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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Cisco NCS 6008 Single-Chassis System 

Cisco® Network Convergence System 6000 Series System 은 탁월한 네트워크 민첩성, 
패킷 옵티컬 컨버전스 및 초당 페타비트의 시스템 규모를 지원합니다. 또한 차세대 
코어 구축을 지원하므로 최저의 TCO 로 유연하게 용량을 지원하고 고대역폭 모바일, 
비디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의 혁신적이며 업계 최고의 가상화된 운영 환경인 업계 최고 수준의 Virtualized Cisco IOS®을 실행하는 Cisco 
NCS 6000 Series 는 분산 라우팅과 가상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Cisco Virtualized IOS XR 을 통해 Cisco NCS 
6000 Series 는 새로운 차원의 프로그래밍 성능과 가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품을 강화하고 
프로비저닝 속도를 높이며 최적의 네트워크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Cisco NCS 6000 은 혁신적이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포워딩 ASIC(A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인 Cisco 
nPower NPU(Network Processor Unit)으로 구동됩니다. Cisco nPower X1 은 업계 최초로 ZPL/ZTL (Zero Packet 
Loss/Zero Topology Loss) ISSU(In-Service Software Upgrade)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NCS 6000 Series 는 ASIC 와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포토닉스 기술에 적응형 
전력 소비 모델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환경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Cisco NCS 6000 Series 는 
SP(서비스 제공업체)의 라우팅 공간에서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합니다.  

Cisco NCS 6008 싱글 섀시 시스템(그림 1)은 라인 카드 8 개를 통해 8Tbps 의 전이중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각 카드는 카드당 10-Gbps, 40-Gbps 또는 100-Gbps 인터페이스를 혼용함으로써 최대 1Tbps 의 
처리량이 지원됩니다. 또한 Cisco NCS 6008 은 광범위한 거리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모듈식 광학 옵션을 
지원합니다. 멀티섀시 구성에서 Cisco NCS 6008 Series 는 최대 128Tbps 의 전이중 전송 처리량을 지원하도록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Cisco NCS 6008 Single-Chassis System 

 

최근 대부분의 국제 통신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비디오 및 
대화식 멀티미디어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량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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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CS 6008 싱글 섀시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의 사용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이 시스템은 성능 저하 없이 차세대 코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Cisco nPower NPU 로 구동됩니다. 

● Cisco NCS 6000 Series 는 완전한 분산 시스템입니다. 모든 패킷 전송 결정과 작업이 각 라인 카드에서 
수행되므로 빠르고 유연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어 평면은 라우팅 프로세서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세서가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과 통신한 후 기능과 전송 명령을 라인 카드로 보냅니다. 

● Cisco NCS 6008 System(그림 2 참조)은 운영 효율성이 뛰어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모든 공통 구성 요소, 
라우팅 프로세서, 스위칭 패브릭, 팬 및 전원 공급 장치는 완전히 이중화됩니다. 또한 플랫폼은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할 때만 전원을 사용합니다. 전원이 모듈화되어 있으므로 자본 지출(CapEx)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 효율성이 뛰어난 구축이 가능합니다. 환경 효율성을 위해 각 라인 카드의 전력 소비는 사용되는 
포트의 수에 따라 조절됩니다. 

● Cisco NCS 6000 Series 는 성공적인 CRS(Cisco Carrier Routing System)와 ARS(Aggregation Services 
Router) 9000 플랫폼에 사용된 것으로 잘 알려진 Cisco IOS XR 운영 체제를 사용합니다. Cisco IOS XR 
Software 는 싱글 섀시 시스템에서 대형 멀티섀시 시스템으로 확장을 허용하도록 제어 평면 분산을 사용하는 
유일한 완벽한 모듈식, 완벽한 분산 인터네트워크 운영 체제 입니다.  Cisco IOS XR 운영 체제는 분산 
시스템용으로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Cisco NCS 6000 Series 에서는 가상 ISO-XR 환경에서 실행되면서 
추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듈 구조 덕분에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그레이드 또는 모듈 교체 시 작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합 기술에는 IP 와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라우팅, IPoDWDM(IP over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SDR(Secure Domain Router)를 사용한 네트워크 가상화, 패브릭 멀티캐스트 복제, 
패브릭 QoS(Quality of Service) 및 Cisco NetFlow Accounting, 그리고 가능한 최저의 TCO 로 월등한 
QoE(Quality of Experience)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현 인프라가 포함됩니다. 

● 전원, 공간 및 향후 성장을 강화하여 옵티컬 익스텐션을 지원함으로써 패킷 데이터 통합이 향상됩니다. 

● Cisco NCS 6000 Series 는 구성,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라우터와 옵티컬 익스텐션 사이의 
제어 평면 통합을 탁월하게 지원합니다. 

Cisco NCS 6008 라인 카드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급증함에 따라, 솔루션은 유연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Cisco NCS 6008 은 
라우팅과 옵티컬 전송 네트워크 사이의 더욱 긴밀한 통합과 기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자연스러운 혁신을 
지원하면서 업계 최고의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isco NCS 6008 라인 카드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 MS(Multiservice): 대규모 IPv4/IPv6/MPLS 전송과 대기열 처리 기능을 필요로 하는 코어와 피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LSR(Label Switch Routing): 제한적인 IPv4/IPv6 기능이 있는 MPLS 스위칭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isco NCS 6008 라인 카드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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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isco NCS 6008 Single-Chassis System 

 

제품 사양 
표 1 에는 Cisco NCS 6008 의 싱글 섀시 구성에 대한 사양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Cisco NCS 6008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sco.com/go/NCS를 방문하십시오. 

표 1. Cisco NCS 6008 제품 사양 

특징 설명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IOS XR Software Release 5.0 or later running in the Cisco nVisor environment 

프로토콜 ● Cisco Discovery Protocol 
● IPv4 and IPv6 addressing 
●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MP) 
● BGPv4(Border Gateway Protocol Version 4), OSPFv2(Open Shortest Path First Version 2), OSPFv3 및 IS-

IS(Intermediate System-to-Intermediate System) 프로토콜을 포함한 레이어 3 라우팅 프로토콜 
● 다음의 프로토콜과 소스 기반 및 공유 분산 트리를 지원하는 멀티캐스트 전송: 
◦ PIM-S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Sparse Mode) 
◦ Bidir-PIM(Bi-directional PIM) 
◦ PIM SSM(PIM Source Specific Multicast) 
◦ AutoRP(Automatic route processing) 
◦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버전 2&3 
◦ MBGP(Multiprotocol BGP) 
◦ MSDP(Multicast Source Discovery Protocol)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LDP(MPLS Label Distribution Protocol) 
◦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 TE(Diffserv Aware Traffic Engineering) 

● MPLS Traffic Engineering control plane (RFCs 2702 and 2430) 
● RPL(Route Policy Language) 
● 관리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 Programmatic interfaces (XML) 

● MPLS Traffic Engineering control plane 
● 관리: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 Programmatic interfaces (XML) 

● 보안 

◦ Message Digest Algorithm (MD5) 
◦ IP Security (IPsec) Protocol 

http://www.cisco.com/go/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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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설명 

◦ SSHv2(Secure Shell Protocol Version 2) 
◦ SFTP(Secure FTP) 
◦ SSL(Secure Sockets Layer) 

● 이더넷 

◦ 100 Gigabit Ethernet IEEE 802.3 
◦ 40 Gigabit Ethernet IEEE 802.3 
◦ 10 Gigabit Ethernet IEEE 802.3 
◦ Short- & Long-reach IEEE 표준 지원 

구성 요소 각 Cisco NCS 6008 라인 카드 섀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독립형 섀시(랙이 필요 없음) 
● RP(Route Processor) 2 개 
● 패브릭 카드 6 개 
● 라인 카드 슬롯 8 개 
● 팬 트레이 2 개 
● 공기 주입 필터 
● 전원 쉘프 6 개(DC 또는 AC) 

라인 카드 100-G line cards 
● 10 x 100-Gigabit Ethernet -multiservice cards with CXP optics 
● 10 x 100 Gigabit Ethernet -multiservice cards with CPAK optics 
● 10 x 100- Gigabit Ethernet LSR cards - CXP optics 
● 10 x 100 Gigabit Ethernet LSR cards with CPAK optics 

10-G 라인 카드 
● 60 x 10 - Gigabit Ethernet multiservice cards with Enhanced Small Form-Factor Pluggable (SFP+) optics 

연결성 브레이크아웃(breakout) 또는 패치 평면 솔루션을 사용한 100-Gbps 라인 카드 상의 100, 40 및 10 기가비트 
이더넷 

특징과 기능 IP 특징: 
● IPv4 unicast services 
● IPv6 unicast services 
● IPv4/IPv6 equal-cost multipathing (ECMP) 
● IPv4/IPv6 load balancing) 

포워딩 기능: 
● Access control lists (ACLs) 
● Qos and class of service (CoS) using modular 

QoS command-line interface (CLI; MQC) 
● IP packet classification and marking 
● Queuing (ingress and egress) 
● Policing (ingress and egress) 
● Diagnostic and network management support 

IPv4 멀티캐스트 기능: 
● Mult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RPF) 
● Multicast nonstop forwarding (NSF) 
● Multicast forwarding information base (MFIB) 

MPLS 기능: 
● MPLS forwarding 
● MPLS load balancing 
● User network interface (UNI) 
● Link management protocol (LMP) 

보안 기능: 
● Control packet policing 
● Dynamic control plane protection 
● GTSM RFC 3682(이전 BTSH) 

시스템 용량 라인 카드 용량당 2Tbps(인그레스 슬롯당 1Tbps 와 이그레스 슬롯당 1Tbps)로 총 16Tbps 의 스위칭 용량 

신뢰성 및 가용성 시스템 이중화: 
● Power redundancy 1:1 or 1:N 
● Fan tray redundancy 1:1 
● Route processor redundancy 1:1 
● Fabric card redundancy 1:6 

소프트웨어 기능: 
● NSF using graceful restart for IS-IS, OSPF, BGP, LDP, and RSVP 
● 라인 카드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 지원 
● 패브릭 카드 OIR 지원 
● 리소스 부족 관리 
● 가상 머신 이중화 
● MPLS Fast Reroute (FRR) 
● Hot Standby Router Protocol (HSRP) and 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VR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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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설명 

MIB SNMP 프레임 지원: 
● SNMPv1 
● SNMPv2c 
● SNMPv3 
● MIB II, 인터페이스 확장을 포함 (RFC 1213) 
● SNMP-FRAMEWORK-MIB 
● SNMP-TARGET-MIB 
● SNMP-NOTIFICATION-MIB 
● SNMP-USM-MIB 
● SNMP-VACM-MIB 

시스템 관리: 
● CISCO- BULK-FILE-MIB 
● CISCO-CONFIG-COPY-MIB 
● CISCO-CONFIG-MAN-MIB 
● CISCO-FLASH-MIB 
● CISCO-MEMORY-POOL-MIB 
● Cisco FTP Client MIB 
● Cisco Process MIB 
● Cisco Syslog MIB 
● CISCO-SYSTEM-MIB 
● CISCO-CDP-MIB 
● IF-MIB(RFC 2233/RFC 2863) 

QoS: 
● MQC-MIB(Cisco Class-Based QoS MIB) 
● CISCO-PING-MIB 

섀시: 
● ENTITY-MIB(RFC 2737) 
● CISCO-entity-asset-MIB 
● CISCO-entity-SENSOR-MIB 
● CISCO-FRU-MIB(Cisco-Entity-FRU-Control-MIB) 

패브릭: 
● CISCO-Fabric-Mcast-MIB 
● CISCO-Fabric-Mcast-Appl-MIB 

라우팅 프로토콜: 
● BGP4-MIB Version 1 
● OSPFv1-MIB(RFC 1253) 
● CISCO-IETF-IP-FORWARDING-MIB 
● IP-MIB(이전 RFC 2011-MIB) 
● TCP-MIB(RFC 2012) 
● UDP-MIB 
● CISCO-HSRP-EXT-MIB 
● CISCO-HSRP-MIB 

트랩: 
● RFC 1157 
● Authentication 
● Linkup 
● Linkdown 
● ColdstartWarmstart 

네트워크 관리 Enhanced CLI 
XML 인터페이스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및 MIB 지원 
Cisco Prime™ Network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XML 스키마 지원 

물리적 크기 섀시 높이: 
● 213.36cm (84 인치) 

섀시 폭: 
● 59.94cm (23.6 인치) 

섀시 깊이: (외부 장식 문 제외) 
● 106.68cm (42 인치) 

전원 ● DC와 AC 전원 모듈 모두 지원 1  (AC 범위:200-240V; 50-60Hz; 최대 16A 전세계 DC 범위(-40--72V; 공칭 
50A, 최대 60A) 

환경 조건 보관 온도: -40 - 70°C(-40 - 158°F) 
작동 온도: 
● 일반: 5 - 40°C(41 - 104°F) 
● 단기*: -5 - 50°C(23 - 122°F)(노트 참조) 

상대 습도: 
● 일반: 5 - 85% 
● 단기*: 5 - 90% 그러나 건조 공기 kg 당 0.024kg 의 수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기는 연속 96 시간을 넘지 않고 연간 총 15 일을 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총 360 시간을 
의미하지만 1 년 동안 15 회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1 AC 와 DC 혼용 모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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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규정 준수 
표 2 에는 Cisco NCS 6008 싱글 섀시 시스템의 두 모듈에 대한 규정 준수 및 기관 승인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 2. Cisco NCS 6008 Single-Chassis System 의 규정 준수와 기관 승인 

특징 설명 

안전 표준 ● UL/CSA/IEC/EN 60950-1 
● IEC/EN 60825 Laser Safety 
● FD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Laser Safety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FCC Class A 
● ICES 003 Class A 
● CISPR 22 (EN55022) Class A 
● VCCI Class A 
● IEC/EN 61000-3-2: Power Line Harmonics 
● IEC/EN 61000-3-3: Voltage Fluctuations and Flicker 

Immunity(기본 표준) ● IEC/EN-61000-4-2: Electrostatic Discharge Immunity (8-kV contact, 15-kV air) 
● IEC/EN-61000-4-3: Radiated Immunity (10V/m) 
● IEC/EN-61000-4-4: Electrical Fast Transient Immunity (2-kV power, 1-kV signal) 
● IEC/EN-61000-4-5: Surge AC Port (4-kV CM, 2-kV DM) 
● IEC/EN-61000-4-5: Signal Ports (1 kV) 
● IEC/EN-61000-4-5: Surge DC Port (1 kV) 
● IEC/EN-61000-4-6: Immunity to Conducted Disturbances (10 Vrms) 
● IEC/EN-61000-4-8: Power Frequency Magnetic Field Immunity (30A/m) 
● IEC/EN-61000-4-11: Voltage Dips, Short Interruptions, and Voltage Variations 

ETSI 와 EN ● EN300 386: Telecommunications Network Equipment (EMC) 
● EN55022: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Emissions) 
● EN55024: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mmunity) 
● EN50082-1/EN-61000-6-1: Generic Immunity Standard 

Network Equipment Building 
Systems (NEBS) 

이 제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자격 심사 진행 중). 
● SR-3580: NEBS Criteria Levels (Level 3) 
● GR-1089-CORE: NEBS EMC and Safety 
● GR-63-CORE: NEBS Physical Protection 

주문 정보 
제품을 주문하려면 Cisco Ordering Home Page를 방문하시고 표 3 을 참조하십시오. 

표 3. 주문 정보 

제품 번호 설명 이름 

NCS-6008-SYS-S Cisco NCS Single-chassis System 

통합 IP+옵티컬 솔루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시스코 서비스 
Cisco와 파트너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Cisco의 통합 IP+옵티컬 솔루션에 대한 투자 가치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신속한 마이그레이션과 전환을 위해 여러분의 솔루션 설계, 구축 및 
인증을 지원합니다. 상호 연동까지의 모든 단계를 조정합니다. 귀사의 팀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http://www.cisco.com/go/sp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ordering/or13/or8/order_customer_help_how_to_order_listing.html�
http://www.cisco.com/go/sp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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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Cisco NCS Single-chassis System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cisco.com/go/NCS를 방문하거나 현지 Cisco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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