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ATEN의 매트릭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멀티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접속

사례 연구 
컴퓨터 접속 시스템

제조



다중 접속 모드
독점 접속,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점유, 공유 접속 
또는 보기 전용 모드 지원

보안 접속
추가 하드웨어 수준이 보안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터치스크린 지원

버추얼 매트릭스 관리
자동화 PLC는 5개의 워크스테이션 중 1대에서 누군가가 
적어도 10분 동안 컴퓨터를 <<점유>>할 수 있도록 활성화 / 
비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확장성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워크스테이션을 추가가 필요합니다.

보안 접속
메인 컨트롤러 (PLC)는 작업 센터의 상태에 따라 각 원격 
콘솔을 활성화 / 비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사양

특징



이탈리아의 SI는 여러 조작원 콘솔이 있는 CNC 작업 
센터를 개발하고 구축하였으며, 5개의 다른 
워크스테이션에서 접속할 수 있는 Scada PC를 
제작하였습니다. 워크 스테이션에는 터치 스크린 / 
키보드가 장착되어야하며 한 번에 하나씩 독점 접속 허용 
필요합니다.

Scada PC는 CCKM KE 매트릭스 관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으며, 최소 10분 동안 각 워크 스테이션의 
접속을 활성화하거나 제한합니다. 자동화 PLC가 포트를 
관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계간의 통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설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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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제품

x1

중앙 집중 관리 소프트웨어

고급 보안 및 사용자 설정

다중-다중 연결

최대 8 x 8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 월

RS-232 지원

USB, DVI-I 콘솔

최대 1920 x 1200 @60Hz 해상도 지원

버추얼 미디어, 마이크, 스피커 지원

고급 보안 및 사용자 설정 가능

KE6900T

KVM over IP 송신기
KE6900R

KVM over IP 수신기

CCKM

KE 매트릭스 관리 소프트웨어

RS-232 지원

USB, DVI-I 콘솔

최대 1920 x 1200 @60Hz 해상도 지원

버추얼 미디어, 마이크, 스피커 지원

고급 보안 및 사용자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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