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시트

Cisco 7200 Series Network Processing Engine NPE-G1

Cisco® 7200 Series는 뛰어난 가치와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 프로세서
NPE-G1(그림 1)을 도입했습니다. Cisco 7200 Series Network Processing Engine NPE-G1(NPE-G1)의 두 배가 넘는 처리
용량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된 LAN 성능은 뛰어난 성능과 유연성을 원하는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해결해
줍니다. NPE-G1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 참조)
●

Cisco Express Forwarding 스위칭에서 1 백만 PPS(Packets Per Second)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Cisco 7200 Series NPE-400
대비 성능 최대 250퍼센트 향상)

●

대역폭 포인트를 차지하지 않는 기가비트 이더넷/패스트 이더넷(Fast Ethernet) 포트를 3개 제공합니다.

●

사용 가능한 DRAM 크기를 두 배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GB)

●

입출력(I/O) 컨트롤러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

I/O 컨트롤러 LAN 인터페이스 대역폭 포인트를 없앱니다.

●

모듈형 프로세서 및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림 1. Cisco 7200 Series NPE-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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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기능 및 이점 개요
주요 기능

이점

Cisco Express Forwarding 스위칭에서 최대 백만 PPS의
성능 제공

Cisco 7200 Series의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3개의 고정형 10/100/1000Mbps 포트(RJ-45 또는
기가비트 인터페이스 컨버터[GBIC])를 프로세서에 직접
연결

대역폭 포인트나 미드플레인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도 LAN 연결 및 성능을 최대화합니다.

256MB(기본), 512MB, 1GB DRAM사용 가능

Cisco 7200 Series에서 사용 가능한 DRAM의 크기가 두 배로 확장되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보다 많은 라우팅 테이블 지원
● 보다 많은 MPLS-VRF(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irtual Routing & Forwarding)
인스턴스 지원
● 광대역 어그리게이션에 더 많은 세션 지원
● NetFlow,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ACL(액세스 제어 목록) 등의 기능에 대한 확장성
강화

I/O 컨트롤러의 기능 통합(플래시 메모리, 보조 포트 및
콘솔 포트)

비용 절감(참고: I/O 컨트롤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 컨트롤러 슬롯에 세 번째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지원

현재 I/O 컨트롤러 포트가 대역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2개의 PCI 버스를 포트 어댑터
슬롯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형

업그레이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통해 투자를 최대로 보호합니다.
®

Cisco IOS Software 지원

서비스 품질(QOS), MPLS, 광대역 어그리게이션, 보안, 멀티서비스, 압축 및 IPSec 3DES
(삼중 데이터 압축 표준)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제품 사양: 구성요소
연결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그림 2와 같이 NPE-G1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10/100/1000 포트 3개를 제공합니다. 동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Cisco 7200 Series NPE-G1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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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기능: 3개 포트 모두 IEEE 802.1Q 표준을 지원합니다.

●

NPE-G1은 GBICS의 세 가지 유형인 SX, LX/LH, ZX를 지원하여 광섬유 길이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

콘솔 포트 및 보조 포트: NPE-G1은 콘솔 포트와 보조 포트를 가지고 있고, I/O 컨트롤러의 다른 기능을 처리하므로 I/O
컨트롤러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I/O 컨트롤러는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 컨트롤러
슬롯에서 I/O 컨트롤러가 감지되면 I/O 컨트롤러 기능은 해당 I/O 컨트롤러를 기본값으로 지정합니다. (NVRAM(onvolatile Random Access Memory) 및 부트 플래시는 예외) 그러면 NPE-G1의 콘솔 및 보조 포트가 비활성화됩니다.

메모리
●

• SDRAM: 256MB(기본), 512MB 및 1G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DRAM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256MB 메모리는
128MB 메모리 2개로 구성되고, 512MB는 256MB 메모리 SODIMM 2개로 구성되며, 1GB는 512MB 메모리 SODIMM 2개로
구성됩니다. NPE-G1의 각 메모리 뱅크에서 SODIMM 크기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NPE-G1에서 사용할 DRAM
메모리의 유형은 DDR(Double Data-Rate) 메모리입니다. DDR 메모리는 고성능 메모리 액세스 속도를 제공합니다.

●

• 컴팩트 플래시: 64MB(기본), 128MB 및 256MB. NPE-G1에서 사용하는 컴팩트 플래시와 Cisco 7400 및 73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컴팩트 플래시는 동일합니다.

●

• 512KB NVRAM 또는 512KB.

●

• 512KB 레이어 2 캐시.

●

• 256MB SDRAM에서 16MB 패킷 메모리 및 512MB/1GB SDRAM에서 32MB 패킷 메모리.

●

• ECC 지원. (SDRAM 및 레이어 2 캐시)

프로세서
700MHz Broadcom BCM1250 프로세서.
제품 사양: 환경 조건
●

보관 온도: -38~150°F(-40~70°C)

●

공칭 작동 온도: 41~104°F(5~40°C)

●

단기간 작동 온도: 23~131°F(-5~55°C)

●

보관 상대 습도: 5~95% 상대 습도(RH)

●

공칭 작동 습도: 5~85% RH

●

단기간 작동 습도: 5~90% RH

●

작동 고도: -60~4,000m

제품 사양: 물리적 사양
●

높이: 1.40인치(3.556cm)

●

폭: 15.15인치(38.481cm)

●

깊이: 11.12인치(28.245cm)

●

무게: 1.49kg(3.25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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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규격 인증 및 준수
표준 규격 인증
●

전기안전 및 전자파 방출 규정(Safety and Electromagnetic Emissions)

●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

캐나다 Underwriters Laboratories(cUL) 또는 캐나다규격협회(CSA)

●

유럽규격(EN: European Norm)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전자 국제표준

●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표준(AS/NZS)

제품 규정 준수
●

FCC Part 15 Class A: 전자파 장해 규정

●

FCC Part 68: 공중통신망 접속 규정

●

Electrostatic Discharge EN61000-4: 정전기 허용도 규정

제품 시스템 요구사항
하드웨어 요구사항
●

• 섀시: NPE-G1은 Cisco 7204VXR 및 Cisco 7206VXR 섀시에서 지원됩니다.

●

• I/O 컨트롤러: Cisco 7200VXR 섀시에 NPE-G1을 사용하면 I/O 컨트롤러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I/O 컨트롤러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NPE-G1은 다음과 같은 Cisco 7200 Series I/O 컨트롤러 부품 번호로 제공됩니다. 부품 번호: C7200I/O, C7200-I/O-2FE/E, C7200-I/O-GE+E.

●

• 포트 어댑터: NPE-G1은 2002년 8월 1일부터 Cisco 7200VXR 섀시와 함께 주문 가능한 모든 포트 어댑터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예외입니다.

◦ PA-A2-4T1C-OC3SM
◦ PA-A2-4T1C-T3ATM
◦ PA-A2-4E1XC-OC3SM
◦ PA-A2-4E1XC-E3ATM
소프트웨어
NPE-G1은 12.2(4)BW, 12.2(15)B, 12.2(14)S, 12.2(14)SU, 12.2(15)T, 12.1(14)E, 12.3(1), 12.3(2)T, 12.0(28)S, 12.3(1a)B 이상 Cisco IOS
버전에서 지원됩니다. 최신 버전 정보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oftware.cisco.com/selection/re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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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 정보
주문을 하려면 http://www.cisco.com/public/ordering_info.shtml를 이용하십시오. 제품의 부품 번호는 표 2를 참조하십시오.
표 2. 제품 주문 정보: 제품 부품 번호
제품 번호

제품 설명

NPE-G1

Cisco 7200 Series NPE-G1(256MB 기본 DRAM 및 64MB 기본 플래시 메모리 포함)

NPE-G1=

Cisco 7200 Series NPE-G1(256MB 기본 DRAM 및 64MB 기본 플래시 메모리 포함)-예비품

MEM-NPE-G1-256MB

Cisco 7200 NPE-G1을 위한 128MB 메모리 모듈 2개(총 256MB)

MEM-NPE-G1-256MB=

Cisco 7200 NPE-G1을 위한 128MB 메모리 모듈 2개(총 256MB)-예비품

MEM-NPE-G1-512MB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256MB 메모리 모듈 2개(총 512MB)

MEM-NPE-G1-512MB=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256MB 메모리 모듈 2개(총 512MB)-예비품

MEM-NPE-G1-1GB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512MB 메모리 모듈 2개(총 1GB)

MEM-NPE-G1-1GB=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512MB 메모리 모듈 2개(총 1GB)-예비품

MEM-NPE-G1-FLD64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64MB 컴팩트 플래시 디스크

MEM-NPE-G1-FLD64=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64MB 컴팩트 플래시 디스크-예비품

MEM-NPE-G1-FLD128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128MB 컴팩트 플래시 디스크

MEM-NPE-G1-FLD128=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128MB 컴팩트 플래시 디스크-예비품

MEM-NPE-G1-FLD256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256MB 컴팩트 플래시 디스크

MEM-NPE-G1-FLD256=

Cisco 7200 Series NPE-G1을 위한 256MB 컴팩트 플래시 디스크-예비품

IO-CONTROLR-BLANK

I/O 컨트롤러 슬롯 블랭크

IO-CONTROLR-BLANK=

I/O 컨트롤러 슬롯 블랭크-예비품

제품 주문 정보: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이 제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Cisco TMP (Technology Migration Plan)는 고객이 새로운 시스코 제품의 구매를 위해 크레딧을 교환해
경쟁 제품에 대한 보상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판매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코 정책을 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tradein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고객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시스코의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public/Support_root.shtml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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