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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시된 Cisco Catalyst 6500 Series용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그림 1)을 
소개합니다.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Cisco Catalyst 6500 Series의 10기가비트 
이더넷 밀도를 2배로 향상시켜, 단일 Cisco Catalyst 6500 섀시에서 최대 130개의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팬아웃 및 포트 밀도가 중요한 캠퍼스 
LAN 통합 또는 데이터 센터 액세스 배치에 이상적입니다. 새로운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Cisco Catalyst 6500 Series의 기존 통합 서비스 모듈에 확장성, 유연성, 
관리 용이성을 보완한 획기적으로 향상된 성능으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서버 및 스토리지의 통합 및 가상화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증가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1. Cisco Catalyst 6500 Series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제품 개요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DFC3C[Distributed Forwarding  
Card 3C] 포함) 

 
●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DFC3CXL[Distributed Forwarding  

Card 3CXL] 포함) 
 
 

두 모듈은 모두 WS-X6716-10GE 베이스 보드 및 DFC (Distributed Forwarding 
Card)를 포함합니다. DFC3C와 DFC3CXL 버전의 차이점은 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모듈은 최대 16개의  플러그형 X2 광학장치를 지원하고 총 
40Gbps의 패브릭 연결을 제공하여 4:1 비율로 초과 수용 (oversubscribed)합니다. 
DFC(Distributed Forwarding Card)는 하드웨어 기반 멀티캐스트 복제, NetFlow 및 MAC 
학습을 제공하며 48 Mpps로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또한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포트 밀도를 향상시켜 전력 소모를 줄여줍니다. 8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과 
비교해보면 포트당 전력 소모가 반으로 줄어들어 상당한 전력 절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초과 가입 (oversubscription) 모드와 성능 
모드를 결합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일부 포트는 서버에 연결하고 일부 
포트는 배선함 업링크에 연결하는 등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 모드로 
운영할 경우, 10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Cisco Catalyst 6500 가상 스위칭 

시스템 (VSS) 1에서 가상 스위치 링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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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FC3C와 DFC3CXL의 차이점 

 

기능 DFC3C DFC3CXL 

256,000 1,000,000 IPv4 경로 
128,000 500,000 IPv6 경로 
128,000 256,000 NetFlow 항목 
128,000 256,000 반사 액세스 제어 목록 (ACL)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Cisco Catalyst 6500 Series 섀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Series 섀시 (6503-E, 6504-E, 6506-E, 6509-E, 6509-V-E) 및 6509-NEB-A 섀시(이중 팬 
트레이 포함)에서 운영할 경우 구성은 NEBS 3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대 적정 온도 
55°C 지원). E-Series 섀시가  아니거나  (6506, 6509, 6513) 6509-NEB-A (단일 팬 트레이,  
팬 트레이 2 및 2500W 이상 전원 공급 장치 포함)에서 운영할 경우, 구성은 NEBS 3 
규격과 맞지 않습니다 (적정 온도: 최대 40°C까지만 지원). 모듈은 3/4/6/9 슬롯 섀시의 모든 
슬롯에 배치 가능합니다. 13 슬롯 섀시에서 운영할 경우 반드시 슬롯 9-13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6503 비E-Series 섀시 또는 Cisco 7600 Series 라우터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Cisco Catalyst 6500 Series Virtual Switching 
Supervisor Engine 720(10기가비트 이더넷 업링크 포함)의 전모델 및 Cisco Catalyst 
6500 Series Supervisor Engine 720(VS-S720-10G-3C, VS-S720-10G-3CXL, WS- Sup720, 
WS-Sup720-3B, WS-Sup720-3BXL 포함)과 호환됩니다. 동일 섀시에서 DFC를 조합할 
경우, 최소공배수 모드로 섀시가 운영됩니다. 

 
최초 고객 배송(FCS) 시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에는 다음에 열거되는 광학 
장치들이 지원됩니다; X2-10GB-LRM, X2-10GB-SR, X2-10GB-LR, X2-10GB-ER, X2-
10GB-LX4, X2-10GB-CX4. 이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에서는 SR, LR, ER, LX4, 
CX4 광학 장치 버전 -02 이상만 지원됩니다. -01 버전 광학 장치는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LRM 광학 장치는 제약조건이 없고 멀티모드 파이버에서 220m의 전송 
거리를 제공하므로 캠퍼스 LAN 업링크 및 데이터 센터 배치에 이상적입니다. 

 
Cisco IOS® Software 및 Cisco IOS Software Modularity Release 12.2(33)SXH1 이상에서는  
두 가지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버전 모두가 지원됩니다. 

 
표 2는 주문 가능일과 출하 가능일을 제시한 것이고, 표 3은 최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표 4는 주문 정보입니다.  

 
출시일 

 
표 2.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및 광학 장치의 주문 및 출하 가능일 

 

부품 번호 주문 가능 일자 최초 고객 
배송(FCS)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WS-X6716-10G-3C 2008년 2월 2008년 4월
WS-X6716-10G-3CXL 2008년 2월 2008년 4월
WS-F6700-DFC3CXL= 현재  출하 가능 

  
1  
가상 스위칭 시스템(VSS)에서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은 12.2(33)SXH2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의 가상 스위치 링크는 12.2(33)SXI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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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 주문 가능 일자 최초 고객 
배송(FCS)

Optics 
X2-10GB-LRM 현재 출하 가능 
X2-10GB-SR* 현재 출하 가능

X2-10GB-LR* 현재 출하 가능 
X2-10GB-ER* 현재 출하 가능

X2-10GB-LX4* 현재 출하 가능

X2-10GB-CX4* 현재 출하 가능
 

* 광학 장치 버전 -02 이상이 필요합니다. WS-X6716-10G-3C 및 WS-X6716-10G-3CXL이 최초 배송된 
시점부터 광학 장치 버전 -02 이상이 출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Q&A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향후 더 많은 트랜시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신 지원 트랜시버 목록을 보려면 데이터 
시트 또는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최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표 3.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최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부품 번호 최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WS-X6716-10G-3C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2(33)SXH1 
WS-X6716-10G-3CXL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2(33)SXH1 

  
주문 정보 

 
표 4.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및 광학 장치 주문 정보 

 

부품 번호 설명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WS-X6716-10G-3C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모듈 (DFC3C 포함, X2 필요) 

WS-X6716-10G-3CXL Cisco Catalyst 6500 16포트 10기가비트이더넷 모듈 (DFC3CXL 포함, X2 필요)
WS-F6700-DFC3CXL= Cisco Catalyst 6500 Distributed Forwarding Card 3CXL 
광학 장치 
X2-10GB-LRM 10GBASE-LRM X2 - 멀티모드 파이버에서 220m의 전송 거리 제공 

X2-10GB-SR 10GBASE-SR X2 - FDDI급 멀티모드 파이버에서 26m의 전송 거리 
제공, 50um 2000 MHz*km 멀티모드 파이버에서 300m의 전송 거리 제공

X2-10GB-LR 10GBASE-LR X2 - 단일 모드 파이버에서 10km의 전송 거리 제공 

X2-10GB-ER 10GBASE-ER X2 - 단일 모드 파이버에서 40km의 전송 거리 제공 

X2-10GB-LX4 10GBASE-LX4 X2 - 멀티모드 파이버에서 300m의 전송 거리 제공 
X2-10GB-CX4 10GBASE-CX4 X2 - 구리 InfiniBand 케이블에서 15m의 전송거리제공

CX4 트랜시버용 케이블링
CAB-INF-28G-1= XENPAK-10GB-CX4용 Cisco 1m CX4 패치 케이블
CAB-INF-28G-5= XENPAK-10GB-CX4용 Cisco 5m CX4 패치 케이블
CAB-INF-28G-10= XENPAK-10GB-CX4용 Cisco 10m CX4 패치 케이블
CAB-INF-26G-15= XENPAK-10GB-CX4용 Cisco 15m CX4 패치 케이블 

  
추가 정보 

 
Cisco Catalyst 6500 Series Switc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708/index.html을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의 고객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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