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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12000 Series Internet Router 메모리 세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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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P(Gigabit Route Processor)에 있는 메모리

GRP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동적 RAM은 주 또는 프로세서 메모리라고도 합니다.GRP와 LC 모두 온보드 프로세서가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DRAM을 포함합니
다.GRP에서 공장 기본값인 128MB부터 최대 구성 512MB까지 경로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GRP 경로 메모리(DRAM에 있음)

GRP의 프로세서는 온보드 DRAM을 사용하여 다음을 비롯한 다양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 실행●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 저장 및 유지 관리●

설치된 라인 카드에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드●

설치된 라인 카드에 업데이트된 라우팅 테이블 서식 지정 및 배포●

설치된 카드의 온도 및 전압 경보 상태 모니터링 및 필요 시 종료●

연결된 터미널을 사용하여 라우터를 구성할 수 있는 콘솔 포트 지원●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네트워킹 환경의 다른 라우터와 함께)에 참여하여 라우터의 내부 라
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

그림 1은 GRP의 프로세서 메모리 DRAM DIMM(Dual in-line Memory Module) 소켓 및 플래시 메모
리 SIMM(Single In-line Memory Module) 소켓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림 1:GRP의 프로세서 메모리 DRAM 및 플래시 소켓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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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U39(route memory bank 1) 및 U42(route memory bank 2)라고 표시된 GRP의 두 경로 메모리
DIMM 소켓을 사용하면 128MB에서 256MB까지의 원하는 증분으로 경로 메모리를 구성할 수 있습
니다.아래 표에는 Cisco 12000 Series GRP에 사용할 수 있는 경로 메모리 구성 및 관련 제품 번호
가 나열되어 있습니다.기본 경로 메모리 구성은 128MB입니다.GRP에 현재 소켓 U39에 64MB
DIMM이 1개 장착되어 있는 경우 소켓 U42에 두 번째 64MB DIMM을 설치하거나 기존 64MB
DIMM을 제거하고 128MB DIMM 1개로 교체하여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총 경로
메모리1

Cisco 제품 번호 DIMM 모
듈

DRAM
DIMM 소켓

64MB MEM-GRP/LC-64=2 1 64MB
DIMM

U39 또는
U42

128MB MEM-GRP/LC-128=
128MB
DIMM
1개

U39

256MB MEM-GRP/LC-256=3
128MB
DIMM
2개

U39 및 U42

256MB MEM-GRP-256=4 1 256MB
DIMM U39

512MB MEM-GRP-512=5
256MB
DIMM
2개

U39 및 U42

1 메모리 크기를 혼합하지 마십시오.2개의 DIMM을 설치할 경우 두 DIMM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2 이전 기본값인 64MB를 사용하는 GRP의 경우 이 옵션은 총 128MB에 두 번째 64MB DIMM을 추
가합니다.

3 이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Cisco 제품 번호 MEM-GRP-256=로 교체합니다.

4MEM-GRP-256=은 제품 번호 GRP-B=와만 호환됩니다.또한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9)S, 12.0(19)ST 이상이 필요합니다.ROMMON 릴리스 11.2(181) 이상도 필요합니다.

GRP의 5512MB 경로 메모리 구성은 제품 번호 GRP-B=와만 호환됩니다.또한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9)S, 12.0(19)ST 이상이 필요합니다.ROMMON 릴리스 11.2(181) 이상도 필요합니다.

show diag 명령은 "FRU:라인 카드/모듈:카드가 GRP= 또는 GRP-B= 유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
든 GRP 카드에 대해 GRP-B="입니다.이 카드에 대해 전기적으로 삭제 가능한
EEPROM(Programmable ROM)이 올바르게 프로그래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카드 간 구분이 가
능하도록 해결 방법이 생성되었습니다.CSCdx62997 - GRP FRU Change를 사용하는 Cisco IOS 소
프트웨어 버전 12.0(22)S 이후 수정되었습니다.12.0(22)S 이후 버전의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
스를 실행하는 경우 show diag 명령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22)S 이전 버전의 Cisco IOS 소프트웨어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GRP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GRP의 슬롯 번호가 있는 show diag 출력의 두 번째 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19, 800-2427-01은 GRP입니다.●

주:유형 19, 800-2427-03은 새로운 rommon 버전 181을 사용하여 최대 512MB DRAM으로 이
동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GRP-B입니다.

●

다음은 12.0(22)S 이전 릴리스에서 GRP-B로 표시되는 일반 GRP에 대한 show diag 명령의 출력 예
입니다.이 경우 800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Router#show diag 0

SLOT 0 (RP/LC 0 ): Route Processor

  MAIN: type 19, 800-2427-01 rev J0 dev 16777215

  HW config: 0xFF SW key: FF-FF-FF

PCA: 73-2170-03 rev G0 ver 3

  HW version 1.4 S/N CAB03515XTY

MBUS: MBUS Agent (1) 73-2146-07 rev B0 dev 0

  HW version 1.2 S/N CAB03505RM6

  Test hist: 0xFF RMA#: FF-FF-FF RMA hist: 0xFF

DIAG: Test count: 0xFFFFFFFF Test results: 0xFFFFFFFF

FRU: Linecard/Module: GRP-B= !--- This is where the confusion lies; it is actually a GRP. it is

actually a GRP. Route Memory: MEM-GRP/LC-256= MBUS Agent Software version 01.46 (RAM) (ROM

version is 02.02) Using CAN Bus A ROM Monitor version 180 Primary clock is CSC 1 Board is

analyzed Board State is IOS Running (ACTV RP ) Insertion time: 00:00:03 (16w6d ago) DRAM size:

268435456 bytes

GRP에서 DRAM을 512MB로 업그레이드

현재 ROMMON 버전으로 보유한 GRP 유형을 식별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
다.

GRP - 이 옵션은 512MB 옵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이 카드를 GRP-B로 교체해야 합니다.●

ROMMON 버전 180을 사용하는 GRP-B - 먼저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12.0(19)S 이
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그런 다음 ROMMON 버전을 slot X에서 upgrade from slot 명령
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GRP가 있는 슬롯 번호입니다.이
러한 단계를 수행한 후에는 Replacing and Upgrading Route Processor Route Memory에 설명
된 대로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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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MON 버전 181 이상이 포함된 GRP-B - 12.0(19)S와 같거나 이후 버전의 Cisco IOS 소프
트웨어 릴리스를 실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런 다음 Replacing and Upgrading Route
Processor Route Memory에 설명된 대로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GRP에서 DRAM 메모리 크기 조정

GRP에는 128MB 이상의 DRAM이 있어야 합니다.GRP가 전체 BGP(Border Gateway Protocol) 인
터넷 테이블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256MB가 권장됩니다.128MB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필요한
메모리의 양은 BGP 피어 수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안전한 측면을 사용하려면 현
재 토폴로지에서 256M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 경로 테이블의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이는 향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RAM(Shared Random Access Memory)

SRAM은 보조 CPU 캐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표준 GRP 구성은 512KB입니다.이 기능의 주요 기
능은 라인 카드 간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 정보를 위한 스테이징 영역 역할을 합니다.SRAM은 사
용자 구성 가능 또는 필드 업그레이드 가능 하지 않습니다.

GRP의 DRAM 메모리 크기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Route
Processor 및 Line Card Memory Recommendations를 참조하십시오.

GRP 플래시 메모리

온보드 및 PCMCIA 카드 기반 플래시 메모리를 모두 사용하면 여러 Cisco IOS 소프트웨어 및 마이
크로코드 이미지를 원격으로 로드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 또는 로컬 서버에서 새 이미지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 플래시 메모리에 새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기존 파일을 교체
할 수 있습니다.수동으로 또는 저장된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라우터를 부팅할 수 있습니다.플래시
메모리는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서버로도 작동하여 다른 서버가 저장된 이미지에서
원격으로 부팅하거나 자체 플래시 메모리로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보드 플래시 SIMM

온보드 플래시 메모리(bootflash라고 함)는 소켓 U17에 있으며 GRP에 Cisco IOS 소프트웨어 부트
이미지 및 기타 사용자 정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8MB SIMM이며, 사용자가 구성하거나 필드
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부팅 이미지를 기본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와 동기화하는 것
이 좋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카드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는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플래시 메모리 카드는
제품 번호 MEM-GRP-FL20=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예비품으로 또는 Cisco 12000 시리
즈 시스템의 일부로 제공되는 20MB PCMCIA 플래시 메모리 카드입니다.이 카드는 GRP의 두
PCMCIA 슬롯 중 하나에 삽입될 수 있으므로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GRP 기본 메모리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유형 1과 유형 2 PCMCIA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MCIA Flash 카드와 다양한 플랫폼 간의 호환성은 PCMCIA 파일 시스템 호환성 매트릭스를 참조
하십시오.

비휘발성 RAM(NV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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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RAM에 저장된 정보는 비휘발성이며, 이는 시스템이 다시 로드한 후에도 정보가 이 메모리에 여
전히 있음을 의미합니다.시스템 구성 파일, 소프트웨어 구성 레지스터 설정 및 환경 모니터링 로그
는 512KB NVRA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NVRAM은 콘텐츠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하는 내장형
리튬 배터리로 백업됩니다.NVRAM은 사용자 구성 또는 필드 업그레이드 불가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 읽기 전용 메모리(EPROM)

GRP의 EPROM에는 플래시 메모리 SIMM에 부팅 도우미 이미지가 없는 경우 플래시 메모리 카드
에서 기본 Cisco IOS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부팅할 수 있는 ROM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유효
한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팅 프로세스는 기본 명령을 허용하는 기본 Cisco IOS 소프트웨어
의 하위 집합인 ROMMON 모드로 끝납니다.512KB 플래시 EPROM은 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거나
현장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라인 카드에 있는 메모리

라인 카드에는 사용자 구성 가능한 라인 카드 메모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라우트 또는 프로세서 메모리(DRAM에 있음)●

패킷 메모리(SDRAM에 있음)●

라인 카드 메모리 구성과 메모리 소켓 위치는 라인 카드의 엔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모든 라인 카드는 프로세서 또는 라우트 메모리에 대한 공통 메모리 구성 옵션 집합을 공유하지만
라인 카드가 구축된 엔진 유형에 따라 패킷 메모리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 및 최대 컨피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한 라인 카드에서 어떤 레이어 3 엔진 유형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려면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12.0(9)S 이후 버전의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Router#show diag | i (SLOT | Engine)

      ...

      SLOT 1  (RP/LC 1 ): 1 port ATM Over SONET OC12c/STM-4c Multi Mode

        L3 Engine: 0 - OC12 (622 Mbps)

      SLOT 3  (RP/LC 3 ): 3 Port Gigabit Ethernet

        L3 Engine: 2 - Backbone OC48 (2.5 Gbps)

      ...

라인 카드의 기본 메모리는 공장 기본값인 128MB(엔진 0, 1, 2)부터 엔진 3 및 4 LC의 기본값인
256M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DRAM이 부족하여 Cisco Express Forwarding 테이블을 하나의 라인 카드로 로드할 수 없는
경우 이 라인 카드에 대해 Cisco Express Forwarding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12000 Series
Internet Rout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스위칭 방법이므로 라인 카드 자체가 비활성화됩니다.

동기식 동적 RAM(SDRAM) - 패킷 메모리

라인 카드 패킷 메모리는 라인 카드 프로세서의 스위칭 결정을 기다리는 데이터 패킷을 임시로 저
장합니다.라인 카드 프로세서가 스위칭 결정을 내리면 패킷이 라우터의 스위치 패브릭에 전달되어
적절한 라인 카드로 전송됩니다.라인 카드가 작동하려면 패킷 메모리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DIMM) 소켓과 전송 패킷 메모리 DIMM 소켓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수신 및 전송 버퍼는 다른 메
모리 크기로 작동할 수 있지만 특정 버퍼에 설치된 SDRAM DIMM은 유형과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수신 또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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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진
유
형

기본 패킷 메모리 업그레이
드 가능 업그레이드 가능...

엔
진
0

MEM-LC-PKT-
128= 아니요  

엔
진
1

MEM-LC1-PKT-
256= 아니요  

엔
진
2

MEM-LC1-PKT-
256= 예 MEM-PKT-512-

UPG=

엔
진
3

512MB - 아직 FRU
없음 아니요  

엔
진
4

MEM-LC4-PKT-
512= 아니요  

엔진 0 및 1 라인 카드(그림 2 참조)에는 패킷 버퍼 메모리용 SDRAM DIMM 소켓 4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켓은 다음과 같이 페어링됩니다.

수신(Rx) 버퍼 - RX DIMM0 및 RX DIMM1로 표시된 SDRAM DIMM 소켓 2개●

전송(TX) 버퍼 - TX DIMM0 및 TX DIMM1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된 SDRAM DIMM 소켓 2개●

엔진 2 라인 카드(그림 3 참조)에는 버퍼 메모리용 SDRAM DIMM 소켓 4개가 포함됩니다.이러한 소
켓은 다음과 같이 페어링됩니다.

전송(TX) 버퍼 - TX DIMM0 및 TX DIMM1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된 SDRAM DIMM 소켓 2개●

수신(Rx) 버퍼 - RX DIMM0 및 RX DIMM1로 표시된 SDRAM DIMM 소켓 2개●

show diag 명령의 출력에는 수신 및 전송 패킷 메모리의 양이 표시됩니다.

Router#show diag

SLOT 1  (RP/LC 1 ): 1 Port SONET based SRP OC-12c/STM-4 Single Mode

....

FrFab SDRAM size: 134217728 bytes, SDRAM pagesize: 8192 bytes   !-- Transmit packet memory

ToFab SDRAM size: 134217728 bytes, SDRAM pagesize: 8192 bytes   !-- Receive packet memory

....

show controller fab의 출력을 읽는 방법에 대한 패킷 메모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
다. Cisco 12000 Series Internet Router의 | tofab queue 명령

또한 엔진 2 라인 카드에는 PLU(Pointer Lookup) 및 TLU(Table Lookup) 메모리(그림 3 참조)를 위
한 SDRAM DIMM 소켓 1개와 TLU 메모리용 SDRAM DIMM 소켓이 있습니다.PLU 및 TLU 메모리
는 현재 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엔진 0 및 엔진 1 라인 카드에는 6개의 DIMM 소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림 2:엔진 0 및 엔진 1 라인 카드의 메모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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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메모리 DIMM 소켓 2개●

패킷 버퍼 DIMM 소켓 2쌍(Rx 및 Tx 쌍)●

엔진 2 라인 카드에는 8개의 DIMM 소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림 3:엔진 2 라인 카드의 메모리 위치



경로 메모리 DIMM 소켓 2개●

패킷 버퍼 DIMM 소켓 2쌍(Rx 및 TX 쌍)●

PLU(Pointer Lookup) 메모리 DIMM 소켓(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음) 1개●

TLU(Table Lookup) 메모리 DIMM 소켓(사용자 구성 불가) 1개●

동적 RAM(DRAM) - 경로 메모리

아래 표에는 Cisco 12000 Series 라인 카드에서 경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DRAM
DIMM의 사용 가능한 경로 메모리 구성 및 관련 제품 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Cisco 12000 Series Line Card용 라우트 메모리 구성
주문한
총 경로
메모리

Cisco 제품 번호 DIMM
모듈

라우트 메모
리 DIMM 소켓

64MB MEM-GRP/LC-64=1
1
64MB
DIMM

DIMM0 또는
DIMM1

128MB MEM-DFT-GRP/LC-
1282

128MB
DIMM
1개

DIMM0 또는
DIMM1

128MB MEM-GRP/LC-128=3
128MB
DIMM
1개

DIMM0 또는
DIMM1

256MB MEM-GRP/LC-256= 128MB DIMM0 및



   

DIMM
2개 DIMM1

1 이 옵션은 64MB가 이전에 장착되었던 라인 카드의 경우 총 128MB의 보조 64MB DIMM을 추가합
니다.

2 엔진 0, 1 또는 2 LC의 프로세서에 대한 표준(기본) DRAM DIMM 구성은 128MB이고 엔진 3 또는
4 LC, 256MB입니다.

3 이 옵션을 사용하면 예비 모듈을 주문하거나 128MB DIMM이 1개 이미 장착되어 있는 LC에 대해
총 256MB의 보조 128MB DIMM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교체에 대한 지침은 Cisco 12000 Series Gigabit Switch Router 메모리 교체 지침을 참조하
십시오.

메모리 권장 사항에 대한 지침은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Route Processor 및 Line
Card Memory Recommendations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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