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ix 5800  
고성능 관리형 스위치

Allen-Bradley® Stratix® 5800 관리형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는 유연한 
패키지로 기가비트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구리, 섬유 및 PoE 확장 
모듈을 지원하는 고정형 설계와 모듈형 설계가 모두 제공되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계층 2 스위칭 또는 계층 3 배선 
펌웨어 옵션도 제공됩니다.

계층 2 스위치로 사용되는 경우, Stratix 5800은 고성능 최종 장치가 있는 곳에 
이상적입니다. 계층 3 스위치로 사용되는 경우,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트래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네트워크 세그먼트 간에 라우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세분화하면 트러스트 도메인을 구축하고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보안 관리를 단순화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ratix 5800에는 광범위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강력한 스위칭, 배선 및 
보안 기능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광범위한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전사적 
환경에 최적화된 호환성을 위해 Cisco IOS-XE 운영 체제를 활용합니다.

Rockwell Automation과 Cisco가 공동 개발한 스위치를 선택하면 
OT(Operations Technology)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툴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통합을 
제공함으로써 시운전과 실행 가능한 진단을 더욱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고성능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완전 
기가비트 스위치 플랫폼

•	 최대 26개 포트로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고정형 옵션 및 모듈형 옵션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위해 
광범위한 구리, 광섬유, PoE 선택 가능

•	 복수의 아키텍처 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층 2 액세스 스위칭 및 계층 
3 라우팅 지원

• IT 및 OT 구성과 관리 툴을 모두 
지원하므로 사용자는 두 팀 모두의 
전문성 활용

•	 간편한 설치 및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는 산업 애플리케이션용 기본 
구성

•	 글로벌 사이버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IEC 62443-4-2 인증 획득

최적화된 통합 기능
• Studio 5000® 애드온 프로파일
(AOP)로 Rockwell Automation® 
Integrated Architecture® 시스템과 
완벽하게 프리미어 통합

•	 모니터링과 포트 제어를 위해 사전 
정의되어 명명된 Logix 태그

•	 상태 모니터링 및 알람을 지원하는 
FactoryTalk® View 페이스플레이트

•	 내장된 Cisco® 기술을 통해 IOS-XE 
운영 체제를 비롯한 기업 네트워크와 
안전하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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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x 5800 카탈로그 구조

총 포트 수 RJ45 포트 PoE/PoE+ 
포트* SFP 슬롯 모듈형** 특징 펌웨어 유형

스위치

1783-MMS10B 10 8 GE 2 GE - 표준 계층 2

1783-MMS10BE 10 8 GE 2 GE - 표준 계층 2

1783-MMS10 10 8 GE 2 GE 예 표준 계층 2

1783-MMS10E 10 8 GE 2 GE 예 표준 계층 2

1783-MMS10EA 10 8 GE 2 GE 예 고급 계층 2

1783-MMS10R 10 8 GE 2 GE 예 표준 계층 3

1783-MMS10ER 10 8 GE 2 GE 예 표준 계층 3

1783-MMS10EAR 10 8 GE 2 GE 예 고급 계층 3

확장 모듈

1783-MMX8T 8 8 GE NA 표준 NA

1783-MMX8E 8 8 GE NA 표준 NA

1783-MMX8EA 8 8 GE NA 고급 NA

1783-MMX8S 8 8 GE NA 표준 NA

1783-MMX8SA 8 8 GE NA 고급 NA

1783-MMX6T2S 8 6 GE 2 GE NA 표준 NA

1783-MMX16T 16 16 GE NA 표준 NA

1783-MMX16E 16 16 GE NA 표준 NA

1783-MMX14T2S 16 14 GE 2 GE NA 표준 NA

* PoE/PoE+ 포트에서 공유되는 360W의 전력 예산이 있습니다.
** 모듈형 스위치는 하나의 확장 모듈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