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조작 매뉴얼

EC-4BY1SW 시리즈

ETHERNETCONNECT 4 포트 자기관리 확장 업링크 POE+ 스위치

이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모델에
적용됩니다:

EthernetConnect EC-4BY1SWxPOE-W는 업링크 관리 기능을 가진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이 제품은 10/100Mbps에서 동작하는 4개의

EC-4BY1SWCPOE-W
EC-4BY1SWUPOE-W

구리 포트를 제공하며, 4개의 포트를 하나의 확장 포트로 결합하여
데이터를 다음 네크워크 장치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트 1-4는 최대 30와트까지 이더넷을 통한 전원(PoE)을 공급할 수
있어 IEEE 802.3at 표준 기반 PoE+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센터: (800) 289-9100 미국 외 지역: +1 (559) 292-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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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침
1.

이 지침을 정독하십시오.

2.

이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3.

모든 경고에 주의하십시오.

4.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5.

이 제품을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장치를 청소는 할 때는 마른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7.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8.

난방기, 방열 조절기, 난로, 기타 열을 발산하는 기기(앰프 포함)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9.

안전 수칙에 맞게 전극형 또는 접지형 플러그를 사용하십시오. 전극형 플러그에는 폭이 다른 두 개의 핀이 있습니다.
접지형 플러그에는 두 개의 핀과 하나의 접지용 핀이 있습니다. 폭이 넓은 핀과 접지용 핀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여 구형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10.

전원 코드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플러그나 이동식 콘센트와 인접한 부위, 제품과 연결된 부분은 코드가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1.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속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12.

제조업체가 지정한, 또는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또는 테이블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시 카트와 제품이 넘어져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3.

모든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요원에게 의뢰하십시오. 전선이나 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액체를 흘렸거나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제품이 비나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정상 작동이 되지 않거나 제품을 떨어뜨리는 등
제품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4.

물이 떨어지거나 튀는 상황에 제품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물병 등 액체가 채워진 물체를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15.

경고: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제품을 비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6.

설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요원에 의해 지역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외함의 보호등급이 NEMA Type 3, 3R, 3S, 4, 4X, 6, 또는 6P로 표시된 장치 이외에는 실내 전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비와
습기에 노출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18.

규정된 최대 부하의 네 배를 지원할 수 있는 설치 방법과 자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19.

이 장치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CCC가 승인한 전원 공급용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20.

주의: 이 서비스 지침은 자격을 갖춘 서비스 요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격을 갖춘
요원이 아닌 경우 조작 설명서에 포함된 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및/또는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제품 내부에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전압이 흐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중요한 조작 및 유지보수 지시사항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의: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열지 마십시오.

기술지원센터: (800) 289-9100 미국 외 지역: +1 (559) 292-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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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조작 매뉴얼
적용도
참고: 동축 용도로는 EC-4BY1SWCPOE-W 및 EC-1501C-M을 사용하고, UTP 용도로는 EC-4BY1SWUPOE-W 및 EC-1501U-M을 사용합니다.
ETHERNET CONNECTION
EXTENDED CONNECTION
PoE POWER
X

C (COAXIAL) OR U (UTP)

REMOTE POE INJECTION MODE

원격 PoE 인젝션 모드

로컬

NON-POE MODE

원격

EC-1501X-M

ETHERNET
이더넷 연결 CONNECTION

EC-4BY1SWXPOE-W

EC-1501X-M EXTENDED
EC-4BY1SWXPOE-W
연결 연장 CONNECTION
PoE
PoE POWER
연결
X

또는 UOR(UTP)
CC(동축)
(COAXIAL)
U (UTP)

REMOTE POE INJECTION
이더넷 스위치

EC-1501X-M

전원
전원

ONNECTION

ONNECTION

OR U (UTP)

REMOTE POE INJECTION MODE

-1501X-M

NON-POE MODE

비-PoE 모드
EC-4BY1SWXPOE-W

전원

로컬

원격

EC-1501X-M

EC-4BY1SWXPOE-W
전원

이더넷 스위치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중요 참고 사항. 다음 내용을 잘 읽어 주십시오. 위의 네트워크 구현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일 뿐이며, 구체적인 네트워크 위상을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마다 네트워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위의 그림과 같은 시스템을 수용하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구
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Pelco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기술지원센터: (800) 289-9100 미국 외 지역: +1 (559) 292-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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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조작 매뉴얼
설치 지침

1 - 데이터 속도 DIP 스위치 설정
제품에서 10/100 데이터 속도 DIP 스위치 위치를 찾으십시오 .
요구되는 대역폭에 따라 데이터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 데이터 속도 DIP 스위치의 기본 설정은 100Mbps 입니다 .
참고 : 데이터 속도는 로컬 장치와 원격 장치 양쪽에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2 - WIRE PAIR DIP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UTP 모델만 해당 , 동축 (COAX) 모델은 3 단계로 건너 뛰십시오 ).
기기에서 Wire Pair DIP 스위치를 찾으십시오 .
사용된 트위스티드 와이어 쌍의 수 (1 또는 4) 에 따라 설정합니다 . 와이어 쌍 DIP 스위치의 기본 설정은 4 입니다 .
참고 : 선택된 쌍의 수는 로컬 장치 및 원격 장치 모두에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3 - 로컬 / 원격 (LOCAL/REMOTE) DIP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로컬 / 원격 스위치에 대해 로컬 ( 헤드 쪽 ) 장치에 로컬 (L) 또는 원격 ( 현장 쪽 ) 장치에 원격 (R) 을 설정합니다 . 이 스위치의 기본
설정값은 원격 (Remote) 입니다 .
4 - MANAGED/UNMANAGED DIP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 관리됨 / 관리 안 됨 (Managed/Unmanaged)" 스위치를 " 관리됨 "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 이 스위치의 기본 설정값은
관리됨 (Managed) 입니다 .
참고 : 대부분의 경우 포트 플러딩 (port flooding) 을 막기 위해 " 관리됨 " 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
5 - 확장 배선 연결
거리 연장 포트 (Extended Distance Port) 를 현장 배선에 연결합니다 .
6 - 네트워크 배선 연결
CAT5/5e 커넥터를 이용해서 로컬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원격 장치를 카메라에 연결하십시오 .
7 - 전원 연결
다음 표에 따라 장치애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
표 1 – 사례별 전원 연결
PoE

비-PoE
동작 전압

12VDC (USRACK 또는 EURACK에 있는 경우 9VDC )

48 VDC

GND 및 +Vin

POE+ 및 POE-

Pelco 품번: ECPS-12VDC-3A†

Pelco 품번: ECPS-48VDC-5A†

(12V 3A)

(48V 5A DIN-레일 장착)

† †

사용 전원 커넥터

권장 전원공급장치

참고: 적용 대상의 전원 요구사항에 따라 두 개의 전원 커넥터 중 하나만을 사용하십시오.
†

제품 배치 작업 시 전원 구성 및 지정에 관한 내용은 Pelco 판매 전 지원부서에 연락하거나 해당 설치 및 작동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8 - 작동 확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LED 표와 문제해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녹색

전원
전원 인가됨

POE
PoE 인가됨

황색
OFF
점멸

–
전원 Off
–

–
PoE 없음
–

기술지원센터: (800) 289-9100 미국 외 지역: +1 (559) 292-1981

표 2 – 상태 지시 LED
랑크(이더넷 포트)
–
링크 감지됨
연결 안 됨
–

활동(이더넷 포트)
–

외부 링크
10M 또는 100M

–
–
데이터 활성

링크 감지됨
–
연결 안 됨
데이터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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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시 참고사항
1

PoE와 비-PoE가 혼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데이터 속도가 느릴수록 작동 거리가 더 깁니다.

표 3 – 대략적인 최대 확장 거리1
매체

동축 케이블 - RG59/U

확장 포트 데이터 속도

10M

100M

10M

100M

5,000피트

2,000피트

3,000피트

2,000피트

1,524미터

610미터

914미터

610미터

확장 거리1

1

UTP 케이블 - 1 pair

최신 사양에 대해서는 www.pelco.com 을 참조하십시오. 확장 거리 데이터는 사내에서 시행한 테스트 미러링 설치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습니다. 동축/구리 케이블의 품질, 케이블 배선 내의 커넥터/접속구의 수, PoE 이용 여부, 설치 시 직면하는 환경적 조건
같은 요인들이 실제 전송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4 – 문제해결 가이드
문제
상태 지시 LED가 점등하지 않
는다
통신 불가

영상 불량

필요한 조치
정확한 커넥터 짝을 사용하여 장치에 전원이 올바르게 인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더넷 링크 LED 와 확장 링크 LED, 모든 연결 상태 , 로컬 / 원격 스위치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헤드 엔드 (head end) 에 로컬 장치가 설치되었고 , 필드에 원격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로컬 및 원격 장치 모두의 데이터 속도 (Data Rate) 스위치들이 동일한 데이터 속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데이터 속도 및 1/4 페어 스위치 (Pair Switch) 들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하며 , 연장 거리는 사양 내에 있어야
합니다 ( 표 3 – 최대 연장 거리 참조 ).

제품이 동축 또는 UTP 케이블

거리 확장 케이블과 커넥터를 확인하십시오 . 배선 오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짧은 케이블로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
을 통해 예상되는 최대 거리에
거리 확장 케이블이 거리 확장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르지 못한다
확장 링크에 추가적 장비 ( 예를 들어 서지 차단기 ) 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케이블은 끝에서 끝까지
중간에 능동 소자 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
모든 카메라에서 영상이 보이

" 관리됨 / 관리 안 됨 (Managed/Unmanaged)" DIP 스위치가 " 관리됨 " 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 않는다

기술지원센터: (800) 289-9100 미국 외 지역: +1 (559) 292-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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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4BY1SWUPOE-W 표면 장치 또는 랙(RACK) 장착 UTP 장치

EC-4BY1SWCPOE-W 표면 장치 또는 랙(RACK) 장착 동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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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 고려사항
EC-4BY1SWxPOE-W 는 자립형 / 표면 장착형 / 랙 설치형 ( 표준
크기 ) 모듈로 공급됩니다 .

그림 A
표준 사이즈 모듈 치수

본 제품은 극단적인 온도와 슴도로부터 보호되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카드 케이지 랙
주의 : 랙 장착식 모듈은 핫스왑이 가능해서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랙에 설치할 수 있지만 , Pelco 는 랙의 전원
스위치를 끄고 랙의 전원공급장치와 모든 전원의 연결을
해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참고 : 카드 케이지 랙에 설치하기
전에 전기 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

13.2cm
[5.2 인치 ]
11.9cm
[4.7 인치 ]

1. 카드 상단이 위로 오도록 똑바로 세우고 카드 뒷면의
엣지 커넥터가 랙 커넥터 패널의 해당 슬롯에 안착할
때까지 랙의 카드 가이드에 카드를 밀어 넣으십시오 .
카드가 안착하려면 카드 정면 패널의 상단과 하단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 LED 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2. 카 드 정 면 패 널 이 랙 정 면 에 안 착 할 때 까 지 엄 지
나사 (thumb screw) 두 개를 조이십시오 .
본 제품은 극단적인 온도와 슴도로부터 보호되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0.63cm
[0.25 인치 ]

7.5cm
[2.9 인치 ]
15cm
[5.9 인치 ]

2.75cm
[1.1 인치 ]

경고 : 본 제품은 Listed Class 2 전원공급장치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중요 안전조치 :
A) 작동환경 온도 상승 - 밀폐된 랙이나 여러 대의 장치로
구성된 랙에 설치하는 경우 , 랙 주변의 운전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비 설치 시 데이터
시트에 지정된 최대 운용 온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B) 공기 흐름 감소 - 랙에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공기 흐름의
감소로 인해 장비의 안전한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보증서
Pelco 제품의 보증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pelco.com/warranty)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치에는 폐전기전자제품(WEEE)의 폐기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02/96/EC를 준수하여 적절하게 재활용되어야 하는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의 재활용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인쇄물에서 언급된 Pelco, Pelco 로고, Pelco 제품과 관련한 기타 상표는 Pelco, Inc.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ONVIF
와 ONVIF 로고는 ONVIF Inc.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제품명 및 서비스는 해당 회사의 자산입니다.제품의 사양과 시장에서
의 입수 가능성은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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