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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구성 

설치 CD : 1ea 

키락 USB : 1ea 

매뉴얼(한글/영문) 

 

2. 제품의 설치 젂 준비물 

컴플리터는 1대의 PC를 여러 명이 동시에 마치 자싞의 PC처럼 사용 할 수 있는 “Personal Computing Splitter 

Solution”이다. 컴플리터로 1대의 PC를 여러 명이 사용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음 사

항에 따라 사용자 수를 정한다. 

 

- 사용할 사람의 수만큼의 비디오카드 포트가 있는지 (중요) 

- 사용할 사람의 수만큼의 USB키보드와 USB마우스가 있는지(USB KeayBoard&Mouse) 

- 사용할 사람의 수만큼의 USB사운드카드가 있는지(USB Sound card/ 옵션) 

예) 두 명의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대의 모니터 , 2대의 모니터가 연결 가능한 비디오 카드의 포트, 키보드 마우스 각 2개, 사운드 카드 2개 

 

3. 컴플리터라이센스 

컴플리터의 라이센스는 메인 사용자를 제외한 추가 사용자의 라이선스 갯 수 이다. 예를 들자면 1개의 추가 사용

자 라이센는 메인 사용자를 포함하여 2명이 동시에 PC를 사용 할 수 있게 하여준다. 

 

4. 설치하기 젂 준비과정 

- 컴플리터는 디스플레이가 확장모드일 때만 동작 하므로, 디스플레이를 확장 모드로 한다.  

- 컴플리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PC를 공유 하므로 사용자중 한 명이 젂원 옵션으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면 같은 비디오 카

드를 공유 하는 사용자도 슬립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젂원옵션의 젃젂 기능은 꺼둔다. 

- 컴플리터는 윈도우8의 빠른 부팅모드는 꺼두는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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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디스플레이 모드를 확장모드로 설정(중요)  

컴플리터를 실행하기젂 화면해상도창으로 들어가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모니터를 세팅한다.  

1. “화면해상도” 를 선택한다.  

2. “다중 디스플레이” 항목을 “ 디스플레이 확장”으로 맞춘다.  

 

<그림 4-1. 디스플레이 확장 모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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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젂원옵션 끄기 

컴플리터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PC를 공유 하므로 사용자중 한 이 젂원 옵션으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면 같은 비디오 카드를 

공유 하는 사용자도 슬립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젂원옵션의 젃젂 기능은 꺼둔다. 

 

 

 

<그림 4-2. 젂원옵션> 

 “제어판->시스템 및 보안->젂원옵션”에서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갂 설정”과 “컴퓨터가 젃젂 모드로 젂홖 되는 

시갂의 변경” 옵션을 “해당 없음”으로 변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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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윈도우 8 빠른 부팅 끄기(선택사항) 

윈도우8의 빠른 부팅은 멀티 OS부팅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

을 위해서 꺼두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 4-3. 빠른부팅옵션을 사용안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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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플리터 설치 

윈도우7 / 윈도우8에 사용가능하며 CD의 설치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면 다음과 같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긴

다. 

 

 

<그림 5. 바탕화면에 생성된 컴플리터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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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플리터 화면설명  

<중요!>실행 전에 동봉된 USB키락이 꽂혀 있어야 한다.  

바탕화면의 “Cqlab complitter” 아이콘 혹은 “시작프로그램”에서 “Cqlab complitter”를 실행한다. 

USB키락이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6-1. 컴플리터 장치 설정 창> 

 

① <그림6-1>은 사용자 라이선스의 시리얼을 나타낸다. 

② 메인 사용자를 제외한 추가 라이선스 수만큼 사용자가 나타난다. 그림6-1의 예에서는 3명의 추가 사

용자가 , “USER-01”, “USER-02”, “USER-03”으로 표시되어 있다. 각 사용자에 윈도우 사용자 계정과 디

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등을 할당 할 수 있다. 

③ 서비스를 정지 시킨다. 다시 한번 누르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④ 프로그램 닫기(프로그램을 닫는다고 서비스가 정지 되지는 않는다.)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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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USB키락이 정상 동작 하지 않거나 꽂혀 있지 않다면 아래 그림<그림6-2>처럼 나온다. 

 

<그림 6-2. USB키락이 동작하지 않을 때> 

 

 

  



컴플리터 사용자 설명서 

                                                                                     10 

7. 컴플리터 사용자 계정 설정 

컴플리터는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윈도우 계정을 만들고, 해당 윈도우 계정에 사용하려는 하드웨어 장치를 할당 

하여야 한다.  우선 컴플리터 사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윈도우 계정이 필요하다. “제어판 -> 사용자 계정”의 기

능으로 생성이 가능하지만 컴플리터의 계정추가 기능을 통하여서 쉽게 생성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그림7-1>을 

보고 참조하여 윈도우 계정을 생성한다. 

 

<그림 7-1. 싞규 사용자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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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의 수만큼 사용 할 윈도우 계정을 차례로 입력하면 다음 그림<그림7-2>과 같이 나온다. 

 

<그림7-2. 예제에서는 3개의 라이선스 제품으로 „second‟,‟third‟,‟forth‟라는 윈도우 계정을 추가하였다> 

 

* 참고 : 여기서 추가한 윈도우 계정의 비밀번호나 권한 변경등을 위해서는 “제어판” -> “사용자 관리”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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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에 디스플레이 할당 

화면의 Display/Virtual mode 라고 표시 된 열이 유저별 디스플레이를 추가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림8-1. 유저별 디스플레이를 더블 클릭하여 설정화면으로 들어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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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를 지정할 유저의 셀을 더블 클릭하면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그림8-2>이 나온다. 

 

<그림 8-2. 디스플레이 설정> 

① 위 그림<그림8-2>의 녹색의 USER-0 Main Display GA-01 DISPLAY1은 현재 로그인 한 기본사용자로서 

지정 할 수 없다. 

또, 첫째 행의 선택 디스플레이 버튼들은 첫 번째 비디오카드들의 선택 가능한 포트와 대응한다. 

 

 

② 위 그림<그림8-2>분홍색은 선택 가능한 디스플레이 버튼이다. 예시에서 “GA-01 DISPLAY2”, “GA-02 

DISPLAY4”, “GA-02 DISPLAY5” 가 지정 가능하다. 선택하면 핀모양이 바뀌며 파띾색으로 표시된다. 

 

③ 두 번째 행의 버튼들은 (GA-02 DISPLAY4, GA-02 DISPLAY5, GA-02 DISPLAY6)은 물리적으로 두 번째 비

디오 카드의 포트와 대응한다. 회색의 버튼은 비디오카드의 포트는 있으나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나타

난다. 

 

④ Show all Display ID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젂체 화면에 Display ID가 나타난다.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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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디스플레이의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사용할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였으면 아래 그

림 <그림8-3>처럼 선택하고 저장한다. 

 

<그림 8-3.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위 그림<그림8-3>에서는 “USER-01 GA-01 DISPLAY2”를 첫 번째 추가 사용자에게 할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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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모든 유저에게 디스플레이가 설정되면 다음 그림<그림8-4>처럼 디스플레이 숫자가 “0/0”에서 “1/0”으로 

바뀐다.  

 

<그림 8-4. 디스플레이가 할당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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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키보드/마우스 설정 

화면의 Keyboard/mouse 라고 표시 된 열이 유저별 디스플레이를 추가 할 수 있는 곳이다. 

각 셀을 더블 클릭하여 사용자별 키보드 마우스를 추가 할 수 있다. 

해당 사용자의 셀을 더블 클릭하면 키보드 마우스를 추가 하는 창이 열릮다. 이 창에서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으로 

해당 장치를 추가 할 수 있다. 

 

 

 

<그림 9-1. 키보드와 마우스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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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각각 USB포트에 연결하면, 아래 그림<그림9-2>과 같이 장치가 나타난다. 

 

 

<그림 9-2. 키보드와 마우스를 장치에 연결> 

 

① USB키보드와 마우스 장치를 연결 하면 목록이 나온다. 

② “X”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장치를 제거 한다. 

③ Save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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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B 오디오 장치 및 기타 USB장치 추가 

컴플리터는 추가적인 USB 오디오장치나 다른 USB장치를 각 사용자에게 지정하여 줄 수 있다. 

화면의 Audio/Etc 라고 표시 된 열이 유저별 디스플레이를 추가 할 수 있는 곳이다. 

각 셀을 더블 클릭하여 사용자별 USB장치를 추가 할 수 있다. 

 

 

<그림 9-3.  USB 사운드 장치를 연결하였다.> 

 

11. 윈도우 다시 시작 

설치가 완료 되면 윈도우를 다시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