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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ATM 인터페이스에서 출력 삭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의 독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Cisco 라우터 인터페이스에서 show interface 명령을 사용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및 출력 속도(비트/초) 및 패킷/초(5분은 기본 기간)●

입력 및 출력 대기열 크기 및 삭제 수입니다.●

CRC(cyclic redundancy checks), 무시, 버퍼 없음 등의 입력 오류 카운터입니다.●

이 출력에서 강화된 ATM 포트 어댑터(PA-A3)는 카운터가 지난 주 및 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지워진
이후 11,184개의 출력 대기열을 삭제했습니다.

router#show interface atm 5/0/0

   ATM5/0/0 is up, line protocol is up

   Hardware is cyBus ENHANCED ATM PA

   MTU 4470 bytes, sub MTU 4470, BW 149760 Kbit, DLY 80 usec, rely 255/255,

   load 2/255



   Encapsulation ATM, loopback not set, keepalive set (10 sec)

   Encapsulation(s): AAL5 AAL3/4

   4096 maximum active VCs, 7 current VCCs

   VC idle disconnect time: 300 seconds

   Last input never, output 00:00:00, output hang never

   Last clearing of "show interface" counters 1w1d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11184 drops; input queue 0/150, 675 drops

   5 minute input rate 1854000 bits/sec, 382 packets/sec

   5 minute output rate 1368000 bits/sec, 376 packets/sec

   155080012 packets input, 3430455270 bytes, 0 no buffer

   Received 0 broadcasts, 0 runts, 0 giants

   313 input errors, 313 CRC, 0 frame, 0 overrun, 0 ignored, 0 abort

   157107224 packets output, 1159429109 bytes, 0 underruns

   0 output errors, 0 collisions, 0 interface resets

   0 output buffers copied, 0 interrupts, 0 failures

ATM 인터페이스에서 show interface atm 명령의 출력에는 출력 대기열 삭제 수가 많이 표시되는 경
우도 있습니다.직렬~이더넷의 모든 유형의 라우터 인터페이스에는 출력 대기열 삭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트래픽의 양 또는 라우터가 인그레스(수신 인터페이스)에서 이그레스(기존 인터페이
스)로 패킷을 전환하는 방법 때문입니다.또한 ATM 인터페이스는 가상 회로의 ATM 레이어 트래픽
셰이핑으로 인해 출력 삭제를 경험합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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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삭제에 대한 기존 이유

출력 삭제의 일반적인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력 대기열 삭제 및 출력 대기열 삭제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출력 대기열 삭제에 대한 ATM 관련 사유

ATM 인터페이스에서 출력 삭제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버퍼 소모 이외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초과 제어(즉, 제공된 비율이 라인 속도보다 클 경우)된 인터페이스는 출력 삭제를 나타냅니다
.

ATM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ATM 레이어 트래픽 셰이핑을 사용하여 가상 연결에 사용되는 최대
대역폭 양을 제한합니다.전송하도록 구성된 것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VC(가상 회로)에 표시하는 경
우 ATM 인터페이스는 전송을 위해 예약할 수 있을 때까지 패킷을 저장하려고 시도합니다.그러나
인터페이스에서 일부 패킷을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는 가상 회로가 처리하도록 구성된 시간보
다 긴 시간 동안 트래픽 셰이핑 매개변수 위에 버스트하는 경우 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트래픽 셰
이핑은 종종 회선 제공자와의 트래픽 계약의 일부로 구현됩니다.

ATM Forum은 Traffic Management Specification Version 4.0에서 5개의 ATM 서비스 범주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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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러한 각 서비스 범주는 피크 셀 속도(PCR), SCR(Stained Cell Rate) 및 MBS(Maximum
Burst Size)를 포함할 수 있는 고유한 트래픽 매개변수 집합을 지원합니다.

상수 비트 전송률(CBR)●

가변 비트 속도 - 실시간(VBR-rt)●

가변 비트 속도 - 비실시간(VBR-nrt)●

사용 가능한 비트 전송률(ABR)●

지정되지 않은 비트 전송률(UBR)●

피크 셀 속도를 지정할 때 ATM 인터페이스에 출력 속도를 구성하고 VC의 초당 비트 수가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VC(Permanent Virtual Circuit)를 구성하고 PCR 또는 SCR을 지정하지 않으면 UBR 서비스 클래
스의 PVC를 생성합니다.이 PVC에는 인터페이스의 라인 속도와 동일한 PCR이 자동으로 할당됩니
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config)#interface atm 3/0

router(config-if)#pvc 5/200

router(config-if-atm-vc)#end

router#sh atm pvc 5/200

ATM3/0: VCD: 5, VPI: 5, VCI: 200

UBR, PeakRate: 44209

AAL5-LLC/SNAP, etype:0x0, Flags: 0xC20, VCmode: 0x0, Encapsize: 12

OAM frequency: 0 second(s), OAM retry frequency: 1 second(s)

OAM up retry count: 3, OAM down retry count: 5

OAM Loopback status: OAM Disabled

...

마찬가지로, PCR 및 SCR에 대해 동일한 값으로 PVC를 구성하는 경우 UBR PVC를 생성합니다.그
러나 이렇게 하면 이 VC를 만들고 PCR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router(config)#interface atm 6/0

   7200-1(config-if)#atm pvc 300 5 300 aal5snap ?

     <1-45000>      Peak rate(Kbps)

     abr            Available Bit Rate

     inarp          Inverse ARP enable

     oam            OAM loopback enable

     random-detect  WRED enable

     tx-ring-limit  Configure PA level transmit ring limit

     <cr>

router(config-if)#atm pvc 300 5 300 aal5snap 10000 ?

<1-10000> Average rate(Kbps)

router(config-if)#atm pvc 300 5 300 aal5snap 10000 10000

router(config-if)#end

router#show atm pvc 5/300

ATM3/0: VCD: 300, VPI: 5, VCI: 300

UBR, PeakRate: 10000

AAL5-LLC/SNAP, etype:0x0, Flags: 0x820, VCmode: 0x0, Encapsize: 12

OAM frequency: 0 second(s), OAM retry frequency: 0 second(s)

OAM up retry count: 0, OAM down retry count: 0

OAM Loopback status: OAM Disabled

OAM VC Status: Not Managed

ILMI VC status: Not Managed

...

데이터 전송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ATM 서비스 클래스(음성 또는 비디오 트래픽과 반대)는 VBR-
nrt입니다.ATM 인터페이스는 제한된 양의 트래픽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트래픽 셰이핑



매개변수(PCR, SCR 및 MBS)를 기준으로 합니다.SCR은 장기 평균 속도입니다.PCR 및 SCR 비트
/초 값은 전체 셀의 비트를 계산합니다.여기에는 5바이트 ATM 헤더와 셀 페이로드가 모두 포함됩니
다.다음 PVC에서는 384kbps, SCR 269kbps, MBS 250개 셀을 구성했습니다.MBS는 PCR에서 보
낼 수 있는 셀 수입니다.

참고: PCR 및 SCR 값에는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이러한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트래픽 관리에
대한 추가 컨피그레이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MBS는 출력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낮은 숫자입니다.예를 들어, SCR이 269kbps이고 250개의 MBS
셀이 있고 셀당 53바이트가 있는 경우, PCR에서 보내는 1초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router#show atm pvc 1/59

   ATM4/1/0.8: VCD: 8, VPI: 1, VCI: 59

   VBR-NRT, PeakRate: 384, Average Rate: 269, Burst Cells: 250

   AAL5-NLPID, etype:0x2, Flags: 0x21, VCmode: 0x0

   OAM frequency: 0 second(s)

   InARP DISABLED

   Transmit priority 2

   InPkts: 302868, OutPkts: 386988, InBytes: 32380573, OutBytes: 199648072

   InPRoc: 79259, OutPRoc: 90978

   InFast: 222241, OutFast: 1931, InAS: 1368, OutAS: 294079

   InPktDrops: 0, OutPktDrops: 355

   CrcErrors: 0, SarTimeOuts: 0, OverSizedSDUs: 0

   OAM cells received: 0

   OAM cells sent: 0

   Status: UP

PVC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또는 셰이핑으로 구성된 트래픽)보다 더 많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제공할 경우 라우터는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큐잉을 사용하고 WRED(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 또는 다른 QoS(Quality of Service) 방법과 같은 메커니즘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이
중 일부는 명시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PVC의 PCR 및 SCR 값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려면 show atm vc {vcd#} 또는 show atm pvc
<vpi>/<vci> 명령의 출력에서 OutPktDrops 카운터를 찾습니다.이러한 명령은 VC당, PA-A3, PA-A6
및 Cisco 2600 및 3600 라우터(DS3, E3, OC3 및 IMA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w interface atm 명령으로 표시되는 5분 입력 속도 및 출력 속도를 확인합니다.평균 트래픽 볼륨
이 SCR에 도달하면 트래픽 쉐이퍼는 패킷을 삭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라우터가 패킷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지만 트래픽 셰이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용합니다.

삭제는 트래픽의 소스(네트워크 측 대신 사용자 측)에 더 가깝게 발생합니다.●

사용자 장비는 대개 일부 트래픽을 버퍼링하고 버스트 중에 삭제된 패킷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
다.

●

주요 이유는 네트워크(즉, 서비스 공급자)가 계약을 강제로 준수하기 위해 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삭제는 여러 패킷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라우터는 최적
의 셰이핑을 적용할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N 환경에서
ATM PVC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라우터의 ATM 인터페이스는 패킷만 삭제하고 전송 측면의 셀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트래픽 셰이핑으로 인해 출력 대기열이 백업되며 혼잡 상태가 지속될 경
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Layer 3 Per-VC 대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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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A3 및 PA-A6에서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1.1(22)CC 및 12.0(3)T부터 VIP2-50 이상은 각
VC의 패킷 저장에 전용 버퍼 풀을 구축합니다.각 Layer 3 per-VC 대기열은 포트 어댑터의 Layer 2
VC 대기열과 일치합니다.VC당 이 두 대기열은 발신 ATM VC와 해당 대기열에서 전달할 IP 패킷 간
에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PA per-VC 대기열이 혼잡해지면 레이어 3 프로세서에
다시 압력을 가합니다.그런 다음 레이어 3 프로세서는 해당 레이어 3 대기열에서 해당 VC에 대한
패킷을 계속 버퍼링할 수 있습니다.또한 레이어 3 큐는 레이어 3 프로세서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므
로 사용자는 해당 큐에서 고급 소프트웨어 예약 및 삭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VIP에서 VC 대기열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버퍼 수는 VIP(Versatile Interface Processor)에 설치된
SRAM(Static Random-Access Memory)(MEMD라고도 함)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8MB의
SRAM이 탑재된 경우 VC 대기열 처리를 위해 IP-ATM CoS(Class of Service) 기능에서 최대
1,085개 이상의 버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VC당 대기열은 일시적인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ATM
PVC의 VIP에서만 개발됩니다.즉, 해당 ATM PVC의 이그레스 ATM 셰이핑 속도보다 더 많은 수신
IP 트래픽이 있습니다.이 대기열은 버스트 기간 동안 VIP에만 유지됩니다.

VIP와 PA-A3/PA-A6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업합니다.

포트 어댑터는 ATM 셰이핑 속도에 따라 각 ATM PVC에 ATM 세포를 전송합니다.1.
포트 어댑터는 각 VC에 대해 VC당 FIFO(first-in, first-out) 큐를 유지 관리하며, 여기서 해당
VC에 전송되기를 기다리는 패킷을 저장합니다.

2.

이 per-VC 대기열이 꽉 차면 포트 어댑터가 VIP에 명시적 역압력을 제공합니다.이는 PA가 패
킷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버퍼가 있을 때 VIP가 해당 VC에 대한 패킷만 PA로 전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ATM VC의 혼잡 수준에 관계없이 PA-A3에서 패킷을 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

VIP에 포트 어댑터로 전송할 패킷이 있지만 포트 어댑터 역압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 VIP는 패
킷을 VC당 대기열에 저장합니다.즉, ATM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각 ATM PVC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대기열이 있습니다.PER-VC 대기열은 도착 순서대로 모든 패킷을 저장하는 FIFO 대기
열이며, 해당 VC로 전송됩니다.자세한 내용은 Detailed IP to ATM CoS Phase 1
Operations(ATM CoS 1단계 작업)를 참조하십시오.

4.

그런 다음 VIP는 각 VC 대기열에서 혼잡 수준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또한 구성된 경우 IP
Class of Service에서 서비스 차별화를 적용하는 각 대기열에서 독립적으로 WRED 선택적 혼잡 방
지 알고리즘을 수행합니다.IP-VC WRED 알고리즘의 각 인스턴스에 대해 IP-ATM CoS 기능은 별도
의 이동 평균 대기열 점유(패킷 수로 표현되고 모든 선행 패킷의 고려됨)를 계산합니다. 또한 구성
가능한 WRED 드롭 프로파일 집합을 우선 순위당 하나의 프로파일로 지원합니다.

요약하면, ATM 셰이핑과 같은 ATM 레이어 기능은 PA-A3에 의해 처리되고 IP 수준 서비스 차별화
는 VIP에 의해 수행됩니다.PA에서 VIP에 대한 명시적 역압력으로 PA는 무손실 환경에서 작동하며
모든 혼잡 관리 및 선택적 삭제를 VIP에서 수행합니다.

show interface 명령의 출력에 표시된 삭제에는 트래픽 셰이핑과 버퍼 부족으로 인해 VC 드랍이 포
함됩니다.VC 드랍의 합계가 인터페이스의 합계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VC의 출력은 드라이버
가 패킷을 삭제하는 경우에만 증가합니다.VC가 아닌 인터페이스에 큰 출력이 손실된 데에는 두 가
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패킷은 인터페이스의 출력 보류 대기열에서 삭제됩니다.●

패킷은 RPM(Route Processor Module) 자체에서 대기열 메커니즘에 의해 삭제되어 트래픽이
드라이버로 전달됩니다.

●

Cisco IOS는 Cisco IOS Software Release 11.1(22)CC 및 12.0(3)T부터 레이어 3 프로세서 시스템
의 각 VC에 대한 패킷 저장을 위한 별도의 버퍼 풀을 구축합니다.각 Layer 3 per-VC 대기열은 ATM
인터페이스의 Layer 2 VC 대기열과 일치합니다.ATM per-VC 대기열이 혼잡해지면 ATM 인터페이
스는 레이어 3 프로세서에 대한 압력을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그런 다음 레이어 3 프로세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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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3 대기열에서 해당 VC에 대한 패킷을 계속 버퍼링할 수 있습니다.또한 레이어 3 큐는 레이
어 3 프로세서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큐에서 유연한 소프트웨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P-ATM CoS를 구성할 때 트래픽 클래스에 정책을 적용합니다.이러한 기능은 CBWFQ(class-based
weighted fair queuing) 기능을 사용하여 액세스 목록, 일치하는 입력 인터페이스 또는 IP 및 IPX 같
은 프로토콜을 통해 매치 온 트래픽을 정의합니다.이러한 정책 중 하나는 queue-limit 명령입니다.이
명령은 클래스 대기열에 배치할 수 있는 최대 패킷 수(즉, 대기열에 있거나 대기열에서 대기할 수 있
는 패킷 수)를 지정합니다. 이 번호는 구성한 대기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CBWFQ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Cisco 7200, 3600 및 2600 라우터의 Per-VC CBWFQ를 참조하십시오.

WFQ(가중 공정 대기열)의 경우 기본 대기열 제한은 임계값에 지정된 값에 따라 64입니다.이 출력
은 다음과 같습니다.

core-1.msp#show queueing interface atm 2/0.100032

     Interface ATM2/0.100032 VC 10/32

     Queueing strategy: weighted fair

     Total output drops per VC: 1539

     Output queue: 0/512/64/1539 (size/max    total/threshold/drops)

        Conversations  0/37/128 (active/max active/max    total)

        Reserved Conversations 0/0 (allocated/max allocated)

queue-limit 명령은 1에서 64 사이의 여러 패킷을 인수로 사용합니다.

FIFO의 경우 대기열 제한은 다음 출력에 표시된 대로 40입니다.

core-1.msp#show queueing interface atm 2/0.100032

     Interface ATM2/0.100032 VC 10/32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244 drops per VC

Configurable per-VC Hold Queue Support라는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FIFO 큐 제한을 최대
1024개의 패킷으로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FIFO 보류 대기열을 변경하는 명령은 글로벌 컨피그레
이션 모드에서 vc-hold-queue입니다.이 명령은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5)T에서 도입되었
습니다.자세한 내용은 ATM 어댑터에 대한 구성 가능한 VC별 보류 대기열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fair-queue 명령을 사용하여 플로우 기반 WFQ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또한 fair-queue 명령은
class-default 기본 클래스에 대해 해시된 대기열의 수를 지정하는 인수를 사용합니다.queue-limit 명
령은 각 큐에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패킷 수를 지정합니다.이 후 대기열에 추가된 모든 패킷은 테일
드롭(tail drop)이 적용됩니다.라우터는 테일 드롭 또는 (구성한 경우) WRED를 사용하여 구성된 제
한을 초과하는 패킷이 대기열에 들어올 때 대기열을 관리합니다.

이 예에서 정책 맵은 class-default 기본 클래스로 구성됩니다.fair-queue 32 명령은 트래픽이 인터페
이스를 통과할 때 생성되는 해시된 대기열 32개를 예약합니다.WFQ 큐는 레이어 3 및 레이어 4 헤
더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큐 제한인 20도 구성됩니다.이 명령은 해시된 각 대기열이 20개의 패킷
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21번째 패킷이 도착하면 라우터는 삭제 결정 메커니즘으로 tail
drop 또는 WRED를 사용하여 패킷을 삭제합니다.즉, tail drop 또는 WRED 패킷 드랍이 제정되기 전
에 클래스에 예약된 대기열에 20개의 패킷이 누적됩니다.

class class-default

     fair-queue 32

     queue-limit 20

이 출력에서는 출력 대기열에 65개의 패킷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화당 임계값은 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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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번호 15는 최대 64에 도달합니다. 대화 번호 11에서 삭제로 인해 1,505,776개의 삭제가 발생
했습니다.이 대기열에 대한 총 삭제 수입니다.Trail은 다른 대기열에서 WFQ 시퀀스 번호가 낮은 수
신 패킷이 있고 WFQ 시스템이 패킷의 max-queue-limit 수에 도달한 경우에만 이 대기열에서 삭제
된 횟수를 계산합니다.

router2#show queue atm 4/0.102

     Interface ATM4/0.102 VC 0/102

     Queueing strategy: weighted fair

     Total output drops per VC: 1505772

     Output queue: 65/512/64/1505772 (size/max total/threshold/drops)

        Conversations  2/3/16 (active/max active/max    total)

        Reserved Conversations 0/0 (allocated/max allocated)

  (depth/weight/discards/tail drops/interleaves) 1/32384/0/0/0

     Conversation 2, linktype: ip, length: 58

     source: 8.0.0.1, destination: 6.6.6.6, id: 0x2DA1, ttl: 254, prot:    1

  (depth/weight/discards/tail drops/interleaves) 64/32384/1505776/0/0

     Conversation 15, linktype: ip, length: 1494

     source: 7.0.0.1, destination: 6.6.6.6, id: 0x0000, ttl: 63, prot:    255

queue-limit 명령 외에도 bandwidth 명령을 서비스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bandwidth 문은
CBWFQ에서만 사용되어 혼잡 시 최소 보장을 제공합니다.혼잡이 없는 경우 클래스는 VC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대역폭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VC의 최대값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낮은 queueing과 동일한 명령이 priority 명령입니다.priority 명령은 최대 및 보증을 모
두 제공합니다.정체 기간 동안 클래스는 일정한 양의 대역폭을 보장합니다.동시에 이 대역폭으로도
제한되며, 클래스를 통해 VC에 우선순위 kbps 값을 초과하는 패킷이 더 많이 표시될 경우 삭제가
발생합니다.혼잡이 없는 경우 클래스는 VC의 최대 값까지 가능한 많은 대역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싱은 대역폭이 초과될 때 혼잡 시 패킷을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폴리싱은 클래스의 트
래픽이 구성된 우선 순위 값(kbps)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폴리싱 때문에 경찰에
queue-limit 명령을 필요로 하거나 우선순위 대기열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혼잡이 발생하면
우선 순위 대기열로 향하는 트래픽은 트래픽이 속한 클래스에 대해 구성된 대역폭 할당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터링됩니다.

우선 순위 트래픽 측정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 트래픽 측정(priority traffic metering)은 혼잡 조건에서만 수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CAR(Committed Access Rate) 제한과 유사합니다.디바이스가 혼잡하지 않으면 우선 순위 클
래스 트래픽이 할당된 대역폭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디바이스가 혼잡할 경우 할당된 대역폭보
다 우선 순위 클래스 트래픽이 삭제됩니다.

●

패킷별로 수행되며 패킷이 전송될 때 토큰이 보충됩니다.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토큰이 충분하
지 않으면 삭제됩니다.

●

우선 순위 트래픽을 할당된 대역폭으로 제한하여 라우팅 패킷 및 기타 데이터와 같은 우선 순위
가 아닌 트래픽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계량을 사용하면 클래스가 개별적으로 폴리싱되고 속도가 제한됩니다.즉, 각각 별도의 대역폭
할당 및 제약이 있는 별도의 플로우로 처리됩니다.단일 정책 맵에 4개의 우선순위 클래스가 포
함될 수 있지만 모두 단일 우선순위 대기열에서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

7200 라우터의 PA-A3에서 대기열 처리는 인터페이스 대기열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show interface
명령에 인터페이스 대기열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hold-queue 명령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는 VC별 대기열에서 패킷을 직접 가져옵니다.로컬에서 생성된 프로세스 스위치드 패킷도
VC별 대기열에서 직접 대기됩니다.VC별 압력 및 혼잡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Cisco CEF(Express Forwarding) 또는 빠른 스위칭 경로에 혼잡이 있을 때 패
킷을 삭제합니다.인터페이스 대기열은 로컬에서 생성된 패킷에만 사용됩니다.몇 개의 ATM 드라이
버만 확장이 불가능한 멋진 대기열 처리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FIFO 대기열 처리 방법은 인터페이스에서 활성화됩니다.show queueing interface
atmx/imay 명령을 실행하여 VC별 대기열로 인한 VC 대기열과 삭제를 확인합니다.예를 들면 다음
과 같습니다.

7200#show queueing interface atm 2/0.1

     Interface ATM2/0.1 VC 1/10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244 drops per VC

show queueing interface atm의 출력 값을 show interface atm 출력의 번호와 비교합니다.이 숫자들
이 같나요?show interface 번호가 더 높습니까?이 값이 더 높으면 시스템 버퍼로 전송되는 많은 수
의 프로세스 스위치드 패킷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IP 플로우로 인한 삭제를 보려면 ATM 인터페이스에서 WFQ 또는 가중치가 적용된 공
정 대기열 처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WFQ는 소스 및 대상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정의
된 IP 플로우의 큐를 생성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7200, 3600 및 2600 라우터의 Per-VC Class-
Based, Weighted Fair Queuing(Per-VC CBWFQ)을 참조하십시오.구성:

policy-map mypol

           class class-default

            fair-queue

         !

         interface ATM2/0.130 point-to-point

          ip address 14.0.0.2 255.0.0.0

          no ip directed-broadcast

          PVC 1/130

          vbr-nrt 100000 75000 100

         service-policy output mypol

          broadcast

          encapsulation aal5mux ip

WFQ를 구성했으면 show queueing 명령의 출력이 변경됩니다.

core-1.msp#show queueing interface atm 2/0.100032

     Interface ATM2/0.100032 VC 10/32

     Queueing strategy: weighted fair

     Total output drops per VC: 1539

     Output queue: 0/512/64/1539 (size/max total/threshold/drops)

        Conversations  0/37/128 (active/max active/max total)

        Reserved Conversations 0/0 (allocated/max allocated)

현재 출력 대기열에 65개의 패킷이 있습니다.대화당 임계값은 64입니다. 대화 15는 최대 64에 도달
합니다. 대화 11에서는 삭제로 인해 1,505,776이 감소했으며, 이는 이 대기열에 대한 총 삭제 수입
니다.Trail은 다른 대기열에 더 낮은 WFQ 시퀀스 번호의 수신 패킷이 있고 WFQ 시스템이 최대 대
기열 제한 패킷 수에 도달한 경우에만 이 대기열에서 삭제된 횟수를 계산합니다.

router2#show queue atm 4/0.102

     Interface ATM4/0.102 VC 0/102

     Queueing strategy: weighted fair

     Total output drops per VC: 1505772

     Output queue: 65/512/64/1505772 (size/max total/threshold/drops)

        Conversations  2/3/16 (active/max active/max total)

        Reserved Conversations 0/0 (allocated/max al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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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th/weight/discards/tail drops/interleaves) 1/32384/0/0/0

     Conversation 2, linktype: ip, length: 58

     source: 8.0.0.1, destination: 6.6.6.6, id: 0x2DA1, ttl: 254, prot: 1

  (depth/weight/discards/tail drops/interleaves) 64/32384/1505776/0/0

     Conversation 15, linktype: ip, length: 1494

     source: 7.0.0.1, destination: 6.6.6.6, id: 0x0000, ttl: 63, prot: 255

다른 삭제 카운터 이해

per-VC 대기열 처리를 실행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show atm vc vcd# 명령
의 출력이 아닌 show queueing interface atm의 출력 아래에 드랍이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show interface atm 명령의 설명 줄을 확인하여 ATM 라우터 인터페이스 유형을 결정합니다.1.
인터페이스가 VC별 카운터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려면 1단계의 표를 참조하십시오.그럴 경우
인터페이스 또는 하위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모든 VC에서 show atm vc {vcd#} 또는 show atm
pvc <vpi>/<vci> 명령을 사용합니다.모든 VC에 대한 OutPktDrops 카운터를 추가하고 이 값을
show interface atm 명령에 표시되는 출력 대기열 삭제 수와 비교합니다.두 숫자가 거의 같습
니까?대답이 "예"인 경우 ATM 레이어에서 트래픽 셰이핑으로 인해 출력이 삭제됩니다.no인
경우 버퍼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력이 삭제됩니다.

2.

Cisco 7500 Series 라우터에서 show controllers cbus 명령을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의 버퍼가
가득 찼는지 확인합니다.0에 도달하거나 거의 0에 가까운 텍스트 값을 찾습니다.
router#show controllers cbus

   [snip]

    slot5: VIP2 R5K, hw 2.00, SW 22.20, ccb 5800FF70, cmdq 480000A8, VPs    8192

       software loaded from system

       IOS (TM) VIP Software (SVIP-DW-M), Version 12.1(5), RELEASE    SOFTWARE (fc1)

       ROM Monitor version 115.0

       ATM5/0/0, applique is OC3 (155000Kbps)

         gfreeq 48000160, lfreeq 480001F0 (4544 bytes)

         rxlo 4, rxhi 305, rxcurr 305, maxrxcurr 305

         txq 48001A48, txacc 48001A4A (value 5), txlimit    203

3.

show controllers cbus는 per-VC 통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show atm vc 명령을 사용하고
show atm vc {vcd#} 명령 또는 show atm pvc <vpi>/<vci>를 사용하여 per-VC 삭제 카운터를
확인합니다.
router#show atm vc

     ATM5/0/0.4      4     4         32  PVC  AAL5-SNAP    1536  1536        32 ACTIVE

     ATM5/0/0.6      6     4         34  PVC  AAL5-SNAP    1024  1024        32 ACTIVE

     ATM5/0/0.7      7     6         32  PVC  AAL5-SNAP    1024  1024        32 ACTIVE

     router#show atm vc 7

     ATM5/0/0.7: VCD: 7, VPI: 6, VCI: 32, etype:0x0, AAL5 -

     LLC/SNAP, Flags: 0x40030

     PeakRate: 1024, Average Rate: 1024, Burst Cells: 32, VCmode: 0x0

     OAM DISABLED, InARP DISABLED

     InPkts: 31672500, OutPkts: 23342085, InBytes: 1592433047, OutBytes:

     2557199223

     InPRoc: 386157, OutPRoc: 9791, Broadcasts: 380352

     InFast: 0, OutFast: 0, InAS: 31286343, OutAS: 22951942

     InPktDrops: 3, OutPktDrops: 4476

     CrcErrors: 308, SarTimeOuts: 0, OverSizedSDUs: 0

     OAM F5 cells sent: 0, OAM cells received: 0

     Status: ACTIVE

4.



router# show atm pvc 6/32

ATM5/0/0.7: VCD: 7, VPI: 6, VCI: 32

...

InPkts: 31672500, OutPkts: 23342085, InBytes: 1592433047, OutBytes: 2557199223

InPRoc: 386157, OutPRoc: 9791, Broadcasts: 380352

InFast: 0, OutFast: 0, InAS: 31286343, OutAS: 22951942

InPktDrops: 3, OutPktDrops: 4476

...

VIP에서 ATM 포트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분산 VIP 메모리 리소스가 show controller VIP
<slot>tech-support 명령으로 혼잡한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slot>은 ATM 포트 어댑터가 상주
하는 슬롯 번호입니다.SRAM이 더 많은 VIP2를 사용합니다.VIP의 유형 및 명령 show diag
{slot #}(슬롯 번호)로 SRAM의 양을 확인합니다.VIP2-40에는 32MB의 동적 DRAM(Random
Access Memory) 및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2MB의 SRAM이 있습니다.VIP2-50은 VIP2 R5K 컨
트롤러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Slot 5:

           Physical slot 5, ~physical slot    0xA, logical slot 5, CBus 0

           Microcode Status 0x4

           Master Enable, LED, WCS Loaded

           Board is analyzed

           Pending I/O Status: None

           EEPROM format version 1

           VIP2 controller, HW rev 2.11,    board revision C0

           Serial number: 12313902     Part number: 73-1684-04

           Test history: 0x00           RMA number: 00-00-00

           Flags: cisco 7000 board; 7500    compatible

        EEPROM contents (hex):

             0x20: 01 15 02 0B 00 BB E5      2E 49 06 94 04 00 00 00 00

             0x30: 6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Slot database information:

             Flags: 0x4           Insertion time: 0x1484 (5w3d ago)

        Controller      Memory Size: 32 MBytes DRAM, 2048 KBytes SRAM

VIP의 다른 베이에서 포트 어댑터를 제거합니다.IP-ATM CoS 기능이 PA-A3/PA-A6를 통한
VC 큐잉당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SRAM의 양은 동일한 VIP에서 다른 PA가 지원되는지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한 슬롯에 PA-A3가 있고 다른 슬롯이 비어 있는 VIP는 PA-A3에서 VIP의
모든 SRAM 버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데이터 수집에서 트래픽 셰이핑 매개변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장 많은 삭제 수를
기록하는 VC에서 PCR, SCR 및 MBS 매개변수를 늘리십시오.VC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드
롭이 감소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제공자와 함께 이러한 매개변수를 조정하십시오.일방적으
로 값을 늘리면 인그레스 스위치에서 ATM 클라우드로 폴리싱될 수 있습니다.

6.

VC별 대기를 지원하는 ATM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혼잡한 VC가 다른 VC에 영
향을 미치는 경우

7.

복잡한 대기 및 WRED와 같은 트래픽 관리 방법을 구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품질 솔
루션을 참조하십시오.show interface atm 및 show queuing의 출력은 인터페이스에 구성된 큐
잉 유형을 나타냅니다.명시적으로 화려한 대기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ATM 인터페이스는 기본
적으로 FIFO를 사용합니다.VC가 혼잡해지는 경우에만 FIFO 내에서 대기되는 패킷을 볼 수
있습니다.
router#show queueing interface atm 1/0

     Interface ATM1/0 VC 1/35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5161815 drops per VC

     Interface ATM1/0 VC 2/33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0 drops per VC

8.

삭제 및 입력 오류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최신 PA-A3(개정 2.0)을 사용해야 합니다.자세한 내
용은 이 필드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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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기열 크기

class-default 아래에 있는 queue-limit 키워드는 혼합 트래픽의 큐 깊이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TX-ring-limit 명령을 사용하여 PA FIFO 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력 삭제 카운터

Cisco IOS 명령 또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폴링(Cisco IOS Software
Release 12.2용으로 계획됨)을 통해 ATM VC의 출력 삭제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IP-ATM CoS가 없는 이미지는 show atm pvc 명령의 출력에서 ATM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출력 패킷을 삭제합니다.이 이미지에서는 VC의 전송 링이 채워질 때 ATM 인터페이스 드라이
버가 임의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IP-ATM CoS가 있는 이미지는 show queueing int atm 명령의 출력에서 레이어 3 프로세서에
의해 출력 패킷을 삭제합니다.이러한 이미지에서 ATM 인터페이스는 VC의 전송 링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을 때까지 레이어 3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새 패킷의 수신을 제한합니다.따라서 IP-ATM
CoS는 전송 링의 FIFO 대기열에 있는 무작위 최종/첫 번째 삭제 결정에서 레이어 3 프로세서에 의
해 구현된 IP 레벨 서비스 정책에 따라 차별화된 결정으로 드롭 결정을 옮깁니다.

Cisco IOS Software 릴리스 12.1(9), 12.2(2) 및 12.2(3)T(Cisco 버그 ID CSCdt4794(등록된 고객만
해당)) 현재 show atm pvc 명령은 드라이버와 레이어 3 프로세서에 의해 모두 OutPktDrop를 표시
합니다.

레이어 3 큐잉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 값은 "OutPktDrops:0입니다.●

레이어 3 큐잉이 활성화된 경우 - 값은 "OutPktDrops:0/0/0(holdq/outputq/total)."●

이 샘플 출력은 show queueing int atm 명령을 사용하여 레이어 3 프로세서에 의한 삭제를 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outer#show atm pvc 501

   Switch1.501: VCD: 10, VPI: 0, VCI: 501

   VBR-NRT, PeakRate: 128, Average Rate: 128, Burst Cells:    94

   AAL5-LLC/SNAP, etype:0x0, Flags: 0x8000020, VCmode:    0x0

   OAM frequency: 0 second(s), OAM retry frequency: 1 second(s), OAM retry frequency: 1

second(s)

   OAM up retry count: 3, OAM down retry count: 5

   OAM Loopback status: OAM Disabled

   OAM VC state: Not Managed

   ILMI VC state: Not Managed

   PA TxRingLimit: 3

   Rx Limit: 100 percent

   InARP frequency: 15 minutes(s)

   Transmit priority 2

   InPkts: 0, OutPkts: 2878, InBytes: 0, OutBytes: 816840

   InPRoc: 0, OutPRoc: 0

   InFast: 0, OutFast: 2876, InAS: 0, OutAS: 0

   InPktDrops: 0, OutPktDrops: 6483/0/6483 (holdq/outputq/total)

   CrcErrors: 0, SarTimeOuts: 0, OverSizedSDUs: 0, LengthViolation: 0, CPIErrors: 0

   Out CLP=1 Pkts: 0

   OAM cells received: 0

   F5 InEndloop: 0, F5 InSegloop: 0, F5 InAIS: 0, F5 InRDI:    0

   F4 InEndloop: 0, F4 InSegloop: 0, F4 InAIS: 0, F4 InRDI:    0

   OAM cells sent: 0

router#show queueing int sw 1.50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dt4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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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Switch1.501 VC 0/501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6483 drops per VC

Cisco 버그 ID CSCdt26857(등록된 고객만 해당)은 RFC 1695에 정의된 VC 테이블을 보강하는 새
MIB를 정의하며, ATM MIB라고도 합니다. CISCO-AAL5-MIB에서 정의합니다.Cisco ATM 라우터
인터페이스, 특히 PA-A3에서 AAL5 VC 삭제를 계산합니다.

알려진 문제:VC가 멈춘 것 같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VC에 대한 전송 대기열의 문제로 인해 출력이 감소합니다.이 경우 VC가 "stuck"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팁을 사용하여 VC 상태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how interface atm 명령의 여러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출력 삭제에 대해 빠르게 증가하는 값을
찾습니다.

●

이미지가 VC 대기열 처리를 지원하는 경우 show queueing interface atm 명령의 여러 인스턴스
를 실행하고 VC가 Layer-3 FIFO 대기열 처리를 사용하는 경우 "Output queue 40/40"의 일관된
값을 찾습니다.

●

종료를 실행한 다음 인터페이스 또는 하위 인터페이스에서 종료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명령은
전송 링 대기열을 재설정합니다.

●

show atm vc 및 show atm pvc를 실행하고 입력 및 출력 패킷 카운터를 모두 분석합니다.입력
패킷 카운터가 증가합니까?전송 측면에서만 문제가 발생합니까?

●

이 표에는 마이크로코드 버전 G.129의 알려진 수정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사용자라면
버그 툴킷(등록된 고객만) 페이지에서 버그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Cisco에서 제공하는 최신
Cisco IOS 소프트웨어 릴리스(등록된 고객만 해당)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Cisco
버그
ID

고정 버전

CSCd
u0982
8

해결 방법이 제공되었습니다.

CSCdt
19788

12.2(2.2)T 12.0(16)S01 12.0(16.6)S 12.2(0.20)T
12.1(8.1) 12.0(16.6)S01 112.0(17.1)S
12.2(0.20)PI2.2(10) T 12.0(15.6)ST03 12.2(1.1)
12.0(17.2) 12.2(0.21)S 12.0(16.6)ST
12.2(0.21)PI 12.0(17.1)ST 12.1(7.5)E 12.1 pi
12.0(17.3)ST 12.1(07a)E02 12.2(1.4)S
12.0(17.6)W05(21.16) 12.1(8.5)E 12.1(08a)E
12.1(7.5)EC 12.2(3.4)PB 2.2(3.4)B 12.1(4)XZ05
12.1(4)XY07 12.1(8.5)EC 12.2(2)DD01

CSCdr
22203

12.2(03.04)B 12.2(03.04)PB 12.2(02.02)T
12.2(01.04)S 12.2(01.01)PI 12.2(00.21)PI
12.2(0.21)S2.0 21)T 012.002(001.001)
12.0(10.03)S 12.0(10.03)SC 12.1(02.03)E

CSCd
s0123
6 및
CSCd

12.1(4) 12.1(03a)E 12.1(4.1)T 12.0(12.6)S01 1
12.1(4.2)AA 12.1(4.2) 12.1(4.2)T 12.0(13.1)S
12.1(4.1) 1(4.3)PI 1(03a)EC 12.1(4.2)AA
12.1(4)DB 12.1(4)DC 12.0(12.6)SC01 1

https://tools.cisco.com/bugsearch/bug/CSCdt2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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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10
3 12.0(13.6)ST 12.1(4.4)E 12.1(4)DC012.1(4.4EC

CSCd
s5764
2

12.1(5.6)E01 12.2(0.05b) 12.2(0.9)T 12.2(0.10)
12.2(0.10)PI01 1 12.1(5.6)EC 12.2(0.18)S
12.2(3.4)PB 12(2.2)

비분산형 플랫폼에서 Cisco IOS 이미지가 지원하는 경우 ATM VC는 레이어 3 큐잉을 사용해야 합
니다.

관련 정보

입력 대기열 삭제 및 출력 대기열 삭제 문제 해결●

ATM 라우터 인터페이스의 입력 삭제 문제 해결●

ATM 어댑터에 대해 구성 가능한 VC별 보류 대기열 지원●

CISCO ATM 포트 어댑터●

ATM 기술 지원 페이지●

성능 튜닝 기본 사항●

스위칭 경로 개요●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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