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252
PS/2 VGA Cat 5 KVM 연장기 with 리모트 PC (1024x768@300m)

CE252는 사용자의 KVM 설비에 로컬과 원격 엑세스를 제공합니다. 로컬과 원격 KVM 연장기는 PS/2 콘솔을 지원하고 최대 300m까지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KVM 스위치를 통해 수많은 컴퓨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원격 KVM 연장기에 연결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과 원격 KVM 연장기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른 신호 강도를 보정하는 강도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적은 비용으로 고해상
도의 비디오 신호를 전송합니다.
CE252는 전용 ASIC를 사용하여 최대의 신뢰성 및 호환성을 보증합니다. 이 기술은 자동 거리 인식과 신호 강도 조절을 합니다.
설치도 매우 간편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박스 (혹은 KVM 스위치)와 로컬 장치를 CE252 로컬 유닛에 연결하고, Cat 5 케이블을 CE252 원격 유닛에 연
결합니다. (최대 300m)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콘솔을 원격 유닛에 연결합니다.

특장점
Cat 5 케이블로 로컬과 원격 장치 연결 (최대 300m)
듀얼 콘솔 장착 - 로컬과 원격 PS/2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 콘솔로 시스템 제어 가능
원격 장치로 추가 PC 연결 가능
8KV ESD 보호 내장과 2KV 서지 보호 New!
로컬 장치는 컴퓨터에서 전원 공급 가능 - 외부 전원은 오직 KVM 설치에 있어 로컬 컴퓨터에서 전원이 불충분할 때만 요구됨 New!
로컬 모니터를 위한 DDC2B 지원
ASIC 내장으로 최상의 안전성과 호환성 지원
PS/2와 Microsoft Intellimouse 지원
푸시버튼 선택 - 로컬과 자동 모드 간 순차적 선택 가능
핫키 동작 - PC 간 전환
선명한 비디오 품질을 위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2개의 게인 제어 모드
수동 게인 제어 - 거리에 따른 신호 강도를 수동으로 조정
자동 게인 제어 - 거리에 따른 신호 강도를 자동으로 조정
고품질의 비디오 해상도 - 최대 1600 x 1200@60Hz

사양
Function

CE252L

CE252R

콘솔 포트

1 x 6-pin Mini-DIN female (Purple)
1 x 6-pin Mini-DIN female (Green)
1 x HDB-15 Female (Blue)

1 x 6-pin Mini-DIN female (Purple)
1 x 6-pin Mini-DIN female (Green)
1 x HDB-15 Female (Blue)

링크

1 x RJ-45 Female

1 x RJ-45 Female

KVM 포트

1 x SPHD-15 Female (Yellow)

1 x SPHD-15 Female (Yellow)

전원

1 x DC Jack

1 x DC Jack

로컬

1 (Green)

1 (Green)

원격

1 (Green)

1 (Green)

선택 모드

1 x Pushbutton

N/A

수동 게인 제어 (원격)

N/A

1 x Knob

핫키 선택(원격)

N/A

1 x Slide

키보드 / 마우스

PS/2

PS/2

비디오

1600 x 1200 @ 60Hz, 150m
1024 x 768 @ 60Hz, 300m

1600 x 1200 @ 60Hz, 150m
1024 x 768 @ 60Hz, 300m

소비 전력

DC 5.3V, 2.6W

DC 5.3V, 2.6W

사용 온도

0 - 50˚C

0 - 50˚C

보관 온도

-20 - 60˚C

-20 - 60˚C

습도

0 - 80% RH, Non-condensing

0 - 80% RH, Non-condensing

재질

Metal

Metal

무게

0.37 kg ( 0.81 lb )

0.37 kg ( 0.81 lb )

크기 (L X W X H)

13.90 x 8.78 x 3.61 cm
(5.47 x 3.46 x 1.42 in.)

13.90 x 8.78 x 3.61 cm
(5.47 x 3.46 x 1.42 in.)

노트

일부 랙 마운트 제품은,WxDxH의 표준 물리적 치수를 LxWxH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넥터

LED

스위치

에뮬레이션

사용 환경

제품 외관

다이어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