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UBA CX 6100 스위치 
시리즈

제품 개요 

Aruba CX 6100 스위치 시리즈는 지사 사무실 및 SMB 네트워크에  

적합한 최신 엔트리 레벨 액세스 스위치 제품군입니다. 안정적이고 단순

하며 안전한 액세스용으로 설계된 Aruba CX 6100 스위치는 IoT, 모바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편리한  

유선 액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ruba CX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Aruba ASIC 아키

텍처 및 프로그래밍형 AOS-CX 운영 체제로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인  

작업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Layer 2 스위치 시리즈는 최대 370W의 

PoE(Power over Ethernet)로 편리한 내장형 고속 업링크를 통해  

보안 카메라, 무선 AP와 같은 IoT 장치를 지원합니다. 소형의 팬 없는  

모델은 조용한 업무 공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강력한 QoS,  
정적 라우팅 지원, IPv6를 통해 Aruba CX 6100은 소유권을 간소화 

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품 차별화 요소

AOS-CX - 최신 소프트웨어 시스템

Aruba CX 6100 스위치 시리즈는 AOS-CX를 기반으로 합니다. AOS-
CX는 모듈형 Linux 아키텍처에 구축된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반 운영  

체제입니다. 이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든 네트워크 구성 상태 정보에 쉽게 액세스 가능

•   네트워크 작업의 세세한 프로그래밍을 위한 REST APIs

•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한 타 워크플로 시스템 및 서비스와의 

완벽한 통합 지원

•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서로 간의 통신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여 실시간에 가까운 상태 및 복원력을 보장

주요 장점

•  ACL, 강력한 QoS 및 정적 라우팅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Layer 2 연결성

•   편리한 내장형 1/10GbE 업링크 및 최대 370W의 Class 4 
PoE가 적용되어 IoT 장치 지원

•  소형의 팬 없는 12포트 모델로 조용한 배포가 가능

•   Aruba NetEdit을 통한 자동 구성 및 인증

•   REST API로 소프트웨어 정의

•   무색 포트의 추가, 이동, 변경을 간소화

DATA SHEET

Aruba ASIC - 프로그램 기능 혁신

Aruba의 ASIC는 30년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민첩한 소프트웨어 기능 향상과 탁월한 성능 및 심층적인 가시성을 제공

하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ASIC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캠퍼스 및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내의 스위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더욱 긴밀하게 

통합시켜 성능과 용량을 최적화합니다. Aruba CX 6100은 Aruba 
ASI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Aruba NetEdit - 자동화된 스위치 구성 및 관리

전체 Aruba CX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IT 팀은 여러 스위치 구성 변경

사항을 조정하여 엔드 투 엔드 서비스 롤아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

니다. Aruba NetEdit는 자동화를 통해 네트워크 전반의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네트워크 업데이트 후 정책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합니다. 인텔리

전트 기능에는 검색, 편집, 유효성 검사(적합성 검사 포함), 배포 및 감사 

기능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제공됩니다.



DATA SHEET 
ARUBA CX 6100 SWITCH SERIES 

•   Auto-MDIX는 모든 10/100/1000 포트에서 스트레이트 스루 또는 

크로스오버 케이블에 대한 자동 조정을 제공

•   미지원 트랜시버 모드(UTM, Unsupported Transceiver Mode)를 

통해 모든 미지원 1G 및 10G 트랜시버와 케이블을 삽입 및 사용  

(본 기능이 사용될 때는 트랜시버 및 케이블에 대해 보증 또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고성능 백업 및 재해 복구 시스템을 보장하고 최대 9198 바이트의  

프레임 크기를 제공하는 점보 프레임

•   사용자 정의 임계값을 사용해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및 알 수 없는 

유니캐스트 스톰에 대항하는 패킷 스톰 보호

복원성 및 가용성

고가용성 Layer 2 액세스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CX 6100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   단방향 링크 탐지(UDLD, Uni-directional Link Detection)를  

통해 링크 연결성을 모니터링하고 단방향 트래픽이 감지될 경우 양쪽  

종단에서 포트를 종료함으로써 STP 기반 네트워크의 루프를 방지합니다.

•   IEEE 802.3ad LACP는 각 최대 8개의 링크가 있는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LAG, Link Aggregation Group)을 지원하고 정적 또는  

동적 그룹,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시(Hashing) 알고리즘을 지원

합니다.

•    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는 여러 스패닝 트리가 필요한 

VLAN 환경에서 높은 링크 가용성을 지원하며, IEEE 802.1d 및 IEEE 
802.1w에 대해 레거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기능

혼잡 조치 및 트래픽 우선 순위화를 지원하기 위해 CX 6100 시리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엄격한 우선순위 큐잉(SPQ, Strict Priority Queuing)

•   실시간 분류를 위한 트래픽 우선 순위화(IEEE 802.1p)

•   서비스 클래스(CoS, Class of Service)는 IP 주소, IP 서비스 유형

(ToS, Type of Service), Layer 3 프로토콜, TCP/UDP 포트 번호, 

소스 포트, DiffServ에 기반하여 IEEE 802.1p 우선 순위 태그를  

설정

 

•   규정을 준수하는 일관된 검증이 포함된 중앙집중식 구성

•   여러 구성을 동시에 확인 및 편집함으로써 시간 절약

•   기업 규정 준수 및 네트워크 디자인을 위한 맞춤형 검증 테스트

•   프로그래밍 없이 자동화된 대규모 구성

참고: Aruba NetEdit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모빌리티 및 IoT 성능

Aruba CX 6100 스위치 시리즈는 내부적으로 개발된 Aruba ASIC를 

사용하여 지연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패킷 버퍼링을 증대하며 적응형  

전원 소비를 제공합니다. 각 스위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최대 176Gbps의 차단 없는 대역폭 및 최대 98.6Mpps 포워딩

•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여러 대기열 

및 관련 메모리 버퍼링을 정의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기열 구성

간소화된 추가, 이동, 변경

무색 포트의 추가, 이동, 변경을 수용하기 위해 로컬 사용자 역할 및 

LMA(local-MAC-Authentication)를 사용하여 초기 배포 또는 지속

적인 구성 변경과 관련된 수동 IT 운영 작업을 줄입니다.

VLAN의 액세스 포트를 정적으로 사전 구성하고 VLAN 매핑에 대한  

스위치 포트를 관리하는 대신 Colorless Port가 자동으로 필요한 역할 

및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급 액세스 연결성

지사 사무실 및 소형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CX 6100 제품군에는 

5개의 고정 1U 모델이 포함됩니다. 각 스위치에는 1G 또는 10G 트랜시

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차단 없는 성능을 제공하는 내장형 고속 업링크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1U 모델은 내장형 1GbE/10GbE 업링크 SFP+ 포트 4개를 비롯해 

IEEE 802.3 1GbE의 24, 48 액세스 포트를 지원 24, 48 포트 PoE 

모델은 포트당 최대 30W에 대해 최대 370W IEEE 802.3at Class 
4 PoE를 지원

•   소형의 팬 없는 모델은 4개의 업링크(내장형 1GbE/10GbE 업링크 

SFP/SFP+ 포트 2개, 내장형 1GbE 포트 2개) 및 포트당 최대 30W에 

대해 139W IEE 802.3at Class 4 PoE로 12포트의 IEEE 802.3 
1GbE를 지원

•   Energy Efficient Ethernet IEEE 802.3az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이 적을 때 전력 소비를 절감

•   사전 표준 PoE 지원을 통해 사전 표준 PoE 장치를 감지하고 전원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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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제한은 포트당 수신 적용 최대값 및 포트당, 대기열당 최소값을  

설정

•   대규모 버퍼를 통해 유연한 혼잡 관리

단순화된 구성 및 관리

Aruba CX 6100 시리즈는 Aruba NetEdit, 사용이 용이한 웹 GUI 
업계 표준 CLI를 포함한 다양한 관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유선, WLAN, SD-WAN,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의 통합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Aruba Central의 향후 릴리스에서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사용이 쉬운 내장형 REST API 인터페이스

•   업계 표준 CLI와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시간과 비용을 절감, 

멀티벤더 환경에서 향상된 생산성 제공

•   sFlow(RFC 3176)는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ASIC 기반 

유선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어카운팅으로, 네트워크 운영자는 용량 계획 

및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목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통계와 정보를 

수집 가능

•   관리 보안은 중요한 구성 명령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여러 권한 수준을 제공하며 로컬 및 원격 syslog 기능은  

모든 액세스를 기록 가능

•   SNMPv1/v2c/v3는 업계 표준 관리 정보 베이스(MIB, Manage-
ment Information Base)에 대한 읽기 기능을 제공하며 비공개  

확장을 지원

•   원격 모니터링(RMON, Remote Monitoring)과 표준 SNMP로  

필수 네트워크 기능을 모니터링. 이벤트, 알람, 내역, 통계 그룹, 비공개 

알람 확장 그룹을 지원.

•   TFTP 및 SFTP는 구성 업데이트에 대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Trivial FTP(TFT)는 TCP/IP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전송을 허용 

하고,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SFTP, Secure File Transfer Proto-
cal)은 SSH 터널을 통해 실행되어 추가 보안을 제공

•   디버그 및 샘플러 유틸리티는 IPv4 및 IPv6에 대한 Ping과 경로 트래

킹을 지원

•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NTP, Network Time Protocol)은 분산된 

타임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시간 기록을 동기화하며 장치가 일관된  

시간에 따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내의 

모든 클럭 의존 장치 간의 시간 관리를 일관되게 유지

•   IEEE 802.1AB 링크 계층 탐색 프로토콜(LLDP, Link Layer Dis-
covery Protocol)은 네트워크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쉬운 매핑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상 인접 장치의 관리 정보를 안내 및 수신

•   이중 플래시 이미지는 업그레이드 중 백업을 위해 독립적인 기본 및  

보조 운영 체제 파일을 제공

•   여러 구성 파일을 하나의 플래시 이미지에 저장 가능

•   단방향 링크 탐지(UDLD, Uni-directional Link Detection)를  

통해 두 스위치 간 링크를 모니터링하고 언제든지 두 장치 간 링크가  

중단될 경우 양쪽 종단의 포트를 차단

Layer 2 스위칭

다음과 같은 Layer 2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VLAN 지원 및 IEEE 802.1Q(4094 VLAN ID) 및 512 VLAN에  

대해 동시적 태깅 지원

•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성능을 개선하고 최대 9,220바이트의 프레임  

크기를 지원하는 점보 패킷 지원

•   Rapid Per-VLAN Spanning Tree(RPVST+)는 링크 대역폭 사용 

개선을 위해 각 VLAN이 별도의 스패닝 트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PVST+와 호환 가능

•   STP는 표준 IEEE 802.1D STP, 보다 빠른 컨버전스를 위한 IEEE 
802.1w Rapid Spanning Tree Protocol(RSTP), 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 Protocol(MSTP)을 지원

•   MVRP는 자동 학습 및 VLAN의 동적 할당을 지원

•   브리지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BPDU, Bridge Protocal Data Unit) 
터널링은 STP BPDU를 투명하게 전송하여 서비스 제공업체, WAN  

또는 MAN 전반에서 올바른 트리 계산이 가능

•   포트 미러링은 포트 트래픽(수신 및 송신)을 모니터링 포트로 이중화 

하며 4개의 미러링 그룹을 지원

•   인터넷 그룹 관리 프로토콜(IGMP, Internet Group Manage-
ment Protocol)은 Layer 2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트 패킷의 플러딩을 

제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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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3 서비스

다음과 같은 Layer 3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주소 결정 프로토콜(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다른 IP 호스트의 MAC 주소를 확인하고 정적 ARP를 

지원

•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Domain Name System)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를 변환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설계를 

단순화하며 클라이언트 및 서버를 지원

•   관리 목적의 내부 루프백 테스트 및 향상된 가용성을 지원. 루프백  

탐지는 잘못된 케이블링 또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항해 보안을 제공하며 

보다 높은 유연성을 위해 포트별 또는 VLAN별로 사용 가능

Layer 3 라우팅

다음과 같은 Layer 3 라우팅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정적 IP 라우팅은 수동으로 구성된 라우팅을 제공

•   듀얼 스택 정적 IPv4 및 IPv6 라우팅은 단순하며 수동으로 구성된 

IPv4 및 IPv6 라우팅을 제공

•   듀얼 IP 스택은 IPv4 및 IPv6에 대해 별도의 스택을 관리하여 IPv4  

전용 네트워크를 IPv6 전용 네트워크 설계로 보다 손쉽게 전환 가능

멀티캐스트

•   IGMP 스누핑을 통해 여러 VLAN이 동일한 IPv4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수신 가능하므로 각 VLAN의 여러 스트림을 절감하여 네트워크  

대역폭 수요를 감축

•   멀티캐스트 리스너 디스커버리(MLD, Multicast Listener Discov-
ery)는 IPv6 멀티캐스트 리스너의 검색을 허용하며 MLD v1 및 v2를 

지원

•   IGMP는 Any-Source Multicast(ASM)를 활용해 IPv4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IGMPv1, v2, v3를 지원

•   IP 멀티캐스트 스누핑(데이터 기반 IGMP)은 IP 멀티캐스트 트래픽의 

플러딩을 방지

IPv6 기능

•   IPv6 호스트를 통해 IPv6 네트워크에서 스위치를 관리 가능

•   IPv4에서 IPv6로 전환되는 듀얼 스택(IPv4, IPv6)으로 두 프로토콜 

모두에 대해 연결을 지원

•   MLD 스누핑으로 해당 인터페이스에 IPv6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전달

•   IPv6 ACL/QoS는 IPv6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ACL 및 QoS를  

지원

•   IPv6 정적 라우팅

•   RA Guard, 동적 IPv6 잠금 및 ND 스누핑과 같은 보안 기능 제공

보안

각 Aruba CX 6100 스위치에는 플랫폼 통합을 위해 통합된 신뢰 플랫폼 

모듈(TPM, Trusted Platform Module)이 포함됩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AOS-CX 스위치 조합에서 부팅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보장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타 보안 기능이 포함됩니다.

•   IPv4 및 IPv6를 모두 지원하는 액세스 제어 목록(ACL, Access Con-
trol List)은 트래픽 제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방지하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여 리소스 절약 가능, 

규칙은 트래픽의 전달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으며 Layer 2 헤더  

또는 Layer 3 프로토콜 헤더에 기반 가능

•   또한 ACL은 VLAN별 또는 포트별로 IP 필드, 소스/대상 IP 주소/ 
서브넷 및 소스/대상 TCP/UDP 포트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제공

•   원격 인증 전화 사용자 서비스 위치(RADIUS, Remote Authenti-
cation Dial-In User Service)

•   터미널 액세스 컨트롤러 액세스 제어 시스템(TACACS+, Terminal 
Access Controller Access-Control System)은 전체 인증 요청의 

암호화와 함께 TCP를 사용한 인증 툴을 제공하여 보안을 강화

•   관리 액세스에 대한 온 박스 및 오프 박스 인증을 제공하는 관리 액세스 

보안. RADIUS 또는 TACACS+를 통해 암호화된 사용자 인증  

제공 가능, 또한 TACACS+는 관리 인증 서비스를 제공 가능

•   Control Plane Policing은 DOS 공격으로부터 CPU 과부하를 방지

하도록 제어 프로토콜에 대해 비율 제한을 설정

•   여러 사용자 인증 방법을 지원. RADIUS 서버와 함께 클라이언트에서 

IEEE 802.1X 신청자를 사용하여 업계 표준에 알맞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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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1x 또는 MAC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의 게스트 액세스 등과 

같은 사용 사례에 대해 ClearPass상 Captive Portal을 사용한 웹 

기반 인증 지원

•   MAC 기반 클라이언트 인증 지원

•   스위치 포트당 IEEE802.1X, 웹, MAC 동시 인증 체계는 IEEE 
802.1X, 웹, MAC 인증의 세션을 최대 32개까지 허용

•   보안 관리 액세스는 SSHv2, SSL, SNMPv3를 통해 모든 액세스 방식

(CLI, GUI 또는 MIB)을 안전하게 암호화

•   스위치 CPU 보호는 스위치를 종료하려는 악의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으로부터 자동 보안을 제공

•   ICMP 제한은 모든 스위치 포트가 자동으로 ICMP 트래픽을 제한하도록 

하여 ICMP 서비스 거부(DoS, Denial of Service) 공격을 해결

•   ID 기반 ACL을 통해 고도로 세분화되고 유동성 있는 액세스 보안  

정책 및 인증된 각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특정한 VLAN 할당을 구현 가능

•   STP BPDU 포트 보호는 BPDU를 필요로 하지 않는 포트에서 BPDU를 

차단하여 위조 BPDU 공격을 방지

•   동적 IP 잠금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호스트의 트래픽을 차단하여 IP  

소스 주소 스푸핑을 방지

•   STP Root Guard는 악의적인 공격이나 구성 실수로부터 루트 브리지를 

보호

•   포트 보안은 관리자가 알아내거나 지정할 수 있는 MAC 주소에 대해서만 

액세스를 허용

•   MAC 주소 잠금을 통해 특정 구성 MAC 주소의 네트워크 연결을 방지

•   소스 포트 필터링은 지정된 포트만 서로 통신 가능하도록 허용

•   보안 셸은 IP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원격 CLI 액세스를 위해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   전송 계층 보안(SSL, Secure Sockets Layer)은 모든 HTTP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스위치에서 브라우저 기반 관리 GUI에 대해 안전한  

액세스를 허용

•   보안 FTP를 통해 스위치와의 안전한 파일 전송이 가능하며, 원치 않는 

파일 다운로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스위치 구성 파일의 복사로부터  

보호

•   Critical Authentication Role은 RADIUS 서버가 없어도 IP 전화와 

같은 중요한 인프라 장치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

•   MAC Pinning은 클라이언트가 로그오프하거나 연결 해제될 때까지 

클라이언트 MAC 주소를 포트에 고정하여 비 대화용 레거시 장치의  

인증을 유지

•   보안 배너는 사용자가 스위치에 로그인할 때 맞춤형 보안 정책을 표시

컨버전스

•   LLDP-MED(Media Endpoint Discovery)는 QoS 및 VLAN과 

같은 매개 변수에 대해 값을 저장하여 IP 전화와 같은 네트워크 장치를 

자동으로 구성하는 LLDP의 표준 확장을 정의

•   PoE 할당은 보다 효율적인 전력 관리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PoE  

전력을 할당하는 다양한 방식(사용량 또는 클래스별 할당, LLDP 및 

LLDP-MED 사용)을 지원

•   음성 RADIUS VLAN에 대한 자동 VLAN 구성은 표준 RADIUS  

특성 및 LLDP-MED를 사용하여 IP 전화용 VLAN을 자동으로 구성

•   CDPv2를 지원하여 레거시 IP 전화를 구성

추가 정보

•   RoHS(EN 50581:2012) 및 WEEE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 지원

보증, 서비스 및 지원

•   제한 수명 내 보증. 구매에 포함된 보증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https://www.arubanetworks.com/support-servic-

es/ product-warranties/

•      소프트웨어 릴리스 및 문서는 다음을 참조. https://asp.arubanet-

works.com/downloads

•   지원 및 서비스 정보는 다음을 참조. https://www.arubanetworks.

com/support-services/aruba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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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바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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