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S-F2016 소형 FES
Fast Ethernet Switch

OTS-F2016 소형 FES는 IP 기반의 엑세스 네트웍 장비로서,아파트 동내, 중소형 건물 구

내단자함내에 설치되어 LAN 환경 구축, 이더넷 트래픽(데이터) 집선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능의 Layer2급 스위치 입니다. 

OTS-F2016 소형 FES는 최대 16포트의 10/100Base-Tx 하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업링

크 인터페이스로 1포트의 1000Base -X(SFP) 또는 1Gbps GEPON 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TS-F2016 소형 FES는 고성능의 Layer2 스위칭 기능은 물론 STP(Spanning Tree 

Protocol), Link aggregation, Port based VLAN, 802.1Q, Stacking 등의 Layer2 부가 기

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Multicas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IGMP 

Snooping 및 IGMP Proxy 기능을 지원합니다.

OTS-F2016 소형 FES는 서비스의 보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강력한 패킷 필터링

(Layer1~Layer4) 기능 및 QoS를 지원하며, 이러한 패킷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유해

사이트 및 허가받지 않은 데이터의 유입 차단등은 물론, NetBEUI/NetBIOS 필터링, DHCP 

필터링, 포트당 MAC 어드레스 제한, 이상 트래픽 공격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 및 네트웍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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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징
§ 제품크기: 250 x 180 x 40 mm(WxDxH)
§ 제품무게: 1.5Kg 이하
§ 전원
- AC 어뎁터 전원 : 110/220VAC, 12V/2.5A
- PSE 전원 : 110/220VAC, DC 52V
§ 소비전력
- AC 어뎁터 전원 : Max 22W
- PSE 전원 : Max 27W 
§ 동작온도: 0° C ~40° C
§ 동작습도: 0~90% 비응축

Standards Compliance
§ IEEE 802.3 10BASE-T
§ IEEE 802.3u 100BASE-TX
§ IEEE 802.3ab 1000BASE-T
§ IEEE 802.3z 1000BASE-X
§ IEEE 802.3x Flow Control
§ IEEE 802.1D Bridging
§ IEEE 802.1d Spanning Tree
§ IEEE 802.1p/Q
§ IEEE 802.3af(t) POE
§ RFC 768 UDP 
§ RFC 783 TFTP
§ RFC 791 IP
§ RFC 793 TCP
§ RFC 792 ICMP
§ RFC 826 ARP
§ RFC 854 TELNET
§ RFC 1213 SNMP MIB II
§ RFC 1493 BRIDGE-MIB
§ RFC 2233 IF-MIB
§ RFC 2571-2575 SNMP
§ RFC 2665 Ether Like-MIB
§ RFC 1907 SNMPv2-MIB

주요특징

기술사양

Layer 2 기능
§ 802.1Q VLAN (4k)
§ 16k MAC Entries
§ Link aggregation (13개 그룹, 그룹당 8개포트까지 지원) 
§ Spanning Tree Protocol per VLAN
§ Stacking(8대 까지 지원)
§ 루프백 감지 및 차단 기능
§ DHCP Relay(옵션 82)
§ Packet Dump 기능
§ IGMP Snooping, IGMP Querier, IGMP Proxy
§ 자동 MDI/MDX 변환 기능
§ 가상 케이블 시험 기능

보안 기능
§ Layer1~4 패킷 필터링(ACL)
§ NetBEUI/BIOS/NBT 패킷 필터링
§ 사설 DHCP 서버 차단 기능
§ 포트별 MAC 주소 개수 제한
§ 포트별 1Mbps 단위의 Ingress & Egress 속도 제한
§ Broadcast/Multicast/DLF 패킷 제한 기능
§ 이상 트래픽 유입 포트 차단 기능(Port flood guard)
§ 가입자 루프 감지 및 차단 기능

Congestion Management
§ HOL blocking 방지기능
§ Back pressure
§ 802.3x 
§ WRED Congestion 제어

QoS
§ 802.1p 트래픽 제어
§ 포트당 8개의 Queue지원
§ DSCP Marking/Remarking 지원
§ SPQ, WRR, WFQ 지원

MDI/MDIX 변환 기능
§ Ethernet 포트 케이블 상태(Straight-through 또는

Crossover) 를 자동감지하여,포트 구성을 자동 조절
하는 기능 제공

다양한 인터페이스제공

§ 하향 인터페이스

- 10/100Base-Tx 16포트
§ 업링크 인터페이스

- 1000Base-X(SFP) 1포트
- 1Gbps GEPON(TEK, PMC) 1포트
- G-PON 1포트

시스템 전원 입력 선택 기능

§ AC 전원어뎁터(12V/2.5A) 또는 PSE(Power Sourci
ng Equipment) 전원 선택 사용 가능

고성능 스위치

§ 12.8Gbps의 스위칭 용량을 제공하여 모든 포트에서 트래픽
체증 없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

§ 16k MAC 어드레스 테이블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량의 패킷
스위칭 제공

§ 칩레벨에서의 Store-and Forward 구조를 제공
§ 강력한 QoS기능 및 Layer1~4 필터링 기능 지원
§ 멀티캐스트 서비스 지원을 위한 IGMP Snooping, 

IGMP Querier, IGMP Proxy 기능 제공
§ 포트별 1Mbps단위의 Ingress/Egress 속도제한 기능
§ 4,095개 VLAN 지원 가능
§ FANless 시스템으로 무소음 제공

우수한 운용관리기능

§ SNMP, Syslog, Telnet, Console을 통한 관리 기능 제공
§ TFTP, FTP를 통한 Remote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LED : 전원, CPU Run, Uplink Thershold, 포트별

Link/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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