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서리 가이드
ZoneFlex 실내 AP 액세서리

실내

SKU

902-0120-0000

호환 제품
•
•
•
•
•
•
•
•

ZoneFlex R720
ZoneFlex R710
ZoneFlex R700*
ZoneFlex R600*
ZoneFlex R610*
ZoneFlex R500*
ZoneFlex R510*
ZoneFlex R310

설명

키트 내용물

실내 AP용 다목적 마운팅 브래킷은 단단한 벽, 천장,
기둥 또는 트러스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ZoneFlex
R710을 사용한 자물쇠 보안을 지원합니다.

(1) 판금 마운팅 브래킷
(2) #6 나무 나사 및 앵커

(1) 보안 옵션이 포함된 액세서리 마운팅 브래킷
(1) Torx 나사
(4) 나무 나사
(2) 파이프 클램프

* AP에 맞지만 자물쇠 보안은 지원하지 않음

902-0100-0000

•

ZoneFlex R700

7982용 다목적 마운팅 브래킷으로 단단한 벽, 천장,
전기 콘센트 상자, 기둥 또는 트러스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 또는 보안 Torx를 사용한 물리적
보안을 지원합니다.

902-0108-0000

•
•
•

ZoneFlex R500
ZoneFlex R510
ZoneFlex R600

7352 및 7372 모델용 다목적 마운팅 브래킷. 단단한 벽,
천장, 전기 콘센트 상자, 기둥 또는 트러스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자물쇠 또는 보안 Torx를 사용한 물리적
보안을 지원합니다.

(1) 보안 옵션이 포함된 액세서리 마운팅 브래킷
(1) Torx 나사
(4) 나무 나사
(1) 파이프 클램프

902-0119-0000

•

ZoneFlex H500

마운팅용 벽면 전기 설비함이 없는 위치에 ZoneFlex
H500 벽 스위치 AP를 마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표준 벽면 전기 설비함 마운팅에는 이 브래킷이 필요
없습니다.

(1) 플라스틱 브래킷
(2) Torx 나사

902-0126-000

•

ZoneFlex H510

마운팅용 접속함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ZoneFlex
H510 벽 스위치 AP를 마운트하는 데 사용되는
브래킷(옵션)

1) 플라스틱 브래킷
2) Torx 나사*

902-0124-0000

•

ZoneFlex C110

마운팅용 접속함을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ZoneFlex
C110 벽판 AP를 마운트하는 데 사용되는 브래킷(옵션)

1) 플라스틱 브래킷
2) Torx 나사*

902-0123-0000

•

ZoneFlex R710

ZoneFlex R710용 플러시 프레임 방음 천장 브래킷.
플러시 프레임에만 해당 – 표준(오목한 프레임) 방음
천장에는 적용 불가능.

(1) 마운팅 브래킷
(2) 마운팅 가이드

ZoneFlex R300

R300 액세스 포인트를 위한 보안 마운팅 브래킷.
사용자 제공 스트랩을 사용하여 단단한 벽이나 천장
또는 기둥/트러스에 마운트합니다. Torx 또는 Phillips
나사를 사용한 물리적 보안을 지원합니다.

(1) 보안 마운팅 브래킷
(2) #8 나사 및 벽 앵커
(1) 물리적 보안을 위한 #4 Torx 나사
(1) 물리적 보안을 위한 #4 Phillips 나사

902-01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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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이드
ZoneFlex 실외 AP 액세서리

실외

SKU

902-0182-0003

902-0101-0000

902-0125-0000

호환 제품

•
•
•
•

•
•

•
•
•
•

ZoneFlex T300
ZoneFlex T301s
ZoneFlex T301n
ZoneFlex T300e

파이버 노드
ZoneFlex 7781CM

ZoneFlex T610
ZoneFlex T610s
ZoneFlex T710
ZoneFlex T710s

설명

키트 내용물

실외 AP 마운팅 브래킷(단열 알루미늄), 방위각 및 고도
모두 180도 조정 범위. 동봉된 마운팅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단단한 벽 또는 천장, 1"~4" 직경의 세로 또는 가로 기둥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4"보다 큰 기둥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클램프를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마운팅 브래킷: 단열 알루미늄
(1) 행거 마운트: 단열 알루미늄
(1) 익스텐션: 단열 알루미늄
(2) M8 육각머리 볼트(스프링 자물쇠 및 와셔 포함)
(4) SAE32 강철 클램프, 2.5"
(4) M4 x 12mm 기계 나사(스프링 자물쇠 및 와셔 포함)
(4) 0.25-28 x 0.625" 기계 나사(스프링 자물쇠 및 와셔 포함)

가공 전선을 위한 실외 제품 마운팅 브래킷. 직사광선
및 떨어지는 파편으로부터 마운트된 제품을 보호하는
장막과 외부 안테나 마운팅을 포함합니다.

(1) 전선 브래킷: 코팅 알루미늄
(2) 전선 클램프
(4) 0.25-20 아연도금강 볼트 + 육각머리 너트 + 평 와셔 +
스프링 와셔
(1) 스페이서 블록
(8) 0.25-28 스테인리스강 볼트 + 평 와셔 + 스프링 와셔
(4) M4 스테인리스강 볼트 + 평 와셔 + 스프링 와셔

ZoneFlex T610/T610, T710/T710을 위한 마운팅 키트

(1) 마운팅 브래킷 하드웨어 키트
(1) U 조인트 브래킷
(1) 월마운트 브래킷
(1) AP 브래킷
(2) 연결 브래킷
(1) 안전 케이블 키트
(1) 빠른 설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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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이드
전기 액세서리

전기

SKU

호환 제품

902-0162-XX00

•
•
•
•
•
•
•
•
•
•
•
•
•
•
•
•
•

ZoneFlex R720
ZoneFlex R710
ZoneFlex R310
ZoneFlex H500
ZoneFlex H510
ZoneFlex R700
ZoneFlex R600
ZoneFlex R610
ZoneFlex R500
ZoneFlex R510
ZoneFlex R300
ZoneFlex T300
ZoneFlex T301s
ZoneFlex T301n
ZoneFlex T300e
ZoneFlex T610
ZoneFlex T610s

902-1169-xx00

•
•
•
•
•

ZoneFlex R610
ZoneFlex R700
ZoneFlex R710
ZoneFlex R720
ZoneDirector 1200

설명

키트 내용물

지역 PoE 어댑터(10/100/1000Mbps)

(수량: 1) PoE 모듈(10/100/1000Mbps)
•
LAN 포트: RJ-45 잭
•
PoE 포트: RJ-45 잭, 24와트 PoE
•
AC 입력: 100-240VAC ~ 50/60Hz
(수량: 1) AC 케이블(길이 2ft/0.6m)

지역 전원 어댑터.

(1) 국가별 전원 코드, IEC, 6ft
(1) 전원 어댑터
•
입력: 100-240VAC ~ 50/60Hz 0.6A
•
출력 12VDC 2.0A
•
AC 플러그: 국가별
•
DC 플러그: 직각, 2.5 x 5.5 x 10 mm(ID x OD x L) 암, 가운데 양극
•
DC 케이블 길이 1.5m

지역 전원 어댑터.

(1) 국가별 전원 코드, IEC, 6ft
(1) 전원 어댑터
•
입력: 100-240VAC ~ 50/60Hz 0.8A
•
출력 48VDC 0.68A
•
DC 플러그: 0.7 x 2.35 x 13 mm(ID x OD x L) 암, 가운데 양극
•
DC 케이블 길이 1.5m

902-0170-XX00

•
•

ZoneFlex H500
ZoneFlex H510

902-0173-XX00

•
•
•
•
•

ZoneFlex R310
ZoneFlex R300
ZoneFlex R500
ZoneFlex R510
ZoneFlex R600

지역 전원 어댑터.

(1) 국가별 전원 어댑터 - 직각 플러그
• 입력: 100-240VAC ~ 50/60Hz 0.4A
• 출력 12VDC 1.0A
• AC 플러그: 국가별
• DC 플러그: 직각, 2.1 x 5.5 x 9.5mm(ID x OD x L)
• 암, 가운데 양극
• DC 케이블 길이 1.8m

902-0174-XX00

•
•

ZoneDirector 5000
SmartCell Gateway 200

ZD5000 및 SCG 200용 지역 IEC
전원 코드 수량 1, MOQ 10.

(1) 국가별 전원 코드, IEC, 6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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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이드
전기 액세서리

전기

SKU

호환 제품

설명

키트 내용물

902-0180-XX00

•
•
•
•

ZoneFlex T610
ZoneFlex T610s
ZoneFlex T710
ZoneFlex T710s

10/100/1000-BaseT PoE 입력이
있는 제품용 PoE(Power-overEthernet) 어댑터. 실내 등급. 최대
60W 전원을 지원합니다.

(1) 국가별 전원 코드, IEC, 6ft
(1) PoE 모듈(10/100/1000Mbps)
•
입력: 100-240VAC ~ 50/60Hz 1.0A
•
출력 48VDC 1250mA(60W)
•
데이터 포트: RJ-45 잭
•
PoE/데이터 포트: RJ-45 잭
•
치수 123 x 61 x 40 mm

902-0183-0000

•
•
•
•
•
•
•

ZoneFlex T300
ZoneFlex T300e
ZoneFlex T301n
ZoneFlex T301s
ZoneFlex T710
ZoneFlex T710s
ZoneFlex 7781CM

실외 AP의 RJ-45 포트를 단열하기
위한 예비 케이블 그랜드.

(1) 단열 케이블 그랜드

902-0185-0000

•
•

ZoneFlex T710
ZoneFlex T710s

7762-AC용 예비 단열 AC 커넥터,
4핀 AC 커넥터 포함.

(1) 4핀 암 케이블 커넥터
•
클램프 링이 있는 스트레인 릴리프
•
6-12.5mm 직경의 케이블과 호환

키트, 예비, AC 전원 공급 장치,
SZ-300(902-1174-xx00 전원
코드와 함께 사용)

(1) 전원 공급 장치, AC PSU 모듈, 1400W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AC 전원 공급 장치, SZ 300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박스, 전원 공급 장치, 1개(385 x 151 x 118mm)
(1) PKG, 폼 인서트, 전면(145 x 105 x 110mm)
(1) PKG, 폼 인서트, 후면(145 x 90 x 110mm)

키트, 예비, DC 전원 공급 장치,
SZ-300

(1) 전원 공급 장치, DC PSU 모듈, 1200W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DC 전원 공급 장치, SZ 300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박스, 전원 공급 장치, 1개(385 x 151 x 118mm)
(1) PKG, 폼 인서트, 전면(145 x 105 x 110mm)
(1) PKG, 폼 인서트, 후면(145 x 90 x 110mm)

키트, 예비, DC 전원 케이블, SZ-300

(1) 케이블, DC 전원 공급 장치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DC 전원 코드 액세서리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백, TBD x TBDmm, 0.05mm THK LDPE, 투명
(1) PKG, 박스, 예비, (OD TBD x TBD x TBDmm)

902-S310-AC00

902-S301-DC00

902-S302-DC00

•

•

•

SmartZone 300

SmartZone 300

SmartZon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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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이드
전기 액세서리

전기

SKU

호환 제품

(1) 팬, 6세트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팬 어셈블리, (SZ 300)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박스, 팬 어셈블리(146 x 96 x 144mm)

키트, 예비, 슬라이드 레일 랙 마운트
키트, SZ-300

(1) 키트, 슬라이드 레일
(1) 빠른 설정 가이드, SmartZone 300 랙 마운트 키트

키트, 예비, 콘솔 케이블, (RJ45 - USB)

(1) 케이블, 콘솔, USB RS232-RJ45, 6FT Lg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콘솔 케이블(SZ 300)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백, 170 x 240mm, 0.04mm THK, LDPE, 투명

키트, 예비(FRU),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SZ-300

(1) 하드 드라이브, 1.2TB, 10K RPM, 64MB 캐시 2.5 SAS 6Gb/s, 2.5인치 내부
(1) 디스크 트레이, 2.5 HDD
(4) 나사, M3 x 4mm L, x 5.2 DIA, 강철 Ni - 4x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SZ 300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백, PE, TBD x TBD x TBDmm, ESD
(1) PKG, 박스, HDD, 1개(196 x 141 x 84mm)

SmartZone-300

키트, 예비(FRU), SSD(Solide State
Disk) 64GB, SZ-300

(1) 스토리지 모듈, SQFlash, 64GB SATA III(6.0Gbps), 2.5 SSD
(4) 나사, M3 x 4mm L, x 5.2 DIA, 강철 Ni - 4x
(1) 디스크 트레이, 2.5 HDD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SSD(Solid State Drive), SZ 300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백, PE, TBD x TBD x TBDmm, ESD
(1) PKG, 박스, HDD, 1개(196 x 141 x 84mm)

SmartZone-300

키트, 예비, 이더넷 1G/10G SFP+ SR
트랜시버 모듈

(1) 이더넷 SFP+ SR 광 트랜시버 모듈, 1G/10G
(1) 매뉴얼, 빠른 설정 가이드, 10GBASE-SR SFP+ 광 트랜시버 모듈, (SZ 300)
(1) 레이블, POD, 포장 박스/백(1.25in x 2.25in)
(1) PKG, 박스, 외부 상자, (272 x 140 x 109mm) [트랜시버]

902-S320-0000

•

902-S330-0000

•

SmartZone-300

902-S350-0000

902-S351-0000

902-0190-0001

•

•

•

•

키트 내용물

키트, 예비, 팬 어셈블리,
SZ-300(6개 팬)

SmartZone-300

902-S340-0000

설명

SmartZone-300

SmartZon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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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가이드
광통신 액세서리

광

SKU

호환 제품

설명

키트 내용물

902-0202-0000

•
•

ZoneFlex T710
ZoneFlex T710s

전체 파이버 노드 키트(1000Base-LX).

(1) EPON 스틱 - 플러그형 SFP
(1) 패치 케이블 단일 모드 단신 SC/PC 203mm

902-0203-0000

•
•

ZoneFlex T710
ZoneFlex T710s

파이버 노드용 1000Base-LX 키트.

(1) 플러그형 SFP 트랜시버 - 1000Base-LX
(1) 패치 케이블 단일 노드 이중 LC-LC 20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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