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소기업 네트워크: HPE OfficeConnect 
1920S 스위치 시리즈에서 Aruba 
Instant On 1930으로 업그레이드 

소기업 네트워크의 성능은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더 큰 규모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의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해도 직원과 고객 모두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도록 네트워크를 설치, 
구성 및 모니터링할 IT 직원이나 대규모 예산은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빠르고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는 
간편한 네트워킹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제 ARUBA INSTANT ON 포트폴리오에 
스위칭이 포함됩니다. 

이제 방문객과 직원을 위한 빠르고 안전한 Wi-Fi 연결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IoT 장치에 무중단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스위칭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무선 솔루션을 보완하는 유선 솔루션의 추가로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 

또는 스마트폰의 앱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소기업 네트워킹 솔루션이 

생성됩니다. 이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성장을 지원하는 고성능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최우선 주의

네트워크가 비즈니스에 있어 중요하지만 IT 직원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그 역할을 

해줄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Instant On을 통해 90일 동안 연중무휴 24시간 전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증 기간 내내 연중무휴 24시간 채팅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점

•   성장 지원: 24 및 48개의 Class 4 PoE(예: PoE+) 

모델에서 최대 4개의 SFP+ 포트로 10G 연결 가능. 

•   IoT 장치 지원: 전원 할당량이 증가된 Class 4 PoE 

(PoE+) 포트로 더 많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   쉬운 설치: Instant On Wi-Fi 네트워크를 보유하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   단일 인터페이스: Instant On 액세스 포인트에서와 

동일한 모바일 앱 기반 또는 웹 포털 설정 및 

모니터링.

•   안심: Limited Lifetime Warranty통한  

Aruba의 지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

•   PoE 전원 증가로 별도의 전력 없이 더 많은 장치를 

추가로 연결

•   스마트폰 앱 또는 웹 포털을 통한 단일 유선 및 무선 

관리 인터페이스

•   최대 10G 처리량의 SFP+ 유선 포트로 네트워크 

전체의 트래픽 병목 현상 제거

•   ARP 공격 및 DHCP 스누핑을 포함한 보안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로 사이버 보안 위협 방지 



모델 비교 HPE OfficeConnect 1920S Aruba Instant On 1930

8개 포트 이더넷 10/100/1000 이더넷 10/100/1000
2개의 SFP 포트

8개 포트 PoE 이더넷 10/100/1000
 4개 포트 PPoE+
 총 65W

이더넷 10/100/1000
2개의 SFP 포트
8개 포트 PoE+ 총 124W

24개 포트 이더넷 10/100/1000
2개의 SFP 포트

이더넷 10/100/1000
4개의 SFP/SFP+ 포트

24개 포트 PoE 이더넷 10/100/1000
2개의 SFP 포트
12개 포트 PPoE+ 185W

이더넷 10/100/1000
4개의 SFP/SFP+ 포트
24개 포트 Class 4 PoE+ 총 195W

24개 포트 PoE 이더넷 10/100/1000
2개의 SFP 포트
24개 포트 PoE+ 370W

이더넷 10/100/1000
4개의 SFP/SFP+ 포트
24개 포트 Class 4 PoE+ 총 370W

48개 포트 이더넷 10/100/1000
4개의 SFP 포트

이더넷 10/100/1000
4개의 SFP/SFP+ 포트

48개 포트 PoE 이더넷 10/100/1000
4개의 SFP 포트
24개 포트 PPoE+ 370W

이더넷 10/100/1000
4개의 SFP/SFP+ 포트
48개 포트 Class 4 PoE+ 총 370W

Aruba는 2002년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했으며, Aruba의 제품은 꾸준히 업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ruba Instant On은 

오랜 경험과 소기업용 맞춤형 제품을 결합하여 비즈니스의 규모에 맞춘 고성능의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ruba Instant On 1930에는 7개의 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HPE OfficeConnect 1920S보다 개선된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함께 작동한다고 확신한 채 네트워크 규모의 증가와 함께 필요한 기능에 따라 Instant On 1930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 고유한 속도에 맞춰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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