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G 멀티 기가비트 비관리형 스위치

모델: TL-SX105/TL-SX1008

제품 개요

최근에, 많은 인터넷 공급업체에서 멀티 기가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Wi-Fi 6 및 5G 의 시대로 빠르게 움

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다 더 빠른 10G 또한 2.5G/5G/10G 의 속도를 제공하며 저장 장치 디바이스 및 PC 같은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전자 기기에 도입되며 가까운 미래에 주류 제품이 될 것입니다. 

10 기가비트 이더넷을 뜻하는 10G는 초당 100 억 비트의 속도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공하는 초 고속의 네트워크 기술입

니다. 대략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초당 10 억 비트의 속도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는 발전된 기술을 목격했습니

다. 하지만 파일을 10 Gbps 의 속도로 읽으며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방해하는 컴퓨터와 드라이버 때문에 우리는 아직

도 1G 또는 0.1G 네트워크에 머물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디바이스 간 전송이 너무 빠르게 네트워크의 한계에 도달한

다면, 10G가 답입니다. 



제품 특
징

빛처럼 빠른 연결
10G NAS, 서버, 10G PCIe 어댑터/NIC, 게임용 컴퓨터, 2.5G/5G/10G Wi-Fi 6 AP, 8K 비디오 등에 초고속 연결을 제공합니

다.

최적의 5단계 속도 연결 
단계 속도(100Mbps/1G/2.5G/5G/10G) 연결을 위해  자동 협상이  최적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이상적                                                                           비즈

니스, 홈 오피스, 워크 스테이션, LAN 파티, 홈 엔터테인먼트에서 초고속 연결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술자 

없이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배치 옵션                                                                                                다양하

게 적용 가능한  마운팅 시스템으로  디바이스(예.TL-SX1008)를 데스크톱에  배치하거나 랙에 자유자재로 마운트 할 수 있
습니다.

저소음 작동                                                                                                   TL-S

X105의 혁신적인 팬 리스 디자인과  TL-SX1008 의 스마트한 팬 속도 관리 기능은  작동 시 소음을 줄여 가정과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10G의 대표 상품인, TP-Link의 TL-SX1008 과 TL-SX105 는 각 포트에 강력하고 빛 처럼 빠른 속도의 유선 연결을 제공하

는 8개의 10GE 및 5개의 10GE 를 갖춘 최신의 10G 비관리형 스위치입니다. 자동 협상 5가지(100Mbps/1G/2.5G/5G/10G) 

연결 유형으로 링크 속도를 감지하여 10G NAS, 10G 서버, 워크 스테이션, 10G PCIe 어댑터/ NIC, 게임용 컴퓨터, 2.5G/5G

/10G WiFi 6 AP, 8K 비디오, 데스크톱 등을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성능과 호환성을 지능적으로 조정합니다. TL

-SX105의 혁신적인 팬 리스 디자인과  TL-SX1008 의 스마트한 팬 속도 관리 기능은  작동 시 소음을 줄여 가정과 비즈니스

에 적합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연결상태와 최소한의 지연시간으로 비즈니스, 홈 오피스, LAN 파티, 홈 엔터테인먼트, 워크 스테이

션, 게임 등에 이상적입니다. 



제품 사양

하드웨어 기능 & 성능

제품 이미지

모델 TL-SX105 TL-SX1008

일반 인터페이스
5*100Mbps/1G/2.5G/5G/10G  Auto 

Negotiation/Auto MDI/MDI-X

8*100Mbps/1G/2.5G/5G/10G  Auto 

Negotiation/Auto MDI/MDI-X

    성능

스위칭 용량 100 G 160 G

패킷 전송 률 74.4 Mpps 119 Mpps

MAC 주소 테이블 32K

패킷 버퍼 16 Mbit

전송 매체 저장 및 포워딩

점보 프레임 10K

물리적 환경

전원 공급 12V/2A 어댑터 100-240V/0.8A

최대 전력

  소비량
21.4 W 28.4 W

최대 열 방출 73.02 BTU/hr 96.915 BTU/hr

크기 (W x D x H) 226×131×35 mm 294×180×44 mm

팬 개수 팬리스 1개 조정가능한 팬

설치 데스크톱/ 벽 마운팅 데스크톱/ 랙 마운팅

작동 온도 0 °C – 40 °C (32 °F - 104 °F) 0 °C - 50 °C (32 °F - 122 °F)

보관 온도 -40 °C - 70 °C (-40 °F - 158 °F)

작동 습도 10% - 90% RH, (비 응결 상태)

보관 습도 5% - 90% RH, (비 응결 상태)

인증 KC, CE, FCC, RoHS

www.tp-link.com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 및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2021 TP-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