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사    EX2200 Series

EX2200 시리즈 이더넷 스위치는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간편함, 경제적인 가격대와 함께
제공되는 하이 퍼포먼스, 고가용성 스탠드얼론 솔루션
입니다. 브랜치 오피스와 캠퍼스 네트워크에 액세스 
레이어 구축시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주요특징
엑세스 스위치 |   고정형 구성,  24 또는 48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포트,  4개 SFP 업링크 모듈 지원
환경친화형 모델 |   낮은 소비 전력,  무소음 팬 동작,  최소 공간 확보
동급 최강 성능 |   와이어 스피드 지원,  초당 패킷 처리량 77.4 Mpps
단일 OS : JUNOS |   JUNOS 기반의 손쉬운 확장,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ASIC 기반 시스템 |   단일 기능 장애에도 정상적인 스위칭 기능 및 강제 재부팅 방지 설계
지능형 아키텍처 |   L2 기능 외 다이나믹 라우팅 제공

기가포트 시스템

Layer 3 Features : IPv4

스위치 성능

EX2200-24T-4G 24포트 
EX2200-24P-4G 24포트 

EX2200-48T-4G 48포트 
EX2200-48P-4G 48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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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옵션



지사    EX3200 Series

EX3200 시리즈 이더넷 스위치는 
리모트 오피스의 와이어링 클로짓과 대형 오피스 빌딩 
내의 소규모 LAN들에 저집적도 액세스 구축을 시행
하는데 적합한 하이 퍼포먼스 스탠드얼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특징
엑세스 스위치 |   독립형 구성,  24 또는 48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포트,  
                             4개의 SFP 또는 2개의 업링크 모듈 지원
환경친화형 모델 |   낮은 소비 전력,  최소 공간 확보,  현장교체 가능한 PSU(파워 서플라이 유닛)
동급 최강 성능 |   기본 8포트 PoE 제공,  편리한 LCD 상태 창 기능,  7000개 ACL 지원
단일 OS : JUNOS |   JUNOS 기반의 손쉬운 확장,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ASIC 기반 시스템 |   단일 기능 장애에도 정상적인 스위칭 기능 및 강제 재부팅 방지 설계
지능형 아키텍처 |   L2 기능 외 다이나믹 라우팅 제공(Static, RIP, OSPF, IS-IS 옵션 제공)

기가포트 시스템

Layer 3 Features : IPv4

스위치 성능

EX3200-24T 24포트 
EX3200-24P 24포트 

EX3200-48T 48포트 
EX3200-48P 48포트 

Layer 2 Throughput

Layer 2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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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4200(VC ) Series

Virtual Chassis 기술이 탑재된 
EX4200 시리즈 스위치는 
모듈형 시스템의 가용성, 안정성과 스택형 스위치의 
경제성, 유연성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EX4200은 데이터
센터 및 캠퍼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강력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하이 퍼포먼스 솔루션입니다.

주요특징
버츄얼 새시 스위치 |   24 또는 48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포트,  4개 SFP,  2개 XFP 업링크 모듈 지원,  
                              케이블 최대  확장연결  성능
환경친화형 모델 |   70% 절감 소비 전력,  최소 공간 확보,  현장교체 가능한 PSU
동급 최강 성능 |   기가비트 10기가비트 스위치 포트 확정성
단일 OS : JUNOS |   JUNOS 기반의 손쉬운 확장,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ASIC 기반 시스템 |   단일 기능 장애에도 정상적인 스위칭 기능 및 강제 재부팅 방지 설계
지능형 아키텍처 |   L2 기능 외 다이나믹 라우팅 제공(Static, RIP, OSPF, IS-IS 옵션 제공)

기가포트 시스템

Layer 3 Features : IPv4

스위치 성능

EX4200-24T 24포트 
EX4200-24P 24포트 
EX4200-24F 24포트 

EX4200-48T 48포트 
EX4200-48P 48포트 

Layer 2 Throughput

Layer 2 Switching

Aggregate Switch Capacities

128 Gbps VC Backplane 128 Gbps VC Back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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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 Carrier   EX8200 Series

EX8200 라인 모듈형 스위치는 
오늘날 데이터센터 및 캠퍼스 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포트 집적도, 확장성,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유연한 모듈형 
플랫폼입니다. 
EX8208은 캠퍼스 배선실 및 데이터센터 애플리케이션
에 구축되는 EX3200, EX4200 스위치와 같은 엑세스 
스위치들을 어그리게이팅하는데 이상적입니다.

주요특징
새시기반 스위치 |   최대 8개 슬롯,  기가포트 384개,  10기가비트포트 64개 지원,  패킷 처리량 960 Mpps
환경친화형 모델 |   전원 이중화 및 최대 6개 PSU지원,  최소 공간 확보,  현장교체 가능한 PSU
동급 최강 성능 |   100기가비트 이더넷 대비 최대 3.1 Tbps 지원
단일 OS : JUNOS |   JUNOS 기반의 손쉬운 확장,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ASIC 기반 시스템 |   단일 기능 장애에도 정상적인 스위칭 기능 및 강제 재부팅 방지 설계
지능형 아키텍처 |   L2 기능 외 다이나믹 라우팅 제공(Static, RIP, OSPF, IS-IS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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