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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Better Connections

ATEN International Co., Ltd., established in 1979, is the leading provider of AV/IT connectivity and management solutions. O�ering 
integrated KVM, professional AV, and intelligent power solutions, ATEN products connect, manage, and optimize AV/IT equipment in 
corporate, government, education, broadcasting and media, and transportation environments.  ATEN has 630+ issued international 
patents and a global R&D team that produces a constant stream of innovative solutions, resulting in a comprehensive portfolio of 
products available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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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Fortune Business Insights 에 따르면 ATC(Air Traffic Control, 항공 교통 관제 ) 시장은 계속 성장
하고 있으며 2020~2027 년 동안 연 평균 성장률 6.96% 로 2027 년까지 94 억 5000 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공항 수 , 더 나은 영공 관리 기술의 필요성 , 승객 수의 증가 때문입니다 . 시스템 운영 , 승객 서비스 
제공 , 통신 회선의 디지털화 확대의 등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남에 따라 ATC 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항공 교통 관제 기술의 미션 크리티컬 (Mission-Critical) 대응을 위해 ATEN 은 최신 다중화 , 
화면 해상도 , 사용자 정의 및 보안을 지원하는 4 가지 번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안전한 정보 및 통신을 지원하는 KVM over IP 
솔루션으로 안전하고 빠른 ATC 운영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이중화 , 보안 데이터 전송 , 레이더 모니터링을 위한 생생한 해상도로 두 서버 간 빠르고 쉬운 전환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ATC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ATEN over IP 솔루션으로 공항에서 원격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래형 보안
항공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단일 디스플레이 워크스테이션과 최대 6.5m 거리의 듀얼 디스플레이 워크스테이션에서
컴퓨터 및 시리얼 장치의 UHD 출력을 제공하며 , 동시에 끊김 없고 부드러운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ATC 번들 솔루션을 통한 
미래형 항공 교통 운영

ATC 요구사항

ATEN 제안 솔루션

• 항공 관제실 내 장치와 운영자 책상을 분리 설치해 서버의 열과 소음의 영향을 벗어나 최적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

• 시스템 장애 시 전원 및 네트워크 이중화를 위해 보조 PC 에서 시스템 백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
• 레이더 모니터링 , 특히 2K x 2K 화면 (2048 x 2048 @60Hz) 에는 특정 비디오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
•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하지 않고 컴퓨터 간 쉽고 빠른 전환이 필요합니다 .

ATC 를 위한 관제실의 요구 사항에 맞춰 ATEN 은 3 가지 KVM over IP ATC 번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KE6910 ATC 번들 KE6920 ATC 번들 KE9950 ATC 번들

2x KE6910T + 1x KE6910R 2x KE6920T + 1x KE6920R 2x KE9950T + 1x KE9950R



2 대의 PC/ 서버 ( 관제실에 위치 ) 에 연결된 2 개의 송신기와 워크 스테이션에 연결된 1 개의 수신기로 두 서버 간 쉽게 빠르고 
전환할 수 있으며 거리 제한 없이 지점 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PC/ 서버 중 하나는 기본 서버 ( 광 연결 ) 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 및 백업 ( 구리 네트워크 연결 ) 서버입니다 . 정전 등이 발생 시 사전 정의된 핫키 설정으로 두 PC/ 서버 간 전환이 1 초만에
이루어집니다 . 또한 각 KVM over IP 연장기에는 LAN 포트와 전원 이중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ATEN ATC 번들 솔루션을 사용하면 ATC 운영 시 네트워크 위협 및 보안 취약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복잡한 장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네트워크 포트에 대한 맞춤형 핫키 스위칭을 지원합니다 . 

항공 교통 타워 외에도 ATEN ATC 번들 솔루션은 접근통제실 및 항공로 관제 센터 환경에 적합합니다 . ATEN ATC 번들 솔루션
은 레이더 모니터링 전용으로 탁월한 2K x 2K 화면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

향상된 일대일 방식의 IP 확장
최고 수준의 시스템 안정성과 사이버 보안으로 지점 간 IP 확장을 강화하여 미션 크리티컬한 제어실 운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데이터 전송
AES-128 비트 암호화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고 수신기에서
데이터를 해독합니다 .

레이더 모니터링을 위한 탁월한 2K x 2K 비디오 해상도
접근 통제실 및 항공로 관제 센터의 레이더 모니터링을 위해 2K x 2K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

기본 및 보조 설계
기본 및 보조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워크스테이션을 이동하지 않고도 핫키 전환을 통해 즉각적인
시스템 장애 조치가 가능합니다 . 

LAN & 전원 이중화
시스템 장애 조치를 위한 이중 전원 및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여 강력한 시스템 가동 시간을 보장합니다 .

핫키 스위칭
(a) KE6920R 에서 핫키 전환을 사용하면 KE6920T 장치에 연결된 2 대 또는 3 대의 PC/ 서버 간 네트워크
포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2 개의 LAN 연결이 설정되면 기본 LAN 연결이
끊어졌을 때 포트 전환이 자동으로 백업 LAN 연결로 이동합니다 . 

(b) KE6910R / KE9950R 에서 핫키 전환은 KE6910T / KE9950T 장치에 연결된 2 대의 PC / 서버 간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



ATEN ATC 번들 솔루션을 통한 항공 교통 관제 디지털화 강화

급변하는 항공 교통 환경에서 적시의 정보와 통신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 ATEN ATC 번들 솔루션은
쉽게 배치하고 설치를 간소화하며 안전한 전용 워크 스테이션 운영을 보장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을 줄입니다 . :

항공 관제탑 접근 통제실 항공로 관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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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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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ATC 솔루션 사례
ATEN ATC 번들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공항은 추가적으로 항공 관제탑과 항공로 관제 센터 모두에서 운영자와
서버 간 거리를 연장하고자 했습니다 . 또한 기본 서버와 보조 서버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한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 
ATEN은 다음과 같이 KE9950 송신기와 수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 이 솔루션은 2K x 2K 해상도를 지원하며 수신기 1대에서
송신기 2대로 사용자 지정 가능한 핫키 전환을 통해 네트워크 중단 시 네트워크 포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

항공 관제탑 항공로 관제 센터

KE9950T x 4 KE9950T x 44

KE9950R x 2 KE9950R x 22

비디오            제어             KVM / USB              오디오             광               Cat 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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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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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ATEN ATC 번들 솔루션은 ATC 컨트롤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대일 방식 KVM over IP 확장, 강력한 시스템 페일 오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무손실 비디오 해상도가 중요한 다양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항공 관제탑

네트워크 운영 센터

전술 작전 본부

산업 현장 컨트롤룸

방송 센터

보안실

비상 지휘 센터

작전 통제 센터

교통 관제실



추가 정보
ATEN 홈페이지의 KVM over IP 매트릭스 시스템
https://www.aten.com/kr/ko/product-landing-page/control-room/kvm-over-ip-matrix-system/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제품 비교

제품명 KE6910R KE6910T KE9950R KE9950T KE6920R KE6920T

바운드리스 스위칭 • • • • • •

USB 주변 장치 • - • - • -

Over IP • • • • • •

RS-232 지원 • • • • • •

USB 저장 장치
전송 • • • • • •

SFP 광 모듈 지원 • • • • • •

송신기 로컬 콘솔 - • - • - •

네트워크 페일 오버 • • • • • •

전원 페일 오버 • • • • • •

듀얼 SFP 슬롯 - - - - • •

2K DVI-D 듀얼 링크 
KVM over IP 수신기

2K DVI-D 듀얼 링크 
KVM over IP 송신기

4K DisplayPort
싱글 디스플레이
KVM over IP

수신기

4K DisplayPort
싱글 디스플레이
KVM over IP

송신기

2K DVI-D
듀얼 링크

KVM over IP 송신기 
with 듀얼 SFP

2K DVI-D
듀얼 링크 

KVM over IP 수신기
with 듀얼 S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