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스위치를 이용하면 별도의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단일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 엔드포인트를 연결하고 이 
엔드포인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감시 
카메라,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유선 장치를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능은 
소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은 
예산으로 빠르고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는 
간편한 네트워킹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Aruba Instant On 1930 스위치 시리즈를 통해 이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구축하기 쉬운 이 스마트 관리형 

스택 가능 기가비트 스위치(10기가비트 연결성 구비)는 데이터 

스토리지, 동영상 온디맨드 및 고대역폭 처리와 같은 까다로운 작업을 

위해 소기업 네트워크에서 처리량을 극대화합니다. 스택 및 고급 

스위칭 기능은 네트워크를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및 장치에 맞게 

준비시킴으로써 귀사의 IT 투자를 보호합니다. 

Aruba Instant On  
1960 스위치 소개

이점

Aruba Instant On 모바일 앱을 통해 
단계별 지침 얻기

몇 분 만에 스위치 설정

Aruba Instant On 모바일 앱 또는 클라우드 기반 
웹 포털을 통한 성능 모니터링 및 관리

언제 어디서든 관리 가능

 PoE(Power over Ethernet)(클래스 4 및 
클래스 6 PoE) 기술로 시간을 절약하고 귀사에 
절실히 필요한 유연성 획득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고대역폭 장치를 

연결하고 이 장치에 전원 공급

고성능 스택형 스위치

계속 진화하는 보안 조치 및 프로토콜로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운영

데이터 및 정보 보안

스택 가능형 스위치를 통해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택에 있는 
한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스위치가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자동 장애 복구를 
통해 안전망을 생성합니다.

최대 네 개의 스위치 스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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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ba Instant On 
1960 12XGT 4SFP+ 
스위치(JL805A)

Aruba Instant On 
1960 24G 2XGT 
2SFP+ 스위치(JL806A)

Aruba Instant 
On 1960 24G 20p 
Class4 4p Class6 PoE 
2XGT 2SFP+ 370W 
스위치(JL807A)

Aruba Instant On 
1960 48G 2XGT 
2SFP+ 스위치(JL808A)

Aruba Instant 
On 1960 48G 40p 
Class4 8p Class6 PoE 
2XGT 2SFP+ 600W 
스위치(JL809A)

사양

기가비트 및 
업링크 포트

12x 100/1000/10GBASE-T 
포트

4x SFP+ 10GbE 포트

24x  
10/100/1000Mbps 포트

2x SFP+ 10GbE 포트

2x 10GBase-T 포트

20 CL4 및 4 CL6 PoE  
포트가 포함된  
24 RJ-45 Autosensing 
10/100/1000Mbps 포트

2x SFP+ 10GbE 포트

2x 10GBase-T 포트

48x  
10/100/1000Mbps 포트

2x SFP+ 10GbE 포트

2x 10GBase-T 포트

40 CL4 및 8 CL6 PoE 
포트가 포함된  
48 RJ-45 Autosensing 
10/100/1000Mbps 포트

2x SFP+ 10GbE 포트

2x 10GBase-T 포트

크기
350.5(d) x 442.5(w) x 
43.95(h) mm

350.5(d) x 442.5(w) x 
43.95(h) mm

350.5(d) x 442.5(w) x 
43.95(h) mm

350.5(d) x 442.5(w) x 
43.95(h) mm

402.75(d) x 442.5(w) x 
43.95(h) mm

무게 4.3kg(9.6lb) 3.9kg(8.7lb) 4.7kg(10.4lb) 4.4kg(9.8lb) 4.9kg(10.8lb)

처리량(Mpps) 238Mpps 95Mpps 95Mpps 131Mpps 131Mpps

용량 320GB 128GB 128GB 176GB 176GB

안정성  
MTBF(년)

88.8 123.0 65.3 109.4 68.0

PoE 전원

– – 총 370W의 PoE 출력

(최대 240W의 클래스 6 또는 
370W의 클래스 4 PoE)

– 총 600W의 PoE 출력

(최대 480W의 클래스 6 
또는 600W의 클래스 4 PoE)

워런티 제한 수명 내 보증 제한 수명 내 보증 제한 수명 내 보증 제한 수명 내 보증 제한 수명 내 보증

기술 사양

Aruba Instant On 1930 스위치 시리즈는 PoE 및 PoE 
외 모델(선택한 포트에서 클래스 4 PoE 맟 클래스 6 PoE) 
선택을 통해 기가비트 성능 제공하는 24 및 48 포트 구성의 
스위치 다섯 개와 10GBASE-T 및 4 SFP+ 업링크 포트가 
12개 있는 12포트 10기가비트 집계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 및 48 포트 모델에는 안정적인 10G 연결성을 
위해 (2) SFP+ 및 (2) 10GBase-T 업링크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0 스위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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