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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GSS

EK-GSS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매니지 먼트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의 구성, 관리,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에 유연한 관리 도구입니다. 

또한 EK-GSS는 이러한 성능을 통합하여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가용성을 높이면서, 

작업자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여주는 세계적인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 발견, 토폴로지 뷰, 최종 스테이션 추적 및 VLAN 관리

 • 배포가 쉬운 장치별 최적 방안에 기반한 템플릿을 통해 실시간 네트워크 결함 분석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관리, 중앙 집중화된 구성 도구 및 Syslog 모니터링

 • 네트워크 응답 시간 및 가용성 모니터링 및 추적

 • 실시간 장치, 링크 및 포트 트래픽에 대한 관리, 분석 및 보고

 • 강력한 네크워크 구성을 위한 SDK 지원

 • Built-In-Test 기능 내장(Test결과는 Flash에 별도 저장)

   - Flash, PLD access 테스트

   - Interal clock frequencies 테스트

   - SDRAM memory, Temperature 테스트

   - Ethernet matrix interface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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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GSS Network Assistant

EK-GSS Network Assistant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GUI를 통해 사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스위치 기능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라우터 및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장치 매니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사용자를 위한 SDK를 지원하여 자사의 환경에 맞는 최고의 네크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설계 가이드가 없어도,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권장하는 보안, 가용성 및 QoS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urity(보안) 마법사는 소중한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 대해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를 자동으로 제한합니다. 

스마트 포트 및 마법사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사용자의 실수를 줄여주며, 스위치의 구성이 

이들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도록 보장합니다. 

 

 • EK-GSS Network Assistant는 Window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 사용이 쉬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클러스터 및 스택에 대한 토폴로지 맵과 전면 뷰를 제공합니다.

 • 구성 마법사(Configuration Wizards)는 간단한 사용자의 조작만으로 음성, 비디오, 멀티테스크 및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와 서로 다른 유형의 트래픽 처리를 최적화 시켜 줍니다.

 • 보안 마법사(Security Wizards)를 통한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구축,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제한하여 한결 강력한 네크워크 보안 시스템이 구축 됩니다.

 • EK-GSS Network Assistant는 라우팅 프로토콜, ACL 및 QoS 매개변수와 같은 멀티레이어 기능 구성 지원

 • 다중 장비 및 다중 포트 구성을 통해 여러 스위치 및 포트에 대한 기능을 동시에 구성 가능합니다.

 • 사용자별로 맞춤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폴링(polling) 간격, 테이블 뷰 및 기타 설정을 손쉽게 설정합니다.

Genera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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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사양 소개

Physical layer

24 auto-sensing 10/100/1000Mbs ports.

Optional front SX or LX Fiber (LC) interface 

802.3U compliant.

Auto-Negotiation with Downshift.

Automatic MDI/MDIX crossover for all 3 

speeds of operation.

Automatic polarity correction.

Online virtual cable tester.

Optional fast Ethernet out of band 

management port.

Layer 2 switching

802.1D/Q Compliant with a full-line rate 

Ethernet switching engine.

16000 MAC address database.

Automatic or controlled aging and learning

mechanism.

Tag extraction and insertion (802.1p), Jumbo

frames up to 9KBytes.

VLAN

802.1Q compliant : supports Layer 2 domain

partitioning of up to 4000 active VLANs.

VLAN programmable to any value from 1 to 4094

Protocol-based VLAN (802.1v) or Port-based VLAN

(802.1v). 

Security

Port and MAC access control compliant with

802.1X authentication.

L2/3 QoS

Eight queues per port.

Minimal and maximal bandwidth affectation per

traffic class using weighted round robin and strict

priority scheduling.

72 quality of services profiles for traffic class drop

precedence.

L3 services

IGMP V2

RIP V2

OSPF V2

UDP relay

STP/RSTP provides redundant link support. 

Rapid STP capability for minimizing

STP convergence.

Rear Transition module routes ports to 

the rear panel

Please refer to ordering information.

Front panel LEDs

Power supply and Switch status

Switched ports: activity & link 

Power supply

Ptyp=5V@28.5Watts

Standard Conformance

Emissions

EN55022 Class A

Immunity

CEI 6000-4-2 (ESD), 6000-4-3 (Electric field), 6000-

4-4 (Burst), 6000-4-5 (Surge).

Security

EN60950

MTBF

150,000 Hours.

VME 64

EK-GSS AA BB C DD

8 port : 8P no optical port : 0F VME : V Standard : ST

12 port : 12P 2 optical port : 2F cPCI : C Extend : ET

24 port : 24P Rugged : RG

Conduction cooled : CC

Ordering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