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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는 본 문서의 각 섹션에 설명된 플랫폼에 FDDI(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를 구현하
기 위한 시스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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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규칙을 참고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Cisco WS-C1400 CDDI/FDDI Concentrator

Cisco WS-C1400 CDDI(Copper Distributed Data Interface)/FDDI Concentrator의 모듈식 설계
로 4개에서 32개의 CDDI 및/또는 FDDI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WS-C1400 CDDI/FDDI Concentrator 릴리스 정보.●

Cisco WS-C1100 CDDI/FDDI Concentrator

Cisco WS-C1100 CDDI/FDDI Concentrator는 SMF(Singlemode Fiber) 및 MMF(Multimode
Fiber) FDDI 연결과 CDDI/Multilevel 전송(CDDI/MLT-3)을 지원합니다.

●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cddi/c1100/con14icg/index.htm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cddi/rel_nts/10955_01.htm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cddi/c1100/1100dp/index.htm


   

Cisco WS-C1100 CDDI/FDDI Concentrator 릴리스 정보.●

Catalyst 5000 Series 스위치

Catalyst 5000 Series 스위치는 CDDI 모듈(WS-X5103), FDDI 모듈 MMF(WS-X5101) 및 FDDI
모듈 SMF(WS-X5104)를 지원합니다.

●

FDDI/CDDI 모듈은 수퍼바이저 엔진 소프트웨어 이미지 외에도 자체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실
행합니다.

●

Catalyst 5000 Series 스위치는 수퍼바이저 엔진 소프트웨어 릴리스 1.3 이상에서 FDDI/CDDI
모듈을 지원합니다.

●

Catalyst 5000 Series FDDI 소프트웨어 릴리스 정보.●

Catalyst 1900/2820 Series 스위치

Catalyst 2820 Series 스위치는 WS-X2831, WS-X2841 및 WS-X2842 FDDI/CDDI 모듈을 지원
합니다.

●

Catalyst 2820 Series 스위치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5.x 이상에서 FDDI/CDDI 모듈을 지원합니
다.

●

Catalyst 2820 Series FDDI 모듈 소프트웨어 릴리스 정보.●

Catalyst 1600 Series 스위치

Catalyst 1600 Series Token Ring 스위치는 WS-C161F FDDI 모듈을 지원합니다.●

FDDI 모듈을 사용하면 Catalyst 1600을 FDDI 네트워크의 파일 서버, 라우터, 집선 장치 또는 기
타 Catalyst 1600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atalyst 1600 Series Token Ring 스위치는 소프트웨어 릴리스 1.3 이상에서 FDDI 모듈을 지원
합니다.

●

Cisco 7000 Series 라우터

Cisco 7000 Series 라우터는 SMF 및 MMF 옵틱 케이블 모두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FDDI
반이중 포트 어댑터와 전이중 포트 어댑터를 모두 지원합니다.

●

Cisco 7000 Series 라우터는 Cisco IOS 릴리스 11.1x 이상에서 반이중 및 전이중 포트 어댑터
를 지원합니다.

●

Cisco 4000 Series 라우터

Cisco 4500-M 및 4700-M은 1포트 단일 연결 다중 모드 FDDI NPM(Network Processor
Module) 및 1포트 이중 연결 SMF/MF FDDI NPM을 지원합니다.

●

Cisco 4000 Series 라우터는 Cisco IOS 릴리스 11.2x 이상에서 FDDI를 지원합니다.●

관련 정보

LAN 제품 지원 페이지●

LAN 스위칭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cddi/c1100/c1100rn/index.htm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679/index.html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cat5000/c5krn/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cat5000/c5krn/fddi_rns/index.htm
http://www.cisco.com/en/US/partner/products/hw/switches/ps574/tsd_products_support_eol_series_home.html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28201900/index.htm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28201900/28module/modrn/index.htm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67/tsd_products_support_eol_series_home.html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lan/cat1600/relnotes/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332/tsd_products_support_eol_series_home.html
http://www.cisco.com/en/US/docs/ios/11_1/release/notes/rn111ca.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5199/index.html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product/access/acs_mod/cis4000/rn4000/
http://www.cisco.com/web/psa/products/tsd_products_support_general_information.html?c=268438038&sc=278875285&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web/psa/technologies/tsd_technology_support_technology_information.html?c=268435696&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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