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드 스위치는 기존의 언매지니즈 스위치에서는 
네트워크 장애 대응력, 진단 및 보안이 미흡했던 애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향상된 생산성과 네트워크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Stratix 2500은 소형 디자인에서 5 및 8개의 10/100 Mbps 고속 이더넷 Copper 
포트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포트별로 트래픽을 일관적으로 전송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트래픽이 우선 순위에 따라 마지막까지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제품은 2가지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제품 
개봉 즉시” 설치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네트워크 트래픽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장치를 시운전할 수 있습니다.스위치를 설정하면 오늘날 산업용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보안, 장애 대응력 및 대역폭 최적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드 스위치
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산업용 소형 스위치 

  

특징 및 장점

Integrated Architecture® 시스템으로의 고급 통합 
•	 진단을 위해 Studio 5000 Logix Designer® 설계 

환경과 FactoryTalk® View 페이스플레이트를 통한 
구성을 지원하는 애드온 프로파일 

총 소유 비용 절감:
•	 VLAN이 단일 스위치에서 논리적 세그먼트를 

허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총 스위치 수 감소

네트워크 장애 대응력 개선: 
•	 STP가 네트워크 루프를 감지해서 네트워크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	 IGMP가 데이터 트래픽 제어를 위한 멀티캐스트 제공

네트워크 보안 향상
•	 사용자가	MAC	주소에 따라 포트를 비활성화하거나 최종 장치의 연결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트 보안
•	 보안 연결을 제공하는 SSH 및 HTTPS

가동 중단 최소화
•	 SNMPv3	및 Syslog가 네트워크 연결 장치를 모니터링해서 오류를 복구하고 가동 중단 감소
•	 문제점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는 실행 정보 제공하는 진단 정보 및 알람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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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드 스위치 참조 차트

Stratix 2000 언매니지드 
스위치

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드 스위치

포트 4…16 5, 8

광통신 포트(최대) 2 0

기가 포트(최대) 6 0

이중화 전원 입력 -

STP,	RSTP,	MSTP	장애 대응 프로토콜 -

EtherChannel(링크 집성) -

MAC	ID	포트 보안,	Crypto(SSH,	SNMP),	
HTTPS 액세스

-

포트 임계값(스톰 컨트롤) -

포트 미러링 -

CIP 인터페이스(Studio	5000	AOP	및 
페이스플레이트) -

VLAN -

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드 스위치 애플리케이션

구성된 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스 위치는 STP를 통한 루프 감지 및 예방 기능을 
제공하고, 트래픽 흐름을 모니터링 및 최적화하고, 진단 정보를 제공해서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언매니지드 스위치의 성능을 능가합니다.또한, 논리적 세그먼트를 위해 
VLAN을 지원함으로써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합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VLAN을 사용하면 셀/
영역 구역 내의 트래픽을 분리하고 원하지 않는 트래픽을 방지함으로써 네트워크 가동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패킷 스톰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스 
스위치는 최대	64개의	VLAN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레벨 2
관리 VLAN
VLAN 10
서브넷 10.10.10.0/24

레벨 0 - 1
셀/영역 구역 #1
VLAN 40
서브넷 10.40.10.0/24

레벨 0 - 1
셀/영역 구역 #2
VLAN 50
서브넷 10.50.10.0/24

Stratix 2500 라이트 
매니지드 스위치

Stratix STP RingI/O 트래픽
EOI 트래픽
원하지 않는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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