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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Route Processor 및 Route Switch Processor 

Cisco ASR 1000 Series Aggregation Services 

Router Route Processor 

제품 개요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은 캐리어급 IP 및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패킷 인프라에 대한 경로 프로세싱 요구사항을 처리합니다. 이 프로세서

는 고급 라우팅 기능뿐 아니라 Cisco ASR 1000 Series Aggregation Services Router의 다

른 구성요소도 모니터하고 관리합니다. 1세대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부

품 번호 ASR1000-RP1)(그림 1)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전반적인 Cisco IOS®  Software 기능과 서비스 범위를 모두 통합합니다. 

• Cisco ASR 1000 시리즈에 모듈식 Cisco IOS Software 패키지를 실행합니다. 

• 업계에서 가장 컴팩트한 크기로 완벽한 리던던시형의 고가용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리던던시형 프로세서 지원을 선택사양으로 제공하고, 단일 경로 프로세서 솔루션을 

위한 Cisco IOS Software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복원력 및 

관리와 비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코드 보관, 부팅, 구성, 로그 등을 위해 40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제공합니다. 

• 1GB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를 지원하는 USB 포트를 제공합니다. 

• 내장 eUSB 메모리 지원을 제공합니다(ASR1000-RP1 에서 1GB 지원, Cisco ASR 1002 

라우터의 내장 RP1 에서 8GB 지원(파티션 분할: 부트플래시 1GB, 대용량 저장 7GB) 

• 현장 교체 및 핫스왑 기능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Stratum-3 클럭 설계 및 입력 포트 

• 최대 4GB DRAM 까지 메모리 확장 가능 

 

주요 기능 및 이점 

그림 1. Cisco ASR-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2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의 고급 기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이 라우팅과 함께 수행됩니다. 

• Cisco ASR 1000 Series Embedded Services Processor(ESP)로 포워딩 정보를 구축하고 

배포합니다. 

•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설치 및 제거를 구현하고, 음성 및 비디오 스트림에 

세션별 정책을 적용합니다. 

• 포털을 통해 ESP 포워딩 엔진에 대한 상태저장 방화벽 정책 구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IP Security(IPsec1) 인증, 암호화 방법 및 암호화 키/(Internet Key Exchange[IKE])를 

조정, 관리합니다.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 (RP1)은 Cisco ASR 1000 시리즈 라우터용 관리 

프로세서로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 관리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 전원을 켤 때 또는 조작자 명령에 따라 설치된 모든 라인 카드로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 리던던시 Cisco IOS®  XE 운영 체제, 경로 프로세서 및 내장 서비스 프로세서 

구성요소에 대한 동적 상태 조건을 동기화합니다. 

• 리던던시 솔루션을 위한 고가용성 장애복구를 수행합니다. 

• 아웃오브밴드 시스템 콘솔과 라우터 구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 포트, USB, 

그리고 이더넷 포트를 제공합니다. 

• Cisco IOS Software 의 치명적인 시스템 실패 시 운영 체제 커널을 통해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라인 카드, 전원 공급 장치 및 팬과 같은 시스템 구성 요소의 전력과 온도를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표 1은 Cisco ASR 1000 Series Router Processor 1(RP1)의 기능과 이점을 설명합니다. 

표 1. Cisco ASR 1000 Series Router Processor 1(RP1)의 기능과 이점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343/data_sheet_c78-441072_ps3842_Products_Data_Sheet.html#wp9000171#wp9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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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이점 

Cisco IOS XE 

Software 지원 

• IP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QoS, MPLS, L2VPN, L3VPN, IPv6) 

• 모든 IP 네트워크 서비스에 Cisco IOS Software 사용 

고가용성 • 컴팩트한 크기로 완벽한 리던던시형의 고가용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

해 리던던시형 프로세서 지원을 선택사양으로 제공하고, 단일 경로 프로

세서 솔루션을 위한 Cisco IOS Software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을 통해 네트워크 복원력 및 관리와 비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Stratum-3 클럭 

설계 및 BITS 

입력 포트 

• SONET 및 SDH와 같은 동기화 서비스를 위해 클러킹(Clocking) 지원

을 촉진합니다. 

최대 4GB 까지 

메모리 확장 

가능 

• 사용자 수를 늘리거나 기능 추가가 필요할 때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

는 pay-as-you-grow 확장 방식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장 가능합니다. 

• 라우팅 테이블 증가 

• 추가 MPLS VPN 라우팅 및 포워딩 인스턴스 

• SBC, BBA(대역폭 어그리게이션) 등 기능 추가 

하드 드라이브 

지원 

• 코드 보관, 부팅, 구성, 빌링, 로그 등을 위해 더 많은 스토리지 영역을 

허용합니다. 

USB 컴팩트 

플래시 지원 

• (USB 포트) 코드 보관, 부팅, 구성 및 로그 등에 대한 관리가 간단합니

다. 

모듈 방식 • 향후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보호와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 참고: Cisco ASR1002 라우터(부품 번호 ASR1002)는 업그레이드가 불

가능한 섀시에 내장된 통합 경로 프로세서 RP1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구조 

고가용성 

Cisco ASR 1000 시리즈는 세 가지 라우터(Cisco ASR 1002, Cisco ASR 1004, Cisco ASR 

1006)로 구성됩니다. 이 라우터들은 혁신적이고 강력한 Cisco QuantumFlow Processor 프

로세서를 사용하는데, Cisco ASR 1006 라우터는 12슬롯, 6RU, 하드웨어 리던던시형(2개의 

ESP 및 2개의 경로 프로세서 슬롯 제공) 섀시이며, Cisco ASR 1004 라우터는 8슬롯, 

4RU 섀시(1개의 내장 서비스 프로세서 및 1개의 경로 프로세서 슬롯 제공)입니다. 그리

고 Cisco ASR 1002는 3슬롯, 2RU 섀시(경로 프로세서, Cisco ASR 1000 시리즈 공유 포트 

어댑터 인터페이스 프로세서 카드 및 4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내장, 1개의 내장 서비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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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 슬롯 포함)입니다. 

Cisco ASR 1006 라우터는 완벽한 경로 프로세서 하드웨어 리던던시, ISSU(In Service 

Software Upgrade), NSF(Nonstop Forwarding) 및 향후 경로 프로세서 서비스 업그레이드

를 허용하는 완벽한 리던던시형 경로 프로세서를 지원합니다. 

단일 경로 프로세서 Cisco ASR 1000 플랫폼인 Cisco ASR 1002와 ASR 1004의 경우, 라

우터에서 고가용성 기능, Cisco IOS Software 리던던시, ISSU 및 NSF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Cisco IOS Software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려면 1세대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에 4GB DRAM 메모리가 있어야 합니다. 

 

LAN 포트 

1세대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은 단일 코퍼(RJ-45) 10/100 관리 

이더넷 포트를 제공합니다. 

 

SDRAM 

1세대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은 2GB 또는 4GB의 SDRAM을 지

원합니다. 이 카드는 2개의 SDRAM 슬롯을 보유하기 때문에, 2GB 경로 프로세서는 2개

의 1GB DIMM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4GB 경로 프로세서는 2개의 2GB DIMM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1세대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은 코드 보관, 부팅, 구성, 로그 등

의 보관 및 수익성을 위해 40GB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USB 포트 

1세대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부품 번호: 1000-RP1)은 코드 보관, 

부팅, 구성, 로그 등의 보관 및 수익성을 위해 1GB USB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를 지원하

는 내장 USB 포트를 제공합니다. 

 

콘솔 포트 및 보조 포트 

1세대 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은 내장 콘솔 및 보조 포트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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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표 2는 Cisco ASR 1000 Series Router Processor 1(RP1)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표 2. 제품 사양 

항목 세부 정보 

섀시 지원 Cisco ASR 1004 및 ASR 1006 섀시 

(참고: Cisco ASR 1002 섀시는 Cisco ASR 1000 Series Router 

Processor 1(RP1)과 함께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IOS XE 운영 체제: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2SR 을 

기반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Cisco IOS 12.2SR 프로토콜 지원 참조. 

연결 • 콘솔 포트(RJ-45 커넥터) 

• 보조 포트(RJ-45 커넥터) 

• 10/100 이더넷 포트(RJ-45 커넥터) 

• BITS 입력 클럭용 RJ-48 커넥터 2개 

메모리 옵션: • 1GB DDR2 mini-DIMM 2개 

• 2GB DDR2 mini-DIMM 2개 

• 2GB DRAM에서 4GB DRAM으로 메모리 업그레이드 가능 

스토리지 옵션: • 40GB HDD 

• 1GB USB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성능 • 100만개의 IPv4 라우터 또는 25만개의 IPv6 라우터까지 확장 가능 

안정성 및 가용성 • 이중 경로 프로세서 구성: 1 + 1 리던던시  

• OIR(온라인 장착 및 제거) 지원 

• NSF 및 SSO 지원 

• ISSU 지원 

MIB • RFC 2737 준수 

네트워크 관리 • 텔넷 및 SSH 프로토콜(command-line interface) 

• 콘솔 포트(CLI 사용)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 (RFC 2665) 

LED • PWR – 전원 

녹색 – 모든 전원 공급 장치가 사양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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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 – 상태 

녹색- Cisco IOS Software가 부팅되었습니다. 

노란색- BootROM이 성공적으로 로드되었습니다. 

빨간색 – 시스템 실패 또는 부팅 프로세스 중입니다. 

• ACTV- 활성 

녹색 – 활성 경로 프로세서 

• STBY – 대기 

노란색- 대기 중인 경로 프로세서 

• CRIT - Critical 

빨간색 – 치명적인 경고 또는 부팅 프로세스 중입니다. 

• MAJ - Major 

빨간색 – 중요한 경고입니다. 

• MIN - Minor 

황색 – 중요하지 않은 경고입니다. 

• LINK – 관리 이더넷 링크 상태 

솔리드 녹색 – 활성이 없는 링크 

플래시 녹색 – 활성 링크 

Off – 링크 없음 

• DISK0 – 내부 컴팩트 플래시 

플래시 녹색 – 활성 표시 

Off – 활성 없음 

• DISK0 – 외부 컴팩트 플래시 

플래시 녹색 – 활성 표시 

Off – 활성 없음 

• DISK0 – 내부 HDD 

플래시 녹색 – 활성 표시 

Off – 활성 없음 

• CARRIER - BITS 인터페이스 

Off – 서비스 불능 

녹색 – 프레임 안에서 서비스 정상 작동 

황색 – 장애 또는 루프 상황 

물리적 크기 

(높이 x 너비 x 깊이) 

0.92 x 16.7 x 14.19 인치(0.02 x 0.428 x 0.36m) 

무게 5.0 lb(2.3kg) 

인증 및 준수 안전성 

• UL60950-1 및 CAN/CSA-C22.2 No. 60950-1-03 IT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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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NZS 60950-1 

• IEC/EN 60950-1 IT 장비 

• 73/23/EEC 

전자기 적합성(방출) 

• AS/NZ 3548: 1995 (AMD I + II 포함) Class B 

• EN55022: 1998 Class B 

• CISPR 22: 1997 

• EN55022: 1994(AMD I + II 포함) 

• 47 CFR Part 15: 2000 (FCC) Class B 

• VCCI V-3/01.4 Class 2 

• CNS-13438: 1997 Class B 

• GR1089: 1997 (Rev. 1: 1999년 포함) 

전자파 내성 

• EN300386: 2000-TNE EMC 요구사항: 제품군 표준,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 중앙 위치 및 원격 지사 사무소 위치 

• EN50082-1: 1992/1997 

• EN50082-2: 1995-Generic Immunity Standard, 중공업 

• CISPR24: 1997 

• EN55024: 1998-Generic ITE immunity standard 

• EN61000-4-2: 1995 + AMD I + II ESD, Level 4/8 kV contact, 15 kV air 

• IEC-1000-4-3: 1995 + AMD 1-Radiated Immunity, 10 V/m 

• IEC-1000-4-4: 1995-Electrical Fast Transients, Level 4/4 kV/B 

• IEC-1000-4-5: 1995 + AMD 1-DC Surge-Class 3; AC Surge-Class 4 

• EN61000-4-6: 1996 + AMD 1-RF conducted immunity, 10 Vrms 

• EN61000-4-11: 1995-Voltage Dips and Sags 

• ETS300 132-2: 1996 + corregendum, 1996년 12월 

• GR1089:1997 (Rev1: 1999년 포함) 

NEBS(Network Equipment Building Standard) 

이 모듈은 다음과 같은 NEBS 를 준수합니다. 

• GR-1089-CORE 

• GR-63-CORE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 ETSI 300 386-1-Level: ‘통신 센터 이외의 위치’에 설치되는 ‘높은 우

선순위 서비스’ 관련 장비에 적용 

• ETSI 300 386-2:1997-Level: ‘통신 센터 이외의 위치’에 설치되는 ‘높

은 우선순위 서비스’ 관련 장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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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I 300 132-2: 1994년 12월, 통신 장비 섹션 4.8과 4.9, 전원 공급 

장치 인터페이스 

환경 조건 • 보관 온도: -38~150°F(-40~70°C) 

• 작동 온도, 공칭: 41~104°F(5~40°C) 

• 작동 온도, 단기간: 23~131°F(-5~55°C) 

• 보관 상대 습도: 5~95% 상대 습도(RH) 

• 작동 습도, 공칭: 5~85% RH 

• 작동 습도, 단기간: 5~90% RH 

• 작동 고도: -60~4000m(IEC/EN/UL/CSA 60950 요구사항 준수 높이

인 최대 2000m까지 가능) 

 

시스템 요구사항 

표 3은 Cisco ASR 1000 Series Router Processor 1(RP1)의 사양을 나타냅니다. 주문 정보

는 표 4를 참조하십시오. 

표 3. 시스템 사양 

항목 세부 정보 

하드웨어 • Cisco ASR 1000 시리즈 라우터 섀시(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RP1)의 인스턴스 1개 이상 포함, Cisco ASR 1000 Series 

Shared Port Adapter Interface Processor(ASR1000-SIP1)의 인스턴스 1개 

포함) 

메모리 • 2GB(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의 기본값) 

• 4GB(Cisco ASR 1000 Series Route Processor 1의 최대값) 

참고: 2GB 에서 4GB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주문 시, 혹은 현장에서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최소 

소프트웨어 

릴리스 

Cisco IOS XE Operating System Release 2 

표 4. 주문 정보 

제품 이름 부품 번호 

Cisco ASR1000 Route Processor 1, 2GB DRAM ASR1000-RP1 

Cisco ASR 1000 RP1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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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SR1000 RP1 2GB DRAM M-ASR1K-RP1-2GB 

Cisco ASR1000 RP1 2GB DRAM, 예비용 M-ASR1K-RP1-2GB= 

Cisco ASR1000 RP1 4GB DRAM M-ASR1K-RP1-4GB 

Cisco ASR1000 RP1 4GB DRAM, 예비용 M-ASR1K-RP1-4GB= 

Cisco ASR1000 RP1 40GB HDD M-ASR1K-HDD-40GB 

Cisco ASR1000 RP1 40GB HDD, 예비용 M-ASR1K-HDD-40GB= 

Cisco ASR 1000 시리즈용 1GB USB 플래시 토큰 MEMUSB-1024FT 

Cisco ASR 1000 시리즈용 1GB USB 플래시 토큰, 예비용 MEMUSB-1024FT =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 

Cisco ASR 1000 Series Router 섀시(4RU 또는 6RU) ASR1004 또는 ASR1006 

Cisco ASR-1000 Embedded Services Processor 10Gbps ASR1000-ESP10 

Cisco ASR-1000 SPA Interface Processor 10 ASR1000-SIP1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 

Cisco ASR 1000 1 (RP1) IP Base(암호화 포함 안 됨) SASR1R1-IPB 

Cisco ASR 1000 1 (RP1) IP Base SASR1R1-IPBK9 

Cisco ASR 1000 1 (RP1) Advanced IP Services SASR1R1-AISK9 

Cisco ASR 1000 1 (RP1) Advanced Enterprise Services SASR1R1-AESK9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 시스템즈는 고객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

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인력, 프로세스, 고객지원 툴 

및 파트너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것으로서 그 결과는 높은 고객 만족도로 나타납니다. 시

스코의 서비스는 여러분의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며, 새로

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

록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나 시스코 어드벤스드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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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SR 10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asr1000을 참조하

거나 시스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1이 제품에는 Cavium Networks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업데이트: 200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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