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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Cisco IOS� Software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 및 구현된 네트워크 인프라 소프트웨어 입니다.

IOS를 통해 고급 서비스, 솔루션 및 기능들의 IP/MPLS 네트워크에 한 end-to-end가 가능하며, 초소

형 재택 근무용 라우터에서 전세계 유수의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의 코어 라우팅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재 천 만 이상의 시스템들에 한 운 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Cisco IOS Software Family는 IOS T, IOS S 그리고 IOS XR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은 확장성, 고기능성, 보안성, 관리

성 및 유연성을 원하는 시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혁신적이고, 최적화된 기능 및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Cisco IOS XR은 Cisco IOS Software Family의 최신 구성제품으로서 Cisco CRS-1 Carrier Routing System의 멀티-

테라 비트, 분산형 아키텍처상에서 업계 최고의 IP/MPLS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IOS XR Software의 주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량 분산형 멀티-프로세서, 멀티-쉘프 시스템 지원

● 보호형 메모리 아키텍처를 가진 마이크로 커넬(Microkernel)기반의 분산 운 체제 시스템 인프라

● 고도의 프로세스 세분화 및 분산

● 논-스톱 포워딩(Forwarding), 상태보존형 스위치오버(Switchover) 및 인-서비스(In-Service)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 지원

● 모듈러 소프트웨어 패키징(packaging)

● 직관적인 시각적 관리를 제공하는 시스코의 새로운 XML-기반의CWI (Craft Works Interface)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리 포함형 스위트(suit)를 통한 단순화된 관리

다음의 Q&A에 나와있는 로, IOS Software Family의 다른 구성 요소들에 의해 모든 다른 시스코 라우팅 플랫폼을 지

속적으로 지원합니다. 

Q&A 

Q. Cisco IOS XR Software란 무엇입니까? 

A. Cisco IOS XR Software는 Cisco IOS Software Family의 최신 구성요소 중 하나 입니다. Cisco IOS XR은 음성, 화

상 및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하는 컨버전스형(converged) 패킷 인프라의 출현에서 기인된 확장 및 가용성 그리고 유

연성에 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Cisco IOS XR Software는 Cisco CRS-1 Carrier

Routing System의 탁월한 분산형 프로세싱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Q. 누가 Cisco IOS XR Software의 주 사용자 입니까?

A. Cisco IOS XR Software는 코어 IP/MPLS 네트워크들을 구현할 때, Cisco CRS-1상에서 활용할 목적을 가지며, 시

장의 요구사항, 특히 규모 확장성, 지속적인 시스템 가용성 및 예외적인 서비스 유연성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컨

버전스형 패킷 인프라는 구현하기 시작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적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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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sco IOS XR Software는 Cisco IOS Software를 치할 차세 소프트웨어 입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Cisco IOS XR Software는 Cisco Software Family에 속하는 새로운 제품이며, 특별히 멀티-CPU,

멀티 쉘프, Cisco CRS-1의 분산형 아키텍처 및 컨버전스형 패킷 인프라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입

니다. 

Q. IOS Software Family의 다른 구성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12.3T 및 출시될 버전인 12.4으로 구성된 IOS T과, 12.2S및12.0S로 구성된 IOS S 

Q. 각각의 IOS 제품의 주요특성들은 무엇이며, 이 특성들이 특정 시장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최적화되

어 있습니까? 

A. IOS.T는 업계 최고 기능들로 이뤄진 최 한 광범위한 구성을 제공하도록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특히, 음성 서비스,

보안, 다중-프로토콜 라우팅 및 충분한 QoS 기능의 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OS T는 다수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한 운 이 가능하여, 고객들은 IOS T특성 및 기능들을 가장 경제적인 액세스 라우터부터 강력한 Cisco

7200 및 7500라우터 중에서, 이들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잘 맞는 라우팅 플랫폼과 응시키도록 합니다. 

IOS S는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코어 및 서비스 제공업체 에지 특성 세트에 한 광범위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었

으며, 보다 높은 레벨의 제어-, 데이터-, 및 관리-플레인(plane) 확장성 및 가용성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IOS S는 수

천 개의 인터페이스로 확장가능하고, 여러 개의 충분한 프로세서 및 분산형 포워딩 아키텍처 지원이 가능한 하이-엔드

라우팅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이들 플랫폼은 Catalyst 6500, Cisco 7600, Cisco 10000, 그리고 Cisco 12000 Series 플

랫폼을 포함합니다. IOS S는 주요 고급 기능으로 논스톱 포워딩(Non-Stop Forwarding)과 상태보존형 스위치오버

(Stateful Switchover)를 제공하여 최 한의 네트워크 가용성을 제공하며, MPLS VPNs과 AToM (Any-Transport-

over-MPLS)과 같은 고급 서비스 제공업체 에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IOS XR은 코어 IP/MPLS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내에서 고도로 분산되어 있고, 확장성이 뛰어난 Multishelf Cisco

CRS-1 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IOS XR은 분산형, 마이크로 커넬(microkernel)기반의 운 체제 인프

라상에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IOS 프로세스들 및 하위시스템들이 수천 개의 잠재적 프로세싱 리소스 중 아무 곳으

로 분산될 수 있으며, 수백만 개의 라우터 및 수십만 개의 인터페이스, 수천 개의 피어(peer)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최

적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OS XR은 CRS-1이 차세 컨버전스형 패킷 인프라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논스톱 포워딩(Non-Stop Forwarding),상태보존형 스위치오버(Stateful Switchover), In Service

Software Upgrades, 제어-플레인 데이터 체크포인팅(Control-Plane Data Checkpointing), 논리적 라우터(Logical

Routers), 그리고 관리 포함형 요소(Embedded Management Elements)에 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아래의 표는 요약내용 보여줍니다. : 



상세정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시스코 시스템즈의 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ble 1 

IOS T IOS S IOS XR 

시장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코어 테라비트급 서비스제공업체 코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제공업체 에지

관리형 CPE 서비스 제공업체 코어

타깃 시장 및 다중 프로토콜 라우팅 고성능 플랫폼 코어 IP/MPLS 라우팅

애플리케이션 보안, 방화벽, 침입 탐지 코어 및 에지 IP/MPLS 라우팅 규모 피어링(Peering )

IP 텔레포니 MPLS  VPN(Virtual Private Networks ) 전문 IP 인프라

무선 네트워킹 Broad Enterprise Feature Sets PoP 통합

QoS/서비스 보장 Redundant Processor Systems 컨버전스형 패킷 인프라

플랫폼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 단일 또는 멀티 프로세서 가능 시스템 광범위 분산형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800, 1700, 2600, 3600, 3700, 7200 2950, 3750, 4500, 6500, 7200, 7300, CRS-1 

7500, 7600, 1000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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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파트너 �(주)데이타크레프트코리아 02-6256-7000 �(주)인네트 02-3451-5300 �(주)인성정보 02-3400-7000

�한국아이비엠(주) 02-3781-7800 �(주)콤텍시스템 02-3289-0114 �쌍용정보통신(주) 02-2262-8114

�에스넷시스템(주) 02-3469-2400 �현 정보기술 02-2129-4111 �(주)링네트 02-6675-1216

�한국후지쯔(주) 02-3787-6000 �한국휴렛팩커드(주) 02-2199-0114 �케이디씨정보통신(주) 02-3459-0500

�(주)LG씨엔에스 02-6363-5000

■ Silver 파트너 �(주)시스폴 02-6009-6009 �한국NCR 02-3279-4423 �한국유니시스(주) 02-768-1114,1432

�포스데이타주식회사 031-779-2114 �SK씨앤씨(주) 02-2196-7114/8114

■ Local SI 파트너 �이스텔시스템즈(주) 031-467-7079 � 우정보시스템(주) 02-3708-8642

■ Global 파트너 �이퀀트코리아 02-3782-2600

■ Local 디스트리뷰터 �(주)소프트뱅크커머스코리아 02-2187-0176 �(주)아이넷뱅크 02-3400-7486 �SK 네트웍스 02-3788-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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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기공 02-2630-5280 �청호정보통신(주) 02-3498-3005

■ IP/VC(Video Conferencing) �(주)텔레트론 02-6245-7600 �(주)컴웨어 02-2631-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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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PN/Security 전문 파트너 �(주)코코넛 02-6007-0133 �(주)토탈인터넷시큐리티시스템 051-743-5940

■ NMS 전문 파트너 �(주)넷브레인 02-573-7799

■ CN 전문 파트너 �메버릭시스템 02-6283-7425 �(주)이직스네트웍스 02-2109-8955

■ Storage 전문 파트너 �비에노 솔루션 02-588-7170 �메크로임팩트 02-3446-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