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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4BY1SWC/U Series EthernetConnect™ 스위치
확장 업링크가 있는 4포트, 셀프 매니지드, POE+ 스위치

제품 기능 
• 프로그래밍 필요 없음

• 10/100Mbps 이더넷

– 4 x 10/100BASE-T/TX 전기 포트 지원 PoE+

– 1 x 100Mbps 확장 전기 업링크

• 표준형 Cat5/Cat5e/Cat6 UTP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을 통해 4개
의 개별적인 이더넷 데이터 채널 전송

• Cat5/Cat5e/Cat6 UTP 케이블을 통해 10Mbps 속도에서 최대 
914m(3,000피트) 또는 100Mbps 속도에서 최대 610m(2,000피트)까
지 이더넷 확장

• 동축 케이블을 통해 10Mbps 속도에서 최대 1,524m(5,000피트) 
또는 100Mbps 속도에서 최대 610m(2,000피트)까지 이더넷 확장

• –40~75°C(–40~167°F)의 확장된 작동 온도

• 이더넷 포트에서 30W PoE 기능

• 10Mbps 또는 100Mbps, 풀 듀플렉스 또는 하프 듀플렉스 데이터에
대해 전기 포트 자동 협상

• 업링크를 위해 사전 프로그램된 포트

• 전속 10/100Mbps 대역폭

• 멀티캐스트 및 유니캐스트 지원

• 자동 MDI/MDI-X 크로스오버

• NEMA TS-1/TS-2의 환경 요건 (주변 작동 온도 , 기계적인 충격 , 진
동, 응축 현상이 있는 습도, 하이라인/로우라인 전압 상태 및 과
도 전압 보호 )과 트래픽 신호 제어 환경을 위한 Caltrans 사양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설계됨

• 모든 전원 및 신호 입력 /출력 라인에서의 과도 전압 보호 기능이
있어서 전원 서지 및 기타 과도 전압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
호됨

• 전원 및 작동 상태 LED 표시등

• 핫스왑 가능한 랙 모듈

• 독립형 또는 랙마운트용으로 상호 전환 가능

• IEEE802.3at 준수

• 미국에서 설계 및 제조됨

EthernetConnect™ EC-4BY1SWC/U Series는 서로 다른 전면 패널
커넥터를 제공하는 2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축 케이
블 어플리케이션에는 C 모델이 사용되고 UTP 어플리케이션에
는 U 모델이 사용됩니다. 

EthernetConnect EC-4BY1SWC/U Series는 EoC(Ethernet over copper)
에서 작동하는 업링크 관리 기능을 가진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10/100Mbps에서 작동하는 4개의 포트를 제공하며 4개
의 전기 포트를 단일 전기 확장 포트로 결합해서 다음 네트워
크 장치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스
위치는 사용 전에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습니다. 

EC-4BY1SWC/U Series는 사전 프로그램된 상태로 제공되기 때
문에,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확장 거리 포트를 업링크로 선택
하는 경우에 네트워크 비디오 홍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 포트 1부터 4까지는 최대 30W의 PoE(Power over Ethernet)를 제
공하고 IEEE802.3at 표준에 따른 PoE+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
다. 전면 패널 LED 표시등은 이더넷 스위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
합니다.

EC-4BY1SWC/U Series는 월 마운트되거나 랙 설치를 위해 섀
시 마운트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할 때 모
든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C-4BY1SWCPOE-W EC-4BY1SWUPOE-W
C3978KO/신형 2014년 3월 10일

국제 표준
등록 회사 조직

 ISO 9001 품질 시스템
본 문서는 최종 번역본 이후로 갱신되었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정보
는 원본인 영문본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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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co, Inc.
625 W. Alluvial, Fresno, California 936711   United States
미국 및 캐나다   전화 (800)289-9100   팩스 (800)289-9150
전 세계   전화 +1 (559)292-1981   팩스 +1 (559)348-1120 
www.pelco.com

모델

EC-4BY1SWCPOE-W EthernetConnect 4포트 동축 케이블-셀프 매
니지드 PoE 스위치, 포트 당 30W, 동축 케이
블을 사용하는 EoC, 확장 업링크, 월 마운트

EC-4BY1SWUPOE-W EthernetConnect 4포트 UTP  케이블 셀프 매니
지드 PoE 스위치, 포트 당 30W, Cat5, Cat5e 또
는 Cat6 UTP 케이블을 사용하는 EoC, 확장 업
링크, 월 마운트

전기 사양
작동 전압

Non PoE 12 VDC (USRACK 또는 EURACK에 있을 때 
9 VDC†)

PoE 48 VDC

소비 전력 10W; 최대 120W의 PSE 소스 전력
전류 보호 자동 재설정 가능한 전자식 전류 리미터
MTBF >100,000시간
LED 표시등 데이터 링크/데이터 작동;

전원;
Power over Ethernet(PoE+)

데이터

데이터 인터페이스 이더넷

데이터 속도 10/100Mbps;
IEEE802.3 준수;
이더넷 포트: 풀/하프 듀플렉스;
업링크 포트: 풀 듀플렉스

표준

POE+ IEEE802.3af/at
RFC 768 UDP, 2068 HTTP, 793 TCP, 791 IP, 

1783 TFTP, 894 IP over Ethernet

최대 전송 거리* 

*거리는 실내 테스팅 미러링 설치 상태에서 얻은 값입니다 . 동축 및 구리
선 케이블의 품질 , 케이블 연결에 있는 커넥터 및 스플라이스 개수 , PoE의
사용 , 그리고 설치 내부의 환경 상태 등과 같은 요소는 실제적인 전송 거
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

일반

치수 15.5 x 13.5 x 2.8cm(6.1" D x 5.3" W x 1.1" H)
작동 온도 –40 ~ 75°C (–40 ~ 167°F)
보관 온도 –40 ~ 80°C (–40 ~ 176°F)
상대 습도 0% ~ 95%, 비응축
장치 중량 <0.45kg(1파운드)
배송 중량 <0.9kg(2파운드)

기계적 구조
커넥터

전원 터미널 블록
동축 암 BNC
UTP RJ-45

데이터 RJ-45
표면 장착 벽 또는 평면에 나사 고정

인증/정격
• CE, Class A
• FCC, Part 15, Class A
• UL/cUL 등록
• C-Tick
• NEMA TS-1/TS-2 및 트래픽 신호 제어 장치 환경 표준용 Caltrans를 준
수하도록 설계됨

권장 액세서리
ECPS-12VDC-3A† 비 PoE 패스스루 모드 어플리케이션용 

EthernetConnect 12 VDC, 3 A 전원 공급장치
ECPS-48VDC-5A† PoE 어플리케이션용 EthernetConnect 48 VDC,

5A DIN-레일 마운트 전원 공급장치
USRACK† 랙 마운트 새시, 14슬롯, 9 VDC, 6.5 A, 내부 

전원 공급장치, 미국형 전원 코드
EURACK† 랙 마운트 새시, 14슬롯, 9 VDC, 6.5 A, 내부 

전원 공급장치, 유럽형 전원 코드
RACK1B 빈 랙 슬롯용 단일 폭 검정색 모듈

† 배치 작업을 위해 전원을 구성하고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전 지원부
에 문의하거나 해당 설치 및 작동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매체 COAX-RG59/U UTP, 1페어

확장 포트 
데이터 속도

10Mbps 100Mbps 10Mbps 100Mbps

확장 거리*
1,524 m

(5,000피트 )
610m

(2,000피트 )
914 m

(3,000피트 )
610m

(2,000피트 )

 본 출판물에서 언급된 Pelco, Pelco 로고 및 Pelco 제품과 관련된 기
타 상표는 Pelco, Inc. 또는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ONVIF 및 ONVIF 로고는 ONVIF Inc.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제품 이름 및 서비스는 해당 소유 회사의 재산입니다.
제품 사양 및 사용 가능성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 Pelco, Inc. 판권 본사 소유.

원격로컬

이더넷
스위치

EC-1501X-M

원격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원격 PoE 공급 모드 비-POE 모드

이더넷 연결
확장 연결

C(동축) 또는 U(UTP)X

PoE 전원

EC-4BY1SWXPOE-W EC-4BY1SWXPOE-W

이더넷
스위치

로컬

EC-1501X-M

전원

중요 참고 사항. 읽어 주십시오. 네트워크 구현은 일반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형태로만 제공되며 세부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보여줄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 네트워크는 다르며, 그림에 있
는 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변경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역 Pelco 대리점에 연락하셔서 사용자의 특별한 요건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참고. 동축 케이블 어플리케이션은 EC-4BY1SWCPOE-W 및 EC-1501C-M을 사용하고, UTP 어플리케이션은 EC-4BY1SWUPOE-W 및 EC-1501U-M을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