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corp Wireless Solutions Application note

Wireless Transmission System

UP-200 / 300
UP-200(300)무선브리지는 802.11n 무선 규격을 지원하는 옥외용 무선브릿지 입니다.
무선망 구간 300Mbps의 빠른 전송 속도를 구현한 초고속 무선브릿지 입니다. 안테나 일체형 장비로 사용자
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으며, 실전송속도(Throughput)214Mbps를 구현하여 대용량 데이터 전송용 장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성 검사와 전파인증 검사테스트 인증까지 합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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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 802.11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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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10KM(UP-200)전송/거리 20KM(UP-300)전송

03

전송속도 300Mbps

04

신호레벨 표출(통신상태)

05

간편한 한글화 셋팅지원

UP-200/300 상세 이미지

제품 앞면

제품 뒷면

제품 밑면

Specifications
UP-200
통신규격 / 사용주파수

안테나 / RF출력

UP-300

IEEE 802.11a/n

IEEE 802.11a/n

5.15 ~ 5.825 GHz

5.15 ~ 5.825 GHz

5GHz 2x2 MIMO 16dBi Antenna

5GHz 2x2 MIMO 20dBi Antenna

Max19+1 dBm

Max19+1 dBm

변조방식

IEEE 802.11 a/g/n:OFDM (BPSK, QPSK, 16QAM,
64QAM)

IEEE 802.11 a/g/n:OFDM (BPSK, QPSK, 16QAM,
64QAM)

수신감도(802.11a)

-96dBm@6Mbps, -79dBm@54Mbps

-96dBm@6Mbps, -79dBm@54Mbps

수신감도(802.11n)

-95dBm@MCS0(20Mhz), -92dBm@MCS0(40Mhz)

-95dBm@MCS0(20Mhz), -92dBm@MCS0(40Mhz)

-75dBm@MCS7(20Mhz), -74dBm@MCS7(40Mhz)

-75dBm@MCS7(20Mhz), -74dBm@MCS7(40Mhz)

Point to Point (1:1)

Point to Point (1:1)

IEEE 802.1Q (VLAN 지원)

IEEE 802.1Q (VLAN 지원)

DHCP

DHCP

한글화 지원 / 원격지 관리 지원

한글화 지원 / 원격지 관리 지원

Telnet, SNMP, Web

Telnet, SNMP, Web

네트워크

관리

무선보안

인터페이스

규격

WEP 64/128 bit encryption

WEP 64/128 bit encryption

WPA/WPA2/802.1x

WPA/WPA2/802.1x

Ethernet : 1Port-10/100 Mbps

Ethernet : 1Port-10/100 Mbps

PoE

PoE

Auto sensing 기능

Auto sensing 기능

고휘도 LED 외부 표출 (전원/이더넷/신호레벨)

고휘도 LED 외부 표출 (전원/이더넷/신호레벨)

외형치수 : 216x216x82mm(WxHxD)

외형치수 : 370x370x85mm(WxHxD)

무게 : 2.5 Kg 미만

무게 : 5Kg 미만

UP-200/300 무선 네트워크망 구성도

무선구간
300Mbps
모니터링 센터

옥외형 카메라

Ethernet

Ethernet

UP-200/300 속도, 거리 측정
UP-200 [대구앞산케이블카-종합유통단지전자관]
총거리 13.07 km

UP-300 [대구팔공산케이블카-대구앞산]
총거리 21 km

앞산-종합유통단지 10KM 지점에서 Throughput
214Mbps에 인터넷 속도 72Mbps로 측정

팔공산-앞산 21KM 지점에서 Throughput
300Mbps에 인터넷 속도가 93Mbps가 측정

UP-200/300의 활용 분야

산불감시

농장

군사훈련

시가지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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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의 규격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카달로그 내의 제품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물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