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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네트워크 연결은 갈수록 

가상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소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매점에서 카페, 전문가 

사무실에 이르는 다양한 업종의 소기업은 놀라운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리소스에 제약이 있고 

상호연결된 장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금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네트워킹 솔루션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소기업의 기본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손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Aruba Instant On 스위치는 

재택근무나 성장 중인 소기업에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연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이 스위치는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전반에 걸쳐 

성능과 신뢰도를 극대화합니다. 

Aruba Instant On은 소기업에 이상적인 스마트 매니지드 및 

언매니지드 스위치로 구성된 종합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Aruba Instant On은 5~48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모델, 옵션으로 

제공되는 고속 10기가 연결, PoE(Power over Ethernet) 모델, 

유연한 관리 선택지(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Aruba Instant On 
스위치 소개

이점단순하고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솔루션

최고의 단순성

플러그 앤 플레이 스위치가 즉시 Instant On 
AP와 함께 작동

유연한 관리 모드

(모바일 앱 및 웹 포털을 통한) Instant On 
클라우드 기반 관리, 로컬 웹 GUI 또는 구성이 
필요 없는 언매니지드 모델

더 많은 IOT 장치를 연결

더 많은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Class 4 
및 Class 6 PoE 지원

안심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걱정 없는 안전한 네트워킹 
경험

비즈니스에 맞는 규모 조정

스태킹 및 고속 업링크로 빠르고 간단하게 확장

완벽한 보호 및 지원

적재적소에서 지원 제공: 제한 수명 내 보증, 전화 
및 채팅 지원,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요약  

© Copyright 2022 Hewlett Packard Enterprise Development LP. 이 문서에 수록된 내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ewlett 
Packard Enterprise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일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동봉된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추가적인 보증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선 안 됩니다. Hewlett Packard Enterprise는 이 문서에 포함된 
기술상 또는 편집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AG_AIO_Switches_061322    a00120235kop

ArubaInstantOn.com  ·  ArubaInstantOn.com/support  ·  Community.ArubaInstantOn.com

Aruba Instant On 1430 Aruba Instant On 1830 Aruba Instant On 1930 Aruba Instant On 1960

포트 사이즈 5/8/16/24/26포트 PoE 및 
non-PoE 모델 

8, 24, 48 포트 PoE 및 비 PoE 모델 8, 24, 48 포트 PoE 및 비 PoE 모델 24, 48 포트 PoE 및 비 PoE 모델, 
12 포트 집계기

PoE 지원 8개 및 16개 모델에서 Class 4 
PoE 지원* 

Class 4 PoE 지원*, PoE 모델에서 
부분적으로 PoE 지원(포트 절반이 
PoE 지원)

Class 4 PoE 지원* Class 4 및 Class 6 PoE 지원*

스태킹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True Stacking입니다.** 
(로컬, 클라우드 매니지드, 
하이브리드)

업링크 26포트 모델의 SFP 업링크 SFP 업링크 SFP+ 업링크 10GBase-T 및 SFP+ 업링크

팬 팬 없음: 모든 모델 팬 없음: 8포트, 8포트 PoE, 24포트 팬 없음: 8포트, 8포트 PoE, 24포트, 
48포트

팬 없음: 24포트

관리 언매니지드 로컬 웹 GUI 또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을 
통해 액세스)

로컬 웹 GUI 또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을 
통해 액세스)

로컬 웹 GUI 또는 클라우드 기반 
관리(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을 
통해 액세스)

이상적인 배치 홈 오피스와 소규모 사무실 집에 있는 사무실, 소매점, 소규모 
전문 사무실

소형 카페, 소매점, 병원, 전문 사무실 중소 호텔, 활동적인 기술 스타트업, 
소규모 양로원, 교육 시설

사용 사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구성 또는 
관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연결(PoE 
및 non-PoE)을 모색하는 소기업과 
홈 오피스

PoE(감시 카메라,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전원 및 연결)와 non-PoE 
(PC 및 노트북에 대한 연결)를 모두 
지원해야 하는, 비용에 민감한 
소기업 환경

무선 AP, 프린터, 감시 카메라, PoS 
시스템과 같은 유선 디바이스를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소기업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시 카메라, 
VoIP 전화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 
(AP), 최고급 서버 및 스토리지와 
같은 다양한 유선 디바이스와의 
10G 연결을 모색하는 소기업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관리(Instant On 클라우드 
관리 또는 로컬 웹 GUI) 기능이 포함된 Instant On 
스위치를 추가 비용 없이 배포하십시오. 언매니지드 
스위치는 구성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치 관리

요약

ARUBA INSTANT ON 스위칭 포트폴리오 소개

* PoE 모델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 감시 카메라, VoIP 전화기와 같은 Class 4 PoE 장치에 최대 30W PoE 출력을 제공할 수 있고, 팬 틸트 줌 카메라, 영상 지원 IP 전화기와 같은 Class 6 
PoE 장치에 최대 60W PoE 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True Stacking을 통해 이중화와 동시에 관리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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