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E(Power over Ethernet) 전원 요구 사항 FAQ 
  

목차

소개
PoE(Power over Ethernet)란 무엇입니까?
인라인 전원과 Po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Cisco 원본 PoE 제품과 IEEE 802.3af 표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Cisco 사전 표준 전원 장치 탐지 방법을 지원하는 IP 전화 모델은 무엇입니까?
IEEE 표준 전원 장치 탐지 방법을 지원하는 IP 전화 모델은 무엇입니까?
Cisco 스위치에서 802.3af 호환 IP 전화에 표준 PoE를 강제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Catalyst 3750 스위치는 Cisco 사전 표준 호환 IP 전화를 지원합니까?
인라인 전원을 받는 IP 전화기에서 Cisco 예비 표준 PoE 버전 또는 IEEE 802.3af 표준을 사용하는
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48개 포트가 있는 Catalyst 3560 스위치는 370W를 지원합니다.C7941G-GE는 클래스 3 디바이스
이므로 최대 15.4W가 필요합니다.스위치가 모든 48개의 전화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7W로
줄일 수 있습니까?
사전 표준 PoE를 사용하는 경우, 왜 7970G IP 전화가 802.3af 프로토콜과 15.4W를 협상합니까?
IP 전화 모델의 다양한 모델에 필요한 전원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관련 정보

소개

PoE(Power over Ethernet)는 LAN 스위칭 인프라에서 엔드포인트 또는 전원 공급 장치에 구리 이더
넷 케이블을 통한 전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새로운 IP 텔레포니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Cisco에서 2000년에 개발 및 처음 제공되었습
니다.데스크톱 PBX 전화 같은 IP 전화기는 운영에 전력을 필요로 하며, PoE는 확장 가능하고 관리
가 용이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IP 텔레포니 구축을 간소화합니다.

IP 전화 및 AP(무선 액세스 포인트)가 PoE를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PoE의 802.3af 표준
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디오 카메라, 판매 시점 디바이스, 보안 액세스 제어 장치(카드 스캐너), 빌딩
자동화 및 산업 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네트워크 연결 장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PoE는 기존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력 및 데이터 연결을 제공하므로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의 새
로운 세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Cisco IP Phone 전력 요구 사항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합니다.

Q. PoE(Power over Ethernet)란 무엇입니까?

A. PoE(Power over Ethernet)는 이더넷과 동일한 구리 케이블을 통해 48VDC의 전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PoE를 구현하려면 두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합니다.제품:



PSE(Power Sourcing Equipment)—LAN 스위치 또는 PO(Source Power Delivered over
Ethernet)

●

전원 공급 장치(PD) - 이더넷 케이블의 전원을 작동 시 사용하고 사용하는 최종 장치●

Q. 인라인 전원과 Po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똑같아.Cisco Systems®가 처음 전원 이더넷 포트를 소개했을 때 이 기술을 인라인 전원 이라고
했습니다.범용 용어를 허용하기 위해 Cisco는 모든 구축, 표준 또는 사전 표준에 대해 "PoE" 또는
"PoE"를 사용합니다.

Q. Cisco의 원래 PoE 제품과 IEEE 802.3af 표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

디바이스 검색에 사용되는 방법●

전원 장치를 제거할 때 전선에서 전원을 제거하는 방법●

Q. 어떤 IP 전화 모델이 Cisco 예비 표준 전원 장치 탐지 방법을 지원합니까?

A. 이러한 Cisco IP 전화기는 Cisco Catalyst 스위치 또는 Catalyst 인라인 전원 패치 패널에 통합된
카드에서 Cisco 예비 표준 PoE를 받을 수 있습니다.

7985G●

7960G●

7940G●

7910G●

7910G + SW●

7912G●

7905G●

7902G●

7962G●

79.75G●

802.3af●

이러한 전화기는 국가 또는 지역별 전원 코드(CP-PWR-CUBE-2=) 외에 전원 큐브(CP-PWR-
CUBE-2=)에서 로컬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Q. IEEE 표준 전원 장치 탐지 방법을 지원하는 IP 전화 모델은 무엇입니까?

A. 이러한 Cisco IP Phone은 IEEE 802.3af PoE를 지원합니다.

7961G-GE●

7971G-GE●

7931G●

7941G-GE●

7945G●

7965G●

79.75G●



참고: 이 Cisco IP Phone은 Cisco 예비 표준 PoE 및 IEEE 802.3af PoE를 모두 지원합니다.

7970G●

7961G●

7906G●

7941G●

7911G●

7962G●

Q. Cisco 스위치에서 802.3af 호환 IP 전화에 표준 PoE를 강제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

A. 전원 할당은 협상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스위치가 표준 PoE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방법
이 없습니다.

PoE 기능이 있는 Cisco 스위치는 Cisco IP Phone 및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연결된 사
전 표준 전원 장치 및 회로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스위치가 감지되는 경우 IEEE 802.3af
호환 전원 장치에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이는 스위치가 IEEE 802.3af 호환 전원 공급 장치인
경우 Cisco CDP(Discovery Protocol)가 없는 비 Cisco 디바이스에 전원을 공급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Cisco 예비 표준 PoE 장치 및 802.3af 호환 장치는 그에 따라 작동하며, 이 스위치는
802.3af 장치에 대한 사전 표준 PoE 또는 Cisco 예비 표준 장치에 802.3af 전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
다.

Q. Catalyst 3750 스위치는 Cisco 사전 표준 호환 IP 폰을 지원합니까?

A. Catalyst 3750 스위치는 Cisco 예비 표준 PoE 방법과 IEEE 802.3af PoE 표준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 스위치는 Cisco IP Phone 및 Cisco Aironet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연결된 사전 표준 전원 장치
및 회로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스위치가 감지되면 IEEE 802.3af 호환 전원 장치에 자동으
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일부 서드파티 Pre-Standard 호환 디바이스를 Catalyst 3750에 연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디바이스는 전원을 탐지하기 위해 다른 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드
파티 Pre-Standard 호환 디바이스를 다룰 때는 제조업체에 전원 감지 시 핀의 정렬에 대해 문의하십
시오.

Q. 인라인 전원을 받는 IP 전화기에서 Cisco 예비 표준 PoE 버전 또는 IEEE 802.3af
표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Cisco 표준 기반 PoE(Power over Ethernet)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일한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
하여 Cisco IP 전화, Cisco Wireless 액세스 포인트 및 타사 IEEE 802.3af PD(Standard Compliance
Powered Device)에 전원을 공급합니다.Cisco Catalyst 3750 및 3560 PoE(Power over Ethernet)는
Cisco 예비 표준 PoE(Power over Ethernet) 구현과 IEEE 802.3af PoE 구현을 모두 지원합니다.이
를 통해 이전 및 미래의 호환성 및 투자 보호를 보장합니다.

Catalyst 3750/3560 PoE 스위치는 Cisco 예비 표준 PoE(Power over Ethernet) 및 PD 탐지의 표준
기반 PoE(Power over Ethernet) 방법을 모두 지원합니다.두 탐지 방법 모두 동시에 활성화되며 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유효한 PD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Catalyst 3750/3560 PoE 스위치는 연결된 장
치의 상태 및 전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이 공급되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모든 포트를 정기
적으로 확인합니다.



Cisco Catalyst 3750/3560 PoE 스위치는 Cisco 예비 표준 PD 탐지 메커니즘 및 모든 표준 기반 호
환 PD를 지원합니다.대부분의 Cisco는 PD를 사전 표준 또는 표준으로 만들어 Cisco
CDP(Discovery Protocol)를 지원합니다. 사전 표준 또는 표준 Cisco PD가 포함된 포트에 전원을 연
결하면 CDP를 사용하여 실제 전력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시스템 전력 예산을 조정합니
다.

Cisco Pre-standard PD의 경우 스위치에서 CDP가 활성화된 경우 15.4W가 처음 할당되고 PD에서
CDP 메시지가 수신될 때 더욱 세분화됩니다.스위치에서 CDP가 비활성화되거나 CDP 메시지의 전
원 요구 사항 필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연결 기간 동안 초기 할당 값 15.4W가 사용됩니다.

표준 기반 호환 PD의 경우 Catalyst 3750/3560 Power over Ethernet 컨트롤러는 탐지 단계에서
PD를 분류하고 IEEE 클래스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력 예산을 할당합니다.PD가 IEEE 802.3af 및
Cisco 사전 표준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PD는 IEEE 디바이스로 탐지됩니다.Catalyst 3750/3560
PoE 스위치는 탐지 단계에서 PD를 분류하고 IEEE 클래스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력 예산을 할당합
니다.그런 다음 스위치에서 CDP가 활성화된 경우 CDP 메시지가 PD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결정합
니다.CDP를 통한 요청된 전력이 PoE 컨트롤러 분류 전력보다 높은 경우 요청된 전력이 PoE 컨트
롤러 IEEE 클래스로 조정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IEEE 표준이 실행되는지 또는 사전 표준이 실행되는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Q. 48개 포트가 있는 Catalyst 3560 스위치는 370W를 지원합니다.C7941G-GE는 클
래스 3 디바이스이므로 최대 15.4W가 필요합니다.스위치가 모든 48개의 전화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7W로 줄일 수 있습니까?

A. Cisco CDP(Discovery Protocol)가 활성화된 경우 전력 요구 사항을 7W로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기의 전원을 처음 켜면 Class 3 디바이스로 분류되지만 전원을 켜면 CDP가 3560에서 7W로
원하는 전원 수준을 설정합니다.따라서 스위치에서 48개의 폰 포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C7941G-GE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48개의 전화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C7941G-
GE는 일반적으로 12.9W를 사용합니다.사용 가능한 총 전력은 370W이며, 48개 포트의 경우 포트
당 최대 7.71W까지 균등하게 분할됩니다.이 경우 3560 스위치는 각각 12.9W를 사용하는 28개의
전화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사전 표준 PoE를 사용하는 경우, 왜 7970G IP 전화가 802.3af 프로토콜과
15.4W를 협상합니까?

A. Cisco IP Phone 7970G와 같은 Cisco IEEE+CDP 전원 장치는 저전력 모드(6.3W)로 작동하여
PSE(Power Source Equipment)에 장치에 필요한 실제 전력을 알리는 ILP(Inline Power) TLV(Type
Length Value)로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메시지를 전송합니다.전원이 기본 15.4W 미만이
면 PSE는 사용 가능한 전원으로 요청을 승인하고 PSE의 전력 예산을 수정합니다.요청한 전원 장
치가 라인 카드 또는 스위치의 전력 예산을 초과하면 포트의 전원이 꺼지거나 포트가 저전력 모드
(7W)로 유지됩니다.

이 관리 체계는 Cisco Catalyst 사전 표준 Power over Ethernet 지원 라인 카드 및 스위치의 설치 기
반에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및 투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구현되었습니다.Cisco IP Phone은 전력
효율적이며 사전 표준 PoE(Power over Ethernet) 구현 내에 반영되는 최대 6.3W 전력을 필요로 합
니다.그러나 무선 액세스 포인트, 컬러 LCD 화면이 있는 IP 전화 등 새로운 고전원 공급 장치를 개
발하려면 사전 표준 구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추가 전력이 필요합니다.Cisco 전원 장치는 저전력
모드로 구동되므로, Cisco의 고전원 공급 장치는 두 개의 사전 표준 라인 카드에 기능이 축소되어
작동할 수 있습니다.또한 Cisco 전원 공급 장치가 PSE에 정확한 전력 요구 사항을 명시적으로 표시



하므로, PSE는 전원 공급 장치에 필요한 전력만 할당되므로 전력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관리 인텔리전스를 통해 전원 공급 장치가 사용되지 않는 전력을 PSE 전력 예산에 반환할
수 있으므로 전력 리소스 할당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IEEE 802.3af Class 3 전원 장치가
9W를 필요로 하는 경우, PSE는 전체 15.4W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단, 이 장치에는
9W만 사용됩니다.이로 인해 전원 공급 장치의 6.4W가 낭비됩니다.9W 장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다
른 저전력 장치에 대한 전력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 예산을 낭비합니다.Cisco
Discovery Protocol은 필요한 실제 전력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므로 낭비되는 전력이 PSE 전력 예산
으로 반환됩니다.

PSE는 정기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가 여전히 있는지 확인하고 전력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
고, 전송 및 수신 쌍 간에 짧은 회선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조건을 탐지하기 위해 검사를 구현합니다
.Cisco는 이러한 조건을 탐지하기 위해 두 가지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첫 번째는 검색 신호가 주기
적으로 전송되는 사전 표준 검색 프로토콜의 확장입니다.수신된 검색 신호의 진폭이 전송된 신호와
동일하면 PSE는 단회로가 있기 때문에 전원을 제거합니다.PSE가 낮은 통과 필터에 의해 감지된
검색 신호를 수신하면 PSE는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에 대한 전원을 유지합니다.IEEE 802.3af-
2003은 Cisco에서 지원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입니다.이 메커니즘에서는 전력 소모가 모니터링되며
,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값을 초과하면 전원 공급 장치가 포트로 종료됩니다.

Q. IP 전화 모델의 다양한 모델에 필요한 전력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CP-7902G(6.3W)●

CP-7905G(6.3W)●

CP-7910-SW(6.3W)●

CP-7910G(6.3W)●

CP-7912G(6.3W)●

CP-7940G(6.3W)●

CP-7960G(6.3W)●

CP-7906G(5W)(클래스 2)●

CP-7911G(5W)(클래스 2)●

CP-7941G(6.3W)(클래스 2)●

CP-7941G-GE(12.9W)(클래스 3)●

CP-7961G(6.3W)(클래스 2)●

CP-7961G-GE(12.9W)(클래스 3)●

CP-7970G(10.25W)(클래스 3)●

CP-7971-G-GE(15.4W)(클래스 3)●

CP-7985G(12.55W)(클래스 0, 전체 밝기 아님)●

IEEE 802.3af 장치 - 클래스 0(15.4W)●

IEEE 802.3af 장치 - 클래스 1(4W)●

IEEE 802.3af 장치 - 클래스 2(7W)●

IEEE 802.3af 장치 - 클래스 3(15.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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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기술 지원 IP 전화 FAQ●

IEEE 802.3 인라인 전원●

음성 기술 지원●

음성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제품 지원●

//www.cisco.com/en/US/products/hw/phones/ps379/products_qanda_item09186a00800a6763.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netsol/ns340/ns394/ns165/net_value_proposition09186a0080154647.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tech&level0=268436015&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prod&level0=278875240&referring_site=bodynav


   

권장 읽기:Cisco IP 텔레포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87050757/102-3569222-3545713?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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