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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tel-Lucent OmniSwitch 6250
스택형 고속 이더넷 LAN 스위치

Alcatel-Lucent® OmniSwitch™ 6250은 엔터프라이즈와 이더넷 엑세스 분야를 위한 고 부

가가치의 2+ 계층 고속 이더넷 스택형 LAN 스위치군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델들은 중소규

모 엔터프라이즈 에지와 지사 환경에 적합하며, 메트로 모델은 서비스 업체들이 지원하는 일

반 가정과 기업 이더넷 액세스에 적합합니다. 

융통성과 유연성, 전력 소모량 면에서 최적 설계된 OmniSwitch 

6250은 현장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은 Alcatel-Lucent Operating 

Software (OS)를 이용하여 뛰어난 가용성과 자체 보안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친환경 네트워크를 위한 최첨단 에지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Alcatel-Lucent OmniSwitch 6250은 기존의 OmniStack™ 

6200 고속 이더넷 LAN 스위치 제품군을 진화 발전시킨 제품들

로, 최신 기술과 AO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OmniSwitch 6250 스위치를 활용하는 솔루션들은 다음과 같습

니다: 

ㆍ중소규모 네트워크의 에지

ㆍ지사의 엔터프라이즈 워크그룹

ㆍ일반가정/메트로 이더넷 3중 재생 애플리케이션

OmniSwitch 6250-8M

OmniSwitch 6250-24/P24/24M/24MD

특징 장점

�O�m�n�i�S�w�i�t�c�h� �6�2�5�0� 고부가가치� 고속� 이더넷� 스택형� 
스위치는� 혁신적인� 랙� 절반� 크기의� 모델로�,�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들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n�-�P�o�E�,� �P�o�E� 등� 엔터프라이즈� 모델이� �2가지� 뿐이라� 
선택이� 용이합니다�:� 

ㆍ예비품과� 재고� 관리� 비용� 절감� 

ㆍ최대� �4�1�6� 포트까지� �n�o�n�-�P�o�E와� �P�o�E� 혼합� 구성

�O�m�n�i�S�w�i�t�c�h� �6�2�5�0은� 효율성이� 뛰어나며�,� 폼� 팩터와� 
전력� 소모량�,� 소음� 출력을� 최적화한� 솔루션입니다�.� 

동일한� 폼� 팩터와� 저소음� 출력으로� 공존� 환경에� 특히� 
적합하며�,� 저� 전력� 소모� 디자인으로� 장치� 운영비와� 냉각
비� 절감� 및� 빠른� 투자� 회수율로� 운영� 경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기능의� 경제성� 높
은� �1�0�/�1�0�0� 스택가능한� 스위치� 구축� 요구에� 부응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O�m�n�i�S�w�i�t�c�h� �6�2�5�0은� 가격� 대비� 기능�-성능비� 면에서� 업
계� 최고� 수준이며�,� 고가의� �2�+계층� 기가비트� 솔루션으로� 
전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네트워크�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합니다�.� 

�O�m�n�i�S�w�i�t�c�h� �6�2�5�0� 스위치는� 다른� �O�m�n�i�S�w�i�t�c�h� 제품
들과� 동일한� 운용시스템� �(�A�O�S�)를� 실행하며�,� 알카텔�-
루슨트의� �C�L�I�,� �W�e�b�V�i�e�w� 브라우저�,� �O�m�n�i�V�i�s�t�a™� 및� 
�A�l�c�a�t�e�l�-�L�u�c�e�n�t� �5�6�2�0� �S�e�r�v�i�c�e� �A�w�a�r�e� �M�a�n�a�g�e�r를� 
통해� 관리합니다�.� 

기존� �A�O�S� 고객�/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초기투자비와�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 사용
자는� 각자의� 요구에� 맞는� 스위치� 액세스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S의� 풍부한� 서비스들�:� 

ㆍ�A�c�c�e�s�s� �G�u�a�r�d�i�a�n�,� �8�0�2�.�1�x�,� 캡티브� 포털� 등� 보안� 
기능�.� 

ㆍ알카텔�-루슨트의� 가상� 새시� 디자인으로� 탄력성
과� �5�G� 성능� 제공�.� 

ㆍ�Q�o�S�,� 스태틱�,� �R�I�P� 라우팅�,� �I�P�v�6

확장형� 실시간� 음성�,� 데이터�,� 비디오�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 네트워크로� 지원할� 수� 있는� 최첨단� 기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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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t�e�l�-�L�u�c�e�n�t� �O�m�n�i�S�w�i�t�c�h� �6�2�5�0� 모델들� 

Alcatel-Lucent OmniSwitch 6200의 모든 스위치 모델들은 스택형이며 폭이 랙의 절반 크기 

(8.5인치/21.59cm)이고, 1U 폼 팩터의 고정형 섀시로 구성되며, 다양한 종류의 PoE (엔터프라

이즈)와 non-PoE (엔터프라이즈와 메트로)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단거리, 장거리, 초-장거

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알카텔-루슨트가 승인한 다양한 플러그형 SFP 트랜시버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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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원� 가능한� �O�m�n�i�S�w�i�t�c�h� �6�2�5�0� 모델들� 

ENTERPRISE MODELS

�C�H�A�S�S�I�S �1�0�/�1�0�0� �P�O�R�T�S
�G�I�G�A�B�I�T� �C�O�M�B�O

�P�O�R�T�S
�H�D�M�I� �S�T�A�C�K�I�N�G
�P�O�R�T�S� �(�2�.�5� �G�b�/�s�)

�P�O�W�E�R� �S�U�P�P�L�Y
�S�U�P�P�O�R�T�E�D

�B�A�C�K�U�P� �P�O�W�E�R
�S�U�P�P�L�Y� �S�U�P�P�O�R�T�E�D

�N�o�n�-�P�o�E� �m�o�d�e�l
�O�S�6�2�5�0�-�2�4

�2�4 �2 �2 �I�n�t�e�r�n�a�l� �A�C
�s�u�p�p�l�y

�E�x�t�e�r�n�a�l� �A�C� �b�r�i�c�k
�s�u�p�p�l�y

�P�o�E� �m�o�d�e�l
�O�S�6�2�5�0�-�P�2�4

�2�4 �2 �2 �2�2�5�W�,� �E�x�t�e�r�n�a�l
�A�C� �s�u�p�p�l�y

�2�2�5� �W�,� �e�x�t�e�r�n�a�l
�A�C� �s�u�p�p�l�y

METRO MODELS

�C�H�A�S�S�I�S

�D�I�M�E�N�S�I�O�N�S �O�S�5�6�2�5�0�-�2�4 �O�S�6�2�5�0�-�P�2�4 �O�S�6�2�5�0�-�8�M �O�S�6�2�5�0�-�2�4�M �O�S�6�2�5�0�-�2�4�M�D

�1�0�/�1�0�0� �P�O�R�T�S
�1�0�/�1�0�0�/�1�0�0�0

�C�O�M�B�O� �P�O�R�T�S
�S�F�P� �U�P�L�I�N�K�(�G�I�G�A�B�I�T�)

�S�F�P� �S�T�A�C�K�I�N�G�(�2�.�5� �G�b�/�s�)
�P�O�W�E�R� �S�U�P�P�L�Y
�S�U�P�P�O�R�T�E�D

�B�A�C�K�U�P� �P�O�W�E�R
�S�U�P�P�L�Y� �S�U�P�P�O�R�T�E�D

�O�S�6�2�5�0�-�8�M

�S�w�i�t�c�h� �w�i�d�t�h� 

�S�w�i�t�c�h� �h�e�i�g�h�t

�S�w�i�t�c�h� �d�e�p�t�h� �(�n�o� �P�S� �s�h�e�l�f� �a�t�t�a�c�h�e�d�)� 

�S�w�i�t�c�h� �d�e�p�t�h� �(�w�i�t�h� �P�S� �s�h�e�l�f� �a�t�t�a�c�h�e�d�)

�S�w�i�t�c�h� �w�e�i�g�h�t� �(�*�n�o� �P�S�)� 

�S�w�i�t�c�h� �t�r�a�y� �w�e�i�g�h�t

�8�.�5�0� �i�n� �(�2�1�.�5�c�m�)

�1�.�7�3� �i�n� �(�4�.�4�c�m�)

�1�1�.�5� �i�n� �(�2�9�.�2�1�c�m�)

�1�6�.�8�8� �i�n� �(�4�7�.�6�c�m�)

�3�.�8�0� �l�b� �(�1�.�7�2�k�g�)

�1�.�3�5� �l�b� �(�0�.�6�1�k�g�)

�8�.�5�0� �i�n� �(�2�1�.�5�c�m�)� 

�1�.�7�3� �i�n� �(�4�.�4�c�m�)

�1�1�.�5� �i�n� �(�2�9�.�2�1�c�m�)

�1�6�.�8�8� �i�n� �(�4�7�.�6�c�m�)� 

�4�.�2�0� �l�b� �(�1�.�9�1�k�g�)�*

�1�.�3�5� �l�b� �(�0�.�6�1�k�g�)

�8�.�5�0� �i�n� �(�2�1�.�5�c�m�)� 

�1�.�7�3� �i�n� �(�4�.�4�c�m�)

�1�1�.�5� �i�n� �(�2�9�.�2�1�c�m�)

�1�6�.�8�8� �i�n� �(�4�7�.�6�c�m�)� 

�3�.�8�0� �l�b� �(�1�.�7�2�k�g�)

�1�.�3�5� �l�b� �(�0�.�6�1�k�g�)

�8�.�5�0� �i�n� �(�2�1�.�5�c�m�)� 

�1�.�7�3� �i�n� �(�4�.�4�c�m�)

�1�1�.�5� �i�n� �(�2�9�.�2�1�c�m�)

�1�6�.�8�8� �i�n� �(�4�7�.�6�c�m�)� 

�3�.�8�0� �l�b� �(�1�.�7�2�k�g�)

�1�.�3�5� �l�b� �(�0�.�6�1�k�g�)

�8�.�5�0� �i�n� �(�2�1�.�5�c�m�)� 

�1�.�7�3� �i�n� �(�4�.�4�c�m�)

�1�1�.�5� �i�n� �(�2�9�.�2�1�c�m�)

�1�6�.�8�8� �i�n� �(�4�7�.�6�c�m�)� 

�3�.�8�0� �l�b� �(�1�.�7�2�k�g�)

�1�.�3�5� �l�b� �(�0�.�6�1�k�g�)

�8 �2 �2 �I�n�t�e�r�n�a�l� �A�C
�s�u�p�p�l�y

�N�/�A

�O�S�6�2�5�0�-�2�4�M �2�4 �2 �2 �I�n�t�e�r�n�a�l� �A�C
�s�u�p�p�l�y

�E�x�t�e�r�n�a�l� �A�C� �b�r�i�c�k
�s�u�p�p�l�y

�O�S�6�2�5�0�-�2�4�M�D �2�4 �2 �2 �I�n�t�e�r�n�a�l� �D�C
�s�u�p�p�l�y

�E�x�t�e�r�n�a�l� �D�C
�s�u�p�p�l�y

�O�m�n�i�S�w�i�t�c�h� �6�2�5�0�-�P�2�4는� 포트� 당� �3�0�W의� �P�o�E를� 지원합니다� �(�I�E�E�E� �8�0�2�.�3�a�f�,� �8�0�2�.�3�a�t� 표준� 준수�)

�O�m�n�i�S�w�i�t�c�h� �6�2�5�0� 메트로� 모델들은� 본� 자료� 후반에� 제시되어� 있는� 메트로�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ㆍ콤보� 포트� �:� 
�R�J�1�0�/�1�0�0�/�1�0�0�0�B�a�s�e�-�T로� 설정� 가능한� �R�J�4�5� 콤보� 포트�.� 
단거리�,� 장거리�,� 초단거리용� �1�0�0�/�1�0�0�0�B�a�s�e�-�X� 트랜시버를� 지원하는� �S�F�P� 콤보� 포트�.� 

ㆍ기가비트� �S�F�P� 트랜시버를� 지원하는� �M� 모델의� �S�F�P� 광� 인터페이스� 

�*� 실온에서� 단일� 전원장치로� 측정한� 소음� 레벨�.� 

�E�N�T�E�R�P�R�I�S�E� �M�O�D�E�L�S �M�E�T�R�O�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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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P�O�R�T

�E�N�T�E�R�P�R�I�S�E� �M�O�D�E�L�S �M�E�T�R�O� �M�O�D�E�L�S

�E�N�T�E�R�P�R�I�S�E� �M�O�D�E�L�S �M�E�T�R�O� �M�O�D�E�L�S

�O�S�6�2�5�0�-�2�4 �O�S�6�2�5�0�-�P�2�4 �O�S�6�2�5�0�-�8�M �O�S�6�2�5�0�-�2�4�M �0�S�6�2�5�0�-�2�4�M�D

�R�J�4�5� �1�0�0�/�1�0�0� �p�o�r�t�s

�R�J�4�5�/�S�F�P� �1�0�/�1�0�0�/�1�0�0�0� �c�o�m�b�o� �p�o�r�t�s

�H�D�M�I� �s�t�a�c�k�i�n�g� �p�o�r�t�s

�S�F�P� �u�p�l�i�n�k�/�s�t�a�c�k�i�n�g� �p�o�r�t�s� 

�P�o�E� �p�o�r�t�s� 

�M�a�x� �u�n�i�t� �p�e�r� �s�t�a�c�k

�2�4

�2

�2

�0

�0

�8�*

�2�4

�2

�2

�0

�2�4�F�E� �o�r� �2�2�F�E� �+� �2�G�E

�8�*

�8

�2

�0

�2

�0

�2

�2�4

�2

�0

�2

�0

�2

�2�4

�2

�0

�2

�0

�2

�*� 차기� 소프트웨어� 버전에서는� �1�6� 유닛� 지원�.� 

�W�i�r�e� �R�a�t�e� �P�e�r�f�o�r�m�a�n�c�e �O�S�6�2�5�0�-�2�4 �O�S�6�2�5�0�-�P�2�4 �O�S�6�2�5�0�-�8�M �O�S�6�2�5�0�-�2�4�M �0�S�6�2�5�0�-�2�4�M�D

�S�w�i�t�c�h� �c�a�p�a�c�i�t�y� 

�T�h�r�o�u�g�h�p�u�t

�T�h�r�o�u�g�h�p�u�t� �w�i�t�h� �s�t�a�c�k�i�n�g
�@� �A�g�g�r�e�g�a�t�e�d

�S�t�a�c�k�i�n�g� �c�a�p�a�c�i�t�y
�(�F�u�l�l� �D�e�p�l�e�x�/�A�g�g�r�e�g�a�t�e�d�)

�2�4�.�8� �G�b�p�s� 

�1�3� �M�p�p�s� �@

�2�8� �M�p�p�s� �@

�5� �G�b�p�s� �/
�1�0� �G�b�p�s

�5� �G�b�p�s� �/
�1�0� �G�b�p�s

�2�4�.�8� �G�b�p�s

�1�3� �M�p�p�s� �@

�2�8� �M�p�p�s� �@

�5� �G�b�p�s� �/
�1�0� �G�b�p�s

�2�1�.�6� �G�b�p�s

�1�4�.�3� �M�p�p�s� �@

�2�3�.�2� �M�p�p�s� �@

�5� �G�b�p�s� �/
�1�0� �G�b�p�s

�2�4�.�8� �G�b�p�s

�1�9� �M�p�p�s� �@

�2�8� �M�p�p�s� �@

�5� �G�b�p�s� �/
�1�0� �G�b�p�s

�2�4�.�8� �G�b�p�s

�1�9� �M�p�p�s� �@

�2�8� �M�p�p�s� �@

�*� 실온에서� 단일� 전원장치로� 측정한� 소음� 레벨�.� 
�*�*� �O�S�6�2�5�0� �P�o�E� 모델의� 전력� 소모량은� 완전� 장착� 조건� 하에서� �2�2�5�W� �P�o�E� 전원을� 이용하여� 시험합니다�.
�*�*�*� 완전� 장착� 트래픽� 조건� 하에서� 전력� 소모량� 측정�.� 

�O�P�E�R�A�T�I�N�G� �C�O�N�D�I�T�I�O�N�S �O�S�6�2�5�0�-�2�4 �O�S�6�2�5�0�-�P�2�4 �O�S�6�2�5�0�-�8�M �O�S�6�2�5�0�-�2�4�M �0�S�6�2�5�0�-�2�4�M�D

�O�p�e�r�a�t�i�n�g� �t�e�m�p�e�r�a�t�u�r�e

�F�a�n� �l�e�s�s� �d�e�s�i�g�n

�0�o�C� �t�o� �+� �4�5�o�C
�3�2�o�F� �t�o� �+� �1�1�3�o�F

�Y�e�s� 

�0�o�C� �t�o� �+� �4�5�o�C
�3�2�o�F� �t�o� �+� �1�1�3�o�F

�1� �f�a�n

�0�o�C� �t�o� �+� �4�5�o�C
�3�2�o�F� �t�o� �+� �1�1�3�o�F

�Y�e�s� 

�0�o�C� �t�o� �+� �4�5�o�C
�3�2�o�F� �t�o� �+� �1�1�3�o�F

�Y�e�s� 

�0�o�C� �t�o� �+� �4�5�o�C
�3�2�o�F� �t�o� �+� �1�1�3�o�F

�Y�e�s� 

�M�T�B�F�(�h�o�u�r�s�) �2�6�8�,�7�3�0 �1�8�9�,�5�8�5 �2�9�0�,�1�0�8 �2�6�8�,�6�9�8 �2�6�8�,�7�1�5

�H�u�m�i�d�i�t�y� �(�O�p�e�r�a�t�i�n�g� �a�n�d� �S�t�o�r�a�g�e�) �5�%�-�9�5�% �5�%�-�9�5�% �5�%�-�9�5�% �5�%�-�9�5�% �5�%�-�9�5�%

�S�t�o�r�a�g�e� �t�e�m�p�e�r�a�t�u�r�e �-�4�0�o�C� �t�o� �+� �7�5�o�C
�-�4�0�o�F� �t�o� �+� �1�6�7�o�F

�-�4�0�o�C� �t�o� �+� �7�5�o�C
�-�4�0�o�F� �t�o� �+� �1�6�7�o�F

�-�4�0�o�C� �t�o� �+� �7�5�o�C
�-�4�0�o�F� �t�o� �+� �1�6�7�o�F

�-�4�0�o�C� �t�o� �+� �7�5�o�C
�-�4�0�o�F� �t�o� �+� �1�6�7�o�F

�-�4�0�o�C� �t�o� �+� �7�5�o�C
�-�4�0�o�F� �t�o� �+� �1�6�7�o�F

�A�c�o�u�s�t�i�c�(�d�B�)�-�a�l�l� �f�a�n�s� �o�n�* �S�i�l�e�n�t �<�3�5�d�b�(�A�) �S�i�l�e�n�t� �S�i�l�e�n�t �S�i�l�e�n�t

�S�y�s�t�e�m� �p�o�w�e�r� �c�o�n�s�u�m�p�t�i�o�n�(�w�a�t�t�s�)�*�* �1�7�.�4�0�W �2�4�.�9�0�W �1�2�.�8�0�W �1�6�.�2�0�W �1�5�.�8�9�W

�H�e�a�t� �d�i�s�s�i�p�a�t�i�o�n� �(�B�T�U�)�*�*�* �5�9 �8�5 �4�4 �5�5 �5�4



�O�S�6�2�5�0� 백업� 전원과� 규격

OS6250-24와 OS6250-24MD 모델의 백업 전원은 AC와 DC 기준의 파워 브릭 형태로 제공되며, 

체결용 브레킷을 갖춘 전원 쉘프를 이용하여 섀시 후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모두 

백업 전원용 키트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OS6250-P24 외부 225W 전원은 1차와 2차 전원 역할을 합니다. 1차 전원/트래이 조합을 섀시 후

면에 직접 부착합니다. 예비 전원/트래이 조합은 스위치 측면에 장착하며 원격 케이블을 이용하여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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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O�S�6�2�5�0�-�B�P �O�S�6�2�5�0�-�B�P�-�D

�B�a�c�k�u�p� �P�o�w�e�r� �S�u�p�p�l�y� �M�o�d�e�l

�O�S�6�2�5�0�-�B�P�-�P

�S�t�y�l�e� 

�I�n�t�e�r�n�a�l�/�E�x�t�e�r�n�a�l

�I�n�p�u�t� � �V�o�l�t�a�g�e

�O�u�t�p�u�t� � �V�o�l�t�a�g�e

�W�a�t�t�a�g�e� 

�P�o�E� �p�o�w�e�r� �b�u�d�g�e�t

�W�e�i�g�h�t� 

�B�r�i�c�k

�E�x�t�e�r�n�a�l

�9�0�-�2�2�0�V� �A�C

�1�2�V� �D�C

�4�2�W

�N�/�A

�0�.�4�5� �l�b� �(�0�.�2�1� �k�g�)

�B�r�i�c�k

�E�x�t�e�r�n�a�l

�3�6�-�7�2�V� �D�C

�1�2�V� �D�C

�3�0�W

�N�/�A

�0�.�5�5� �l�b� �(�0�.�2�5� �k�g�)

�F�r�a�m�e�d

�E�x�t�e�r�n�a�l

�9�0�-�2�2�0�V� �A�C

�1�2�V� �D�C� �/� �5�4�V� �D�C

�2�2�5�W

�1�8�0�W

�2�.�3�0� �l�b� �(�1�.�0�4�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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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쉘프

전원� 쉘프는� 한� 개의� 브릭� 또는� �P�o�E� 형태의� 백업� 전원을� 갖추고� 있으며� 장치� 후면에� 장착된다�.� 백업전원과� 

쉘프는� 실장용� 이어를� 이용하여� 스위치� 옆면에� 나란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깊이를� 제한해야� 

하는� 공간� 차지에� 민감한� 설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벽면� 장착형� 캐비닛� 등�)�.

표시� 장치

시스템 LED

ᆞ�S�y�s�t�e�m� �O�K� �(섀시� �H�W�/�S�W� 상태�)� 

ᆞ�P�W�R� �(�1차� 전원� 상태�)

ᆞ�P�R�I� �(가상� 섀시� �1차�)

ᆞ�B�P�S� �(백업� 전원� 상태�)� 

ᆞ�S�T�K� �(메트로� 모델의� 스태킹� 표시

장치�)

ᆞ포트� �L�E�D를� 통한� 스위치� �I�D로� 스

택� 내� 장치의� 스택� �I�D� 표시� �:� �1�~�8� 

포트별 LED

ᆞ�1�0�/�1�0�0�/�1�0�0�0�:� �P�o�E�,� �l�i�n�k�/�a�c�t�i�v�i�t�y� 

ᆞ�S�F�P� �:� �l�i�n�k�/�a�c�t�i�v�i�t�y� 

ᆞ�S�t�a�c�k�i�n�g� �:� �l�i�n�k�/�a�c�t�i�v�i�t�y� � 

Safety agency certifications

ᆞ�U�S� �U�L� �6�0�9�5�0

ᆞ�I�E�C� �6�0�9�5�0�-�1�:�2�0�0�1�;� �a�l�l� �n�a�t�i�o�n�a�l� 

�d�e�v�i�a�t�i�o�n�s

ᆞ�E�N� �6�0�9�5�0�-�1�:�2�0�0�1�;� �a�l�l� �d�e�v�i�a�t�i�o�n�s

ᆞ�C�A�N�/�C�S�A�-�C�2�2�.�2� �N�o�.� �6�0�9�5�0�-�1�-�0�3

ᆞ�N�O�M�-�0�1�9� �S�C�F�I�,� �M�e�x�i�c�o

ᆞ�A�S�/�N�Z� �T�S�-�0�0�1� �a�n�d� �6�0�9�5�0�:�2�0�0�0�,� 

�A�u�s�t�r�a�l�i�a

ᆞ�U�L�-�A�R�,� �A�r�g�e�n�t�i�n�a

ᆞ�U�L�-�G�S� �M�a�r�k�,� �G�e�r�m�a�n�y

ᆞ�E�N� �6�0�8�2�5�-�1� �L�a�s�e�r�,� �E�N� �6�0�8�2�5�-�2� 

�L�a�s�e�r

ᆞ�C�D�R�H� �L�a�s�e�r

세부� 기능� 

간편한 관리

� 관리� 인터페이스� 

ᆞ친근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감각적� 

�C�L�I로�,� 교육� 비용� 절감�.� 

ᆞ사용이� 간편한� 포인트�-엔�-클릭� 웹� 

기반� 요소� 관리장치� �(�W�e�b�V�i�e�w�)�,� 

도움말� 기능� 내장�.� 

ᆞ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A�l�c�a�t�e�l�-

�L�u�c�e�n�t� �O�m�n�i�V�i�s�t�a� 내장�.� 

ᆞ이종� �N�M�S� 통합이� 용이하도록� 모

든� �O�m�n�i�S�w�i�t�c�h� 스위치에� �S�N�M�P�v�1� 

�/�2�/�3을� 이용한� 전면� 구성� 및� 보고� 

기능�.� 

ᆞ원격� 텔넷� 관리� 또는� �S�S�H를� 이용

한� �S�e�c�u�r�e� �S�h�e�l�l�.� 

ᆞ신속한� 구현을� 위한� �T�F�T�P�,� �F�T�P�,� 

�S�F�T�P�,� �S�C�P를� 이용한� 파일� 업로드

ᆞ오프라인� 편집과� 집단� 구성을� 위

한� 읽기� 가능� �A�S�C�I�I� 구성� 파일�.� 

ᆞ�A�l�c�a�t�e�l�-�L�u�c�e�n�t� �5�6�2�0� �S�e�r�v�i�c�e� 

�A�w�a�r�e� �M�a�n�a�g�e�r를� 이용한� 관리�.� 

� 감시와� 장애� 추적

ᆞ�(플래시�)� 로컬�,� 원격� 서버� 로깅� �:� 

�S�y�s� 로그와� 커맨드� 로그� 

ᆞ장애추적과� 합법적� 개입을� 위한� 

포트� 미러링�,� 다중� 소스�,� 단일� 착

신지를� 갖는� �4개� 세션� 지원�.� 

ᆞ정책� 기반� 미러링� �-� �Q�o�S� 정책�(�*�)

을� 이용하여� 미러링할� 트래픽� 형

태� 선택�.� 

ᆞ원격� 포트� 미러링을� 통해� 미러링

된� 트래픽을� 네트워크를� 통해� 원

격� 접속� 장치로� 전달�.� 

ᆞ이더넷� 패킷을� 파일로� 캡처하거나� 

온�-스크린� 디스플래이를� 통해� 장

애� 추적� 지원하기� 위한� 포트� 미러

링�/모니터링� 기능

ᆞ�s�F�l�o�w� �v�5와� �R�M�O�N� �:� 통계�,� 이력�,� 

경보�,� 이벤트� 등� 고급� 감시와� 보고� 

기능�.� 

ᆞ�I�P� 툴들� �:� 핑과� 경로� 추적�.� 

네트워크� 구성

ᆞ�1�0�/�1�0�0�/�1�0�0�0� 포트� 자동� 협상을� 

통해� 자동으로� 포트� 속도� 조절� 및� 

이중화� 설정�.� 

ᆞ자동� �M�D�I�/�M�D�I�X을� 통해� 자동으로� 

송수신� 신호를� 구성하여� 직선과� 

크로스오버� 케이블� 구축�.� 

ᆞ�B�o�o�t�/�D�H�C�P� 클라이언트를� 통해� 

스위치� �I�P� 정보를� 자동� 구성하여� 

간편한� 구성이� 가능하게� 함�.� 

ᆞ클라이언트� 요구를� �D�H�C�P� 서버로� 

포워딩하기� 위한� �D�H�C�P� 릴레이�.� 

ᆞ토폴로지� 맵� 구축을� 위한� �A�M�A�P� 

�(�A�l�c�a�t�e�l�-�L�u�c�e�n�t� �M�a�p�p�i�n�g� 

�A�d�j�a�c�e�n�c�y� �P�r�o�t�o�c�o�l�)� 

ᆞ자동� 장치� 감지를� 위한� �M�E�D� 익스

텐션을� 포함한� �I�E�E�E� �8�0�2�.�1�A�B�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L�L�D�P�)� 

ᆞ�8�0�2�.�1�Q�-호환� �V�L�A�N� 가지치기와� 

다이나믹� �V�L�A�N� 생성을� 위한� 

�G�A�R�P� �V�L�A�N� �R�e�g�i�s�t�r�a�t�i�o�n� 

�P�r�o�t�o�c�o�l� �(�L�L�D�P�)� 

ᆞ스위치� 관리� 트래픽과� 알카텔�-루

슨트� �I�P� 전화� 트래픽을� 위한� 자동� 

�Q�o�S� 

ᆞ네트워크� 전역에� 걸친� 동기화를� 

위한� �N�T�P� �(�N�e�t�w�o�r�k� �T�i�m�e� 

�P�r�o�t�o�c�o�l�)� 

ᆞ�8개� 장치� 스택� 가능� �(�*�1�6� 장치� 확

인� 가능�)� 

표준� 및� 인증� 내역

Commercial

� �E�M�I�/�E�M�C

ᆞ�F�C�C� �C�R�F� �T�i�t�l�e� �4�7� �S�u�b�p�a�r�t� �B� 

�(�C�l�a�s�s� �A� �l�i�m�i�t�s�.� �N�o�t�e�:� �C�l�a�s�s� �A� 

�w�i�t�h� �U�T�P� �c�a�b�l�e�s�)

ᆞ�V�C�C�I� �(�C�l�a�s�s� �A� �l�i�m�i�t�s�.� �N�o�t�e�:� �C�l�a�s�s� 

�A� �w�i�t�h� �U�T�P� �c�a�b�l�e�s�)�.� 

ᆞ�A�S�/�N�Z�S� �3�5�4�8� �(�C�l�a�s�s� �A� �l�i�m�i�t�s�.� 

�N�o�t�e�:� �C�l�a�s�s� �A� �w�i�t�h� �U�T�P� �c�a�b�l�e�s�)

ᆞ�C�E� �m�a�r�k�i�n�g� �f�o�r� �E�u�r�o�p�e�a�n� 

�c�o�u�n�t�r�i�e�s� �(�C�l�a�s�s� �A�.� �N�o�t�e�:� �C�l�a�s�s� �A� 

�w�i�t�h� �U�T�P� �c�a�b�l�e�s�)

ᆞ�E�N� �5�5�0�2�2�:� �2�0�0�6� �(�E�m�i�s�s�i�o�n� 

�S�t�a�n�d�a�r�d�)

ᆞ�E�N� �6�1�0�0�0�-�3�-�3�:�1�9�9�5

ᆞ�E�N� �6�1�0�0�0�-�3�-�2�:�2�0�0�6

ᆞ�E�N� �5�5�0�2�4�:� �1�9�9�8� �(�I�m�m�u�n�i�t�y� 

�S�t�a�n�d�a�r�d�s�)

�-� �E�N� �6�1�0�0�0�-�4�-�2�:�1�9�9�5� �+� �A�1�:�1�9�9�8

�-� �E�N� �6�1�0�0�0�-�4�-�3�:�1�9�9�6� �+� �A�1�:�1�9�9�8

�-� �E�N� �6�1�0�0�0�-�4�-�4�:�1�9�9�5

�-� �E�N� �6�1�0�0�0�-�4�-�5�:�1�9�9�5� 

�-� �E�N� �6�1�0�0�0�-�4�-�6�:�1�9�9�6

�-� �E�N� �6�1�0�0�0�-�4�-�8�:�1�9�9�4

�-� �E�N� �6�1�0�0�0�-�4�-�1�1�:�1�9�9�4

ᆞ�I�E�E�E� �8�0�2�.�3�:� �H�i�-�P�o�t� �T�e�s�t� �(�2�2�5�0� �V� 

�D�C� �o�n� �a�l�l� �E�t�h�e�r�n�e�t�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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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및� 인증� 내역

ᆞ통합시간� �1�0�0�m�s� 미만의� 링토폴로

지를� 위한� �R�R�S�T�P� �(�R�i�n�g� �R�a�p�i�d� 

�S�p�a�n�n�i�n�g� �T�r�e�e�)� 

ᆞ�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 �P�r�o�t�o�c�o�l� �:� �I�E�E�E� �8�0�2�.�1�D� �S�T�P

와� �I�E�E�E� �8�0�2�.�1�w� �R�a�p�i�d� �S�p�a�n�n�i�n�g� 

�T�r�e�e� �P�r�o�t�o�c�o�l� 수용�.� 

ᆞ�P�e�r�-�V�L�A�N� �S�p�a�n�n�i�n�g� �T�r�e�e� �(�P�V�S�T�)

와� 알카텔�-루슨트� �1�x�1� �S�T�P� 모드� 

ᆞ�I�E�E�E� �8�0�2�.�3�a�d� �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L�A�C�P�)와� 스태

틱� �L�A�G� 그룹을� 모듈� 전역에� 걸쳐� 

지원�.� 

ᆞ전반적� 시스템�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방송� 및� 멀티캐스트� 스톰� 제

어�.� 

ᆞ�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U�D�L�D�)� �:� 광� 인터페이스� 상의� 단방

향� 링크� 감지와� 디스에이블�.� 

ᆞ이중�,� 핫�-스왑형� 전력장치�,� 트랜

시버� 모듈로� 무정전� 서비스� 제공�.� 

ᆞ이중� 이미지� 및� 이중� 구성� 파일� 

스토리지로� 백업� 제공�.� � 

고급� 보안� 기능

액세스 제어� 

ᆞ종합적인� 사용자� 정책� 기반� �N�e�t�w�o�r�k� 

�A�c�c�e�s�s� �C�o�n�t�r�o�l� �(�N�A�C�)�(�*�)를� 위한� 

�A�O�S� �A�c�c�e�s�s� �G�u�a�r�d�i�a�n� 프래임웍�.� 

ᆞ�8�0�2�.�1�x� 멀티�-클라이언트�,� 멀티�-

�V�L�A�N� 자동� 감지�.� 

ᆞ비�-�8�0�2�.�1�x� 호스트에� 대한� �M�A�C� 

기반� 인증�.� 

ᆞ웹� 기반� 인증� �(�C�a�p�t�i�v�e� �P�o�r�t�a�l�)� �-� 

스위치� 내에� 내장된� 맞춤형� 웹� 포

털�.� 신청자와� 비�-신청자� 인증에� 

사용� 가능�.� 

ᆞ그룹� 이동성� 규칙과� �"게스트�"� 

�V�L�A�N� 지원� 

ᆞ각� 스위치의� �H�o�s�t� �I�n�t�e�g�r�i�t�y� �C�h�e�c�k� 

�(�H�I�C�)� 에이전트가� �H�I�C� 실행자가� 되

어� 엔드포인트� 장치의� 회사� 정책� 

준수� 지원�;� 필요한� 경우� 방역과� 복

구도� 지원� �(�*�)�.� 

ᆞ�U�s�e�r� �N�e�t�w�o�r�k� �P�r�o�f�i�l�e� �(�U�N�P�)� �-� 

인증된� 클라이언트� �-� �V�L�A�N�,� 

�A�C�L�,� �B�W�,� �H�I�C�)에� 기지정� 정책� 구

성을�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N�A�C� 

관리� 및� 제어� 기능� 간소화�.� 

ᆞ�P�K�I� 지원과� 안전한� �C�L�I� 세션을� 위

한� �S�S�H�.� 

ᆞ중앙집중형� �R�A�D�I�U�S와� �L�D�A�P� 사용

자� 인증� 

억제, 감시, 방역 

ᆞ�A�l�c�a�t�e�l�-�L�u�c�e�n�t� �Q�u�a�r�a�n�t�i�n�e� 

�M�a�n�a�g�e�r�,� 방역� �V�L�A�N�(�*�)� 지원�.� 

ᆞ�L�e�a�r�n�e�d� �P�o�r�t� �S�e�c�u�r�i�t�y� �(�L�P�S�)� 또

는� �M�A�C� 어드레스� 잠금� �-� �M�A�C�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사용자나� 중

계� 포트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보안�.� 

ᆞ�D�H�C�P� �S�n�o�o�p�i�n�g�,� �D�H�C�P� �I�P� �S�p�o�o�f� 

보호� 

ᆞ인증� 허가� 및� 원격� �T�A�C�A�C�S�+서버� 

계정을� 허용하는� �T�A�C�A�C�S�+� 클라

이언트�.� 

ᆞ다이나믹� �A�R�P� 보호와� �A�R�P� 포이

즈닝� 감시� 

ᆞ�D�o�S� 서비스� 공격을� 비롯한� 원치

않는� 트래픽� 필터링을� 위한� 액세

스� 관리� 목록�:� 하드웨어� 내� 플로우� 

기반� 필터링� �(�L�1�-�L�4�)� 

ᆞ�B�P�D�U� 블러킹� �-� �S�T�P� �B�P�D�U� 패킷

이� 보이면� 토폴로지� 룹� 방지를� 위

해� 사용자� 포트� 자동� 차단�.� 

ᆞ�S�T�P� �R�o�o�t� �G�u�a�r�d� �-� 에지� 장치들

이� �S�p�a�n�n�i�n�g� �T�r�e�e� �P�r�o�t�o�c�o�l� 루트� 

노드가� 되지� 못하도록� 방지�.� 

ᆞ�I�P� �A�n�t�i�-�S�p�o�o�f�i�n�g� 지원

ᆞ�P�o�r�t� �M�a�p�p�i�n�g� 지원

ᆞ�S�S�H�,� �S�S�L�,� �R�a�d�i�u�s�,� �L�D�A�P� 지원

통합� 네트워크

PoE

ᆞ�P�o�E� 모델들은� �A�l�c�a�t�e�l�-�L�u�c�e�n�t� �I�P� 

전화와� �W�L�A�N� 액세스� 포인트� 및� 

�I�E�E�E� �8�0�2�.�3�a�f�,� �I�E�E�E� �8�0�2�.�3�a�t� 호환� 

장치들을� 지원한다�.� 

ᆞ포트� �P�o�E� 우선순위별� 구성� 가능�.� 

전력� 배분을� 위한� 최대� 전력� 구성�.� 

ᆞ다이나믹� �P�o�E� 할당�.� �P�D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최대� 전력� 버짓� 범위

까지� 제공하여� 전력� 소모� 효율성� 

극대화�.� 

QoS

ᆞ우선순위� 큐�:� 효율적인� �Q�o�S� 관리

를� 위해� 포트당� �8개� 하드웨어� 큐� 

할당�.� 

ᆞ트래픽� 우선순위� �:� 플로우� 기반� 

�Q�o�S�.� 내외부� 우선순위�.� 

ᆞ대역� 관리� �:� 플로우� 기반� 대역� 관

리�,� 인그레스� 속도� 제한�,� 이그레스� 

속도� 포트별� 쉐이핑

ᆞ큐� 관리� �:� 스케쥴링� 알고리즘� 설정� 

가능�:� �S�t�r�i�c�t� �P�r�i�o�r�i�t�y� �(�S�Q�P�)�,� �W�e�i�g�h�t�e�d� 

�R�o�u�n�d� �R�o�b�i�n�(�W�R�R�)�,� �D�e�f�i�c�i�t� �R�o�u�n�d� 

�R�o�b�i�n� �(�D�R�R�)� 

ᆞ폭주� 방지�:� �E�n�d� �t�o� �E�n�d� �H�e�a�d�-

�O�f�-�L�i�n�e�(�E�2�E�-�H�O�L�)� 블로킹� 방지� 

ᆞ스위치� 관리� 트래픽� 및� 알카텔�-루

슨트� �I�P� 전화� 트래픽에� 대한� 자동� 

�Q�o�S� 

ᆞ�3색� 마커� �-� �S�i�n�g�l�e�/�D�u�a�l� �R�a�t�e� �-� 

�p�o�l�i�c�i�n�g� �w�i�t�h� �C�o�m�m�i�t� �B�W�,� 

�E�x�c�e�s�s� �B�W�,� �B�u�r�s�t� �s�i�z�e

ᆞ�C�l�a�s�s�i�f�i�c�a�t�i�o�n� �o�n� �L�1�/�L�2�/�L�3�/�L�4

ᆞ�8�0�2�.�1�p�/�T�o�S�/�D�i�f�f�S�e�r�v� �m�a�r�k�i�n�g

ᆞ�P�e�r� �C�O�S� �M�a�x� �b�a�n�d�w�i�d�t�h

ᆞ�S�t�a�t�i�s�t�i�c�s� �(�#� �o�f� �p�a�c�k�e�t�s�,� �#� �o�f� �b�y�t�e�s�)

ᆞ�M�u�l�t�i�-�l�e�v�e�l� �c�l�a�s�s�i�f�i�c�a�t�i�o�n� �a�b�i�l�i�t�y

�L�2�,� �L�3� 라우팅과� 멀티캐스트

L2 스위칭

ᆞ최대� �1�6�,�0�0�0� �M�A�C� 

ᆞ최대� �4�0�0�0� �V�L�A�N� 

ᆞ최대� �2�k� �A�C�L� 

ᆞ지연� �:� �<� �4μ�s�e�c�o�n�d�s� 

ᆞ�9�K� 점보프레임� 지원

IPv4와 IPv6 

ᆞ�I�P�v�4와� �I�P�v�6� 용� 스태틱� 라우팅� 

ᆞ�I�P�v�4용� �R�I�P� �v�1�,� �v�2�,� �I�P�v�6� 용� �R�I�P�n�g� 

ᆞ최대� �2�5�6개의� �I�P�v�4�/�1�2�8� 개의� �I�P�v�6� 

스태틱� 및� �R�I�P� 경로�.� 

ᆞ최대� �1�2�8개의� �I�P�v�4�,� �1�5개의� �I�P�v�6� 

인터페이스� 

멀티캐스트

ᆞ멀티캐스트� 트래픽� 최적화를� 위한� 

�I�G�M�P�v�1�/�v�2�/�v�3� 스누핑

ᆞ최대� �1�0�0�0개의� 멀티캐스트� 그룹�/

스택

ᆞ에지에서� 최적의� 멀티캐스트� 복제를� 

위한� �I�P� �M�u�l�t�i�c�a�s�t� �V�L�A�N� �(�I�P�M�V�L�A�N�)

으로� 네트워크� 코어� 자산� 절약�.� 

ᆞ�I�P�v�6� �M�L�D

네트워크 프로토콜

ᆞ�D�H�C�P� 릴레이� �(제네릭� �U�D�P� 릴레이� 

포함�)� 

ᆞ�A�R�P� 

ᆞ�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릴레이� 

ᆞ�D�H�C�P� 서버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포워딩하는� �D�H�C�P�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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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V�L�A�N별� 제네릭� �U�s�e�r� �D�a�t�a�g�r�a�m� 

�P�r�o�t�o�c�o�l� �(�U�D�P�)�.� 

ᆞ�D�H�C�P� �O�p�t�i�o�n� �8�2� �-� 구성� 가능한� 

릴레이� 에이전트� 정보

메트로� 이더넷� 액세스� 
�(�M� 모듈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ᆞ�I�E�E�E� �8�0�2�.�1�a�d� �P�r�o�v�i�d�e�r� �B�r�i�d�g�e에� 

준한� 이더넷� 서비스� 지원� 

�-� �S�V�L�A�N과� �C�V�L�A�N개념에� 준한� 투
명한� �L�A�N� 서비스� 

�-� 이더넷� �N�e�t�w�o�r�k�-�t�o�-�N�e�t�w�o�r�k� 
�I�n�t�e�r�f�a�c�e� �(�N�N�I�)와� �U�s�e�r� �N�e�t�w�o�r�k� 
�I�n�t�e�r�f�a�c�e� �(�U�N�I�)� 서비스� 

�-� �S�e�r�v�i�c�e� �A�c�c�e�s�s� �P�o�i�n�t� �(�S�A�P�)� 프
로필� 식별

�-� �C�V�L�A�N�-�S�V�L�A�N� 번역과� 매핑� 

ᆞ�I�E�E�E� �8�0�2�.�1�a�g� �E�t�h�e�r�n�e�t� �O�A�M� �:� 

�C�o�n�n�e�c�t�i�v�i�t�y� �F�a�u�l�t� �M�a�n�a�g�e�m�e�n�t� 

�(�L�2� 핑과� 링크� 추적�)� 

ᆞ�I�E�E�E� �8�0�2�.�3�a�h에� 준한� �E�t�h�e�r�n�e�t� 

�O�A�M� 

ᆞ�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U�D�L�D�)� �:� 광� 인터페이스� 상의� 단

방향� 링크� 감지와� 디스에이블�.� 

ᆞ링� 토폴로지�(�*�)� 내에서� 룹� 보호와� 

빠른� 통합� �(�5�0�m�s� 미만�)을� 위한� 

�I�T�U�-�T� �G�.�8�0�3�2� �E�t�h�e�r�n�e�t� �R�i�n�g� 

�P�r�o�t�e�c�t�i�o�n� 

ᆞ사용자� 트래픽� 분리를� 위한� 사설� 

�V�L�A�N� 기능� 

ᆞ이더넷� 액세스� 포트의� 고객� 룹� 방

지를� 위한� 포트� 룹백� 감지�.� 

ᆞ�D�H�C�P� �O�p�t�i�o�n� �8�2� �-� 구성� 가능한� 

릴레이� 에이전트� 정보�.� 

ᆞ에지에서의� 최적� 멀티캐스트� 복제

를� 위한� �I�P� �M�u�l�t�i�c�a�s�t� �V�L�A�N� 

�(�I�P�V�L�A�N�)으로� 네트워크� 코어� 자원� 

절감�.� 

ᆞ�3색� 마커� �-� �S�i�n�g�l�e�/�D�u�a�l� �R�a�t�e� �-� 

�C�o�m�m�i�t� �B�W�,� �E�x�c�e�s�s� �B�W�,� �B�u�r�s�t� 

�s�i�z�e� 정책� 

ᆞ�M�E�F� �9�,� �1�4� 인증� �(�*�)� 

ᆞ알카텔�-루슨트� �5�6�2�0� �S�e�r�v�i�c�e� 

�A�w�a�r�e� �M�a�n�a�g�e�r� 를� 이용한� 관리�.

지원� 표준

IEEE standards

ᆞ�I�E�E�E� �8�0�2�.�1�D� �(�S�T�P�)

ᆞ�I�E�E�E� �8�0�2�.�1�p� �(�C�o�S�)

ᆞ�I�E�E�E� �8�0�2�.�1�Q� �(�V�L�A�N�s�)

ᆞ�I�E�E�E� �8�0�2�.�1�a�d� �(�P�r�o�v�i�d�e�r� �B�r�i�d�g�e�)� 

�Q�-�i�n�-�Q� �(�V�L�A�N� �s�t�a�c�k�i�n�g�)

ᆞ�I�E�E�E� �8�0�2�.�1�a�g� �(�C�o�n�n�e�c�t�i�v�i�t�y� �F�a�u�l�t� 

�M�a�n�a�g�e�m�e�n�t�)

ᆞ�I�E�E�E� �8�0�2�.�1�s� �(�M�S�T�P�)

ᆞ�I�E�E�E� �8�0�2�.�1�w� �(�R�S�T�P�)

ᆞ�I�E�E�E� �8�0�2�.�1�X� �(�P�o�r�t�-�b�a�s�e�d� �N�e�t�w�o�r�k� 

�A�c�c�e�s�s� �P�r�o�t�o�c�o�l�)

ᆞ�I�E�E�E� �8�0�2�.�3�i� �(�1�0�B�a�s�e�-�T�)

ᆞ�I�E�E�E� �8�0�2�.�3�u� �(�F�a�s�t� �E�t�h�e�r�n�e�t�)

ᆞ�I�E�E�E� �8�0�2�.�3�x� �(�F�l�o�w� �C�o�n�t�r�o�l�)

ᆞ�I�E�E�E� �8�0�2�.�3�z� �(�G�i�g�a�b�i�t� �E�t�h�e�r�n�e�t�)

ᆞ�I�E�E�E� �8�0�2�.�3�a�b� �(�1�0�0�0�B�a�s�e�-�T�)

ᆞ�I�E�E�E� �8�0�2�.�3�a�c� �(�V�L�A�N� �T�a�g�g�i�n�g�)

ᆞ�I�E�E�E� �8�0�2�.�3�a�d� �(�L�i�n�k� �A�g�g�r�e�g�a�t�i�o�n�)

ᆞ�I�E�E�E� �8�0�2�.�3�a�f� �(�P�o�w�e�r�-�o�v�e�r�-�E�t�h�e�r�n�e�t�)

ᆞ�I�E�E�E� �8�0�2�.�3�a�t� �(�P�o�w�e�r�-�o�v�e�r�-�E�t�h�e�r�n�e�t�)

ᆞ�I�E�E�E� �8�0�2�.�a�h� �(�E�t�h�e�r�n�e�t� �F�i�r�s�t� �M�i�l�e�)

ITU-T standards

ᆞ�I�T�U�-�T� �G�.�8�0�3�2�:� �D�r�a�f�t� �(�J�u�n�e� �2�0�0�7�)� 

�E�t�h�e�r�n�e�t� �R�i�n�g� �P�r�o�t�e�c�t�i�o�n�*

IETF standards

� �I�P�v�4

ᆞ�R�F�C� �2�0�0�3� �I�P�/�I�P� �t�u�n�n�e�l�i�n�g

ᆞ�R�F�C� �2�7�8�4� �G�R�E� �t�u�n�n�e�l�i�n�g

� �R�I�P

ᆞ�R�F�C� �1�0�5�8� �R�I�P� �v�1

ᆞ�R�F�C� �1�7�2�2�/�1�7�2�3�/�2�4�5�3�/�1�7�2�4� �R�I�P� �v�2� 

�a�n�d� �M�I�B

ᆞ�R�F�C� �1�8�1�2�/�2�6�4�4� �I�P�v�4� �R�o�u�t�e�r� 

�R�e�q�u�i�r�e�m�e�n�t

ᆞ�R�F�C� �2�0�8�0� �R�I�P�n�g� �f�o�r� �I�P�v�6

� �I�P� �M�u�l�t�i�c�a�s�t

ᆞ�R�F�C� �1�1�1�2� �I�G�M�P� �v�1

ᆞ�R�F�C� �2�2�3�6�/�2�9�3�3� �I�G�M�P� �v�2� �a�n�d� 

�M�I�B

ᆞ�R�F�C� �2�3�6�5� �M�u�l�t�i�c�a�s�t

ᆞ�R�F�C� �3�3�7�6� �I�G�M�P�v�3� �f�o�r� �I�P�v�6

� �I�P�v�6

ᆞ�R�F�C� �1�8�8�6� �D�N�S� �f�o�r� �I�P�v�6

ᆞ�R�F�C� �2�2�9�2�/�2�3�7�3�/�2�3�7�4�/�2�4�6�0�/�2�4�6�2

ᆞ�R�F�C� �2�4�6�1� �N�D�P

ᆞ�R�F�C� �2�4�6�3�/�2�4�6�6� �I�C�M�P� �v�6� �a�n�d� �M�I�B

ᆞ�R�F�C� �2�4�5�2�/�2�4�5�4� �I�P�v�6� �T�C�P�/�U�D�P� 

�M�I�B

ᆞ�R�F�C� �2�4�6�4�/�2�5�5�3�/�2�8�9�3�/�3�4�9�3�/�3�5�1�3

ᆞ�R�F�C� �3�0�5�6� �I�P�v�6� �T�u�n�n�e�l�i�n�g

ᆞ�R�F�C� �3�5�4�2�/�3�5�8�7� �I�P�v�6

ᆞ�R�F�C� �4�0�0�7� �I�P�v�6� �S�c�o�p�e�d� �A�d�d�r�e�s�s� 

�A�r�c�h�i�t�e�c�t�u�r�e

ᆞ�R�F�C� �4�1�9�3� �U�n�i�q�u�e� �L�o�c�a�l� �I�P�v�6� 

�U�n�i�c�a�s�t� �A�d�d�r�e�s�s�e�s

� �M�a�n�a�g�e�a�b�i�l�i�t�y

ᆞ�R�F�C� �1�3�5�0� �T�F�T�P� �P�r�o�t�o�c�o�l

ᆞ�R�F�C� �8�5�4�/�8�5�5� �T�e�l�n�e�t� �a�n�d� �T�e�l�n�e�t� 

�O�p�t�i�o�n�s

ᆞ�R�F�C� �1�1�5�5�/�2�5�7�8�-�2�5�8�0� �S�M�I� �v�1� �a�n�d� 

�S�M�I� �v�2

ᆞ�R�F�C� �1�1�5�7�/�2�2�7�1� �S�N�M�P� 

ᆞ�R�F�C� �1�2�1�2�/�2�7�3�7� �M�I�B� �a�n�d� �M�I�B�-�I�I

ᆞ�R�F�C� �1�2�1�3�/�2�0�1�1�-�2�0�1�3� �S�N�M�P� �v�2� 

�M�I�B

ᆞ�R�F�C� �1�2�1�5� �C�o�n�v�e�n�t�i�o�n� �f�o�r� �S�N�M�P� 

�T�r�a�p�s

ᆞ�R�F�C� �1�5�7�3�/�2�2�3�3�/�2�8�6�3� �P�r�i�v�a�t�e� 

�I�n�t�e�r�f�a�c�e� �M�I�B

ᆞ�R�F�C� �1�6�4�3�/�2�6�6�5� �E�t�h�e�r�n�e�t� �M�I�B

ᆞ�R�F�C� �1�9�0�1�-�1�9�0�8�/�3�4�1�6�-�3�4�1�8� �S�N�M�P� 

�v�2�c� 

ᆞ�R�F�C� �2�0�9�6� �I�P� �M�I�B�.� �R�F�C� �2�5�7�0�-

�2�5�7�6�/�3�4�1�1�-�3�4�1�5� �S�N�M�P� �v�3

ᆞ�R�F�C�3�4�1�4� �U�s�e�r�-�b�a�s�e�d� �S�e�c�u�r�i�t�y� 

�M�o�d�e�l

ᆞ�R�F�C� �2�6�1�6� �/�2�8�5�4� �H�T�T�P� �a�n�d� �H�T�M�L

ᆞ�R�F�C� �2�6�6�7� �I�P� �T�u�n�n�e�l�i�n�g� �M�I�B

ᆞ�R�F�C� �2�6�6�8�/�3�6�3�6� �I�E�E�E� �8�0�2�.�3� �M�A�U� 

�M�I�B

ᆞ�R�F�C� �2�6�7�4� �V�L�A�N� �M�I�B

ᆞ�R�F�C� �4�2�5�1� �S�e�c�u�r�e� �S�h�e�l�l� �P�r�o�t�o�c�o�l� 

�A�r�c�h�i�t�e�c�t�u�r�e

ᆞ�R�F�C� �4�2�5�2� �T�h�e� �S�e�c�u�r�e� �S�h�e�l�l� 

�(�S�S�H�)� �A�u�t�h�e�n�t�i�c�a�t�i�o�n� �P�r�o�t�o�c�o�l

ᆞ�R�F�C� �9�5�9�/�2�6�4�0� �F�T�P

�*� �F�u�t�u�r�e� �s�u�p�p�o�r�t� �.� �c�o�n�t�a�c�t� �f�o�r� �a�v�a�i�l�a�b�l�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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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ᆞ�R�F�C� �1�3�2�1� �M�D�5

ᆞ�R�F�C� �2�1�0�4� �H�M�A�C� �M�e�s�s�a�g�e� 

�A�u�t�h�e�n�t�i�c�a�t�i�o�n

ᆞ�R�F�C� �2�1�3�8�/�2�8�6�5�/�2�8�6�8�/�3�5�7�5�/�2�6�1�8� 

�R�A�D�I�U�S� �A�u�t�h�e�n�t�i�c�a�t�i�o�n� �a�n�d� �C�l�i�e�n�t� 

�M�I�B

ᆞ�R�F�C� �2�1�3�9�/�2�8�6�6�/�2�8�6�7�/�2�6�2�0� 

�R�A�D�I�U�S� �A�c�c�o�u�n�t�i�n�g� �a�n�d� �C�l�i�e�n�t� 

�M�I�B

ᆞ�R�F�C� �2�2�2�8� �F�T�P� �S�e�c�u�r�i�t�y� 

�E�x�t�e�n�s�i�o�n�s�.� �R�F�C� �2�2�8�4� �P�P�P� �E�A�P

ᆞ�R�F�C� �2�8�6�9�/�2�8�6�9�b�i�s� �R�A�D�I�U�S� 

�E�x�t�e�n�s�i�o�n

� �Q�u�a�l�i�t�y� �o�f� �s�e�r�v�i�c�e

ᆞ�R�F�C� �8�9�6� �C�o�n�g�e�s�t�i�o�n� �C�o�n�t�r�o�l

ᆞ�R�F�C� �1�1�2�2� �I�n�t�e�r�n�e�t� �H�o�s�t�s

ᆞ�R�F�C� �2�4�7�4�/�2�4�7�5�/�2�5�9�7�/�3�1�6�8�/�3�2�4�6� 

�D�i�f�f�S�e�r�v

ᆞ�R�F�C� �3�6�3�5� �P�a�u�s�e� �C�o�n�t�r�o�l

� �O�t�h�e�r�s

ᆞ�R�F�C� �7�9�1�/�8�9�4�/�1�0�2�4�/�1�3�4�9� �I�P� �a�n�d� 

�I�P�/�E�t�h�e�r�n�e�t

ᆞ�R�F�C� �7�9�2� �I�C�M�P

ᆞ�R�F�C� �7�6�8� �U�D�P

ᆞ�R�F�C� �7�9�3�/�1�1�5�6� �T�C�P�/�I�P� �a�n�d� �M�I�B

ᆞ�R�F�C� �8�2�6�/�9�0�3� �A�R�P� �a�n�d� �R�e�v�e�r�s�e� 

�A�R�P

ᆞ�R�F�C� �9�1�9�/�9�2�2� �B�r�o�a�d�c�a�s�t�i�n�g� 

�I�n�t�e�r�n�e�t� �D�a�t�a�g�r�a�m

ᆞ�R�F�C� �9�2�5�/�1�0�2�7� �M�u�l�t�i� �L�A�N� 

�A�R�P�/�P�r�o�x�y� �A�R�P

ᆞ�R�F�C� �9�5�0� �S�u�b�-�n�e�t�t�i�n�g

ᆞ�R�F�C� �9�5�1� �B�O�O�T�P

ᆞ�R�F�C� �1�1�5�1� �R�D�P

ᆞ�R�F�C� �1�1�9�1� �P�a�t�h� �M�T�U� �D�i�s�c�o�v�e�r�y

ᆞ�R�F�C� �1�2�5�6� �I�C�M�P� �R�o�u�t�e�r� �D�i�s�c�o�v�e�r�y

ᆞ�R�F�C� �1�3�0�5�/�2�0�3�0� �N�T�P� �v�3� �a�n�d� 

�S�i�m�p�l�e� �N�T�P

ᆞ�R�F�C� �1�4�9�3� �B�r�i�d�g�e� �M�I�B

ᆞ�R�F�C� �1�5�1�8�/�1�5�1�9� �C�I�D�R

ᆞ�R�F�C� �1�5�4�1�/�1�5�4�2�/�2�1�3�1�/�3�3�9�6�/�3�4�4�2� 

�D�H�C�P

ᆞ�R�F�C� �1�7�5�7�/�2�8�1�9� �R�M�O�N� �a�n�d� �M�I�B

ᆞ�R�F�C� �2�1�3�1�/�3�0�4�6� �D�H�C�P�/�B�O�O�T�P� 

�R�e�l�a�y

ᆞ�R�F�C� �2�1�3�2� �D�H�C�P� �O�p�t�i�o�n�s

ᆞ�R�F�C� �2�2�5�1� �L�D�A�P� �v�3

ᆞ�R�F�C� �3�0�6�0� �P�o�l�i�c�y� �C�o�r�e

ᆞ�R�F�C� �3�1�7�6� �s�F�l�o�w

ᆞ�R�F�C� �3�0�2�1� �U�s�i�n�g� �3�1�-�b�i�t� �p�r�e�f�i�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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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S�w�i�t�c�h� �6�2�5�0� 주문� 정보

OS6250-8M 고속 이더넷 새시. AOS Metro 소프트웨어 포함. 
이 새시는 10/100BaseT 설정을 위한 8개의 RJ-45 포트와 10/100/1000 BaseT 또는 100/1000 Base X 설정을 위한 
SFP/RJ45 콤보 포트 2개, 1G 업링크나 2.5G 스태킹 포트 설정을 위한 SFP 광 포트 2개를 1U 랙 절반 크기의 폼 팩
터와 내부 AC 전원장치 내에 제공. 

OS6250-8M

OS6250-24M 고속 이더넷 새시. AOS Metro 소프트웨어 포함. 
이 새시는 10/100BaseT 설정을 위한 24개의 RJ-45 포트와 10/100/1000 BaseT 또는 100/1000 Base X 설정을 위한 
SFP/RJ45 콤보 포트 2개, 1G 업링크나 2.5G 스태킹 포트 설정을 위한 SFP 광 포트 2개를 1U 랙 절반 크기의 폼 팩
터 내에 내부 AC/DC 전원장치와 함께 제공.

OS6250-24M
OS6250-24MD

OS6250-24 고속 이더넷 새시. AOS Metro 소프트웨어 포함. 
이 새시는 10/100BaseT 설정을 위한 24개의 PoE RJ-45 포트와 10/100/1000 BaseT 또는 100/1000 Base eX 설정을 
위한 SFP/POE RJ45 콤보 포트 2개, 2.5G HDMI 스태킹 포트 2개를 1U 랙 절반 크기의 폼 팩터 내에 내부 AC POE 
전원장치와 함께 제공. 225W AC POE 전원 및 전력 쉘프 포함.

OS6250-24

OS6250-P24 고속 이더넷 새시. AOS Metro 소프트웨어 포함. 
이 새시는 10/100BaseT 설정을 위한 24개의 PoE RJ-45 포트와 10/100/1000 BaseT 또는 100/1000 Base eX 설정을 
위한 SFP/POE RJ45 콤보 포트 2개, 2.5G HDMI 스태킹 포트 2개를 1U 랙 절반 크기의 폼 팩터 내에 내부 AC POE 
전원장치와 함께 제공. 225W AC POE 전원 및 전력 쉘프 포함.

OS6250-P24

OS6250-24 장치 2개와 AOS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19인치 1U 랙 공간 내 나란히 장착하여 총 48개의 
POE 고속 이더넷 포트와 4개의 POE RJ45/SFP 콤보 포트 지원. 2개의 225W 전원 및 전력 쉘프 포함.

BOS6250-48

OS6250-P24 장치 2개와 AOS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19인치 1U 랙 공간 내 나란히 장착하여 총 48개
의 POE 고속 이더넷 포트와 4개의 POE RJ45/SFP 콤보 포트 지원. 2개의 225W 전원 및 전력 쉘프 포함.

BOS6250-P48

OS6250-BP 40W 전력 브릭 AC 백업 전원장치. 비-POE 스위치 하나에 백업 전력 공급. 국가별 전원선과 백업 전원
장치 트래이, 장착용 브레킷과 함께 공급. 

OS6250-BP

OS6250-BP P 225W AC POE 백업 전원장치. POE 스위치 하나에 백업 전력 공급. 국가별 전원선과 백업 전원장치 
트래이, 장착용 브레킷과 함께 공급.

OS6250-BP-P

OS6250-BP D 30W DC 전원 브릭 백업 전원장치. 비-POE 스위치 하나에 백업 전력 공급. 새시 연결 케이블, 백업 
전원장치 트래이, 장착용 브레킷과 함께 공급.

OS6250-BP-D

이더넷 SFP 광 트랜시버와 SFP 직접 연결용 스태킹 케이블은 별도 주문 가능함. 
위의 번들에는 국가별 전력 코드, 사용자 매뉴얼 액세스 카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액세스 카드, RJ-45~DB-9 어뎁
터, 장치를 다른 OS6250과 나란히 장착하기 위한 하드웨어 등이 포함된다. 
이 장치를 19인치 랙에 단독 장착하려면 실장 트래이 키트 (OS6250-RM-19)를 별도로 주문한다. 

위 부품 모두 포함

설 명부품 번호

전원 장치

OS6250 30 센티미터 길이의 HDMI 스태킹 케이블. OS6250-CBL-30

OS6250 60 센티미터 길이의 HDMI 스태킹 케이블.OS6250-CBL-60

OS6250 150 센티미터 길이의 HDMI 스태킹 케이블.OS6250-CBL-150

OS6250 30 센티미터 길이의 SFP 직접 스태킹 케이블. OS6250M-CBL-30

OS6250 60 센티미터 길이의 SFP 직접 스태킹 케이블.OS6250M-CBL-60

OS6250 150 센티미터 길이의 SFP 직접 스태킹 케이블.OS6250M-CBL-150

19인치 랙에 OS6250 하나를 장착하기 위한 트래이 키트.OS6250-RM-19

3개의 실장 및 슬라이딩 브래킷 교체 키트. 19인치 랙에 2개의 6250 장착을 위한 하드웨어. OS6250-DUAL-MNT

케이블, 장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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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BaseLH 트랜시버. 1550nm 파장의 단일 모드 광 접속을 위한 LC 인터페이스 포함. 연결 거리 70km. SFP-GIG-LH70

1000BaseLH 트랜시버. 1310nm 파장의 단일 모드 광 접속을 위한 LC 인터페이스 포함. 연결 거리 40km.SFP-GIG-LH40

1000BaseLH 트랜시버. 1310nm 파장의 단일 모드 광 접속을 위한 LC 인터페이스 포함. 연결 거리 10km.SFP-GIG-LX

1000BaseLH 트랜시버. 850nm 파장의 단일 모드 광 접속을 위한 LC 인터페이스 포함. 연결 거리 300m.SFP-GIG-SX

1000Base-BX 양방향 트랜시버. 최대 10km 점대점 단일 연선 링크의 단일모드 광회선을 통한 LC 형 인터페이스 제
공. 1490nm 송신. 1310 nm 수신.

SFP-GIG-BX-D

다중모드 광 케이블용 LC 인터페이스 포함 100BaseFX 트랜시버. SFP-100-MM

다중모드 광 케이블용 LC 인터페이스 포함 100BaseFX 트랜시버. 최대 15km.   SFP-100-SM15

다중모드 광 케이블용 LC 인터페이스 포함 100BaseFX 트랜시버. 최대 40km. SFP-100-SM40

최대 20KM 점대점 단일 연선 링크의 단일 모드 광회선을 따라 SC 형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100BaseBX 양방향 
트랜시버. 여기서 클라이언트(ONU)는 1310nm 광신호를 송신, 1550nm 광신호를 수신한다. 

SFP-100-BX-U

최대 20KM 점대점 단일 연선 링크의 단일 모드 광회선을 따라 SC 형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100BaseBX 양방향 
트랜시버. 여기서 클라이언트(OLT)는 1550nm 광신호를 송신, 1310nm 광신호를 수신한다.

제한적 하드웨어 하자 보증 : 원천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며, 제품의 단종 안내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제공됩니다. 

SFP-100-BX-D

1000Base-BX 양방향 트랜시버. 최대 10km 점대점 단일 연선 링크의 단일모드 광회선을 통한 LC 형 인터페이스 제
공. 1310nm 송신. 1490 nm 수신.

SFP-GIG-BX-U

설 명부품 번호

기가비트 트랜시버

100메가비트 트랜시버

서비스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