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1100
듀얼 레일 LCD PS/2-USB 콘솔

KL1100은 17인치 또는 19인치 LCD 패널, 전체 키보드, 터치 패드가 통합된 1U형의 랙 마운트가 가능하고, AC 또는 DC 전원 소스를 이용하는 KVM
콘솔 모듈 시리즈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외장 PS/2 또는 USB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 포트는 제품 후면 패널에 설치 가능하게 하여 유
선 콘솔로부터 사용자의 스위치 관리가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KL1100M: 17" LCD
KL1100N: 19" LCD

특장점
1U 고품질 시스템 랙에 부드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듀얼 레일 하우징과 함께 위 아래 충분한 공간을 둔 17인치 또는 19인치 LCD 통합 모니터
공급 전원을 AC 또는 DC 중 택일하여 사용 가능
듀얼 인터페이스 - PS/2 또는 USB 커넥터가 포함된 컴퓨터와 KVM 스위치를 지원
PS/2 혹은 USB 커넥터가 포함된 외장 콘솔 지원
전면 패널에 추가 핫 플러깅이 가능한 USB 마우스 포트 지원
고화질 비디오 - 최대 1280 x 1024 @75Hz, DDC2B (17인치 및 19인치 LCD) 해상도 지원
105-키 키보드 및 Sun 키보드 에뮬레이션
듀얼 레일 디자인으로 LCD 모니터, 키보드 및 터치 패드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
LCD 모듈은 최대 120도 각도로 조절이 가능
콘솔 잠금 - 서랍형으로 설치된 콘솔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 보안상의 이유로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음
모든 ATEN사의 KVM 스위치 및 현재 시판 중인 대부분의 KVM 스위치와 호환 가능
DDC 에뮬레이션 - 최적의 화면 송출을 위해 각각 컴퓨터의 비디오 셋팅을 최적의 상태로 자동 조절
마이크로소프트사 Intellimouse 지원 (5키)
로지텍 및 마이크로소프트사 무선 마우스 지원
표준 랙 마운트 키트 포함 – 혼자서 조립 가능한 “쉬운 랙 마운트 키트” 판매 중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슈퍼 A등급 TFT LCD 패널; 제로 데드 픽셀 보장
멀티 플랫폼 지원: Windows 2000/XP/ Vista, Linux, Unix, Novell, Sun, FreeBSD
KL1100에 연결할 수 있는 더 많은 KVM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환 가능한 KVM 참조
키보드 언어 지원: 영어(US), 영어 (UK), 프랑스어, 독일어, 독일어(스위스), 이탈리아어, 일본어, 헝가리어, 한국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랙 마운트 키트

깊이 (cm)

2X-010G (Long/Optional)

68 - 105

Short (Standard)

42 - 77

쉬운 설치
랙 마운트 키트

깊이 (cm)

2X-012G (Long/Optional)

68 - 105

2X-011G(Short/Optional)

57 - 70

"쉬운 랙 마운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이어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