수 (L x W x H) 8.45 x 3.40 x 2.2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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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연결  2 

포트 선택 
핫키, 마우스 휠, 마우스 커서,  

원격 포트 선택기 

 

콘솔 포트 2 x USB Type-A Female 

KVM (컴퓨터) 포트 2 x USB Type-A Male 

원격 포트 선택기 1 x 2.5mm Audio Jack Female 

 

선택 2 (Green) 

 

콘솔 0.15 m 

컴퓨터 1.2 m 

원격 포트 선택기 1.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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