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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7600 시리즈 

The Cisco®  7600 Series Route Switch Processor 720 

with 10 Gigabit Ethernet uplinks 

한정 주문 상품 

제품 개요 

The Cisco
®
 7600 Series Route Switch Processor 720 with 10 Gigabit Ethernet uplinks (RSP720-10GE)은 

오늘날에 요구되는 높은 확장성, 고성능 및 빠른 통합의 기능뿐만 아니라 성장함에 따른 필수적인 

요구사항인 음성, 비디오, 데이터, 이동성(4 중 재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Cisco 7600 Series RSP 720-10GE 는 주거 및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에 IP 비디오 및 

3 중 재생(음성, 비디오, 데이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액세스 에지 또는 어그리게이션 에지에 향상된 유연성, 확장성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Cisco 7600 

시리즈 라우터는 단일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양한 액세스 매체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기능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와 엔터프라이즈에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 통합을 제공합니다(그림 1 

참조). 

그림 1. Cisco 7600 Route Switch Processor 720 - 10 기가비트 이더넷 업링크 

 

Cisco 7600 Series RSP 720-10GE 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포함됩니다. 

• 2 개의 X2 기반 10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 2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포트 및 추가 유연성을 제공하는 1 개의 

10/100/1000 기가비트 포트: 이 포트 레벨 유연성을 통해 10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업링크와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업링크를 연결하는 액세스 에지에 Cisco 7600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개의 10 기가비트 

이더넷 업링크 포트를 통해 추가 고밀도 이더넷 모듈, SPA(공유 포트 어댑터) 또는 SIP(SPA 

인터페이스 프로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크로스바 스위치 패브릭: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는 Cisco RSP 720 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새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기반 포워딩 엔진과 향상된 성능의 720Gbps 

크로스바 스위치 패브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일 모듈은 슬롯당 40Gbps 스위칭 패브릭 

성능을 제공합니다. 즉, 4 포트 10 기가비트 이더넷 및 48 포트 10/100/1000 밀집형 라인 카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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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IPv6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와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에 대한 하드웨어 

인에블드 포워딩을 통해 Cisco RSP 720-10GE 는 ACL(액세스 제어 목록), QoS(quality of service), 

MPLS VPN 등 풍부한 패킷 처리 기능을 사용하여 고속 중앙 포워딩을 제공합니다.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는 가입자 어그리게이션, IP 포워딩, 레이어 2 및 레이어 3 MPLS 

VPN, 그리고 QoS(quality of service)를 갖춘 EoMPLS(Ethernet over MPLS), 보안 기능 등 

애플리케이션에 하드웨어의 풍부한 IP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는 다음 두 개의 새로운 하위 카드와 통합됩니다. 

• Cisco 7600 정책 기능 카드(PFC-3C 또는 PFC-3CXL): 일정한 성능으로 하드웨어에서 레이어 2 와 

레이어 3 포워딩을 수행합니다. ACL, QoS, GRE(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또는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와 같이 집중적인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레이어 2 및 레이어 3 포워딩 수행 

– ACL 기능 적용 

– QoS 정책 지정 및 마킹 수행 

– NetFlow 통계 수집 

- CoPP(Control Plane Policing) 제공 

• Cisco 7600 MSFC4(멀티레이어 스위치 기능 카드): 레이어 2 및 레이어 3 프로토콜을 실행하여 모든 

컨트롤 플레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표 1 은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나타냅니다. 

표 1.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주요 기능 및 이점 

주요 기능 이점 

720Gbps 스위칭 패브릭 

통합 

• 최대 초당 3000 만 패킷(Mpps) 속도로 레이어 2 포워딩 제공 

• 슬롯당 40Gbps 의 대역폭 성능 제공 

• 늘어난 포트 밀도에 대해 추가 슬롯 허용 

하드웨어 기반 Cisco Express 

Forwarding 

● 30Mpps 속도의 레이어 3(IP 및 MPLS) 포워딩 제공 

10 기가비트 이더넷 및 

기가비트 이더넷 옵션 

• RSP 에 2 개의 10 기가비트 이더넷 및 3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옵션(1 개의 10/100/1000 RJ-45 포트 포함) 제공 

더욱 빨라진 CPU 성능과 

확장된 메모리 성능 

• 다음과 같은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 프로토콜 통합 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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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스누핑 시간 개선 

• 라우터 부팅 시간 개선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 및 LDP(Label 

Distribution Protocol)의 구성 속도 단축 

• IP 세션 및 트래픽 엔지니어링 

고밀도 주거지역 가입자 

어그리게이션 

• 고객이 4 중 재생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L2VPN(레이어 2 

VPN)과 L3VPN 기능을 결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하드웨어 기능 

표 2.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하드웨어 기능 

주요 기능 RSP720-3C-10GE RSP720-3CXL-10GE 

메모리(경로 프로세서/스위치 프로세서) 1GB/1GB 2GB/1GB 

콤팩트 플래시 메모리 512MB/1GB(post-FCS) 512MB/1GB(post-FCS) 

NVRAM(비휘발성 RAM) 4MB 4MB 

FAT 32 파일 시스템 지원 지원 

확장성 

표 3.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확장성 

부품 번호 RSP 720-3C-10GE RSP 720-3CXL-10GE 

IPv4 라우팅 하드웨어 

최대 400Mpps* 

하드웨어 

최대 400Mpps* 

IPv6 라우팅 하드웨어 

최대 200Mpps* 

하드웨어 

최대 200Mpps* 

레이어 2 브리징 하드웨어 

최대 400Mpps* 

하드웨어 

최대 400Mpps* 

MPLS • Layer 3 VPN 및 EoMPLS 터널링 

사용을 위한 하드웨어 MPLS 

• Layer 3 VPN 및 EoMPLS 터널링 

사용을 위한 하드웨어 M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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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당 총 최대 백만 개의 경로를 

가진 최대 1024 개의 VRE(Virtual 

Route Forwarding) 경로 

• 시스템당 총 최대 백만 개의 경로를 

가진 최대 1024 개의 VRE(Virtual Route 

Forwarding) 경로 

GRE(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하드웨어 하드웨어 

NAT 하드웨어 지원 하드웨어 지원 

경로 256,000(IPv4), 128,000(IPv6) 1,000,000(IPv4), 500,000(IPv6) 

NetFlow 항목 수 128,000 256,000 

* DFC(분산 포워딩 카드) 포함 

주요 기능 

표 4.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QoS 기능 

주요 기능 RSP720-3C-10GE RSP720-3CXL-10GE 

어그리게이션 속도 제한 위치 수신 포트 또는 VLAN, 송신 

VLAN 또는 레이어 3 포트 

수신 포트 또는 VLAN, 송신 

VLAN 또는 레이어 3 포트 

속도 제한 레벨 유형: 

CIR(인정 정보 속도) 및 

PIR(피크 정보 속도) 

CIR 및 PIR CIR 및 PIR 

흐름 기반 속도 제한 방식과 

속도 

소스 주소별, 대상 주소별 또는 

전체 흐름, 속도: 64 

소스 주소별, 대상 주소별 또는 

전체 흐름, 속도: 64 

포트별/VLAN 단위별 MAC 

ACL 기능 

가능 가능 

표 5.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보안 기능 

주요 기능 RSP720-3C-10GE RSP720-3CXL-10GE 

포트 보안 가능 가능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5 

 

IEEE 802.1x 및 802.1x 확장 가능 가능 

VLAN 및 라우터 ACL/포트 ACL 가능 가능 

Reflexive ACL 128,000 256,000 

하드웨어 URPF(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검사 

최대 6 개 경로 최대 6 개 경로 

CPU 속도 제한기(DoS 보호) 10 개의 특수 속도 제한기 

및 CoPP 

10 개의 특수 속도 제한기 

및 CoPP 

사설 VLAN 가능 가능 

IP 상의 MAC ACL 가능 가능 

TCP 인터셉트 하드웨어 가속화 가능 가능 

표 6. MPLS 기능 

주요 기능 RSP 720-3C-10GE RSP 720-3CXL-10GE 

인터페이스 지원 LAN 및 WAN 인터페이스 

모듈(적용 가능한 경우) 

LAN 및 WAN 인터페이스 

모듈(적용 가능한 경우) 

레이블 임포지션 및 디포지션(MPLS 

제공업체 에지)과 스와핑(MPLS 제공업체 

코어) 

가능 가능 

LDP(Label Distribution Protocol) 가능 가능 

TDP(Tag Distribution Protocol) 지원 가능 가능 

MPLS VPN 가능 가능 

VRF 라이트 가능 가능 

EXP 비트를 사용한 QoS 매커니즘 가능 가능 

MPLS-RSVP-TE(MPLS with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Traffic Engineering) 

가능 가능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6 

 

MPLS DS-TE(DiffServ-Aware Traffic 

Engineering) 

가능 가능 

MPLS Traceroute 가능.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가능.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EoMPLS 가능 가능 

표 7. 제품 사양 

설명 사양 

지원되는 섀시 및 

라인카드 

Cisco 7603-S, 7604, 7606-S, 7609, 7609-S 모델(Cisco 7606 및 Cisco 7613 은 

지원되지 않음) 

SIP 및 SPA: 

• Cisco 7600 SIP 600(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600) 

• Cisco 7600 SIP 400(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400) 

• Cisco 7600 SIP 200(Cisco 76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200) 

Cisco 7600 Series/Catalyst 6500 Series Enhanced FlexWAN 모듈 

이더넷 서비스 모듈(부품 번호): 

• 7600-ES20-GE3C 

• 7600-ES20-GE3CXL 

• 7600-ES20-10G3C 

• 7600-ES20-10G3CXL 

분산 포워딩 카드(부품 번호): 

• DFC3C 

• DFC3CXL 

• DFC3B 

• DFC3BXL 

고밀도 이더넷 카드(부품 번호): 

• WS-X67xx 

• WS-X65xx 

• WS-X64xx 

• WS-X61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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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장치 지원 0 기가비트 이더넷: 

• X2-10GB-LR 

• X2-10GB-SR 

• X2-10GB-ER 

• X2-10GB-CX4 

• X2-10GB-LX4 

기가비트 이더넷: 

• GLC-SX-MM 

• GLC-LH-SM 

• GLC-ZX-SM 

• GLC-BX-D 

• GLC-BX-U 

• SFP-GE-S 

• SFP-GE-L 

• SFP-GE-T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7600 시리즈: 한정 주문 형식으로 Cisco 7600 시리즈 RSP 720-

10GE 는 Cisco IOS
®
 Software Release 12.2 (33)SRC 릴리스 트레인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프로토콜 레이어 3 라우팅 프로토콜: 

• BGPv4(Border Gateway Protocol 버전 4) 

•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 IS-IS(Intermediate System-to-Intermediate System) 

•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 분산 FIB(Forwarding Information Base) 스위칭 

• Cisco Discovery Protocol 

•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멀티캐스트 포워딩 

•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산재형 모드 및 밀집형 모드 둘 다 해당 

• (S,G) 

• (*,G) 

• 하드웨어 내 양방향 PIM 

포괄적인 MPLS 지원 

Cisco GMP(그룹 관리 프로토콜) 및 IGMP 스누핑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8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8 

 

MIB MPLS LDP MIB 

• MPLS 레이블 스위치 라우터(LSR) MIB 

• MPLS-TE MIB 

• MPLS VPN MIB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릴리스 노트 및 MIB 찾기를 이용하십시오. 참고 

사이트: http://www.cisco.com/public/sw-center/netmgmt/cmtk/mibs.shtml. 

네트워크 관리 CiscoWorks 

물리적 사양 (높이 x 너비 x 깊이): 1.57x15.35x17.05 인치(4x39x43.3cm) 

중량: 5.336kg(11.7 lb) 

전력 소모량 RSP 720-3CXL-10GE: 375W 

RSP 720-3C-10GE: 355W 

환경 조건 작동 온도: 화씨 32~104 도(섭씨 0~40 도) 

보관 온도: 화씨 -40~167 도(섭씨 -40~75 도) 

상대 습도: 10~90%(비응축) 

규제 준수 

예상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80,000 시간 

규정 준수 CE 마킹 

• 안전 

• UL 60950 

• EN 60950 

• CSA-C22.2 No. 60950 

• IEC 60950 

• AS/NZS 3260 

• IEC 60825-1,-2 

• EN 60825 -1,-2 

• 21CFR1040-10 

• TS001 

• EMC 

http://www.cisco.com/public/sw-center/netmgmt/cmtk/mib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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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 Part 15 (CFR 47) Class A 

• ICES-003 Class A 

• EN 55022 Class A 

• CISPR 22 Class A 

• AS/NZS 3548 Class A 

• VCCI Class A 

• EN55024 

• ETS300 386 

• EN50082-1 

• EN61000-6-1 

전자파 방출 

• 47 CFR Part 15: 2005 

• CISPR22: 2005 

• EN300386: V1.3.3 : 2005 

• EN55022: 1994 [+ amd 1 & 2] 

• EN55022: 1998 

• EN61000-3-2: 2000 

• EN61000-3-3: 1995 [+ amd 1: 2001] 

• ICES-003 Issue 4 : 2004 

• KN 22: 2005 

• VCCI: V-3/2006.04 

전자파 내성 

• CISPR24: 1997 [+ amd 1 & 2] 

• EN300386: V1.3.3 : 2005 

• EN50082-1: 1992 

• EN50082-1: 1997 

• EN55024: 1998 [+ amd 1 & 2] 

• EN61000-6-1: 2001 

** 소프트웨어 릴리스 출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주문 정보 

주문을 하려면 시스코 주문 홈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표 8 을 참조하십시오. 

한정 주문 형식으로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는 Cisco IOS
®
 Software Release 12.2 (33)SRC 

릴리스 트레인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http://www.cisco.com/en/US/ordering/or13/or8/order_customer_help_how_to_order_lis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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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시스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8.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의 주문 정보 

제품 번호 설명 

RSP 720-3C-

10GE(=)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에는 PFC-3C 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성이 

포함됩니다. 

• 2 개의 X2 기반 10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 추가 유연성 제공: 2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포트 및 1 개의 10/100/1000 기가비트 포트 

• 720Gbps 스위치 패브릭 통합 

• PFC-3C 및 ~2 MSFC4(멀티레이어 스위치 기능 카드): 

• 경로 프로세서: 1GB DRAM(1GB 기본값) 

• 서비스 프로세서: 기본값 1GB 

• 2 개의 외부 콤팩트 플래시 유형 II 슬롯 

• 2MB 비휘발성 RAM(NVRAM) 

• 512MB 내부 부팅 메모리(소형 플래시) 

RSP 720-3CXL-

10GE(=)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에는 PFC-3CXL 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성이 

포함됩니다. 

• 2 개의 X2 기반 10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 추가 유연성 제공: 2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SFP(Small Form-Factor Pluggable) 

포트 및 1 개의 10/100/1000 기가비트 포트 

• 720Gbps 스위치 패브릭 통합 

• PFC-3CXL(고성능) 및 MSFC4(멀티레이어 스위치 기능 카드): 

• 경로 프로세서: 1~2GB DRAM(1GB 기본값) 

• 서비스 프로세서: 기본값 1GB 

• 2 개의 외부 콤팩트 플래시 유형 II 슬롯 

• 4MB NVRAM 

• 512MB 내부 부팅 메모리(소형 플래시) 

MEM-RSP 720-

2G(=) 

이 메모리 옵션은 RSP 720 메모리를 1G 에서 2G 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서비스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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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은 고객의 성공을 앞당기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은 수준 높은 인력, 프로세스, 고객지원 툴 및 파트너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것으로, 그 

결과는 높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고객의 네트워크 투자 보호,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비한 네트워크 준비를 통해 지능형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성능을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시스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코 기술 지원 서비스나 시스코 

어드벤스드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7600 시리즈 및 Cisco 7600 시리즈 RSP 720-10G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368/index.html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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