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catel-Lucent OmniSwitch 9000E
CHASSIS LAN SWITCH

주요� 특장점

뛰어난 가용성

ᆞ이중화 새시 관리 모듈(CMM) 구성에서 중단없는 동작을 

위한 스마트한 연속 스위칭과 ISSU 지원. 

ᆞLayer 2와 Layer 3 상에서 빠른 복구를 위한 진보된 프로

토콜 지원.

뛰어난 성능성과 확장성

ᆞlayer-2 IPv4/IPv6 동시 트래픽에 대한 유선 속도의 처리

ᆞ네트워크 정책, 액세스 제어 목록(ACL)/서비스 품질

(QOS) 및 VoIP와 비디오 경험 향상을 위한 멀티캐스트 

플로우 등 확장성 개선. 

종합적인 보안성

ᆞAccess Guardian (802.1x/MAC/Captive Portal), 내장된 

호스트 무결성 확인 (HIC), 침입감지시스템(IDS), 불법 

호스트의 자동 격리 메커니즘 등을 통한 유연성있는 장치

/사용자 인증. 

ᆞAOS 사용자 중심 기능의 광범위한 지원. 

대규모 캠퍼스와 메트로 네트워크

ᆞOA&M 도구함 및 멀티캐스트 지원 포함, 스택형 VLAN을 

이용한 layer-2 구현. 

ᆞ다수의 VRF를 이용한 layer-3 구현

ᆞVPLS 를 이용한 IP/MPLS 구현 

Alcatel-Lucent OmniSwitch™ 9000E Chassis LAN Switch (CLS) 패밀리는 고용량 코어 스위치로, 음성, 데이터, 비디오 솔

루션 지원을 위한 안전하고 가용도 높은 코어 스위치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 네트워크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OmniSwitch 포트폴리오의 일환인 이 OmniSwitch 9000E CLS는 고용량성, 확장성, 가상화를 필요로 하는 구현 방식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 센터나 대도시 이더넷 환경에 특히 적합합니다. 

OmniSwitch 9000E CLS 패밀리는 대기업과 서비스 공급업체 고객들에게 기가비트급 용량과 고급 layer-3 스위칭 및 높은 신뢰
성을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ISSU), VLAN을 이용한 layer-2 분할, 스택형 VLAN 및 가상사설 LAN 서비스 (VPLS), 가
상 라우팅과 포워딩(VRF)를 이용한 layer-3 분할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또한 현장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은 알카텔-루
슨트 운용시스템 (AOS)를 사용하여 새로운 고객 요구를 간편한 구성과 확대된 기능들을 바탕으로 제공합니다. 
끝으로, OmniSwitch 9000E CLS 패밀리는 최소한의 전력 소모로 전기료 및 에어컨 비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구축 노력에도 앞
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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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tel-Lucent OmniSwitch 9000E CLS 모델들
OmniSwitch 9000E CLS 패밀리는 고객들의 인프라 요건에 맞추어 다양한 섀시와 모듈, 전원장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트수 요건에 따라 다양한 섀시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섀시 모델들

아래 표에서는 OmniSwitch 9000E CLS 패밀리가 지원하는 모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듈

OmniSwitch 9700E/OmniSwitch 9702E OmniSwitch 98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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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OmniSwitch 9000E CLS 모델들은 이중화 핫-스왑형 AC/DC 전원장치들을 지원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송수신기는 핫-스왑형이며, OmniSwitch 9000E CLS 섀시의 모든 NI 슬롯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원장치

슬
롯
수

성
능

물
리
적 

요
건

환 

경

관리 모듈 (CMM)

관리 모듈 (CMM)

규격

입력 전압

입력 전류(최대)

운용 주파수

효율

최대 출력 전력

100VAC‾250VAC

(자동 조절)

6.6A (110V)

3.3A (220V)

47Hz‾63Hz

75% 초과

600와트

100VAC‾250VAC

(자동 조절)

7.9A (110V)

4.0A (220V)

47Hz‾63Hz

83%

725와트

-48VDC

14.7A(48V)

75% 초과

600와트

100VAC‾250VAC

(자동 조절)

6.6A (110V)

3.3A (220V)

85%

725와트

OS9700E-CMM
OS9702E-CMM
OS9800E-CMM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I)

OS9-XNI-U2E
OS9-XNI-U12E

OmniSwitch 9700E 섀시 관리 모듈

OmniSwitch 9702E 섀시 관리 모듈

OmniSwitch 9800E 섀시 관리 모듈

10GBase-X 미연결 포트 2개 (XFP MSA)

10GBase-X 미연결 포트 12개(XFP)   

30와트 미만

전력설 명

OS9-PS-0600A OS9-PS-9-0725A OS9-PS-0600D OS9-PS-0725D

30와트 미만

40와트 미만

32와트 미만

40와트 미만

OS9-GNI-U24E
OS9-GNI-C24E

1000Base-X MiniGBIC 미연결 포트 24개 (SFP MSA)

10/100/1000Base-T/TX 포트 24개 (RJ-45) 

40와트 미만

55와트 미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I)

전원 장치 (AC/DC)

Backplane

Throughput

높이 (19인치, 23인치, 랙실장)

크기 (HxWxD)

무게 (실장시/빈 상태)

운용 온도

저장 온도

운용 및 저장 습도

냉각방식

전원 (섀시 + 팬 트래이)

열 방출 (전실장 - 최악의 경우) 

2

8

3

1.92 Tbps

1428 Mpps

11 U

48.0cm x 44.2cm x 44.0cm

60kg/25kg

0‾45도

10‾70도

10‾90% (비응축)

전면에서 후면으로 냉각

80와트 미만

3485BTU/시간 미만

2

16

4

3.84 Tbps

2857 Mpps

17 U

75.6cm x 44.2cm x 44.0cm

85kg/36kg

0‾45도

10‾70도

10‾90%

전면에서 후면으로 냉각

80와트 미만

6480BTU/시간 미만



제품 세부 기능

간편한 관리 

 관리 인터페이스 

ㆍ사용이 간편한 알카텔-루슨트 명령라

인인터페이스(CLI)

ㆍ설정이 용이하도록 도움말기능을 내장

한 사용이 편리한 포인트엔클릭 방식의 

웹 기반 요소 관리장치(WebView) 

ㆍAlcatel-Lucent OmniVista™ 2500 네

트워크 관리 시스템(NMS) 통합. 

ㆍ이종 NMS 통합이 용이하도록 모든 

OmniSwi tch 패밀리에 걸쳐 SNMP 

v1/2/3을 이용한 완벽한 구현과 관리 

기능. 

ㆍ원격 텔넷 관리 또는 secure  She l l  

(SSH)를 이용한 안전한 쉘 액세스. 

ㆍ파일 전송 프로토콜 (TFTP ,  FTP ,  

SFTP)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또는 빠른 

구성을 위한 Secure Copy (SCP) 

ㆍ오프라인 편집과 대량 구성이 가능한 

판독 가능형 ASCII 기반 구성 파일. 

 감시와 장애추적

ㆍ로컬(플래시 상) 및 원격 서버 로깅: 

Syslog와 명령 로그 

ㆍ장애추적과 트래픽 분석을 위한 포트 

기반 미러링. N:1 의 4개 세션 지원

ㆍ정 책  기 반  미 러 링 ( P o l i c y  b a s e d  

mirroring): QoS 정책을 이용하여 미러

링할 트래픽 형태 선택. 

ㆍ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원격의 장비에

서 흐르는 트래픽의 mirroring을 위한 

Remote Port mirroring 지원. 

ㆍ장애 추적을 위해 이더넷 패킷을 파일

이나 또는 화면 디스플래이로 캡쳐할 

수 있는 포트 모니터링 지원. 

ㆍsFlow v5, RMON: 통계, 이력, 경보, 이

벤트 등의 고급 감시와 보호 기능. 

ㆍIP 툴 : Ping, traceroute

ㆍIEEE802.1ag Ethernet OAM : 접속 장

애 관리 (layer-2 ping, linktrace) 

ㆍ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UDLD) 

: 광 인터페이스 상의 단방향 링크 감지

와 차단. 

 네트워크 구성

ㆍ10/100/1000 자동 설정 포트는 포트 

속도와 Duplex 모드 자동 설정. 

ㆍ Auto MDI/MDIX로 자동으로 송수신 신

호를 구성하여 Direct와 Cross-over 케

이블 연결 지원. 

ㆍBOOT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클라이언트로 스위치 

IP 정보 자동 구성이 가능케 하여 구현 

단순화. 

ㆍ클라이언트 요구를 DHCP 서버로 전달
하기 위한 DHCP relay. 

ㆍ토폴로지 맵 구축을 위한 A lca te l-
Lucent Mapping Adjacency Protocol 
(AMAP).  

ㆍIEEE 802.1AB Link Layer Discovery 
Protocol (LLDP). 자동 장치 발견을 위
한 MED 익스텐션. 

ㆍ802.1Q 호환 VLAN pruning 및 다이나
믹한 VLAN 생성을 위한 GARP VLAN 
Registration Protocol (GVRP). 

ㆍ알카텔-루슨트 IP 폰에서 발생된 트래
픽을 자동으로 구분하여 트래픽 관리를 
하는 Auto QoS. 

ㆍ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동기화를 위한 
Network Time Protocol (NTP) 

융통성과 뛰어난 가용성

ㆍ이중화 CMM 구성에서 한 CMM 장애시 
중단없는 서비스의 Smart Continuous 
Switching 기술. 

ㆍ이중화 CMM 구성에서 중단없는  소프
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ISSU. 

ㆍ링 토폴로지 내 Loop 방지와 신속한 
Convergence(50ms 미만)를 위한 
I T U - T  G . 8 0 3 2  E t h e r n e t  R i n g  
Protection. 

ㆍ100ms 미만의 Convergence를 지원하
기 위해 링 토폴로지 용으로 최적화된 
Ring Rapid Spanning Tree (RRSTP). 

ㆍ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 
P ro toco l  (MSTP) :  IEEE  802 .1D 
Spanning Tree Protocol (STP)와 IEEE 
8 0 2 . 1 w  R a p i d  S p a n n i n g  T r e e  
Protocol (RSTP) 수용. 

ㆍPer-VLAN Spanning Tree (PVST+)와 
Alcatel-Lucent 1x1 STP 모드 지원. 

ㆍCross module간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Control Protocol (LACP)
와 Static LAG 그룹 지원. 

ㆍL2 상에서 표준인 802.3ad를 근간으로 
STP와 무관하게 빠른 경로복구를 위한 
Dual Homed Link-Agg.(DHL)기능 제공

ㆍ고가용성 라우팅 환경 제공을 위한 
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VRRP). 

ㆍ라우팅 환경(Sta t ic ,  OSPF,  BGP,  
DVMRP, VRRP)에서 신속한 장애 감지
와  재  경 로 설 정 시 간  단 축 을  위 한  
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 
(BFD) 

ㆍ전반적 시스템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스톰 관리 

ㆍ전원장치의 이중화 및  핫 스왑 지원으
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ㆍ이중 이미지와 이중 구성파일 저장장치
로 백업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고급 보안 기능 

 액세스 관리

ㆍ종합적인 사용자 정책 기반 네트워크 

액 세 스  관 리  ( N A C ) 를  위 한  A O S  

Access Guardian 프래임웍. 

ㆍ802.1X 멀티 클라이언트, 멀티-VLAN 

자동 감지. 

ㆍ비-802.1x 호스트를 위한 MAC 기반 인

증기능. 

ㆍ웹 기반 인증 (캡티브 포털): 스위치 내

에 상주하는 맞춤형 웹 포털로, 인가자

와 비 인가자에 대한 인증. 

ㆍ그룹 모빌리티 규칙과 "게스트" VLAN 

지원. 

ㆍ사용자에게 사용자명과 암호명 입력을 

요구하며 사용자 별 다이나믹 VLAN 액

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Authenticated 

VLAN. 

ㆍ각  스 위 치 의  H I C  에 이 전 트 는  H I C  

enforcer가 되게 하며, 회사 보안 정책 

준수를 위한 엔드-포인트 장치 관리 지

원; 방역 및 복구도 필요할 경우 지원. 

ㆍUser Network Profile (UNP) : 인증된 

클라이언트에 사전 정의된 정책 구성

(VLAN, ACL, BW, HIC)을 제공하여 간

편한 NAC 관리 와 제어. 

ㆍ공중키 인프라(PKI)를 통해 안전한 CLI 

세션을 위한 SSH 지원. 

ㆍ중앙집중형 RADIUS와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LDAP) 사

용자 인증 제공. 

 제한, 감시, 방역

ㆍAlcatel-Lucent OmniVista2500 NMS 

Quarantine Manager™과 방역 VLAN 

지원. 

ㆍLearned Port Security (LPS) 또는 

MAC Address Lockdown : MAC 어드

레스를 근간으로 사용자 또는 트렁크 

포트 상의 네트워크 액세스 보안 관리. 

ㆍDHCP 스누핑, DHCP IP 스누프 보호 

ㆍTACACS+클라이언트를 통해 원격 

TACACS+서버를 이용한 인증, 허가, 

계정 관리 가능. 

ㆍTraffic Anomaly Detection(TAD)을 통

해 웜 바이러스 등의 트래픽 패턴을 감

지하고, 해당 포트 차단과 NMS에 보고. 

ㆍAddress Resolution Protocol (ARP) 

Poisoning Detection. 

ㆍMicrosof t� 네트워크 액세스 보호 

(NAP) 지원. 

ㆍBridge Protocol Data Unit(BPDU) 차

단  :  토 폴 로 지  룹  방 지 를  위 해  S T P  

BPDU 패킷이 감지되면 사용자 포트를 

자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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