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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9000 Series에서 트라이던트 기반, 태풍
기반 및 토마호크 기반 라인 카드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몇 가지 추가 유형의 라인 카드에 대
해 설명합니다.

트라이던트 기반, 태풍 기반, 토마호크 기반 라인 카드의 차이점

트라이던트 기반, 태풍 기반 및 토마호크 기반 용어는 ASR 9000 Series 라우터의 기능, 경로 규모,
아키텍처 및 패킷 흐름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ASR 라인 카드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트라이던트 기반 라인 카드

1세대 Cisco ASR 9000 Series 이더넷 라인 카드는 트라이던트 기반(또는 이더넷) 라인 카드라고 합
니다.이 용어는 이러한 라인 카드에 사용되는 NP(Network Processor)에서 유래합니다.

참고:Cisco ASR 9000 Series 이더넷 라인 카드 데이터 시트에서는 1세대 트라이던트 기반 라
인 카드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만 있기 때문에 트라이던트 기반 라인 카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L - 낮은 대기열●

B - 기본(중간) 대기열●

E - 확장(높음) 큐●

다음 라인 카드는 트라이던트 기반입니다.

A9K-40GE-L●

A9K-40GE-B●

A9K-40GE-E●

A9K-4T-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501338.html


A9K-4T-B●

A9K-4T-E●

A9K-8T/4-L●

A9K-8T/4-B●

A9K-8T/4-E●

A9K-2T20GE-L●

A9K-2T20GE-B●

A9K-2T20GE-E●

A9K-8T-L●

A9K-8T-B●

A9K-8T-E●

A9K-16/8T-B●

태풍 기반 라인 카드

2세대 ASR 9000 Series 이더넷 라인 카드는 종종 태풍 기반(또는 고급 이더넷) 라인 카드라고 합니
다.이 용어는 이러한 라인 카드에 사용되는 NP에서 유래합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서는 태풍 기반 라인 카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ASR 9000 Series 모듈형 라인 카드●

Cisco ASR 9000 Series 24-Port 10 Gigabit Ethernet Line Card●

Cisco ASR 9000 Series 36-Port 10 Gigabit Ethernet Line Card●

Cisco ASR 9000 Series 2-Port 100 Gigabit Ethernet Line Card●

Cisco ASR 9000 Series 1-Port 100 Gigabit Ethernet Line Card●

Cisco ASR 9000 Series 40 및 56 기가비트 이더넷 라인 카드●

태풍 기반 기가비트 이더넷 라인 카드는 서비스 에지에 최적화되어 있고 패킷 전송 최적화 변수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rvice Edge Optimized 라인 카드는 향상된 QoS(Quality of Service)가 필요한 고객 구축을 위
해 설계되었습니다.

●

패킷 전송 최적화 라인 카드는 기본 QoS가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 에지 및 패킷 전송 최적화 변형은 부품 번호에 SE 또는 TR을 사용하여 지정됩니다.

SE - 서비스 엣지 최적화●

TR - 패킷 전송 최적화●

이 라인 카드는 태풍 기반입니다.

A9K-MOD80-SE●

A9K-MOD80-TR●

A9K-MOD160-SE●

A9K-MOD160-TR●

A9K-24X10GE-SE●

A9K-24X10GE-TR●

A9K-36X10GE-SE●

A9K-36X10GE-TR●

A9K-2X100GE-SE●

A9K-2X100GE-TR●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663866.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sheet_C78-662708.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712040.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sheet_C78-662709.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712041.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2877.html


A9K-1X100GE-SE●

A9K-1X100GE-TR●

A9K-40GE-SE●

A9K-40GE-TR●

A9K-4T16GE-SE●

A9K-4T16GE-TR●

참고:ASR-9001 및 ASR-9001-S에는 독립형 섀시에 내장된 태풍 기반 라인 카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sco ASR 9001 라우터 데이터 시트 및 Cisco ASR 9001-S 라우터 데이터 시
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토마호크 기반 라인 카드

3세대 ASR 9000 Series 이더넷 라인 카드는 종종 Tomahawk 기반 라인 카드라고 합니다.이 용어는
이러한 라인 카드에 사용되는 NP에서 유래합니다.

이 데이터 시트는 Tomahawk 기반 라인 카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Cisco ASR 9000 Series 4-Port 및 8-Port 100 Gigabit Ethernet Line Card●

Cisco ASR 9000 400Gbps IPoDWDM 라인 카드●

Cisco ASR 9000 Series 400G 및 200G 모듈형 라인 카드●

Cisco ASR 9000 Series 12-Port 100-Gigabit Ethernet Line Card●

Cisco ASR 9000 Series 24-Port 및 48-Port Dual-Rate 10GE/1GE Line Card●

Cisco ASR 9900 Series 8-Port 100 Gigabit Ethernet Line Card with 7-Fabric Support●

태풍 기반 라인 카드와 마찬가지로, 각 Tomahawk 기반 라인 카드는 서비스 엣지에 최적화(고급
QoS) 또는 패킷 전송 최적화(기본 QoS) 라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 - 서비스 엣지 최적화●

TR - 패킷 전송 최적화●

4-Port 및 8-Port 100 Gigabit Ethernet 라인 카드는 LAN/WAN/OTN unified PHY CPAK 포트 또는
LAN PHY 전용 CPAK 포트 중 하나를 지원하는 두 가지 변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라인 카드는 Tomahawk 기반 카드입니다.

A9K-8X100G-LB-SE●

A9K-8X100G-LB-TR●

A9K-8X100GE-SE●

A9K-8X100GE-TR●

A9K-4X100GE-SE●

A9K-4X100GE-TR●

A9K-400G-DWDM-TR●

A9K-MOD400-SE●

A9K-MOD400-TR●

A9K-MOD200-SE●

A9K-MOD200-TR●

A9K-24X10GE-1G-SE●

A9K-24X10GE-1G-TR●

A9K-48X10GE-1G-SE●

A9K-48X10GE-1G-TR●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ps12074/data_sheet_c78-685687_ps9853_Products_Data_Sheet.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728237.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728237.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4909.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6456.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5809.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7623.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8704.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7393.html


A99-12X100GE●

A99-8X100GE-SE●

A99-8X100GE-TR●

참고:A99-X를 시작하는 Tomahawk 기반 라인 카드 부품 번호는 Cisco ASR 9904, ASR 9910,
ASR 9912 및 ASR 9922 섀시와 호환됩니다.Cisco ASR 9006 및 ASR 9010 라우터와 호환되
지 않습니다.

참고:A99-12X100GE 라인 카드는 고밀도 100G 환경에서 전송 통합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IP
및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전송을 위한 라인 레이트 패킷 성능을 제공합니다.이
카드의 SE 또는 TR 변형이 없습니다.이 라인 카드에는 다른 토마호크 기반 라인 카드와 다른
고유한 특징과 제한이 있습니다.

라인 카드의 추가 유형

이 섹션에서는 ASR 9000용 다른 유형의 라인 카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A9K-SIP-700

이 라인 카드는 Cisco CPP(Packet Processor)를 기반으로 하며, Trident 기반 또는 Tination 기반 카
드가 아닙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ASR 9000 Series SPA Interface Processor 700 Cisco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9K-ISM-100

이 라인 카드는 NP를 사용하지 않으며, Trident 기반도 아니고 Tichton 기반도 아닙니다.자세한 내
용은 Cisco ASR 9000 Series Integrated Service Module Cisco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9K-VSM-500

이 라인 카드에는 태풍 기반 라인 카드에도 사용되는 Tifon 기반 NP, Crossbar Fabric 및 FIA(Fabric
Interface ASIC) 구성 요소가 포함된 서비스 인프라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ASR 9000 Series Virtualized Services Module Cisco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573452.html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routers/ps9853/data_sheet_c78-663164.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0521.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routers/asr-9000-series-aggregation-services-routers/datasheet-c78-7305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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