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ix 2000 산업용 언매니지드 스위치

로크웰 오토메이션 어매니지드 스위치는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연결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콤팩트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llen-Bradley® Stratix 2000 언매니지드 스위치 제품군을 사용하면 
100 MB 또는 1 Gb 속도의 Copper 및 광통신(SFP) 포트를 통해 네트워크 
유연성 및 성능이 향상됩니다.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보호 기능으로 네트워크 신뢰성이 개선됩니다. 

Stratix 2000 언매니지드 스위치는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IP-30 
정격 및 확장된 온도 범위를 가지는 산업용 등급의 외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점 이외에도, 신속하고 간편한 통합을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로크웰 오토메이션 Stratix® 2000 
언매니지드 스위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 유연성 향상을 위해 SFP
를 사용하는 5~18개 포트의 다양한 
Copper 및 광통신 조합 솔루션

• 네트워크 성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100 MB 및 1 Gb 포트 속도

•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버전에서 -40 °C ~ 75 °C의 
확장된 온도 범위

• 캐비닛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소형 디자인 

• 간편한 설치 및 통합을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 원하지 않는 트래픽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스톰 보호

•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견고한 
금속 외함 및 IP30 정격

• 가혹한 환경에서 가동 시간 
극대화를 위한 이중 전원 입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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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http://ab.rockwellautomation.com/networks-and-communications/stratix-2000-ethernet-switches 

선택 개요

아래 표는 Stratix 언매니지드 스위치의 Series B 버전입니다.애플리케이션 요건에 맞는 포트 조합을 선택해서 
복잡성을 줄이십시오.

1 FE = 고속 이더넷; GE = 기가비트 이더넷
2 SFP 모듈은 별도로 주문해야 함
* 사전 설치되어 있는 광통신 SFP 모듈

카탈로그 넘버 총 포트 수 RJ45 포트1 SFP 포트1

1783-US5T 5 5 FE - 

1783-US5TG 5 5 GE - 

1783-US4T1F 5 4 FE 1 FE 다중모드*

1783-US4T1H 5 4 FE 1 FE 단일모드*

1783-US8T 8 8 FE - 

1783-US6T2F 8 6 FE 2 FE 다중모드*

1783-US6T2H 8 6 FE 2 FE 단일모드*

1783-US7T1F 8 7 FE 1 FE 다중모드*

1783-US7T1H 8 7 FE 1 FE 단일모드*

1783-US6T2TG2F 10 6 FE + 2 GE 2 FE 다중모드*

1783-US6T2TG2H 10 6 FE + 2 GE 2 FE 단일모드*

1783-US8TG2GX 10 8 GE 2 GE 슬롯2

1783-US16T 16 16 FE - 

1783-US16T2S 18 16 FE 2 FE 슬롯2

Allen-Bradley, LISTEN. THINK. SOLVE., Rockwell Software 및 Stratix 등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상표입니다. 
Rockwell Automation의 소유가 아닌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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