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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RW224G4P 24-Port 10/100 + 4-Port Gigabit 
Switch: WebView/PoE 

소규모 기업을 위한 관리형 스위치 
 

발전하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안전하고 지능적인 스위치 

 
특징 

 

•  PC, 프린터, 서버 등 최대 24개 네트워크 장치와 연결되며 네트워크에 파일과 비

디오 전송 
•  PoE(Power over Ethernet)를 통해 무선 액세스 포인트, 비디오 카메라 및 기타 네

트워크 연결 엔드포인트에 쉽고 저렴하게 전원 공급 
•  쉽게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는 편리한 웹 기반 관리  
•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강

력한 보안 기능 
 

그림 1. Cisco SRW224G4P 24-Port 10/100 + 4-Port Gigabit Switch: WebView/PoE 
 

 
 

제품 개요 
 

Cisco SRW224G4P 24-Port 10/100 + 4-Port Gigabit Switch(그림 1)는 네트워크를 매우 안전

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위치에 대한 웹 기반 구성은 SSL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

다. 사용자 액세스는 RADIUS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802.1X 보안 기능으로 안전하게 보호

되며, MAC 기반 필터링을 통해서도 제어됩니다. 
 

강력한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은 음성 및 영상과 같이 실시간 전송이 필요한 애플리케이

션에 이상적입니다. WRR(가중치 기반 라운드로빈) 및 엄격한 우선순위 스케줄링 기술과 함께 

결합하여 우선순위 제어를 지원하는 4개의 대기열이 있어 실시간 전송이 필요한 트래픽과 데

이터 트래픽이 각각의 필요한 QoS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함께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개별적인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포트별, 레이어 2 우선순위 제어(802.1p), 레이어 3 

우선순위 제어(ToS 또는 DSCP) 등 여러 가지 CoS(Class of Service) 옵션을 사용해 우선순위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능적인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스톰 제어 기능은 이러한 트래

픽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억제하여 정상적인 트래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

니다. IGMP 스누핑은 모든 사용자가 플러딩되지 않게 요청이 있는 쪽으로만 높은 대역폭의 

비디오 트래픽을 제한합니다. 스위치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폴리싱되고 스위치에서 나가는 트래

픽은 네트워크 접속과 트래픽의 효과적인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대역폭에 최적화 됩니다. 
 

Cisco SRW224G4P는 고객의 스위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링크 어그리게이션 기능은 스위치 간의 여러 고대역폭 트렁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여러 링크 중 한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은 중단없이 계속 

동작하므로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STP(Spanning Tree Protocol), Fast STP, Rapid STP(RSTP) 

및 MSTP(Multiple STP)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및 전체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는 메쉬 구

조의 스위칭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 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이 문서는 시스코 공개 정보입니다. 페이지 2/6

 

 

 

 

 
SNMP, RMON, Telnet 및 HTTP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WebView 관리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기

능을 통해 고객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유연하게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원 제어 회로의 자동 로드 감지 기능은 전원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액세스 포인트에서 PoE

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이더넷의 전원 공급은 10BASE-T/100BASE-TX 고정형 포트로 제한

됩니다. 이 스위치는 동시에 12개 포트에서 최대 15.4W로, 또는 24개 포트에서 7.5W로 PoE 

포트당 최대 출력 전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포트마다 전원 상태를 나타내는 LED 표시등

과 함께 개별 오버로드와 회로 단락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PoE를 위한 IEEE 

802.3af MIB와 IEEE 802.1d STP, IEEE 802.1w RSTP, Fast Linkover 및 IEEE 802.1s MSTP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의 WebView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포트당 최대 4Gbps의 처리량을 지원하는 24개의 10/100 스위칭 RJ-45 포트 
•  2개의 공유 10/100/1000 미니 GBIC 포트 
•  12.8Gbps에서 유선 속도의 성능 제공, 논블럭킹 용량 
•  WebView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관리자는 웹 브라우저로 현재 상태와 구성을 확

인 가능 
•  24개의 10/100 포트에서 PoE가 포트당 최대 7.5W를 공급하거나, 12개의 10/100 

포트에서 포트당 최대 15.4W의 IEEE 802.3af 최대 전력 공급 
•  MDI/MDI-X 자동 감지 기능을 통한 자동 포트 설정 
•  포트 기반 VLAN과 802.1Q 기반 VLAN - 최대 256개의 VLAN 지원 
•  최대 8개의 그룹에 대한 포트 트렁킹을 통해 각각의 업링크 또는 서버 연결을 위

한 대역폭을 늘릴 수 있음 
•  링크, MDI/MDI-X 자동 감지, 흐름 제어 등에 대한 포트 구성 설정 
•  함께 들어있는 랙마운팅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랙에 장착 가능 
•  최대 8000개의 MAC 어드레스 항목을 지원하는 MAC 어드레스 테이블 
•  음성 및 영상과 같이 실시간 전송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최적의 플

랫폼이며,  IGMP 스누핑, 적절한 스케줄링 기술을 사용한 여러 개의 대기열(4개), 
포트별, 802.1p, IP ToS/precedence/DSCP, TCP/UDP 포트별 트래픽의 우선순위 지

정 및 회선 속도 포워딩 메커니즘 등의 기능 
•  송신/수신 및 흐름별 속도 제한(64kbps) 기능 등을 포함하는 고급 QoS 기능 
•  텔넷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SSH를 사용하고, HTTP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SSL

을 사용하여 보안 제어 
•  RADIUS 인증을 사용한 802.1x 인증과 MAC 기반 필터링을 통한 사용자/네트워

크 보안 제공 
•  고급 보안 ACL을 통해 레이어 1 ~ 4의 정보(예: MAC 어드레스, 이더넷 유형, 

VLAN ID, IP 주소, 프로토콜 ID 또는 TCP/UDP 포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액세

스를 거부하거나 제한 
•  스톰 억제 -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하여 여러 스위치 간에 확장성과 가용성 개선 
•  최대 8개의 그룹에 대한 포트 트렁킹을 통해 각각의 업링크 또는 서버 연결을 위

해 대역폭 확장 가능 
•   SNMP 및 RMON 관리를 통한 가시성 옵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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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표 1은 Cisco SRW224G4P 24-port 10/100 + 4-Port Gigabit Switch의 사양, 패키지 구성 및 최소 
요구사항을 나타냅니다. 

 
표 1. Cisco SRW224G4P 24-Port 10/100 + 4-Port Gigabit Switch 사양: WebView/PoE 

 

사양 
포트 10BASE-T, 100BASE-TX 및 1000BASE-T용 24개의 RJ-45 커넥터(2개의 공유 SFP 

슬롯과 2개의 미니 GBIC 포트 포함) 
케이블 유형 ●  10BASE-T/100BASE-TX: UTP CAT 5 또는 보다 향상된 규격 

●  1000Base-T: UTP CAT 5e 또는 보다 향상된 규격 
LED 전원, 링크/동작, 속도 
성능 
스위칭 용량 12.8Gbps, 논블럭킹 
MAC 테이블 크기 8000 
최대 VLAN 개수 256개의 활성 VLAN(4096 범위) 
관리 
웹 UI 손쉬운 브라우저 기반 설정(HTTP/HTTPS)을 위한 내장된 웹 UI 
SNMP SNMP 버전 1, 2, 3 트랩 지원 
SNMP MIB RFC1213 MIB-2, RFC2863 인터페이스 MIB, RFC2665 Ether-like MIB, RFC1493 브리지

MIB, RFC2674 확장 브리지 MIB(P-bridge, Q-bridge), RFC2819 RMON MIB(그룹 1, 2, 3, 
9만 해당), RFC2737 엔티티 MIB, RFC 2618 RADIUS 클라이언트 MIB 

RMON 내장된 RMON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향상된 트래픽 관리,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4
개의 RMON 그룹(이력, 통계, 경보, 이벤트) 지원 

펌웨어 업그레이드 •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HTTP/HTTPS) 
●  TFTP(파일 전송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포트 미러링 네트워크 분석기나 RMON 프로브를 위해 포트상의 트래픽은 다른 포트로 미러링 
가능 

다른 관리 방법 ●  RFC854 텔넷(메뉴 지향 구성) 
●  SSH 및 텔넷 관리(SSHv2) 
●  텔넷 클라이언트 
●  웹 UI를 위한 SSL 보안 
●  스위치 감사 로그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클라이언트 
●  BOOTP 
●  SNTP(Simple Network Time Protocol) 
●  Xmodem 업그레이드 
●  케이블 진단 
●  Ping 

보안 
IEEE 802.1X 802.1X - RADIUS 인증, MD5 암호화 
액세스 제어 ACL – 다음 항목에 기반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  기점/도착점의 MAC 주소 
●  발신/수신 IP 주소 
●  프로토콜 
●  TOS/DSCP(차별화된 서비스 코드 포인트) 
●  포트 
●  VLAN 
●  Ethertype 

가용성 
링크 어그리게이션 ●  IEEE 802.3ad LACP를 이용한 링크 어그리게이션 

●  최대 8개의 그룹 내 최대 8개의 포트 
스톰 제어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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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닝 트리 ●  IEEE 802.1D 스패닝 트리 
●  IEEE 802.1w 고속 스패닝 트리 
●  IEEE 802.1s 다중 스패닝 트리, 빠른 링크 중첩 

IGMP 스누핑 IGMP(v1/v2) 스누핑은 신속한 클라이언트 접속과 멀티캐스트 스트림을 제공하며, 대역

폭 집중 비디오 트래픽을 요청자에게만 제한합니다. 
QoS 
우선권 4개의 하드웨어 대기열 
스케줄링 우선순위 대기열 처리, Weighted Round Robin (WRR) 
CoS(서비스 클래스) ●  포트 기반 

●  802.1p VLAN 우선권 기반 
●  IPv4 IP 서열/TOS/DSCP 
●  TCP/UDP 포트 

레이어 2 
VLAN ●  포트기반, 802.1Q 기반 VLAN 

●  관리 VLAN 
HOL 블럭킹 HOL 블럭킹 방지 
점보 프레임 최대 10KB까지 프레임 지원 
표준 ●  802.3 10BASE-T Ethernet 

●  802.3u 100BASE-TX Fast Ethernet 
●  802.3ab 1000BASE-T Gigabit Ethernet 
●  802.3z Gigabit Ethernet 
●  802.3x 흐름 제어 

환경 
크기(WxHxD) 440mm x 44mm x 348mm() 
무게 4.02kg() 
입력 전원 100–240V 0.5A 
인증 FCC Part 15 Class A, CE Class A, UL CSA (CSA22.2), CE mark, CB 
작동 온도 0~45ºC(32~122ºF)  
보관 온도 -20~70ºC(-4~158ºF) 
작동 습도 20~95% 
보관 습도 5~90%, 비응축 
패키지 구성 
●  Cisco SRW224G4P 24-Port 10/100 + 4-Port Gigabit Switch 
●  AC 전원 코드 
● 랙 장착 키트(브래킷 및 하드웨어 포함) 
●  PDF 형식의 사용 설명서가 포함된 CD 
●  온라인 등록 카드 
●  콘솔 케이블 

최소 요구사항 
●  웹 기반 유틸리티: Microsoft Internet Explorer(버전 5.5 이상) 
●  Category 5 Ethernet 네트워크 케이블 
●  운영 체제: Windows 2000, XP 이상 

제품 보증 
5년간의 하드웨어 보증 정책(공장 교체 반품 포함)과 90일간의 소프트웨어 보증 정책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기업용 제품에 대한 보증 정책 

소규모 기업을 위한 시스코 제품은 5년간의 하드웨어 보증 정책(공장 교체 반품 포함)과 90일

간의 소프트웨어 보증 정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버그 픽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구입 후 1년간 전화를 통한 무료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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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http://www.cisco.com/go/smallbiz. 

 
시스코 제품 보증 및 기타 정보:  
http://www.cisco.com/go/warranty. 

 
추가 정보 

 
시스코의 소규모 기업용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cisco.com/smallbusiness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isco.com/go/smallbiz
http://www.cisco.com/go/warranty
http://www.cisco.com/small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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