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D KVM 선택 가이드
서버룸 공간 활용에 최적화 KVM 솔루션



LCD KVM 콘솔 및 스위치
서버룸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KVM 솔루션

LCD KVM 콘솔과 스위치는 서버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최적화된 KVM 솔루션으로
서버룸과 같은 숏뎁스 설치 환경은 물론 공간 제한이 있는 통신 및 방송의 통제실에도 적합합니다.

LCD KVM 콘솔 및 스위치 사용에 따른 장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 PC 키보드 에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Mac과 Sun 기능 키를 맵핑할 수 있습니다.
** CV190를 통해 SPHD 모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인원 디자인

연결된 서버 직접 제어

멀티플랫폼 지원

LED 조명

쉬운 설치

멀티 뷰 디스플레이

일반적인
비디오 인터페이스 지원

LCD 패널, 키보드, 터치패드를 1U 랙 마운팅이 가능한
슬라이딩 하우징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LCD KVM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서버를 제어합니다.

LCD KVM은 PC*, Mac, Sun을 지원합니다.

LCD KVM 스위치는 DP**, HDMI, DVI, VGA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키보드와 터치 패널에 
불빛이 들어오는 ATEN 독점 LED 조명 기술을 사용합니다.

쿼드 뷰, Picture in Picture (PiP), Picture by Picture (PbP), 
Picture on Picture (PoP)와 같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이용해 
최대 4개의 비디오 소스를 한 화면에서 제어합니다.

옵션 사항인 1인 간편 설치 랙 마운트 키트를 지원합니다.



ATEN LCD KVM 솔루션은 3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LCD KVM 콘솔 :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통합한 싱글 포트 KVM 콘솔로
사용자는 KVM 스위치를 연결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LCD KVM 스위치: 키보드, 모니터, 4 / 8 / 16 포트 KVM 스위치를 통합한 올인원 디자인입니다.

LCD KVM Over IP 스위치: 원격 접속을 지원하는 LCD KVM 스위치입니다.

또한 3가지 KVM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

SPHD (특수 고화질 커넥터): VGA,DP

표준 비디오 커넥터: VGA, DVI, HDMI

RJ-45 멀티 인터페이스: VGA, DVI, HDMI, DP, 시리얼*, Sun

* 시리얼은 KVM over IP 모델과 사용 가능합니다.

KVM 스위치 또는 1개의 서버를 직접 연결합니다. 4 / 8 / 16개의 서버를 직접 연결합니다.

LCD KVM 솔루션 유형

전면

후면

LCD KVM 콘솔 LCD KVM 스위치



상황 별 추천 제품

“컴퓨터의 서버에 VGA, DP, HDMI 등
다수의 비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걸
모두 LCD KVM으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

“회사의 LCD KVM에 와이드 스크린과 
FHD-해상도 패널이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와이드 스크린을 지원하는 
올인원 LCD KVM 스위치를 필요로 합니다.”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버 랙을 
설치하고 싶으나 서버룸 공간이 한정적이고 

LCD KVM을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까요?”

“하이브리드 업무 방침으로 회사 서버에
원격 접속이 가능하면서, 보안을 위해
사용자 동작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의
LCD KVM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나요?”

“서버가 각기 다른 여러 대의 랙에 있습니다. 
어떤 LCD KVM이 좋을까요?”

“서버룸에 DV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숏뎁스 LCD KVM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여러 가지 비디오 소스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멀티뷰 기능을 지원하는

LCD KVM 스위치가 있나요?”

“움직이는 차 또는 강한 진동의
공장 바닥에서 작동할 수 있는
LCD 콘솔이 필요합니다.”

KL시리즈 또는
KH15 시리즈 KVM 스위치가 있는

LCD KVM 콘솔

CL3800NW, CL3700NW,
CL3884NW, CL6700MW,

CL6708MW

CL3108NX, CL3116NX,
CL6708MW

최대 50m 거리를 지원하는 KL시리즈 진동 저항 테스트를 통과한 CL3000N

CL5708iM, CL5716iM,
CL5708iN, CL5716iN,

KL1108VN, KL1116VN,
KL1508AiM, KL1516AiM,
KL1508AiN, KL1516AiN

CL3884NW

KL 시리즈, CL3800NW, CL5800N 또는 
CL3884NW과 같은 듀얼 레일 제품

VGA, DVI, HDMI 비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된 CL3800NW



제품 선택 트리

응용 사례

서버룸 방송용 OB밴 공장 관제실

기능

인터페이스

패널 크기

레일 유형

포트 개수

모델명



LCD KVM 제품 정보 요약
17”패널 크기

이름

해상도

제품

17.3” 18.5” 18.5” 19”

M

4:3

1280 x 1024

CL1000M CL6700MW

CL6708MW CL3884NW
CL3108NX,
CL3116NX

CL3100NX
CL3800NW,
CL3700NW

CL1000N,
CL3000N,
CL5800N

CL1008M,
CL1016M,
CL5708M,
CL5716M,

KL1508AM,
KL1516AM

CL1308N, CL1316N,
CL5708N, CL5716N,
CL5808N, CL5816N,

KL1508AN, KL1516AN

CL5708iM,
CL5716iM,

KL1508AiM,
KL1516AiM

CL5708iN, CL5716iN,
KL1508AiN, KL1516AiN,

KL1108V, KL1116V

LCD KVM
콘솔

LCD KVM
스위치

LCD KVM
Over IP
스위치

16:9

1920 x 1080

16:10

1366 x 768

16:9

1920 x 1080

4:3

1280 x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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