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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 
 
 

제품 개요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라인 속도와 지연율이 낮은 
무손실 10기가비트 이더넷과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ibre Channel over Ethernet(FCoE) 
스위치로 구성된 제품군입니다. 

 
그림 1. Cisco Nexus 5000 시리즈에는 10기가비트 이더넷과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를 지원하는 Cisco Nexus 5020이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는 강력한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호스트하는 고밀도, 랙 장착형, 블레이드 
서버로 점점 더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대중화에 따라 랙 장착 고밀도 
컴퓨팅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10기가비트 이더넷과 통합 I/O(Cisco Nexus 5000 시리즈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로 결합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지연율이 낮고, 전후방 쿨링팬과 후면 포트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 링크(또는 리던던시용 이중 링크)를 통해 네트워킹하는 LAN, SAN 및 서버 
클러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패브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10기가비트 이더넷으로 전환하려는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스위치 제품군은 컷스루(cut-through)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모든 포트에서 라인 속도의 
10기가비트 이더넷을 지원하며, 패킷 크기와 사용 서비스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낮은 지연율을 
유지합니다. Cisco Nexus 5000 시리즈 제품군은 이더넷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효율성 및 
확장성을 개선해주는 Cisco Data Center Ethernet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스위치에서 무손실 이더넷 패브릭을 통한 다중 트래픽 클래스를 지원하므로 LAN, SAN 및 
클러스터 환경의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FCoE를 기본 파이버 채널에 연결하는 기능을 통해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 투자를 보호하면서 랙 장착 케이블링을 대폭 간소화합니다.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서버에 표준 10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더넷 NIC와 파이버 채널 HBA(호스트 버스 어댑터)를 결합한 통합 네트워크 
어댑터(CNA)라고도 부르는 통합 I/O 어댑터를 통합합니다. 

이러한 어댑터는 기존의 플랙티스, 관리 소프트웨어 및 OS 드라이버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통합한 단일 네트워크 패브릭으로 전환해 줍니다. 이 스위치 제품군은 랙 차원에서 서버로 
10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타사 통합 송수신기와 Twinax 케이블링 
솔루션과 호환되므로 값비싼 광 송수신기가 필요 없습니다.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 패브릭은 컷스루(cut-through) 기술을 채택하여 패킷 크기와 
사용 서비스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낮은 지연율의 이더넷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이 제품군은 
전후방 쿨링과 네트워크 후면 포트로 구성되어, 데이터 센터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스위치를 가장 가까운 서버로 연결해 주며, 케이블링을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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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xus 5000 스위치 제품군은 리던던시형 핫 플러그 전원 공급 장치와 팬 모듈로 구성되어 
교체가 매우 편리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매우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데이터 센터급 Cisco NX-OS 
Software를 기반으로 합니다. 

 
Cisco Nexus 5020 56포트 스위치 

 
Cisco Nexus 5020은 낮은 지연율로 초당 1.04Tbps 처리량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2RU, 
10기가비트 이더넷,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 1/2/4Gbps 파이버 채널 스위치입니다. 
40개의 고정 10기가비트 이더넷,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 소형 폼팩터 플러그 
플러스(SFP) 포트를 지원합니다. 2개의 확장 모듈 슬롯 구성으로 12개 추가 10기가비트 이더넷,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 SFP+ 포트, 최대 16개의 파이버 채널 스위치 포트 또는 이 
둘의 조합을 지원합니다. 이 스위치에는 직렬 콘솔 포트와 Out-band 10/100/1000Mbps 이더넷 
관리 포트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안전한 전후방 쿨링을 위해 1+1 리던던시형의 핫 플러그 전원 
공급 장치와 4+1 리던던시형의 핫 플러그 팬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확장 모듈 옵션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10기가비트 이더넷과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 포트의 
수를 늘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확장 모듈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1/2/4Gbps 파이버 채널 스위치 
포트를 통해 파이버 채널 SAN(스토리지 영역 네트워크)과 연결됩니다. Cisco Nexus 5020은 다음 
중에서 두 개의 모듈 조합을 지원합니다(그림 2). 

 
●  6 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SFP+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더넷 모듈 
 
●  4 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SFP+ 인터페이스 

사용)와 4 포트 1/2/4Gbps 기본 파이버 채널 연결(SFP 인터페이스 사용)을 제공하는 
파이버 채널 플러스 이더넷 모듈 

 
●  기존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와의 투명한 연결을 위한 8포트 1/2/4Gbps 기본 파이버 

채널(SFP 인터페이스 사용)을 제공하는 파이버 채널 모듈(향후 제공) 
 

그림 2.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 6 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 
모듈, - 4 포트 파이버 채널 플러스 4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 Cisco Data Center Ethernet 
및 FCoE 모듈, - 8 포트 기본 파이버 채널 확장 모듈 

 
 

효율적인 송수신기 및 케이블링 옵션 
 

10기가비트 이더넷의 높은 대역폭을 통해 Cisco Nexus 5000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송수신기 및 
케이블링 옵션에 의해 송수신기 과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5000 제품군은 In-Rack 
사용을 위해 표준 SFP+ 커넥터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Twinax 구리 케이블링 솔루션과 더 긴 
케이블 연결을 위해 광학장치 케이블링을 지원합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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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In-rack 또는 Adjacent-rack 케이블링에 대해 SFP+ 직접 
연결 10기가비트 이더넷 구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Twinax 케이블을 사용하는 송수신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지연율이 낮은 저비용 솔루션으로 통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SFP+ 직접 연결 10기가비트 Twinax 구리 케이블은 송수신기당 0.1W의 
전력만 사용하므로 링크당 약 0.25마이크로초의 지연율을 보입니다. 

●  더 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멀티모드, 단거리 도달 광학 SFP+ 송수신기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광학 송수신기는 송수신기당 약 1W만 사용하기 때문에 
0.1마이크로초 이하의 지연율을 보입니다. 

이 두 옵션 모두 10GBASE-T보다 낮은 지연율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입니다. 10GBASE-T 
표준은 송수신기당 4 ~ 8W를 소모하는 송수신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링크당 최대 
2.5마이크로초의 지연율을 보이므로 10GBASE-T 표준이 네트워크 차원의 전력 소모에 상당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In-Rack 케이블링을 위한 SFP+ 직접 연결 10기가비트 이더넷 
구리와 더 긴 케이블 연결을 위한 광학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통합 어댑터와의 상호 호환성 
 

Cisco 및 그 파트너는 IT 부서에서 Ethernet NIC와 파이버 채널 HBA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운영체제 드라이버, 관리 소프트웨어 및 최적의 사용방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완벽하게 투명한 방식으로 FCoE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두 네트워크를 서버 
운영체제에 제공하는 CNA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어댑터는 스위치에 자동 협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리를 간소화하고 구성 오류를 줄여 줍니다. 통합 네트워크 어댑터를 기반으로 
하는 ASIC은 Emulex 및 QLogic과 호환되며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네트워크 어댑터는 Intel과 
호환됩니다. 

 
주요 기능 및 이점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 제품군은 랙 상단형 또는 행 액세스 중간형 레이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IT 부서에서 자체 요구사항과 타이밍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Cisco Data Center Ethernet과 FCoE 기능을 갖춘 
데이터 센터 랙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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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군은 고밀도 포트, 무손실 이더넷, 유선 속도 성능 및 매우 낮은 지연율이 

결합되어 엔터프라이즈와 서비스 공급업체에 그들의 투자를 보호해주면서 Cisco Data 
Center Ethernet을 지원할 수 있는 10기가비트 이더넷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스위치 제품군입니다. 이 스위치 제품군은 블레이드 서버 및 랙 
장착형 서버에 완벽하게 장착할 수 있는 단일 또는 다중 랙을 지원하는 충분한 포트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오늘날의 데이터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버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포트와 
전원 연결이 후면에 있고, 서버 포트와 가까이 있어 최대한 짧고 효율적으로 케이블 
길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랙 장착 서버뿐만 아니라 블레이드 서버에서 
제공되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에서 핫스왑 가능한 전원 및 팬 모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의 상태등을 통해 스위치 작동 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서버 설계에 전후방 쿨링이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의 
hot-and-cold 설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치 교체가 편리하게 강화되어 전면 패널에서 
고객이 교체할 수 있는 모든 장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FP+ 포트 사용을 통해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짧은 길이의 구리 Twinax 케이블링과 긴 길이의 파이버 등 다양한 
Interconnet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Data Center Ethernet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성을 확대하고, I/O 통합을 
지원하며, 다중 트래픽 흐름을 쉽게 관리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thernet 
Pause 매커니즘에 의해 제공되는 무손실 패브릭이 필요한 SAN 통합 구현에 비해,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관리가 쉬우면서 고성능,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을 통해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 1은 Cisco Nexus 5000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Cisco Data Center 
Ethernet 기능을 보여줍니다. 

 
표 1. Cisco Data Center Ethernet의 주요 기능 및 이점 

 

주요 기능  비즈니스 이점 
PFC(Priority Flow Control) 단일 네트워크 링크 상에서 다중 트래픽 흐름의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CoS 기반 흐름 제어를 통해 이더넷의 무손실 동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대역폭 관리 서로 다른 트래픽 유형(예: IP, 스토리지 등)에 대한 일관된 예약을 
통해 네트워크 차원에서 QoS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Data Center Bridging Exchange(DCBX) 
프로토콜 

NIC와 스위치간 그리고 스위치와 스위치간에 Cisco Data Center 
Ethernet 기능을 자동 협상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전달을 간소화하고 
구성 오류를 줄입니다. 

혼잡 관리(BCN: Backward 
Congestion Notification) 

네트워크 에지에 대한 혼잡을 푸시하여 QoS 상의 제어를 
개선했습니다(향후 릴리스부터 적용). Nexus 5000 하드웨어는 
BCN이라고 하는 IEEE 802.1Qau에 대해 pre-cursor를 지원합니다. 
BCN은 어댑터와 코어 스위치/라우터와 같은 기타 시스템 구성요소의 
가용성에 따라 제품화됩니다. 

레이어 2 멀티패싱 액세스 스위치에서 Active-Active 업링크가 허용됩니다. 네트워크 
성능과 레이어 2 도메인 크기를 늘립니다. 

 
 

●  FCoE는 랙 차원에서 I/O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이더넷 내에서 파이버 채널을 직접 캡슐화함으로써 기존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 
관리 모델 및 도구를 보존하므로 소프트웨어와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 비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에 추가된 기능에는 트래픽 혼잡 후 복원력을 늘려주는 손실 지연 
기능과 더 높은 성능과 대규모 확장(표 2)을 지원하는 EHV(Ethernet Host Virtualizer)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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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추가 스위치 기능 및 이점 
 

주요 특징 비즈니스 이점 
FCoE ● 파이버 채널 패킷을 이더넷으로 투명하게 캡슐화합니다. 

● 네트워크 관련 케이블링, 전원 및 쿨링을 대폭 줄여 랙 차원에서 I/O 통합이 
가능합니다. 

드롭 지연(Delayed drop) ●  Ethernet Pause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단기 트래픽 혼잡을 제어하므로 네트워크 
복원력과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 트래픽당 흐름 기반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EHV(Ethernet Host 
Virtualizer) 

● 하위 호스트에 대한 레이어 2 연결에 대한 소유권을 스위치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업스트림 스위치의 경우 업링크 포트는 다중 홈 서버와 비슷합니다. 
● 엑세스 레이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를 간소화합니다. 대규모, 고성능 

active-active 링크 및 세분화된 네트워크 리소스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  랙과 행 내부에서 I/O 통합이 가능하므로 랙 차원에서 I/O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버 
어댑터, 케이블 및 업스트림 스위치의 수를 줄일 수 있어 자본 지출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가지 네트워크(LAN, SAN 및 클러스터)의 각각에 대해 반복되는 
어댑터 쌍에 대한 오버헤드 대신, I/O 통합을 통해 단일 링크에서 이 세가지 네트워크를 
모두 지원합니다. 기본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기능을 통해 기존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보호합니다. 데이터 센터 I/O 통합을 지원하는 FCoE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센터 간 FCoE 사용 스위칭이 가능해지므로 FCoE 트래픽이 통합 
네트워크 패브릭 상에서 이동할 수 있어, 향후 FCoE 사용 스토리지 장치나 기본 파이버 
채널 SAN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데이터 센터의 
카본 설치면적을 줄이고, 데이터 센터가 공간, 전원 및 쿨링 매개변수 내에서 최적으로 
작동되도록 합니다. 랙 차원의 네트워크 링크마다 어댑터, 스위치 및 송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 모두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I/O를 통합하면 파이버 채널 
어댑터, 케이블 및 스위치가 개별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서버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10기가비트 이더넷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으며 특히 Cisco Nexus 5000 시리즈의 낮은 지연율을 보입니다. 
이러한 스위치 하드웨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ariable-speed 
팬은 특정 시점에서 적절하게 섀시를 쿨링하는 데 필요한 전력만 사용합니다. 이 스위치 
전원 공급 장치는 비효율적인 SFP+ 송수신기가 전원 방열을 최대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전력 케이블링 솔루션이 
배포된 경우에는 이 스위치 제품군의 전원 공급 장치는 25% 사용률과 90%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최적의 시나리오에서 전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  Cisco NX-OS Software와 Cisco MDS 9000 SAN-OS Software 관리 모델과 툴의 일관성을 
통해 시스코 제품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스코 명령줄 인터페이스(CLI)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을 관리할 수 있으며, Cisco Fabric Manager 제품군을 통해 파이버 채널 및 
FCoE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릴리스부터 Cisco Data Center Network 
Manager(DCNM)와 Cisco VFrame에서 Nexus 5000 스위치 제푼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스코 툴과는 별도로 이더넷 및 FCoE 기능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기존 관리 
모델과 최적의 사용방법 및 직원 교육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타사 툴이나 사용자 개발 툴을 통해 스위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MIB,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및 Cisco CLI를 
지원합니다. 이 스위치 제품군은 Cisco NX-OS를 우선 기반으로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에도 작업 효율성과 원할한 보안 및 작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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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관리 및 장치 교체 편의성을 위해 Smart Call Home 및 DCBX를 통한 자동 
매개변수 교환(automated parameter exchange) 기능이 제공됩니다.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인증, 권한 부여 및 계정 관리(AAA), 원격 
TACACS+ 및 RADIUS 서버와 보안 셸(Secure Shell)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애플리케이션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데이터 센터 랙의 서버와 함께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middle-of-row 배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로 사용할 경우, 10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을 집계 레이어로 트렁크된 서버 연결 수를 더 
작게하여 통합했습니다. 

●  랙 차원 I/O 통합 플랫폼으로 사용할 경우, 서버에서 어그리게이션 레이어로 이더넷 
트래픽을 전달하고 FCoE 트래픽을 기존 파이버 채널 SAN으로 전달합니다. 

●  데이터 센터 I/O 통합의 중요한 요소로서 액세스 레이어에서 I/O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Cisco Nexus와 다른 표준 기반 제품과 호환됩니다.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배치 
모델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랙 차원 10기가비트 이더넷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 

 

이 스위치 제품군은 고밀도, 성능, 전후방 쿨링 설계와 함께, 서버의 10기가비트 이더넷 링크의 
많은 수를 집계 레이어 스위치에 대한 업링크 수를 줄여 집계하는 데 이상적인 후면 포트 
구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포트 밀도를 통해 각 스위치에서 SFP+ 직접 연결 10기가비트 구리 
케이블링 옵션을 사용하여 단일 랙 또는 인접 랙을 지원합니다.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는 이더넷 성능이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는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를 기존 파이버 채널 SAN과 함께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림 4는 여러 서버에서 
반복되는 Ethernet NIC에 교차 연결된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의 active-active 쌍을 보여 
줍니다. LAN, 가상 시스템 이동성 애플리케이션 및 iSCSI(Small Computer System Interface over 
IP) 지원을 위해 서버에 대한 다중 기가비트 이더넷 연결을 사용하는 대신, 고객들이 그들의 
트래픽을 통합, 무손실, 낮은 지연율의 10기가비트 이더넷 패브릭에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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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기존 파이버 채널 SAN, 랙 상단형(Top of Rack), 액세스 
레이어 스위치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FCoE와 통합 패브릭: I/O 통합 
 

LAN, SAN, 서버 클러스터 등 여러 네트워크를 단일 통합 패브릭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랙 내부에서 여러 비슷한 네트워크, 스위칭 정보 및 케이블링 매커니즘과 관련된 운영비와 자본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는 서버 운영체제에 이더넷과 파이버 
채널 NIC를 각각 제공하는 타사 통합 I/O 어댑터를 통해 호환됩니다. 따라서 기존 드라이버와 
파이버 채널 관리 소프트웨어를 FCoE와 함께 투명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두 개의 
서로 다른 확장 모듈을 통해 Cisco Nexus 5000 시리즈에서 기존의 기본 파이버 채널 SAN으로의 
직접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림 5. 2개의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파이버 채널 연결을 사용한 active-active 구성으로 

설계된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의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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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oE를 통한 투자 보호 
 

이 스위치 제품군은 업스트림 스위치에 대해 링크 위에서 FCoE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본 
파이버 채널로 세분화할 수 있는 지점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FCoE가 지원되는 향후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버 채널은 이러한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더넷 내에서 파이버 채널을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관리와 관리 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아키텍처 

 

Cisco Nexus 5000 시리즈는 통합 크로스바 패브릭 및 통합 포트 컨트롤러 ASIC 모두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에는 스위치 내 고정 포트와 
확장 모듈을 지원하는 단일 통합 크로스바 패브릭 ASIC와 여러 개의 통합 포트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포트 컨트롤러는 통합 크로스바 패브릭 ASIC와 네트워크 미디어 어댑터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Ethernet, Cisco Data Center Ethernet, 파이버 채널 및 FCoE 프레임에 포워딩할 결정을 
만듭니다. ASIC는 전체 페이로드가 수신되기 전에 패킷을 통합 크로스바 패브릭으로 
전송함으로써 스위치의 전체 컷스루(cut-through) 설계를 지원합니다. 통합 크로스바 패브릭 
ASIC는 단일 스테이지의 비블록 크로스바 패브릭으로서 유선 속도에서 모든 포트를 매쉬할 수 
있습니다. 통합 크로스바 패브릭은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트래픽에 대해 QoS-aware 예약을 
구현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통합 포트 컨트롤러와 통합 크로스바 
패브릭을 밀접하게 통합하여 발신 인터페이스로 액세스를 요청하는 수신 인터페이스용으로 
지연율이 낮은 무손실의 패브릭을 지원합니다. 

 
Cisco NX-OS 개요  

 

Cisco NX-OS는 모듈형, 복원력 및 장치 교체형으로 설계된 데이터 센터급 운영체제입니다. 이미 
업계에서 입증된 Cisco SAN-OS Software를 기반으로 하고, 가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 센터 환경에 적합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자체 치료가 가능하고 
모듈형으로 설계된 Cisco NX-OS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외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처리한 Cisco NX-OS는 현재와 미래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더넷 및 스토리지 네트워킹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풍부한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Cisco IOS® Software의 XML 인터페이스와 함께 Cisco NX-OS는 진정한 데이터 
센터급 시스코 혁신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네트워킹 표준에 대한 최신 구현을 제공합니다. 

 
Cisco NX-OS의 주요 기능 및 이점 

 

●  소프트웨어 호환성: Cisco NX-OS 릴리스 4.0은 다양한 Cisco IOS Software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시스코 제품과 상호 호환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 시트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킹 
표준 목록을 준수하는 네트워킹 OS와도 호환됩니다. 

●  데이터 센터를 통한 공통 소프트웨어: Cisco NX-OS는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을 
간소화하고, LAN, SAN, 레이어 4~7 네트워크 서비스 등 모든 영역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있는 통합 OS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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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형 소프트웨어 설계: Cisco NX-OS는 SMP(symmetric multiprocessors), 멀티코어 CPU 
및 분산된 라인 카드 프로세서에서 분산 멀티스레드 프로세싱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드웨어 테이블 프로그래밍과 같은 집중적인 계산식 작업을 라인 
카드를 통해 분산된 전용 프로세서로 오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Cisco NX-OS 모듈형 
프로세서는 각각 보호된 메모리 공간에서 각 요구에 맞게 인스턴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시스템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을 적절한 시기에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우선 스케줄러(preemptive 
scheduler)를 통해 모듈형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향상된 기능의 빠른 개발과 문제 수정: 모듈형 Cisco NX- OS는 새로운 기능, 향상된 기능 
및 픽스를 매우 빠르게 소프트웨어로 통합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듈형 수정을 매우 
짧은 시간 범위 안에 개발, 테스트 및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및 진단: Cisco NX-OS는 고유한 장치 교체 기능으로 설계되어 네트워크 
운영자가 네트워크 추세 및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는 초기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 계획 강화 및 NOC(network operations center)와 공급업체 응답 시간을 
개선했습니다. Call Home 및 Cisco Generic Online Diagnostics(GOLD)는 Cisco NX-OS의 
장치 교체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  Smart Call Home: Smart Call Home 기능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요한 시스템 이벤트에 대해 전자 메일 기반 통지를 제공합니다. 
다목적 메시지 형식이 지원되므로 pager 서비스, 표준 전자 메일 및 XML 기반 자동 
파싱 애프리케이션과 최적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경고 그룹화 기능과 사용자 지정 
대상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예를 들어, 네트워크 지원 엔지니어를 
바로 호출하거나, NOC에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내고, 시스코 기술 지원 
센터(TAC)에서 사례를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Cisco Auto-Notify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문제가 발생할 때 네트워킹 장치에서 이를 알리게 
하는 자동 시스템 동작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시간도 줄이고 시스템 가동 시간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Cisco GOLD: Cisco GOLD는 하드웨어 및 내부 데이터 경로가 원하는 데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진단 도구 제품군입니다. Cisco GOLD 기능 세트에는 부팅 
시간 진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문형 테스트 및 예약 테스트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운영 환경에서 장애 격리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진단 시스템입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한 XML 인터페이스: NETCONF 산업 표준에 따라 Cisco NX-OS XML 
인터페이스는 장치를 위한 일관된 API를 제공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빠른 개발과 툴 생성이 가능합니다. 

●  SNMP: Cisco NX-OS는 SNMPv1, v2 및 v3을 준수합니다. MIB의 풍부한 컬렉션이 
지원됩니다. 

●  RBAC: RBAC를 통해 Cisco NX-OS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작동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액세스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액세스를 요구하는 사용자로만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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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성능 

 

●  1.04Tpps(또는 773.8Mpps) 속도의 레이어 2 하드웨어 포워딩 

●  MAC 주소 테이블 항목 수: 16,000 

●  낮은 지연율의 컷스루(cut-through) 설계를 통해 패킷 크기와 트래픽 패턴 또는 사용 
가능한 기능에 관계없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트래픽 지연을 제공. 

레이어 2 기능 
●  레이어 2 스위치 포트 및 VLAN 트렁크 

●  IEEE 802.1Q VLAN 캡슐화 

●  스위치당 최대 1000개의 VLAN과 가상 SAN(VSAN) 지원 

●  PVRST+(Per-VLAN rapid spanning tree) 지원 

●  MSTP(다중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 IEEE 802.1s: 64개 인스턴스 

●  스패닝 트리 PortFast 및 PortFast 보호 

●  스패닝 트리 UplinkFast 및 BackboneFast 

●  스패닝 트리 Root guard 

●  스패닝 트리 Bridge Assurance(향후 제공) 

●  NIC 티밍(teaming) 

●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버전 1, 2, 3 스누핑 

●  IGMP snooping Querier 

●  PIM(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스누핑(향후 제공) 

●  Cisco EtherChannel® 기술 

●  LACP(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IEEE 802.3ad 

●  레이어 2, 3, 4 정보를 기반으로 고급 PortChannel 해싱 

●  MCEC(Multi-Chassis EtherChannel) - 향후 제공 

●  EHV(Ethernet Host Virtualizer) - 향후 제공 

●  모든 포트에 대해 점보 프레임(최대 9216바이트) 

●  Pause 프레임(IEEE 802.3x) 

●  스톰 제어(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및 브로드캐스트) 

●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  사설 VLAN 

●  트렁크를 통한 사설 VLAN 

 
QoS(Quality of Service) 

●  레이어 2 IEEE 802.1p(CoS) 

●  포트당 8개의 큐 

●  포트별 QoS 구성 

●  CoS 트러스트 

●  모듈형 QoS CLI(MQC) 준수 

●  색상 인식 집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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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드롭(Policed drop) 

●  포트별 가상 출력 큐잉 

●  CoS 기반 송신 큐잉 

●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른 송신 큐잉 

●  송신 포트 기반 예약: WRR(가중치 기반 라운드로빈) 

●  실제 이더넷 및 가상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수신 정책 지정 

●  드롭 지연(Delayed drop) 기능 - 향후 제공 

 
보안 

●  이더넷 및 가상 이더넷 포트에 대해 수신 ACL(액세스 제어 목록) - 표준 및 확장 

●  표준 및 확장 레이어 2 ACL: MAC 주소, 프로토콜 형식 등 

●  표준 및 확장 레이어 3 ~ 4개 ACL: IPv4 및 v6,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ICMP), 
TCP, User Datagram Protocol(UDP) 등 

●  VLAN 기반 ACL(VACL) 

●  명명된 ACL 

●  ACL 로깅 및 통계 

●  시간 기반 ACL 

●  최적화된 ACL 배포 

●  IEEE 802.1X(향후 제공) 

●  포트 보안(향후 제공) 

●  포트 TrustSec(향후 제공) 

 
고가용성 기능 

●  핫스왑 가능한 현장 교체 가능 전원 공급 장치 및 핫스왑 가능한 팬 모듈 및 확장 모듈 

●  1:1 파워 리던던시 

●  N:1 팬 모듈 리던던시 

 
관리 

●  10/100/1000 관리 또는 콘솔 포트를 사용하여 스위치 관리 

●  CLI 기반 콘솔을 통해 정교한 대역 외 관리 제공 

●  SSHv2 

●  텔넷 

●  AAA 

●  RADIUS 

●  TACACS+ 

●  Syslog 

●  SNMP v1, v2 및 v3 

●  향상된 SNMP MIB 지원 

●  XML(NETCONF) 지원 

●  원격 모니터링(RMON) 

●  관리 트래픽을 위한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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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 및 SNMP 간 통합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사용 

●  Microsoft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0 

●  스위치와 RADIUS 서버 간 관리를 위한 디지털 인증서 

●  CDP(Cisco Discovery Protocol) 버전 1 및 2 

●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RBAC) 

●  실제 PortChannel, VLAN 및 파이버 채널 인터페이스에서 파이버 채널 인터페이스 
스위치 

●  원격 SPAN(ERSPAN) 강화 - 향후 제공 

●  인터페이스당 송수신 패킷 카운터 

●  NTP(Network Timing Protocol) 

●  POST(Power-on-self-test) 

●  Cisco GOLD: 이더넷 및 파이버 채널 

●  종합적인 부팅 진단 테스트 

●  콜 홈(Call Home) 

●  Smart Call Home: 

●  Cisco Fabric Manager 

●  Cisco DCNM(향후 제공) 

●  Cisco VFrame(향후 제공) 

 
Cisco Data Center Ethernet 

●  우선순위 흐름 컨트롤(우선순위별 pause 프레임 지원) 

●  Data Center Bridging Exchange(DCBX) 프로토콜 

●  IEEE 802.1Qaz: 대역폭 관리 

●  IEEE 802.1Qau: 혼잡 관리(BCN) - 향후 제공 

●  레이어 2 멀티패싱(향후 제공) 

 

파이버 채널 기능(스토리지 서비스 라이센스 필요) 
●  FCoE(Fibre Channel over Ethernet) 

●  파이버 채널 프로토콜 

●  파이버 채널 표준 포트 유형: E, F 및 NP 

●  파이버 채널 고급 포트 유형: TE 및 VF 

●  포트당 최대 64 버퍼 크레딧 

●  가상 SAN(VSAN) 

●  Fibre Channel(SAN) PortChannel 

●  기본 Interop Mode 2 

●  기본 Interop Mode 3 

●  VSAN 트렁킹 

●  패브릭 장치 관리 인터페이스(FDMI) 

●  파이버 채널 ID(FCID) 지속 

●  동적 포트 VSAN 멤버십(향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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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ed Device Alias 서비스 

●  포트 추적 

●  McDATA 기본 상호 운용성 

●  N 포트 ID 가상화(NPIV) 

●  N 포트 ID 가상화(NPIV) 

●  QoS: 2차원(향후 제공) 

●  패브릭 서비스: 이름 서버, 등록 상태 변경 공지(RSCN), 로그인 서비스, 이름 서버 영역 
지정 

●  VSAN별 패브릭 서비스 

●  시스코 패브릭 서비스 

●  DHCHAP(Diffie-Hellman 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 및 FC-SP(Fibre 
Channel Security Protocol) 

●  Distributed Device Alias 서비스 

●  스위치-스위치 및 호스트-스위치 간 인증을 위한 FC-SP 

●  FSPF(Fabric Shortest Path First) 

●  파이버 채널용 파이버 블라인딩 

●  표준 영역 지정 

●  포트 보안 

●  도메인 및 포트 

●  고급 영역 지정 

●  SAP PortChannel 

●  Cisco Fabric Analyzer 

●  자동 실패 감지 및 애플리케이션 재시작(다시 지정) 

●  파이버 채널 경로 추적 

●  파이버 채널 핑 

●  파이버 채널 디버깅 

 
SNMP MIB 

 

 
일반 MIB 

●  SNMPv2-SMI 

●  CISCO-SMI 

●  SNMPv2-TM 

●  SNMPv2-TC 

●  IANA-ADDRESS-FAMILY-NUMBERS-MIB 

●  IANAifType-MIB 

●  IANAiprouteprotocol-MIB 

●  HCNUM-TC 

●  CISCO-TC 

●  SNMPv2-MIB 

●  SNMP-COMMUNITY-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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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MP-FRAMEWORK-MIB 

●  SNMP-NOTIFICATION-MIB 

●  SNMP-TARGET-MIB 

●  SNMP-USER-BASED-SM-MIB 

●  SNMP-VIEW-BASED-ACM-MIB 

●  CISCO-SNMP-VACM-EXT-MIB 

 
파이버 채널 MIB 

●  CISCO-ST-TC 

●  CISCO-FC-FE-MIB 

●  CISCO-FCSP-MIB 

●  CISCO-PORT-TRACK-MIB 

●  CISCO-PSM-MIB 

●  CISCO-FC-SPAN-MIB 

●  CISCO-PORT-CHANNEL-MIB 

●  CISCO-RSCN-MIB 

●  CISCO-NS-MIB 

●  CISCO-FCS-MIB 

●  CISCO-DM-MIB 

●  FIBRE-CHANNEL-FE-MIB 

●  CISCO-FC-ROUTE-MIB 

●  CISCO-FSPF-MIB 

●  CISCO-ZS-MIB 

●  CISCO-ZS-EXT-MIB 

●  CISCO-VSAN-MIB 

●  CISCO-CFS-MIB 

●  CISCO-FCPING-MIB 

●  CISCO-FCTRACEROUTE-MIB 

●  CISCO-FDMI-MIB 

●  CISCO-FC-DEVICE-ALIAS-MIB 

●  CISCO-WWNMGR-MIB 

●  FCMGMT-MIB 

●  CISCO-VEDM-MIB 

 
이더넷 MIB 

●  CISCO-VLAN-MEMBERSHIP-MIB 

 

구성 MIB 
●  ENTITY-MIB 

●  IF-MIB 

●  CISCO-ENTITY-EXT-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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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ENTITY-FRU-CONTROL-MIB 

●  CISCO-ENTITY-SENSOR-MIB 

●  CISCO-FLASH-MIB 

●  CISCO-SYSTEM-MIB 

●  CISCO-SYSTEM-EXT-MIB 

●  CISCO-IP-IF-MIB 

●  CISCO-IF-EXTENSION-MIB 

●  CISCO-SERVER-INTERFACE-MIB 

●  CISCO-NTP-MIB 

●  CISCO-IMAGE-MIB 

●  CISCO-IMAGE-CHECK-MIB 

●  CISCO-IMAGE-UPGRADE-MIB 

●  CISCO-CONFIG-COPY-MIB 

●  CISCO-ENTITY-VENDORTYPE-OID-MIB 

 
구성 MIB 

●  DIFFSERV-DSCP-TC 

●  NOTIFICATION-LOG-MIB 

●  패브릭 MIB 

●  CISCO-CALLHOME-MIB 

●  CISCO-SYSLOG-EXT-MIB 

●  CISCO-PROCESS-MIB 

●  RMON-MIB 

●  CISCO-RMON-CONFIG-MIB 

●  CISCO-HC-ALARM-MIB 

 

보안 MIB 
●  CISCO-AAA-SERVER-MIB 

●  CISCO-AAA-SERVER-EXT-MIB 

●  CISCO-COMMON-ROLES-MIB 

●  CISCO-COMMON-MGMT-MIB 

●  CISCO-RADIUS-MIB 

●  CISCO-SECURE-SHELL-MIB 

●  TCP/IP MIB 

●  INET-ADDRESS-MIB 

●  TCP-MIB 

●  CISCO-TCP-MIB 

●  UDP-MIB 

●  IP-MIB 

●  CISCO-IP-PROTOCOL-FILTER-MIB 

●  CISCO-DNS-CLIENT-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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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MIB 
●  START-MIB 

●  CISCO-LICENSE-MGR-MIB 

●  CISCO-FEATURE-CONTROL-MIB 

●  CISCO-CDP-MIB 

●  CISCO-RF-MIB 

 
업계 표준 

 

●  IEEE 802.1D: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  IEEE 802.1p: CoS 우선순위 지정 

●  IEEE 802.1Q: VLAN 태깅 

●  IEEE 802.1s: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여러 VLAN 인스턴스 

●  IEEE 802.1w: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빠른 재구성 

●  IEEE 802.3: Ethernet 

●  IEEE 802.3ad: LACP 

●  IEEE 802.3ae: 10기가비트 이더넷 

●  SFP+ 지원 

●  RMON 

 

물리적 사양 
 

 
SFP+ 광학 
Cisco Nexus 5000 시리즈 제품은 단거리 지원을 위해 SFP+ 광학장치 10기가비트 이더넷 SFP+ 
구리 Twinax 케이블과 장거리 지원을 위한 SFP+ 광학장치를 지원합니다. SFP+는 다른 
10기가비트 이더넷 연결 옵션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가장 작은 10기가비트 이더넷 폼팩터 

●  XENPAK, X2 및 XFP 인터페이스 유형과 최적의 호환성 

●  가장 낮은 전력 소모 

●  핫스왑 가능한 장치 

 

AC 전원 공급 장치 
●  기본 작동 전력: 480W 

●  최대 전력: 750W 

●  입력 전압: 180–264VAC 

●  주파수: 47–63Hz 

●  효율성: 전체 로드 시 효율성 90% 이상 개선, 로드 시 최저 25%의 효율성 유지 

●  RoHS 규정: 준수함 

●  핫스왑: 가능 

●  열 소산: 시간당 2566B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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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실제 크기(높이 x 너비 x 깊이): 3.47인치(8.8cm) x 17.3인치(43.9cm) x 30.0인치(76.2cm) 

●  작동 온도: 0 ~ 40°C(32 ~ 104°F) 

●  보관 온도: –40 to 70°C (-40 to 158° F) 

●  습도: 5% ~ 95%(비응축) 

●  고도: 0 ~ 10,000피트(0 ~ 300m) 

 
무게 

 
표 3. Cisco Nexus 5020의 무게 

 

Cisco Nexus 5020 전원 공급 장치 1개 및 팬 모듈 5개 44lbs(20Kg) 
Cisco Nexus 5020 AC 전원 공급 장치 4lbs(2Kg) 
Cisco Nexus 5000 확장 모듈 1lb(0.5Kg) 
Cisco Nexus 5020 전체 로드 50lbs(23Kg)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는 Cisco NX-OS 릴리스 4.0 이상부터 지원됩니다. Cisco NX-
OS는 이 데이터 시트에서 언급된 네트워킹 표준을 준수하는 Cisco IOS Software를 포함하여 모든 
네트워킹 OS와 호환됩니다. 최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Cisco NX-OS 릴리스 4.0(0)N1(1)입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정보와 권장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면 
http://www.cisco.com/go/nexus5000에서 제품 게시판을 참조하십시오. 

 
규제 표준 준수 

 

표 4는 규제 표준 준수사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표 4. 규제 표준 준수: 안전성 및 EMC 

 

사양 설명 
규제 준수 규제 지침 2004/108/EC 및 2006/95/EC에 따라 CE 준수정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성 ●  UL 60950-1 

●  CAN/CSA-C22.2 No. 60950-1 
●  EN 60950-1 
●  IEC 60950-1 
●  AS/NZS 60950-1 
●  GB4943 

EMC: 전자파 방출 ●  47CFR Part 15 (CFR 47) Class A 
●  AS/NZS CISPR22 Class A 
●  CISPR22 Class A 
●  EN55022 Class A 
●  ICES003 Class A 
●  VCCI Class A 
●  EN61000-3-2 
●  EN61000-3-3 
●  KN22 Class A 
●  CNS13438 Class A 

EMC: 전자파 내성 ●  EN50082-1 
●  EN61000-6-1 
●  EN55024 
●  CISPR24 
●  EN300386 
●  KN 61000-4 시리즈 

RoHS 본 제품은 BGA(Ball Grid Array) 볼과 프레스 피트(press-fit) 커넥터에 적합한 RoHS 5 
규격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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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표 5. 주문 정보 
 

섀시 
N5K-C5020P-BF Cisco Nexus 5000 2RU 섀시(PS 없음), 5개 팬 모듈, 40개 포트(SFP+ 필요) 
팬 모듈 
N5K-C5020-FAN= Cisco Nexus 5020 팬 모듈(여분) 
전원 공급 장치 
N5K-PAC-1200W(=) Cisco Nexus 5020 PSU 모듈, A/C, 208v 1200W 
N5K-P2-BLNK(=) Cisco Nexus 5020 PSU 모듈, 블링크 슬롯 커버 
확장 모듈 
N5K-M1600(=) Cisco Nexus 5000 1000 시리즈 모듈 6개 포트 10기가비트 이더넷(SFP+ 필요) 
N5K-M1-BLNK(=) Cisco Nexus 5000 1000 시리즈 확장 모듈 블랭크 
소프트웨어 
N5KUK9-400N1.1(=) Cisco Nexus 5000 Base OS 소프트웨어 릴리스 4.0 
케이블 및 광학장치 
SFP-10G-SR(=) 10GBASE-SR SFP+ 모듈 
SFP-H10GB-CU1M(=) 10GBASE-CU SFP+ 케이블 1미터 
SFP-H10GB-CU3M(=) 10GBASE-CU SFP+ 케이블 3미터 
SFP-H10GB-CU5M(=) 10GBASE-CU SFP+ 케이블 5미터 
전원 케이블 
CAB-N5K6A-NA(=)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6A, 250V, 북미, 2.5m 
CAB-AC-250V/13A(=)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3A, 250V, 북미, 2..5m 
CAB-C13-C14-JMPR(=)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6A, 250V, 전원 스트립 유형 
SFS-250V-10A-AR(=)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아르헨티나, 2.5m 
CAB-9K10A-AU(=)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오스트레일리아, 2.5m 
SFS-250V-10A-CN(=)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중국, 2.5m 
CAB-9K10A-EU(=)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유럽, 2.5m 
SFS-250V-10A-ID(=)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인도, 2.5m 
SFS-250V-10A-IS(=)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이스라엘, 2.5m 
CAB-9K10A-IT(=)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이탈리아, 2.5m 
CAB-9K10A-SW(=)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스위스, 2.5m 
CAB-9K10A-UK(=) Cisco Nexus N5000 AC 전원 케이블, 10A, 250V, 영국, 2.5m 
액세서리 키트 
N5020-ACC-KIT= Cisco Nexus 5020 액세서리 키트(여분) 

 

 
보증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는 1년간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에는 제품 수령 
확인(RMA) 후 10일 이내에 하드웨어를 교체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및 지원 

 

시스코는 귀사의 데이터 센터에 Cisco Nexus 5000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배치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이를 가속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코는 시스코만의 인력, 프로세스, 툴 
그리고 시스코 파트너의 고유한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시스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립니다.  
시스코 어드밴스드 서비스는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를 고려하여 고객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장기간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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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net® Service를 통해 시스코의 네트워크 전문가와 수상 경험을 통해 인증 받은 시스코의 
리소스에 언제든지 직접 액세스하여 미션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함께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를 사용할 때 사전 예방적인 진단과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는 Smart Call Home 서비스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서비스는 네트워크 전 
주기에 걸쳐 투자 보호를 극대화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하며 이전 작업을 지원하고 회사의 
IT 전문 기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Cisco Nexu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sco.com/go/nexusservices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Cisco Nexus 5000 시리즈 스위치: http://www.cisco.com/go/nexus5000 

Cisco Data Center Ethernet: http://www.cisco.com/go/dce 

Cisco NX-OS: http://www.cisco.com/go/nx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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