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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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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가이드

새 제품 이름은 굵은 글꼴로 표시됩니다.

  원래 이름 새 이름

IGX
™

StrataCom
IGX™ ATM 다
중 서비스 스위
치

Cisco IGX™ 8400 시리즈 광역 스
위치

IGX™ 8 IGX™ 8410

http://www.cisco.com/en/US/tech/tk801/tk36/technologies_tech_note09186a0080121ac5.shtml


IGX™ 16 IGX™ 8420
IGX™ 32 IGX™ 8430
PCS(Port
Concentrator
Shelf)

PCS(Port Concentrator Shelf)

음성 네트워크
스위칭(VNS)

VNS(Voice Network Switching) 시
스템

DAS(Dial
Access Switch)

DAS(Dial Access Switching) 시스
템

축

StrataCom
AXIS
Multiservice
Concentrator

Cisco MGX™ 8220 에지 집선 장
치

BPX
®

StrataCom
BPX® 서비스
노드

Cisco BPX® 8600 시리즈 광역 스
위치 BPX® 8620 BPX® 8650(태
그 스위칭)

ESP(Extended
Services
Processor)

ESP(Extended Services
Processor)

기능

고급 네트워킹
기능: 지능형 QoS 관리 제품군

자동 경로 자동 라우팅 관리
FairShare
OptiClass®

고급 CoS 관리(FairShare 및
OptiClass 결합)

ForeSight®

Optimized Bandwidth
Management ForeSight®는 선택
가능한 주문 가능한 라이센스로
사용 가능

  동적 버퍼 관리(새 설명자)
WAN
기술 Stratm™ 기술 Stratm™ 기술

네트
워크
관리

StrataSphere™ Cisco Multiservice 관리
StrataView
Plus® Cisco WAN Manager®

CiscoView CiscoView
정보 센터 정보 센터
SAC(Service
Activation
Center)

SAC(Service Activation Center)

색상 가이드

  하드웨어 색상 변경 요약
I
G
X

섀시가 진한 회색에서 Cisco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Cisco 로고 및 새 제품 이름이 섀시에 인쇄됩니다.카드
면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축 섀시가 회색에서 청록색으로 변경됩니다.Cisco 로고 및



   

새 제품 이름이 섀시에 인쇄됩니다.카드 면판은 연한
회색으로 남아 있지만 카드의 LED 오버레이 레이블은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바뀝니다.

B
P
X

섀시가 진한 회색에서 Cisco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Cisco 로고 및 새 제품 이름이 섀시에 인쇄됩니다.카드
면판은 연한 회색으로 남아 있지만, 청록색 Cisco 로고
가 면판에 인쇄됩니다.

관련 정보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4259371&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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