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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 Catalyst 6500 Series 스위치의 PFC(Policy Feature Card), DFC(Distributed
Forwarding Card) 및 CFC(Centralized Forwarding Card)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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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PFC3x 및 DFC3x의 여러 버전을 혼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A. PFC3는 Sup720용 ASIC 기반 포워딩 엔진 부속 카드입니다.DFC3는 다양한 패브릭 지원 라인
카드(CEF256, CEF720)를 위한 ASIC 기반 포워딩 엔진 부속 카드입니다. PFC3/DFC3 생성은
EARL7이라고 하는 포워딩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세대 내에는 세 가지 버전, 즉 'A', 'B' 및
'BXL'이 있는데, 모두 동일한 기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각 증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A'는
표준 제품입니다.'B'는 중간 옵션이고, 'BXL'은 고급 옵션입니다.

이러한 버전은 모두 동일한 세대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버전이 동일한 섀시 내에서 유사한 작업과
공존할 수 있지만 기능 차이는 있습니다.포워딩 엔진이 혼합된 시스템은 섀시에서 가장 역량이 적
은 포워딩 엔진 기능에서만 작동합니다.각 포워딩 엔진이 자체 모드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허
용할 수 없습니다.BXL 모드에서 실행할 BXL, 동일한 섀시 내에서 B 모드로 실행할 B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는 각 PFC3/DFC3에서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도록 허용하면 포워
딩 테이블을 동기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FIB 테이블이 500K 엔트리로 확장되면
PFC3A/DFC3A 및 PFC3B/DFC3B 모듈에는 500K FIB 테이블을 다운로드했지만 PFC3A 및
PFC3B/DFC3B 모듈에는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일관된 작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5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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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ACL 레이블이 필요한 ACL 컨피그레이션에는 동일한 상황이 적용됩니다.이러한 이유로
PFC3/DFC3 버전을 혼합하여 최소 공통 분모 모드에서 작동하여 테이블이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되
고 여러 인터페이스에서 기능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PFC
카드

DFC
카드

결과
모드 설명

PFC3
A

DFC3
A

PFC3
A 모
드

제한 없음

DFC3
B

PFC3A는 DFC3B 기능을 제한합니
다.

DFC3
BXL

PFC3A는 DFC3BXL 기능을 제한
합니다.

DFC3
C

PFC3A는 DFC3C 기능을 제한합니
다.

DFC3
CXL

PFC3A는 DFC3CXL 기능을 제한
합니다.

PFC3
B

DFC3
A

PFC3
A 모
드

PFC3B 기능은 DFC3A에 의해 제
한됩니다.

DFC3
B

PFC3
B 모
드

제한 없음

DFC3
BXL

PFC3B는 DFC3BXL 기능을 제한
합니다.

DFC3
C

PFC3B는 DFC3C 기능을 제한합니
다.

DFC3
CXL

PFC3B는 DFC3CXL 기능을 제한
합니다.

PFC3
BXL

DFC3
A

PFC3
A 모
드

PFC3BXL 기능은 DFC3A에 의해
제한됩니다.

DFC3
B

PFC3
B 모
드

PFC3BXL 기능은 DFC3B에 의해
제한됩니다.

DFC3
C

PFC3
B 모
드

각 는 다른 의 기능을 제한합니다
.PFC3BXL은 PFC3B로 작동하고
DFC3C는 DFC3B(PFC3B 모드)로
작동합니다.

DFC3
BXL PFC3

BXL
모드

제한 없음

DFC3
CXL

PFC3BXL은 DFC3CXL 기능을 제
한합니다.

DFC와 PFC를 혼합하면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에도 영향을 줍니다. DFC3B가 있는
라인 카드를 SUP720-3BXL이 있는 스위치에 삽입하면 라인 카드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PFC3BXL 또는 PFC3B와 함께 DFC3A 장착 스위칭 모듈을 사용하려면 부팅 시 DFC3A 장착 스위
칭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DFC3B 장착 스위칭 모듈을 PFC3BXL과 함께 사용하려면 부팅 시
DFC3B 장착 스위칭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유사한 오류 메시지도 표시합니다.

OIR-6-DOWNGRADE_EARL: Module [dec] DFC installed is not identical

to system PFC and will perform at current system operating mode.

다음은 오류 메시지의 예입니다.

%OIR-SP-6-DOWNGRADE_EARL: Module 4 DFC installed is not identical

to system PFC and will perform at current system operating mode.

자세한 내용은 CFC 또는 DFC 부속 카드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Q. 현재 PFC 모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릴리스 12.2(17d) SXB 및 이후 릴리스의 경우 show platform hardware pfc mode 명령을 입력하
여 PFC3 모드를 표시합니다.

Release 12.2(17b) SXA 및 Release 12.2(17b)SXA2를 사용하여 show platform earle-mode 명령을
입력하여 PFC3 모드를 표시합니다.

Q. PFC 버전이 다른 수퍼바이저는 이중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A. 이중화를 위해 한 수퍼바이저 엔진에서는 한 유형의 PFC3(PFC3BXL, PFC3B 또는 PFC3A)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수퍼바이저 엔진에서는 다른 유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중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정책 기능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Q. DFC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성능이 DFC를 구현해야 하는 가장 크고 분명한 이유입니다.30Mpps 중앙 집중식 포워딩 시스
템에서 최대 400Mpps 분산 포워딩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이러한 포워딩 성능은 L3뿐 아니
라 모든 L2 브리징, L3 라우팅, ACL, QoS 및 Netflow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1.

DFC의 성능 이점은 67xx 시리즈 모듈을 사용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이 모듈에는 30Mpps 중
앙 집중식 포워딩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포트와 대역폭이 있기 때문입니다
.DFC가 없는 67xx 시리즈 모듈은 다른 모든 중앙 집중식 포워딩 모듈과 동일한 중앙 집중식
성능 특성(예: 전체 시스템의 최대 30Mpps)을 따릅니다.6704 모듈을 고려해 보십시오.4x 10G
포트는 최대 60Mpps의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64B 프레임에서 10GE의 라인레이트인
4x 14.88Mpps). 이는 중앙 집중식 포워딩 엔진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의 2배이며, 이는 시스
템의 한 슬롯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시스템에 모듈을 더 추가하면 이 오버서브스크립션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DFC3를 6704 모듈에 추가하면 해당 모듈의 포워딩 성능이 48Mpps로 향상
됩니다.이는 해당 슬롯에만 해당되므로 DFC3의 포워딩 성능은 공유가 아닌 상주하는 모듈 전
용으로 사용됩니다.DFC를 추가하면 전체 시스템 초과 서브스크립션 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일한 원칙이 65xx 모듈에 적용됩니다. 65xx 모듈에도 DFC 지원 옵션이 있습니다(성능 수준
은 낮지만).

2.

기존 모듈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기존 모듈은 시스템의 중앙 집중식 포워딩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 중앙 집중식 포워딩 속도가 15Mpps로 제한됩니다.DFC로 활성
화된 모듈에는 자체 포워딩 엔진이 있으며 이러한 성능 저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기존 모
듈을 사용하는 경우 DFC를 포함하면 성능 문제/문제가 완화됩니다.DFC가 아닌 모든 모듈은
기존 모듈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15Mpps 포워딩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시스템의 Netflow 항목 수를 늘립니다.시스템은 DFC/PFC별로 Netflow 항목을 학습합니다4.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hardware/Config_Notes/78_15893.html#wp85495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ios/12.2ZY/command/reference/show3.html#wp2178038
http://www.cisco.com/en/US/docs/switches/lan/catalyst6500/ios/12.2ZY/command/reference/show3.html#wp2178038
http://www.cisco.com/en/US/docs/ios/qos/command/reference/qos_m2.html#wp1043202


.Netflow 테이블 간에는 동기화가 없습니다.PFC3BXL/DFC3BXL에 256K Netflow 항목이 있는
경우, 시스템을 PFC3BXL/DFC3BXL의 수에 256K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포트 기반 QoS 집계 폴리서의 수를 늘립니다.단일 PFC/DFC는 1023 집계 폴리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포트 기반 agg-policer에 대한 정책을 해당 포트를 관리하는 PFC/DFC에만 다운로드
합니다.PFC/DFC의 'x' 개수로 폴리서 수의 'x' 배수를 1023배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UBRL/Microflow 폴리서 항목의 수를 늘립니다.Microsoft Flow Policer 엔트리는 Netflow 테이
블에 저장되므로, 이러한 최대 용량은 Netflow 테이블의 집계 용량과 직접 관련됩니다.

6.

DFC 모듈을 추가하면 데이터 버스에서 모듈의 연결이 효과적으로 끊어집니다.따라서 DFC 지
원 모듈은 모듈을 섀시에서 삽입하거나 제거할 때 발생하는 버스 정지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
지 않습니다.이러한 OIR(Online Insertion and Removal) 이벤트 전체에서 데이터 버스는 삽입
/제거 프로세스가 백플레인의 데이터 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일시 중지됩
니다.이 보호 메커니즘은 매우 짧은 패킷 손실(초 미만, 모듈을 완전히 삽입하는 데 걸리는 시
간에 따라 다름)을 발생시킵니다.DFC 온보드 모듈이 이 정지 메커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
지 않으며 OIR에서 패킷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Q. CFC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A. WS-F6700-CFC는 67xx 라인 카드에 대한 중앙 집중식 포워딩을 제공하는 부속 카드입니다
.CFC는 67xx 라인 카드 작업의 기본 요구 사항이며 비용 옵션이 없습니다.이 부속 카드에는 버스
인터페이스로만 작동하는 두 개의 ASIC가 있습니다.즉, 이러한 ASIC 형식은 포워딩 결정을 위해 중
앙 PFC3*로 전송되는 잘리거나 컴팩트 헤더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FC는 중앙 집중식 전달에만 사용됩니다.Catalyst 6500의 중앙 집중식 포워
딩 속도는 30Mpps(최대)입니다.CFC는 로컬 전달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이는 Catalyst 6500의
다른 모듈 유형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전달 기능은 베이스보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
며 모든 부속 카드는 추가(비표준) 기능을 제공합니다.

DFC3**를 67xx 라인 카드에 추가하면 CFC를 제거해야 합니다.DFC3 부속 카드는
dCEF(Distributed Forwarding)를 제공합니다. CFC와 DFC3는 각각 동일한 라인 카드 커넥터를 사
용하므로 특정 모듈에서 상호 배타적입니다.

* PFC3은 PFC3A, PFC3B 또는 PFC3BXL일 수 있습니다.

** DFC3 부속 카드 옵션은 WS-F6700-DFC3A, WS-F6700-DFC3B, WS-F6700-DFC3BXL, WS-
F6700-DFC3C 또는 WS-F67000-DFC3A입니다. 3CXL

Q. PFC 모드가 서로 다른 라인 카드를 PFC3C가 있는 VSS(Virtual Switching
System)에 삽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 VSS 모드는 현재 PFC3C 또는 PFC3CXL에서만 지원되며 시스템의 DFC3A, DFC3B 또는
DFC3BXL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PFC3C/CXL과 이러한 DFC 중 하나가 삽입된 라인 카드가 있
는 경우 시스템이 다시 로드될 때까지 라인 카드는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됩니다.이 다시 로드에서
는 시스템 차원의 PFC 모드를 재협상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낮은 공통 분모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DFC-3B 이하 모드가 활성화되면 모든 VSS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Q. VSS(Virtual Switching System)에 WS-X67xx 라인 카드가 필요한 경우 DFC3C 또
는 DFC3CXL도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본 CFC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VSS에서 DFC3C/DFC3CXL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일반적인 스위치 요구 사항과 비
슷하게 DFC3C/CXL이 있는 라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CFC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포트 10G 카드(WS-X6708-10G-3C/XL)가 작동하려면 DFC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Q. 12.2(33)SRB4에서 DFC3CXL과 함께 사용할 경우 WS-X6704-10GE에서 인그레
스 및 이그레스 인터페이스 큐가 지원됩니까?또한 이러한 대기열은 모듈/포트, DFC
유형 또는 둘 모두에 해당됩니까?

A. DFC3CXL의 WS-X6704-10GE에서 전송 대기열 1p7q8t 및 수신 대기열 8q8t는 인그레스 및 이그
레스 큐로 지원됩니다.

WS-X6704-10GE는 DFC-3CXL 및 DFC-3BXL과 동일한 대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차이점은
6704/CFC와 6704/DFC 사이입니다.show interfaces interface-number capabilities 모듈 번호는 이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Sup720이 포함된 Catalyst 6500은 NAT64 기능을 지원합니까?

A. 현재 NAT64 기능은 ASR(Aggregation Services Router) 및 ASA(Adaptive Security Appliance)에
서만 지원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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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제품 지원●

LAN 스위칭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switches/ps5718/ps708/prod_white_paper0900aecd80673385.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en/US/prod/collateral/switches/ps5718/ps708/prod_white_paper0900aecd803e508c.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prod&level0=268438038&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psa/default.html?mode=tech&level0=268435696&referring_site=bodynav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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