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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듀얼모니터 기능)



I. 망분리 환경에서 모니터 사용 고민 해결

1) 업무용 모니터 +  인터넷용 모니터

2대를 사용 하는데…

√ 모니터 2대를 놓다 보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업무 효율도 떨어져!

2) 모니터 1대를 쓰는데…

√ 망 전환하여 사용하니 불편하고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모니터 1대 더 사용하려니 예산도 없고!

업무용 PC 인테넷용 PC

업무 PC 화면 인터넷 PC 화면

KVM

√ 모니터 2대를 화면분할 모니터 1대로 교체했더니…

“좁은 책상에 모니터도 많아서 공간이 부족했는데,

반으로 줄어서 라인이 훨씬 쾌적해졌어요“

“모니터 두 대 왔다 갔다 하며 보느라 집중이 안됐는데, 

한 번에 볼 수 있어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

인터넷용 PC 업무용 PC 



II. 화면2분할 모니터 도입 효과

와이드 2분할 29인치 모니터 “LG 전자 모니터”

미니PC(KVM내장) 
디지털 KVM스위치

업무용 PC

업무용 PC 화면 인터넷용 PC 화면

1모니터 화면 2분할

디지털

디지털



III. 도입방식 비교

순번 대목록 중목록 상세 목록

미니PC(디지털 KVM 내장형) 미니PC(아날로그 KVM 내장형) 미니PC + 디지털 외장형 KVM

1 KVM 사용자 환경 선 연결이 간결한가?

(통합 케이블 제공) (통합 케이블 없음) (통합 케이블 제공)

2 KVM 사용자 환경 화면전환 커맨드가 쉬운가?
화면전환 : 3가지 방법 제공

예) 우측 ALT 키 X 2회
화면전환 : 3가지

예) Ctrl키 X 2회 + Enter키
화면전환 : 3가지 방법 제공

예) 우측 ALT 키 X 2회

3 KVM
듀얼 화면 전환
기능

싱글 & 듀얼 화면 전환이 지
원 되는가?
(기본 듀얼 화면전환 기능에서
핫키 입력 시- 업무망, 인터넷
망 화면을 동시 출력하고, 키
보드&마우스만 전환 되는 기
능)

지원 지원 지원

4 KVM 디지털포트 지원
전체 디지털연결지원으로 젠
더 불필요

디지털지원 아날로그 + 디지털 지원(변환젠더 필요) 디지털지원

5 모니터
화면분할모니터

연결
고해상도 지원여부 고해상도 지원 변환젠더 사용으로 해상도 저하 고해상도지원

6 관리 장비관리 자산관리 절감 내장KVM까지 자산관리 내장KVM까지 자산관리 미니PC자산관리, 외장 KVM비품

7 장애 장애처리편리성 장애처리의 단순화 내장KVM장애 PC사용불가 내장KVM장애 PC사용불가 PC사용가능, KVM스위치만 교체



IV. 연결구성도 – 아날로그 KVM 방식일 경우

RGB 케이블

업무용 PC : RGB, DVI 인터넷용 미니PC : RGB, DP, HDMI

통합 통합

업무용 PC 화면 인터넷용 PC 화면

1모니터 화면 2분할

RGB 케이블

RGB 변환젠더 RGB 변환젠더

RGB 변환젠더



IV. 연결구성도 – 디지털 KVM 방식일 경우

인터넷용PC 통합 케이블 연결 : HDMI TO HDMI(젠더불필요)
확장모니터연결 : DP TO HDMI(젠더불필요)

확장모니터

[인터넷용 미니PC][업무용 PC]

업무용PC 통합 케이블 연결 : DVI TO HDMI(젠더불필요)
확장모니터 연결 : HDMI TO HDMI(젠더불필요)

확장모니터

HDMI TO HDMIHDMI TO HDMI

업무용 PC 화면 인터넷용 PC 화면

1모니터 화면 2분할

업무용 PC 화면 인터넷용 PC 화면

통합케이블

HDMI TO HDMI HDMI TO HDMI



V. 디지털환경 구현 규격서

인터넷용 미니PC 규격

요구사항 명 인터넷용 PC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 수량 : 대 이상

- 세부사양

1) H/W 성능

- Case type : Mini PC

- CPU: i3-6100T 3.2GHz (6세대) 이상

- RAM : 4G 이상

- M/B : H110 이상

- Disk : SSD 120GB이상

- OS : Window 10 Professional 이상

- 모니터 인터페이스 : DVI, HDMI 지원

- 업무PC 인터페이스 : DVI, HDMI 지원

- Cable : HDMI to DVI 1개 이상

- 직접 생산 증명서(국내 제조 제품)

- KVM 스위치 내장 또는 외장가능(듀얼 모니터 지원)

- 공사의 환경에 맞게 제안

해당제품

제조사

- 미니PC(KVM외장) : 삼보, 에이텍, 대우, 다나와, 한성컴퓨터

- 미니PC(KVM내장) : 인프론티브, 에이텍(A+D)

디지털 KVM 스위치 규격

요구사항 명 KVM 스위치 응락수준 필수

상세 요구

내용

- 수량 : 이상

- 세부사양

1) H/W 성능

- 콘솔포트 : HDMI

- KVM포트 : HDMI

- 듀얼 모니터 지원

- KVM 스위치는 장애시 스위치와 케이블만 별도

교체가 가능해야 함

- 공사의 환경에 맞게 제안

해당제품

제조사
- 디지털KVM(듀얼모니터지원) : 인프론티브, ATEN



VI. 미니PC(KVM내장)제품 소개

[후면부 인터페이스][전면부 인터페이스]

[내부- KVM & Cooling]

통합 케이블 Port

키보드&마우스 전용 USB Port

Audio Port(KVM 전환가능)

Display Out 1 (HDMI)

Display Out 2 (HDMI)
Audio Port(인터넷 PC 전용)

망전환 Switch 버튼

USB 3.0 (2 Port)

Power 버튼
업무망 Display In

업무용 PC 사용 표시

인터넷용 PC 사용 표시

◎ H/W 규격
- CPU : Intel 6세대 OR 7세대 T모델 (Pentium / i3 / i5 / i7)지원
- Memory : 4GB 이상, HDD : SSD 120GB 이상
- NIC : 10/100/1000Mbps, USB : 3.0 2port 이상 지원
- O/S : 한글 윈도우 10 Pro 이상
- 그래픽포트 : HDMI(음향전송 가능)
- 듀얼모니터지원
- KVM 스위치 내장
∙ KVM Audio(Line-out, MIC, Line-in) 단자 지원
∙ PC간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 공유
∙ 해상도 4K이상, HDMI 지원
∙ 모니터인터페이스 : RGB, HDMI, DVI 포트 지원
∙ 업무망인터페이스 : RGB, HDMI, DVI 포트 통합케이블 지원
- 미니 PC(체적용량 2.0L 이하)
- USB 키보드・마우스 포함
◎ KVM 기능
・컴퓨터전환 물리적 버튼, 키보드 핫키, 마우스등 3가지 지원
・오토스캔(전원 OFF시, ON 되어있는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 지원
・물리적 구성 변경 없이 단축키로 싱글↔듀얼 화면전환 기능 지원
(화면전환 시 모니터는 듀얼모니터전환, 싱글모니터전환, 
싱글&듀얼모니터전환, 싱글&듀얼모니터전환시 키보드와 마우스만
전환, 키보드・마우스・음성은 공유)



VII. 디지털 KVM 스위치제품 소개

[전면부 인터페이스]

[후면부 인터페이스]

망전환 Switch 버튼

사용 중 PC 표시

Keyboard/Mouse USB Port

Audio Port(KVM 전환가능)

확장 Display Out Port

통합 Display Out Port

◎ H/W 규격

- 2 대의 컴퓨터와 듀얼 모니터 지원

- 통합 케이블 사용으로 케이블 간소화

- 모니터 해상도 4K 지원

- USB 사운드 칩 적용

- Auto Scan Mode로 자동으로 연속 모니터링

- 켜져 있는 PC만 인식하여 보여줌

- S&D기능으로 두대의 PC를 동시에 모니터링

◎ KVM 기능

・컴퓨터전환 물리적 버튼, 키보드 핫키, 마우스등 3가지 이상 지원

・오토스캔(전원 OFF시, ON 되어있는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 지원

・물리적 구성 변경 없이 단축키로 싱글↔듀얼 화면전환 기능 지원

(화면전환 시 모니터는 듀얼모니터전환, 싱글모니터전환, 

싱글&듀얼모니터전환, 싱글&듀얼모니터전환시 키보드와 마우스만

전환, 키보드・마우스・음성은 공유)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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