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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라우팅 기법은 최적path로 결정이 되면 항상 그 경로에 따라서 traffic flow가 흘러간다. 

즉, 최적의 path로 install이 된 구간에서 traffic loss나 delay가 증가에 따라서 라우팅 경로가 바뀌는 것이 아니
라, Neighbor 단절이나 link connection의 상황으로만 최적의 path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Traffic loss나 
delay 증가에 따른 대응이 미흡하다. 

 

PfR은 그러한 단점을 보안하여 end-to-end 구간의 영향 요소(traffic loss, delay, jitter, mos, throughput, load
등)를 고려하여 최적의 path를 선택적으로 select를 하여 Service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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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는 2개의 Component로 이루어져 있다. 

 

1. Master Controller (MC) 

 1) 역활 : PfR로 동작할 traffic에 대한 분류를 보고를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며,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2) 디자인 : 독립형으로 동작하는 경우도 있고, MC에서 BR역활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3) Routing protocol 불필요 : MC는 WAN에 대한 Routing Protocol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4) packet forwarding 및 검사 불필요 : MC가 BR에서 명령을 내려주면 BR에서 packet forwarding을 수행한다. 

 

2. Border Router (BR) 

 1) 역할 : Learn, measure, enforcement 

 2) NetFlow 

 3) Probe source (IP SLA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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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는 총 5가지 engine로 구성이 된다. 

 

1. Learn  

    PfR를 원하는 traffic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조건을 형성을 하는 단계이다. (2가지 방식이 있다. 
Manual / automatic) 

2. Measure 

    위 단계에서 만들어진 traffic에 대한 최적 path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3. Apply Policy 

    수집된 정보(traffic loss, delay, jitter, etc)를 바탕으로 최적경로를 선택을 하는 단계이다. 

4. Enforce 

    3번에서 선택된 최적경로를 이용하여 routing를 재설정 하는 단계이다. 

5. Verify 

    4번에서 path selection을 재조정 하고 난 이후 현재 PfR 정책에 맞게 동작을 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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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ter control configuration 설명 

key chain PFR                 MC와 BR에서 session을 연결하기 위한 key값으로 사용 

 key 1 

  key-string cisco 

! 

oer master 

 logging 

 ! 

 border 10.2.2.2 key-chain PFR    MC에서 BR에 대한 연결 

  interface ethernet0/0 internal      BR 입장에서 내부 interface를 정의 (내부 연결 구간 internal) 

  interface ethernet0/1 external     BR 입장에서 외부 WAN interface를 정의 (WAN 연결 구간 external) 

 

2. Border Router configuration 설명 

oer border 

 logging 

 local Loopback0                         MC와 연결할때 loopback address로 연결 

 master 10.1.1.1 key-chain PFR 

! 

interface ethernet0/0 

 bandwidth 10000 

 load-interval 30 

! 

interface ethernet0/1 

 bandwidth 500 

 load-interval 30 

위에서 bandwidth 및 load-interval을 다르게 준 이유는 내부망과 WAN에 대한 대여폭 및 load를 서로 달리 설
정하여 

향후 Pfr Police가 적용이 될때 attribute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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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nual 및 static traffic class 정의  

 1) MC에서 source 및 destination에 대한 traffic class를 specifies 지정할 때 사용한다. 

 2) traffic class를 정의할 때 ACL(오로지 named ACL만으로 사용가능), Prefix-list로 정의 

 

2. Automatic traffic class 정의 

 1) netflow기반으로 BR에게서 traffic class를 학습한다. 

 2) delay 또는 throughput 기반으로 path selection에 대한 policies를 MC에서 재조정 할 수 있다. 

 

- Traffic class를 정의 할때 반드시 destination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한다. 

- ACL 기반으로 protocol match 및 NBAR 기반의 traffic class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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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 can be manually configured to create traffic classes for monitoring and subsequent optimizing 

Directly entered into the PfR database. 

(irrespective of whether there is traffic for the traffic class) 

 

위 단계에서는 manual 방식으로 traffic를 분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oer master 

 policy-rules PFRMAP  현재 policy-rule를 MC에서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command 

 logging                         PfR이 동작하는 log 정보를 router에서 enable. 

 ! 

 border 10.2.2.2 key-chain PFR 

  interface ethernet0/0 internal 

  interface ethernet0/1 external 

 ! 

 border 10.3.3.3 key-chain PFR 

  interface ethernet0/0 internal 

  interface ethernet0/1 external 

! 

ip prefix-list PFR permit 100.1.0.0/16 

! 

oer-map PFRMAP 

 match ip address prefix-list PFR 

 

위의 oer-map에서는 Policy-rules를 적용을 하였지만, PfR이 경로를 rerouting은 하지 않는다.  

즉, traffic 에 대한 조건만 있을 뿐 정책에 대한 설정은 다음 단계에서 measure 단계에서 적용을 할것 이다. 

지금 단계는 오직 PfR이 어떠한 traffic을 분류 할 것 인지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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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ccess-list extended CS7 

 permit ip any 100.1.0.0 0.0.255.255 dacp cs7 

(destination address 100.1.0.0/16에 대한 dscp cs7에 대한 조건 match) 

! 

oer-map PFRMAP 10 

 match ip address access-list CS7 

 set delay threshold 50 

(dscp cs7에 대해서 BR에서 delay threshold 를 50으로 적용을 시킨다.) 

 

oer-map PFRMAP 20 

 match ip address prefix-list PFR 

 set delay threshold 300 

(dscp cs7을 제외한 목적지가 100.1.0.0/16 경로인 traffic에 대해서 delay threshold를 300을 BR에 적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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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MC가 traffic learn을 하는 방법을 automatic으로 설정하는 예제 이다. 

Automatic traffic learn은 MC에서 policy를 수행하기 위해서 BR의 throughput에 대해서 monitoring을 한다. 

MC에서는 BR의 netflow 정보를 참조하여, BR의 throughput 값을 획득한다. 

 

1. Automatic traffic learn configuration 

learn 

  throughput      BR의 throughput 값을 monitoring 하기 위한 enable 

  monitor 1        monitoring 주기는 1초 

  periodi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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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에 대한 Automatic traffic class learn 설정 방법 

즉, 다양한 traffic에 대해서 PfR을 처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traffic에 대한 구별을 ACL로 구성
을 한다. (주의: PfR에서 ACL은 named ACL만 처리를 한다,) 

 

위 configuration은 3개의 traffic으로 구분하여 구분한 traffic에 대해서 BR에서 throughput 값을 모니터링 하여 

Policy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Step 1. 사용자가 원하는 application에 대해서 Extended ACL(named ACL)로 정의한다. 

Step 2. oer master에서 해당 application을 BR에서 throughput을 통해서 monitoring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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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R(Network-Based Application Recognition)를 이용하여 traffic를 정의하는 예제이다. 

NBAR는 Cisco IOS 12.4(20T)에서 support를 한다. 

 

list seq 30 refname AUDIO 

   traffic-class applation nbar rtp-audio filter BRANCH1 

  list seq 40 refname CITRIX 

   traffic-class applation nbar citricx filter BRANCH2 

 

Oer master에서 nbar를 match하여 monitoring 하고자 한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12 

Cisco Service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Partner Document | Cisco Performance Routing | 



3. Measure 단계  (측정단계) 

 

지금까지 2번 Step에서는 traffic에 대한 learn를 구성하였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학습한 traffic를 어떤 값을 기
준으로 policy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이다. MC에서 Measure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mode로 나뉘어서 구분한다. 

MC에서 measure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일반 모드 

 1) Passive 

  - measure 값 : reachability, delay, loss, egress BW, ingress BW 

  - netflow monitoring을 하며, interface의 statiscs를 체크 한다. 

 2) Active 

  - measure 값 : reachability, delay, loss, jitter, MOS(mean Opinion Score) 

  - IP SLA feature를 사용하여 probe check를 한다. TCP,UDP, jitter를 값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ip sla 
responder를 destination에서 구성한다. 

 

2. Hybrid Mode 

 1) Both : passive mode에서 active probe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 (default mode) 

 2) Fast : active probe는 모든 path에서 항상 체크 한다. Passive mode에서 BW만 측정한다. 

 3)  Active throughput : Active mode에서 BW만 측정을 한다. 현재의 Active probe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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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fR 의 Measure 할때의 monitor mode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Monitor를 할때 어떤 attribute 값을 check 하여 동작을 하며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 

 

1. Passive mode 

 1) delay, loss, unreachable, bandwidth : 총 4개의 항목을 사용 가능 

 2) 목적 : 주로 internet 또는 tcp traffic으로 사용. 

 

2. Active mode 

 1) delay, loss, unreachable, jitter, MOS : 총 5개의 항목을 사용 가능 

 2) 목적 : 본사<->지사 사이에 traffic optimization monitor로 주로 사용 (BW는 optimization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Both mode 

 1) delay, loss, unreachable, bandwidth : 총 4개의 항목을 사용 가능 

 2) 목적 : default mode로 주로 enterprise 망에서 본사<->지사 간의 tcp traffic를 사용 

 

4. Active Throughput 

 1) delay, loss, unreachable, jitter, MOS, bandwidth : 총 6개의 항목을 사용 가능 

 2) 목적 : 주로 본사<-> 지사 의 UDP 또는 encrypt packet에 대해서 사용 

 

5. Fast mode 

 1) delay, loss, unreachable, jitter, MOS, bandwidth : 총 6개의 항목을 사용 가능 

 2) 목적 : 주로 real time traffic, Video or Voice traffic에 대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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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ly policy 단계 

 

이 단계는 측정된 traffic class에 대해서 policy를 적용하는 단계로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 

1) Traffic class에 대한 직접적인 next-hop 설정 

2) BR에서 external interface에 대해서 Link group으로 지정하여 사용 하는 방법 

 

각 방법에 따른 performance 및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1) Traffic Class 

 - performance : reachability, delay, loss, mos, jitter 

 - Security : blackhole 구간에 대한 sercurity 적용 가능 

 

2) Link group 

 - performance : load balancing, max utilization 

 - Administrative : link group으로 지정 및 $Cos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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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grou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재 조건이 있다. 

WAN과 연결된 interface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만약 WAN 구간의 interface가 1개만 존재를 할때는 

BR <-> BR에서 GRE tunnel을 구성을 해서 반드시 backup 경로에 대한 connection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예제는 voice traffic에 대한 primary path는 WAN1으로 구성하고 data traffic에 대한 Primary path는 WAN2
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서 WAN1 과 WAN2는 서로간의 Backup link로 구성하도록 한다. 

 

*link group 지원 IOS : Cisco IOS 12.4(15T) 이상의 version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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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traffic class 및 link-group으로 exit interface를 결정을 할때 

MC에서 Resolver 역할을 수행을 해서 delay 및 loss, utilization에 대한 값을 변경하여 path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 값을 BR에서 보내어 참조 할 수 있게 구성하는 단계이다. 

 

 

oer master 

  resolve delay priority 4 variance 20   delay 값에 대해서 priority 4로 선언하고 variance 값을 20으로 설정 

  resolve loss priority 6 variance 20     loss 값에 대해서 priority 6로 선언하고 variance 값을 20으로 설정 

  resolve utili priority 8 variance 20    utilization 값에 대해서 priority 8로 선언하고 variance 값을 20으로 
설정 

! 

Oer-map PFRMAP 

 set resolve delay priority 1 variance 20 

 set resolve range priority 5 

 set resolve utilization priority 10 variance 20 

 set link-group WAN1 fallback WAN2 

 

* Default Polices 

 resolve delay priority 11 variance 20 

 resolve range priority 12 variance 0 

 resolve utilization priority 13 varianc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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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oer master 

- oer master에서 BR과 session 연결 정보 확인 및 간략한 summary 정보 확인 

Show oer master prefix 100.1.0.0/16 policy 

- Oer master에서 100.1.0.0/16에 prefix에 대한 적용될 policy 확인 

Show oer master border detail 

- Oer master에서 BR과 session 연결 detail 정보 확인 

 

Oer master 

 delay relative 20             relative delay 설정 값 20 

 loss threshold 1000         packet loss threshold 기준값을 1000으로 설정 

 max-range-utilization percent 30  최대 range utilization percent를 30까지 사용 

 

Oer-map PFRMAP 10        traffic BRANCH1에 대한 policy 값 

 match for learn list BRANCH1 

 set delay relative 20 

 set loss threshold 10000 

 

Oer master 

 max-range-utilization percent 10 

 border 10.2.4.4 

 interface ethernet0/1 external  

  max-xmit-utilization percentage 80 

  maximum utilization receive percentage 80 

  link-group WAN1            External interface를 ethernet0/1로 link grou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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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onitor mode에서 policy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Parameters 값에 대한 비교 값이다. 

Passive에서는 jitter 및 MOS에 대한 값을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4개의 mode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jitter Probe는 반드시 enable 해야만 정상적인 동작을 한다. 

즉, 4개의 mode active, active throughput, both, fast mode에서 jitter 및 mo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estination에 대한 jitter probe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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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에서는 automatic traffic learn에 대한 예제이다. 

여기에서는 각 traffic class에 따라서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policy를 traffic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 하는 예제 이다. 

 

oer master 

 ~생략~ 

  list seq 10 refname VOICE                 Extended ACL로 정의한 Voice traffic에 대한 throughput 체크 

   traffic-class access-list VOICE 

   throughtput 

  list seq 20 refname BUSINESS          Extended ACL로 정의한 Business traffic에 대한 throughput 체크 

   traffic-class access-list BUSINESS 

   throughtput 

  list seq 30 refname BE                    Extended ACL로 정의한 BE traffic에 대한 throughput 체크 

   traffic-class access-list BE 

   throughtput 

  holddown 90                            기본적으로 PfR을 할때 MC에서 measure를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holddown 값 

  mode route control                   measure된 값을 기반으로 policy를 수행 할때 BR의 routing에 직접적인 
관예를 하겠다는 의미 

  periodic 180             위 정책에 대해서 3분 주기로 동작. 

! 

ip access-list extended BE 

  permit ip any any dscp default 

ip access-list extended BUSINESS 

  permit ip any any dscp af31 

ip access-list extended VOICE 

  permit ip any any dscp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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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제에서는 traffic class에 따라서 별도의 oer-map을 사용하여 traffic class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Policy를 설정하여 priority 및 monitor mode를 per Oer-map에 따라 적용을 한 예제 이다. 

 

Oer-map PFRMAP 10    BUSINESS traffic(AF31)에 대해서 delay threshold를 200ms 설정하여 routing  control 수행 

 set delay threshold 200 

 set mode route control 

 set mode monitor both   DATA traffic(AF31)에 대한 tcp flow를 monitor를 한다. 

 set resolve delay priority 1 variance 20    resolve에서 delay에 대한 priority를 1로 설정하며 20으로 증감한
다. 

 set resolve range priority 5 

 set resolve utilization priority 10 variance 20 

! 

oer-map PFRMAP 20    Voice traffic(EF)에 대해서 delay threshold를 200ms 설정하여 routing  control 수행 

 set delay threshold 200 

 set mode route control 

 set mode monitor active  주로 UDP 또는 Voice traffic 즉 sensitive한 traffic에 대한 monitor 

 set resolve delay priority 1 variance 20 

 set resolve range priority 5 variance 20 

 no set resolve range        UDP 및 Voice traffic에 대해서 range 및 utilization을 사용하지 않는다. 

 no set resolve utilization 

! 

oer-map PFRMAP 30 

 set mode route control 

 set mode monitor both 

 set resolve range priority 1 

 set resolve utilization priority 5 variance 20 

 no set resolve delay  DSCP EF, AF31을 제외한 나머지 traffic에 대한 정의에서 delay값 체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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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force 단계 

이 단계에서는 4번의 Policy가 적용이 되면서 MC에서 직접적인 BR에게 직접적인 Route 정보를 
modify를 하며 Traffic path를 reroute 하는 단계이다. 위 예제에서 나왔듯이 WAN 구간에서 어떠한 
Routing Protocol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MC에서 BR의 routing 경로에 대한 modify 부분이 다르게 
수행이 된다. 즉, 각 routing protocol의 attribute를 조정을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단계이다. 

  

1) Static route 

  - traffic은 오직 prefix로만 정의한다. (ACL or prefix-list) 

  - BR에 static route를 inject 한다.   

 

2) EIGRP 

  - traffic은 오직 prefix로만 정의한다. (ACL or prefix-list) 

  - eigrp database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 (EIGRP topology DB를 Modify 할 수 있다.) 

  - metric을 사용하여 route 재선정을 한다. (EIGRP Metric 값을 사용하여 route 재선정) 

 

3) BGP control 

  - BGP DB에 대한 수정을 하여 BR에 전달한다. 

  - community 및 Local preference를 사용한다. 

 

4) Dynamic PBR(Plicy Base Routing) 

  - BR에게 dynamic PBR을 install 한다. 

  - prefix, port number, DSCP 값 등 여러 Protocol로 정의할 수 있다.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11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Korea TAC. 22 

Cisco Service News Letter | Technical Document | 
Partner Document | Cisco Performance Routing | 



EIGRP에서의 PfR enforce 적용 예제 

 

oer master 

  mode route control                  mandatory 설정 

  mode route metric eigrp tag community 

 

디자인 이슈가 존재한다. 오직 Hub-to-Spoke 구조만 지원한다. 

그리고 BR사이에서 direct interface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GRE tunnel로 BR사이에서 연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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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P에서의 PfR enforce 적용 예제 

 

oer master 

  border 10.2.4.4 key-chain PFR 

   interface ethernet0/1 external 

    downgrade bgp community aa:nn (optional)   optional  설정으로 bgp community 값을 전파 한다. 

  learn 

   inside bgp               BGP DB 정보를 learn 

  mode route control    BGP DB의 metric attribute 값을 이용해서 route control 

 

EBGP 구간으로 사용자 임의의 community 값을 전파하여 ISP에서  

community match에 의한 경로 재설정도 가능. 

 

IBGP 내부에서는 out bound traffic에 대한 처리를 할때는 Local Preference 및 as-prepend를 사용하여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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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PfR에 대한 예제이다. 

 

1. 고객의 요구 조건 

  - critical traffic(AF31)에 대해서는 primary path를 WAN1으로 사용 한다. 

     만약, primary path가 delay 값이 증가 할 때에는 Backup path로 WAN2를 사용하고자 한다. 

  - Low Priority(data traffic)에 대해서는 Primary path를 WAN2으로 사용하고, 

     WAN2에서 unreachable이 50%로 될 때에는 WAN1을 사용하고자 한다. 

 

 1) 사용 Routing Protocol 

  - BGP 또는 Static protocol 

 

 2) PfR Solution 

  - traffic class match는 dscp를 사용 

  - link group으로 exit interface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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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hain OER 

 key 1 

  key-string cisco 

!  

oer master 

 policy-rules SET-PATH     per traffic class에 따라서 별도의 값으로 구성 하기 위한 policy-rule 

 logging 

 max-range-utilization percentage 10 

 ! 

 border 10.2.2.2 key-chain OER 

  interface ethernet0/0 internal 

  interface ethernet0/1 external 

   max-xmit-utilization percentage 90   external interface에 utilization 90% 활용 

   link-group WAN1                             link group 설정 

 !  

~~~ 

oer master 

 learn 

  throughput 

  delay 

  periodic-interval 0 

  monitor-periodic 1 

  list seq 10 refname BUSINESS 

   traffic-class access-list BUSINESS 

   throughput                          해당 traffic에 대해서 매분마다 throughput learn 

  list seq 20 refname BE 

   traffic-class access-list BE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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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r-map SET-PATH 10 

 match pfr learn list BUSINESS 

 set mode select-exit good 

 set delay threshold 200 

 set mode route control 

 set mode monitor both 

 set resolve delay priority 1 variance 20 

 set resolve utilization priority 3 variance 20 

 no set resolve range                                   DSCP AF31에 대해서 resolve가 range를 사용하지 않음. 

 set probe frequency 30 

 set link-group WAN1 fallback WAN2 

! 

Oer-map SET-PATH 10 

 match pfr learn list BE 

 set mode select-exit good 

 set mode route control 

 set mode monitor both 

 no set resolve delay 

 no set resolve range 

 no set resolve utilization 

 set unreachable threshold 50000   Packet loss가 50% 이하인 경우 

 set probe frequency 30                MC가 BR에 대한 traffic flow 정보를 30초마다 체크 

 set link-group WAN2 fallback W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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