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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ndustrial Ethernet 3000 Series

솔루션 개요
Cisco® Industrial Ethernet 3000 Series(IE 3000 Series)는 산업용 이더넷(Industrial
Ethernet)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업계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시스코의 Layer 2 및
Layer 3 스위치 제품군으로써 혁신적인 기능, 강력한 보안, 우수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Cisco IE 3000 Series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산업 설계 및 규정 준수
• 간편 설치, 관리, 교체가 가능한 툴 제공
• 개방형 표준 기반 네트워크 보안
• IT와 산업용 자동화 네트워크 통합
Cisco IE 3000 Series는 공장 자동화, 에너지 및 공정 제어,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같은 산업용 이더넷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주요 이점
• 내구성: IEEE 1613, IEC 61850 규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용 스위칭 제품의 환경
사양을 초과하는 거친 환경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사용 편의성: 탑재된 GUI 툴이나 PC 기반의 Cisco Network Assistant를 사용하여
간단히 버튼 동작으로 쉽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ustomized Industrial
Automation Smartport 템플릿을 사용하여 빠르게 작동시키고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IE SwapDrive를 통해 간편하게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오직 허가 받은 사용자와 트래픽만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경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 IT 통합: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제공하는 산업용
이더넷 기능과 프로토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른 시스코 스위칭
포트폴리오 제품과 일관된 기능과 툴을 사용하므로 IT 지원과 통합이
효율적입니다.

솔루션 주요특징
모듈형 설계
Cisco IE 3000 Series 솔루션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적용이 가능한 설계로 매우 다양한
맞춤식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림 1 및 그림 2 참조)
그림 1. Cisco IE 3000과 분리된 모듈

그림 2. Cisco IE 3000의 샘플 구성

검증된 시스코의 스위칭 아키텍처
Cisco IE 3000 Series는 Cisco Catalyst® 스위치 아키텍처와 기능 세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IOS® Software를 활용하여 CLI 또는 Cisco Device Manager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기업용 네트워크와도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셋업
Cisco IE 3000 Series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일례로 빠른 구성 마법사인
Express Setup Wizard를 사용하여 빠르고 쉽게 구성 및 실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Cisco
IE 3000은 Cisco CLI 명령 또는 Cisco Device Manager 및 Smartport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Smartport는 신속한 원터치 구성을 위해 시스코에서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템플릿입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Cisco Device Manager

IE SwapDrive를 사용하여 구성 작업 없이 바로 교체
이 기능은 시스코의 고유한 기능으로 하드웨어 고장 시에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한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IE SwapDrive는 중요한 스위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구성요소입니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IE SwapDrive는 장비환경 설정을 위한 재구성
작업 없이 새 스위치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IE SwapDrive

업계 최고의 산업용 기능 설계
Cisco IE 3000 Series 스위치는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REP(Resilient Ethernet Protocol)는 산업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Layer 2 네트워크 링크절체 시 복원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보다 정밀한 타이밍 프로토콜인 IEEE1588v2를 지원하고, 또 스위치
포트에 기반한 IP 주소 사전 할당이 가능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주소 유지 기능과 같은 산업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IE 3000 Series는 Common Industrial Protocol과 PROFINET과 같은 선도적인
산업 자동화 프로토콜도 지원하므로 산업 관리 애플리케이션과의 통신 및 통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IE 3000 Series는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Cisco Catalyst 스위칭 제품군을
기반으로 하므로 VLAN, IGMP 스누핑, 강화된 보안 기능과 같은 전통적인 스위칭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고급 Layer 3 라우팅
고급 IP 라우팅 기능은 플랜트에 산재된 여러 셀 영역의 액서스 레이어 스위치를 통합할
수 있게 지원하고, MES 및 기업 차원에서 네트워크와의 안전한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IE 3000의 Layer 3 버전은 inter-VLAN 라우팅을 지원하고, 또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BGP(Border Gateway Protocol), Static Routing 등과 같은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IE 3000 Layer 3 스위치는 VRF Lite, 멀티캐스트 라우팅, 그리고 IGMP 그룹 대량 지원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물론, 나중에 네트워크에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될 때 산업
자동화 네트워크의 요구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솔루션 사양
Cisco IE 3000 기본 스위치는 Layer 2와 Layer 3, 두 버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본
스위치는 4포트 및 8포트 옵션으로 다음과 같은 확장 모델을 지원합니다.
• 8포트 동축 모듈(IEM-3000-8TM) 최대 2개
• 8포트 광 모듈(IEM-3000-8FM) 최대 1개
• 2개 이상 확장 모듈 지원 불가
표 1은 Cisco IE 3000 모듈에 관한 상세 설명입니다.
표 1. Cisco IE 3000 적용 모듈

Description

Specification

Cisco
IE-3000-4TC

• 4 Ethernet 10/100 ports and 2 dual-purpose uplinks (each dual-purpose uplink port has 1

Cisco
IE 3000-4TC-E

Cisco
IE-3000-8TC
Cisco
IE 3000-8TC-E

10/100/1000 Ethernet port and 1 Small Form-Factor Pluggable [SFP]-based Gigabit Ethernet
port, 1 port active)
• Each switch supports 2 Cisco IE 3000-8TM modules, 1 Cisco IE 3000-8FM module, or 1 Cisco
IE 3000-8TM module and 1 Cisco IE 3000-8FM module
• Advanced Layer 3 routing (Cisco IE 3000-4TC-E)

• 8 Ethernet 10/100 ports and 2 dual-purpose uplinks (each dual-purpose uplink port has 1
10/100/1000 Ethernet port and 1 SFP-based Gigabit Ethernet port, 1 port active)

• Each switch supports 2 Cisco IE 3000-8TM modules, 1 Cisco IE 3000-8FM module, or 1 Cisco
IE 3000-8TM module and 1 Cisco IE 3000-8FM module

• Advanced Layer 3 routing (Cisco IE 3000-8TC-E)

Cisco
IE-3000-8TM

• Expansion module for Cisco IE 3000-4TC and Cisco IE 3000-8TC switches, 8 10/100 TX ports

Cisco
IE-3000-8FM

• Expansion module for Cisco IE 3000-4TC and Cisco IE 3000-8TC switches, 8 100 FX ports

Cisco
IE3000-PWR

• Expansion power module for Cisco IE 3000-4TC and Cisco IE 3000-8TC switches, supports
110/220VAC and 88-300VDC (base switches support 18VDC-60VDC)

표 2. Cisco IE 3000 하드웨어 기능 및 규정 준수 사양
Hardware

Industry
Specifications

EMC Interface
Immunity
Industrial
Electromagnetic
Emissions
Hazardous
Locations

• DIN-rail, wall, and 19” rack mount options
• Power inputs: 18-60VDC (Cisco IE3000-4TC and
Cisco IE3000-8TC), 85-265VAC/88-300VDC, 1.3-0.8A,
• Intrusion protection rating (IP 20)
• Operating temperature: 32 to 113°F (–40 to 70°C) 50-60 Hz (with addition of Cisco IE3000-PWR)
• Operating relative humidity: 10 to 95% (condensing) • IEEE 1588 Precision Time Protocol
• Cisco IE Swap Drive (zero-config replacement)
• IEC 61850-3 (substations)
• ODVA Common Industrial Protocol
• IEEE1613 (substations)
• IEEE 1588v2
• NEMA TS-2 (ITS)
• PROFINET v2 certification, conformance class B
compliance
• EN50155 (railway)
• IEC61000-4-2 [Criteria A - Class 2]
• IEC61000-4-5 [Criteria B]
• IEC61000-4-3/ENV50204 [Criteria A]
• IEC61000-4-6 [Criteria A]
• IEC61000-4-4 [Criteria A / Criteria B]
• EN 50081-2
• EN 61326-1
• EN 50082-2
• CISPR11 Group 1, Class A
• EN 61131-2
• IEC 60533
• UL 1602 Class 1, Div 2 A-D
• IEC 60079-15
• CSA 22.2 / 213 Class 1, Div 2 A-D
• EN 50021—Class 1, Zo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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