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소프
트웨어 개요 
  

목차

소개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사용되는 구성 요소
표기 규칙
Cisco IOS 소프트웨어 선택
Cisco IOS 소프트웨어 설치
Cisco IOS 소프트웨어 복구
마이크로코드 업그레이드
관련 정보

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12000 Series Internet Router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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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s1834/products_tech_note09186a00800fb9d9.shtml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Cisco IOS 소프트웨어 선택

필요한 기능에 따라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1.2GS, 12.0S 또는 12.0ST를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기능, 설치된 하드웨어 부품 및 사용 가능한 메
모리를 기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S는 Cisco IOS Software 12.0 기본 라인에서 직접 가져옵니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성능 및 플랫폼 지원의 조합을 제
공합니다.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 S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1.1 CC의 후속 릴리스
입니다.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S ED(Early Deployment) 릴리스 요약을 참조하십시오.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 12.0 ST는 12.0S에서 가져오며 새로운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12.0ST의 주요 동인은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VPN(Virtual Private Network),
LDP(Label Distribution Protocol), Fast Re-Route 및 고가용성입니다.예를 들어 12.0(16)ST는
12000 라우터 6xCT3 라인 카드에 대한 MPLS-VPN 지원, MPLS-VPN 지원, VLAN에서 MPLS VPN
매핑, VLAN에서 IP Type of Service(ToS)/MPLS Class of Service(CoX 3비트에 대한 VLAN "P" 비
트 매핑) LC(ge line card).

참고:

Cisco IOS Software Release 12.0(16)S1 또는 12.0(16)S2와 같은 릴리스에는 유지 관리 이미
지의 기능 집합에 대한 버그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Cisco IOS Software 릴
리스 12.0(19)S2는 19S1의 상위 집합이고 19S3은 19S2의 슈퍼 집합인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
다.따라서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6)S4에 통합된 버그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7)S 또는 12.0(18)S4에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6)S4
이전에 이러한 이미지가 릴리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16)S4의 수정 사항은 12.0S 주 릴리스로 다시 통합됩니다.

●

12.0(22)S/ST부터 ST 열차는 S열차를 병합하며 ST 열차에서 지원되는 모든 기능이 지원됩니
다.12.0S 열차인 Cisco 12000 Series Internet Router는 한 기차만 있습니다.

●

설치할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는 참조 가이드는 아래 릴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각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에서 지원되는 기능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제
공합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1.2GS 릴리스 정보●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S 릴리스 정보●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0ST 릴리스 정보●

Software Advisor 툴(등록된 고객만 해당)을 사용하여 올바른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 관리자를 사용할 때 충돌하는 정보가 있으면 릴리스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IOS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릴리스를 결정한 후에는 Cisco 웹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모든
이미지는 Download Software Area(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영역)에 등록된 고객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등록된 고객만 해당). 유용한 지침은 Cisco 12000 Series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그레이드 절차
를 참조하십시오.

Cisco IOS 소프트웨어 복구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s1828/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4fb.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s1824/prod_release_notes_list.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s1829/prod_release_notes_list.html
http://www.cisco.com/en/US/docs/ios/12_0st/12_0st09/feature/guide/rel_note.html
http://tools.cisco.com/Support/Fusion/FusionHome.do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cisco/web/download/index.html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33/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c07.shtml


   

Cisco IOS 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를 지원하는 문제 해
결 단계는 Cisco 12000 Series의 ROMmon 복구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마이크로코드 업그레이드

Cisco IO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후 라인 카드 ROM 모니터 또는 패브릭 다운로더 경고 메시
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라인 카드의 마이크로코드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방법에 대한 지침은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에서 라인 카드 펌웨어 업그레
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 - 섀시●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 - 스위치 패브릭●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 - Route Processor●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 - 라인 카드 설계●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 - 메모리 세부 정보●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 - 유지 보수 버스, 전원 공급 장치 및 송풍기, 경보
카드

●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 아키텍처 - 패킷 스위칭●

Cisco Express Forwarding 이해●

Cisco IOS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359/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750e.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79d.shtml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a6.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a7.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c.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d.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e.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f.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bf.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c1.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1e1dc2.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roducts_ios_cisco_ios_software_category_home.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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