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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란 무엇인가요?

ATEN 망분리 특화 제품군

망분리란 해킹이나 악성코드와 같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망을 이중화시켜 업무용과 인터

넷용을 구분하는 것으로,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물리적 망분리는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거나 전환 스위치(KVM 스위치)로 망을 분리해 내는 방식,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기술

을 활용한 VDI와 하나의 PC에 2개의 운영체제(OS)를 설치하는 OS 커널 분리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업무망 인터넷망

PC

사용자

업무망

업무용 PC

인터넷망

인터넷용 PC

사용자

물리적�망분리 논리적�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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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망을 통한 업무망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 증가

•  1대의 PC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일정사양 이상의 고사양 하드웨어 스펙 필요

•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설정이 복잡하고 어려움

•  트래픽 간섭 발생 – Ddos 및 과도한 이상 트래픽은 인터넷망/업무망 동시에 영향을 미침

논리적 망분리의 문제점

논리적 망분리의 최대 취약점 '보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정보 유출 사건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망분리 시스템은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

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리적 망분리는 낮은 도입 비용과 업무 관리의 편리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망분리 방식

입니다. 

하지만, 망분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보안'을 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 망분리는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전송 시 물리적 망분리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정보 유출 및 악성 코드의 전이 가능성이 

높아 보안 면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관리 포인트가 논리적 망분리보다 훨씬 적음 (물리적으로 추가된 PC, 스위치 등 자산 관리 측면의

  이력 관리가 대부분)

•  장애 포인트에 대한 확인 및 조치가 용이

•  별도의 고비용, 고수준의 운영 인력이 불필요

•  가장 높은 보안 수준

왜 물리적 망분리인가요?
이처럼 논리적 망분리의 취약점이 대두하면서 망분리의 기본 원칙인 '보안'에 가장 최적화된 물리적 망분리의 운영 구축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 이용 시 논리적 망분리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최상위 수준의 

보안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으며, 장애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시스템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논리적 망분리와는 

달리 물리적 망분리는 문제 파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전 대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관리 포인트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인 이유



04
ATEN 망분리 특화 제품군

ATEN 망분리 솔루션
홈페이지

ATEN이 제시하는 망분리 해답

고객 만족 서비스
국내 유일 RMA 서비스 센터의

빠른 문제 해결 및 기술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 가능

다양한 솔루션
사용자의 그래픽 및 

키보드/마우스 환경에 모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 보유

빠른 전환
2대의 PC 사용 시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빠른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검증된 제품
최대 레퍼런스 사이트

보유를 통해 검증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

ATEN의 망분리 솔루션

ATEN은 1979년 설립 이후부터 쌓아온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및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의 망분리 솔루션을 제

시합니다. 망분리 사업에 특화된 ATEN의 KVM 스위치는 보안에 최적화된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대의 PC를 사용할 때에는 인터넷망과 업무망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여 업무의 효

율을 증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를 통해 검증된 제품으로 더욱 믿을 수 있으며, 국내 유일 RMA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어 빠른 문제 해결 및 기술 지원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A T E N  N e t w o r k  s e p a r a t i o n  s o l u t i o n



업무망

업무용 PC

인터넷망

인터넷용 PC

사용자

ATEN의�망분리�솔루션

or

ATEN KVM 스위치

망분리 사업,
No.1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1979년 설립 이후부터 쌓아온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및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ATEN만의 다양한 ‘망분리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ATEN의 망분리 솔루션은 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 
보안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KVM 스위치를 사용하여 
여러 대의 PC를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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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692

2포트 USB HD 오디오/비디오 KVM 스위치

케이블 일체형 KVM  |  HDMI

제품 기능

• 하나의 HDMI 비디오 콘솔로 2대의 USB 컴퓨터 제어
• HDMI 호환, HDCP 호환
• 오디오 사용 가능 - 완전한 저음역 응답은 2.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위한 풍부한 효과 제공
• 콤팩트 디자인, 올-인-원 케이블 (2 x 1.2 m) 내장
• 전원 탐지 기능 - 컴퓨터 중 하나의 전원이 꺼진 경우 다른 컴퓨터로   

자동 전환
• 와이드 스크린 LCD 모니터와 호환
• 게임 및 멀티미디어 키보드 지원
• 다기능 및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지원
• 에뮬레이션을 통한 키보드 조합 지원 (Mac)

제품 특징

• USB 2.0 마우스 포트는 USB 허브 및 USB 주변 기기 공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DynaSync™ - ATEN의 독점적 기술로써 포트 간 전환 시에  
디스플레이 부팅 문제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 KVM 포커스와 오디오 포커스의 독립적인 전환 - KVM이 한 컴퓨터에 
포커스 되어 있는 동안 오디오는 다른 컴퓨터에 포커스 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알림: HDMI 모니터의 내장 스피커를 통한 HDMI 오디오는 독립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실제 구성도

다이어그램

CS692

원격
포트 선택기

or

업무용 인터넷용

일반형 PC

미니 PC

or

VDS

HDMI

 Dolby

*핫키 요약 테이블을 확인하시려면 p12 또는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모델명 CS692

포트 2

인터페이스
콘솔 USB, HDMI

컴퓨터 USB, HDMI

플랫폼 지원 Windows, Linux, Mac

오디오
스피커 •
마이크로폰 •

멀티 기능 마우스 •
USB 주변 장치 공유 •  (USB 2.0)

포트 선택 핫키 , 원격 포트 선택기 , 마우스

케이블 길이 컴퓨터 1.2 m

에뮬레이션 USB

비디오 해상도 1920 x 1200

비디오 DynaSync ™ •
스캔 간격 ( 초 ) 3, 5, 10, 20

독립 스위칭 •
별도 전원 없음 •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0.41 kg

크기
(L x W x H)

8.24 x 6.65 x  2.52 cm

상자 / 제품 수 1 상자 /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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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682

2포트 USB 2.0 DVI KVM 스위치

케이블 일체형 KVM  |  DVI

제품 기능

• 하나의 DVI 비디오 콘솔로 2대의 USB 컴퓨터 제어
• DVI-Digital 사양을 모두 준수
• 오디오 사용 가능 - 완전한 저음역 응답은 2.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위한 풍부한 효과 제공
• 콤팩트 디자인, 올-인-원 케이블 (2 x 1.2 m) 내장 
• 전원 탐지 기능 - 컴퓨터 중 하나의 전원이 꺼진 경우 다른 컴퓨터로   

자동 전환
• 와이드 스크린 LCD 모니터 및 무선기기와 호환 
• 멀티미디어 키보드 및 다기능 마우스 지원 
• HDCP 호환

제품 특징

• USB 2.0 마우스 포트는 USB 허브 및 USB 주변 기기 공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DynaSync™ - ATEN의 독점적 기술로써 포트 간 전환 시     
디스플레이 부팅 문제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 KVM 포커스와 오디오 포커스의 독립적인 전환 - KVM이 한 컴퓨터에 
포커스 되어 있는 동안 오디오는 다른 컴퓨터에 포커스 됩니다.

•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실제 구성도

다이어그램

업무용 인터넷용

일반형 PC

미니 PC

or

원격
포트 선택기

CS682

or

USB 2.0 허브
USB 주변기기

공유 가능

VDS

모델명 CS682

포트 2

인터페이스
콘솔 USB, DVI

컴퓨터 USB, DVI

플랫폼 지원 Windows, Linux, Mac, Sun

오디오
스피커 •

마이크로폰 •

멀티 기능 마우스 •

USB 주변 장치 공유 • (USB 2.0)

포트 선택 핫키 , 원격 포트 선택기 , 마우스

케이블 길이 컴퓨터 1.2 m

에뮬레이션 USB

비디오 해상도 1920 x 1200

비디오 DynaSync ™ •

스캔 간격 ( 초 ) 3, 5, 10, 20

독립 스위칭 •

별도 전원 없음 •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0.50 kg

크기
(L x W x H)

11.15 x 7.80 x 2.49 cm

상자 / 제품 수 1 상자 / 10 개

*핫키 요약 테이블을 확인하시려면 p12 또는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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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62US

2포트 USB KVM 스위치

VDS Gaming
Keyboard
Support

케이블 일체형 KVM  |  VGA

제품 기능

• 하나의 USB 콘솔로 2대의 USB 컴퓨터 제어

• 콤팩트 디자인, 0.9 m 케이블 내장

• 핫키를 통한 OS 선택

• USB 마우스 포트는 USB 1.1 허브로써 USB 1.1 주변 기기 공유를    
위해 사용 가능

• 올인원 디자인

• 컴퓨터 작동을 모니터링하는 자동 스캔 기능

• ATEN USB ASIC 내장

모델명 CS62US

포트 2

인터페이스
콘솔 USB, HDB-15

컴퓨터 USB, HDB-15

플랫폼 지원 Windows, Linux, Mac, Sun

오디오
스피커 •

마이크로폰 N/A N/A

멀티 기능 마우스 •

USB 주변 장치 공유 • (USB 1.1)

포트 선택 핫키 , 마우스

케이블 길이 컴퓨터 0.9 m

에뮬레이션 USB

비디오 해상도 2048 x 1536; DDC2B

비디오 DynaSync ™ •

스캔 간격 ( 초 ) 5

별도 전원 불필요 •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플라스틱

무게 0.28 kg

크기
(L x W x H)

8.75 x 6.08 x 2.80 cm

상자 / 제품 수 1 상자 / 20 개

제품 특징

• 비디오 DynaSync™ - ATEN의 독점적 기술로써 포트 간 전환 시     
디스플레이 부팅 문제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 콘솔 마우스 포트 에뮬레이션 / 바이패스 기능은 대부분의 마우스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 게임 및 멀티미디어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 다기능 및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지원합니다.

실제 구성도

CS62US

콘솔

업무용 인터넷용

일반형 PC

미니 PC

or

다이어그램

*핫키 요약 테이블을 확인하시려면 p12 또는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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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82U

2포트 PS/2-USB KVM 스위치

VDS

Gaming
Keyboard
Support

데스크탑 KVM  |  VGA

제품 기능

• 하나의 USB-PS/2 VGA 콘솔로 2대의 컴퓨터 제어
• USB 마우스 포트를 USB 1.1 허브 및 USB 1.1 주변 기기 공유를 위해 

사용 가능
• 콘솔 마우스 포트 에뮬레이션 / 바이패스 기능은 대부분의 마우스 드라

이버와 다기능 마우스를 지원
• 대부분의 게임 키보드 지원
• 다국어 키보드 맵핑 - 영어, 프랑스어 및 일본어 키보드 지원
• 에뮬레이션을 통한 키보드 조합 지원 (Sun/Mac)
• 핫키, 푸시버튼, 마우스*를 통한 포트 선택 가능
*알림: 마우스 포트의 전환은 마우스 에뮬레이션 모드와 USB 3-key 휠 마우스에

서만 작동합니다.

제품 특징

• 듀얼 인터페이스 - PS/2 또는 USB 키보드와 마우스를 포함한 컴퓨터
를 지원합니다. 

• 비디오 DynaSync™ - ATEN의 독점적 기술로써 포트 간 전환 시     
디스플레이 부팅 문제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실제 구성도

다이어그램

LCD 모니터

CS82U (전면)

AA UU TT OO   SS CC AA NN

C P U 2 C P U 1

C O N S O L E

and/or CS82U (후면)

업무용 인터넷용

일반형 PC

미니 PC

or

*핫키 요약 테이블을 확인하시려면 p12 또는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Wide 
Screen 
Support

모델명 CS82U

포트 2

인터페이스
콘솔 PS/2 or USB, HDB-15

컴퓨터 PS/2 or USB, HDB-15 (SPHD)

플랫폼 지원

Windows ,Linux •

Mac •

Sun •

USB 허브 내장 N/A

멀티 기능 마우스 •

오디오 N/A

포트 선택 핫키, 푸시버튼, 마우스

에뮬레이션 PS/2, USB

비디오 해상도 2048 x 1536; DDC2B

펌웨어 업그레이드 •

스캔 간격 ( 초 ) 3, 5, 10, 20

별도 전원 불필요 •

소비 전력 DC5V, 1.1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무게 0.54 kg

크기
(L x W x H)

13.98 x 8.80 x 5.55 cm

상자 / 제품 수 1 상자 /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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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72D

2포트 USB DVI KVM 스위치

VDS

데스크탑 KVM  |  DVI

제품 기능

• DVI 사양을 모두 준수 (디지털만 해당)

• 다기능 및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지원 

• 오디오 사용 가능 - 완전한 저음역 응답은 2.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위한 풍부한 효과 제공

• 전원 탐지 기능- 컴퓨터 중 하나의 전원이 꺼진 경우 스위치는 전원이 
켜진 다른 컴퓨터로 자동 전환

• 오류 없는 부팅을 위한 완벽한 키보드와 에뮬레이션 

• 전원 비공급 (Non-powered)

• 에뮬레이션을 통한 키보드 조합 지원 (Sun/Mac)

• 핫키, 푸시버튼, 마우스*를 통한 포트 선택 가능
*알림: 마우스 포트의 전환은 마우스 에뮬레이션 모드와 USB 3-key 휠 마우스에

서만 작동합니다.

제품 특징

• 인체공학적 스타일의 콤팩트 사이즈
• HDCP 호환
• 비디오 DynaSync™ - ATEN의 독점적 기술로써 포트 간 전환 시     

디스플레이 부팅 문제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 USB 2.0 마우스 포트를 USB 허브 및 USB 주변기기 공유를 위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성도

다이어그램

CS72D (측면)

업무용 인터넷용

일반형 PC

미니 PC

or

CS72D (전면)

USB DVI KVM SWITCH

CS72D (전면)

*핫키 요약 테이블을 확인하시려면 p12 또는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USB, DVI-D

모델명 CS72D

포트 2

인터페이스
콘솔 USB, DVI

컴퓨터 USB, DVI

플랫폼 지원

Windows, Linux •

Mac •

Sun •

USB 허브 내장 N/A

멀티 기능 마우스 •

오디오 스피커

독립 전환 •

포트 선택 핫키 , 푸시버튼 , 마우스

에뮬레이션 USB 

비디오 해상도 1920 x 1200

비디오 DynaSync ™ •

펌웨어 업그레이드 •

스캔 간격 ( 초 ) 3, 5, 10, 20

소비 전력 DC5.0V, 5.0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무게 0.33 kg

크기 (L x W x H) 12.50 x 8.20 x 2.50 cm

상자 / 제품 수 1 상자 /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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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762A

2포트 USB 2.0 DVI KVMP™ 스위치

데스크탑 KVM  |  DVI

제품 기능

• 하나의 USB 콘솔로 2대의 DVI 컴퓨터를 제어

• 오디오 사용 가능 - 완전한 저음역 응답은 2.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시
스템을 위한 풍부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 콘솔 마우스 포트 에뮬레이션 / 바이패스 기능은 대부분의 마우스 드라
이버와 다기능 마우스를 지원합니다. 

• 전원 탐지 기능 - 컴퓨터 중 하나의 전원이 꺼진 경우 전원이 켜진 다른 
컴퓨터로 자동 전환

• 다국어 키보드 맵핑 - 영어, 프랑스어 및 일본어 키보드지원

• 에뮬레이션을 통한 키보드 조합 지원 (Sun/Mac)

• 핫키, 푸시버튼, 마우스*를 통한 포트 선택 가능

*알림: 마우스 포트의 전환은 마우스 에뮬레이션 모드와 USB 3-key 휠 마우스에

서만 작동합니다. 

제품 특징

• DVI-D와 DVI-A 사양을 모두 준수합니다.
• 비디오 DynaSync™ - ATEN의 독점적 기술로써 포트 간 전환 시에  

디스플레이 부팅 문제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 HDCP 호환

실제 구성도

다이어그램

CS1762A (후면)

CS1762A (전면)

업무용 인터넷용

일반형 PC

미니 PC

or

*핫키 요약 테이블을 확인하시려면 p12 또는 제품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USB 2.0
Peripherals VDS

모델명 CS1762A

포트 2

인터페이스
콘솔 USB, DVI

컴퓨터 USB, DVI

플랫폼 지원

Windows, Linux •

Mac •

Sun •

USB 허브 내장 • (USB 2.0) 

멀티 기능 마우스 •

오디오 스피커 , 마이크로폰

독립 전환 •

포트 선택 핫키 , 푸시버튼 , 마우스

에뮬레이션 USB 

비디오 해상도 1920 x 1200

비디오 DynaSync ™ •

펌웨어 업그레이드 •

스캔 간격 ( 초 ) 1-99

소비 전력 DC5.3V, 9.0W

사용 환경

사용 온도 0-50̊ C

보관 온도 -20-60̊ C

습도 비응축 상태에서 0-80% RH

제품 외관

재질 금속

무게 0.73 kg 0.94 kg

크기 (L x W x H) 21.00 x 8.80 x 5.55 cm 

상자 / 제품 수 1 상자 / 5 개 1 상자 /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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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

KVM 스위치는 광범위하고도 사용 간편한 핫키 기능을 제공하며, 이 기능은 키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KVM 

설치를 편리하게 액세스, 제어 및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스위치는 또한 연결된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핫키 모드

모든 핫키 작동은 ‘핫키 모드’ 불러오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불러오기 순서와 절차는 제품과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경우에 공장 디폴트 시퀀스와 사용자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교체 시퀀스가 있습니다. 

각 제품별 핫키 불러오기 순서/절차가 표에 제시됩니다. 디폴트 시퀀스는 맨 처음에 강조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포트 선택

핫키 포트 스위칭은 해당하는 핫키 시퀀스를 누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핫키 모드 불러오기를 할 

경우 사용 가능한 포트를 순환하게 되며, 다른 경우의 시퀀스에서는 사용자가 액세스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연결

되는 포트 ID를 특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화살 키 중의 하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범례: 

(n): n은 컴퓨터의 포트 ID 번호 
      (1, 2, 3, 4…)를 표시합니다.

: Fn은 KVM 포트(1에서 4)에 해당하는
      기능 키([F1] 에서 [F4])를 나타냅니다.

 이전 포트   다음 포트

 마지막 액세스 가능한 포트

 첫 번째 액세스 가능한 포트

모델명 포트
인터페이스 멀티플랫폼

포트 선택
최대

비디오
해상도

오디오
USB

주변기기
멀티 기능
마우스

케이블
콘솔 PC

Win, 
Linux

Mac Sun 스피커 마이크

케이블 일체형 KVM

CS692 2
USB

HDMI
USB

HDMI
● ● -

핫키
마우스

원격 포트 선택기

1920 x 1200
1080P

● ● ● ●

 케이블 거리
 · KVM: 1.2m x 2
 · 원격 포트 선택기: 1.8m

CS682 2
USB

DVI-D
USB

DVI-D
● ● ●

핫키
마우스

원격 포트 선택기
1920 x 1200 ● ● ● ●

 케이블 거리
 · KVM: 1.2m x 2
 · 원격 포트 선택기: 1.8m

CS62US 2
USB

HDB-15
USB

HDB-15
● ● ●

핫키
마우스 2048 x 1536 ● - ● ●

 케이블 거리
 · KVM: 0.9m x 2

데스크탑 KVM

CS82U 2
USB 
PS/2
VGA

USB 
PS/2
VGA

● ● ●

핫키
마우스

푸시버튼
2048 x 1536 - - ● ●

 포함 케이블
 · 전용 KVM 케이블 세트  
    1.2m x 2 

CS72D 2
USB

DVI-D
USB

DVI-D
● ● ●

핫키
마우스

푸시버튼
1920 x 1200 ● - ● ●

 포함 케이블
 · 전용 KVM 케이블 세트  
    1.2m x 1 

CS1762A 2
USB
DVI-I

USB
DVI-I

● ● ●

핫키
마우스

푸시버튼
1920 x 1200 ● ● ● ●

 포함 케이블
 · 전용 KVM 케이블 세트  
    1.8m x 2 

제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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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

모델 핫키 모드 (호출 핫키) 포트 선택

CS692 / CS682 / CS72D
Default:   or 

Alternate: 

Default:   or 

Alternate:  

CS62US / CS82U
Default:   or

Alternate: 

Default:    or 

Alternate: 

CS1762A
Default:   or  

Alternate: 

Default: 1.

               2.  (n)   or

Alternate: 1.

                  2.  (n)  

  

핫키 시연 비디오 보기



다년간의 기술과 노하우, ATEN이 No.1인 이유입니다.

ATEN에 대하여

ATEN은 1979년 설립된 이래 정보 기술, 전문 오디오/비디오 및 녹색 에너지 사업에 통신 및 관리 솔루션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KVM 스위치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ATEN은 고객, 소규모 사무실/소호(SOHO) 사용자 및 중소기업(SMB)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TEN의 

최첨단 KVM 스위치는 케이블 KVM, 데스크탑 KVM, 랙 KVM, KVM 연장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ATEN은 기업형 KVM 스위치 

시장을 위한 고품질 서버 관리 솔루션인 ALTUSEN™ 제품군과 함께 서버룸의 요구 사양에 맞는 LCD KVM을 제공합니다. 또한 ATEN의 

Over the NET™ 솔루션은 사용자가 전세계 어디에서든 효과적으로 IT 인프라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ATEN은 회사, 광고 및 홈시

어터 등 오디오, 비디오 및 제어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EN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ATEN NRGence™는 에너지 인텔리전스의 최신 진화형 제품군입니다. 데

이터 센터의 녹색 에너지 솔루션은 사용자가 현재 IT 리소스를 빠르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으로 쉽게 관리 및 제어하도록 실시간 전원 관리 

제어 및 에너지 절약 효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TEN은 항상 고객 중심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OHO / SMB 솔루션

Over IP 솔루션

  제어센터

  KVM over IP

  시리얼 콘솔 서버

  전원

KVM 스위치 

  매트릭스 KVM 

  고밀도 KVM    

  듀얼 레일 LCD KVM

KVM 스위치

  케이블 KVM

  데스크탑 KVM

  랙 KVM

  LCD KVM 

KVM 연장기

보안 KVM

USB 솔루션

데이터통신

그린 데이터 센터

전원제어

기류관리

HVAC 밸런스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리소스 파이프라인 분배

전문 A /  V 솔루션
VanCryst™

그린 에너지 비지니스
NRGence™

Enterprise 솔루션
Altusen™

모듈형 매트릭스 솔루션

미디어 매트릭스 솔루션

미디어 분배 솔루션

비디오 매트릭스 스위치

비디오 스위치

비디오 분배기

비디오 연장기

비디오 컨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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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의 망분리 사업 실적
 많은 파트너분들이 ATE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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