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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Cisco IOS® Software 릴리스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선택 시 도움이 되는 제안 및 툴을 제공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설명된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하려면 등록된 고객이어야 하며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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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웨어 지원●

기능 지원●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버전●

메모리 요구 사항●

하드웨어 지원

Cisco IOS Software 릴리스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드웨어 지원입니다.설명
서 CD의 Cisco Product Documentation 섹션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지
만, Cisco에서는 Cisco Feature Navigator(등록된 고객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Cisco
IOS Hardware Support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툴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버전 목록을 컴파일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기능을 구축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의 기능 및 하드웨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Software를 참조하십시오.이 페이지에서 The Latest Cisco IOS Software Releases(최신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섹션에서 필요한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Product Literature 섹션 아래 Bulletin 링크를 클릭하고 Cisco IOS Release Features and Hardware
Support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지원

Cisco 디바이스에서 show version 명령의 출력이 있는 경우 Output Interpreter Tool(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문제 및 수정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이 툴을 사용하려면 등록된 고
객이어야 하며 로그인하고 JavaScrip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최신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기능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라우터
에서 실행되는 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고 어떤 기능 세트를 사용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라우터에서 show version 명령을 실행합니다.

show version 명령의 두 번째 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IOS (tm) 2500 Software (C2500-JS-L), Version 12.0(9), RELEASE SOFTWARE (fc1)

"JS"는 기능 집합입니다.이 예에서 J는 "Enterprise"를, S는 "Plus"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
여 유사한 기능 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Cisco IOS Software를 확인하려면 Cisco Software Research(등
록된 고객만 해당)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능별 또는 릴리스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두 릴리스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하드웨어와 호환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록합니다.

특정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의 기능 및 하드웨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Software를 참조하십시오.이 페이지에서 The Latest Cisco IOS Software Releases(최신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섹션에서 필요한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선택합니다.그런 다음
Bulletin 링크를 클릭하고 Cisco IOS Release Features and Hardware Support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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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OS Software 릴리스 버전

실행할 특정 Cisco IOS Software 릴리스를 선택해야 합니다.모두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원하는 기
능을 포함하고, 라우터 메모리와 호환되는 한 괜찮습니다(메모리 요구 사항 참조). 다음은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권장 사항과 지침입니다.

릴리스 형식

Cisco IOS Software 릴리스는 A.B(C)D 형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A, B, C는 숫자입니다.●

D(있는 경우)는 문자입니다.●

A.B는 주요 릴리스입니다.●

C는 유지 보수 버전입니다.유지 보수 번호가 높을수록 버그 픽스가 늘어납니다.특정 유지 보수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 버그 수정 및 하드웨어 지원도 다음 버전에서 제공됩니다.

●

D(있는 경우)는 릴리스가 주 릴리스가 아니라 주 릴리스의 확장임을 나타냅니다.이러한 확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하드웨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는 ED, LD, GD 또는 DF입니다.

ED는 "Early Deployment"를 의미합니다. 초기 구축 릴리스는 새로운 기능, 플랫폼 또는 인터페
이스를 지원합니다.대부분의 비주 릴리스에는 ED 릴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GD는 "General Deployment"를 의미합니다. Cisco IOS Software의 주요 릴리스는 릴리스의 기
능과 기능이 필요한 고객 네트워크의 어느 곳에서나 구축하기에 적합하다고 Cisco가 판단할 때
"General Deployment(일반 구축)" 이정표에 도달합니다."General Deployment(일반 구축)" 이
정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은 릴리스를 사용하는 프로덕션 및 테스트 네트워크의 고객 피드백
설문조사, 고객 엔지니어 버그 보고서, 보고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이에 국한되지 않
음).General Deployment(일반 구축) 마일스톤의 주요 릴리스만 지원됩니다.

●

LD는 "제한된 구축"을 의미합니다. Cisco IOS Software의 주요 릴리스는 첫 번째 배송과 GD 이
정표 사이의 기간 동안 수명 주기의 "제한적인 구축"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

DF는 "Deferred"를 의미합니다. 알려진 결함 때문에 DF 릴리스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라우
터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릴리스를 선택할 때 가능하면 GD 릴리스를 권장합니다.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만 ED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메모리 요구 사항

라우터에 새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설치하기 전에 라우터가 해당 이미지의 메모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이를 위해 라우터에서 show version 명령을 실행하고 다음 행을
확인합니다.

...

cisco RSP4 (R5000) processor with 65536K/2072K bytes of memory

...

16384K bytes of processor board System flash (Read ONLY)

첫 번째 행은 라우터에 설치된 DRAM(Dynamic RAM) 및 패킷 메모리의 양을 알려줍니다.일부 플랫



폼은 DRAM의 일부를 패킷 메모리로 사용합니다.메모리 요구 사항에서는 이를 고려하므로 두 숫자
를 모두 추가하여 메모리 요구 사항 관점에서 라우터에서 사용 가능한 DRAM의 양을 찾아야 합니다
.

예 1:별도의 DRAM 및 패킷 메모리

...

cisco RSP4 (R5000) processor with 65536K/2072K bytes of memory

...

4000, 4500, 4700 및 7500 라우터에는 별도의 DRAM과 패킷 메모리가 있으므로 첫 번째 숫자만 볼
수 있습니다.라우터에 65536K(또는 64M)의 DRAM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예 2:결합된 DRAM 및 패킷 메모리

...

cisco 2611 (MPC860) processor (revision 0x202) with 29696K/3072K bytes of memory

...

1000, 1600, 2500, 2600, 3600 및 7200 라우터는 DRAM의 일부를 패킷 메모리로 사용하므로 실제
DRAM의 양을 확인하려면 두 숫자를 모두 추가해야 합니다.이 예에서는 라우터에 29696 K + 3072
K = 32768 K(또는 32 M)의 DRAM이 있습니다.

예 3:사용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

...

cisco RSP4 (R5000) processor with 65536K/2072K bytes of memory

...

16384K bytes of processor board System flash (Read ONLY)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의 양을 알려줍니다.일부는 이미 사용 중일 수 있습니
다.사용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의 양을 확인하려면 show flash 명령을 실행합니다.

Router#show flash

System flash directory:

File   Length   Name/status

  1    8407884  c2600-io3s56i-mz.121-6

[8407948 bytes used, 8369268 available, 16777216 total]

16384K bytes of processor board System flash (Read/Write)

show flash 명령의 변형을 사용하여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특정 플래시 디바이스를 검사할 수 있습
니다.이러한 변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ow flash 명령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DRAM 및 Flash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라우터에 Flash 또는 DRAM을 더 추가하거나 다른 Cisco IOS Software 릴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능이 적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적으므로 축소된 기능 집합 또는 이전 릴
리스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영역 또는 릴리스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릴리스에 대한 메모리 요구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Cisco IOS Software 릴리스의 릴리스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
시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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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IOS 및 NX-OS Software를 선택합니다.2.
Main Line 또는 Special and Early Deployment와 같이 찾고 있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
스를 선택합니다.

3.

제품을 선택합니다(예: Cisco 3800 또는 2800 Series).4.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예: General Deployment (GD), Limited Deployment (LD) 또는
Maintenance Deployment (MD))를 선택합니다. RHS에서는 각 Cisco IOS 이미지에 필요한
DRAM 및 플래시 메모리를 볼 수 있습니다
.

5.

버그 스크럽

새 릴리스에서 버그를 확인하기 위해 버그 스크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버그 툴킷을 참조하십시오
(등록된 고객만 해당).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 다운로드

이제 Download Software(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영역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관심 있는 주 릴리스를 선택합니다.1.
플랫폼을 선택합니다.2.
다운로드할 정확한 버전을 선택합니다.(현재 어떤 버전이 GD, LD 또는 ED인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DF 릴리스는 다운로드에 사용할 수 없음]).

3.

원하는 기능 세트를 선택합니다.해당 기능 세트에 대한 메모리 요구 사항이 표시됩니다.라우
터가 일치하는 경우 계속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4.

관련 정보

Cisco 라우터 제품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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