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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원격 관리 솔루션  

운영자는 ATEN KVM over IP 솔루션으로 수많은 서버를 원격에서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또는 지사 서버 관리에 적합하며 무인 혹은 파트타임이나 원격 관리, 접속 권한 제어 등 다양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서버룸 또는 IT 설비에도 적합합니다.

ATEN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격 관리 및 지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무인 서버룸 

또는 분산되어 있거나 접속이 제한된 설비를 컨트롤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BIOS 레벨의 KVM over IP 접속 및 전원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의 특수한 IT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여러 지역에 분포된 유틸리티 센터를 포함하여 무인 서버룸, 최신식  데이터 센터, 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인원 

접근을 통해 관리되는 반도체 제조 무균실 등과 같은 시설의 환경적 이슈를 보완해줍니다. 

ATEN Remote Management Solutions 

ATEN KVM over IP solutions allow operators to monitor and access multiple servers remotely at any 
time and from anywhere. Especially suitable for the management of data centers or branch office 
servers, ATEN solutions are also equally suited to the task of remotely managing server rooms or IT 
installations that may be unmanned, staffed only part-time, widely distributed, or have limited  
access for a variety of reasons. 

ATEN provides a full range of remote management and support solutions for use in any 
unmanned, widely distributed or limited-access facility that needs to be monitored. These are 
specifically focused on IT environments that require a complete remote support solution, 
including BIOS-level KVM over IP access and power management, to compensate for personnel 
limitations while maintaining the highest levels of security, such as unmanned server rooms 
and edge data centers containing mission-critical equipment, utilities centers that are widely 
distributed in distant locations, or fab clean rooms wher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 a 
huge risk.

Some common pain points are as follows: 
• Cost – full-time onsite IT personnel for server rooms may be cost-prohibitive
• Distance  – with a wide distribution of server sites over large distances, it may be impractical to staff them all 
• Large Numbers of Different Devices  – in addition to servers, there may be large number of other 

unmanned remote devices such as network switches and UPS
• Security – it can pose a security risk to have access software/drivers installed on remote servers/installations
• Limited Access – access may be limit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error 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일반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용 – IT 직원이 서버룸에 상주 시 매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거리 – 넓은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 모든 지역에 직원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기기 – 서버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스위치 또는 UPS와 같은 무인 원격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 설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드라이버 접속 시 보안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액세스 – 과실 또는 시설오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TEN Advantages
ATEN KVM over IP Remote Management Solutions provide the following advantages:

ATEN Solutions
ATEN Remote Management solutions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types, as follows:

ATEN’s Three Kinds of Solutions

1Remote Management for 
Unmanned Server Rooms

KVM over
IP Switch

2 Remote Access for Non-intrusive
Surveillance / Incident Detection

KVM over
IP Switch

CC2000 /
CCVSR

3
Complete Remote Server + 
Switch Management + 
Remote Power Management

 Serial
Console
Server 

PDU / UPS

KVM over
IP Switch

CC2000 /
CCVSR

Complete Centralized Access
to Critical Systems

Real-time Remote Management
with No Distance Limitations

Convenient IT Deployment,
Updating and Maintenance

Non-Intrusive and Software-free
Remote Access for Higher Levels
of Data Security 

Flexible, Scalable,
Customizable Solutions 

Superior Video, up to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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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KVM over IP solutions allow operators to monitor and access multiple servers remotely at any 
time and from anywhere. Especially suitable for the management of data centers or branch office 
servers, ATEN solutions are also equally suited to the task of remotely managing server rooms or IT 
installations that may be unmanned, staffed only part-time, widely distributed, or have limited  

unmanned, widely distributed or limited-access facility that needs to be monitored. These are 
specifically focused on IT environments that require a complete remote support solution, 

limitations while maintaining the highest levels of security, such as unmanned server rooms 
and edge data centers containing mission-critical equipment, utilities centers that are widely 

with a wide distribution of server sites over large distances, it may be impractical to staff them all 

it can pose a security risk to have access software/drivers installed on remote servers/installations
access may be limit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error 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TEN 특징
ATEN KVM over IP 원격 관리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합니다:

ATEN 솔루션
ATEN 원격 관리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주요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TEN의 3종류 솔루션

1무인 서버룸을 위한
원격 관리

KVM over
IP 스위치

2 보안 / 사고 감시를 위한
침입 불가한 원격 접속 시스템 3

완벽한 원격 서버 +
스위치 관리 +
원격 전원 관리

주요 시스템 접속
중앙 집중형 접근 방식

거리 제한 없는
실시간 원격 관리

편리한 IT 배치,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비 침입성 및 소프트웨어 없는 원격 접속 방식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갖춘
맞춤형 솔루션

최대 4K의 우수한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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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over
IP 스위치

KVM over
IP 스위치

시리얼
콘솔
서버

CC2000 /
CCVSR

CC2000 /
CCVSR

PDU / UPS



석유 및 가스 회사는 바다 위의 선상 석유 시추 플랫폼에 위치한 서버룸을 위한 관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고비용의 

선상 인원 배치 문제와 안전 규정으로 엄격하게 탑승 인원이 제한 되는 문제 때문에 실제 인원이 배치되는 IT설비 구축은 

비실용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격 관리 솔루션으로 2개의 연안 지역에서 시추 플랫폼 서버룸을 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석유 시추 플랫폼

무인 서버룸
원격 관리

01

Oil Drilling Platform

platform. Due to the extremely high cost of onboard personnel, and the fact that there are strict limits to the number of 

 remote IT 

management solution so the drilling platform’s server room could be managed from two locations on shore.

Remote Management for
Unmanned Server Room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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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2116VA 
16-Port Cat 5 KVM over IP Switch with Virtual Media 

KA7168 
KVM Adapter Cable  

The ATEN Solution

Provided remote access and control of off-shore server room via satellite Internet

Provided virtual media support for file applications,OS patching, software installation, 
and diagnostic testing

Provided support for multiple video interfaces

3      4

management solution so the drilling platform’s server room could be managed from two locations on shore.

KN2116VA
16포트 Cat 5 KVM over IP 스위치 (버추얼 미디어 지원) 

KA7168
KVM 아답터 케이블

ATEN 솔루션

위성 인터넷으로 서버룸의 원격 접속 및 제어 가능한 솔루션 제공

파일 애플리케이션, OS 패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진단 테스트를 위한 버추얼 미디어 지원

다양한 비디오 인터페이스 지원



최첨단 생산 라인

감시 / 사고 감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원격 접속

02

완벽한 설비 구축을 위한 무균 상태뿐만 아니라 철저한 출입 관리가 요구되는 LCD패널 제조사는 제품 품질 및 작업장 

오염 방지를 위해 출입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최첨단 생산라인 솔루션은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여 원격 

운영자에게 상시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사고 감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동작을 감시,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High-tech Production Line

Remote Access for 
Surveillance /

 Incident Detection 

02



CN8600 
Single Port DVI KVM over IP Switch

CCVSR
Video Session Recording Software

CC2000
Centralized Management Software

The ATEN Solution

Provided centralized remote access and control of production lines that was able to be 
prioritized

Avoided repeated local access which was time-consuming, inconvenient, and riske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Provided a secure solution that took up minimal space while allowing the recording of al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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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8600 
싱글 포트 DVI KVM over IP 스위치

CCVSR
비디오 세션 녹화 소프트웨어

CC2000
중앙 집중 관리 소프트웨어

ATEN 솔루션

중앙 집중 원격 접속 및 컨트롤 우선권 제공

비효율적 로컬 접속 방지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여, 모든 동작이 기록되는 안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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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있는
유틸리티를 위한 완벽한

원격 관리 솔루션

03

각지의 시설을 관리하는 국영 전력 공급 회사는 다양한 통신 제어 서버를 KVM 솔루션과 결합하여 듀얼 및 싱글 

디스플레이 워크스테이션을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 파견 통제 센터의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센터들을 효율적으로 감시 및 관리 하기 위한 상시 전력 관리와 시스템 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IP를 통한 다양한 원격 

장치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할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전력 공급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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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EN Solution

Provided remot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desktop extension of multiple workstations 
distributed across different areas of the power distribution system

Provided remote data center access from the communication control departments to servers, 
network switches, PDUs, and UPS

Provided a real-time power management and protection solution with environmental data 
monitoring and both power and network surge protection

OL3000HV 
Professional Online UPS  

SN0132CO
32-Port Serial Console Server
with Dual Power/LAN

CC2000
Centralized Management Software

CCVSR
Video Session Recording Software

KN4132VA 
32-Port Cat 5 KVM over IP Switch
with Virtual Media (1920 x 1200)  

KE8950 
4K HDMI Single Display

KVM over IP Extender 

PE6208AV
Outlet Metered and
Switched PDU

eco DC
Energy & DCIM Management
Web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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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EN 솔루션

서로 다른 지역에 널리 분산된 다수의 워크스테이션 데스크탑을 관리하는
원격 관리 기능 및 전력 공급 시스템 제공

제어 부서에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PDU 그리고 UPS 등의 장비에 대한 원격 데이터 센터
접근권 제공

데이터 모니터링 환경 구축 및 전원과 네트워크 서지 프로텍션을 갖춘 실시간 전력 관리
및 보호 솔루션 제공

OL3000HV 
프로페셔널 온라인 UPS   

SN0132CO
32포트 시리얼 콘솔,
듀얼 전원/LAN 지원

CC2000
중앙 집중 관리 소프트웨어

CCVSR
비디오 세션 녹화 소프트웨어

KN4132VA 
32포트 Cat 5 KVM over IP 스위치,
버추얼 미디어 지원 (1920 x 1200)

KE8950 
4K HDMI 싱글 디스플레이
KVM over IP 연장기  

PE6208AV
아울렛 모니터링 원격 전원 제어 PDU

eco DC
에너지 & DCIM 관리 웹 GUI



초고해상도(UHD) 비디오 화질 –
최대 3840 x 2160 @ 30Hz (4:4:4); 36-bit 색심도

• 강화된 FPGA 그래픽 프로세서 - 1920 x 1200의 Full HD 해상도 지원
• ATEN 독점 패널 어레이 모드™ – 로컬 콘솔 운영자 및 원격 접속 사용자가 여러 대의 서버를 동시에 모니터링 가능

높은 수준의 보안 – 내장된 FIPS 140-2 인증 OpenSSL 암호 모듈을 사용하는 FIPS 140-2 level 1 보안 표준 지원
• 

KN4132VA
32포트 Cat 5 KVM over IP 스위치 – 버추얼 미디어 지원

KVM over IP 스위치 / 연장기

ATEN 제품 특징

KN2116VA
16포트 Cat 5 KVM over IP 스위치 – 버추얼 미디어 지원

• 고해상도 비디오 – 로컬 및 원격 콘솔에
최대 1920 x 1200 @ 60Hz 지원

• 브라우저에서 유저 로그인을 보호하기 위한
TLS 1.2 데이터 암호화 및 RSA 2048-bit 인증 지원

• 
버추얼 미디어 지원

CN8600
싱글 포트 DVI KVM over IP 스위치

• 

• 

• 

• 

KE8950
4K HDMI 싱글 디스플레이 KVM over IP 연장기

유연한 연결 – 멀티 디스플레이 설비 및 비디오 월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장 및 매트릭스 구성 지원

싱글 모드 및 멀티 모드 SFP 모듈로 최대 10km 연장 가능

Push and Pull –클릭 한번으로 즉시 콘텐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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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in-band and out-of-band remote serial console access
• Versatile serial operating modes – Console Management, Console Management Direct, Real COM Port, TCP 

Server/Client, UDP Server/Client, and Virtual Modem
• Auto-sensing DTE/DCE feature supports a direct connection to Cisco network switches (and other compatible 

devices) without rollover cables for more convenient IT infrastructure deployment
• Online/Offline detection of connected serial devices (including terminal blocks) – automatically send event 

notifications when the devices are offline for device status monitoring

Serial Console Server

SN0132CO
32-port Serial Console Server with Dual Power/LAN

• Detachable front panel fits 19” racks with different depths
• Supports RS-232 port and power outlet control (On/Off) by outlet group
• Remote and local power outlet control (On/Off, Power Cycle) by individual outlets and outlet groups
• Proactive Overload Protection (POP) – automatically powers off the last outlet that caused the current overload 

to protect high-end pro-AV equipment and servers

eco PDU

PE6208AV
Outlet Metered and Switch PDU

OL3000HV
Professional Online UPS

• True double-conversion – output power factor is 1 (maximum), which means all of the power supplied is being 
used for productive work

• Programmable power management outlets – Users can easily and independently control load segments. During 
power failure, this feature enables users to extend battery time to mission-critical devices by shutting down 
noncritical devices

• Emergency Power Off function (EPO) – EPO connector on rear panel allows emergency UPS Power Off from a 
remote location

• SNMP + USB + RS-232 multiple communications – allows either USB or RS-232 communication ports to work 
with SNMP interface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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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콘솔 서버

SN0132CO
32포트 시리얼 콘솔 서버 – 듀얼 전원/LAN 지원

에코 PDU

PE6208AV
아울렛 측정 전환 PDU

OL3000HV
프로페셔널 온라인 UPS

• 

• 

인밴드 및 아웃 오브 밴드 원격 시리얼 콘솔 보안 접속 가능

다양한 목적의 시리얼 운영 모드 – 콘솔 관리, 다이렉트 콘솔 관리, Real COM 포트, TCP 서버/클라이언트,

UDP 서버/클라이언트, 버추얼 모뎀

자동 인식 DTE/DCE 기능 지원 – 롤오버 케이블 없이 Cisco 네트워크 스위치 및

기타 호환 장치 등에 직접 연결해 더욱 편리한 IT 인프라 구축 가능

연결된 시리얼 장치(터미널 블록 포함) 온라인/오프라인 탐지 – 기기가 오프라인 상태일 때 장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으로 이벤트 알림 전송

깊이가 다른 19”랙에 맞는 분리 가능한 전면 패널

RS-232 포트 및 아울렛 그룹으로 전원 아울렛 제어 (On/Off) 지원

개별 아울렛 및 아울렛 그룹으로 원격 및 로컬 전원 아울렛 제어 (On/Off, 전력 사이클)

과부하를 일으키는 마지막 아울렛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고급 pro-AV 장비와 서버 보호

트루 더블 컨버전 – 최대 출력 역률 1로 공급된 모든 전환이 생산 작업에 사용

아울렛 전원 관리 스케줄링– 사용자는 간편하게 독립적으로 로컬 세그먼트 제어 가능

전력 공급 문제 발생 시 중요하지 않은 장치를 차단하여 업무 수행에 중요한 기기의 배터리 시간 연장

긴급 전원 차단 기능 (EPO) – 뒷면 패널의 EPO 커넥터로 원격 지역에서 긴급 UPS 전원 차단

SNMP + USB + RS-232 다중 통신 - USB 또는 RS-232 통신 포트를 허용해 SNMP 인터페이스와 동시에 동작 가능



• 

• 

• 

• 

관리 소프트웨어

CC2000
중앙 집중 관리 소프트웨어

CCVSR
비디오 세션 녹화 소프트웨어

• 

• 

• 

• 

• 

• 

• 

• 

eco DC
에너지 & DCIM 관리 웹 GUI

ATEN KVM over IP 스위치, 시리얼 콘솔 서버, 지능형 PDU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서, 물리적 혹은 가상 서버와 같은

써드 파티 장치의 관리 통합을 위한 싱글 사인온

중앙 집중 인증 및 허가를 위한 Windows AD, LDAP, Kerberos, RADIUS, ACACS+ 지원

감사 추적을 위해 시스로그 프로토콜을 통해 ATEN의 KVM over IP 스위치,시리얼 콘솔 서버 및 기타 장치의 로그 통합

메인/보조 CC2000 서버를 통한 서버 이중화 지원으로 서비스 가용성 향상

사용자가 ATEN over IP KVM 스위치 및 시리얼 콘솔 서버 접근 시 시스템 부팅 (BIOS)에서

시각적 재생을 위한 사용자 세션 녹화 

사고 조사 – 문제 추적 및 해결을 위해 캡쳐된 세션을 통해 쉽게 조사 가능

LiveView 기능으로 녹화되고 있는 사용자 세션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서비스 대체 작동 – 1차, 2차 아키텍쳐를 통한 대체 작동 제공으로 서비스 가용성 향상

원격 실시간 전원 측정 및 모니터링

데이터 센터의 PUE, RTI, RCI, 전력, 탄소 배출량 및 랙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보조 윈도우

원격 실시간 전원 아울렛 관리

원격 실시간 환경 센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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