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morStratix 5700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극한 환경에서 연결을 위해 Stratix 포트폴리오를  
On-Machine 공간으로 확장

일반적으로 극한 환경과 복잡한 배선 시스템이 존재하는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네트워크 성능 극대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극한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Allen-Bradley® ArmorStratix™ 5700을  
기존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제품군에 추가했습니다. IP67 보호 
등급을 지원하는 이 Layer 2 매니지드 스위치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On-Machine™ 기능을 포함하도록 Stratix™ 제품군을 확장함으로써  
캐비닛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기존 시스템의 케이블  
배선과 하드웨어를 최소화합니다. ArmorStratix 5700 판넬 마운트는 
제한된 캐비닛 공간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Cisco Internet Operating System (IOS)을 사용하는 기업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지원하는 ArmorStratix 5700은 최대 24개의 포트,  
PoE(Power-over-Ethernet) 및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능도 지원합니다. 기본 구성 상태로 출고되는 이 장비는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장비 교체 중 지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내장된 SD 카드에 세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교체가 간단합니다.

산업 제어 장비와 하드웨어를 애플리케이션에 더욱 가깝게 이동할 수 
있어 보다 경제적인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성과 비용이 
감소합니다.

기능 및 이점

On-Machine 시스템의 일부인 
ArmorStratix 5700은 산업용 스위치를 
애플리케이션에 더 가깝게 배치하는 
극한 환경을 위해 IP67 등급을 
지원합니다.

고급 기능

•  통합 DLR(Device Level Ring) 연결로 

네트워크 아키텍처 최적화 지원 및 

종합적인 네트워크 진단 제공

•  통합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로 1:1 IP 주소 매핑으로 

시운전 시간 단축

•  PoE(Power over Ethernet) 버전은 

이더넷을 통해 장비로 전력을 공급해 

배선 최소화

•  액세스 제어 목록을 포함한 보안 

기능으로 인증된 장비, 사용자 및 

트래픽만 네트워크에 액세스 허용

•  보안 디지털 카드로 간편한 장비 교체

최적화된 통합 기능

•  Studio 5000® 애드온 프로파일(AOP)로  

로크웰 오토메이션 Integrated 
Architecture® 시스템에 프리미어 통합

•  모니터링과 포트 제어를 위해 사전 

정의된 Logix 태그

•  상태 모니터링 및 알람을 위한 
FactoryTalk® View 페이스플레이트

•  내장된 Cisco® 인터넷 운영 체제(IOS)로 

기업 네트워크와의 안전한 통합 보장



ArmorStratix 5700 구성 옵션

ArmorStratix 5700은 다양한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4가지 카탈로그 넘버로 제공됩니다.

On-Machine 제품군의 향상

ArmorStratix 5700 구성

카탈로그 품목 설명
총  

포트 
수

구리 
(M12 D-코드) 

포트

구리 
(M12 X-코드) 

포트

PoE  
포트

펌웨어 
유형

1588
하드웨어 
출력 알람

DLR NAT

1783-ZMS4T4E2TGP

ArmorStratix 5700, 구리 
10/100 포트 4개, PoE 10/100 
포트 4개, 구리 10/100/1000 
포트 2개, Full FW, 1588 PTP

10 4 FE 2 GE 4 FE 전체 예 예 예 없음

1783-ZMS8T8E2TGP

ArmorStratix 5700, 구리 
10/100 포트 8개, PoE 10/100 
포트 8개, 구리 10/100/1000 
포트 2개, Full FW, 1588 PTP

18 8 FE 2 GE 8 FE 전체 예 예 예 없음

1783-ZMS4T4E2TGN

ArmorStratix 5700, 구리 
10/100 포트 4개, PoE 10/100 
포트 4개, 구리 10/100/1000 
포트 2개, Full FW, 1588 
PTP, NAT

10 4 FE 2 GE 4 FE 전체 예 예 예 예

1783-ZMS8T8E2TGN

ArmorStratix 5700, 구리 
10/100 포트 8개, PoE 10/100 
포트 8개, 구리 10/100/1000 
포트 2개, Full FW, 1588 
PTP, NAT

18 8 FE 2 GE 8 FE 전체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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