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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3200 Series Rugged ISR 

Cisco 3200 Series Rugged ISR Enclosure 

Cisco
®
 3200 Series Rugged Enclosure 는 공공안전기관, 교통당국, 군대, 경찰 등 공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주로 차량용이나 옥외용으로 적합한 설계로, 큰 폭의 온도차와 

높은 고도, 강한 충격과 흔들림, 높은 습도와 염도, 모래먼지 등 극한의 외부 환경에서도 

본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EMA 4, MIL-STD-810F, MIL-STD-461E 및 SAE 표준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사양을 충족

시킵니다. 또한 전도 냉각 방식을 사용하여 MIC(모바일 인터페이스 카드)에서 인클로저의 

외부로 열을 전달하므로, 내부 팬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 1은 Cisco 3230 Rugged 

Enclosure의 정면도와 후면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 2는 Cisco 3270 Rugged 

Enclosure의 정면도를 보여줍니다. 

그림 1. Cisco 3230 Rugged Enclosure 의 정면도와 후면도 

 

Figure 2. Cisco 3270 Rugged Enclosure 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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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기드 인클로저 구성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는 모듈식 설계로 WMIC(무선 모바일 인터페이스 카드)

를 0에서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무선 카드를 더 추가하여 시스템을 업그레

이드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Cisco 3230 Rugged Enclosure의 구성요소 조립 화면입니다. 

그림 3. Cisco 3230 Rugged Enclosure 구성요소 

 

Cisco 3230 Rugged Enclosure 설계는 Cisco 3230 및 3270 라우터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PC/104-Plus 카드 슬롯 수와 I/O 엔드 캡에 대한 인터페이스 유형입니다. 인터페

이스 (I/O) 엔드 캡은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엔드 캡에는 러

기드 인클로저 내부에 WMIC를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 커넥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4. 3 개의 WMIC 를 장착할 수 있는 Cisco 3230 Rugged Enclosure 의 

콘솔 포트 

 

Cisco 3230 Rugged Enclosure 

Cisco 3230 인클로저 내부에 들어 있는 Cisco 3200 Series 카드 스택에는 WMIC를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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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3230 각 번들은 모바일 액세스 라우터 카드(MARC), 직렬 모

마일 인터페이스 카드(SMIC), 고속 이더넷 스위칭 모바일 인터페이스 카드(FESMIC) 및 전

원 코드로 구성된 기본 구성을 제공합니다. WMIC 수는 필요한 구성에 따라 0에서 3개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번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사

이트에서 온라인으로 Cisco 3200 Series 주문 브로셔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272/prod_brochure_list.html 

인클로저에 포함된 WMIC의 수에 따라 맨 위의 행에 W1, W2, W3으로 레이블이 붙은 콘솔 

포트가 포함됩니다. 내부 WMIC 각각에 콘솔 포트 하나가 해당됩니다. 그림 4는 콘솔 포트

를 보여줍니다. 

Cisco 3230 Rugged Enclosure에는 3개의 10/100 고속 이더넷 포트가 포함됩니다. 인클로저 

내부에 2개의 고속 이더넷 포트를 더 추가하여 WMIC를 2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3개

의 WMIC를 포함하는 구성은 인클로저 내부의 외부 고속 이더넷 포트 중 하나와 연결되며, 

2개의 고속 이더넷 포트는 전면 엔드 캡에 남습니다. 

Cisco 3230 및 3270 Rugged Enclosure의 후면에는 RP(Reverse Polarity) TNC 커넥터(그림 

4의 빨간색 화살표) 3쌍이 있습니다. 각 쌍마다 하나의 WMIC 카드가 해당됩니다. 맨 아래

쪽 쌍은 W1 카드에 속합니다. 바로 위의 쌍은 W2 카드에 속합니다. 모바일 라우터 맨 위

의 쌍은 W3 카드에 속합니다. 안테나 엔드 캡의 모양은 그림 1을 참조하십시오. 

Cisco 3230 Rugged Enclosu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Cisco 3200 

Hardware Guide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272/products_technical_reference_book09

186a0080227b02.html 

Cisco 3270 Rugged Enclosure 

Cisco 3230 Rugged Enclosure와 마찬가지로 Cisco 3270 Rugged Enclosure 번들도 최대 3

개의 WMIC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Cisco 3270 Rugged Enclosure 번들의 WMIC의 상호 연

결성도 앞에서 설명한 Cisco 3230 카드 번들과 동일합니다. 3230과 3270 인클로저 엔드 캡

의 물리적 특성은 구성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Cisco 3270 인클로저 엔드 캡은 Cisco 3230 인클로저 엔드 캡의 성능을 최대화한 향상된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Cisco 3270 Rugged Enclosure 엔드 캡은 Cisco 3230 Rugged 

Enclosure 엔드 캡에 있는 DB-9 직렬 포트 대신, WMIC용으로 RJ-45 콘솔 포트를 사용합

니다. RJ-45 콘솔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 이더넷 포트 또는 WMIC 콘솔 포트로 공장 

구성 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WMIC를 포함하는 Cisco 3270 시스템은 

WMIC 콘솔 포트로 구성된 RJ-45 포트로 레이블된 엔드 캡으로 제공됩니다. 시스템에 

WMIC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3270 엔드 캡에 있는 모든 RJ-45 포트가 이더넷 인터페

이스로 구성됩니다. WMIC가 구성되지 않은 Cisco 3270 Rugged Enclosure 번들은 엔드 캡

에 8개의 고속 이더넷 포트를 제공합니다. 

Cisco 3230 및 Cisco 3270 라우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Cisco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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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Rugged ISR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272/prod_literature.html 

시스코 모바일 인터페이스 카드의 열역학 설계 

모바일 네트워크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동할 때에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는 전도 냉각 방식을 통해 내부 구성요소의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

하여 모바일 네트워킹 솔루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각 MIC는 고유한 열역할 설계를 사용하여 카드의 열을 인클로저 외부로 전달합니다. MIC

의 뜨거운 열을 카드 끝의 열 클램프로 전달하기 위해 열판이 사용됩니다. 열 클램프는 열 

전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돌출부에 카드를 고정시킵니다. 그림 5는 열판이 사용된 MIC를 

보여줍니다. 

그림 5. 열판이 장착되어 있는 '시스코 모바일 인터페이스 카드' 

 

참고: Cisco 3200 Enclosure 번들을 주문하시면 카드에 열판이 조립된 

상태로 MIC 가 제공됩니다. 

인클로저 커스터마이즈 

시스템 통합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러기드 인클로저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시스템 통합자가 PC/104-Plus 산업 사양에 맞게 제조된 타사의 모

뎀용에 맞게 열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sco MIC와 함께 셀룰러 모뎀을 러기

드 인클로저에 통합하여 모바일 라우터에 WAN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표 1은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나타냅니다. 

표 1.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 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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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이점 

견고한 인클로저 NEMA 4, IP-67, MIL-STD-810F, MIL-STD-461E 

및 SAE 표준을 비롯한 광범위한 환경 사양을 

충족시킵니다. 

밀봉된 인클로저 물, 습기, 모래 및 먼지로부터 내부 구성요소를 

보호합니다. 

전도 냉각 내부 팬이 필요 없습니다. 

단일 엔드 캡에서 모든 

I/O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 

차량 내부 설치가 용이합니다. 

시스코에서 제작 사용자는 시스코 제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공공 안전 

공공 안전기관에서 경찰차, 앰뷸런스 및 비상대응 차량 내에 완벽하게 밀봉된 견고한 인클

로저에 들어 있는 Cisco 3200 Series Rugged ISR을 사용합니다. 대개 이러한 차량은 높은 

온도와 습도 변화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견고한 인클로저에 들어있는 

Cisco 3200 Series 라우터는 공공 안전기관 간의 향상된 커뮤니케이션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전역의 옥외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감시대와 항만 

기관이 자체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해 안정적인 인클로저가 필요한 경우 Cisco 3200 

Series 라우터를 보트나 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 

주요 철도 운영 기관에서도 기관차, 객차 및 철로 작업 차량에 Cisco 3200 Series 라우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 기관은 물, 먼지, 매연으로부터 Cisco 3200 Series 

라우터 솔루션의 내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Cisco 3200 Series 인클로저와 같이 매우 견

고한 인클로저를 필요로 합니다.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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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산업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

력한 통신 네트워크를 필요로 합니다.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는 장갑 차량과 

비장갑 차량을 포함한 군용 차량과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극한의 외부 환경에서도 작동

에 문제가 없도록 네트워킹 구성요소를 보호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합

니다. 

 

제품 사양 

표 2는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의 제품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 2.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 의 제품 사양 

특징 사양 

냉각 방식 수동식 전도 방식 

온도 

작동 • -40 ~ 70℃ 

• -40 ~ 165°F 

• (파이버 광학장치에 사용되는 3270 인클로저의 경우: -40 ~ 65°C) 

비작동 • -40 ~ 85℃ 

• -40 ~ 185°F 

고도(저압력 작동) 

작동 15,200 피트(4572m) 

비작동 40,000 피트(12,192m) 

습도 95%(±4%) 상대 습도 

곰팡이 86°F(±2°F)에서 최소 28 일 생존, 비작동 시 

염분 안개 48 시간 염분 안개 테스트, 작동 시 

모래 및 먼지 • 먼지 송풍, 작동 시 

• 6시간: 실온 

• 6시간: 고온 

침수 NEMA 4 및 6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 

진동 축당 15 시간, 작동 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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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 가속: 20g 

• 지속 시간: 9ms 

비작동 • MIL-STD-810F 

• 최대 가속: 40g 

• 지속 시간: 15 ~ 23ms 

EMI/EMC 지상 차량의 경우 MIL-STD-461E 

3230 Rugged 

Enclosure 크기 

• 높이: 14.99cm(5.89인치) 

• 폭: 17.27cm(6.82인치) 

• 깊이: 20.32cm(7.80인치) 

3230 Rugged 

Enclosure 무게 

6.441kg(14.5 파운드)(인클로저, MARC, SMIC, 

FESMIC,MRPC 및 WMIC 2 개 포함 무게) 

3270 Rugged 

Enclosure 크기 

• 높이: 14.99cm(5.89인치) 

• 폭: 17.27cm(6.82인치) 

• 깊이: 41.66cm(16.4인치)(Cisco 3270 파이버 광학장치용 모델의 경우) 

3270 Rugged 

Enclosure 무게 

무게: 8.6kg(18.9 파운드)(Cisco 3270 라우터 카드, MRPC, 

SMIC, FESMIC 및 WMIC 3 개가 장착된 인클로저 무게)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의 주문 정보 

Cisco 3200 Series Rugged Enclosure는 구성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로 시스코로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Cisco Rugged Enclosure 번들은 시스코 또는 시스코 공인 채널 파트너로부터 

직접 주문할 수 있습니다. 

Cisco 3200 Series Rugged ISR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Cisco 3200 

Series 주문 브로셔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272/prod_brochure0900aecd803fabbf.ht

ml 

 

추가 정보 

Cisco 3200 Series 라우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3200을 참조하십

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