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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Cisco CRS-1(Carrier Routing System-1)은 지속적인 시스템 운 과 최상의 서비스 유연성 및 시스템 수명을 자

랑하는 업계 최초의 Carrier Router System입니다. Cisco CRS-1은 자체 복구 기능이 있는 분산 운 시스템인

Cisco IOS XR에 의해 구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 용량을 최 92Tbps까지 확장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운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혁신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는 최초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40Gbps ASIC인

Cisco Silicon Packet Processor와 Cisco Service Separation Architecture를 결합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 가용성

과 서비스 속도를 실현합니다. Cisco CRS-1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컨버전스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수십 년에 걸친 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캐리어 IP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신기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서는 Cisco CRS-1 Carrier Routing System용 Cisco 10 Gigabit Ethernet 인터페이스 카드의 제

품 사양에 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Cisco CRS-1 또는 Cisco CRS-1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인터페이스에 한 자

세한 내용은 www.cisco.com/go/crs를 방문하십시오.

Cisco CRS-1 Carrier Routing System용
Cisco 10 Gigabit Ethernet 인터페이스 카드

섀시 호환성 ● 현재의 모든 Cisco CRS-1 회선 카드 섀시와 호환됩니다.

● 작동을 위해 Cisco CRS-1 Modular Services Card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호환성 ● Cisco IOS� XR Software Release 3.0 

포트 도 ● PLIM(Physical Line Interface Module) 슬롯 당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8개

제품 사양

표 1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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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 캡슐화: ARPA, IEEE 802.2/SAP, IEEE 802.3/SNAP 

● IEEE 802.x 흐름 제어

● 802.1q VLAN 지원, 점보 프레임

● IEEE 802.1p 태그 지정

● 원본/ 상 MAC 계정 및 VLAN 계정

안정성 및 가용성 ● 시스템 트래픽에 향을 주지 않는 온라인 삽입 및 제거(OIR: Online Insertion and Removal)

네트워크 관리 ● Cisco IOS-XR 소프트웨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CLI)

●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터페이스

● CWI(CraftWorks Interface) 

실제 크기 ● CRS-16-LCC에서 1개의 PLIM 슬롯 차지

● 무게: 8.4 파운드(3.8 kg) 

● 높이: 20.6 인치(52.2 cm) 

● 세로: 11.2 인치(28.4 cm) 

● 가로: 1.8 인치(4.49 cm) 

전력 ● 150W 

환경 조건 ● 보관 온도: -40�C ~ 70�C (-40�F ~ 158�F) 

● 작동 온도: 

- 표준: 5�C ~ 40�C (41�F ~ 104�F) 

- 단기간: -5�C ~ 50�C (23�F ~ 122�F) 단기간

● 상 습도: 

- 표준: 5% ~ 85% 

- 단기간: 5% ~ 90%(단, 건조한 공기 1 kg당 수분이 0.024 kg을 초과해서는 안됨)

단기간이란 연속 96시간 미만으로 1년에 총 15일 미만인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기간은 해당 연도 중 총 360시간으로, 1년 중 15회 미만의 발생을 나타냅니다.)

안전성 인증 ● UL/CSA/IEC/EN 60950-1 

● IEC/EN 60825 Laser Safety 

● ACA TS001 

● AS/NZS 60950 

● FDA-Code of Federal Regulations Laser Safety 

EMI ● FCC Class A 

● ICES 003 Class A 

● AS/NZS 3548 Class A 

● CISPR 22 (EN55022) Class A 

● VCCI Class A 

● BSMI Class A 

● IEC/EN 61000-3-2: Power Line Harmonics 

● IEC/EN 61000-3-3: Voltage Fluctuations and Flicker

표 1 제품 사양(계속)

승인 및 규정 준수

표 2 규정 준수 및 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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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규정 준수 및 기관 승인(계속)

전자파 내성(기본적인 표준) ● IEC/EN-61000-4-2: Electrostatic Discharge Immunity (8kV Contact, 15kV Air) 

● IEC/EN-61000-4-3: Radiated Immunity (10V/m) 

● IEC/EN-61000-4-4: Electrical Fast Transient Immunity (2kV Power, 1kV Signal) 

● IEC/EN-61000-4-5: Surge AC Port (4kV CM, 2kV DM) 

● IEC/EN-61000-4-5: Signal Ports (1kV) 

● IEC/EN-61000-4-5: Surge DC Port (1kV) 

● IEC/EN-61000-4-6: Immunity to Conducted Disturbances (10V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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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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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BS(Network Equipment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승인 진행 중): 

Building Systems) ● SR-3580: NEBS Criteria Levels (Level 3) 

● GR-1089-CORE: NEBS EMC and Safety 

● GR-63-CORE: NEBS Physical Protection 

커넥터 종류 SC 

상 거리 10 km 

송신기

전원 출력(최 ) 0.5 dBm 

전원 출력(최소) -8.2 dBm 

수신기

P (RMax) (최소 과부하) 0.5 dBm 

P (RMax) (최소 감도) -14.4 dBm 

옵티컬 링크

파이버 종류 G.652: 단일 모드 파이버(SMF)

옵티컬 경로 페널티 3.2 dB 

규정 준수 IEEE 802.3ae (10BASE-LR)

추가 사양

표 3 추가 사양

매개 변수 10-GE XenPak (1310-nm)

주문 정보

주문을 하려면 시스코 주문(Cisco Ordering) 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표 4 주문 정보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고객의 성공을 촉진시켜주는 수많은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

공하기 위해 사람, 프로세스, 툴, 파트너가 서로 협력하므로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귀하가 네트워크 투자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운 을 최적화하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비한 네트워크

를 준비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와 비즈니스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Cisco Technical Support Services 

Cisco Advanced Services 

추가 정보

Cisco 8포트 10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에 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어카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www.cisco.com을 방문하십시오. 

Cisco CRS-1 Carrier Routing System 8포트 10 기가비트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 8-10GBE-LR (=) 

XenPak Optics XENPAK-10GB-LR (=)

제품 이름 제품 부품 번호

www.cisco.com/kr 2004-10-28

■ Gold SI파트너 �(주)데이타크레프트코리아 02-6256-7000 �(주)인네트 02-3451-5300 �한국아이비엠(주) 02-3781-7800

�(주)콤텍시스템 02-3289-0114 �쌍용정보통신(주) 02-2262-8114 �에스넷시스템(주) 02-3469-2400

�(주)링네트 02-6675-1216 �한국후지쯔(주) 02-3787-6000 �한국휴렛팩커드(주) 02-2199-0114

�(주)LG씨엔에스 02-6363-5000 �(주)인성정보 02-3400-7000

■ Silver SI파트너 �(주)시스폴 02-6009-6009 �한국NCR 02-3279-4423 �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SK씨앤씨(주) 02-2196-7114/8114

■ Local 디스트리뷰터 �(주)소프트뱅크커머스코리아 02-2187-0176 �(주)아이넷뱅크 02-3400-7490 �(주)SK 네트웍스 02-3788-3673

■ IPT 전문파트너 �에스넷시스템(주) 02-3469-2900 �(주)인성정보 02-3400-7000 �크리스넷 1566-3827

�LG기공 02-2630-5280 �(주)컴웨어 02-2631-4300

■ IP/VC(Video Conferencing) �(주)컴웨어 02-2631-4300 �(주)텔레트론 031-340-7102

■ IPCC전문파트너 �한국IBM 02-3781-7114 �한국HP 02-2199-4272 �LG기공 02-2630-5280

�(주)인성정보 02-3400-7000 �삼성네트웍스주식회사 02-3415-6754

■ WLAN 전문 파트너 �(주)에어키 02-584-3717 �(주)텔레트론 02-6245-7600

■ Security 전문 파트너 �코코넛 02-6007-0133 �(주)토탈인터넷시큐리티시스템 051-743-5940 �나래시스템 02-2190-5533

�UNNET Systems 02-565-7034

■ Optical 전문 파트너 �(주)LG씨엔에스 02-6363-5000 �에스넷시스템(주) 02-3469-2900 �미리넷주식회사 02-2142-2800

■ CN 전문 파트너 �메버릭시스템 02-6283-7425

■ Storage 전문 파트너 �메크로임팩트 02-3446-3508 �(주)패킷시스템즈코리아 02-558-7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