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0: 아루바가 새로 출시한  
간소한 SMB 스위치

Aruba Instant On 1430 스위치는 소규모 사무실 및 
홈 오피스에 단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비용 연결을 
제공하는 언매니지드 플러그 앤 플레이 계층 2 기가비
트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기술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와 개인적인 삶에 연결, 깊이,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시간으

로 의사소통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복한 네트워크 연결 경험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

니다. 즉 설치, 구성, 유지관리해야 하는 과제 상황에 날마다 처

하게 됩니다. 소기업은 이 모든 작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SMB(중소기업)는 신뢰할 수 있는 Wi-Fi

를 통해 고객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종종 전담 IT 지원 없

이 직원과 유선 장치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경우,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경제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언매

니지드 네트워크 스위치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ARUBA INSTANT ON 1430 스위치 시리즈 소개 

아루바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비하여 모

든 규모의 기업이 성장에 집중하고 네트워크 복잡성 또는 성능 

병목 현상으로 인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동급 최고 수준의 솔루

션을 제공합니다. 

Aruba Instant 1430 스위치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용하기 쉬운 이 언매니지드 스위치는 계층 2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칭 기능을 경제적인 가격대에 제공하여 프

린터,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일반적인 리소스를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없이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RUBA INSTANT ON 1430 스위치 시리즈의 주요 특징 

• 빠른 성능: 8 및 16포트 PoE5 모델을 포함한 5, 8, 16, 
24, 26포트 모델에 즉시 구축할 수 있는 언매니지드 계
층 2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시리즈 

• 플러그 앤 플레이: 구성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완전 자
동 기능 

• IoT용 PoE: AP, IP 전화기, 기타 IoT 장치에 전원을 공급
할 수 있는 최대 124W의 PoE(Power over Ethernet)
이 제공되므로 디바이스 전원 코드 및 콘센트가 필요  
없음

• 소음 없는 구축: 모든 모델은 팬이 없으므로 소음에 민
감한 공간에서 조용하게 작동합니다. 

• 집과 사무실에서 사용 가능: 홈 오피스 네트워크를 위한 
Class B 인증을 받은 5 및 8포트 소형 모델 

• 안심할 수 있음: 제한 수명 내 보증을 통해 아루바가 현
재와 미래에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430은 기타 Aruba Instant On 스위칭 제품과 마찬가지로 
전체 보증 기간 중에 연중무휴 채팅 지원을 제공하므로 언제
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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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1430

소규모 사무실: 손쉬운 설정을 통한 빠른 연결은 고객 액세스 및 

직원 협업이 관건인 소기업 환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Wi-Fi 액세스 포인트, 감시 카메라를 구성없이 네트워크

로 연결하려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위해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유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언매니지드 1430 스위치는 

빠른 기가비트 이더넷 속도와 풍부한 PoE 전원을 예산 친화적인 

가격대에 제공하며 관리나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사무실: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가상 회의 통화, 공간 

제약이 있고 공유되는 작업 영역, 모든 방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

는 Wi-Fi, 그리고 데스크탑, 게임 콘솔, 스마트 TV, 보안 카메라와 

같은 다수의 연결된 장치를 뜻합니다. DIY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홈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성능, 비용, 사용 편의

성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매니지

드 1430은 연결 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신뢰

할 수 있는 진정한 플러그 앤 플레이 기가

비트 이더넷 유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간이 절약되는 소형 5포트 

및 8포트 모델로 제공됩니다. 

언매니지드가 귀사에 적합한 것인지 궁금하십니까?

매니지드 스위치는 네트워크 제어 권한을 부여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분화하는 제어 기능을 비롯한 구

성 설정을 사용자 정의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도구

가 구성 및 관리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이더넷 

연결만 필요하고 설치를 처리할 시간이나 전문 지식이 없다면 언

매니지드 스위치가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Aruba Instant On  

스위칭 포트폴리오에는 스마트 매니지드 및 언매니지드 스위치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귀사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서도 엔

터프라이즈급 신뢰성 또는 지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ARUBA INSTANT ON을 이용한 연결 

Aruba Instant On 1430 스위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지금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제품 사양과 구매 옵션을 포

함한 Aruba Instant On 1430 스위치 시리즈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을 보려면 1430 웹페이지를 방문하

시기 바랍니다.

SMB Beat에 가입하여  

Aruba Instant On으로부터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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