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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Cisco NCS 6000 Series Route Processor 

Cisco Network Convergence System 6000(NCS-6000)을 통해 월등한 네트워크 
민첩성, 패킷 옵티컬 컨버전스 및 초당 페타비트의 시스템 규모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가장 낮은 총소유 비용으로 탄력적인 용량을 지원하고 고대역폭 모바일, 비디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NCS 6000 을 통해 Next Generation Core 기반 
구축이 용이합니다. 

Cisco 의 혁신적이며 업계 최고의 가상화된 IOS-XR 운영 체제 환경에서 실행되는 IOS-XR 운영 체제를 활용하여 
NCS-6000 는 분산 라우팅과 가상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가상화된 IOS-XR 를 통해 NCS 6000 은 새로운 수준의 
프로그래밍 성능과 가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품을 늘리고 프로비저닝 속도를 높이며 
네트워크 경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Cisco NCS- 6000 은 최첨단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포워딩 ASIC 인 Cisco nPower NPU(Network Processor Unit)로 
구동됩니다. nPower 는 업계 최초로 ZPL/ZTL(Zero Packet Loss/Zero Topology Loss) ISSU(In-Service Software 
Upgrade)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CS-6000 는 적응형 전력 소비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ASIC 과 CMOS 포토닉스 기술 모두에 환경적인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NCS 6000 은 SP(서비스 제공업체)의 라우팅 공간에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합니다. 

그림 1.   Cisco NCS 6000 Series Route Processor 

 

기능 및 장점 
Cisco Network Convergence System Route Processor 는 업계의 최고급 라우팅 프로세서이며 Cisco NCS-6000 
시스템 플랫폼의 규모와 성능을 위해 특수 개발되었습니다. NCS-6000 Route Processor 는 Intel Sandy Bridge 8-
Core 프로세서의 하이엔드 성능을 자랑합니다. 48GB 의 고속 DDR3(double data rate 3) ECC(error correcting code) 
메모리가 탑재된 NCS-6000 Route Processor 는 최대 코어, 피어링(peering)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획기적인 
규모의 초고속 라우팅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신속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부팅을 위해 SSD(Solid State Drive) 
한쌍도 장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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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6000 Route Processor 는 수상 경력이 있는 Virtualized Cisco IOS® XR 를 실행합니다. IOS-XR 는 확장성이 
높은 IP 와 MPLS 제어 평면 구축을 포함하는 성숙하고 완전히 분산된 완전 모듈식 인터네트워크 운영 체제입니다. 
멀티코어 설계와 속도를 통해 BGP(Border Gateway Protocol)와 IGP(Interior Gateway Protocols), MPLS-
TE(Multiprotocol Label Switch Traffic Engineering), NetFlow, 합법적 감청(Lawful Intercept), SNMP 또는 XML 
모니터링 등의 Virtualized IOS-XR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라우팅 성능 저하 없이 높은 확장 수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Cisco NCS 제품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sco.com/go/NCS 를 방문하십시오. 

기능 및 장점 
이 NCS-6000 Route Processor 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 Route Processor 는 Cisco Virtualized IOS-XR Software 로 구동되며, 단일 섀시에서 다중 섀시로 확장되는 
동안에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다중스레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8-Core Intel Sandy Bridge CPU 가 고속 통합과 
처리를 지원합니다. 

● 고속 로깅과 운영 체제 스토리지 기능에 고속 SSD 스토리지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 IP/MPLS(IP/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라우팅, IPoDWDM(IP over Dense 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SDR(Secure Domain Router)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가상화 및 가능한 최저의 총 소유 
비용(TOC)으로 월등한 QoE(Quality of Experience)를 제공하는 NetFlow 어카운팅과 같은 대규모 제어 평면 
기술 

● IEEE 1588v2 와 같은 OAM & SLA 프로토콜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된 정확한 타임 스탬핑 지원 및 동기식 
이더넷(Synchronous Ethernet) 지원을 위한 폭넓은 동기화 서비스 

● NCS-6000 의 다른 모든 하위 시스템에 대하여 Route Processor 는 낮은 전력과 중량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업계 최고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제품 사양 
표 1 에는 Cisco NCS-6000 Route Processor 의 사양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표 1. 제품 사양 

설명 사양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Virtualized IOS-XR - 소프트웨어 릴리스 5.0.0 이상 

연결성 ● 콘솔 포트(EIA232 직렬) 
● 매니지먼트 이더넷 포트(10/100/1000/1000M 및 1/10GE) 
● 인터페이스 쉘프 이더넷 포트(10GE SFP+) 
● 컨트롤 이더넷 확장 포트(10GE SFP+) 
● BIT 주파수 참조 포트(입출력) 
● J.211(DTI) 시간 참조 입력 또는 출력 
● GPS 시간 참조 포트 
● Cisco Time-Reference Input/Output 
● Dedicated 10/100M copper Ethernet for IEEE1588 time/clock synchronization 
● USB 2.0 port for external storage of a boot image 
● Alarm port for relay contacts 

메모리 ● 48GB, ECC protected DDR3 route memory(업그레이드 불가) 
● 32GB SSD(내부) 
● 200GB SSD(내부) 

옵션 타사 외부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성능 1.8GHz 로 구동되는 Intel Sandy Bridge 8-Core Processor 

http://www.cisco.com/go/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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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양 

신뢰성 및 가용성 하드웨어: 
● 1:1 route processor redundancy 
● ECC protected route memory 

소프트웨어: 
● ISSU ZPL/ZTL 
● Cisco Nonstop Forwarding (NSF) 
● HSRP(Hot-Standby Router Protocol) 및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 Online insertion and removal (OIR) 
● MPLS Fast Reroute (FRR) 

네트워크 관리 ● Cisco IOS XR Software CLI(Command-Line Interface) 
● SNMP 
● XML 
● Cisco Prime Network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XML 스키마 지원 

환경 조건 ● GR-63-CORE 요건 준수 
● 보관 온도: -40 에서 70°C(-40 에서 158°F) 
● 작동 온도: 
● 일반: 5 에서 40°C(41 에서 104°F) 
● 단기: -5 에서 50°C(23 에서 122°F)(노트 참조) 
● 상대 습도: 
● 일반: 5 에서 85% 

시스템 요구 사항 
표 2 에는 라우트 프로세서의 시스템 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 2. 시스템 요구 사항 

설명 사양 

하드웨어 Cisco NCS-6000 싱글 섀시 또는 멀티섀시 혹은 백투백(Back-to-Back)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Cisco IOS XR 소프트웨어 5.0 이상 

보증 정보 
보증 정보는 Cisco.com 의제품 보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주문 정보 
주문 정보는 표 3 을 참고하십시오. 제품 주문은 Cisco 주문 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면 Cisco Software Center 를 방문하십시오. 

표 3. 주문 정보 

제품 이름 제품 번호 

Cisco NCS-6000 Route Processor(48GB) NC6-RP 

Cisco 10Gigabit Interface Small Form-Factor Pluggable Short Reach SFP-10G-SR-X 

Cisco 10Gigabit Interface Small Form-Factor Pluggable Long Reach SFP-10G-LR-X 

http://www.cisco.com/en/US/products/prod_warranties_listing.html�
http://www.cisco.com/en/US/ordering/index.shtml�
http://www.cisco.com/cisco/software/navigator.html?a=a&i=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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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IP+옵티컬 솔루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시스코 서비스 
Cisco 와 파트너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Cisco 의 통합 IP+옵티컬 솔루션에 대한 투자 가치를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Cisco 는 신속하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컷오버(cutover)하기 위해 솔루션을 설계, 구축 
및 인증을 지원합니다. 상호 연동까지의 모든 단계를 조정합니다. 여러분의 팀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isco.com/go/spservices 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NCS 6000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ncs6000 을 참조하거나 현지 Cisco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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