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port
Gigabit-managed
industrial PoE switch
VSN-8004M
8개의 Gogabit PoE 포트 및 4개의 Gogabit 광 포트를 제공하는 산업용 Mamaged POE 스위치로써, 최대 240W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 PoE 포트당 최대 30W의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AC 전원 공급이 쉽지 않고 배선 비용이 높은 분야에 적합합니다.
특히, 온도의 변화가 심한 산업용 환경에서 안정적 작동이 가능하도록, PoE 내부는 냉각 에너지 루프 설계를 적용하여, 방열판 내장형
방열 구조로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외부 하우징은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방열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력 공급환경에서 전력 요구를 만족하기 위한 DC 이중화 전력 공급 또는 DC/AC 이중화 전력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진·방습 IP40등급을 충족하고, Din-Rail에도 하우징과 동일한 소재의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40℃ ~ 75℃ 작동온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VSN-8004M은 RUN-Ring 구성을 위하여, RSTP,
VLAN, QoS, SNMPv1 / v2c / v3, IEEE802.1X, SSH / SSL, 포트 미러링, 포트 집합 등의 풍부한 네트워크 관리 기능 및 이중화 구
성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산업용 PoE

기술 표준 적용으로 호환성 확보

•

방열에 강한 알루미늄 소재의 하우징과 방열 설계 적용

•

IEEE 802.3, IEEE 802.3i, IEEE 802.3u, IEEE 802.3ab,

•

- 40 ~ 75℃의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도 안정적 작동

•

IEEE 802.3z, IEEE 802.3ad, IEEE 802.3x, IEEE 802.1p,

•

Run-Ring 이더넷 자체 복구 시간은 ERPS 지원하며, 10초 미만

•

IEEE 802.1q, IEEE 802.1d, IEEE 802.1s, IEEE 802.1w,

•

DC / AC 이중 전원 공급 장치를 지원하여, 전원 요구 사항 충족

•

IEEE 802.3af, IEEE 802.3at

메니지드 기능으로 관리의 편리성

독창적 기술로 차별화

•

웹 매니지먼트 및 CLI, SNMP 등 다양한 관리방법 지원

•

AI 버튼을 이용한 편리한 기능 제공

•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RMON, 포트 트래픽 통계를 지원

•

Watch Dog

•

LLDP 지원하여 네트워크 통신 상태를 진단 및 판단

•

Loop protect

•

CPU 및 메모리 모니터링, Ping 테스트 및 케이블 감지 지원

•

VLAN

•

Extend (PoE 200m 지원)

Exchange특징

포트인터페이
스
PoE

전면 패널 표시

모델
MAC address
Port Cache
Transmission method
Backplane bandwidth
Switching Delay
Optical port
RJ45 port
Consol port
PoE port
PoE 출력
PoE 충전력
전원 표시
시스템 표시
알람 표시
인터페이스 표시
네트워크 포트 표시
Input voltage

Power
Power consumption
작동 환경

작동 온도
상대 습도
Ring 구성
AI 기능 (버튼 방식)
Hardware watchdog

24Gbps
<5us
4*1000 Base-X (SFP)
8*10/100/1000 Base-Tx RJ45 ports
지원
1~8 포트
포트당 최대 30W
240W
P1, P2
SYS
ALM
Link & Act X1 ~ X4
PoE, Link & Act 1~8
48 – 56VDC 이중화 DC 전원 백업 지원
과전류 보호 기능 내장
전원 공급 장치 역방향 연결 방지
No-load power: 6W@52VDC
Full load power: 240W@52VDC
(POE output 포함)
-40 ~ 75°C
5% ~ 95% (no Condensation)
지원(힐링 타임 <10ms), ERPS지원
AI PoE (Watch dog 기능)
AI Loop protect
AI VLAN
AI Extend
지원

DHCP

DHCP relay, DHCP Snooping

VLAN

4K VLAN
802.1Q VLAN, MAC VLAN, IP VLAN
Voice VLAN

스패닝트리
Rink aggregation

부가 기능
보안기능

PoE 매니지먼트

Management and maintenance

Physical 특징

VSN-8004M
8K
2Mbit
Store and forward

하우징
설치 방식
규격
무게

STP, RSTP, MSTP 지원
Static aggregation & dynamic aggregation
Password protection
Support user access based on port number,
IP address, and MAC address
HTTPS, SSL V3, TLS V1, SSH V1/V2
Support IP-MAC-PORT ternary binding
Support ARP protection, IP source protection, DoS protection
Support DHCP Snooping and DHCP attack protection
Support 802.1X authentication, AAA
Support port security, port isolation
Support CPU protection
Support PoE power limit
Support POE chip status view
Support setting PoE port priority
Support setting PoE power supply time period
Support web management (HTTP, HTTPS, SSL V3)
Support CLI (Telnet, SSH V1/V2, local serial port)
Support SNMP V1/V2/V3,
Support LLDP, RMON
Support ARP protection, IP source protection,
DoS protection
Support CPU & memory monitoring
Support system log, grading warning
IP40,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DIN rail mounting
163mm(L) x 46.5mm(W) x 110mm(H)
1.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