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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트

Cisco MGX� 8850/B Advanced ATM Multiservice Switch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DS0-OC-48c/STM-16 속도로 확장하는 동시에

완벽한 포트폴리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확장성이 뛰어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Cisco MGX 8850/B Advanced ATM Multiservice Switch는 서비스 공급업체 에지

에서 뛰어난 다기능성을 지원합니다. 여러 개의 동시 제어 수준을 통해 완벽한 범위의 ATM,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및 음성 서

비스를 배치, 관리 및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Cisco MGX 8850/B 섀시는 Cisco MGX Service Resource Module을 사용하지 않고도 1:N 리던던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Cisco MGX

8850과 다릅니다. 특별하게 설계된 리던던시 커넥터(RCON)는 B 섀시에 맞게 이 기능을 조정합니다.

그림 1. Cisco MGX 8850/B Multiservice Switch

Cisco MGX 8850/B Advanced ATM Multiservice Switch

주요 기능

● 완벽한 범위의 프레임 릴레이, ATM, 회로 에뮬레이션, 음성 및 IP 서비스

● 비차단 처리량을 1.2 Gbps에서 45 Gbps로 확장 가능

● 여러 제어 평면 기능을 지원하고 혼용 서비스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혁신적인 아키텍처

● 최적의 가격/성능을 위한 스위칭 패브릭 선택

● 높은 네트워크 가용성

주요 애플리케이션

● 프레임 릴레이

● 프레임 릴레이-ATM 네트워크 상호 작용

● 프레임 릴레이-ATM 서비스 상호 작용

● IP 지원 프레임 릴레이

● ATM

● IP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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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P(Voice over IP), VoATM(Voice over ATM)

● DSL 어그리게이션

● 회로 시뮬레이션

기술 사양

단일 플랫폼에서 PVC(Permanent Virtual Circuits) 및 PVP(Permanent Virtual Paths), 소프트 PVC 및 소프트 PVP, SVC(Switched Virtual

Circuits) 및 SVP(Switched Virtual Paths), LVC(Label Virtual Circuits), 비연결(connectionless) 라우팅 등이 모두 제공됩니다.

확장형 구성

Cisco PXM-1E Processor Switching Card 옵션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저 도 배치를 위해 1.2 Gbps의 논블로킹(non-blocking) 스위칭을 사

용하여 완벽한 협 역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옵션의 PNNI(Private Network-Network Interface) 라우팅 기능은 소규모 에지

스위치의 기존 어그리게이션 기능을 한 차원 더 높여주므로, PXM-1E 프로세서를 장착한 Cisco MGX 8850/B가 완벽한 성능의 1.2 Gbps 레이

어-2 라우팅 노드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Cisco PXM-45 Processor Switching Card 옵션을 사용하면 서비스 공급업체가 고 도 에지 애플리케이션 및 광 역 어그리게이션을 위한 완

벽한 범위의 협 역 서비스를 강력한 PNNI 라우팅 노드상에 45 Gbps의 비차단 스위칭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Cisco PXM-45는 또한 광 역

어그리게이션 및 백본 기능에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Cisco MGX 8850/B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사용하여 Cisco WAN Manager 소프트웨어에 의해 관리됩니다.

Cisco WAN Manager는 연결 관리 및 네트워크 토폴로지 GUI와 같은 표준 네트워크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원격 통신 네트워크 요소 관리 기능

을 제공합니다.

Cisco WAN Manager Service Agent는 또한 운 지원 시스템(OSS) 및 타사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리 시스템과의 유연한 통합을 위해

Northbound SNMP AP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isco WAN Manager Service Agent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플로우-쓰루(flow-

through) 준비 및 결함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계적 구성

● 32 단일 높이(16 이중 높이) 기능 모듈 슬롯

- 미드레일 분리기를 제거할 경우 단일 높이 슬롯은 이중 높이 슬롯으로 변환이 가능한 인서비스(in-service) 슬롯이 될 수 있습니다.

- 2개의 이중 높이 슬롯은 리던던시형 프로세서 스위치 모듈을 위해 보관됩니다.

- 4개의 단일 높이(2개의 이중 높이) 슬롯은 옵션인 부가가치 서비스 리소스 모듈을 위해 보관됩니다.

● 24 단일 높이(12 이중 높이) 서비스 모듈 슬롯

물리적 사양

● 치수: (H × W × D): 29.75 × 17.72 × 21.5 인치(75.6 × 45.0 × 54.6 cm)

● 19인치 및 23인치(48.2- x 58.4-cm) EIA/RETMA 및 ETSI 랙에 설치

용량

● 1.2 또는 45 Gbps의 리던던시형 양방향 논블로킹 처리량

스위칭 카드 옵션

● 1.2 Gbps 공유 메모리 패브릭(Cisco PX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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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Gbps 공유 메모리 패브릭(Cisco PXM1-E)

● 45 Gbps 크로스포인트 패브릭(Cisco PXM-45)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OC-48c/STM-16

● OC-12c/STM-4

● OC-3c/STM-1

● T3

● E3

● 채널화된 T3(DS0으로 다운)

● n x T1/E1

● T1/E1

● 채널화된 T1 (DS0)

● 채널화된 E1

● HSSI(High-Speed Serial Interface), X.21, V.35

● 고 도의 OC-3 및 T3/E3 포트 혼합

리던던시 옵션

제어 프로세서, IP 모듈, 스위칭 패브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 중요한 백플레인 신호, 전원 공급 장치, 전원 모듈 및 냉각 팬

을 비롯한 모든 구성 요소는 옵션으로 중복되며 100%의 시스템 리던던시 성능을 제공합니다.

노드 동기화

● 내부 Stratum 3 클럭 소스

● 외부 T1/E1 BITS(Building Integrated Timing Supply) 소스

●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소스를 역 내로 수신

●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본 소스 및 보조 소스와의 동기화(자동 스위치 전환 사용)

전기적 사양

● 필요한 입력 전원: -48 VDC

● 옵션 AC 전원 공급

● 기본 전력 소모: 1000W

전기 및 안전 규정 준수

● EMI/ESD 규정 준수

- FCC Part 15

- Bellcore GR1089-CORE

- IEC 801-2

- EN55022

● 안전 규정 준수

- EN 60950

- UL 1950

- Bellcore NEBS: Level 3 호환

- 옵티컬 안전: IEC 825-1 (Cla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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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 파트너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ㄜ인네트 02-3451-53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800 �ㄜ콤텍 시스템 02-3289-0114 �쌍용정보통신ㄜ 02-2262-8114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400 �ㄜ링네트 02-6675-1216 �한국후지쯔ㄜ 02-3787-6000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0114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SK 씨앤씨ㄜ 02-2196-7114/8114

■ Silver 파트너 �포스데이타ㄜ 031-779-2114 

■ Local 디스트리뷰터 �ㄜ소프트뱅크 커머스 코리아 02-2187-0176 �ㄜ아이넷뱅크 02-3400-7490 �ㄜSK 네트웍스 02-3788-3673

■ IPT 전문 파트너 �인네트 02-3451-5300 �ㄜ데이타크레프트 코리아 02-6256-7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ㄜ인성정보 02-3400-7000 �ㄜ크리스넷 1566-3827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ㄜ링네트 02-6675-1216

■ IPCC 전문 파트너 �한국아이비엠ㄜ 02-3781-7114 �한국휴렛팩커드ㄜ 02-2199-4272 �GS 네오텍 02-2630-5280

�ㄜ인성정보 02-3400-7000 �삼성네트웍스ㄜ 02-3415-6754

■ WLAN 전문 파트너 �ㄜ에어키 02-584-3717 �ㄜ해창시스템 031-389-0780

■ Security 전문 파트너 �나래시스템 02-2190-5533 �인포섹ㄜ 02-2104-5114 �코코넛 02-6007-0133

�UNNET Systems 02-565-7034

■ Optical 전문 파트너 �ㄜLG 씨엔에스 02-6363-5000 �에스넷시스템ㄜ 02-3469-2900 �미리넷ㄜ 02-2142-2800

■ CN 전문 파트너 �ㄜ메버릭시스템 02-845-4280

■ Storage 전문 파트너 �ㄜ패킷시스템즈 코리아 02-558-7170 �매크로임팩트 02-3446-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