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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12000 Series Internet Router 라우트 프로세서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의 정보는 다음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문서 표기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카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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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GRP라고 하는 기가비트 경로 프로세서는 시스템의 두뇌입니다.GRP:

EIGRP(Enhanced 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IGRP(Interior Gateway Routing
Protocol), IS-IS(Intermediate System-to-Intermediate System),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등의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

BGP(Border Gateway Protocol)와 같은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실행합니다.●

전달 테이블을 계산합니다.●

Cisco Express Forwarding 테이블 및 인접성 테이블을 빌드하고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시스템
의 모든 LC에 배포합니다.

●

또한 GRP는 시스템 제어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며 진단, 콘솔 포트, 라인 카드 모니터링 등의 일반
적인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참고: GRP가 RIB(Routing Information Base), 기본적으로 경로 테이블 및 인접 데이터베이스를 스
위치 패브릭을 통해 각 LC에 전송하면 각 LC는 RP(Route Processor)의 FIB(Forwarding
Information Base) 사본을 계산합니다. RP의 FIB와 LC 간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액
세스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때 RP의 CEF 항목과 LC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모든 LC는 FIB 테이
블을 기반으로 스위칭 결정을 내리고 패브릭을 통해 패킷을 적절한 출력 인터페이스로 직접 전송합
니다.

GRP는 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CPU - GRP의 CPU는 Cisco 7500 RSP4에서 사용되는 R5000 프로세서와 동일합니다. CPU는
주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패킷 스위칭을 위해 라인 카드에 다운로드되는 CEF 테이블
의 마스터 사본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본 메모리(동적 RAM - DRAM) - Cisco IOS 소프트웨어 코드 및 모든 데이터 구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최대 512MB입니다.

●

Cisco CSAR(Cell Segmentation and Reassembly) SRAM(Static RAM) - 512KB;이 메모리는 스
위칭 패브릭에서 패킷으로 도착하는 셀을 리어셈블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더넷 컨트롤러 - 대역 외 관리를 위해 설계:이 포트와 LC의 포트 간에 전환해서는 안 되는 트
래픽.

●

GRP의 메모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P(Gigabit Route Processor)의 Memory Present를 참
조하십시오.

다음은 GRP의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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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P는 스위칭 패브릭 또는 이중화 1Mbps 유지 관리 버스를 통해 라인 카드와 통신합니다.패브릭
연결은 경로 테이블 배포와 라인 카드와 GRP(예: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텔넷) 간의 패킷 이동을 위한 기본 데이터 경로입니
다. 유지 보수 버스 연결을 통해 GRP는 부트스트랩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진단 정보를 수집 또는
로드하며 일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GRP 부팅 프로세스 개요

다음 시퀀스는 일반적인 GRP 부팅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스템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1.
GRP는 부트스트랩 이미지(rommon)를 압축 해제합니다.2.
GRP는 플래시 카드에서 적절한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로드합니다.3.
GRP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압축 해제합니다.4.
한편 유지 보수 버스(MBus)가 초기화되고(+5 VDC를 수신함) 섀시의 각 구성 요소에 있는
MBus 모듈도 전원이 켜집니다.

5.

섀시의 중복 GRP는 MBus 기간 동안 마스터에 대해 조정됩니다.6.
Primary RP는 MBus를 사용하여 라인 카드의 MBus 모듈과 스위치 카드의 전원을 켜도록 지
시합니다.

7.

부트스트랩 이미지가 MBus의 라인 카드에 다운로드됩니다.8.
GRP는 컨피그레이션을 압축 해제하며, 라인 카드는 스위치 패브릭을 통한 패브릭 다운로더의
로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

라인 카드는 패브릭 다운로더를 가져와서 라인 카드 메모리에 로드합니다.10.
라인 카드가 시작되고 패브릭 다운로더를 실행합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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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P는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라인 카드 메모리에 다운로드합니다.12.
라인 카드가 시작되고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실행합니다.13.
"IOS RUN"이 라인 카드 LED에 나타납니다.14.
링크가 UP/UP되면 BGP 피어가 설정되고 경로가 광고됩니다.15.
경로 알림은 RP로 전송됩니다.16.
RP는 라우팅 정보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접두사에 대한 CEF 엔트리를 작성합니다.17.
UP/UP이고 동기화된 각 라인 카드에 대해 RP는 IPC(Inter Processor Communication)를 통
해 업데이트를 전송합니다.

18.

BGP 컨버전스가 완료되었습니다.모든 경로가 성공적으로 교환되고 Cisco Express
Forwarding에 통합됩니다.

19.

이중화 모드

중복 GRP에 대한 지원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5)S 및 11.2(15)GS2에 도입되었습니다.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22)S와 마찬가지로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서 다음
과 같은 이중화 모드가 지원됩니다.

RPR(Route Processor Redundancy)●

RPR+(Route Processor Redundancy Plus)●

상태 기반 전환(SSO)●

12000 Series Internet Router GRP Redundancy Work(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GRP 리던던던
시 작업)를 참조하십시오.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장애 조치 프로세스는 redundancy force-failover 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 구성

GRP에 위치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802.3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외부 이더넷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며 10Mbps 및 100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
니다.100Mbps의 자동 감지된 데이터 전송 속도로 이더넷 포트는 100Mbps 미만의 최대 가용 대역
폭을 제공합니다.MII 또는 RJ-45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가용 대역폭이 약 20Mbps에 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는 전송 속도는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연결된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
됩니다.

또한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외부 라우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기본적으로 GRP에 대한 텔넷 포
트로 설계되며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부팅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9)S(CSCdm01200)에서 GRP 이더넷 포트 전달 동작이 변경되었
으므로 라인 카드에서 수신된 패킷은 더 이상 이더넷 포트에서 전달되지 않습니다.Release
12.0(9)S부터 기본적으로 다음을 수행합니다.

이더넷 0은 RP와 주고받는 통신에만 사용됩니다.●

E0으로 들어오고 라인 카드를 벗어나는 패킷은 삭제됩니다.●

라인 카드에 들어가거나 이더넷 0에서 전송해야 하는 라인 카드에 생성된 패킷은 삭제됩니다.●

이 버그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Ethernet 0에서 Cisco Express Forwarding이 비활성화됩니다.

Cisco 12000 Series 라우터에서 GRP Ethernet 0 포트는 GRP와 주고받는 패킷을 처리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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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일부 버전의 코드에서 소프트웨어는 패킷을 라인 카드로 전달하는 데 이더넷 0 포트를
잘못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이 전달 경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다른 디바이스의 잘못된 컨피그레이
션으로 인해 많은 수의 패킷이 이 이 경로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라우터 취약성
을 노출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면 다른 라우터 작업을 희생하여 패킷을 전달하는 데 모
든 GRP CPU가 사용됩니다.

DTS CSCdu27273은 GRP 이더넷 0 포트에 대해 지원되는 컨피그레이션과 일치하도록 명령줄 인
터페이스를 변경합니다.특히, 포트는 라우터로 향하는 패킷을 수신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8)ST 및 12.0(18)S에서 커밋되었습니다.

다음 링크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사용하여 이더넷 인터페이스 구성●

Gigabit Route Processor 설치 및 구성●

관련 정보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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