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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400 
 
"참고: Catalyst 6500 릴리스 호환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Catalyst 6500 Series 스위치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Cisco® I-Flex 디자인은 공유 포트 어댑터(SPA)와 SPA 인터페이스 프로세서(SIP)를 

결합하여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주는 확장 가능한 설계 

기술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및 서비스 제공업체 고객은 Cisco Systems® 라우팅 플랫폼에서 

상호 교환이 가능한 모듈형 포트 어댑터를 통해 슬롯을 더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I-Flex 디자인은 연결 옵션을 극대화하고, 라인 속도의 성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탁월한 서비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이 

인터페이스 프로세서는 서비스 전달 및 수익을 가속화하도록 돕고, 고품격 서비스 전달을 

위해 QoS의 풍부한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어진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관리할 

플랫폼의 수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는 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400(Cisco 7600 SIP-400)에 대한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1을 참조하십시오.  

제품 개요 

그림 1.  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400 

 

Cisco 7600 SIP-400은 고성능의 인텔리전트 WAN 및 MAN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Cisco SPA/SIP 포트폴리오 제품군에서 제공하는 WAN 

어그리게이션 및 연결 기능에 대한 다양한 옵션과 함께, Cisco 7600 SIP-400에서 제공하는 향상된 

확장성과 성능 및 풍부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isco 7600 SIP-400은 ATM, POS(packet over 

SONET/SDH), 이더넷 및 CEoP(Ethernet and Circuit Emulation over Packet), BITS 클럭킹 지원, 

WAN/MAN 연결을 포함하여 최대 4개의 Cisco SPA를 수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WAN, MAN 및 LAN 서비스 통합 

Cisco 7600 SIP-400은 LAN, WAN 및 MAN 인터페이스를 고도로 확장 가능한 단일 플랫폼(Cisco 
7600 Series)으로 통합함으로써 네트워크 설계와 배포를 간소화합니다. Cisco 7600 Series는 공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섀시 내에서 미디어 또는 트래픽의 모든 결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7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Page 2 of 8 

 

네트워크 구성과 설치 작업의 간소화를 통해 서비스 전달을 가속화합니다. 통합된 데이터, 음성 및 

비디오 트래픽은 상호 연결된 LAN, WAN 또는 MAN을 거쳐 송신부터 수신까지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Cisco 7600 Series는 수천 개의 동시 트래픽 흐름을 세부적인 QoS 및 보안 제어를 

사용하여 유선 속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WAN 어그리게이션 

Cisco 7600 SIP-400은 Cisco 7600 Series에서 이더넷, 점대점(point-to-point) 회로, 프레임 릴레이, 

ATM 또는 POS를 기반으로 하이엔드 WAN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풍부한 

QoS 기능과 Cisco 7600 SIP-400의 분산 처리 특성을 통해 고도로 확장 가능한 WAN 어그리게이션 

솔루션의 기본 토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에 한층 높은 레이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지원함으로써 동일한 플랫폼에서 데이터, 음성, 비디오 및 보안 서비스를 모두 지능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통합되고 사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의 전달 및 컨트롤 기능을 제공합니다. 

패킷 및 채널화된 ATM을 통한 회로 이뮬레이션 

Cisco 7600 SIP-400을 통해 Cisco 7600 Series는 Circuit Emulation over Packet(CEoP) SPA를 

사용하여 TDM-over-packet 기능(SAToP(Structure-Agnostic Transport over Packet) 및 

CESoPSN(Circuit Emulation Services over Packet Switched Networks))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통적인 TDM 기능을 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패킷 기반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CEoP SPA에서 채널화된 ATM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전통적인 ATM 인프라를 패킷 기반 기술로 간단하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확장 가능한 광대역 

Cisco 7600 Series만의 가치는 물리적 레이어에서부터 고도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지원되는 컨버전스 기능입니다. Cisco 7600 Series는 LAN과 WAN(DS-0 ~ OC-48/STM-16)에서 

10메가비트 이더넷에서 10기가비트 이더넷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QoS 분류, 정책 지정, 큐닝, 

지능적 패킷 폐기 및 모든 포트에 대한 보안 액세스 제어와 함께 DiffServ(Differentiated Services) 

및 IP Precedence 우선순위 패킷 마킹을 통해 모든 네트워크 환경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7600의 풍부한 QoS 기능 세트에는 업무 핵심 애플리케이션에는 보장된 대역폭을 

제공하고, 업무 외 중요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대역폭을 제한하는 기능과 낮은 

우선순위 패킷은 선택적으로 삭제하여 혼잡을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모든 유형의 트래픽 흐름에 

대해 QoS를 제어하도록 패킷을 마킹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소유비용 절감 

Cisco 7600 Series을 통한 LAN, WAN 및 MAN 통합의 가장 큰 혜택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배포하고 

관리할 플랫폼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통합은 네트워크 설계와 

구성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랙 공간과 전원 요구사항, 그리고 서로 다른 여러 플랫폼을 관리할 

때 소요되는 직원 교육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유지보수 담당 직원의 지원 요구를 

완화시키며, 여러 플랫폼에 대한 여분의 부품을 비축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이러한 혜택은 바로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납니다. 자본 지출(CapEx)을 줄이고, 교육, 요소 관리, 

재고 관리, 구성 관리 등의 네트워크 관리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를 절감해 줍니다. 또한 

시스코의 통합 솔루션을 통해 플랫폼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LAN, WAN 및 

MAN 기능을 동일한 관리 도구 세트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현재의 관리 플랫폼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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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Cisco 7600 SIP-400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표 1. Cisco 7600 SIP-400의 주요 기능 및 이점 

주요 기능 설명 이점 

기능성 QoS 및 대역폭 최적화를 위한 
풍부한 기능의 WAN 서비스 카드 

여러 서비스 모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모듈 방식 모듈당 최대 4개의 SPA 지원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 투자해야 하는 성능과 
인터페이스 유형을 결합하여 고밀도 
어그리게이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보호 여러 미드레인지 및 하이엔드 
라우터 간 SPA 지원 

SPA를 사용하여 시스코 캐리어 라우터 
포트폴리오 제품 간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CPU 고성능 네트워크 프로세서 POS, HDLC 등 선택 서비스에서 48바이트 
패킷에 대해 OC-48 라인 속도를 제공하고, 
64바이트 패킷의 4GE 라인 속도를 제공합니다. 

큐닝 32,000개의 수신 및 송신 다중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분화된 
큐닝과 복잡한 QoS를 허용합니다. 

메모리(기본값) Cisco 7600 SIP-400당 1GB 메모리 대량 라우팅 테이블, 풍부한 QoS 기능 및 개선된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스위치 패브릭 연결 지원 데이터 포워딩에 Cisco 7600 Series Route Switch 
Processor(RSP) 720, 3C/3CXL 및 Supervisor 
Engine 720-3B/3BXL - 720Gbps 통합 스위치 
패브릭 사용이 가능합니다. 

OIR(온라인 상의 모듈 장착 
및 제거) 

SIP 및 SPA OIR 지원 가용성을 늘리고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Cisco SPA/SIP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유연하고 지능적인 모듈형 인터페이스 프로세서를 통해 서비스 성능을 높입니다. 

◦  놀라운 유연성: 액세스 기술에 관계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위해 동일한 프로세서에서 
믹스 앤 매치 방식의 인터페이스 유형을 제공합니다. 

◦  차세대 네트워크에 필수 요소인 서비스 다양성을 위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페이스 프로세서입니다. 

◦  성능을 훼손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능적으로 전달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채용했습니다. 

•  서비스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  10기가비트까지 확장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시스코만의 아키텍처를 통해 플랫폼당 
잠재적 수익이 늘어나면서 고객 밀도를 현저하게 높여줍니다. 

◦  모듈형 인터페이스 프로세서에 대한 인터페이스 범위(동선, 채널화, POS, ATM 및 
이더넷)를 적용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롤아웃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일관되고 안전하며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결 유연성을 위해 많은 포트 개수를 지원하는 고밀도SFP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존 SPA를 사용하여 향후 광학장치 기술 향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라우팅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슬롯 경제성 향상과 늘어난 밀도를 통해 자본 지출(CapEx)을 절감해줍니다. 

◦  필요할 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쉽게 추가할 수 있어서 고밀도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장에 맞춰 구입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합니다. 

◦  여러 플랫폼 간에 SPA가 공유되므로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품 전달 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요구 변경 
시에 전사적 절약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 지출(OpEx)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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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표 2는 Cisco 7600 SIP-400의 제품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 2. Cisco 7600 SIP-400 제품 사양 

설명 사양 

호환성 Cisco Route Switch Processor 720 3C/3CXL, Cisco Supervisor Engine 720-3B/3BXL 및 Cisco 
Supervisor Engine 32 (Sup-32) 시스템 

최소 소프트웨어 
호환성 

네이티브 모드 Cisco IOS Software에서 Supervisor Engine 720-3B/3BXL 및 Supervisor Engine 32 
시스템의 경우,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2(18)SXE 이후 릴리스. 또는 RSP720-GE-3CXL 
및 RSP720-GE-3C 시스템의 경우 12.2(33)SRB 이후 릴리스 

프로토콜 •  TCP 

•  UDP(User Datagram Protocol) 

•  IPv4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  IPv6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SAToP 및 CESoPSN 

캡슐화 • 프레임 릴레이 

•  PPP(Point-to-Point Protocol) 

•  HDLC(High-Level Data Link Control) 

•  ATM PVC(영구 가상 회선) - CBR(고정 비트율), VBR-rt(실시간 비트율), VBR-nrt(비실시간 
비트율) 및 UBR(비명세 비트율) 

•  ATM SVC(스위치 가상 회로) - CBR, VBR-rt, VBR-nrt, UBR, UBR+ 

•  TDM over MPLS, ATM over MPLS 및 ATM over GRE 

•  L2TPv3 

카드, 포트, 슬롯 Cisco 7600 SIP-400당 4개의 SPA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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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양 

기능 QoS, ACL(액세스 제어 목록) 및 저속 어그리게이션 기능 
QoS 

•  MQC(모듈식 QoS CLI) 

• 분류 기준: 

◦  IP Precedence(IPv6 및 IPv4) 

◦  DSCP(Diffserv Code Point) - IPv6 및 IPv4 

◦  MPLS EXP(MPLS Experimental Values) 

◦ 확장 ACL 

◦  ATM CLP 

◦ 프레임 릴레이 DE 

◦  CoS(Class-of-service) 

◦  VLAN 

혼잡 예방 기능 

•  IP Precedence, DSCP, MPLS EXP, ECN(POS 트래픽에 대해 IP TOS 필드 마킹) 기반 
WRED(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큐닝 

• 혼잡 관리 

◦ 가상 회로별 큐닝 

◦ 송수신 짧은 대기 시간(LLQ) 

◦ 송신 클래스 기반 WFQ(Weighted Fair Queuing) 

트래픽 분류, 쉐이핑 및 대역폭 정책 관리 

• 마킹 

• 정책 지정 

•  DTS(분산 트래픽 쉐이핑) 

• 계층 구조적 서비스 정책 

보안 

• 표준 및 확장 ACL 

레이어 2 및 레이어 3 VPN 

•  EoMPLS(Ethernet over MPLS) 

•  ATMoMPLS(ATM over MPLS) 

◦  ATM Adaptation Layer 5(AAL5) 가상 회로 모드, 단일 패킷 셀 릴레이 가상 회로 모드 

•  FRoMPLS(Frame Relay over MPLS) 

•  Layer 3 MPLS/VPN over GRE 

•  ATM over GRE, Ethernet over GRE 

•  TDM over MPLS 

고가용성 

•  IPv4 NSF(논스톱 포워딩) 

•  IPv4 SSO(Stateful Switchover) 

•  ATM, POS SPA와 함께 APS(Automatic Protection Switching) 제공 

•  SIP 및 SPA 모두 OI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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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양 

메모리 Cisco 7600 SIP-400당 1GB 기본 DDR SDRAM  

지원되는 SPA 이더넷 
•  2포트 1GE SPA(V1 및 V2) 
•  5포트 1GE SPA(V2 전용) 
•  1포트 10GE SPA LAN PHY(V2 전용) 

ATM 
•  Cisco 2포트 OC-3c/STM-1c ATM SPA 
•  Cisco 4포트 OC-3c/STM-1c ATM SPA 
•  Cisco 1포트 OC-12c/STM-4c ATM SPA 
•  Cisco 1포트 OC48/STM16 ATM SPA 

POS 
•  Cisco 2포트 OC-3c/STM-1c POS SPA 
•  Cisco 4포트 OC-3c/STM-1c POS SPA 
•  Cisco 1포트 OC-12c/STM-4c POS SPA 
•  Cisco 1포트 OC-48/STM16-c POS/RPR SPA(POS 모드 전용) 
직렬/채널화 
•  Cisco 8포트 채널화 T1/E1 SPA 
•  Cisco 2포트 채널화 T3 ~ DS0 SPA 
•  Cisco 4포트 채널화 T3 ~ DS0 SPA 
•  Cisco 2포트 T3/E3 직렬 SPA 
•  Cisco 4포트 T3/E3 직렬 SPA 
•  Cisco 1포트 채널화 STM1/OC3 ~ DS0 SPA 

CEoP/채널화 ATM SPA 
•  Cisco 24포트 T1/E1 Circuit Emulation over Packet SPA(CEoP) 
•  Cisco 1포트 OC-3/STM-1 Circuit Emulation over Packet SPA 
•  Cisco 2포트 채널화 T3 Circuit Emulation and channelized ATM SPA1 

환경 조건 • 작동 온도: 32 ~ 104°F(0 ~ 40°C) 
• 보관 온도: -40 ~ 167°F(-40 ~ 75°C) 
• 상대 습도: 10~90%(비응축) 
• 작동 고도: -60 ~ 2000m 

MIB •  Cisco Entity MIB(CISCO-ENTITY-MIB) 
•  Cisco Entity Asset MIB 
•  Cisco Entity 현장 교체 가능 컨트롤 MIB 
•  Cisco Entity Alarm MIB 
•  Interface IF MIB(RFC 2233) 
•  Frame Relay MIB(RFC 1315) 
•  Cisco Frame Relay MIB 
•  ATM MIB(RFC 1695) 
•  Definitions of Managed Objects for Bridges(RFC 1493) 
•  Evolution of Interfaces Group of MIB-II(RFC 1573) 
•  SNMP MIB II(RFC 1213) 
•  RMON(Remote Monitoring) MIB(RFC 1757) 
•  SMON(Switch Monitoring) MIB 

네트워크 관리 CiscoWorks CiscoView 지원 
CiscoWorks Resource Manager Essentials(RME) 
Cisco IP Solution Center(ISC) 

물리적 사양 •  Cisco 7600 Series 라우터에 1개 슬롯 점유 
•  13 슬롯 섀시 안에 최대 12개의 Cisco 7600 SIP-400 지원 
•  Supervisor Engine 720-3B 또는 720-3BXL 필수 
• 크기(높이x너비x깊이): 1.75x15.375x16인치 
• 무게: 16 lbs(패키지 포함 안됨) 

전원 Cisco 7600 SIP-400당 185W 전력 사용 
4개의 SPA 사용시 최대 265W 전력 사용 

표시 장치 Cisco 7600 SIP-400 상태: 초록색(작동), 주황색(장애) 

1Release 12.2(33) SRC는 Clear Channel T3 ATM 모드를 지원합니다. 채널화 및 회로 이뮬레이션은  
이 릴리스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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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안전 

CE 마킹 
•  UL 60950 
•  CSA C22.2 No. 60950 
•  EN60950 
•  TS001 
•  IEC 60950 
•  AS/NZS3260 
•  UL60950-1 

EMC 
•  FCC Part 15 Class A 
•  ICES-003 Class A 
•  VCCI Class A 
•  EN55022 Class A 
•  CISPR22 Class A 
•  AS/NZS 3548 Class A 
•  EN61000-3-2 
•  EN61000-3-3 
•  EN61000-3-1 
•  EN55024 
•  EN50082-1 
•  EN300386 

표준 통신 
•  ITU-T G.610 
•  ITU-T G.703 
•  ITU-T G.707 
•  ITU-T G.783 섹션 9-10 
•  ITU-T G.784 
•  ITU-T G.803 
•  ITU-T G.813 
•  ITU-T G.825 
•  ITU-T G.826 
•  ITU-T G.841 
•  ITU-T G.957 표 3 
•  ITU-T G.958 
•  ITU-T I.361 
•  ITU-T I.363 
•  ITU I.432 
•  ITU-T Q.2110 
•  ITU-T Q.2130 
•  ITU-T Q.2140 
•  ITU-T Q.2931 
•  ITU-T O.151 
•  ITU-T O.151 
•  ETSI ETS 300 417-1-1 
•  ACA TS 026(1997) 
•  BABT/TC/139(Draft 1e) 

주문 정보 

주문하려면 시스코 주문 홈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표 3를 참조하십시오. 

표 3. 주문 정보 

제품 이름 부품 번호 

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400 7600-SIP-400 

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400, 스페어 7600-SI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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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은 고객의 성공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인력, 프로세스, 고객지원 툴 및 파트너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것으로, 그 

결과는 높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시스코의 서비스는 네트워크 투자 보호,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사전에 네트워크를 대비하도록 하여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와 

비즈니스의 역량을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 또는 시스코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7600 Series 라우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www.cisco.com/go/7600. 

Cisco SPA/SIP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www.cisco.com/go/spa 또는 해당 지역 시스코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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